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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즉흥연주의 상호텍스트성은 재즈 연주자들의 창작  연습 방식에서도 

기인한다. 익숙한 화성진행의 새로운 곡이 필요했던 비밥 시 의 연주자

들은 기존 곡의 화성진행 에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창작활

동을 하 으며, 특정 화성진행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율 이즈를 

숙지하는 것 한 즉흥연주를 성공 으로 이끌어가기 한 연주자들의 

과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창작  연습 과정의 특수성은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 텍스트들 사이의 연 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이러한 이유로 재

즈의 즉흥연주에서는 상호텍스트 인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재즈의 즉흥연주에서 나타나는 음악  특성과 상호텍스트성

에 해 알아보고, 재즈의 즉흥연주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았을 때,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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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에 해 고찰해 으로

써 재즈 즉흥연주에 한 연주자와 수용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핵심어: 재즈, 즉흥연주, 상호텍스트성, 릭, 콘트라팩트

1. 들어가는 말

재즈는 기의 스윙(swing)이 강조되는 형태의 음악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수많은 하  장르를 포함하는 의의 개념으로 변화해왔다. 따

라서 다양한 음악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공통된 정의를 찾기란 쉽

지 않다. 존 스웨드(Szwed, John, 2011: 21)는 재즈 오디세이라는 

서의 서두에서 “물어 야 알 정도면 말해줘도  모를 거요.”라는 재

즈란 무엇인가에 한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의 답변을 인용

하며, 재즈란 다른 음악과 달리 정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의 본문에서 반복 으로 즉흥연주에 해 언 하고 있는 것은 재

즈라는 음악 장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즉흥연주라는 양식이 요함을 

보여 다. 마크 그리들리(Gridley, Mark C., 2002: 25-26)는 재즈가 수많

은 종류의 음악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통일된 기 을 가지기는 어려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재즈 스타일에는 임 로비제이션

(improvisation), 즉 즉흥연주와 재즈 스윙 감각(jazz swing feeling)이 있

다고 말한다. 요아힘 에른스트 베 트(Berendt, Joachim Ernst, 2004: 

639)는 재즈를 설명하기 한 특징  요소로서 “스윙으로 정의되는, 특

별한 리듬 계”와 “임 로비제이션의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음악의 자

발성과 활력”, 그리고 “연주하는 재즈 연주자의 개성을 반 하는 이

징 방식과 사운드”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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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재즈를 공통된 언어로 정의하는 것은 어

려우나 재즈의 주요한 특징으로써 즉흥연주(improvisation)를 포함하는 

것에는 아마도 이견이 없을 듯하다. 베 트(Berendt, Joachim Ernst, 

2004: 225)에 따르면 “재즈에는 임 로비제이션이 있다”라는 사실이 

리 알려진 공리(公理)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즉흥연주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곡은 재즈가 아니라 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들리

(Gridley, Mark C., 2002)는 재즈의 즉흥연주와 련된 연주자들의 특성

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분의 재즈 연주자들은 사운드에 해서 아주 훌륭한 기억력을 가

지고 있다. 보통의 재즈 연주자들은 어떤 음이나 이즈를 한번 듣고

서 그것을 기억한 후 다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어떤 즉흥 연주자가 방  에 연주했던 솔로에서의 이즈들을 재조

합하여 연주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재즈 뮤지션은 수백 가지의 곡들과 코드 진행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 뮤지션은 자신의 타고난 언어-음악  독창성-을 지니면서도 

한 팝 음악들과 재즈 스탠다드들에 정통해야 한다.

재즈곡이 연주될 때 연주자들은 각자의 의도에 따라 선율, 리듬, 화

성, 혹은 곡의 형식에까지 즉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기

호로써 연주자 사이의 통일된 방향성을 만들어낸다. 즉흥연주의 여러 

기호는 연주자의 행 나 발화된 언어로 나타나기도 하며, 연주의 음악

 흐름 자체가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때 가장 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의 인용문에서 그리들리가 말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기억’이다. 화성, 리듬, 선율, 형식과 련된 이 의 기억이 새로운 연주

를 만들어내기 한 기반이 된다. 그 기억은 연주되는 곡 자체에 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곡에 한 것일 수도 있다. 곡의 원래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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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그 선율을 응용하여 즉흥연주에 삽입하기도 하며, 연주되는 

곡과  다른 곡일지라도 유사한 화성진행이 나타나는 부분의 선율

을 재 연주되는 곡에 인용할 수도 있다. 한 연주자들은 연주가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연주자가 제시하는 음악 인 모티 를 기억해뒀

다가 자신의 즉흥연주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즉흥연주의 특성은 

필연 으로 즉흥연주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만들

어낸다. 

