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머리말 ··································································································· 6

Chpt1. 스트링 편곡의 기본 ····························································· 8
1.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곡 장르: Pop ····························································································· 8

2. 편곡의 시작은 리하모니제이션 ································································································· 13

3. 최대 성부수는 ‘3-2-1’ ············································································································· 13

4. 성부 간격의 기본은 상협하광과 등간격 ················································································· 13

5. 성부 관계의 기본은 병진행 ······································································································· 14

6. 성부 이동의 기본은 근접 이동 장르: Instrumental ····························································· 15

7. 디비지의 기본은 ‘같은 용법은 윗 파트부터’ ········································································· 17

8. Vc와 Db, Ac.Bass와 Elec.Bass 장르: Ballad ······································································· 17

9. 한 악기에게는 한 가지 주법/용법만 부여 ·············································································· 22

10. 써드블럭에는 텐션과 활기를 장르: Swing Pop ·································································· 23

11. 관악/퍼커션의 제 1기본은 중복용법 ····················································································· 26

12. 관악기의 제 2기본은 대화용법 ······························································································· 26

13. 초보자들의 편곡 오류 ··············································································································· 28

Chpt2. 실습 for Basic ·································································· 30
1. 실습 ‘Str-11' 장르: Swing Pop ······························································································ 30

2. 실습 ‘Str-12’ 장르: Swing Ballad ·························································································· 34

Chpt3. 스트링 시퀀싱 ···································································· 39
1. 롱톤의 기본은 ‘꼬리 내리기’ 장르: Pop Ballad ···································································· 39

2. 선율용법 ········································································································································· 40

3. 화음용법 ········································································································································· 42

4. 리듬용법 ········································································································································· 42

5. 같은 용법의 연주 ························································································································· 43

6. 선율, 화음용법의 예제 ················································································································ 44



7. 실습 for 스트링 시퀀싱 ·············································································································· 47

Chpt4. 편곡 X좌표 ········································································· 54
1. 근화음-근화음-근화음-근화음-근화음 장르: Instrumental ··········································· 53

2. 대화-근화음-근화음-아르페지오-근화음 ············································································ 58

3. 동반-동반-리듬-리듬-리듬 ···································································································· 60

4. 근화음-리듬-근화음-근화음-리듬 ························································································ 62

5. 동반-아르페지오-근화음-근화음-근화음 ············································································ 64

6. 동반-독립-근화음-지속-지속 ································································································ 66

7. 동반-동반-동반-동반-동반 ···································································································· 68

8. 리듬-리듬-리듬-리듬-리듬 ···································································································· 70

Chpt5. 실습 for X ········································································· 73
1. 근화음-근화음-근화음-근화음 장르: Pop ··········································································· 74

2. 대화-근화음-근화음-아르페지오 ··························································································· 76

3. 동반-동반-리듬-리듬 ··············································································································· 78

4. 실습과제 ········································································································································· 81

Chpt6. 편곡 Y좌표 ········································································· 82
1. 템포/익스프레션의 Y좌표 장르: Ballad ··················································································· 84

2. 음역/성부/파트의 Y좌표 ·············································································································· 87

3. 선율농도의 Y좌표 ························································································································· 90

4. 리듬농도의 Y좌표 ························································································································· 93

5. 화음 긴장도의 Y좌표 ··················································································································· 96

6. 주법/진행유형의 Y좌표 ··············································································································· 99

7. 파트 비중의 Y좌표 ···················································································································· 102

Chpt7. 실습 for Y ······································································· 105
1. 음역/성부/파트 장르: R&B ······································································································ 107

2. 선율농도 ······································································································································· 110

3. 리듬 농도 ····································································································································· 113

4. 화음의 긴장 ································································································································· 117



5. 주법/진행유형 ······························································································································ 120

Chpt8. X와 Y의 결합 ·································································· 124
1. X2(대/근/근/아/근) + Y5(화음긴장) 장르: Ballad ···························································· 125

