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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티스트에게 음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국내의 대형기획사는 치밀한 
기획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음악적 정체성이 없는 아이돌이라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상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던 아티스트 프린스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음악적인 천재성과 
독특함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편곡자로의 프린스는 텐
션 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어보이드 노트마저도 음악적인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가
지고 있는 음악적인 천재성과 독특함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음악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대중에게도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음악에
는 정답이 없고, 그 본질에는 예술이라는 근본이 있어야 한다.

주제어 : 텐션 노트, 어보이드 노트, 모달 인터체인지, 프린스, 블루스, 소울, 편곡

Abstract It is crucial to a musical artist whether or not they have a musical identity. Major entertainment 
companies of Korea are strongly promoting a cultural product called ‘Idol’, where musical identity and 
musicianship are not important, with careful production and capital.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Prince, who 
remains to show clearly  his philosophy and identity, in the state where lack of musical identity is being 
promoted. Many studies done on his musical brilliance and uniqueness can be a great incentive to rethink on 
the nature of music. As an arranger, Prince used tension notes effectively and even showed that avoid notes 
can be used to express a musical color. Studies on his musical brilliance and uniqueness must continue to be 
done and become an incentive to not just people who study music but for everyone to rethink the nature of 
music. There is no correct answer to music, but art has to be the essence of it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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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의 경제학자 인즈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

을 통해 '유효수요의 부족'을 공황의 원인으로 지 하

다. 이 말은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오랜 기간 동

안 다방면으로 많이 인용되어왔는데 지 의 한국 음

악계의 실에 용해보아도 크게 어 나지 않는다. 최

근의 음악은 기술 으로는 많이 진보했으나 음악의 본질

인 '감정의 표 '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퇴보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1953년 휴 이후  세계 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

루어내며 사회 반 으로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 과학, 술, 인문학은  사양길에 

들어섰으며 재에 이르러서는 학에서 마 도 취업률

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의 상이 되었다. 반면에 단기간

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실용주의 인 분야만이 각

을 받고 있는 추세라 우리의 삶에서 여유와 낭만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정신은 황폐화되었다. 음악의 

경우도 외는 아니다. 통음악은 고 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음악 한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그 결과 감성을 표 한 '작품'은  사라지고, 경

제  이득을 해 제작된 '상품'들이 주류가 되었다[1]. 

음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그

것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에 부합하는 뮤지션으로 린스(prince)에 해 이

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만들었던 

음악의 분석을 통해 음악이 가져야 할 가치를 되짚어보

고, 지  이 시 를 살아가는 음악인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다[2].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린스의 정규앨범  실험 이고 편

곡의 색채가 독특하게 나타나있는 <Around the World 

in a Day>, <Dig U better dead> <Chaos and Disorder> 

<The Same December> <I like Funky Music><What 

Do U Want Me 2 Do?>  다섯 곡을 선택하여 리듬, 멜로

디, 화성에 을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2.1 Around the World in a Day

1985년에 발매된 일곱 번째 앨범 <Around the World 

in a Day>의 동명 타이틀 곡이다. 이 곡의 특징은 음을 

담당하는 bass가 악기편성에서 빠져있다는 것, 두 개 이

상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악기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

으로 bass는 근음을 담당하며 화성의 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강박의 악센트를 다루며 리듬을 이끌어 다. 그러

나 이 곡에서는 bass가 빠져있는데다가 다른 악기가 그 

기능을 신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에서는 화성의 진행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멜로

디를 비롯하여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는 각각의 선율이 

합쳐지면서 화성을 만들기 때문이다[3].

[Fig. 1] verse 1  1~4 bar

[Fig. 1]은 verse 1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벨은 

각 코드의 루트, 5th, 9th를 아르페지오로, 기타는 루트와 

9th를 엇박에 연주하고 있다. 노래 멜로디는 3rd, 

4th(11th), 5th, b7th로 이루어져 다소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Fig. 1[에 나타난 세 트의 구성음을 합하

면 조화로운 화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chorus 5~8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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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chorus의 5~8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

에 비해 더욱 단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verse부분과 마찬가지로 각 트의 악기들은 단선율로만 

연주되고 있다. 마디의 synth는 구성음만 볼 때 Gm의 느

낌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작은 볼륨으로 믹스

되어 첫 음인 Bb만 어렴풋이 들리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 부분의 노래는 메인 보컬과 코러스가 첫 박을 비운 채 

유니즌으로 D와 F를 강조하기 때문에 synth와 어우러져 

Bb 코드의 느낌을 확실하게 표 하고 있다. 마디는 bell

이 3rd, 4th(11th), 5th, b7th를 나타내고 guitar가 제 2박

에 루트를 단 한 번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F 코드의 느

낌이 나온다[4]. 

