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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즈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재즈 보컬의 즉흥연주 즉, 스캣의 연습 및 연출을 코드의 근음과 
코드 톤을 응용한 접근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스캣은 악보에 표기 되어 있는 가사와 멜로디를 가창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음절인 스캣 실러블을 이용하여 가창자의 역량에 맞추어 재창조한 음들로 솔로를 구사 한다. 이를 위해 코드의 근음을 이용
하는 것은 재즈 보컬이 음악적 선율을 구성해 가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가창 자는 그 기준점을 발전시켜 단순한 스캣
에서 부터 점차 발전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스캣을 구사하며 다양한 음악적 표현과 교감을 표출할 수 있다. 즉흥연주로 연출
하고자 하는 곡의 코트 톤 구성부터 베이스 라인의 연출과 베이스 스캣 그리고 코드 톤 아르페지오의 분석과 표현까지 스탠
더드 재즈곡 ‘올 오브 미’를 중심으로 음악을 기능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소 난해 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재즈 보컬의 즉흥연주 또한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구성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올 오브 미, 아르페지오, 베이스 스캣, 코드 톤, 즉흥연주, 재즈 보컬, 스캣
Abstract  In this thesis, Improvisation of Jazz Vocal that can be characterized as Jazz music, namely practice of Scat 
suggest that way of applied approach that root position of chord and chord tones. Scat plays a solo using reproduced 
tunes of meaningless scat syllable that is not use the lyrics and melodies, which are written in a score. For this,
Using the root position of chord is a reference point that Jazz vocal constructs a musical melody. Singing person can deve
lop that reference point from simple scat to develop increasingly complex scat and can express that musical expression
and communion. It analyzed the music functionally with a standard Jazz music 'All of me' as the center from com
position of chord tone that improvise song to bass line, bass scat, analysis of chord tones arpeggio and expression. In
this thesis, the improvisation of a Jazz vocal that may seem somewhat abstruse and complex could be relatively easy to
construct through a gradual approach.

Key Words : All of me, Arpeggio, Bass scat, Chord tones, Improvisation, Jazz Vocal, 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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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스캣(Scat)은 재즈 보컬의 즉흥연주(Improvisation)를

뜻하며, 재즈보컬을대표하는음악표현기법이다. 가창

자의연주형식과기량에의해재구성되어지고발전해

가는 스캣은 곡이 가진 멜로디의 익숙함을 과감히 변화

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곡을 접하는 느낌을 전해

준다. 멜로디와 리듬의 기본 틀 안에서 악곡을 표현하는

대중가요와는 다르게 코드라는 중심점에서 자유롭게 쪼

개고 변화시켜 악곡을 재창조해 낸다는 점에서 스캣의

유무는 타 장르와의 확실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않아스캣의창작가창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는

실정이다[1]. 즉흥 연주활동이자연스럽게체득될수있

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즉흥 연주 연습 방법에 대한

연구 방안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어진 멜로디나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스캣을 연

출해 내는 것은 창의적인 음악을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두드러지나, 대부분의 재즈 보컬 입문자의 경

우짜임새있는연출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이는스

캣 연출에 필요한 코드(Chord), 스케일(Scale)등 기본적

인 음악이론과함께의미 없는음절인스캣 실러블(Scat

Syllables)을 정립하기에 앞서 복잡하고 난해한 정상급

재즈보컬리스트의스캣을그대로모방하는것에치중하

여 연습량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1,2].

1.2 연구의 방법
입문 과정에서는 코드와 코드 톤(Chord-Tones)을 이

용한 기초 이론 연습과 스캣 실러블을 자연스럽게 사용

할수있을때까지반복적으로연습하는것이중요하며,

그것들의체득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본논문에

서는 악곡의 코드를 분석하고, 분석된 코드의 근음을 중

심으로가창하는베이스스캣(Bass scat)부터 코드톤을

분산시켜 만드는 코드 톤 아르페지오(Arpeggio)까지 살

펴보았다. 귀로만 듣던 코드 톤을 정확히 가창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전 스캣 메이킹에 대해서는 광범위하므로

이 논의 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스캣이 구성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연습방법

을단계적으로분석하여어렵게만느껴졌던스캣에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3].

