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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악의 편곡에 있어서 베이스는 주로 근음을 담당, 화음의 진행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음악에서는 보컬의 멜로디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베이스의 경우는 단순하게 연주하는 안정적
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베이스는 근음 위주의 연주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
양하고 복잡한 리듬 및 화음의 구성음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려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중적인 성공은 물론이며 그 완성도에 있어 전혀 손색
이 없는 ABBA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베이스 라인을 분석하고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서 론

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완성도에 있어 전혀 손
색이 없는 ABBA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베이스 라인

앙상블에서 베이스라는 악기의 역할은 화음의 토대

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하고 개성적인 움직임

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베이스라는 명칭대로 기본

을 나타내고 있다. 연주곡 위주의 음악이 아닌 대중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초창기 재즈에서 튜바로 시

음악에서 기본기에 충실한 연주만으로도 난해하지

작된 베이스 파트는 콘트라베이스를 거쳐 일렉트릭

않으며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었던 ABBA의 베이

베이스로 넘어가면서 주법 또한 발달했다. 더 복잡

스 편곡 스타일을 재조명하고 더 나아가 최근의 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

악에 적용해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어졌으며 일부 베이스 연주자들은 그 어떤 악기보다

2. 본 론

더 화려하고 빠른 연주를 구사하며 베이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러한 연주는 화음의 기
초를 지탱하는 베이스의 기본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

대중음악을 화성적으로 분석해보면 고전 화성학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했다.

ABBA의 편곡은 고전 화성학의 규칙을 잘 지켜내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개성적인 사운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베이스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하다보면 다소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ABBA의 대표적인 곡 중에

밋밋하고 안정적이기만 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지나

서

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연주를 위해서는 보다 깊

<Thank You For The Music>의 베이스 편곡기법

은 음악적 고민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할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요가 있다. 무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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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ummer Night City

일정한 리듬 패턴을 유지하며 코드톤을 비롯하여
경과음1), 전타음2) 등의 비화성음을 적절하게 사용하

<악보 1> intro 부분의 네 마디

여 매우 선율적인 베이스 라인을 만들었다. 각각의
음길이를 짧게 하여 리드미컬한 느낌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화성과 비화성음이 부딪히는 시간을 줄여
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5마디 부터는 제 3박을 쉼표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음정의 도약이 두드러지는 근음 위주의 리프이다.

2-3 Thank You For The Music

일반적인 베이스 기타의 가장 낮은 음은 E인데 그
<악보 4> 2절 verse의 도입부 여덟 마디

보다 한음 더 낮은 D음을 사용하여 육중한 느낌을
준다. 보조음으로 C가 사용되었는데 근음이 옥타브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어 입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 2> verse 부분의 네 마디

이 부분에서는 베이스와 주요 멜로디가 선율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멜로디가 나오는 1, 2, 5, 6마디
에서는 8 beat 기본 패턴에서 제 3, 4박을 변형시킨
1~2 마디에서는 같은 음을 옥타브 음정으로 연주했

리듬으로 연주하고 있는데 멜로디의 비중이 줄어드

던 intro와는 반대로 근음만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는 3, 4, 7, 8마디에서는 베이스가 약박을 적절하게

입체감이 사라지고 차분한 느낌으로 전환되었다. 이

분할하여 선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럼 음정의 도약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전반부와
<악보 5> 2절 verse의 후반부 네 마디와 chorus 네 마디

후반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2-2 Under Attack
<악보 3> chorus 도입부 여덟 마디

전반적으로 기본패턴을 연주하는 가운데 4마디와
6, 8마디는 멜로디를 따라 4 beat로 연주함으로써

1) 경과음(패싱 노트, passing note) : 화성을 구성하는 음과 음
사이를 온음계 또는 반음계의 순차진행으로 메우는 음.
2) 전타음(아포자투라, appoggiatura) : 2도(주로 반음) 위나 아
래에서 화성음으로 진행하는 음. 앞꾸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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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와 악센트를 일치시켰다. 이는 일정한 패턴의

참고문헌

반복으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라인에 변화를 주

[1] The Score of Musical 'Mamma Mia' (Dakota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Music Service)
[2] ABBA GOLD(Wise Publications part of The

지금까지 ABBA의 음악에서 자주 나타나는 음정의
도약, 적극적인 비화성음 활용, 멜로디와의 조화 등

Music Sales Group)
[3] The Gig Book ABBA(Wise Publications part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와 같은 연주적인 특

of The Music Sales Group)

징이 ABBA 이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

[4] Bass Player

니다. 그러나 음악에서는 그 어느 악기보다 멜로디

[5] 화성학 (백병동 /수문당)

가 가장 부각되기 마련이므로 ABBA의 음악만큼 베

[6] 재즈북 (요아힘 E. 베렌트, 한종현 역 /자음과

이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극히 드
물다. 특히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팝음악에서는 멜

모음)
[7]

로디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의 편곡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베이스의 편곡은 대부분 근음 위
주의 안정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기존
의 연주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나열된 특징들
은 전통적인 베이스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대의 다른 음
악과 차별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3. 결 론
근래에 들어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정착되어감에 따
라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젊은 뮤지션들이 꾸준
히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성세대와는 달리 기발한 아이디어에 기인한 과감
한 시도가 많이 반영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베이스의 경우는 기본패턴으로 무난하게만 연
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나치게 안정 지향적인 제작환경으로 인해 히트곡
의 컨셉을 답습하는 획일화된 음악들이 넘쳐나고 있
으며 음악성보다는 대중에게 당장 어필할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들만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음악
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내 대중음
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산적해있지만 적어도 제작
자, 작품자, 연주자들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
다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특히
베이시스트는 자신의 연주에 따라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연마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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