2. X3(근/리/근/근/리) + Y2(음역/성부/파트) ·········································································· 125

3. X4(동/동/리/리/리) + Y3(선율농도) ···················································································· 131

4. X6(동/독/근/지/지) + Y4(리듬농도) ···················································································· 134

5. X7(동/동/동/동/동) + Y6(주법/진행유형) ··········································································· 136

Chpt9. R&B ················································································· 138

Chpt10. 미니멀 팝 ······································································· 146

Chpt11. 보사노바 ········································································· 151

Chpt12. 일렉트릭 크로스오버 ··················································· 158

Chpt13. 팝 락 ··············································································· 173

Chpt14. 클래시컬 발라드 ··························································· 186

Chpt15. 뮤지컬 발라드 I ···························································· 196

Chpt16. 뮤지컬 발라드 II ·························································· 209

자매 도서 안내 ·············································································· 218



- 4 -

머리말
2017년 9월 저자 박운영

이 책을 사랑하는 예진과 유나에게 바칩니다

팝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클래식 오케스트
레이션과 팝 오케스트레이션은 무엇이 다를까요? 팝 뮤직(대
중음악, Popular Music)은 1900년 대 초, 미국 흑인들의 블
루스 음악에서부터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큰 특
징은 ‘리듬의 부각’에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중심 악기들을 
흔히 4리듬(Four Rhythm)이라 일컫는데 키보드, 기타, 베이
스, 드럼으로서 모두 리듬 연주에 효과적인 짧은 숏톤 악기
들입니다. 현대 대중들의 취향 역시 ‘리듬’이 그 중심에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팝 오케스트레이션은 그 대중음악에 기여하기 위한 편곡 형태로서 악기 구성이나 편곡 성향이 클래
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팝 뮤직은 4리듬만으로도 사운드가 꽉 채워지는 음악이며 이에 더
하여 막강한 존재감의 보컬이 가세하기 때문에 사실 오케스트라가 끼어들 소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한가지 화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팝 오
케스트레이션은 클래식과 같을 필요가 있는가?’ 입니다. 현대의 영화음악에서는 클래식에서 사용하
지 않던 4리듬과 월드 퍼커션, 마이킹 보컬, 신디사이저와 효과음 등을 적극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편성과 편곡 기법이 그대로 결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화음악과 보컬 음악의 오케스트레이션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클래식 오케스
트레이션을 원형 그대로 전해주려 하거나 그와 반대로 ‘너무도 방대하고 다채로와서 그 무엇 하나
를 꼭집어 말하기 힘들다’거나 또는 ‘평생을 공부해도 못 깨우친다’고 겁을 준 후 손놓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음악가들이 실용적이고 간략한 형태의 오케스트레이
션을 분명히 구사하고 있고 음악 애호가들을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와 엄연한 현실을 명확히 시인한 후, 작편곡 지망생들에게 팝 오케스
트레이션의 실마리와 기초를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클래식과 정통 재즈의 산맥을 과감
히 비켜 제치고 대중음악 속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의 기초를 간추려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문자들을 위한 ‘기초 권장안’이기에 숙련된 편곡자나 정통 클래식과 재즈를 
연마한 이들에게는 탐탁치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상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마찬가
지의 현상이기에 필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태어난지 얼만 안된 아가에게 엄마가 ‘그래, 
춤은 나중에 추고 일단 걷기부터 해보자!’ 라며 쉬운 걸음마를 가르쳐 주어야하는 것처럼 후배 음
악도들에게 그 첫 발걸음을 누군가는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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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음악과 악보에 관하여

본 책에 실린 악보들은 편곡기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자가 작곡한 곡들로서 현 대중음악의 흐름
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필자 개인적인 창작보다는 해외 팝 뮤지션들의 곡들의 작곡과 편곡에 대하
여 모방 창작하였습니다. 참조된 곡들의 메인 아티스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ric Benet, Michael Buble, David Foster, Brian McKnight,

Chris Botti, Diana Krall, Robert Lopez(OST from 'Frozen')

이와 더불어 일부 몇 곡은 필자가 편곡했던 뮤지컬 ‘달을 태우다’ 및 앨범 ‘Live 2006 Last 
Tango in Seoul’에서 선별된 것들로서 작곡가 우은희의 곡들(p47,p180,p197)과 오리엔탱고의 곡
(p158)입니다. 