1.3 All of me 작품 개요
즉흥연주의 배경이 되는 작품 All of Me는 Gerald

Marks 작곡, Seymour Simons 작사, Ruth Etting 이 가

창한 곡으로 1931년 12월에 녹음 되었다. 사랑을 노래하

는곡으로비교적간단한멜로디로구성되었음에도균형

감 있는 구성과 톡톡 튀는 느낌이 인상적이다.

All of me는 다른 발라드 곡과는 다르게 스윙 리듬

(Swing rhythm)로 되어 있어 즉흥연주에 재미를 더해

주었고, 그러한 특징은 재즈 연주자들의 선호하는 곡이

되기 충분하여 재즈 스탠더드(Jazz standard)가 되었다

[4].

수많은 재즈 뮤지션(Jazz Musician)과 파퓰러 뮤지션

(Popular Musician) 가운데 이 곡을 연주하지 않은 사람

이없을정도로대중성을갖춘대표적명곡이라고할수

있다.

2. 본론
멜로디가 떠난 악곡의 빈자리에는 코드가 남는다. 코

드는높이가다른둘이상의음을동시에울리게하여합

성되는 화음을 말하며, 코드를 이루는 각각의 음들을 코

드 톤이라고 한다[5].

즉흥연주를 연습할 때에는 코드 톤을 응용한 연습을

선행하고, 코드 톤의 응용이 능숙해지면 다양한 음들을

조합하여새로운진행과단계로넘어가는것이효율적이

었다. 코드에서의코드톤은곡의진행을가장잘이어주

는 주재료이다. 코드 톤으로 중심을 잡고 연습하여 단계

적인 스캣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무대 위에서의 재즈 보컬은 관객을 향해 집중하면서

도 머릿속으로는 즉흥연주를 하고자 하는 곡의 코드 진

행을 떠올리며 스캣을 이어가야한다. 코드가 만들어 주

는방향이즉흥연주를연출하는데있어중요한길잡이가

되는 것 이다.

이로써악곡의코드와베이스음을분석하고숙지하는

것은 즉흥연주의 기본적이고도 손쉬운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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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ll of me Sheet-music
[Fig. 1]은 Jazz Real Book ‘All of me’중일부다. 스캣

을연습하기에앞서 [Fig. 1]에 표기되어있는원곡의코

드와 멜로디를 익혀야 한다.

[Fig. 1] All of me Sheet-music

창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즉흥연주라 할지라도 입문

과정에서의기본테마구성은원곡에서비롯되기때문에

원곡의코드를분석하고변형시킴으로서또다른스캣의

접근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스캣을

구연하기까다로운코드로구성되어있는재즈곡은멜로

디를 응용하여 유연한 해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2.2 All of me 코드 톤 분석
[Fig. 2]는 [Fig. 1]에서 사용된 코드 8개의 코드 톤을

나타낸다.

[Fig. 2] All of me Chord-tone

[Fig. 2]의 CM7의 경우 도(C) 위에 다장조 음계의 음

을 3도씩 쌓아 구성한 것으로, 도(C)를 밑음(Root 루트),

미(E)를 3도음(3rd 써드), 솔(G)을 5도음(5th 피프스), 시

(B)를 7도음(7th 세븐스)이라고 한다. 5도음 까지 3음으

로구성된코드를 3화음(triad 트라이어드), 7도음까지 4

음으로 구성된 코드를 4화음이라고 한다.

코드는 9도음(9th 나인스), 11도음(11th 일레븐스), 13

도음(13th 서틴스)까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며, 위의 3

음은 텐션 노트(Tension Note)라고 한다.[7] 위와 같은

방법으로 E7, A7, Dm 등도 코드가 구성되어지며, All of

me에서는 3화음과 4화음까지 사용되었다.

[Fig. 2]의 코드를 건반으로 연주하며 코드를 동시에

연주했을때소리의느낌과구성음을이해해야한다. 각

각의 음을 익히고 화음으로 어우러짐에 따른 느낌을 감

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코드 톤은 스캣을 연출하는

데있어즉흥연주의필수요소로쓰여지기때문에매우

중요하다.

