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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3명의 재즈보컬리스트에 의해 가창된 보컬즉흥연주를 분석하여 스캣음절의 사용실례

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하여 스캣음절의 사용 및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서론

연구자는 선행논문 “Articulation과 Syllables를 이

용한 보컬즉흥연주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 보컬 즉

흥연주를 가창하기 위해 필요한 스캣음절(Scat

Syllable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컬들에게 스캣음절은 즉흥연주 선율의 멜로디,

리듬, 악센트, 다이내믹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컬즉흥연주는

연주에 필요한 음악지식을 습득하고, 반복훈련을 통

하여 숙련된 스캣음절을 사용하여 가창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논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가사로 노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보컬리스

트들에게 순간적으로 선택하여야하는 재즈의 스캣음

절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난감하고 생소한 부

분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컬즉흥연주 가창분석을 통

하여 사용 실례를 고찰하고 스캣음절의 사용 및 표

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본론

본 논문의 연구는 즉흥연주가창에 숙련된 재능을

가지고 있는 Jon Hendricks, Kevin Mahogany,

Kurt Elling이 가창한 노래 중 ‘Good Ol Lady',

‘Cloudburst', 그리고 ‘Close Your Eyes'의 스캣음절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 Jon Hendricks, ‘Good Ol Lady'

[악보 1]  ‘Good Ol Lady' (즉흥연주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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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연주에 사용된 스캣음절들을 살펴보면 Jon

Hendricks는 선행논문에서 언급한 D, B, Y, L의 자

음들과 A, E, I, O, U의 모음들이 조합된 ba, bo,

da, de, be, boo. doo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음절

들을 중심으로 가창하고 있으며, 악센트나 스타카토

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T나 P의 단어를 음절의 종성

(終聲)에 사용하여 소리 내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

하였다. Jon Hendricks가 사용한 음절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28-31번째 마디의 셋잇단음으로 이루어

진 선율에 사용된 단어들이다. 셋잇단음이 연속적

으로 불리는 경우, doo l uh나 doo loo li와 같이 반

복하여 발음하기가 용이한 음절들이 셋잇단음의 리

듬에 맞추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Jon

Hendricks는 L과 ea의 음절을 대신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여 지는 흥미로운 점은 Jon

Hendricks가 셋잇단음을 가창함에 있어 세 음절이

아닌 두 음절(L과 ea)을 이용하여 한음간격으로 악

센트를 강조함으로써 독특한 효과로 마치 빠른 8분

음표나 16분음표의 선율을 표현하듯 셋잇단음을 가

창한 것이다. 이외에 17번째 마디에서 사용한 gwa,

aw나 25번째 마디에서 사용한 sap등의 음절들은 보

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음절들로 즉흥연주의 소리

를 이색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Jon Hendricks의 노

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흥연주 전반에 걸쳐 기악연주기법인 슬라이드와

밴딩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스캣음절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Jon Hendricks는

5, 11, 12 그리고 21번째 마디에서 음을 퍼 올리듯이

위로 슬라이드 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여 노래하였으

며 특히 11, 12-13마디의 선율들은, 관악기의 소리를

잘 표현한 스켓음절(oh)과 함께 가성(falsetto)으로

가창하여 뮤트트렘펫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

다. 이외에도 Jon Hendricks는 27, 29, 그리고 31

번째 마디에서 슬라이드 기법을 표현하기 위하

여 ea의 음절을 사용하였다.

2) Kevin Mahogany, ‘Cloudburst'

[악보 2]  ‘Cloudburst' (즉흥연주 악보)

Kevin Mahogany의 즉흥연주에 사용된 스캣음절

들을 살펴보면, Jon Hendricks와 마찬가지로 D, B,

Y, L의 자음들과 A, E, I, O, U의 모음들이 조합된

음절들을 악구를 표현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악센트나 스타카토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T나 P의 단어를 음절의 종성(終聲)에 사용하여 가

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Jon Hendricks의 즉흥연주

에 비하여 Kevin Mahogany는 좀 더 부드럽게 뒤로

템포가 밀리듯 한 블루지(Bluesy)한 느낌으로 즉흥

연주를 가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Jon Hendricks와

는 다른 형태의 스캣음절을 사용하였다. Jon

Hendricks의 즉흥연주를 살펴보면, 악구의 종지에

dap, det등의 음절을 빈번히 사용하여 악센트를 주

었고 음이 끊어지는 느낌으로 가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Kevin Mahogany는 음절의 종성

에 t 나 p의 사용을 자제하고 baw～, ah～ 와 같은

음절들을 테누토의 형식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악구

가 다음 악구로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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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느낌을 살리어 블루지하게 즉흥연주를 가창

하였다.

