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재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EDM은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이다. 기존의 전자음악은 신디사이저나 전자드럼을 
사용하여 단순한 패턴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음
악이 전 세계 다양한 음악과 크로스 오버되면서 수많은 
세부 장르들을 만들게 된다. 2010년 데이비드 게타
(David guetta)의 등장과 함께 전자음악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전략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음악을 EDM으로 부르게 되었다[1]. 

이러한 흐름에 따라 DJ들은 점차 매번 똑같은 형태의 
양산형 음악만을 만들게 되는데 리스너들은 기존의 시끄
러운 EDM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EDM장르를 찾게 된다. 
이때 등장한 음악이 레게톤과 일렉트로 하우스가 크로스 
오버하여 만들어진 뭄바톤이다. 뭄바톤에서는 자메이카
의 댄스홀에서 파생된 뎀보우 리듬이나, 레게 리듬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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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고 자메이카의 토스팅 창법을 이용한 보컬 표현방
법이 사용 되었다. 뭄바톤 장르의 음악은 2015년 디제이 
스네이크(DJ Snake)가 발매한 <Lean on>이 엄청난 성
공을 거두게 되면서 EDM의 메인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K-POP음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BTS의 
<피땀눈물>, 청하의 <Why don't you know>, 아이즈원
의 <환상동화>등 수많은 K-POP 히트곡이 뭄바톤장르의 
곡이다[2].

본 연구에서는 뭄바톤과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먼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루이스 폰시(Luis fonsi)의 <데
스파시토>와 BTS의 <피땀눈물>을 리듬적요소, 선율적요
소, 악기적요소로 분석하고 사용된 자메이카 음악요소들
을 알아 볼 것이다.

2. 뭄바톤의 개요
뭄바톤(Moonbaton)장르는 레게톤과 일렉트로 하우

스가 합쳐진 장르이다. 레게톤은 1990년대 말 푸에르토
리코에서 시작되었는데, 푸에르토리코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당시 합합과 또 다른 장르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
인 리딤을 만들어 냈다. 미국의 흑인음악에 스페인어로 
된 랩을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레게톤은 90년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레게톤의 특징으
로는 스페인어로 된 랩과 뎀보우 리듬이 있다. 2009년 
데이브 나다(Dave Nada)가 레게톤의 노래에 아프로잭
의 <Moombah>를 합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뭄바톤
의 시초이다[3]. 

메이저레이저(Major Lazer), 딜런프랜시스(Dillon 
Francis), 디제이 스네이크(DJ Snake)등의 EDM 프로듀
서들이 꾸준히 뭄바톤 장르의 노래를 발표하여 인지도를 
쌓았다. 그 중 2015년 발매된 메이저레이저와 디제이 스
네이크의 <Lean on>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뭄바톤 
장르를 단숨에 인기장르로 만들어 주었는데, 미국 빌보드 
차트 HOT 100 4위, UK차트 2위를 기록하였으며 다양
한 국가의 음원차트에서 1위를 하였다[4].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는 29억회를 
넘어가고 있으며 이 노래를 시작으로 저스틴비버(Justin 
bieber)의 <Sorry>, 블랙핑크의 데뷔곡인 <불장난>등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3.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

3.1 리듬적 요소
자메이카의 대중음악은 1950년대 스카에서 부터 시

작된다. 그 후 락 스테디, 레게, 덥, 댄스홀을 거쳐 레게톤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 뭄바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레게와 댄스홀의 리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게는 196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칼립소, 알앤비, 재
즈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프비트에 중점을 두고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기타 또는 피아노를 오프비트에서 스타카토
로 연주한다. 이것을 스캥크(Skank)라고 부른다. 이러한 
스캥크 리듬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레게의 리듬으로 
여겨진다[5].

Fig. 1. Reggae rhythm score

Fig. 1은 레게의 리듬을 악보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박과 4박에서 킥 드럼과 스네어 드
럼을 연주하도록 한다. 하이햇은 N박에 해당하는 오프비
트에서 악센트를 주며 연주한다.

