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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음악을 사랑한다. 아마 당신도 그 중 한 명일 것이

다. 일과를 끝내고 퇴근할 때면 당신은 차 안에서 음악을 

틀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다. 모처럼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되면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방 안에서 잔잔하

게 음악을 틀어 놓을 것이다.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음

악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기분을 금세 사로잡는다. 영화나 문학과는 

달리 음악은 시작되자마자 사람의 기분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술자리가 있다고 하자. 당

신은 그 분위기에 적당한 음악을, 적당한 음량으로 틀어놓

을 것이다. 그 자리를 위해 적당한 그림을 걸어 놓거나 적

당한 영화를 틀어 놓고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은 극히 소수

일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음악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엇인

가 허전함을 느낄 것이다. 음악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떤 ‘기분’, ‘분위

기’, ‘효과’를 위해서다. 마치 영화 속의 사운드트랙처럼 말

이다. 음악은 우리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어 사운드트랙처

럼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어 준

다. 다시 말해 음악은 그것을 위한 조연인 것이다. 

서양 음악사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이 주인공의 자리에 오른 교향곡·실내악·기악 독주곡

들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음악이 ‘오페라’나 ‘교회 

음악’이다. 다시 말해 음악은 그 자체가 감상의 대상이 아

니라 드라마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오페라), 신

앙심의 고취(교회음악)를 위해, 다시 말해 ‘분위기’와 ‘효과’

를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음악은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와는 달리 서서히 스

스로를 독립된 주인공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화성악을 비

롯한 음악 이론, 기보법(記譜法), 악기제조기술 등의 발전

은 음악을 연극·종교 및 정치적 행사와 독립시켜, 그 자체

를 감상하는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그것이 대략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이다. 연극과 무용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음악만을 감상하는 음악회(concert)가 등장한 것

도 이 무렵이었다.

이때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 오늘날의 입장에서 매우 생경

한 부분이 있다.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C장조, 쾨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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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번,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와 같은 작품 제목이다. 이

와 같이 무미건조한 음악의 정보만을 기술한 제목을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엇을 느끼라는 것인지 황당해 

진다. 하지만 그 제목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바로 ‘음악의 독립’이다. 즉, 이러한 음악은 신을 위해서, 황

제를 위해서 또는 사랑을 찬미하기 위해서 작곡된 게 아니

라 오로지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위해 쓰였

다는 것이다. 음악에 관한 정보 외에 이 음악을 부를 수 있

는 방법은 그 아무 것도 없었다. 음악을 위한 음악, 예술을 

위한 예술인 것이다. 당시 명연주자가 좋은 악기로 연주하

는 음악, 오로지 음악 그 자체만을 위한 음악 감상은 귀족

들의 교양 있는 취미였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이 주인공이 된, 음악을 위한 음악은 음

악을 즐겨온 인간의 오랜 관습―어쩌면 인간의 본성―과 

갈등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분

위기’를 만들어주든가 최소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모차르트 교향곡 41

번 C장조에 대해 후세의 출판업자는 ‘주피터’와 같은 부제

칼 뵘(Karl Bohm). 20세기의 지휘자로, 국립 빈 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을 지냈으며 

세계 각국의 오페라 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미국의 재즈피아노 연주자·작곡가로, <흑갈색의 환상

곡>, <할렘> 등의 명작을 남겼다. 

를 붙여 사람들의 호감을 끌어냈다. 베토벤의 ‘운명’, ‘합창’, 

‘월광’과 같은 제목들 역시 원래 무미건조한 교향곡과 피아

노 소나타 제목에 작곡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붙여진 별

칭들이다. 사람들은 그래야만 그 음악을 더욱 좋아하기 때

문이다. 

음악을 위한 음악의 시대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낭

만주의 시대가 오면서 음악은 ‘제목’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해주는 수단이 되었고 오페라가 다시 성행

하게 되었다. 20세기 대중음악 시대에 들어서 음악은 가사

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노래해 준다. 어쩌면, 그러

한 음악이 사람들의 본성에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세기의 음악, ‘재즈’가 등장했다. 전

문 연주자들에 의해 지난 100년 간 발전해 온 이 음악은 

대중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적 논리를 발전

시키며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는 음악이다. 그래서 재즈는 

다른 이야기,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집중해서 즐겨야 친해질 수 있는 음악이다. 다음 

달에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