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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근 이팝(K-Pop)음악은 시 의 흐름에 따라 음악  발 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세계 인 심과 발 에 비해 이팝 음악은 문화 인 콘텐

츠 요소로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최근 이팝 음악

의 흐름을 조명해보고 이팝 음악에서 활용된 모달 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에 해 다룬다.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은 실제 이팝 연주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화성 으로 음악에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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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법 음악의 한 기법인 모달 인터체인지를 

정의하고 모달 인터체인지를 분류, 분석하 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 

최근까지 모달 인터체인지가 이팝 음악 안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연간 

가온 차트 1 부터 5 까지 선정하여 총 25곡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모달 인터체인지의 활용 방법  서 도미 트를 활용한 방

법, 토닉 마이 를 활용한 방법의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선정된 

곡 에서 60% 이상의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을 활용한 곡이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2010년  이후의 이팝 음악에서 다양한 화성  기법

의 사용이 있었으며 그 에서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의 사용도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팝 음악에서 모달 인터체인지를 활용한 곡

들이 증가하 으며 화성 인 발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

다. 본 논문은 재의 이팝 음악이 더 이상 시각 인 요소만 강조된 

음악이 아닌 이팝 음악 자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이팝 

음악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과 음악가들에게 유의미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되고 나아가 이팝 음악의 다양한 질  음악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

라는 바이다.

핵심어: 케이팝 음악, 선법 화성, 모달 인터체인지, 화성, 선법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시 가 발 함에 따라 이팝 음악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 다. ‘

이팝’이라고 하면 원래 음악보다는 퍼포먼스 심의 ‘보여지는’ 음악으

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규탁, 2017)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2018년, 

세계 16개국 15세에서 59세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자면 2017년을 기 으로 이팝 음악이 

들에게 퍼포먼스 인 요소보다 음악 인 요소가 더 앞서게 되는(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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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2019)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팝 음악이 퍼포먼스 심의 음악에

서 음악 자체로서 발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팝 음악은 실

제로 음악의 리듬 , 화성 인 견지에서 살펴봤을 때 다양한 리듬을 통

한 작곡과 화성 기법의 쓰임이 이 에 비해 성장하고 복잡해져 온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동안의 연구는 이팝의 음악 인 가치보다는 사회  

혹은 문화 인 가치로 연구가 많이 되어져왔다. 이팝 음악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음악  요소로의 이팝은 이미 상당한 수 이었으며, 음

악의 장르  다양성도 높아졌다(양종모, 2011). 그 동안의 이팝 음악

이 음악으로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떠한 성장을 해 왔는지 본 

연구에서는 이팝 음악의 흐름을 정의하고 최근 이팝 음악에서 화

성 인 성장을 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팝 음악 안에서 선법 

음악  모달 인터체인지가 사용된 음악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팝

의 음악  색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이팝 

음악의 방향성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케이팝 음악의 정의 및 음악적 흐름

“ 이팝은 말 그 로 한국 음악이다”(김학선, 음악 장르 백과). 

한국인이 한국의 음악을 지칭하는 한  단어는 ‘가요’이다. 그 지

만 가요가 아닌, 어식 표 의 이팝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단어의 명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이수완, 2016). 

이팝이라는 용어는 “1998년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H.O.T.의 음반이 

성황리에 발매되면서부터 처음 호명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제이

팝(J-Pop)이 일본 문화 산업의 ‘자기화한 이름’인 것과 달리, 이팝은 

‘ 자 화된 이름’이자 ‘월경 (越境的)실천의 산물’이다(신 , 2013).” 

한 이팝은 1990년  이후의 한국 음악  아이돌이 주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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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산된 서구 음악 장르, 특히 힙합, R&B, 록, 일 트로닉 음악이 가미

된 스음악을 말하기도 한다. 이팝은 2000년  이후 외 으로 우

리나라의 음악을 부르는 명칭이 되어왔다(신 , 2013). K-POP이

라는 용어의 확립은 2000년  부터이다. 외국의 팝을 듣고 자란 작곡

가들이 우리만의 색채를 함유하고 트 디한 음악을 만들어 내어 외국

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 이팝은 “한국 

음악 반을 가리키기보다는 해외에서 심을 끌고 있는 한국 주

류 음악의 최신 경향, 더 구체 으로는 아이돌 그룹의 팝을 지칭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김창남, 2011). 한국 문화 민족 

백과에서는 이팝을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의 음악”이라

고 칭하고 있다. 이처럼 이팝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에 따라 다르

게 정의된다. 말 그 로 한국의 음악으로 통칭되기도 하고, 이팝

에서의 팝은 들의 귀를 사로잡는 쉬운 멜로디와 부담 없는 리듬으

로 이루어진, 주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가사로 담고 있는  음

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 장르(김학선 & 박정용 & 이경 , 2012)라

고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팝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며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이팝 음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인 심을 받고 있고 이팝이 

더 이상 한국에서만 들려지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 해 

까지만 해도 이팝은 시  범 를 내리고 정의해야 하는 한국 

음악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재의 이팝은 에 언

되었듯이 아이돌이나 스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 에 당연히 들

려지고 생산되어지는 한국의 트 디한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서 이팝은 재 많은 의미로 주장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의 2000년 이후 “한국 음악(Korean Pop Music)”(이경

아, 2012)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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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산업 교류 재단에서는 2000년  부터 후반까지의 한류 

음악의 발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징 한류1기 한류2기 한류3기

키워드 한류 생성 한류 심화 한류 다양화

기간 1997~2000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주요분야 드라마, 음악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음악, 드라마, 게임, 영화,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주요 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대표 콘텐츠
사랑이 뭐 길래, 