[Fig. 3] intro four bar

2.2 <Dig U better dead>

[Fig. 3]은 intro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드럼과 

기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네 마디를 루 를 반복한다. 

기타는 두 번째 마디에서 제 3박의 업비트에 A#음을 사

용했다. 이 곡은 F#m key이며 intro와 verse는 계속해서 

F#m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타에서 나오는 A#은 어보

이드 노트가 된다. 린스는 이 A#을 제 4박을 반 박자 

당긴 싱코페이션으로 사용하여 어보이드 노트임을 더욱 

강조하 다[5].

[Fig. 4] verse 1 melody pattern

[Fig. 4]는 verse 1의 멜로디 패턴이다. 두 개의 성부로 

나오는데 각각 F#m의 5도와 b7도에 해당하는 C#, E로 

되어있다. 그러나 마지막을 반음씩 내려 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어보이드 노트를 만들어 독특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  

[Fig. 5] verse 2 four bar

[Fig. 5]는 verse 2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 

1에서 계속 나왔던 F#m은 verse 2로 들어오면서 4도 도

약하여 Bm로 바 면서 안정된 느낌을 다. 그러나 다시 

F#m로 떨어지고 베이스가 A음을 연주하면서 1  화

음의 성격으로 바 어 다시 불안한 느낌이 되었는데 제 

3박의 업비트에 나오는 기타의 A#은 불안감을 더욱 강조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6].   

2.3 <Chaos and Disorder>

[Fig. 6] intro four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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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은 intro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곡은 

Cm key로 intro가 네 마디 밖에 안되지만 3rd를 배제하

여 메이 와 마이 를 확실하게 구분짓기 어렵게 했다. 

verse1에 들어와서 비로소 b3rd로 시작되는 멜로디는 이 

곡의 조성이 마이 임을 알 수 있도록 해 다. 록앤롤의 

경우에도 기타의 루트와 5th를 함께 연주하는 주법으로 

그 키가 메이 인지 마이 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Fig. 7] verse 2 four bar

[Fig. 7]은 verse 2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3rd를 

배제했던 앞부분과는 달리 verse 2의 제 5마디부터는 오

르간이 간간히 내추럴 3rd를 연주하여 완벽한 C 메이

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르간이 E음을 연주하는 7

∼8마디 동안에는 보컬을 포함한 그 어느 트에서도 

b3rd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루트와 5th만의 연주 안에

서 b3rd가 나왔다고 해서 마이 의 조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ig. 8] verse 2 9~12 bar

[Fig. 8]은 verse 2 의 제 9~12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 2의 9마디 부터는 오르간의 연주에 의해 Cm - C 

- Cm - C 로 각각 한 마디 마다 마이 와 메이 의 느낌

을 내고 있다[7].

[Fig. 9] outro 5~8 bar

[Fig. 9]는 outro 의 제 5~8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제 

5마디부터는 기타와 코러스가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데 

코러스는 두 개의 성부로 나 어져 각각 G, Eb에서 시작

하여 순차 으로 하행하고 있다. 여기서 윗 성부는 

G-F-E, 아랫 성부는 Eb-D-C로 이루어져 마이 와 메

이 를 특정 짓지 않은 채 그 사이를 마음껏 넘나들고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2.4 <The Same December>

[Fig. 10] verse from chorus  melody

[Fig. 11] bridge 4/4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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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verse부터 chorus까지의 멜로디를 나타낸 

것이다. 4/4박자의 곡이지만 리듬 패턴의 지속 인 변화

를 통해 다양한 느낌을 연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Fig. 11]은 bridge부분을 4/4박자 단 로 표기한 것이

다. 이 곡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bridge부분은 12/8박자의 

리듬으로 되어있다. 2 의 chorus가 끝나고 interlude의 

리 를 진행하다가 폴리 리듬을 사용하여 12/8박자로 매

끄럽게 환되었다. 4/4박자의 악보로 생각을 하면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기타리 가 시작되는 부분을 6/8박자로 

본다면 [Fig. 12]와 같이 변박을 통해 분 기가 환되는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8].

