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 옛날의 음악
음악의 기원(起源)1
음악이 언제 비롯되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기껏해야 ‘먼
인류의 조상들 역시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춤과 음악을 누렸을 것’이라 전제하고
몇몇 과학적 사실로 이를 뒷받침 하는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대문명과 단절된 채로 고
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원시부족(Unconnected Tribes)들의 삶을 관찰하거나, 동굴벽화 ∙ 원시악기
흔적 등을 통해 전해지는 몇 안되는 자료들을 조합하여 ‘이 지구상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던 때부
터 노래하고 춤추었을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다. 아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옛 사람들 역시 살아
있는 것들의 가슴에서 심장이 뛴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아챘을 것이다. 그 리듬을 본떠 나무를 두
들기거나 발을 함께 굴러 춤을 추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마법에 가까운 음악의 힘을 전쟁과 종교적 기원(祈願) 2 , 유희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말과 글, 그림 등과 같은 상징(Symbol) 체계를 활용하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음악을 누렸다 함은 상당한 지능을 갖춘 존재였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사시대 음악에 관하여: 디우야 바브 3 플루트(Divje Babe Flute)
선사시대의 음악에 관한 근래의 예를 들어보자. 1995년, 뼈 조각 하나가 슬로베니아의 동굴유적
지에서 발견되었다. 일명 디우야 바브 플루트라 불리는데, 7센티미터 남짓한 길이로 된 곰의 뼈(대
퇴골) 조각 위아래로 몇 개의 구멍이 뚫린 모양새로 되어있다. 음악학자 로버트 핑크(Robert Fink)
는 구멍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음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근거라고 주장하
고 있다. 우리는 이 유물을 토대로 악기를 복원 제작하여 시연하는 영상물들을 인터넷 유튜브에
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단순한 테트라 코드(미-파-솔-라)에서 베토벤 <환희의 송가>주제 선율에 이
르는 비교적 다양한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듣다 보면 현대와 선사시대가 교감하는 듯한 묘한 기
분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뼈조각을 두고 음악 학자와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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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디우야 바브 플루트
화석 학자인 디트리히 박사는 2015년에 발표한 논문 4에서 “인
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라, 단순히 곰의 천적이었던
맹수의 이빨자국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네안데르
탈인들이 쓰던 거친 돌연장으로는 뼈 조각에 구멍 불가능 하다
는 근거를 덧붙이면서 인류 음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자료로 삼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뼈 조각은 방사
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자면 약 43,000 여 년 전 네안데르탈
인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섬세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 여겼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음계에 맞게 정교한 구멍
을 뚫어 악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지라 처음부터 해당
분야의 학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설령 ‘이 뼈 조각은 실제로 선사시대 네안데르탈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악기였다’ 라고 명료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손 치더라도 큰 문맥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 날에도 음악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다’ 라는 단편적인 사
실보다는 ‘이 증거가 어떤 식으로 후대에 영향을 주었는가’하는 문제가 역사 인식에서는 더 중요
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음악을 대하는 두 가지 생각
선사시대와는 달리 문자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에 접어들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음악의 모습에 대
해 알 수 있게 된다. 옛 음악은 어떠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지난 20세기의 유명한 문학
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는 그의 소설 <유리알 유희> 첫 부분에서 옛 중국의
고서에 적힌 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전국시대 진나라 승상이었던 여불위(呂不韋) 5 의 <
춘추> 음악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음악이 유래한 바는 매우 오래되었으니 이는 도량(度量) 으로부터 나왔고 우주
의 근원에 기인한다. 우주의 근원은 하늘과 땅을 낳고, 하늘과 땅은 음양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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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천하가 태평하면 만사가 안정되고 땅 위의 모든 것이 도를 따르면 음악
이 완성된다. 음악은 마음의 균형에서 생긴다. 마음의 균형은 공평한 데서 생기
고, 공평한 것은 천하의 도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사람들 만이 서
로 음악을 말할 수 있다. 무너지는 나라나 망하는 사람에게도 음악이 없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음악은 즐겁지 못하다. …(중략)…
태평시대의 음악은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다. 그것은 정치가 그렇기 때문이다.
불안한 시대의 음악은 격하고 노엽다. 그 정치가 도를 어긴 탓이다. 망하는 나
라의 음악은 감상적이고 애절하다. 그 정치가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고풍스런 멋이 가득한데 밑 줄 그은 문장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 해보도록 하자.
첫째, ‘도량(度量) 6’이라 함은 음률에 맞게 관악기나 종(鐘)의 길이를 수치화 해 놓은 것을 말한다.
낮은 음을 내는 악기는 관이 굵고 길어야 하고, 높은 음을 내는 악기는 관이 가늘고 짧다. 피리에
어떤 간격으로 손가락 구멍을 뚫어야 바른 음정이 울리는지, 현악기의 현 재질과 길이는 어떠해
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다.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아무 소리나 함부로 내
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음계에 따라야 하며,
이 음계를 정확히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그렇다면 이 음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 역시 제 멋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
주의 근원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음계’나 ‘음률’이 물리적 원칙을 따른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이 같은 음계나 음률의 원칙과 기준은 누가 세우는가? 음계를 써서 음악을 지어내는 작
곡의 규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이는 지성과 교양, 그리고 취향을
갖춘 이들, 즉 ‘도를 깨달은 사람들’만의 몫이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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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용문 뒤 부분에 나오는 구절들, 가령 ‘태평 시대의 음악은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다’ 등은
실제로 창작 및 연주를 하는 음악가의 입장, 그리고 음악을 듣는 청중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시대가 평화로우면 사람들 마음이 순하고 너그러워지므로 순한 리듬과 안정적인 흐름,
협화 음정으로 된 밝은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고 따라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이들도 그러한 음악
을 더 많이 지어내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리∙이론을 "정립"