본 책의 모든 악보들은 실음으로 표기되었기에 이조표기(Non Concert Key)나 옥타브 이동 표기
는 없습니다. 또한 가온다는 C3로 표기하였습니다.

부록 데이터에 담긴 wav파일들은 여러가지 미디 가상악기로 녹음되어졌는데 이 책의 주제가 미디 
나 음향이 아닌 음악편곡이다 보니 음질 향상을 위한 믹싱이나 마스터링은 거치지 않았음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레슨과 부록 데이터 안내

필자는 오랜 세월동안 미디 오케스트레이션만을 연구/집필/교육해 왔으며 많은 제자들이 실무 현
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뮤지컬/영상/앨범 음악을 창작해왔고, 대학/대학원의 강의를 하
며 쌓아온 기법들을 전수합니다. 단순 경험적 노하우가 아닌 체계있고 책임감이 있는 교육 시스템
을 중요시 합니다.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 든든한 등대,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레슨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책을 공부하
기 위한 부록 데이터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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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단편적인 조언과 기초 기법들을 전해보겠습니다. 입문자들이 오케스트레
이션을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는 권장안들입니다. 실무 현장이나 정
통 클래식에서는 더 깊고 발전된 기법들이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와 반대의 기법들도 있습니
다. 그러나 첫 여행지를 물어보는 여행자에게 ‘어떤 하나만 골라서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곳도 가지 말라’와 같이 별 도움이 안되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일단 확실히 따라해 볼 
수 있는 초급용 편곡법들을 권해보는 것입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곡
좋은 작곡에는 이미 좋은 편곡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작곡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보통 ‘선율’인데 
좋은 선율에는 기분좋은 리듬과 기분좋은 음계, 매력적인 화음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후 편곡 작업
도 매끄럽게 진행되고 결과 또한 좋습니다. 만일 초기 작곡은 대단치 않은데 편곡 결과가 좋았다
면 그것은 내성부에 대한 작곡적인 노력이 많이 가미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클래식 작
곡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좋은 편곡가는 동시에 좋은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편곡의 주요 작업인 내성부 편곡과 리하모니제이션은 근본적으로 ‘성부
별 작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팝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미디 시퀀서나 가상악기, 좋은 엔지니어
도 아니고 좋은 연주자나 편곡자도 아닙니다. 바로 출발 재료인 좋은 작곡과 화음입니다. 

다음의 세 예제곡은 유사한 화음 진행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작곡 라인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먼저 Str-01은 기본화음의 8분 아르페지오 반주에 대하여 기본음계의 8분 선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소 답답하고 고지식한 느낌을 줍니다.  ♣ Str-01(작곡의 중요성-초안).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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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Str-02에서는 주선율을 대폭 수정하였고 특히 비음계음(제 4,7마디의 C4)의 첨가로 인해 좀
더 개방된 느낌을 주며 그것에 맞게 화음의 색감 또한 더 풍성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Str-02(작곡의중요성-선율수정).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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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다음의 Str-03에서는 주선율의 리듬이 8분 스윙(또는 셔플)으로 분할되어 있어 보다 더 
경쾌하고 밝습니다. 주선율의 이런 매력 때문에 왼손 아르페지오의 리듬 또한 통통 튀는 스윙으로 
발전될 수 있었고 추가되는 스트링 편곡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곡에 내재되어 있는 음계와 리듬
의 특징은 후반 편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 Str-03a(작곡의중요성-선율&리듬수정).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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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곡의 시작은 리하모니제이션
위의 예제곡에서 보았듯이 편곡의 시작은 리하모제이션(화음고치기)입니다. 화음이란 ‘음들 간의 관
계’인데 그것은 ‘악기들 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편곡자가 작곡가보다 편곡을 더 전문적으
로 공부하여 더 좋은 실력자임이 분명하다면 화음부터 고친 후 편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최대 성부수는 ‘3-2-1’
팝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성부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Vn1,2, Va = 최대 각각 2~3성부까지만.