즉흥연주의 상호텍스트성은 재즈 연주자들의 연습  창작의 방식에

서도 기인한다. 배경음악으로써의 역할을 하던 재즈가 연주자 심의 

음악으로 변화하며 연주자들은 즉흥연주를 한 새로운 곡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빠른 템포에서 즉흥연주를 하기 해서는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화성진행의 곡이 필요했고, 이에 기존 곡의 화성진행 에 새로

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창작활동을 하거나, 아  새로운 곡을 창

작할 때에도 2마디에서 4마디 정도의 익숙한 화성진행의 양식을 삽입

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이러한 화성진행 양식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율 이즈(phrase)를 숙지하고 있는 일 한 즉흥연주를 성

공 으로 이끌어가기 해 필수 인 과제 다. 이때의 선율 이즈

는 다른 연주자의 즉흥연주  인상 인 선율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지만, 비단 재즈뿐만이 아닌 연주자들이 삶 속에서 했던 다양한 장

르의 음악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창작과정의 특

수성은 연주자들의 즉흥연주 텍스트들 사이의 연 성을 계속해서 만들

어냈고, 이러한 이유로 재즈의 즉흥연주에서는 상호텍스트 인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다고 하여 재즈의 즉흥연주가 해석의 매 리즘이며, 즉흥  특

징들은 마치 자발 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세심히 연구하여 집어넣은 

것으로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테오도어 아도르노(Adorno, The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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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2004: 136-137)의 주장처럼 재즈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이 단순

히 기계 인 반복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즉흥연주는 연주를 거듭

하며 동일한 소재를 반복 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 을 이루게 되

며, 그 부분에 해 연주자가 스스로 만족할만한 수 에 이르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 한 동일한 이즈라 

할지라도 그것이 치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흥연주의 상호텍스트  특성에 해 이해하는 것은 연주자들에게

는 하나의 음악  기호로 작용하여 즉흥연주 시 다른 연주자들과의 소

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청자에게는 즉흥연주의 해석에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호텍스트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재즈를 이해하는 데 있

어 필수 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즈의 즉흥연주에서 나타나는 음악  특성과 그에 

따른 상호텍스트성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재즈의 즉흥연주를 하

나의 텍스트로 보았을 때, 재즈라는 음악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의 상호텍스트성  비교  명확한 찰이 가능한 화성진행 상의 

상호텍스트성과 선율 상의 상호텍스트성에 해 살펴 으로써 재즈의 

특성에 한 연주자와 청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재즈 즉흥연주의 특성

실제 악기를 사용하여 작곡할 경우, 일반 으로 그 시작은 즉흥연주

가 될 가능성이 크다. 떠오르는 악상을 자유롭게 연주하다가 표 하고

자 하는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악보나 녹음으로 고정하면 그것을 

‘작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즈에서의 즉흥연주는 악보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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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연주되는 순간에 만들어져 연주가 끝나면 사라진다. 더 정확

히 말하자면 즉흥연주가 온 히 악보로 기보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

다. 왜냐하면 즉흥연주는 연주자만의 독특한 리듬감이나 소리의 강약, 

모호한 꾸 음들, 그리고 연주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집단의 상호작

용 등 시각  기호로 표 하기 힘든 것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즉흥연주는 단순한 음악의 ‘재 ’이 아니다. 연주자

들의 의도가 포함된 ‘해석’이며, 과거의 음악  기억을 토 로 한 ‘창작’

이다. 심지어 연주자들은 종종 본인의 의도가 아닌 연주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즈가 특정 연주자 개인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기 때

문이다. 연주자들은 함께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으로부터 지

속하여 자극을 받으며, 연주 에 일어나는 온갖 돌발 인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때문에 즉흥연주는 연주자 간의 상호 계성을 요시한

다. 이러한 계 속에서 연주자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장되어있는 음

악 재료들을 꺼내어 재 진행되고 있는 연주 속에 녹여내며, 이 과정에

서 이 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표 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재즈의 즉흥연주는 늘 과거와 재가 공존하며, 익숙한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이다. 

남정우는 그의 논문에서 즉흥연주를 하기 해 연주자는 곡의 선율

이나 화성진행, 곡의 형식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

로 재즈의 기 시 부터 가(靈歌)나 유행가(pop tune), 행진곡 등의 

고 인 악곡들을 형  연주목록으로 받아들 다고 언 하 다(남

정우, 2011: 53). 특히 빠른 템포에서 즉흥연주를 할 때는 그 곡의 화성

진행을 잘 알고 있어야만 했다. 한 일반 으로 재즈 연주는 즉흥 인 

‘잼(jam)’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에 화성진행이나 선율, 형식이 익숙한 

곡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곡들은 오늘날까지도 재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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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들에 의해 ‘재즈 스탠다드(Jazz Standard)’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다.

재즈의 즉흥연주에서는 흔히 ‘자유로움’이 강조되는데, 이는 일정한 

‘틀’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를 들면 재즈에서 말하는 블루스 

형식은 Ⅰ도, Ⅳ도, Ⅴ도 화음을 심으로 이루어진 12마디의 곡을 말

하는데, 연주자들은 이 블루스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즉흥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연주자가 즉흥연주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연주자가 즉흥연주를 하는 동안 다른 연주자들은 주로 

곡의 화성진행과 주어진 리듬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다고 해서 그들

이 즉흥성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흥 연주자의 연주에 집 하

며 지속 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리하모니제이션(reharmonization)1)

을 시도하기도 하며, 즉흥 연주자의 선율에 반응하여 순간 으로 리듬 

양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재즈에서의 즉흥성은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개인  차원에서의 즉흥성은 연주자 개개인의 음악  

기억과 한 연 성을 갖는다. 즉흥연주란 즉흥 인 작곡이라는 

에서 연주자들의 독창 인 선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미

리 작곡되는 음악과는 달리 작곡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장된 기억에 좀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연주자들

은 이 에 경험했던 음악들, 비단 재즈뿐만 아니라 팝이나 가요, 통음

악, 서양 고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정보를 기억의 장 공

간에 담아두었다가 즉흥연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용한다. 정보

를 불러오는 방식은 의식 일 수도 있고, 무의식 일 수도 있다. 우선 

자는 성공 인 즉흥연주를 해 연주자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연습과

 1) 기존에 주어진 화성을 분할⋅합산하거나, 다른 기능을 가진 화성이나 리 화성으

로 변형하는 것으로, 동일한 선율에서 색다른 느낌을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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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릭(lick)의 암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표 이다. 기존 연주

자들의 즉흥연주나 작곡된 곡의 선율 에서 인상 인 부분을 차용하

여 실제 즉흥연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과정은 재즈 연주자들

의 기본 인 연습방법  하나이다.