[Fig. 12] bridge 6/8 beat

[Fig. 12]는 bridge부분을 6/8박자 단 로 표기한 것이

다. outro부분은 다시 4/4박자로 돌아와서 마무리되는데, 

마치 트릭을 사용한 것처럼 변박을 통해 곡의 분 기를 

환시키는 센스가 매우 놀랍다. 퓨 재즈에서는 이런 

식의 편곡이 종종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난해함 때문에

음악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9].

2.5 <I like Funky Music>

[Fig. 13] verse four bar

[Fig. 13]은 vers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곡에 

나오는 기타와 코러스는 자연스럽지 않다. 자세히 들어

보면 원래 템포의 반의 빠르기로 늦춰서 녹음을 한 뒤

에 재생 속도를 두 배로 하여 한 옥타  높은 소리로 만

든 것이다. 4 beat로 간단하게 나오는 드럼은 메탈의 강

력한 사운드와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주변에

서 받쳐주는 기타, 라스, 신스베이스의 그루 가 16 

beat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10].

[Fig. 14] interlude four bar

[Fig. 14]는 interlud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라스는 9th와 11th가 번갈아 나오는 라인을 연주하고 있

다. 텐션에 해당하는 음을 컴핑이 아닌 리 로 연주하여 

일상 으로 들어왔던 다이어토닉에서 벗어나 독특한 느

낌을 연출했다. 제 3마디의 3, 4박을 채우는 오르간 리

는 두 개의 성부로 나 어져 있는데 윗 성부는 b3rd(Gb), 

9th(F), b6th(B)이고 아래 성부는 7th(D), 6th(C), 9th(F)

로 코드를 구성하는 음 이외의 음을 보면 Ebm7에서 볼 

때, 두 음의 음정이 장 3도로 시작하여 완  4도를 거쳐 

다시 증 4도로 즉, 장 3도로 시작한 음정이 반음씩 두 단

계를 거치며 증가하며 증 4도로 마무리되므로 불안감을 

극 화 시켰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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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What Do U Want Me 2 Do?>

[Fig. 15] verse four bar

이 곡은 2004년에 발표한 린스의 재기작 [Musicology]

에 수록되었다. 이 음반은 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린스의 작들  만큼의 강한 개성을 나타내지

는 않는다. 비교  무난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다고 해

서 음악 인 부분을 가볍게 다룬 것은 아니다. 음반의 곳

곳에서 많은 고민을 한 흔 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곡에서

는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을 활용했다. [Fig. 15]는 verse

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인 1도-4도 진행이지

만 린스는 4도의 자리인 FM7 에서 1도의 리디안 모드

인 C 리디안 스 일을 사용하여 몽환 인 느낌을 연출했

다[12,13].

3. 결론

아티스트에게 음악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

는 상당히 요하다. 한국의 아이들은 한류라는 분 기

에 편승하여 거 한 세계시장에서 목할만한 성과를 보

이고 있다. 산업 인 측면에서 매우 고무 인 일이지만 

술의 형태로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과 한류를 부정 으로만 생각하는 

것 보다 음악이 일회성 소비재로 락하고, 음악가가 연

인이 되어 활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 의 실

에 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술성과 상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음악인을 비롯하여 문화 산

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이다[14,15].

지 까지의 분석을 통해 리듬, 멜로디, 화성, 녹음기법 

등 음악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린스만의 독자 인 

스타일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

상과 음악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시간을 거듭할

수록 발 해 나아갔다. 독특한 사운드와 리듬을 가지고 

기존의 음악체계에서 기시 했던 화성을 과감하게 사용

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해 항상 연구하 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 인 천재성과 독특함에 한 더욱 많

은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

는 음악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에게도 음

악의 본질에 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

이다. 음악에는 정답이 없고, 그 본질에는 술이라는 근

본이 있어야 한다. 거 한 변화를 꾀하기에는 미약한 힘

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음악이 더 발  하는데 이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기

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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