HOT
겨울 연가, 대장금 등

K-pop, 아이돌, 온라인 게임 

등

Table.1 Korean Culture Wave, has moved beyond Asia to the rest of the world

(Ko, Jung-min. 2009)

이 표에 따르면, 이팝은 한류 3기 단계에서 나타나지고 있다. 2000

년  반까지는 드라마가 한류의 심을 주도를 하 다면, 2000년 , 

후반부터는 다각도의 분야에서 한류 문화가 형성되면서 한국의 가

요는 이팝이라는 용어로서 새로운 한류의 주연으로 부상하면서 되

었고 한류 3기를 맞이하 다. 이팝은 아시아를 심으로 유럽과 남

미, 동 지역까지  세계 으로 각국에서 사랑을 받으며 드라마 한류 

열풍을 넘어서 이팝의 열풍으로 이어가고 있다(강 구⋅고훈 , 

2012).

2000년 이후로 한민국 이팝 음악이 폭발 으로 증가하게 된 이

유   하나는 유투 , 페이스북, 트 터와 같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

킹 서비스에 해 효과 으로 이팝 음악이 응했기 때문이다(박정

배⋅한은경, 2007). 2000년  이 의 음악은 의 범 가 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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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투 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 인 

랫폼이 생겨나면서 이팝 음악은 로  세계의 무 에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고, 나라 안에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국 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음악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먼  2000년  

반의 이팝 음악을 정리하자면, 강 구⋅고훈 (2012)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2007년 ‘텔미’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의 이팝 음악을 ‘후크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후크송은 짧은 시간 안에 노래의 선율과 가사를 음악을 듣는 사람들

에게 효과 으로 인식시키기 한 목 으로 반복  형태의 강조 기법을 

사용되어 작곡된 곡을 의미한다.” 후렴구의 주 멜로디가 외우기 쉬운 

짧은 형태의 반복  리듬과 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가사의 경우 같은 

단어가 노래 한곡에 수십 번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음악을 듣

고 자신도 모르게 구 을 흥얼거리는 것을 ‘후킹 효과’라 한다.” 부분

의 아이돌 그룹들은 들에게 자신의 을 빨리 인식시키기 해 후

크 음악을 사용하 다(강 구⋅고훈 , 2012).

이 후크송은 실제로 듣는 이로 하여  쉽게 멜로디와 곡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새로운 음악일지라도 방 익숙하게 되는 효과로 인해 

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것은 실제로 

음악의 한 상을 주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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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곡명 가수

2007 Tell me 원더걸스

2008

so hot 원더걸스

nobody 원더걸스

U-GO-Girl 이효리

2009

GEE 소녀시대

Bo Peep Bo Peep 티아라

Honey 카라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아이드걸스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Again and Again 2PM

sorry sorry 수퍼주니어

2010

Bad girl Good girl 미스에이

2 Different tear 원더걸스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루팡 카라

push push 씨스타

run devil run 소녀시대

훗 소녀시대

2011

롤리폴리 티아라

yayaya 티아라

step 카라

supa dupa 달샤벳

so cool 씨스타

거울아 거울아 포미닛

mr simple 소녀시대

2012

Like this 원더걸스

hush Apink

pandora 카라

poison 시크릿

강남스타일 싸이

Table.2 The songs that composition of using Hooking Technique of 2007 to

2012. Kang & Ko) 

 표에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팝 음악에서 두드러

지는 특징은 훅을 사용하여 작곡된 후크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가온차트1)의 연간 차트를 1 부터 5 까지 살펴보면, 201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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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의 후크송의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듯 이팝 

음악에서 인기를 끌었던 후크송 형식의 음악은 2012년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 에 오르면서 후크송 형식의 음악이 정에 이르 다(가

온 차트 2012년 연간 차트를 살펴보면 1 부터 5까지 모두 후크송의 

구성곡 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후크송 형식의 음악과 아닌 음악이 

차트 안에서 혼재 상태로 존재하다가 2014년 후반기에는 후크송 형식

의 음악이 차 으로 상  순 권 밖으로 사라지는 상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후크송은 계속해서 작곡되어져 왔지만, 2012년도의 

인기만큼 작곡된 곡 수도 었고, 차트의 상 권에서 분포하는 수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2012년 이후의 음악은 그 동안 후크송 형식의 음악으로 인해 

음악의 구성과 가사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 고 이러한 

문제 들을 조 씩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음악에서 반복되는 가사를 

좀 긴 문장으로 만들어 거부감을 임으로서 반복 가사의 사용을 이

고(강 구⋅고훈 , 2013) 단일한 후크 형식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후

크를 곡 안에 넣음으로서 반복되는 느낌을 감소시키는 등 좀 더 다양한 

음악 인 시도가 시작되었다. 

한 이팝 음악의 흐름의 변화의 원인으로 2000년 이후로 국

으로 실용음악과 개설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방송  텔 비

 오디션 로그램의 증가로 실용음악과에 한 심이 폭발 으로 

증가하게 되면서(김남희, 2017)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실용 음악학과가 개설되었다. 2006년까지 서울 경기권에 5개교 개설되

어 있던 실용음악학과는 2016년 3배 이상으로 증가하 다. 모집정원에

 1) 가온차트: 문화체육 부가 추진하여 2010년 2월 23일 출범하 다, 가온차트는 

미국의 빌보드차트, 국의 유  이(UK)차트, 일본의 오리콘 차트와 같이 공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음악차트를 표방하며, 주간 단 로 1 부터 100 까지의 

음악 순 를 집계하여 발표한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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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용음악 공자 150명에서 436명으로 2006년보다 3배 가까이 정