집단  차원의 즉흥성은 연주자 간의 소통을 심으로 한다. 재즈의 

일반 인 연주 형태는 ‘헤드(head)2)’라고 불리는 곡의 테마, 즉 작곡자

에 의해 악보로 표기된, 혹은 작곡자에 의해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에 군가에 의해 악보로 표기된 선율을 심으로 연주가 시작된다. 이

후 연주에 참여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돌아가며 즉흥연주를 이끌게 되

고, 나머지 연주자들은 솔로 주자가 성공 인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화성진행과 리듬이라는 음악  바탕을 만들어 다. 이때 요한 것은 

앞서 언 했듯이 바탕을 만들어내는 연주자들이 즉흥성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솔로 주자의 연주에 집 하며 그에 한 반응으

로써 화성을 리하모니제이션(reharmonization)하기도 하고, 리듬을 변

화시키기도 하며, 인상 인 선율이나 리듬에 한 응답으로 이를 모방

하거나 변형시켜 연주하여 메기고 받는 형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로써 재즈의 즉흥연주는 집단성을 띠게 된다. 서양 고 음악에서도 즉

흥연주라는 음악 양식은 존재하 으나, 재즈에서의 즉흥연주는 집단으

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그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음악  습을 해체하고자 시도했던 리재즈의 즉흥성 한 음악  

기억이나 연주자 간의 소통으로부터 온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억

된 정보를 의식 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무의식

인 과정까지 통제할 수는 없으며, 집단 으로 이루어지는 리재즈

 2) 일반 인 재즈 연주에서 가장 처음 연주되는 곡의 테마를 뜻하는 것으로, 즉흥연

주의 기본 토 가 되는 것이다. 곡의 가장 앞부분에 연주되는 테마를 ‘헤드 인

(head in)’이라고 부르며, 즉흥연주가 모두 끝난 뒤 가장 마지막에 연주하는 곡의 

테마를 ‘헤드 아웃(head out)’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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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일정한 약속이나 틀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신 연주

자 상호 간의 소통에 더욱 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리재즈

의 표  연주자인 오넷 콜먼(Ornette Coleman)과 세실 테일러(Cecil 

Taylor)의 음악을 들어보면 연주자들은 기존의 음악 어법을 반하는 

방식의 표 을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음악  표 에 한 유기  연결

을 통해 하나의 방향성을 이루고 있음을 찰할 수 있으며, 이에 우연한 

선율 혹은 리듬  모티 나 조성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된다. 

3. 즉흥연주와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는 랑스의 정신분석가이자 문학비평가인 

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왔다. 크리스테바에게 텍스트란 단지 

의사소통을 한 표 만이 아닌, 그 자체로 실제의 역동성을 가진 개념

으로 악된다. 크리스테바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이루

어지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와 이라고 하 다. 즉, 하

나의 텍스트는 작가에 의해 완 히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억 

때문에 승된 텍스트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생성이나 이해가 작가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닌 텍스트 간의 

상호 계를 토 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조경식, 2006: 274). 

조  더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

제, 텍스트와 사회문화 인 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의 총체  연

결에 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텍스트는 단지 문자로 이루어

진 것만이 아닌, 다른 기호체계로 이루어진 것들, 더 넓게는 문화 일반

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김도남, 2003: 103). 이에 고유의 기호체계를 

가진 음악 한 하나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재즈의 즉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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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재즈의 즉흥연주는 과거의 기억이 재의 연주에 향을 미치는 방

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연주자들의 기억으로 승된 선  

연주자들의 음악이 연주자의 정신세계 속에서 새롭게 변형되고 재조합

되어 재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고 해서 재즈가 기존의 

음악을 복시켜 이 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즈는 서양 고 음악이나 재

즈 자체의 통을 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통은 의 연주자들에게 무의식 

속 신화로써 작용한다. 여기서 신화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무의

식 깊은 곳에서 연주자의 의식 세계에 지속해서 향을 미치는 음악  

통에 한 것이다. 연주자들은 선  연주자들의 표  양식을 습득하

기 해 그들의 연주를 수없이 듣고 반복 으로 따라 하게 된다. 실제로 

‘카피(copy)’라고 하는 방식의 연습은 연주자들에게 필수 인 연습 과정

이다. 하나의 곡을 정해서 그 곡의 화성이나 선율, 리듬은 물론이고, 

그 곡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의 표  방식까지도 될 수 있는 한 같이 

연주해보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선  연주자들의 음악은  연주자들

의 무의식 속에 신화처럼 각인된다. 그리고 각인된 신화를 ‘생생한 삶의 

경험’인 재의 음악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시드니 핑 스타인

(Finkelstein, Sydney, 2011: 181-182)은 재즈가 “익숙한 것과 생소한 것, 

옛것과 새것, 무의식 속의 신화와 생생한 삶의 경험, 사랑받아 온 옛 

음악의 언어와 그것의 새롭고 흥분되는 변용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사랑받아 온 옛 음악의 언어”는 이러한 신화

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연주자들의 인상 인 이즈나 화성

진행, 혹은 표  기법들을 계승하면서도 연주자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변용을 시도한다. 기존 곡의 화성진행을 그 로 가져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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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든지, 즉흥연주에서 기존 곡의 선

율이나 연주자들의 인상 인 즉흥연주 이즈를 인용하는 방식은 재

즈 연주자들이 흔히 하는 변용  하나이다. 