2.3 Bass Line
[Fig. 3]은 All of me 코드톤중근음(Root Position)만

을 표기 하였다.

1마디 CM7의근음은도(C), 3마디 E7의근음은미(E)

이다. 총 16마디의 근음을 표기 하였다.

[Fig. 3] All of me Bass Line

근음은베이스악기연주시주로사용되는음이다. 텐

션의영향을받지않는중심음이기때문에실험적인음

들과 접목시켜 일반적인 스캣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각각의 음을 건반으로 연주하며 온음표에 맞춰

간단한 실러블 [da]를 사용하여 길게 소리 낸다[8]. [Fig.

2]의 코드를연주하며근음을찾아소리내는것또한확

실한 근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베이스 라인의 연

습을 반복하며 코드 진행을 익혀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컬의 악보는 높은음자리표로 표기하나

[Fig. 3]은 낮은음자리표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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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중근음을중심으로한코드톤응용으로즉흥연주

를 접근 하고 있기 때문이다[9].

2.4 4Beat Bass Line
[Fig. 3]의 베이스라인을익힌 후, 음정이 단순한 4비

트 베이스 라인으로 간단한 스캣을 정리한다.

[Fig. 4]는 상당히 단순한 음정으로 진행된다. 음정이

단순해지면 반대로 리듬은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데, All

of me의특징인스윙리듬을충분히살려서불러주는것

이좋다. 한마디안에네박자로나누어진베이스음을스

캣 실러블 [da-di-da-le]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소리

낸다.

[Fig. 4] All of me 4beat Bass Line

[Fig. 4]의 연습을통해주악곡의스윙리듬을이해하

게 되었고, 간단한 스캣 실러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가사가없는멜로디의연출도미리학습해볼수있었다.

한마디에한음으로이루어진베이스라인연습보다한층

진보된형태연습을가능하게했다는것에의미가있다[9].

2.5 Bass Scat
베이스스캣은또다른의미의간단한코드톤스캣이

라고 할 수 있다. 리듬이 일정한 두 마디 패턴을 기본으

로 [Fig. 2]의 코드를사용하였고, 코드가바뀔때자연스

러운 멜로디 연결을 위해 근접 음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멜로디를사용하고옥타브를넘나드는화려한구성도중

요하나, 입문과정에서는 코드의 변화 간 멜로디의 부드

러운 이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다.

[Fig. 5]의 2마디 CM7코드의마지막음도(C)가 3마디

E7의 코드톤중 5도에해당되는시(B)로 이동하는모습

이다. 이러한이동의형태는위에서언급한근접음이동

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코드 톤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멜

로디 연결의 방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Fig. 5] All of me Bass Scat(1)

4마디의마지막음은 E7의 3도에해당하는솔#(G#)음

으로 진행해 보았다. 솔#을 제외한 E7의 코드 톤 미(E),

시(B), 레(D)는솔#을적용시킨자리에모두사용이가능

하고 안정된 구성음정 이나, 솔#을 사용함으로써 5마디

A7코드의 시작음인 라(A)와의 부드러운 연결과 안정감

있는 표현이 가능해 졌다[10]. 이 처럼 [Fig. 5]의 8마디

마지막음레#이 [Fig. 6]의 9마디첫음미로이동한것과,

10마디솔#이 11마디라로이동한것또한근접음정사

용의 같은 예라고 할 수 있다.

[Fig. 6] All of me Bass Scat(2)

[Fig. 6]에서 14마디 D7의 3도는파#, 15마디 Dm7의 3

도는파이다. 파#에서파로이동시 b3도를사용하여코드

가 Major에서 minor로 바뀌는 느낌을 강조해 주었다.