댄스홀은 1970년도 무도장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
다. 차후 레게톤과 뭄바톤의 리듬인 뎀보우 리듬에 영향
을 주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Fig. 2. Dance hall rhythm score

Fig. 2는 댄스홀의 리듬을 악보로 표기한 것이다. 이
를 분석해 보면 1,2N,4박에 하이햇의 악센트가 들어가며 
동시에 킥 드럼을 연주한다. 마지막 박인 4박에 강세가 
오는 것이 특징이며 템포가 매우 빨라지면서 16비트 기
반의 연주를 한다.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인 3.3.2를 기본
으로 한다[6].

레게톤은 최신 라틴음악의 형태이다. 댄스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뎀보우 리듬을 사용한다. 뎀보우 리듬은 
샤바 랭크스의 노래 <Dem Bow>에서 시작 되었다. 

Fig. 3은 뎀보우 리듬을 악보로 표기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1,3박에 킥 드럼과 하이햇의 악센트가 연
주되고 2N,4박에서 스네어 드럼이 연주된다.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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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의 연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댄스홀과의 차이
점은 킥드럼이 3박자에 위치하였고 스네어가 2N박에서 
연주된다. 또한, 댄스홀의 리듬과는 다르게 4박 째에 킥 
드럼을 치지 않는다. 킥 드럼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오
는 것은 하우스의 리듬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7]. 

Fig. 3. Dembow rhythm score

3.2 선율적 요소
토스팅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보컬 형식은 채팅이나 디

자잉이라고도 불리며 여타 다른지역에서는 랩이라고 불
린다. 토스팅은 디자이가 특정한 리듬과 비트에 맞추어서 
모노톤의 소리로 말하거나 리듬감 있게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 토스팅은 카리브해의 칼립소장르나 멘토와 같은 
장르처럼 그리오 전통에서 유래 했는데 토스팅의 가사는 
사전에 작성된 것 일수도 있고, 즉흥적인 것 일수도 있다. 
노래와 토스팅을 결합시킨 형식을 싱자잉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힙합 씬 에서의 싱잉
랩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토스팅을 발전시킨 사람은 
1950년대 말 카운트 맷추키가 미국의 알앤비음악 같은 
그 당시 최신 곡을 틀어 놓고 토스팅이나 보컬을 첨가하
는 시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토스팅에는 만담, 
절반쯤 노래같은 리듬, 리듬을 타고 들어가는 챈팅, 비명, 
외침, 리듬에 맞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듬
을 타고 들어가는 미국 흑인들의 보컬 토스팅 운율도 자
메이카의 토스팅 및 ‘댄스홀’장르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
으며 자메이카의 디자이 토스팅은 정글뮤직과 유케이게
러지 장르등 여러 형태의 댄스음악에 영향을 주었다[7].

3.3 악기적 요소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로써 인구의 

90%이상이 흑인노예들의 후손이다. 또한, 주변 미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로써 악기의 대
부분이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악기이다. 가장 많
이 사용되었던 악기에는 기타, 벤조, 핸드드럼, 마림불라 
외 다양한 타악기들이 있었으며 주로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하였다. 

밴조(Banjo)는 17세기 이후에 카리브 해에서 노예들

에 의해 파생되었다. 서 아프리카에서 바니아라고 부르는 
것을 흑인 노예가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벤조라는 이름으
로 불리게 되었다. 넥은 비교적 길고 가죽으로 된 앞판을 
가지고 있다. 둥근 틀로 씌워져 있고 뒷 판은 없다. 4현부
터 9현까지의 벤조가 있으며 구성 음과 음역대별로 테너
밴조, 치터밴조, 밴졸린 등으로 나뉜다. 현재의 밴조는 5
개의 금속현을 사용한다. Fig.4는 밴조의 사진이다[8].