기억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연주자들의 연습 과정에서도 기인한

다. 연주자들은 높은 난도의 곡을 연주하기까지 단계 으로 다양한 연

습곡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진 인 과정을 통해 화성  선율에 

한 이해와 이들을 효율 으로 연결하기 한 다양한 테크닉을 쌓아

가게 된다. 다시 말해 연주자들은 약속된 기호로써 표기된 화성과 선율

을 이해하고, 반복연습을 통해 재 하는 방법을 기억공간에 장시키

며, 이는 이후의 연주에 지속해서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

은 음악가의 창작활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역시 유용하다. 음악 창작자

는 12개의 음과 그 음들로 만들어진 기존의 음악들, 그리고 학문 으로 

정립되어있는 화성학  방법론을 기억 속에 장해두고, 이를 그 로 

반복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도 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

어내게 된다. 이때, 창작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주체로서의 세계 을 음악 속에 투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 

결국에는 기억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과 한 련이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를 완결된 상태의 닫힌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결을 향해 가는 지속 인 변화의 과정, 혹은 하나의 움

직임으로써 그 안에 내재 되어 있는 역동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재즈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 한 이와 같은 

역동성을 띤다. 재즈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르의 음악과 가장 

큰 차이 은 악보 그 로를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선율과 화

성진행으로 이루어진 악보는 완성된 작품이 아닌, 연주자들이 함께 음

악을 만들어 가기 한 일종의 기본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연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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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러한 최소한의 규범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나간다. 한 연주되는 곡이 재

즈의 범주 안에서 어떠한 하  장르에 속하는지에 따라서도 연주자들

이 공유하는 음악  기호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러므로 재즈의 즉흥

연주는 연주자들의 기억과 능동 인 해석을 기반으로 한 역동  구조

의 텍스트가 된다.

4. 재즈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분석

4-1. 화성진행 상의 상호텍스트성

콘트라팩트(contrafact)란 기존 곡의 화성진행 에 새로운 선율을 작

곡하는 기법으로 재즈의 비밥(bebop)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의 하

나이다. 비밥 시 에 이르러 연주자들은 기존 곡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에 흥미를 잃었고, 본인의 연주  기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새로

운 곡을 원했다. 그러나 무 에 올라가기  리허설을 통해 미리 음악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장르의 음악과는 달리 재즈에서는 사  리허설 

없이 무 에서 바로 연주를 진행하는 잼(jam) 스타일의 연주가 일반

이었고, 심지어 ♩=200 이상의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

에, 복잡하고 낯선 화성진행보다는 단순하고 익숙한 화성진행의 곡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재즈에서는 콘트라팩트로 작곡

된 곡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곡에 따라서는 화성진행 자체를 그 로 

반복하기도 하나, 선율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형하기도 한다. 

How to Play Bebop 3에서는 콘트라팩트로 작곡된 곡  선행 텍스

트 역할을 한 곡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I Got Rhythm>, <All God’s 

Children Got Rhythm>, <All the Things You Are>, <Chero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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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ion>, <Fine and Dandy>, <Honeysuckle Rose>, <Sweet 

Georgia Brown>, <Back Home Again in Indiana>,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Love Me or Leave Me>, <Out of Nowhere>, <Lady Be 

Good>, <How High the Moon>, <Pennies from Heaven>, 이 게 총 15

곡이다. 이  특히 <I Got Rhythm>과 같은 경우, <Anthropology>, 

<Oleo>, <Moose the Mooch>, <Cottontail>, <Dexterity> 등 무려 48곡의 

후행 텍스트가 제시되고 있다(Baker, David, 1987: 1-4).

[악보 1] <I Got Rhythm>의 화성진행과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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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 1]은 앞에서 콘트라팩트의 선행 텍스트로 소개된 <I Got 

Rhythm>의 화성진행과 선율이며, 다음의 [악보 2]는 후행 텍스트인 48

곡 의 하나인 <Anthropology>3)의 화성진행과 선율이다. 자는 본래 

 3) 조지 거슈 (George Gershwin)에 의해 1930년에 작곡된 곡으로 뮤지컬 <Girl 

Crazy>의 삽입곡으로 쓰 다. 이후 재즈 연주자들에 의해 리 연주되었다. 이 

곡의 화성진행을 차용하여 작곡된 곡이 매우 많으므로, 일반 으로 화성진행만을 

독립 으로 ‘Rhythm Changes’라고 칭하기도 한다. 