2.6 코드 톤(Chord-Tones)아르페지오(Arpeggio)
아르페지오는코드톤이분산되어배치되는모양으로

분산화음이라한다. 코드톤을동시에연주하는것이아

니라, 연속적으로상행하행, 하행상행으로빠르게연주

하며 코드 톤을 결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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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캣은코드톤을중심으로혹은, 전혀다른코드톤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멜로디의 이동으로 만들어

진다. 그런의미에서코드톤아르페지오연습은재즈입

문자에게 안정된 스캣 연출의 기준을 제시해 주며, 이후

아르페지오를기초로다양한스케일연습을통해코드가

변화되는느낌을익히고점차복잡하고창의적인스캣을

만들어 갈 수 있다[11].

[Fig. 7] All of me Chord-Tones Arpeggio(1)

[Fig. 7]의 1마디 CM7을 살펴보면, 근음 도를 시작으

로 1도, 3도, 5도, 7도 순서로 4분음과 8분음을 사용하여

분산 배치하였다. Major와 minor 코드는 3개의 음을 사

용하고, 7도 음을포함하고있는코드는 4개의음을배치

하여 이동시켰다.

실러블은 [da da da da-du e a]로 발음하고 고음부로

갈수록 [doo-hwe]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구강이 열린소

리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소리의 유연한 이동은 다양한 멜로디와 옥타브를 넘

나드는 화려한 스킬과 전문적인 스캣 구사를 가능하게

해준다[12]. 기초 연습시에이를염두하여소리의이동

이경직되지않도록열린스캣실러블을사용하도록한다.

[Fig. 8] All of me Chord-Tones Arpeggio(2)

단순하고 반복적인 프레이즈를 연습 하다 보면 템포

가 급해지는 경우가 많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

으로 코드 톤 아르페지오를 반복해야 한다.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Fig. 9] All of me Chord-Tones Arpeggio(3)

[Fig. 9]의 10마디마지막음미에서 11마디첫음라로

의 이동은 완전 5도로, 음정이 급하게 내려가는 구성이

다. 음과 음 사이의 폭이 큰 코드 톤 아르페지오를 표현

할때는음정이불안해질수있으니주의가필요하겠다[13].

[Fig. 10] All of me Chord-Tones Arpeggio(4)

[Fig. 10]의 16마디 4번째음파는전문보컬도표현하

기 까다로운 고음에 속한다. 따라서 받침이 있거나 성대

를 조여들게 하는 모음의 실러블은 피하도록 하고, 열린

모음의실러블 [wi, dwi, du, ya]등을사용하여소리를낸

다. 그리고 각 멜로디가 16분음의 빠른 박자로 지나가기

때문에 고음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통해 소리의 길과 정확한 음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3. 결론
지금까지 재즈 보컬 입문자를 위한 즉흥연주에 필요

한 연습 및 연출 방법을 코드와 코드 톤을 이용한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접근과 해결을 위해 재

즈곡 ‘All of me’에서사용된코드 8개의코드톤과, 근접

음정을사용한코드톤아르페지오를이론적으로나열하

였다.

코드의 구성음정인 코드 톤(밑음, 3도음, 5도음, 그리

고 7도음)을 나열하여 익히고 표현하는 것이 스캣 입문

의중요한시작임을알수있었다. 더나아가코드톤아

르페지오는 각 마디가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드

톤에 어울리는 근접 음정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진행

은 물론 중심 음에서 점진적으로 도약하여 간단한 스캣

을이루는효과까지얻을수있었다. 스캣에필요한기초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즉흥연주에 가깝게 다가 갈수

있도록 실전적인 도움과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재즈 보컬 입문자가 스캣의 연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내용은 코드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코드 톤을 이용하여 베이스 라인과 코드 톤 아르페지오

를 스캣 실러블과 함께 연습하는 이론적인 지식을 포함

한이의체득과적용이다. 이들은재즈음악을더욱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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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은 보

컬의즉흥연주, 즉 스캣을만들어가는과정중일부이다.

더욱 안정적인 테마와 화려하고 창의적인 스캣 구성을

위해서는 보컬 개인의 실력 향상과, 자신에게 맞는 이론

과실기의연습법습득, 다양한곡에서의이론적용과분

석이 필요하며, 그것들이 스캣이라는 새로운 노래로 관

객의 귀에 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스캣을 ‘맞다’ ‘틀리다’로판단하지말고, 열

린 생각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스캣을 만들어 본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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