Vc = 최대 1~2성부까지만. 

DB = 1성부까지만.

클래시컬 발라드보다 경쾌한 비트 팝에서는 성부수가 더 줄거나 아랫 스트링(Va, Vc, Db) 등이 생
략된 후 그 대신 신디사이저나 베이스 기타/어쿠스틱 베이스로 채워지곤 합니다. 정통 클래식과 달
리 팝 오케스트레이션의 편성은 간소하고 유동적입니다. 

4. 성부 간격의 기본은 상협하광과 등간격
성부 간의 간격은 음역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윗음역 일수록 좁게, 아래음역 일수록 넓게’가 좋습
니다. 그 이유는 윗 음정들은 배음이 적기 때문에 서로 근접해도 음향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고 오히
려 화성적 결합에 도움이 되지만 아래 음정들은 배음이 많아서 근접했을 때 무겁고 어두운 음향이 
발생되고 또한 정성껏 편곡해 놓은 테너와 베이스 라인의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대략 비올라의 최저
음(C2) 이상에서는 2~3도 정도의 근접도 괜찮지만 그 이하의 음역대에서는 그보다 넓은 4~5도 이상
으로 펼쳐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부 클래식과 달리 영미쪽 팝과 이탈리안 스타일에서는 내성부 라인의 매력을 돋보이
고자 성부 개수가 적고 성부 간의 간격도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화음 자리바꿈법이나 피아노/
기타/하프/브라스 등의 화음 보강 악기를 활용하여 화음 개수가 3화음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
경써야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화음 개수를 줄일 때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상협하광의 원리와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것은 등간격의 원리입니다. 선율용법, 화음용법, 리듬용법 
모두에게 있어서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성부간격은 등간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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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 최저음

[성부 간격의 기본은 '위음역은 좁고 아래음역은 넓게‘ 그리고 ’등간격‘]

5. 성부 관계의 기본은 병진행
같은 용법을 맡는 악기들(Vn1,Vn2,Va 등) 사이의 관계나 또는 파트들(현악,목관,브라스) 사이의 관
계는 병진행 즉, 자신의 가장 좋은 음역대(중간 음역대) 안에서 진행하는 병진행이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중간 음역대를 벗어난 위/아래음역은 다른 악기/파트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문자 뿐만 아니라 중급 실무자 모두에게 이 병진행 하나만으로도 좋은 음악들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팝 오케스트와 보컬 음악 속에서의 스트링 파트는 규모가 작을 뿐더러 4리듬의 
진행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배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부 관계의 기본은 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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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용법일 경우에는 다른 악기/파트의 음역을 침범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Vn1이 선
율용법이고 Vn2/Va가 화음용법일 경우, Vn1이 화음용법 속에서 선율을 그려가도 괜찮습니다. 단, 
Vn1의 보윙이 좀더 강하여 선율적으로 명료한 것이 좋고, 침범의 시간도 짧을 수록 좋고, 협화적 
화음 일수록 듣기가 편해집니다. 이런 배려는 내성부 깊은 곳에 위치하는 Vc가 선율이나 아르페지오
를 연주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리듬 용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다른 용법의 음역 침범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악기군(현악/목관/금
관)일 때 더욱 듣기가 편합니다. 음질적으로 서로 잘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용법은 음역을 침해해도 되는데, 이때 화음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중있는 성부일 경우엔 선명하게 들리도록 연주해야 한다]

6. 성부 이동의 기본은 근접 이동
음정적으로 근접 이동하되 해당 파트만 따로 들어도 아름다운 선율 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대선율, 리듬, 화음 모두에 해당됩니다. 단, 4마디/8마디 등의 악상이 변하는 단위마다 근접 
이동의 연결이 단절/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상 변화를 2마디로 짧게 진행하는 편곡도 있습
니다. 그외 근접 이동의 예외가 있다면 다음의 경우입니다. ♣ Str-04(근접이동).wav

① 리듬/베이스 라인을 만들기 위한 음정 비약.