원이 확충되었다. 실용 음악학과의 모집 정원이 608명으로 5년 사이 

170명이 넘게 증가하 다(김남희, 2017). 국의 실용음악과의 증가로 

매년 국 200여개의 학에서 8000명에 가까운 실용음악 공 졸업생

이 배출되고, 그들이 음악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의 시 보다 

다양한 화성을 실제 연주나 편곡에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최슬지, 2017), 실용음악 학문을 공부한 인원의 양  성장으로(장민구, 

2016) 음악을 진지하게 구매하고 듣는 청자의 비율에서도 음악 공생

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일정한 패턴으로 작곡된 음악

인 후크송보다는 다양한 화성과 리듬의 음악을 만들고 찾는 인구의 비

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3. 케이팝 음악에 나타난 모달 인터체인지

3.1. 2010년대 두드러진 화성적 변화

이팝 음악은 그 간 리듬 , 선율 , 화성 으로 변화하고 발  해왔

다. 이팝 음악은 음악 산업시장이 오 라인에서 스트리 의 구조로 

변화하면서(유지연, 2018) 음악의 체 길이도 짧아졌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서 생존하기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시 가 

달라지면서 니얼 세 들은 호흡이 긴 음악, 음악의 체 길이가 긴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음악의 체 러닝타임이 짧아지는 상을 

볼 수 있다. 1990년  발라드의 곡 길이가 4분에서 5분을 훨씬 넘는 길

이 다면 요즘 음악계에서는 발라드라고 할지라도 길이가 3분 30 가

량으로 맞추는 것이 제작자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말이 있다(KLF, 2019). 

환경은 우리가 듣는 음악에 생각보다 크게 향을 미친다. 30 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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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음원 구매를 결정하던 음원 스트리  시  때문에 곡의 가장 매력

인 부분이 앞에 배치하게 되었다. 

2010년  반부터 유행하던 오디션 로그램은 한국의 음악 씬

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곡을 리메이크하고, 자신이 만든 곡을 

공 에서 달할 수 있는 로그램이기에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들에게 그리고 기존의 철 하게 만들어진 가수들을 보는 것이 아닌 재

능이 있는 일반인의 출연에 한 사람들의 심과 흥미가 높아지면서 

오디션 로그램들은 인기를 끌었고 공  방송은 물론 이블 방송에

서 앞 다투어 음악 오디션 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부

터 3년간 오디션 로그램에 편곡자  반주자로 종사한 연주자의 인터

뷰2)에 따르면, 그곳의 제작자들의 요구  하나는 ‘곡의 길이를 2분 이

내로 철 하게 맞추는 것’ 이었다. 주는  10 를 넘기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발라드 곡에서만 곡 길이 과를 허용 해 주었다. 이 다

보니, 오디션 로그램의 리메이크 곡  편곡과 음색이 잘 맞아 떨어지

는 곡은 소  인기곡이 되었고 이런 곡들은 음원 사이트에서도 17주간 

1 를 차지하는3) 등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곡의 길이가 상 으로 

정식 발매되는 곡들보다 짧기 때문에 곡이 세 끝나면 재생을 다시하

고, 아쉬운 느낌이 들게 하는 것도 오디션 곡의 특징이었다. 이 다보니 

곡의 길이는  더 짧아지는 것이 인기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한 곡을 부 듣지 않으면 곡의 스트리 의 횟수에 반 이 되지 않는 

스트리  체제도 곡의 길이를 짧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한 실제로 

객을 만나게 되는 국 방방곡곡의 공연장 무 보다는 서울에 몰린 

 2) 최승민 연주자 - SBS <K-popstar> 로그램의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곡의 

피아노 실연자로  가요 세션과 이팝 작곡가로 활동 인 뮤지션을 만나 직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11.8.)

 3)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2분 25 의 길이로 2014년 12월 8일에 발매되어 

총 17회 차트 1 에 멜론차트에 머물 다. 검색일 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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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 음악방송을 통해 이팝을 만나는 게 한국의 음악 환

경이다 보니, 단 3분의 무 에 모든 매력과 기력을 복합 으로 쏟아 부

은 뒤 끝나게 되는 음악이 탄생했다. TV 음악 방송, 유투  등이 음악 

감상의 주요 랫폼이기에, 매번 극 인 반 을 일으키는 음악으로 형

식이 변모 되었다(권은경, 2019). 

한 이팝 음악의 리듬의 쓰임이 더욱 세분화 되었으며, 2000년  

이 의 음악보다 멜로디 라인도 더 돋보이기 해 음정과 음정 사이에 

도약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작곡 기법이 사용(양종모, 2011)되었다. 그

의 팝 음악은 노래 형태이기 때문에 가사와 멜로디가 들에게 가

장 먼  인식되고 그래서 멜로디를 어필하기 해 복잡하고 새로운 멜

로디가 아닌 단순한 훅이 강조되었다. 멜로디를 해 사용되는 음

(Note)들의 조합은 새로운 시도보다 기존의 익숙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

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팝 음악이 조성(Tonality)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성 음악은 I, IV, V도 화음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음악이다. 화성의 수는 많지만 부분 I, IV, V도의 움직임으로 사용된

다. 조성을 나타내기 해서는 I도로 시작된 음악이 여러 화성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V도를 거쳐 I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종지(Cadence)라

고 한다. 그러나 반복 없는 지속 인 새로움의 연속은 듣는 이를 심리

으로나 정서 으로 지치게 만든다. 별다른 음악  지식 없이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음악에서 느껴지는 조성이 익숙해짐으로 다른 진행