원리∙이론을 "활용"

예시 2: 음악을 대하는 두 가지 생각

(1) 원리와 이론을 세우는 이들의 입장
음악은 “우주의 질서”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좋은 소리를 찾고,

음계와 화음을 연구하고, 이에 맞게 악기를 만들고, 바른 소리를 냄으로써 “우주”와 “내”
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연구하고 이해할 지성을 갖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들은 음악의 원리와 규칙을 찾아
내고 따르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다.
(2) 원리와 이론을 활용하려는 입장
음악은 “즐기는 것” 혹은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빼어난 재능을 지닌 연주가들과
창의적인 작곡가들은 늘 “음악의 규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빚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원칙으로부터 일탈, 즉 예외적인 것을 과감히 선택하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오늘 날까지도 서양음악을 이루는 두 가지 큰 틀이 된다는
점이다. 기초 음악 교육을 받은 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간단한 기보법의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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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d단조 음계에 나타난 “음악을 대하는 두 가지 입장”

위의 예시3은 우리가 d단조라 부르는 음계로 된 작은 선율이다. 조표를 보면 ♭ 하나가 붙어있
다. 즉, F장조와 같은 조표를 쓰는 일명 나란한 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①은 B♭으로 연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서 소리 난 F음과 증4도 음정도 피할 수 있어 좋은 울림을 얻을 수 있다. 여
기까지는 ‘원리와 이론’에 입각해 볼 때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뒤 따라 나오는 ②와 ③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③은 이끈음
(#)이 되어서 선율이 끝나는 느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②을 원래의 B♭으로 연주하면
뒤 따라 나오는 C#과 증2도음정을 소리 내게 되므로 만일 작곡자나 연주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
면 악보에 표시한 것처럼 제자리표를 붙여 일명 ‘가락 단음계’로 연주하게 된다. 즉, 조표는 ‘원칙’
이고, 임시표는 ‘예외’다. 간단한 기보법 관행 이지만 ‘원칙’과 ‘예외’라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B♭음이 B 내츄럴로 연주되는 경우는 ‘곡조가 바뀌고’, ‘양식이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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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고대: 그리스 음악
고전 고대(Classical Antiquity)의 의미
보통 시대 구분상 대략 기원전(BC) 8세기부터 서기(AD) 5세기 사이의 시대를 고대(古代
Antiquity)라 칭하는데 먼저 여기에 쓰인 용어들과 시대 구분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
겠다.
먼저 기원(紀元) 7이라 함은 글로 기록을 남겨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기록의 원년이라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에 금을 긋고 시대를 구분하는 잣대로 삼겠다는 말이며, 서양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서력기원(西曆紀元), 줄여서 서기(西紀)라 번역한다.
즉, 그리스도 탄생의 해(AD=Anno Domini, 주님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BC=Before Christ)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구분 안에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펼쳐 보이고자 하는 강한 주장이 담겨 있다. 8
우리는 고대라 부르는 이 시기에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만
나게 된다. 이후 AD 395년에 로마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할되어,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
만족에게 멸망하는 것을 고대의 끝이라 본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은 앞에 언급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늦게 형성되었지만 서유럽 문화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세계지도를 놓고
볼 때 지구 한 귀퉁이에 불과한 서유럽 문화를 두고 전체 인류문화 운운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
다 여길 수도 있겠으나 지난 날 정치, 문화적으로 강대국의 입지를 유지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인
류 문화의 ‘영원한 모범’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고전(古典)’ 9 혹은 클래식이라 일컬었다. 오늘 날
‘클래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까닭에, 또 음악사 안에 ‘클래식’이라는 용어가 시
대를 달리하며 여러 번 등장하는 까닭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시대에 “세금을 내고 병역 의무를 지는 중산층(Classicus)”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둘째, 르네상스(Renaissance, AD 14세기~16세기 후반)시대에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적인 모

