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51: 대표적인 루터교 코랄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Gelobet seist du, Jesu
Christ>(1524) 가사는 루터가 직접 썼다.

5. 바로크
일그러진 진주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하는 포루투갈어 바로코(Barocco)에서 비롯되었다. ‘장식이 많고’,
‘이색적인’, ‘독특한 취향’을 비판하고 폄하하기 위한 용어로 먼저 사용되었다. 59 18세기 초반, 디종
의회 의장을 지냈던 샤를르 드 브로스는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네스크 궁정이 작은 황
금상자나 식기들처럼 장식되는(Baroque ornamentation)” 당시의 취향을 비판했고 그 와중에 바로
크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좀 더 시간이 흘러 18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비로서
음악 분야에서 바로크란 용어의 쓰임새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루소는 1768년 그의 저서 <음악

59

Charles de Brosse, Lettres familières ècrites d'Italie en 1739 et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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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60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바로크 음악은 전조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복잡한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율은 귀에 거슬리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강약이 어렵게 놓여있고, 음악의 흐름
은 억지로 짜맞춘 듯하다.”

이 즈음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크 작곡가, 가령 비발디
나 바흐, 헨델의 음악이 위에 말한 것처럼 ‘귀에 거슬린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헨델 메시
아나 비발디 사계는 질서 정연하지 않나요?” 그렇다. 미적 특징을 말하는 바로크 개념과 음악사
안에서 시대 구분의 용어로서 바로크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당연한 문제라 하겠
다. 그렇다면 위의 루소의 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문두에서 잠깐 등장했던 샤를르 드 브로쓰가 ‘바로크’를 발견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였다. 바로크
의 고향은 이탈리아라 할 수 있을 터, 17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자 바이얼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였던 미켈란젤로 로씨(Michelangelo Rossi, ca. 1601/1602 – 1656)의 기괴하
고도 재미있는 작품 하나를 살펴 보도록 하자. 예시49)는 1657년도에 발표된 <10개의 토카타>
가운데 일곱 번째 토카타의 종지부이다.
미켈란젤로 로씨의 <Toccata Ⅶ>의 끝 부분은 처음 듣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만일 누군
가가 곡을 요즈음처럼 평균율이 아니라 바로크 시대 조율법

에 따른 악기에서 연주한다면 끝없

이 펼쳐지는 반음계상의 임시표들을 누를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당황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악이 바로 루소가 말하고자 했던 ‘기괴한 바로크’이며, 바로 이런 취향이
샤를르 드 브로스가 편지에 썼던 그런 느낌일 것이다.
사실 이런 관점에 보자면 ‘일그러진 진주’ 개념에 충실한 ‘기괴한 바로크’ 양식은 그 한계가 너무
나 명확하다. 처음들을 때는 신선하지만 인위적으로 ‘놀라게 해 주려는 의도’에는 쉽게 식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작곡가들이 한 시대에 걸쳐서 이런 음악을 펼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발적인 취향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기껏해야 17
세기 초반에 시작하여 몇몇의 작곡가들을 거쳐 대략 이 십년 정도 지나면 사라져 버리게 된다.

60

Rousseau, Dictionnaire de Musique(Paris,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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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크 음악’이란 시대 구분의 잣대를 적어도 18세기 중엽까지는 끌고 간다.
서양 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오페라가 시도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1598년을 그 시발점으로 잡아
보더라도, 그로부터 150여 년 뒤, 그러니까 요한 제바스찬 바흐(J. S. Bach, 1685-1750) 라고 하는
거장의 죽음까지는 바로크 음악’의 시대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먼저 살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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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9: 미켈란젤로 로씨(ca. 1601/1602 – 1656)의 ToccataⅦ의 끝 부분
119

첫째, 음악사에서 모차르트나 하이든과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이 ‘고전(Classic)’이란 용어를 선점해
버렸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보존해야 할 위대한 음악”이라는 뜻에서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문화에 갖다 붙이던 ‘고전’ 타이틀을 소위 빈 고전파 등의 이름으로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에게도 쓰기 시작하면서 ‘고전파’라는 큰 예술 집합체가 생긴 것이다.
둘째, (따라서) 모차르트의 스승이기도 했던 바흐 아들(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61 세대의 작곡가들의
경우 조금 무리해서 이 역시 ‘고전파’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전고전(Pre-Classic)’이라 따로 구
분하게 되었다. 62 혹은 전고전같은 시대 구분 명칭이 아닌 ‘갈란트(Galant)’, ‘로코코(Rococo)’ 등
의 양식을 일컫는 지협적인 용어를 쓰기도 한다.
셋째, 그런데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흐라는 거장이 남긴 음악의 거취를 논하는 데서 생겨
났다. 다시 말해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의 음악을 음악사의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즉 고전음악에 포함시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로크 적이
지도 않은 바흐의 독특한 음악을 어느 시대로 구분해야 하는가? 우리는 결국 바흐에게 '바로크
음악의 완성자'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덩달아 비발디, 헨델과 같은 동시대의 작곡가들도 바로크
시대의 살아간 음악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1928년