이나 새로운 진행에 거부감을 느껴진다는 것이다(김정진, 2017).4) 새로

운 시 가 도래 하면서 화성 으로도 자연스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근래의 이팝 음악에는 다양한 화음들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에는 3화음 심의 보수 인 화성의 활용이 보 는데 2010년  이후의 

 4) 조성의 괴자, 제2비엔나 악  혹은 ‘쇤베르크 ’ [클래식 음악 이야기] 쇤베르크

Arnold Schoenberg(1874-1951) http://www.redian.org/archive/74193 (Redian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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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는 7화음, 9화음, 11화음, 그리고 랫 13도, 13도의 과감한 사

용5)도 보인다. 장조와 단조의 이분법 인 작곡 방식에서 벗어나 멜로

디 라인에서 한 화성에서 다양함을 추구하기 해 선법의 사용도 쉽

게 찾아볼 수 있었다. 멜로디의 일정한 라인의 반복 인 부분에서는 선

법 음계의 사용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조성 화성에 익숙한 이팝 음악

에서 새로움과 다양함을 해 선법의 사용을  보다 활발하게 사용하

게 되었다. 물론 그 에도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나 <담배가게 아

가씨> 등 선법 음계와 선법 화성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근래

에 들어서 더욱 활발한 선법 음악의 사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3.2.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3.2.1 조성음악의 특성

조성 음악은 온음계 에 이루어지는 3화음인 으뜸화음(Tonic), 버

딸림화음(Sub-dominant), 딸림화음(Dominant)을 심으로 진행되는 음

악이다(삼호뮤직, 2002). 3개의 화음  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진

행할 때 조성감이 뚜렷해진다. 특히 딸림화음은 조성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방향성이 확실하며, 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넘어

가는 진행(도미 트 진행)의 사용 여부에 따라 조성 음악과 선법 음악

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Steve Rochinski, 2005). 특

정 화음을 통해 조성이 뚜렷해지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해 음악 요소

의 사용이 제한 이게 되고, 선율에 사용되는 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

지만 3개의 기능 화음을 주축으로 여러 화성을 거치고 마지막에 으뜸화

음으로 돌아옴에 따라, 심리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음악의 아름

 5) 재즈화성을 기본으로 한 재즈 보이싱(Voicing)을 토 로 작곡된 곡들이 증가하면

서 화성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곡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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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느껴지게 되며, 그 아름다움은 반복 는 칭  구조에서 음악

의 미를 나타나게 된다(박얼, 2017).

3.2.2. 선법 음악의 특성

음계란 한 옥타  안에 음을 순차 으로 배열한 음렬을 뜻하는데 선

법이란 그 음렬에 있어서 온음과 반음의 치의 음 계 구조 차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온음과 반음의 치의 차에 의해 여러 가지 선법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로는 세의 교회선법(Church Mode)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는 고  그리스의 음계부터 각 지방의 민속음계까지 선법이

라고 볼 수 있다.6)

선법 혹은 교회 선법(Church Mode)은 오늘날 장음계(Major Scale), 

단음계 (Minor Scale)의 기반이 된 것으로서 고  그리스의 테트라코드

(Tetrachord)7)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7세기부터 시작된 그 고리오 성

가(Gregorian chant)8)는 1000여 년간 세 유럽 음악의 심에 있었는

데 이 성가에 사용된 선법이 바로 교회 선법이었다. 단선율 음악

(Monophony)의 그 고리오 성가부터 그 이후 조  더 발 된 형태인 

 6) 선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1911&cid=40942&cate

goryId=32992

 7) 테트라코드(Tetrachord): 온음과 반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4개의 음렬을 가리키

지만, 일반 으로는 4음계의 의미로 사용된다. 다른 스 일처럼 선율과 화성의 

기본이 되기엔 불충분하여 일반 인 스 일과 동일시 여기지는 않는다. 7음계 

는 8음계의 음계 구조 분석 등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많다. 테트라코드는 고  그

리스의 선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 스의 음악론에 의해 체

계화되었다. 구체 으로 세 가지의 종류로 나 어진다고 보는데 장2도, 장2도, 단2

도로 이루어진 온음계(Diatonic) 테트라코드, 단3도, 단2도, 단2도로 이루어진 반음

계(Chromatic) 테트라코드, 장3도, 증1도, 감2도로 이루어진 이명동음(Enharmonic) 

테트라코드 이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8)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 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통 인 례 성가

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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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음악(Polyphony)9)이 심을 이루던 16세기 말의 르네상스 시 까

지는 교회 선법이 유럽 음악에서의 심 인 음조직이었지만 17세기를 

거쳐 18세기의 바로크 시  이후 차 장, 단조의 조성 음악으로 인해 

쇠퇴되었다가 19세기 말 이후 인상주의 음악의 드뷔시(Claude Debussy, 

랑스, 1862~1918)부터 의 모달 재즈(Modal Jazz)10)에 이르기까지 

재해석되어 다시 요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교회선법이 사용되던 기 세시 에는 단선율을 사용하는 단순한 

선율 인 선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를 거

치게 되고 그 결과 의 음악에서는 선법이 선율 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화성 으로 혹은 화성만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각 선법은 온

음계(Diatonic)상의 각 구성음을 으뜸음으로 하여 마침음 (Tonic)  지

배음(Dominant)의 치에 따라 선법이 결정되고, 때문에 각 선법은 온

음과 반음의 치가 다르며 선법 화성법(Modal Harmony) 역시 그 배열

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박얼, 2017). 선법음악은 온음계와 다르게 선

법을 심으로 만든 음악이다. 한 음을 기 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렬은 음계(Scale)이며, 시작하는 음에 따라 온음과 반음의 

치가 달라지는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진 선법으로 인해 화음의 개수

는 조성 음악과 구별될 만큼 사용이 다. 조성을 확립하는 화음 개수가 

기 때문에 조성이 모호해지며 이로 인해 선법이 갖는 색채감이 강해

 9) 다성음악(Polyphony): 진행이 다른, 가사가 둘 이상인 합창곡이다.