Fig. 4. Benjo

마림불라(Marimbula)는 카리브 해 지역에서 연주되
는 타악기 중 하나로 아프리카 전통악기인 칼림바에서 
유래 되었다. 칼림바는 작은 나무 상자에 쇠로 된 얇은 
판을 붙여서 나열하여 만든 악기이다[9]. 양손으로 나무
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쇠를 팅기며 소리를 만들어 낸
다. 속이 빈 나무 상자 옆에 구멍이 있고 구멍 위로 길고 
얇은 철판이 여러개가 붙어있다. 구멍 안에서 철판의 소
리가 증폭이 되며 철판들은 서로 다른 음정을 낸다[10]. 
Fig. 5는 마림불라의 사진이다. 

Fig. 5. Marimbula
    

봉고는 자메이카 인근 나라 쿠바에서 발생한 타악기로 
아프리카 문화에서 유래된 전통 핸드드럼 중에 하나이다. 
아프리카 흑인노예들로 부터 파생된 봉고는 1920년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자메이카까지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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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 봉고는 한 개짜리 북으로 무릎
에 끼워서 연주했으나 점차 화려해지는 음악 때문에 마
찬가지로 화려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개량 되었다. Fig. 
6은 봉고의 사진이다[11].

Fig. 6. Bongo

4. <데스파시토> 분석
루이스폰시(Luis fonsi)의 <데스파시토>는 2017년 1

월에 발매되었다. 발매 후에 여러 큰 나라에서 엄청난 인
기곡이 되었으며 유튜브 조회 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72억 회를 넘어가고 있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노래로
써는 <마카레나> 이후 21년 만에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출신답게 그 지역색이 강
하게 나타나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 메인 드럼 리듬은 
뭄바톤 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뎀보우 리듬을 사용하
며 플럭 사운드의 리듬은 레게의 리듬과 같다. 또한, 보컬
의 선율 또한 자메이카 특유의 보컬방식은 토스팅을 사
용하고 있다.  

4.1 리듬적 분석
처음 Verse 파트의 시작은 플럭 사운드로 시작이 된

다. 이때 플럭 사운드의 리듬을 Fig.7의 악보로 분석 할 
수 있는데 1박에서 코드의 루트음을 연주하고 2,4박에서 
루트음의 옥타브 음과 3도 화음을 같이 연주해 주고 있
다. 이때 2박과 4박에서는 스타카토로 연주하여 악센트
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리듬은 자메이카의 레게의 리듬
과 똑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Fig. 7. Pluck's rhythm score 

그 후에 Chorus 파트의 드럼악보인 Fig.8을 보면 같
은 리듬 패턴이 이어진다. 이 리듬은 뎀보우 리듬을 약간
의 변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뎀보우 리듬과의 
차이점은 하이햇과 킥 드럼이 맨 마지막 박자에 같이 나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의 사용으로 자메이카 전통음
악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8. Drum rhythm score in <Despacito>

4.2 선율적 분석
2절의 Verse부분을 피쳐링 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같

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대디양키(Daddy 
yankee)가 담당하고 있다. 대디양키(Daddy yankee)의 
보컬 선율을 분석해 보면 Fig. 9와 같다.

Fig. 9. Daddy yankee's melody score  

대디양키의 멜로디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스페인
어로 랩을 하는 것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유래된 레게 톤
의 형태라고 볼 수있다. 또한 4마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처음 4마디는 D(레)음과 B(시)음만을 가지고 멜로디
를 만들어 낸다. C(도)음은 그 두 음의 사이에 한 마디에 
한 번 씩만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 4마디를 살펴보면 E
(미)음과 D(레)음만을 사용하다가 마찬가지로 한마디에 
한번씩 F(파)음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음을 
가지고 선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모노톤의 멜로디
로 선율을 만들어내는 자메이카의 토스팅과 같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4.3 악기적 분석
또한 <데스파시토>의 인트로 부분에서는 남미의 전통

악기인 차랑고(Charango)의 연주로 시작이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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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의 필인(Fill-in)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드럼 대신
에 손 악기인 콩가(Conga)와 봉고(Bongo)가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Chorus파트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타악기인 마라카스(Maracas)의 
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음악 <데스파시토>에서
는 다양한 자메이카음악의 특징과 라틴 계열 음악의 특
징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레게톤과 일렉트
로 하우스의 결합인 뭄바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12].