[악보 2] <Anthropology>의 화성진행과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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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곡으로 작곡되었던 것으로 선율이 비교  단순한 데 반해, 후자

는 비밥 연주자들의 음악  양식에 맞게 선율이 매우 화려하고 복잡하

게 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식을 살펴보면 두 곡은 A-A-B-A의 동일

한 형식을 갖고 있으며, 조성 한 Bb Key로 동일하다. 화성진행을 살

펴보면 <I Got Rhythm>의 첫 번째 마디의 Gm7이 <Anthropology>에서

는 G7으로 변형되었는데, 이는 Cm7이 Ⅰm7이 되는 C Minor Key의 Ⅴ7

인 G7을 차용하여 Ⅴ도에서 Ⅰ도로 가는 도미 트 모션4)을 만들어  

것이다. <Anthropology>의 G7 코드의 다운비트(down beat)에 나오는 

Eb 음은 <I Got Rhythm>과 같이 Gm7 코드를 쓸 경우 어보이드 노트

(avoid note)5)가 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선율과 어울릴 수 있는 G7 

코드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마디의 Fm7-Bb7은 Bb7을 Related 

Ⅱ-Ⅴ로 분할한 것이다.

<I Got Rhythm>의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마디는 선율의 진행이 도미

트에서 토닉의 느낌으로 해결이 되나. <Anthropology>에서는 도미

트의 느낌이 계속되기 때문에 화성진행도 그에 따라 분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hropology>의 일곱 번째 마디의 G7 코드는 선율의 B음

에 제자리표가 붙으면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Anthropology>의 다

음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마디에는 <I Got Rhythm>과 동일하게 선율의 

진행이 도미 트의 느낌에서 토닉의 느낌으로 해결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I Got Rhythm>의 B 부분과 <Anthropology>의 B 부분을 비교해보

면, 자의 경우 Related Ⅱ-Ⅴ의 진행을 두 마디 양식으로 반복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후자에서는 이를 Related Ⅱ-Ⅴ로 분할하지 

 4) 도미 트 모션은 불안정한 느낌의 도미 트 코드(Ⅴ도 화음)가 토닉 코드(Ⅰ도 

화음)로 진행하여 긴장감이 해소되고 안정 인 느낌을 얻게 되는 화성진행이다. 

 5) 코드스 일(chord scale)의 구성음  코드 톤(chord tone)과 장2도 계를 이루어 

코드의 색채에 긴장감을 더하기 해 첨가하는 텐션노트(tension note)와는 달리, 

단2도 계의 불 화음정을 이루므로 일반 으로 텐션노트로 사용하지 않는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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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Ⅴ7으로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Anthropology>는 <I Got 

Rhythm>의 화성진행을 차용하 으나,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과정

[악보 3] <Moose the Mooche>의 화성진행과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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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악보 3]은 <I Got Rhythm>을 선행 텍스트로 하는 48곡 , 

역시 찰리 커에 의해 콘트라팩트된 <Moose the Mooche>라는 곡의 

화성진행과 선율이다. 역시 원곡보다 선율이 화려해졌으며, 특히 <I 

Got Rhythm>과 <Anthropology>가 A-A-B-A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면 

A-A’-B-A의 형식으로 한층 복잡해진 선율 진행을 반 하고 있다. 한 

체 인 화성진행은 그 로 차용하 으나 부분 으로 선율의 변형에 

따른 코드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마디에서 Gm7이 생략되

어 있는데, Gm7은 Bb Key의 Ⅵ도 화음으로 Ⅰ도 화음인 Bb과 같은 

Tonic의 기능을 가지므로 Gm7이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화성진행은 동

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섯 번째 마디에서 Ab7이 생략된 것도 <I Got 

Rhythm>과 다른 인데, Ab7을 그 로 사용할 경우 선율 상의 C#음이 

어보이드 노트가 되기 때문에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A’ 부분에서는 

Ab7이 생략되지 않고 그 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의 선율이 토닉의 느낌에서 도미 트의 느낌으로 진행

됨에 따라 화성진행도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악보 4]는 소니 롤린스(Sonny Rollins)에 의해 콘트라팩트된 

<Oleo>의 화성진행과 선율로 <I Got Rhythm>과 같은 A-A-B-A의 형식

에 Bb Key의 조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일곱 번째 

마디의 G7은 바로 뒤에 나오는 Cm7의 Ⅰm7이 되는 C Minor Key의 

Ⅴ7인 G7을 차용하여 Ⅴ도에서 Ⅰ도로 가는 도미 트 모션을 만들어  

것으로 <Anthropology>의 첫 번째 마디와 그 변화의 양상이 동일하다. 

다섯 번째 마디의 Fm7도 Bb7을 Related Ⅱ-Ⅴ로 분할한 것으로 이 한 

<Anthropology>의 다섯 번째 마디와 같은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여섯 

번째 마디의 Ebm6는 모달 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6)기능을 갖는 

 6) 모달 인터체인지란 곡의 기본 조성과 같은 으뜸음을 갖는 Minor Key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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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데, <I Got Rhythm>의 동일한 마디 Ab7도 Ebm6의 리 코드로

써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소니 롤린스는 B 부분의 화성진행

은 <Anthropology>와 같이 Related Ⅱ-Ⅴ로 분할하지 않고 Ⅴ7으로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찰리 커는 <Anthropology>와 <Moose the 

Mooche>의 B 부분의 화성진행에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놓은데 반해, 

소니 롤린스는 B 부분의 화성진행만을 차용하고 선율은 만들지 않은 

채 즉흥연주를 한 부분으로 남겨두었다. 