② 충격/역동적인 악상을 위한 음정 비약.

③ 음역을 벗어난 곳이나 좋지 않은 음역대를 피하고자 다른 옥타브에서 그것을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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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비지의 기본은 ‘같은 용법은 윗 파트부터’
같은 용법(선율,리듬,화음 중)일 경우엔 윗 파트부터 디비지(Divisi,성부분할) 합니다. 예를 들어서 
Vn1와 Vn2가 동일한 화음 용법으로 쓰이고 있고, 이때 총 3화음을 연주해야 한다면 인원수가 많은 
Vn1에게 2성부를, Vn2에겐 1성부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파트를 둘로 나누어야 
결국 3개 음의 밸런스가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선율 용법이나 리듬 용법에서도 마찬가
지 입니다. 

      [같은용법의 디비지는 윗 파트부터]

8. Vc와 Db, Ac.Bass와 Elec.Bass

① Vc와 Db는 옥타브가 기본

클래식 더블베이스(Db)는 원래 첼로(Vc)를 옥타브 아래에서 보강하고자 개발된 악기입니다. 따라서 
두 악기는 옥타브 관계로 편곡하는 것이 기본방식입니다. 이때 자칫 단조로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화음 관계로 편곡하기보다는 먼저 작곡본의 화성 진행을 세련되게 리하모니
제이션한 후 옥타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깔끔하면서도 깊이있고 풍성한 색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Str-05(기본화음일때).wav, Str-06(리하모니제이션했을때).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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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c와 Db의 화음관계

만일 옥타브가 아닌 화음 관계로 배치하고 싶다면 4도나 5도 이하로 근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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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 선율 라인을 부여하고 싶다면 Vc에 주고 Db는 근음을 지켜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첫박에서는 최대한 서로 옥타브와 유니즌으로 하되 그 이후의 박에서 첼로에게 선율을 부여하는 것
도 역시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 Str-07(Vc에게-선율라인을).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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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성부 간격에 구성적인 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곡 초반에는 화음 관계였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옥타브 관계로 베이스 라인을 강조하거나 또
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악기는 팝 보컬 음악에서 종종 제외되곤 하는데 그것은 킥 드럼과 베이스 기타의 음향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웅장한 분위기의 클래시컬 팝에서는 믹싱의 배려를 통해서 사용되기
도 하는데 이때 최대한 베이스 기타에 대하여 유니즌이나 옥타브 관계로 투입되는 것이 좋습니다. 

③ Ac.Bass와 Elec.Bass

재즈에서의 Ac.Bass(솔로 어쿠스틱 베이스, 더블 베이스)는 클래식의 Db(다수의 콘트라 베이스, 더
블 베이스)와 같은 악기이지만 연주 습관이 다릅니다. 클래식 베이스는 다소 음정/음질적으로 안정
되고 평탄한 보윙과 피치카토를 구사하여 악보의 정확한 재현이 중요한 반면 재즈 베이스는 피치카
토 주법이 기본이고 음정/음질적으로 투박함이 중요한 매력이며 악보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연주자의 
감성과 리듬의 부각이 더 중요됩니다. 따라서 재즈 베이스는 그 위의 스트링 악기들(Vn,Va,Vc)과는 
다른 종류로 취급되며 연주자 또한 전공 자체가 틀립니다. 심지어 중규모 이상의 클래시컬 재즈/발
라드 음악에서는 이 재즈 베이스와 함께 여러대의 클래식 더블베이스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때 재
즈 베이스는 솔로 1인이기에 마이크가 주어지며 편곡적으로는 대체로 Db와 유사 진행하지만 자유롭
고 즉흥적인 멜로디가 첨가되곤 합니다. ♣ Str-08(Ac.Bass로연주할때).wav 

팝과 락의 중심 악기인 일렉 베이스(Electric Bass Guitar)는 재즈 베이스의 즉흥성보다는 근음에 
충실한 연주가 일반적입니다. 악기나 연주자의 특성이 아닌 장르의 특성 때문입니다. 