10) 모달 재즈(Modal Jazz): 비밥재즈(Bebop Jazz)의 복잡한 화성에 한 반발로 보다 

선율 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음악으로서 화성의 진행에 의하여 곡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법을 바탕으로 한 선율의 움직임에 의해 곡이 진행되고 선법성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조지 러셀(George Russel)에 의하여 재즈 화성에서의 선

법이론이 정립되었고 마일즈 데이비스는 그 선법을 사용해서 ‘Kind Of Blue’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을 최 의 모달 재즈 앨범으로 본다. 이 앨범은 훗날 

 재즈에 큰 향을 끼쳤는데 웨더 리포트(Weather Report)나 팻 메스니(Patrick 

Bruce Metheny) 등 뉴 사운드(New Sound)와 뉴 컴포지션(New Composition)을 추구

하는 아티스트에게 특히 인 에 지로 작용하 다. / (남무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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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볼 수 있다. 

3.2.3 모달 인터체인지

선법 음악의 활용 방법  모달 인터체인지는 진행하고 있는 곡에 

일시 으로 선법 화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달 

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란 일시 인 선법의 변화로서 원 조

(Original Key) 외의 다른 조의 선법에서 코드를 빌려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Borrowed Chord). 조성(Tonality)과 상 없이 선법 자체에 

을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조의 계조(Related Key)만이 아닌 모

든 조의 모든 선법에서 코드를 빌려올 수 있고, 그 기 때문에 조성이 

느껴지지 않고 선법성이 강조되어 선법 자체의 분 기에 치 하게 되

므로 키 센터(Key Center)는 의미를 잃게 된다. 선법성이 강조되기 때문

에 일반 인 음악보다 재즈나 선법음악(Modal Music)에서 주로 사

용하게 된다(이동민, 2013)”.

모달 인터체인지를 에서 언 했듯이, 하나의 조성 음악 는 선법 

음악에서의 온음계 인 코드를  다른 조성 음악 는 선법 음악에서 

사용하기 해 빌려오는 것을 나타낸다. 이동민(2013)의 모달 인터체인

지 설명을 보면 일반 인 음악보다는 재즈나 선법 음악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만큼 조성 음악보다 선법 음악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상 으로 음악보다는 재즈나 퓨 재즈, 락에서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거의 다수의 팝 음악이 조성 음악으로 

곡을 쓰게 된다. 조성음악은 도미 트 모션에 의한 종지가 반드시 나타

나고 그 종지에 의해 조성이 드러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하

게 되는 동요부터 팝 음악까지 부분의 음악은 조성 음악으로 만들어

진다”(박얼, 2017). 이처럼 들은 조성음악에 훨씬 친숙하고 친근함

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의 이팝 음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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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인터체인지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시 의 변화와 트랜드

를 반 하여 곡의 유행의 흐름도 바 기 때문이다. 3분이라는 짧은 시

간 안에 큰 효과를 가져다주길 기 하는 곡들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리듬 , 화성 으로 최 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곡의 변화감과 다

양성이 확보 되면서 모달 인터체인지가 이팝 음악에 활용되는 빈도

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 통 인 장조와 단조 음계가 아닌 선법이 

기 인 음의 재료로 선택되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통 인 장, 단조 음계가 여 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음악 분야에서 속속들이 탐구 되었고 더 이상 새로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법은 다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신선한 느낌이 난다. 

선법은 종종 통 인 장, 단조와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 방법은 

스음악이나 그루  지향 인 곡을 만드는데 있어 아주 효과 이다. 

그루  지향 인 음악에서는 종지가 자주 사용되지 않고, 지속 이고 

감각 인 느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요하다(Jack Perricone, 2002)”. 장

조와 단조와 함께 선법을 사용함으로서 조성감을 모호하게 만든다던지, 

종지를 사용하지 않고 곡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조성감의 느낌을 뚜

렷하게 나타내지 않고 모호하게 만들어 기존의 느낌과는 다른 표 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른 방식의 음악  표 을 이끌어내

기 해 곡을 만들 때 모달 인터체인지를 사용하는 이유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 오디션 로그램에서 출연되는 곡들이 리메이크 되면

서 다양한 화성의 변화를 주기 한 한 기법으로 모달 인터체인지를 

사용하 다(최슬지, 2017). 2014년 오디션 로그램11) 음악 편곡시 모

달 인터체인지를 의도 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곡의 조성의 

11) SBS 이팝스타 시즌 3에 권진아 <나쁜남자>, <24시간이 모자라>의 편곡에서 모

달 인터체인지가 나타나고 있다. 샘김과 버나드의 <아 > 편곡에서는 SUS4 코드

의 연속된 사용으로 종지가 나타날 자리에 곡이 마무리 되지 않고, 조성감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아 >의 실연자 김수  인터뷰. (200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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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단조와 장조를 넘나들면서 곡의 새로운 해석과 빠른 변화감을 

주고, 음악 공자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을 수 있는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이 들에게는 음악의 새로운 신선함을 해주게 되었다. 모달 

인터체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 될 수 있다.

— 같은 으뜸음조(Parallel Tonalities)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메이  키(Key Of Major)에서 같은 으뜸음조(Parallel Tonalities)의 마

이  다이아토닉을 빌려오는 방법이다. 메이 곡에서 네 럴 마이  

곡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차용하여 사용한다. 다음은 C major Diatonic 

chord와 C Natural Minor Diatonic Chord 악보이다.