일그러진 진주(Perle irrégulière), 충격적인, 놀라운(étonant)
괴상 야릇한 의미(Nuence de bizare), 건축양식으로서 ‘바로크 양식’

1981년

일그러진 진주(Perle irrégulière), 괴상하고 일그러짐, 이국적인
건축과 조각 등의 양식으로서 ‘바로크 양식’

1990년

바로크 음악(Musique Baroque) = 다성음악(Musique polyphonique)
예시 50: 지난 20세기 <Petit Larousse> 사전에 정의된 바로크의 뜻

예시 50: 지난 20세기 <Petit Larousse> 사전에 정의된 바로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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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Christian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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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단히 논리적인 면이 강하다.
120

바로크의 미적 특징
(1) 바로크는 장식적이다: 균형, 통일, 비례, 대칭의 원칙을 중시했던 이전 시대 르네상스 양
식의 틀은 유지하면서 화려한 장식이 가미되기도 한다.

예시 51: 르네상스 양식 건물의 외관

예시 52: 바로크 양식에서 장식적인 요소
룩셈부르그 궁전,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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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크는 동적(動的)인 것, 움직임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직선보다는 곡선, 원보다는
타원이 보다 바로크 적이다.

예시 53: 퐁텐블루(Fointainebleu) 말발굽형 계단

예시 55: 타원형 모티브

예시 54: 성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좌
122

예시 56: 퐁텐블루 계단이 바로크 양식으로 바뀐 형태
(3) 바로크 시대에는 반 종교개혁 운동의 영향으로 성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그림, 조각
등도 넘쳐났다.

예시 57: 오스트리아 슈타이너 Marienkirche 제대와 강론대
123

(4) 바로크는 거울과 에코를 좋아한다.

예시 58: <Narcissus> Caravaggio 作 (15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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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있어서 에코 효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 – 1643)의 《저녁
기도 Vesper》중에는 에코 기법을 활용한 <Duo Seraphim>이 등장한다. 전통적인 모방기법과 포
부르동 스타일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팔레스트리나의 모테트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로렌조 다 피렌체(Lorenzo da Firenze, 1372-1373)의 카치아(Caccia) 등
에서도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화적인 환상(나르시스와 에코의 신화)에 맞닿아 있으며, 바로크 시
대 미적인 안목에서 볼 때, ‘대조’와 ‘대비’ 효과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 20세기
초반 스위스 미술 이론가 뵐플린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17세기 북유럽 바로크 양식을
비교하면서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다음과 같은 5가지 개념으로 구분했다. 63

첫째, 선적인 것 → 회화적인 것
둘째, 평면적인 것 → 깊이감을 주는 것
셋째, 폐쇄적인 것 → 개방적인 것
넷째, 다원적인 것 → 통일적인 것
다섯째, 명료한 것 → 불명료한 것.

음악에 있어서 이러한 에코 효과는 뵐플린의 이론에 따를 경우, ‘평면적인 것에서 깊이감을 주
는 것’으로 양식이 발전한다는 측면, 또 ‘명료한 것에서 불명료한 것으로’ 양식이 발전한다는 측면
에서 매우 호소력 있다 하겠다. 즉, 몬테베르디가 이 곡을 작곡하고 연주했던 베네치아 성마르코
성당은 건축 구조에 기인하여 에코효과가 탁월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공간감을 보다 입체
적으로, 혹은 보다 깊이 있게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같은 패턴의 선율을 반복하여 모방기법
을 쓸 때, 이 당시 연주 관행상 뒤 따라 나오는 선율은 자연적으로 ‘보다 작은 소리’로 연주 했었
다. 이는 명료한 것이 좀 더 불명료 해지면서 다소 ‘환상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사야 서에서 발췌한 첫 번째 부분은 사람(세라핌) 둘이 날아다니며

63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2>창작과 비평, 아르놀트 하우즈 저, 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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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 받는 부분’이다. 여기서 몬테베르디는 테너 둘을 써서 처리하고, 요한의 첫째 서간에
서 발췌한 두 번째 부분(제46마디)은 포부르동 기법과 모방기법을 함께 쓰고 있다. 여기서는
<3>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에 세 명의 테너가 노래하도록 작곡했음
을 알 수 있다.
대위법 기법과 관련해서 제9마디 이후 나타나는 계류음은 하행하는 선율 진행 안에서 ‘불협화
음-협화음’이 반복되는 패세지를 이룬다. 이 세련된 울림은 강한 표현력을 지니게 된다. 제53마
디에 나타나는 ‘아첼레란도(Accel.)’ 패세지는 진정한 바로크적인 환상과, 마드리갈 기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종지부에 등장하는 화려한 장식음들(트릴로) 역시 매우 바로크 적
인 요소라 하겠다.
[가사]
이사야 6,2-4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
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
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
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요한의 첫째 서간6,7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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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9: 몬테베르디 《Vesper》, <duo Seraphims>(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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