[악보 4] <Oleo>의 화성진행과 선율 

(mode)에 포함된 화음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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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율 상의 상호텍스트성

재즈에서 즉흥연주를 하기 해서는 연주자 상호 간의 소통이 필수

이다. 김책(2013)은 즉흥연주의 정격성 의미구성에 한 논문에서 노

암 촘스키(Noam Chomsky)의 모국어 사용자의 발화 행 에 있어 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즉흥연주의 수행 능력이 직 이고 불확정

인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연주가 가능할 정도의 음악  어휘를 내

면화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언 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음악

 어휘란 연주자들 간의 소통을 한 기호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음악 

재료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연주자들은 음표나 쉼표와 같은 구체

인 악상기호(樂想記號)를 공유하며, 악보 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세 부터 달되어 온 장르 상의 습 인 기호를 통해 일정한 

틀 안의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간다. 재즈의 하  장르인 비밥의 즉흥연주

에서 주로 나타나는 음악  어휘는 비밥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찰리 

커(Charlie Parker)나 디지 길 스피(Dizzy Gillespie) 등 비밥 시 를 

표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재즈에서의 찰

리 커의 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버드 웰(Bud Powell), 소니 

롤린스(Sonny Rollins), 캐논볼 애덜리(Cannonball Adderley) 등 수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서 찰리 커의 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연주에서는 찰리 커의 인상 인 솔로 라인이나 곡의 멜로디를 음악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은 의 

재즈 연주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와 찰리 커의 인상 인 즉흥연주

의 선율은 연주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된 음악  어휘가 된다. 결국 

찰리 커의 음악은 그의 음악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시 는 물론 후

의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 안에 지속해서 존재한다. 실제로 비밥을 공

부하는 학생들에게 찰리 커의 인상 인 연주를 채보해놓은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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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옴니북(Charlie Parker Omnibook)’은 비밥 연주자로서의 음악  어

휘를 습득하기 한 좋은 교본이 된다. 특히 1960년 에서 1970년  사

이에 활동했던 에디 제퍼슨(Eddie Jefferson)이라는 비밥 보컬리스트는 

찰리 커의 즉흥연주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하 다. 아래의 [악보 5]는 찰리 커의 <Billie’s Bounce> 즉흥연주

의 처음 12마디이고, 다음의 [악보 6]은 같은 부분의 선율에 가사를 붙인 

에디 제퍼슨의 <Billie’s Bounce>이다. [악보 6]에서는 찰리 커가 연주

했던 [악보 5]의 선율과 달라진 부분들을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부분 16분음표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3 연음이 가사를 붙이기에는 

무 짧은 계로 체 인 선율의 방향성에 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변형된 것임을 볼 수 있다.

[악보 6] 에디 제퍼슨의 <Billie’s Bounce>

찰리 커의 음악  텍스트를 그 로 차용하여 언어  텍스트인 가

사와 결합한 형태의 이러한 작품은 에디 제퍼슨의 음악이 온 히 비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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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비밥 연주자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존의 연주곡

의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작업은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즉흥연주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일은 획기 인 작업이었고, 후 의 보컬리스

트들에게도 많은 향을 끼쳤다. 

재즈 스탠다드 곡 에는 블루스 진행의 곡이 매우 많기 때문에 블루

스 진행 에 쓰여진 다른 곡을 재의 블루스 진행 에 인용하기도 

한다. 아래의 [악보 7]은 로베르타 감바리니(Roberta Gambarini)의 2006

년 발매된 음반인 Easy To Love의 수록곡 <Centerpiece>의 스캣 일부

로, 화성진행을 이루는 핵심 코드가 Ⅰ도 화음인 Db7, Ⅳ도 화음인 

Gb7, Ⅴ도 화음인 Ab7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바리니는 

즉흥연주의 마지막에 동일한 블루스 진행의 곡인 비비 킹(B.B. King)의 

1935년 작품인 <Every Day I Have The Blues>를 가사와 함께 인용함으

로써 엔딩 헤드로 진입하기 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악보 5] 찰리 파커의 <Billie’s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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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로베르타 감바리니의 <Centerpiece> 즉흥연주 중 

<Every Day I HAve The Blues> 인용

[악보 8] 엘라 피츠제럴드의 <Blue Sky> 즉흥연주 (1) 



재즈의 즉흥연주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연구 남예지  177

[악보 9] 엘라 피츠제럴드의 <Blue Sky> 즉흥연주 (2)

재즈 보컬리스트인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는 비밥 시 에도 

활발히 활동하던 보컬리스트  하나인데, 그녀의 즉흥연주에서는 다

양한 음악의 선율이 인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의 [악보 8]과 [악

보 9]는 엘라 피츠제럴드가 1958년에 녹음했던 <Blue Sky>라는 곡의 솔

로 즉흥연주의 일부분이다. [악보 8]의 첫 두 마디에서는 바그 (Richard 

Wagner) 오페라의 ‘혼례의 합창(The Bridal Chorus)’ 의 한 소 을, [악

보 9]에서는 세 번째 마디 일부까지 조지 거슈 (George Gershwin)의 

‘Rhapsody In Blue’ 의 한 소 을 떠올리게 함을 알 수 있다. 주어진 

화성진행 내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 을 찾아 자신의 즉흥연

주에 인용한 것이며,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선율과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가져

온 선율을 재 자신의 즉흥연주 흐름에 맞도록 재맥락화한 것이다. 

