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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대의 대중음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대중음악의 흐름에 맞게 점점 발전 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대중음악도
시대적 감성에 맞게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악기의 사용법과 구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보컬이
포함된 음악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컬 코러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컬 코러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코러스의 기능과 확장성에대하여 연구 한다. 유니즌, 병진행, 화음, 콜 앤드 리스폰스, 패드,
투티등 다양한 연주기법을 사용하고 악기는 표현할 수 없는 가사를 활용하여 주선율을 더욱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리드
보컬 연주의 안정성을 높이고 곡의 편곡에도 더욱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백그라운드 보컬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곡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드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서론

2. 본론

대중음악은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감성이 표현

코러스는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기능 및 주법을 이용

되는 하나의 문화이다.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사용하는

해 다양한 악기를 대신 연주함 및 표현하기 때문에 곡의 악기

악기와 연주법 편곡법등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발전하며 현

편성 및 편곡의 확장성을 가지고 기악파트의 간소화시키는

시대에 맞는 곡을 탄생시킨다. 가상 악기가 등장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메인 보컬의 소리와 가장 비슷한 질감

편곡법을 통해서 대중음악은 변화하고 있는데 보컬이 포함된

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보컬의 소리에 더욱 풍성하고 확장

음악에서는 필요에 따라 백그라운드 보컬(background vocal)

성 있는 편곡적인 기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산슬

을 이용하기도 한다. 백그라운드 보컬이란 메인 보컬을 받쳐주

의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나오는 코러스를 분석하여 코러스

는 합창 파트, 또는 그것을 담당하는 멤버를 말하며, 코러스라

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고

고 부르기도 한다[1]. 백그라운드 보컬은 리드 보컬을 보조하

자 하는 악보에서는 편의상 코러스가 연주되지 않는 부분을 생

며 연주되는 하나의 악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대의 대중음

략하며 접근하였다.

악 및 다양한 음악에서 편곡의 완성도에 중요한 부분을 보이

2.1 합정역 5번 출구 9~16마디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의 코러스 분석을
통해 코러스의 효과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업이 가수가 아닌
개그맨 유재석의 제 2의 캐릭터 ‘유산슬’의 부족한 가창력 받
쳐주며 노래를 한층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었고, 다양한
연주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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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마디부터 백그라운드 보컬 연주가 진행
되는데 21~22마디에서는 리드 보컬과 함께 주선율을 같은 가
사로 같이 불러주는 유니즌 형태의 투티로 연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보컬이 코러스를 연주하였는데 남성인 리드
보컬의 톤과 다른 톤이기 때문에 음색의 증폭과 감성의 전달
이 확장되어 다양한 감성이 표현되었다. 리드 보컬과 같이 주
선율을 연주 해줌으로써 리드 보컬의 연주를 보다 안정적으
위 [그림 2]를 보

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었다.

4

같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코드
진행에 맞게 3도 위로 화음을 쌓아 연주되고 있다. 화음을 많이
넣지 않음으로써 과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효과
2 ~26마디에서는 리드 보컬과

[그림 1] 합정역 5번 출구 9~16마디

위 [그림 1]은 ‘합정역 5번 출구’의 전주 부분에 속한다. 전

를 주었다.

옥타브 밑으로도 같이 연주해주는 유니즌 형태를

주에는 리드 보컬의 연주가 없는데 백그라운드 보컬은 다른

주선율을 1

악기 연주와 함께 하나의 악기가 되어 연주하고 있다. 곡에서

보이는 병진행으로 연주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선율이 더욱

연주되는 주선율과 가사를 인용하여 연주하고 있는데 9~12마
디에서는 ‘나’라는 가사를 붙여 흥얼거리듯 연주하며 반주 속
에 포함된 악기가 연주하는 멜로디 위에 코드 진행에 맞게 화

강조되는 효과이다.

2.3 합정역 5번 출구 27~34마디

음을 쌓아 연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선율을 연주하고 그
위 아래로 코드 진행에 맞게 화음을 쌓아 병진행

형태로 연주

일 위에 화음을 1옥타브 아래로도 연주하는
유니즌 형태를 포함한 병진행 형태로 연주되고 있다. 13~16마
되고 있으며, 제

디는 곡에 나오는 멜로디를 인용하여 연주하였는데 이로 인
해 리드 보컬이 없어도 주선율이 연주되는

찬

느낌을 주었다.

