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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중가요의 댄스음악 리듬은 디스코에서 파생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디스코 리듬의 특징 중 하나는, 약박에 

엑센트가 존재하는 오프비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아이돌 댄스음악의 리듬은 더욱 세분화 되었고 세계적 

음악 유행의 추세에 따른 월드 음악적 리듬 요소가 국내 

댄스 음악에도 내포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월드뮤직의 리듬중 하나인 뎀보우 리듬을 

분석하여 뎀보우 리듬이 k-pop에 차용된 현상을 분석 하

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 범위로는 3세대 걸 그룹 중 멜론, 벅스, 엠넷, 가

온 차트의 연간 순위 20위권에 진입한 곡들로 선정하였

다.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수로는 트와이스, 블랙핑

크, 모모랜드로 선정하였으며, 곡수는 12곡으로 확인 되

었다.[1] 연구 방법으로, 지정된 곡들을 분석 후 연구의 

중심인 뎀보우 리듬의 사용과 리듬 배치구조 및 리듬 변

화양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본론  

1. 뎀보우(Dem Bow) 리듬의 구조적 특성 

  뎀보우(Dem Bow) 리듬은 2005년 VP Music을 통해 

발표된 샤바 랭크스의 노래 ‘Dem Bow’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레게톤(Reggae ton) 장르에서 사용되었는

데, 이는 일렉트로니카, 힙합, 살사, 바차타, 라틴팝 등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미국의 여러 음악 장르와 자메

이카 레게가 혼합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뎀보우 리듬의 

특징은 2박자 구조의 리듬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스티나토(Ostinato)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형태는 

아래의 악보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1. 뎀보우 리듬의 3+3+2 구조

  뎀보우 리듬의 구조적 조합을 수의 관점으로 보면 

3+3+2 로 볼 수 있으며, 구조는 홀수와 짝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16분 쉼표가 부각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2]

2. 12곡에 내포된 뎀보우 리듬양상
  

  12곡을 분석한 결과 뎀보우 리듬이 8곡에 포함되어 있

었고 노래의 주선율 또한 뎀보우 리듬의 3+3+2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곡들은 다음의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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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아이돌 그룹중 3세대 걸 그룹의 리듬 분석을 중점으로 한다. 장르의 발전과 리듬의 융복합은 계속 되어지고 있

고 그에따라 학술적 연구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3세대 걸 그룹의 리듬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리듬의 기원과 파생형

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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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3세대 걸그룹의 뎀보우 리듬 사용 현황

 

  걸 그룹 곡의 송폼(Song Form)에는 많은 멤버의 개성

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곡 안에 복수의 리듬이 나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곡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역할은 뎀보우 리듬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Ⅲ. 결론   

  3세대 걸그룹 곡들의 리듬을 분석한 결과 레게톤 장르

에서 사용된 뎀보우 리듬이 12곡 중 8곡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뎀보우 리듬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수 있

는 3+3+2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리듬감이 부각 된다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뎀보우 리듬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이 멜로디의 주선율로도 표현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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