미디 음악 작업에서 재즈 베이스와 클래식 베이스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 출시되므로 구분하여 사용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클래식 베이스의 피치카토 샘플을 사용한다면 재즈적인 사운드(거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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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적 피치 벤딩, 줄의 떨림 잡음, 줄을 뗄 때의 뮤트 효과 등)가 나오지 않습니다. 탱고나 보사노
바 등의 라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 한 악기에게는 한 가지 주법/용법만 부여
팝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한 악기에게 2개의 주법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Va에게 
윗성부는 선율 보윙을, 아랫성부는 피치카토를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Vn, Va, 
Vc, Db는 서로 유사한 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주법을 굳이 한 악기에게 고집할 필요가 
없고 간단히 다른 악기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각 악기들의 용법이 서로 잘 구분되어 듣기
에도 좋습니다.

다음 악보에서 Vn2의 두 성부는 서로 다른 주법으로 연주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윗성부(B)를 Vn1
의 음들(A)와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A

B

[한 악기에게 두 개의 주법을 주기보다는 하나를 다른 악기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또한 한 악기에게는 2개의 용법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선율용법인 C성부와 화
음용법인 D성부가 한 악기(예를들자면 Vn)에게 주어진 경우인데 음역 조차도 서로 중복되어 있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C 성부를 다른 악기군(목관이나 브라스)에게 넘기는 것이 좋습
니다.

C
D

[한 악기에게 두 개의 용법을 주기보다는 하나를 다른 악기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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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써드블럭에는 텐션과 활기를
써드블럭(3rd Block)이란 것은 필자의 아이디어인데 음악 구성에서의 3번째 위치를 말합니다. 한 
마디 안에서는 세 번째 박이고, 총 4마디 안에서는 세 번째 마디이고(작은 써드블럭), 총 8마디 
안에서는 제 5~6마디(중간 써드블럭) 이고, 총 16마디에서는 제 9~12마디(큰 써드블럭)에 해당
됩니다. 즉, 전체 구간 중에서 2/3 지점에 해당됩니다.

3rd Block

[총 16마디 안에서의 써드블럭은 제 9~12마디이다]

이 위치에서는 화성적인 긴장이나 선율/음역/리듬 등의 편곡 요소가 발전하거나 특정 파트가 이전과 
다르게 활기를 띄도록 편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기-승-전-결’
의 구조에서 ‘전(절정)’에 해당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나 흥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원리는 편곡 이전의 작곡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
어야 합니다. 

아래의 곡은 미디엄 템포의 스윙 팝 스타일인데 보통 이런 류의 음악들은 경쾌한 리듬을 돋보이기 
위해서 쉬운 화음 진행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곡에서는 브러쉬 리듬과 함께 화음 진행을 흥미롭
게 만들어 재즈 분위기를 담아봤습니다. 팝에서의 Ac.Bass는 기본적으로 피치카토 주법을 사용합니
다. ♣ Str-09a(3rd-Block).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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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드블럭 편곡 요소

제 3마디 총 4마디 안에서의 작은 써드블럭이기에 주선율과 화음에 반음계를 첨가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올려보았습니다. ♣ Str-09b(3rd-Block(small).wav

제 5~6마디
총 8마디 안에서의 중간 써드블럭이기에 주선율을 상승시키고, 비올라를 추가하고, 베
이스 진행을 선율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써드블럭에서 베이스를 변화시키면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Str-09c(3rd-Block(medium).wav