같은 방식으로 표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화음과 유니즌 형태가 포함된 병진행으로 연
주함으로써 보다 힘 있고 풍성한 효과를 주었다.
앞으로 사용될 그림 예제에서는 리드 보컬 표기를 대신하여
‘L. V’, 백그라운드 보컬(코러스) 표기를 대신하여 ‘B. V’로 간
단하게 표기하기로 한다.
9~12마디 연주와 마 가지로

3

7 34

[그림 ] 합정역 5번 출구 2 ~ 마디

3

면 27부터 31마디까지 리드 보컬과 함께 주
선율을 연주해주고 있는데 주선율을 1옥타브 밑으로도 연주
해주는 유니즌 형태로 연주하며 이는 주선율을 더욱 풍성하
고 강조되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코드진행에 맞게 주선율 위로
만 화음을 쌓아 연주하였는데 화음을 많이 넣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느낌을 충족 하였다. 리드 보컬과 같이 주선율을 연주
해줌으로써 리드 보컬의 연주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2.2 합정역 5번 출구 17~26마디

위 [그림 ]을 보

효과를 주었다.

7

[그림 2] 합정역 5번 출구 1 ~26마디

31마디에서는 주선율의 ‘왜’에만 연주해줌으로써 다른 부분
에 비해 보다 강조되는 효과를 주었다. 주선율과 같이 연주하
며 1옥타브 밑으로도 함께 연주해주는 유니즌 형태로 연주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드진행에 맞게 위로만 화음을 넣어
주며 과하지 않게 힘을 주는 효과를 주었다.
33마디에서 34마디에서는 주선율 연주 후에 모음 ‘우’로만
- 99 -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발음하며 코드진행에 맞게 화음을 쌓아 연주하는 패드
로 연주하여 곡의

럽

결

형태

빈 공간을 채워주며 다음 연주와 더욱 자연

스 게 연 되는 효과를 보였다.

2.4 합정역 5번 출구 35~42마디

록 하는 역할도 보였다. 리드 보컬과 주고받는 형식의
콜 앤드 리스폰스 기법을 사용하여 곡을 보다 타이트하고 강
조하는 효과를 주었고, 패드기법을 사용하여 빈 공간을 채워
줌과 동시에 다음 연주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
록 융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그라운드
보컬은 리드보컬과 함께 가사를 연주하여 악기로는 채울 수
없는 가사의 강조하는 효과도 보인다.
수 있도

보컬이 포함된 곡에서는 악기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보컬을 사용함으로써 보컬이 곡을 표현하

럽 녹아들어 곡을 완성 시켜줄 수

고 완성하는데 보다 자연스 게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 보컬의 적절한 활용은 곡을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들고 리드보컬을 받쳐주어 연주를 더욱 안

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다양한
방향의 코러스 관련 연구가 진행 되었으면 한다.
정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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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합정역 5번 출구 5~ 2마디

4

면 35마디부터 38마디에서 가사 ‘바람이 분
다’, ‘사랑이 운다’가 연주될 때 각각의 가사 연주 뒤에 같은
가사로 코드 진행에 맞는 음을 선택하여 주선율과는 다른 멜
로디를 만들어 연주해주는 콜 앤드 리스폰스 형태의 투티로
연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전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줌
으로써 좀 더 곡이 타이트해졌고 같은 가사를 반복 연주해줌
으로써 한 번 더 강조해주는 효과를 주었다.
39마디부터 34마디까지 리드 보컬이 주선율을 연주하는 동
안 백그라운드 보컬도 함께 주선율을 연주하며 1옥타브 아래
로도 연주해주는 유니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남자 리드보컬
과 여자 백그라운드 보컬의 서로 다른 톤이 주선율을 함께 연
주함으로써 음색이 더욱 증폭되며 주선율이 더욱 힘있게 강
조되었다. 리드 보컬과 같이 주선율을 연주 해줌으로써 리드
위 [그림 ]를 보

보컬의 연주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었다.
주선율에 코드 진행에 맞게 화음을 쌓아 병진행
로 연주하고 있는데 보다 풍성하고
를 주었다.

형태의 투티

힘있게 강조해주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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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론 내용을 살펴보면 한 곡 안에서도 다양한 연주 기법
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코드진행에 맞는 화음 연
주가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율을 보다 풍성하
게 만들어 주며 전체적으로 음악의 확장성을 도와준다. 리드
보컬과 함께 주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주선율을 더욱 강조하고
힘 있게 만들어주었고 화음연주가 보다 자연스럽게 녹아들
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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