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422 -

크로스 오버 드러머로서의 
제프 포카로에 대한 분석 연구

장혁
*
, 조태선

**

*청운대학교 대학원
**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fillinjh@yahoo.co.kr

An Analytic Study of

Jeff Porcaro as a Crossover Drummer

*
Jang Hyuk,

**
Cho Tae Seon

*
Choo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팝의 역사에 있어 수많은 장르의 음악들은 여러 뮤지션들의 끊임없는 창작활동에 대한 노력의 결과

로 생겨나고 발전 되었다. 그중에서도 밴드 “토토(Toto)”의 드러머 “제프 포카로”는 한 가지 장르가 아

닌 여러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크로스오버 하여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의 음

악활동을 연구함으로서 뮤지션으로서 실험적이고 예술가적인 도전정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대중음악에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있다. 여러

종류의 음악들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장

르(genre)라는 이름으로 구분 짓는다. 그러나 이것

이 꼭 대중음악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인

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의

배경과 사회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생겨나기도 하

고 또는 음악을 행하는 뮤지션(musician)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장르가 생겨나게 된 것이

다.

대부분의 음악들은 뮤지션들이 어릴 적 듣고 동

경해왔던 음악 위에 새로운 것을 시도 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잘 발전된 음악을 가리켜 퓨전(fusion)1)이

잘됐거나 크로스 오버(cross-over)2)가 잘됐다고 한

다.

제프 포카로(Jeff Porcaro)는 평생을 통하여 이러

한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 그의 드러밍(drumming)

은 소울뿐만이 아닌 스윙재즈(swing jazz), 록, 라틴

1) 재즈, 락, pop 따위의 요소와 스타일이 혼합, 융합된 음악

2) 다른 범주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음악이 섞여 이루어진 음악 - 70년

대 Jazz에 전기, 전자 악기가 섞인 것이 대표적인 예

(latin)음악 등등의 다양한 장르들이 가미되었다. 또

한 그의 음악에는 원래의 리듬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style)로 크로스오버 되도록 하기 위

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구는

드러머로서 자신의 음악생활에 좋은 철학을 가져다

준다. 동료 뮤지션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실험적이고 예술가적인 생각을 갖

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본론

밴드 토토의 앨범 중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4집

가운데 두 곡 (Rosanna, Africa)에 대해 분석, 연구

한다.

2.1. Rosanna

인터뷰에서 제프는 이 곡이 자신이 연주한 곡 중

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그루브라고 말하였고

이후 많은 드러머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리듬을

Jeff's Shuffle이라 말할 정도로 16th Shuffle

Groove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다. 그는 그의 레슨

비디오에서 이 곡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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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는 이 리듬을 두 명의 드러머에게서 영향을 받

아 만들었다. 첫 번째는 <그림 1>과 같이 Bernard

Purdie가 연주한 Steely Dan의 곡 <Babylon

Sisters>와 <Home at Last>라는 곡이다.

<그림 1>

두 번째는 그룹 Led Zeppelin의 드러머 John

Bonham이 자신들의 9집 앨범에서 <그림 2>와 같

이 연주한 <Fool in the Rain>이라는 곡이다.

<그림 2>

이 두 가지 리듬을 합하고 여기에 <그림 3>과 같

은 Bo Diddley 리듬을 킥에 더하여 <Rosanna>리

듬을 완성 하였다. Rock and Roll 싱어인 Bo

Diddley의 <Bo Diddley>라는 곡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그림 3>

이 세 가지 리듬을 합하여 만들어낸 <Rosanna>의

기본 리듬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프가 가장 존경하는 드러머 중의 한 명인 흑인

드러머 Bernard Purdie의 R&B스타일의 그루브와

메탈 드러머의 대명사인 John Bonham의 터프한 그

루브를 잘 크로스오버 하였다. 킥 패턴은 Bo

Diddley의 리듬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프가 어려서부터 동경해왔던 음악들을 자

신의 음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는 자신의 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크로

스 오버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리듬을 더욱 그루브하게 만드는 요소로

ghost note를 <그림 5>와 같이 사용하였다.

<그림 5>

다소 어려운 연주이지만 16분 트리플렛 가운데에

스네어 고스트를 삽입하는 이런 스타일의 연주를

많은 드러머들이 Jeff's Shuffle이라 일컫는다.

<그림 6>

<그림 6>은 노래의 브리지로서 전체 곡을 통하여

최대한 작게 연주한 부분으로 드럼 보다는 퍼커션

이 더 많이 부각되어져 다른 부분과 대조를 이루었

다. 마지막 마디의 섹션부터 강한 빌드 업을 한다.

이 때문에 코러스 파트나 간주 파트들이 더 다이내

믹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마지막 마디의 6잇단음

표는 전 멤버가 유니슨으로 연주하는데 제프는 그

안에 4잇단음에 악센트를 넣어서 폴리의 느낌이 나

는 솔깃한 재미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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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 7>후렴에서는 킥 패턴이 다른 악기와 유니

슨으로 연주됨과 동시에 멜로디 라인도 같은 리듬

이다. 이런 편곡은 토토 음악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전 멤버가 다 같이 편곡에 참여하고 그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

막 마디는 강한 섹션 뒤에 2절 verse로 가기 위한

정리하는 필인을 하였다.

<그림 8>

<그림 8>의 Variation 1은 간주 전 필인이고

Variation 2는 Bis 전 필인으로 가장 강한 부분이다.