5. <피땀눈물> 분석
BTS의 <피땀눈물>은 2016년에 발매한 BTS의 정규앨

범≪Wings≫의 타이틀곡이다. BTS는 이 노래를 통하여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 할 수 있었으며 뎀보우 리듬이 돋
보이는 뭄바톤 장르의 노래이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는 6.9억 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 뮤직
차트 1위와 한국가수로써 꿈의 전당이라 불리는 빌보드 
차트에서 26위에 랭크되기도 하였다[13]. 

5.1 리듬적 분석
<피땀눈물>은 여타 히트곡과 비슷하게 Hook파트부

터 시작되어 노래가 전개가 된다. Hook1파트의 드럼 리
듬을 분석하여 보면 Fig.10과 같다.

Fig. 10. Drum rhythm score of Hook1 part 

킥 드럼의 경우 1박자마다 계속 나오고 있으며 첫 박
자의 4번째 16분 음표와 두 번째 박자의 2번째 16분 음
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스네어 드럼이 나오고 있다. 또
한, 이러한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킥 드럼과 스네
어 드럼의 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는 댄스홀에서 파
생된 뎀보우 리듬의 형태와 일치한다. Hook2의 드럼 리
듬을 분석해보면 Fig. 11과 같다. 

Fig. 11. Drum rhythm score of Hook2 part 

Hook1과 Hook2의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위치가 
일치한다. 다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햇
의 연주패턴인데 댄스홀의 형태로 하이햇을 16비트로 쪼
개서 연주를 하고 있으나 2마디 째 마지막 박자에서 32
분음표로 더 잘게 쪼개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
태는 힙합의 하위 장르인 트랩(Trap)의 형태와 같다. 이
렇게 뭄바톤의 형태와 트랩의 형태를 합쳐 놓은 장르를 
뭄바트랩이라 부른다. Hook 파트에서는 전형적인 자메
이카 리듬의 패턴인 3.3.2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A파트에서는 스냅의 비트에 플럭 사운드로 시작이 되
는데, 이때 플럭 사운드의 리듬과 멜로디를 분석해본다면 
Fig. 12와 같다.

Fig. 12. Score of A part's pluck sound 

이 플럭 사운드의 리듬을 뭄바톤의 뎀보우 리듬과 비
교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박자 씩 
각각 대조해 보면 맨 처음 Eb(미b)음은 1박의 킥 드럼과 
일치하고 두 번째 음인 F(파)는 4박의 스네어 드럼과 일
치한다. 세 번째 음인 G(솔)음은 다시 1박의 킥 드럼과 
일치하고 네 번째 음인 C(도)의 음은 2N박의 스네어 드
럼과 일치하며 마지막 음인 Bb(시b)은 4박의 스네어 드
럼과 일치한다. 각각의 플럭 사운드의 음과 뎀보우 리듬
에서의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위치가 같은 형태를 가
졌으므로 뎀보우 리듬을 표현하여 자메이카 음악의 성향
이 강하게 나타난다[16].