패러디 이론에서 자인 린다 허천은 시인 T.S.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이 앤드류 마블(Andrew Marvell)의 시를 새롭게 해석한 것

과 작곡가 스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이 그의 작품에서 여러 국

가의 선율을 인용한 것을 로 들며, 이를 통에 한 일종의 생산  

근이라고 본다. 이는 우리의 귀에 이미 익숙해진 음악 재료를 새롭게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차용은 재맥락화(recontextualize)

된 것이라고 말한다. 재맥락화란 동일한 것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

운 맥락에 배치된 이상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

다(Hutcheon, Linda, 199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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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엘라 피츠제럴드의 <Flying Home> 즉흥연주

의 [악보 10]은 1945년 녹음된 ‘Flying Home’의 솔로 즉흥연주의 한 

소 로 마지막 네 마디에서 어린 시  즐겨 부르던 동요인 ‘팽이치기7)’

의 선율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역시 즉흥연주의 간에 화성의 흐름에 

무리 없는 선에서 기존의 선율을 인용한 것이며, 이러한 인용선율이 사

용되기 바로  마디의 끝부분에서부터 두 개의 8분음표를 사용하여 

인용선율을 자신의 즉흥연주 맥락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한 것

으로, 이 한 재맥락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래의 [악보 11]은 역시 엘라 피츠제럴드의 1947년 녹음된 <Oh, Lady 

Be Good> 솔로 즉흥연주의 일부이다. 같은 도형 안에 묶인 선율의 형

태를 보면, 유사한 모티 를 두 번씩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 아홉 번째 마디부터 열두 번째 마디를 

보면 구 으로 해지는 미국의 민요인 <A-Tisket A-Tasket>의 선율이 

사용되었다. 엘라 피츠제럴드는 앞선 1938년에 이 곡의 선율을 사용한 

동명의 곡을 발표한 바가 있다. 

 7) 이 동요는 번안곡으로 미국의 유명한 민요인 ‘Yankee Doodle’이 원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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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엘라 피츠제럴드의 <Oh, Lady Be Good> 즉흥연주 

한편 재즈 연주자들은 재 연주되고 있는 곡과 다른 곡에서 선율을 

차용하기도 하지만, 연주 당시 다른 연주자의 인상 인 선율을 기억하

여 바로 연주에 인용하기도 한다. 다음의 [악보 12]는 멜 토메(Mel 

Torme)의 1999년 음반인 Lulu’s Back in Town의 수록곡 <Lullaby Of 

Birdland>의 즉흥연주 일부이다. 여기서 멜 토메는 트롬본과 콜 앤 리스

폰스(Call & Response) 방식의 즉흥 솔로 트 이드(trade)를 보여주는

데, 사각형과 타원형의 두 을 보면 트롬본의 선율을 보컬이 그 로 

인용하여 자신의 즉흥 솔로 이즈로 발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둥근사각형 안의 선율을 보면 리처드 로 스(Richard Rodgers)와 

로 즈 하트(Lorenz Hart)가 1934년 작곡한 곡인 <Blue Moon>의 도입 

부분 선율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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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멜 토메의 <Lullaby Of Birdland> 즉흥연주

이처럼 재즈의 즉흥연주 시, 연주자들은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의 음

악  모티 를 인용하기도 하고, 재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

악에서 선율을 차용하기도 한다. 특히 비밥의 경우 매우 빠른 템포에서 

연주가 이루어지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즉흥연주를 해 

이러한 인용이 쓰 을 가능성이 크다. 한 의 재즈에서는 이러한 

인용이 재즈의 교육 방식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재즈의 즉

흥연주를 배우고자 하는 연주자들에게 교재로 쓰이는 표 인 책 

의 하나인 How to Play Bebop에서는 기존 비밥 연주자들의 녹음된 

연주에서 Ⅱ-Ⅴ, Ⅲ-Ⅵ-Ⅱ-Ⅴ 등 재즈곡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성진행 

에 연주된 인상 인 즉흥연주 선율을 발췌하여 연습과제로 제시한

다. 아래의 [악보 13]과 [악보 14]는 Ⅱ-Ⅴ 화성진행과 Ⅲ-Ⅵ-Ⅱ-Ⅴ 화성

진행에서의 그 이다(Baker, David, 198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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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Ⅱ-Ⅴ 화성진행의 즉흥연주 선율 

[악보 14] Ⅲ-Ⅵ-Ⅱ-Ⅴ 화성진행의 즉흥연주 선율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재즈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이  연

주자들의 인상 인 즉흥연주 선율을 암기하는 것은 필수 인 과정이며, 

이러한 연습 과정을 통해 재즈 연주자로서의 음악  기호를 공유해가

는 것이다. 특히 의 악보에 나타나는 Ⅱ-Ⅴ, Ⅲ-Ⅵ-Ⅱ-Ⅴ와 같은 화성

진행은 재즈곡을 이루는 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성진행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선율을 암기하는 것은 즉흥연주를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암기한 선율은 계획 으로, 혹은 무

의식 으로 즉흥연주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연주자는 인지하고 있

는 선율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즉흥연주를 차 확장하게 되는 것이

다. 연주자는 기존의 선율을 그 로 반복하기도 하나, 즉흥연주에 익숙

한 경우라면 자신의 음악  맥락에 맞게 재맥락화하는 것이 일반 이

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  텍스트는 

계속해서 재의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즈의 특성은 선행 텍스트가 후행 텍스트에 향을 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텍스트들의 계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