Figure 1. C major Diatonic chord

Figure 2. C Natural Minor Diatonic Chord 

C 장조를 사용해 곡을 쓸 때 단조의 화음을 차용하여, 곡의 느낌을 

장조와 단조를 넘나들며, 곡의 밝은 색채와 어두운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 2014년 이후로 이팝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었다. IIm7 V7 화음에서 종지로 이를 때 I로 끝나는 화음 신 Im 

화음을 종지화음으로 사용할 경우 곡의 조성이 장조인지 단조인지 혼

란을 과 동시에 그 혼돈감은 음악 으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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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쉬와 자이언티의 <그냥>, 백아연의 <이럴거면 그러지 말지>, 아

이유의 < 옹> 표 인 사용의 이다.12) 

Figure 3. 크러쉬, 자이언티 <그냥> Eb Major Key

의 악보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Eb Key의 

Em7(b5) A7(b13) DM7 는 IIm7(b5) V7(b13) IM7 /II 로 분석된다. 원래 

진행이라면, IIm7(b5) V7(b13) 은 마이  키의 II도와 V도의 진행으로 

IIm로 해결되어야 함이 보통의 장조나 단조의 조성감에 서  도미 트 

마이  - 도미 트 - 토닉마이 13) 이라는 형 인 진행에서 벗어나 

여기에서는 IIm로 해결되지 않고 IIM7로 해결됨으로서 같은 D를 으뜸

음으로 사용하는 단조의 II도-V도 진행과 장조의 IM7으로 서로 교차되

어 해결이 된 모달 인터체인지의 로 볼 수 있다.

12) 크러쉬, 자이언티의 <그냥>(멜론 연간차트 2014년 8 ), 백아연의 <이럴거면 그러

지말지>(멜론 연간차트 2014년 4 ) 아이유, 박명수의 < 옹>(멜론 연간차트 2014

년 12 이다. 본 연구는 이팝에서 용되는 모달 인터체인지가 2014년 기 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같은 으뜸음조에서 코드를 빌려오는 방법’의 모달 인터체인지가 

빈번히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구 가치에 해 고려하여 연구를 시작하

게 되었다. 

13) 앞서 선법을 설명할 때 인용된 에서 언 된 통 화성학식 표 인 으뜸음(토닉), 

지배음(도미 트) 신에 재즈 화성학식 표  토닉(I), 도미 트(V)를 사용함. 



최근 케이팝(K-Pop)음악에 나타나는 모달 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의 활용 사례 연구 박승희  205

— 마이  키에서 서 도미 트 마이 (Sub-Dominant Minor) 코드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Figure 4. The Chords that included Sub dominant

Minor 6th note

단음계에서 차용해온 서 도미 트의 특징음 b6음이 포함된 모달 인

터체인지코드를 말한다. IIm7b5, IVm6, IVm7, bVIM7, bVII7 코드가 여

기에 포함된다. 단순 코드 반복 곡들의 코드를 결정되는 작곡법에서 많

이 쓰인다. 서  도미 트 마이  코드를 사용하여 코드 진행을 작곡하

면, 곡의 느낌이 제 으로 밝은 장조 느낌에서 서  도미 트 마이

의 조  어둡고 색이 바래진 느낌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이언티 

<꺼내먹어요>, 쏠 <Slow>,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의 들은 아래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 마이  키에서 토닉 마이 (Tonic Minor) 코드를 활용한 모달 인터

체인지

Figure 5. Tonic Minor Modal interchange Chord

단음계에서 차용해 온 화음  b6음이 포함되지 않은 모달 인터체인

지 코드는 Im7, ImM7, bIIIM7, bIII+M7, Vm7이다. 이들  ImM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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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II+M7은 화성단음계에서 빌려온 코드이다. 이 코드들을 활용하여 모

달 인터체인지는 진행하고 있는 곡에 일시 으로 선법 화성을 사용하

여 조성과 상 없이 선법 화음 자체에 을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조의 선법에서 화음을 빌려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달 인터체

인지는 서 도미 트 계열의 IIm7, IV, IVm와 연 된 반복 인 코드 

는 V7의 다양한 리하모니제이션14)을 해 사용된다. 이팝 음악 안에

서 모달 인터체인지의 사용이 잦은 이유는 조성과 상 없이 일시 인 

변화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개의 화성 사용만으로도 음악의 색채감

을 달리 표 하며 변화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달 인터체인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의 이팝 음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하고 변화무

한 느낌을 표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14) 이미 만들어진 곡의 멜로디에 코드를 붙여 수정하는 것으로, 사운드에 색채 인 

변화를 주기 한 코드 진행의 세분화로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 한 이와는 반

로 임 로비제이션 등으로 코드 진행을 범하게 바꾸는 것도 일종의 리하모니제

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삼호뮤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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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달 인터체인지 활용 사례

순위 및 곡명 가수명
활용된 모달 인터체인지

가사/ 종류

2019
넘쳐흘러 엠씨더맥스 나을 수 없으니 떠나가요 bVII

3. 그때가 좋았어 케이시 지난날의IVm6, 서로만으로 IVm

5.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우디 still have a fire bVII#11