Kevin Mahogany의 즉흥연주에서 보여 지는 또

다른 차이점은, Jon Hendricks가 셋잇단음을 표현하

는데 있어 L 과 ea의 두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

한데 반하여 Kevin Mahogany는 셋잇단음에서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do l ea, bo le ah와 같은 음절들로

노래하였다는 점이다.(선행논문 참고)

이외에도 9-10번째 마디를 통해서는 Kevin

Mahogany가 일반적으로 셋잇단음에서 사용되는 L

음절을 8분음표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에서 사용하

여, 셋잇단음의 느낌을 살려 가창하였음도 알 수 있

으며 bwea, day, bree, geek, deek 등의 독특한 음절

들의 사용도 3, 13, 23 31마디 등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3) Kurt Elling, ‘Close Your Eyes'

Kurt Elling이 사용한 보컬 즉흥연주의 음절들을

살펴보면, Jon Hendricks나 Kevin Mahogany와 같

이 doo, ba, bo, di 등의 보편적인 음절들이 주로 사

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Kurt Elling은 즉흥연주를 자

신의 색깔로 표현하기 위하여 si-l-a, zet, ze, bal,

ya, yo, bwee, see등의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

절들은 사용하였으며, 특히 ‘왕벌의 비행’(림스키코

르사코프)의 선율을 인용하여 가창한 7-8마디의 스

캣음절은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S와 Z의 중간 발

음으로 소리 내어 재미있게 표현한 경우이다.

Jon Hendricks나 Kevin Mahogany가 낱말의 끝에

T와 P를 붙여 dat, bop등의 음절을 만들고 이를 이

용하여 악센트, 스타카토의 느낌을 살려 가창한 것

에 비하여, Kurt Elling의 즉흥연주에서는 T, P를

사용한 음절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대신

1-2번째 마디와 26번째 마디에서 N 발음을 반복적

으로 묵음 화시키는 고스트노트(Ghost Note) 주법을

사용하여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Kurt Elling은 끊어지는 느낌을 주는 T,

P 단어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고스트노트주법을 대

신 사용함으로써, 뒤로 밀리는 듯 노래하는 laid

back의 가창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위

두 명의 보컬들이 at ba dap 이나 ba boo doo ba와

같이 다양한 음절들이 혼합된 형태의 스캣음절을 곡

전반에 걸쳐 사용한 것과는 달리 Kure Elling은 di

di di di와 같이 한 형태의 음절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곡 전반에 걸쳐 찾아 볼 수 있

다. 악보3}을 통하여 이러한 음절이 사용된 악구

들을 살펴보면 8분 또는 4분 음표 등의 한 종

류의 음표로만 이루어진 악구임을 알 수 있다.

즉 Kurt Elling은 한 형태의 음절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특색 있는 방식으로 동일음표로 이루

어진 악구들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악보 3]  ‘Close Your Eyes' (즉흥연주 악보)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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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Jon Hendricks, Kevin Mahogany, Kurt

Elling에 의해 가창된 3곡의 재즈보컬즉흥가창 분석

을 통하여 스캣음절의 사용 실례에 대해 살펴보았

다.

3곡의 분석 결과, 스윙의 리듬감, 보컬의 가창특성

인 레가토, 그리고 악기의 연주특성인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 등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D,

B, Y, L의 자음들과 A, E, I, O, U의 모음들이 조합

된 음절들이 악구를 표현하는 주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명의 보컬들은 표현의도에 따라, 음절의

강세 표현에 고스트주법을 사용하고 si-l-a, zet,

bwea, day, gwa 등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절을

사용하는 방식 등에 의해 즉흥연주를 각기 다른 스

타일로 가창하였다.

보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악기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소리에 의해 즉흥연주를 가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악은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의

해서만 즉흥연주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보컬은 여

러 악기의 소리나, 때로는 어떤 물체의 소리까지도

이용하여 즉흥연주를 가창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컬은 스캣음절의 활용에 따라 여러 다양한

소리와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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