의 의미가 생성된다는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에 한 견해(이

복, 2007: 36)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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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재즈는 연주되고 있는 ‘지 , 재’에 만들어지는 음악이다. 재즈 연

주를 듣고 있는 청 은 이미 완성된 상태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상태’의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성된 상태

의 음악이 어떤 모습일지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연주자들도 명

확히 측할 수는 없다. 연주자들의 음악  색깔이나 상호 간의 소통능

력, 심지어 청 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재즈 연주에 향을 미치는 변수

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성을 만들어내는 바탕은 과거

로부터 많은 부분 기인한다. 를 들어 일반 인 재즈 스탠다드 연주의 

경우, 과거로부터 연주되어오던 음악작품을 재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음악작품에는 재 그 

곡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의 정신이 반 된다. 연주자들은 기존 음악

의 인상 인 선율을 재의 음악에 인용하기도 하며, 기존 음악의 화성

진행을 차용하여 그 에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방

식으로 재즈에서는 늘 과거와 재가 공존한다. 그래서 재즈는 익숙한 

방식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된다. 

한 재즈의 즉흥연주는 연주자와 연주자, 연주자와 수용자 간의 끊

임없는 소통의 음악이다. 연주자 간의 음악  기호에 한 상호 이해는 

즉흥연주의 필수 제조건이 되며, 수용자들 한 연주자들의 음악  

기호를 일정 부분 이상 공유하고 있어야만 제 로 된 감상이 가능하다. 

즉흥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음악  기호는 연주자가 속해있는 사회로부

터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세계 , 음악  취향 등의 문화  기억을 

토 로 형성되며, 연주자들은 기억 속에 장된 정보를 연주자 간의 상

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조합하고 변형하여 즉흥연주를 시도한다. 이러

한 특성상 재즈의 즉흥연주에서는 늘 과거의 것과 재의 것,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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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음악  언어가 공존한다. 이에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텍스

트성은 재즈를 이해하기 한 필수 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움베르트 에코는 음악에 한 에서 문화의 수 에서도 인

문주의 성격의 모든 문화  통으로부터 유래하는 가치들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이라는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언

한 바 있다(Eco, Umberto, 2009: 388-389). 재즈는 문화의 일부이나 

그 에서도 에코가 말하는 일정 수  이상의 ‘교양’을 갖출 때 더욱 다양

한 해석에 근할 수 있는 종류의 문화에 속한다. 재즈가 가진 상호텍스

트성을 이해하는 것은 수용자가 이러한 ‘교양’을 선택하는 일이며, 연주

자들과 소통할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한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상호텍스트성을 이해하는 것은 서

로의 음악  기호를 극 으로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즉흥연주를 끌어낼 수 있게 된다.

1930년  기 가요의 한 갈래 던 ‘재즈송8)’에서 시작된 한국의 

재즈는 발 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인 무 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

을 배출해내기에 이르 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재즈 음악 시장의 규모

는 체 음악 시장에서 다른 음악 장르들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이며, 여러 재즈 페스티벌의 성공

인 개최나 연주자 개인의 인지도 상승이 재즈라는 음악 장르 자체에 

 8) 박찬호(1992)는 당시의 재즈송이 본격  의미의 재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를 비롯하여 팝송, 샹송, 라틴음악, 혹은 그러한 분 기를 모방한 음악까지도 

일컫는 장르 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본격 인 의미의 재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의 재즈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소인 즉흥연주

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한국 재즈의 시작 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재즈송이 나타났을 당시의 미국 재즈 한 즉흥연주보다는 

체 인  사운드에 치 된 음악이었고, 이러한 에서 본다면 한국의 재즈송

은 당시 미국에서 유래된 재즈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

다(장유정, ｢트럼펫 연주자 경섭의 삶과 20세기 반기 재즈에의 열망｣, 
음악 16, 2015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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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우식은 재즈의 수용자층이 확

산되지 못하는 이유 의 하나로 재즈가 여타 음악과 비교했을 때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장르 인 특성이 막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을 

언 한 바 있다(정우식, 2015: 121-122). 결국 에코가 지 했던 ‘교양’의 

선택이 필요한 문화의 한 부분인 재즈의 특성에 해 이 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재즈 수용자의 확산을 막고 있는 주요한 

이유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한 해결방안 의 하

나로 재즈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즉흥연주의 상호텍스트성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재즈 수용자의 확산에 정 인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 재즈의 성장과 발 에도 이바지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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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Jazz Improvisation and Its Intertextuality

Yeji Nam 

(Korea University)

The intertextuality of an improvisation is derived from the practice of jazz 

players and the methods of creating jazz pieces. In the period of bebop jazz, 

players needed new pieces in progress of chords familiar. For this reason, 

they often undertook the creative activity that required producing a new melody 

in progress of chords of the existing music. It is, also an essential task to 

master phrases of various melodies that could be used for the progress of 

a melody in order to lead a successful improvisation. For this reason, the 

characteristic of intertextuality could be shown remarkably in a jazz 

improvis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is going to consider and analyze musical 

characteristics of a jazz improvisation and its intertextuality by classifying a 

great deal of intertextuality of the musical texts into two: 1)intertextuality 

in progress of chord and 2)intertextuality of melody, so that both players 

and accepters of jazz could understand about jazz.

Keywords: Jazz, Improvisation, Intertextuality, Lick, Contra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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