2018
2. 그날처럼 장덕철 비어있던 지갑에 좋아서 IVm6

3. 모든날 모든순간 폴김 한줄기 빛처럼 다가와 bVII

5. 뚜두뚜두 블랭핑크 B Aeolian, E Phrygian

2017 
1.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IVm6 한번쯤은 행복하고

2. 밤편지 아이유 IVm6, IVm7, ImM7

5.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A Dorian

2016 

1. cheer up 트와이스 bIIIM7, IVm, bVII7

2. 어디에도 엠시더맥스 결국 우린 사랑 IVm

3.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 우리 둘의 마음 IVm6

4. 이사랑 다비치 따뜻하게 안아줘, IVm

2015 
2. Loser 빅뱅 메인코드 진행 중 IVm6

3. 같은 시간 속의 너 브라운아이드소울 bVIM7, IVm6

5. 꺼내먹어요 자이언티 메인코드 진행 중 IVm6 

Table 3. 2015~2018 Aunnal chart from Gaon Chart 

Practical using of Modal interchange on 1st to 5th place

다음은 연도별 곡에서 모달 인터체인지의 활용사례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가온차트의 연간차트를 기 으로 모달 인터체

인지가 활용된 곡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2015년을 기 으로 모달 인터체인지는 이팝 곡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온 차트의 연간 디지털 차트 에

서 상  5  곡 에 나타난 모달 인터체인지를 찾고, 에 언 한 모달 

인터체인지의 화성을 찾는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서 도미 트 마이  모달 인터체인지코드를 이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IVm 계열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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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장조 곡 사이에 배치에 장조의 조성감 가운데 IVm의 어두운 느낌

이 포함되어 곡의 색채를 풍부하게 해주고, 잠시 어둡고 부드러운 서

도미 트 마이 의 색채감을 빌려올 수 있게 한다.

서  도미 트 마이  모달 인터체인지에 해당되는 곡들은, 이시 

<그때가 좋았어>, 장덕철 <그날처럼>, 에일리 <첫 처럼 에게 가겠

다>, 아이유 <밤편지>, 트와이스 <Cheer up>, 엠씨 더 맥스 <어디에

도>,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빅뱅 <Looser>, 라운 아이드 소울 

<같은 시간 속의 >, 자이언티 <꺼내먹어요>가 있었다.

Figure 6. 케이시 <그때가 좋았어> Key of C minor

이시의 곡 경우는, 코러스가 시작하기 바로 직 에 서 도미 트 

마이  IVm6가 사용되었다. 코러스 부분이 시작되기  긴장감을 고조

시킬 수도 있고, 변화감을  수 있는 사용이었다. I에서 IVm 체인지는 

모던 인터체인지 사용  이제는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흔하고 빈번히 사용된다. 하지만, 여 히 IVm로의 진행은 살짝 

어둡고 부드러운 느낌을  수 있는 최 의 코드 체인지  하나라고 

볼 수 있다. 

Figure 7. 장덕철 <그날처럼> Key of E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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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부분이 시작되는 두 번째 마디에서 Abm6, 서 도미 트 마이

 코드 IVm6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사용되었다. 한 마디가 

지속이 될 때 루트를 유지하며 서  도미 트 마이 를 사용하여 변화

되는 느낌, 그리고 멜로디는 G에서 F의 진행을 강조해주는 효과를 다

고 볼 수 있다.

Figure 8. 아이유 <밤편지> Key of Eb Major

아이유의 <밤편지> 곡에서도 코러스가 시작되는 부분 두 번째 마디

에 Ab화음이 반복이 되면서 첫 번째 마디를 이어받아 서 도미 트 마

이 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가 사용되었다. 반복된 화음을 사용할 

때 변화감을  수 있었다. 한 두 번째 에서는 마지막 벌스가 반복

되기 에 AbmM7 화음으로 토닉마이 를 이용한 모달 인터체인지라

고 볼 수 있다.

Figure 9.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Key of Ab Major

의 악보에서 Gb은 bVII코드로 이 경우도 서 도미 트 마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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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이다. Gb화음이 포함됨으로서 온음계  느낌

에서 입체 인 변화감을 다.

Figure 10. 브라운아이드소울 <같은 시간 속의 너 a> Key of C major

라운 아이드 소울의 곡은 코드가 다른 곡들에 비해 리듬마다 잘게 

들어간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곡은 주의 마지막 4번째 마디에 서

도미 트 모달 인터체인지인 bVII가 쓰 다.

Figure 11. 브라운아이드소울 <같은 시간 속의 너 b> Key of C major

한 두 번째 벌스 부분의 두 번째 마디에 나타난 Fm/Ab코드도 Ab와 

비슷한 쓰임으로 서 도미 트 모달 인터체인지 bVI로 볼 수 있다.

Figure 12. 에일리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Key of F minor 

<첫 처럼 에게 가겠다>의 릿지 부분으로서 DbM7다음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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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Dbm6는 서  도미 트 마이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인 IVm코드

이다. 서 도미 트 마이  코드는 앞에서 설명하 듯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인터체인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이는 이유는 서

 도미 트 마이  특유의 입체감과 부드러움을 달해주기 때문이다.

Figure 13. 자이언티 <꺼내먹어요> Key of E Major

Figure 14. 빅뱅 <Loser> Key of E Major

자이언티의 <꺼내먹어요>와 빅뱅의 <Loser>는 같은 코드가 반복되

는 곡으로서 <꺼내먹어요>는 I – I7 – IV – IVm6 – IIIm7 – V7/II – IIm7 

– V7 의 반복으로 서  도미 트 마이 를 활용한 코드를 반복하고 있

다. 한 빅뱅의 <Loser> 한 IM7- IVm6 – VIm – V 의 진행으로 곡 

반 으로 흐르는 코드 안에 서  도미 트 마이  코드를 활용한 모

달 인터체인지 코드를 넣어서 곡 체의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 이처럼 

2014년도 이후의 음악에서 서  도미 트 마이  코드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이 단순 반복되는 코드 패턴 안에 삽입되는 형식으로 

이팝 음악의 빈번한 작곡법으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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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엠씨 더 맥스 < 어디에도> Key of Gb Major

<어디에도>의 코러스 부분에서 세 번째 마디에 Dbm는 토닉마이  

코드인 Vm가 사용되었다.