이렇듯 필인을 통하여 다이내믹이 어떻게 변할지를

다른 멤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는 이들에

게도 예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9>

<그림 9>후주 리듬은 Bo Diddley 패턴을 킥과 스

네어를 번갈아가면서 연주하여 베리에이션 하였다.

건반 솔로와 기타 솔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많

은 리듬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페이드아웃 된다.

2.2. Africa

이 곡은 David Paich와 Jeff Porcaro가 공동 작곡

한 곡으로써 이들의 곡 중 유일하게 Billboard Hot

100 차트 1위까지 랭크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곡

이 다른 곡들과 분위기가 다소 틀린 이유로 앨범에

서 제외될 뻔 했다는 것이다. 멤버 중 몇 명은 이

곡이 토토의 사운드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당시까지는

월드뮤직이 대중음악에 많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이 곡이 어떤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제프는 아프리카에 가보지 못한 한 백인 소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모습만으로 아프리카를 상상

하며 곡을 쓰려하는 것이 이 곡의 배경이라 설명하

였다.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아프리카에 대한 상상력

만으로 이 곡을 완성한 것이다. 또한 제프는 인터뷰

에서 이 드럼 트랙을 녹음하는데 다음과 같이 회상

하였다.

“나는 11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 박람회에 가서 아

프리카 부족에 관련된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부

족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몰랐다. 하지만 그곳

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몇 명의 고수들

이 한 리듬으로만 북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빼

앗겼다. 또한 어린 시절 코네티컷에서 살 때 푸에르

토리코와 쿠바 뮤지션들이 한 가지 비트만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연주하는 것을 보곤 하였는데 약간

은 종교적인 경험처럼 이 리듬이 고조되면 사람들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 이후에 나의 연주에 있어 강한 모델이

되었다. 여러 명이 한 가지 리듬을 연주할 때 어떤

한명이 조금이라도 그 리듬에서 벗어나면 앙상블이

될 수 없다. 특히 드럼만 있는 마칭 밴드가 이런 것

의 좋은 예가 된다. 나는 아프리카를 녹음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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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곡을 완성하고 싶었다. 그래

서 킥, 스네어, 하이-햇만 세팅하고 Lenny Castro는

내 바로 앞에 콩가만을 세팅하였다. 우리는 서로 쳐

다보면서 기본 그루브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하이

-햇을 16분음표로 치고 3번째 박자에 백 비트가 있

는 Half Time3) 느낌의 리듬이었다. 메트로놈 없이

머릿속에 베이스라인을 상상하며 느낌이 편안해 질

때까지 계속 연주하였다. 5분정도간의 연주 이후 컨

트롤 룸으로 돌아와서 가장 느낌이 좋은 두 마디를

선택했다. 그 두 마디 위에 내가 카우벨을 레니가

쉐이커를 더빙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마디를

노래 전체를 통하여 계속 루핑 하였다. Linn

machine으로 작업했다면 2분이면 될 것을 30분에

걸쳐서 직접 녹음한 이유는 기계로는 느낄 수 없는

아날로그 그루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나는 Milt

Holland나 Emil Richards가 가졌던 사운드나

”National Geographic"에서 들었던 사운드 또는 뉴

욕 세계 박람회에서 들었던 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

표현하고 싶었다. “

<그림 10>

<그림 10>이 전체 노래를 통하여 루핑된 기본

리듬이다. 이 위에 많은 퍼커션이 더빙되어있고 노

래의 다이내믹 조정을 퍼커션을 통하여 하였다.

<그림 11>

루핑 된 기본 리듬 위에 코러스 파트에서만 드럼

더빙을 또 하여 다른 파트보다 강조시켰다. <그림

11>의 두 가지 필인은 후렴 들어가기 전에 사용한

3) 한 마디의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 박자를 셀 때 두 배 느려진

다. 스윙 리듬에서 16th 셔플로 바뀔 때 이 방식대로 된다.

것들이다. 이렇듯 드럼은 다소 단조로운 리듬을 계

속 반복하여 제프가 어릴 때 생각하였던 한 가지

비트로만 연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켰다.

드럼과 많은 퍼커션이 하나의 그루브로만 연주되었

지만 지루함을 느낄 수 없고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계속 몰입하게 된다. 어려운 테크닉을 나열하여 화

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

의 리듬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대중 음악가들이 연주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

세계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단계의 크로스오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야한다. 본인이 왜 음악을 시작했고 영향 받은 음악

과 연주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이들의 음악을

잘 크로스오버해서 새로운 자신의 음악세계를 만들

어야한다. 음악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특히

드러머로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영역은 극히 드물

다. 드럼연주자로서 자신의 음악세계를 이룩하는 것

은 혼자 힘으론 불가능하고 멤버들 간의 크로스오

버가 잘 이루어 질수 있게 기둥 역할을 잘함으로서

만들 수 있다. 즉, 전체의 조화를 잘 이끌어내는 지

휘자의 입장에서 연주하여야한다. 화려함은 다른 동

료에게 양보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으로 전체 곡의

성격을 결정짓는 책임감 있는 연주를 요구한다. 이

러한 점은 밴드가 아닌 세션 연주자에게도 적용된

다. 제프 포카로는 이 두 방면에서 크로스오버에 크

게 성공한 좋은 본보기이다. 대중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뮤지션의 자세는 아니지만 대중의 호감을 불

러 일으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음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좋은 뮤지션의 자세일

것이다. 대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들려주고,

그들에게 검증 받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뮤

지션들은 실험적으로 여러 음악들을 크로스오버하

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야한다. 대중음악은 대

중과의 크로스오버가 마지막 거쳐야할 과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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