5.2 선율적 분석
<피땀눈물>에서 가장 자메이카 음악의 성향이 나타나

는 곳이 바로 Hook부분의 보컬 파트이다.Hook 파트 가
사의 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 일부:
내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피 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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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져가- 가 -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가사를 보면 “원해 많이 많이 많이”라는 부분을 계속

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많이”라는 단어는 
Hook파트에서 총 18번이 사용되었으며 “원해”라는 단
어 또한 총 4번이 사용되었다. 이렇듯이 가사를 최소한으
로 하여 반복하는 것은 마치 리듬에 맞추어 읊조리는 자
메이카의 보컬 형태인 토스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Fig. 13. Score of Hook part's melody 

Fig. 13은 Hook 파트의 선율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D(레)음과 C(도)음, 그리고 Eb(미b)음 만을 사용해
서 선율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마디 당 처음에 해당
하는 “많이”라는 단어는 보컬의 끝부분을 마치 노래가 아
닌 외침과도 같은 형태로 노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
부 자메이카 보컬 형태인 토스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보컬의 표현방법을 통해 BTS의 <피땀눈물>은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5.3 악기적 분석
<피땀눈물>의 Hook 파트의 필인(Fill-in)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드럼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초창기 드럼머신
에 대해 알아보면 그 시초는 로랜드(Roland)사의 
TR-808이라 할 수 있는데 TR-808은 전자음악의 역사
를 바꾸었던 전자 드럼의 시초이다. 1980년에 발매한 이 
제품은 처음 등장시에는 드럼의 원래 소리와 너무 이질
감이 있는 소리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 받았으나 생산이 
중단되면서부터 일부 아티스트에게서 사랑받는 소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히트 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
리가 되었다. 또한 2021년에 와서 수많은 악기들이 출시
되고 있는 중에 TR-808같은 드럼머신의 사용은 고전의 

사운드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14].
초창기 뎀보우 리듬을 사용한 음악은 전부 드럼머신으

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드럼머신을 전통 
악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BTS의 <피땀눈물>에서 사
용되어 레게톤, 뭄바톤의 색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또한 자메이카 음악의 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15]. 

6. 결론
본 논문은 가장 유행하는 장르인 뭄바톤에 대해 알아

보고 뭄바톤이 파생되어온 자메이카 음악의 특징들을 알
아보았다. 또한 뭄바톤의 곡들을 분석하여 그 속에서 자
메이카의 음악적 색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듬적인 분석으로 보았을 때 댄스홀에서 파생된 뎀보우 
리듬의 사용이 많았으며 이 뎀보우 리듬은 현재 뭄바톤 
장르 뿐 아니라 트로피칼 하우스장르나 K-pop음악에서
도 주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는 리듬적인 패턴을 고전
적인 음악에서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움직
임으로 볼 수 있다[18]. 또한, 단선율의 멜로디 사용과 주
술을 외우는 것같이 단순한 단어의 반복사용 등을 찾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는 자메이카의 특유의 선율 표현 방
법인 토스팅을 사용하여 자메이카 음악의 성향을 나타내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악기의 사용에서도 핸드드럼
이나 드럼머신, 그리고 기타와 벤조, 그 외 다양한 타악기
의 소리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자메이카의 음악
적 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19]. 

현재의 대중음악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발견은 제한적이며 결국 과거의 음악, 또
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결합되어 나오는 형식으로 발
전되어 나갈 것이다.

BTS는 전세계 팝음악시장에서 한국어의 사용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한국적인 추임새를 음악에 차용하고는 한
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또한 현대의 음악과 결합
되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관광공사에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에서는 이
날치의 <범 내려온다>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음악은 한
국전통의 판소리와 현대악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
악이다. 이 유튜브 조회 수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4584만회를 넘어가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댓글이 더 많
이 달릴 만큼 해외에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또한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결합하여 나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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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20]. 

뭄바톤은 계속 반복되는 빅룸 스타일의 EDM 음악 형
태에 지친 리스너들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장르
를 찾아낸 아티스트의 결과물이다. 언젠가는 자메이카나 
여타 다른 나라의 음악들이 아니라 한국전통의 음악이나 
다른 한국의 음악들도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
운 장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음악의 상업
성으로 인해 매번 같은 형태의 음악들이 나오고 있다. 뭄
바톤의 탄생 배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신선하고 발전적
인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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