Figure 16. 엠씨 더 맥스 <넘쳐흘러> Key of A major

코러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5번째 마디의 G는 bVll코드로서 토닉마이

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이다. 도미 트 진행의 E7코드에서 

자연스럽게 I도 토닉으로 종지가 될 것을 상하지만, bVII이 코드가 

나옴으로서 바로 노래가 끝맺음 되지 않고 유 되는 느낌으로 코드 

한 마이 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잠시 다른 길로 가는 느낌을  수 있

다. 한 bVII에는 이끈음이 없기 때문에 도미 트의 강력한 화성 해결

감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진행을 이끈다고 볼 수 있다. 엠씨 

더 맥스의 <어디에도>, <넘쳐흘러> 두 곡 모두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 

 토닉마이 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의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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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이팝 음악의 흐름을 알아보고 특히 2015년 이후 

나타난 모달 인터체인지의 활용에 해 살펴보았다. 2000년  , 후반

부의 이팝 음악 스타일은 후크송으로 정의되었으며,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양상의 음악 스타일이었다면 2010년  이후로는 후크송에서 

나아가 차 화성 인 발 을 이루고 있었다. 여 히 이팝 음악 안에

서는 후크송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2013년 이후로 음악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에 따라 음악은 화성 으로 다양하고 복

잡하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다. 이 후에 나타난 곡들에서는 다양한 

화성 기법을 사용하여 작곡된 곡이 많이 나타났다. 여 히 들은 새

로운 곡을 원하고, 시 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팝 음악처럼 

시 를 반 하고 트랜드를 주도하는 음악이라면 더욱 빠르게 변화한다

고 말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팝 음악 안에서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모달 인터체인

지의 기법 에서도 서  도미 트를 활용한 방법  서 도미 트 마

이 , 서 도미 트 리 코드를 활용한 모달 인터체인지, 토닉 마이

를 활용한 방법 이 가장 빈번히 사용 되었다. 서  도미 트 마이  코

드에는 IVm6외 에 IIm7b5, bVIM7, bVII7과 같은 다양한 화음들이 존재

하지만 가요의 특성상 화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트 드의 흐름을 

고려하여 작곡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잡한 편곡은 소극

으로 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팝은 시 를 반

하여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을 취향을 

고려하고 청자의 반응과 인기에 민감하게 응하는 음악이기에 음

악 작곡이라는 범주에서 완 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팝 음악 안에서 화성 인 발 은 의미가 있다. 가온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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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기 으로 선정된 4년간 상  5 의 20곡 에서 64% 이상의 모

달 인터체인지 기법을 활용한 곡이 발견되었다.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

은 주로 곡의 코러스가 시작되기 과 코러스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모달 인터체인지가 코러스 부분에 사용됨으로써 

곡의 색채감에 변화를 주어서 곡의 흐름에 변화를 주고 빠르고 다양하

게 변화하는 이팝 음악 시장의 흐름에 맞는 가요 작법이 응하는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달 인터체인지는 장르를 불문하고 나타났다. 특히 스, 발라드, 

알앤비 곡에서 활발히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재즈 화성의 도입이 

이팝 음악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순 권만 아니라 다양한 

범 의 음악에 재즈 화성 코드가 발견되고 빈번히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이팝 음악에서는 이 의 시 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한 코드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음악의 흐름에 히 사

용할 것으로 상되어 진다. 

다만 이팝 음악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 에 있어 곡 선택의 당 성

을 해 가온 연간 차트의 상 권 심으로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장르와 많은 음악을 다루지 못했음을 아쉬운 으로 밝 두

고 싶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팝 음악은 퍼포먼스 등 음악 외 인 요소뿐 

아니라 청각 인 요소의 음악으로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팝 음악에 사용된 모달 인터체인지는 곡의 다양한 

색채감과 변화를 더했으며 아티스트의 특정한 색을 드러내 주면서 

들에게 어렵지 않은 요소의 화성 기법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즈에서 시작되어 60년  록 음악 이후 퓨  음악까지 다양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선법 음악의 한 요소인 모달 인터체인지가 

이팝 음악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시도되고 있었다. 이팝 음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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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더 넓은 범 에서 다각도의 이팝 음악의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지길 바라는 바이며, 재의 이팝 음악이 좀 더 다양한 화성  시도

를 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 음악시장에서 하나의 장르로서 굳

건히 서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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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Using of Modal Interchange 

on K-pop Music: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ses of 2015-2019

Park, Seunghee

(Department of Post-modern Music, Kyung Hee University)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recent trend of K-pop music and is used 

in K-pop, which deals with modal interchanges. The modal interchange technique 

has been frequently used in K-pop music composition by giving off a variety 

of colors of harmonies. In comparison, K-pop has been studied more for 

in its content and cultural elements. This article examines modal interchanges 

as one technique of pre-act music and analyzes the songs mainly because 

modal interchanges has been used within K-pop music since 2015. The study 

found that modal interchanges were used in more than 60% of songs on 

1st-5th places in the 2015-2019 annual Gaon chart (K-Pop comprehensive chart).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aims to show that K-pop music no longer 

only focuses on “visible” elements but it is continuing to grow and develop 

as a genre of music, and it further analyzes the harmonic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K-pop music.

Keywords: K-pop music, Modal harmony, Modal interchange, Harmon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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