제 9~ 12마디

총 16마디 안에서 큰 써드블럭이기에 주선율을 더 상승시키고, Vn1을 추가하되 화음의 
긴장을 부여하였고, 베이스 음역도 상승시켰습니다. 큰 써드블럭 내내 제1~2박에 긴장
화음을 부여하고 제 3~4박에는 안정화음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Up-Down(1,2마디와 
3,4마디의 관계)의 반 마디 간격마다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마디 리듬은 가
장 큰 써드블럭를 최고조로 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 Str-09d(3rd-Block(large).wav

[써드블럭들에 대한 편곡]

----------- [본문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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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 장에서 편곡이 기초에 대한 다음의 권장안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몇 개의 음악들을 편곡해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곡과 화음
    2) 편곡의 시작은 리하모니제이션
    3) 최대 성부수는 '3-2(Vc)-1(Db)'
    4) 성부 간격의 기본은 상협하광&등간격
    5) 성부 관계의 기본은 병진행
    6) 성부 이동의 기본은 근접 진행
    7) 디비지의 기본은 '같은 용법은 윗 파트부터'
    8) Vc와 Db는 옥타브가 기본
       팝과 재즈에서는 Elec.Bass와 Ac.Bass가 대신
    9) 한 악기에게는 한 가지 주법만 부여
    10) 써드블럭에는 텐션과 활기를
    11) 관악/퍼커션의 제 1기본은 중복용법
    12) 관악기의 제 2기본은 대화용법

[팝 오케스트레이션의 기초 권장안]

1. 실습 ‘Str-11'
일반적인 스윙 재즈 스타일입니다. 작곡 뼈대는 이미 피아노로 완성되어 있는데 왼손이 베이스를, 
오른손이 주선율을 연주합니다. 초반에 왼손 베이스는 단음(1성부)으로 진행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옥
타브(2성부)로 발전됩니다. 주선율도 1성부로 시작하여 2~3 성부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스
트링 앙상블은 이 뼈대의 모양새를 모방/연주만 해도 편곡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
퀀서에 Str-11(템포틀).mid를 로딩하고 Str-11(피아노-44.1kHz).wav을 임포트한 후 실습해보시기 
바랍니다. ♣ Str-11.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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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트링 편곡의 개요

Vn1, Vn2, Va, Vc는 기본적으로 병진행되고, 2마디 단위로 악상이 변하면서 성부간격/성부개수/호
흡/음역 등이 점차 발전되게 편곡하였습니다.

제 1~2마디에서는 4음표로 끊는 근화음/리듬진행을 하며 천천히 진입하였고 음역도 낮습니다. 제 
3~4마디에서는 주선율에 대한 동반 진행을 하며 Vn1이 추가되어 음역도 높아집니다. 제 5~6에
서는 다시 Vn1이 빠진 채 리듬진행을 하는데 Vc가 다운리듬을, Vn2/Va가 업리듬을 연주합니다. 
제 7마디에서는 가장 높게 음역이 펼쳐지는데 전체 앙상블이 주선율에 대한 동반 강조의 힘이 강
해지며 Ac.Bass와 피아노 왼손의 베이스 진행도 리듬분할이 많아 집니다. 제 8마디의 전체 앙상
블은 근화음 진행으로 차분히 가라앉고 이때 베이스 담당 악기들은 주선율에 대한 대화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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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링 시퀀싱]

② Ac.Bass와 Vc

Ac.Bass는 피아노 왼손 베이스를 거의 중복 연주하므로 결국 이 곡은 베이스가 탄탄합니다. 따라서 
Vc가 베이스 진행을 고집할 필요없기에 초반 1~4마디까지만 피아노 왼손을 모방 연주하다 제5마디 
이후부터 화음관계로 연주하여 색감을 발전시켰습니다. 

[Ac.Bass(짙은색.벨로서티)와 Vc(엹은색)]

----------- [본문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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