7

벼리 기(글로 ‘쓰다’라는 뜻)+으뜸 원

8

바로 이러한 이유로 AD(Anno Domini)대신 CE(Common Era, 공통 시대)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준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9

옛 고+법 전
12

범(고전, 클래식)으로 동경하였다.
셋째, 17세기 후반, 프랑소아 쿠프랭(François Couperin)등의 음악을 프랑스 고전(French Classic)이
라 부르기도 한다.
넷째,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음악 혹은 그 시대 비슷한 경향의 음악들을 설명하면서 그 형식미나
균형미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가 영원히 지녀야 할 정도로 모범이 되는 음악 유산이라는
의미로 빈 고전악파라 부른다.
다섯째, 19세기에 와서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프란츠 리스트 등의 혁신적인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그 이전 시대 즉,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같은 대 작곡가들의 음악 전통을 계승한다
는 차원에서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음악의 미적 특징을 다소 ‘고전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서 20세기 초반, 음악의 추상성이 극대화된 쇤베르그(Arnold Schöberg) 등의 ‘무
조음악’, 내지는 실험적인 작품경향과 대조적으로 그 이전의 작곡 형식과 조성적 어법 혹은 선
법적 어법을 재발견 하고자 했던, 이를테면 사무엘 바버(Samuel Barber), 모리스 뒤르플레
(Mauce Duruflé)와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 경향을 신고전(Neo-Classic)이라 일컫는다.
일곱째, 지난 20세기 급속도로 성장했던 대중음악 분야와 구분하기 위하여, ‘공연장에서 연미복을
입은 연주자가 음악을 해석하여 선보이는 전통적인 음악, 좀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고급 음악,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듣는 어렵고 지겨운 음악 10’을 통틀어 소위 클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고전(Classic)’이란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수도 많고 제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
다보면 몇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전(Classic)이란 형식이나 어법
에 있어서 정형적이고, 정제된 것, 그리고 객관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이들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형미를 인지할 취향을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들(주로 상류층이나 지성인)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앞서 언급했던 ‘음악을 대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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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 Bernstein <I Hate Music>: A cycle of Five Kids Songs for Soprano and Piano, 1943

“(상략)…음악이란 많은 사람들이 연미복을 입고/여자들처럼 수다를 떨면서/높고 돈 많은 사람
들이 모피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채로/크고 어두운 홀 안에 억지로 모여 있는 것…(하략)”
“Music is a lot of men and a lot of tails/Making lots of noise like a lot of females/Music is a lot
of folks in a big dark hall/Where they really don't want to be at all/With a lot of chairs and a lot of
heirs/And a lot of furs and diamond”
13

가지 입장’ 중에 주로 ‘원리와 이론, 규칙을 따르고 그러면서 정갈한 아름다움을 빚어내려는 태도’
라 볼 수 있겠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성격
그렇다면 어떠한 면이 그리스 음악을 ‘고전적’으로 만들었는가? 다시 말해 무슨 이유로 서유럽
사회에서는 시대마다 고대 그리스 시대를 ‘모범’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일까? 11 음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우선 고대 그리스의 문화는 개방적이었고 인간적이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국인과 노예,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자유’를 누렸고, 주변의 다른
언어나 문화에 대해 관대했다. 종교 자체도 강압적이지 않았다. 신화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죽어야 하는 인간” 12과 달리 불사의 존재로 훨씬 강력했으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과 대화하고, 사랑하며, 질투하고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디오니소스 제
전과 같은 축제문화를 보더라도 신(神) 중심의 경건한 ‘숭배’의 기능 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공식화
된 ‘유희’와 ‘일탈’의 제공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융화’와 ‘배설’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그리스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라는 물음을 던지며 따지
고 드는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마침내 인간과 삶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로 잘 못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성적인 격언이 델피(Delphi)에
있는 아폴론 신전 앞 마당에 새겨져 있을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 문화는 논리와
수사, 문학과 음악, 정치, 과학 및 스포츠 등 온갖 분야에 걸쳐 이후 중세와 근대 서유럽 문화를
싹 틔울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피타고라스 Pythagoras
고대 그리스의 음악 현상들,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몇 안되는 기보 음악과 악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론과 당대 철학적 논의의 흔적 등을 모두 통틀어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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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는 저서 <세계 역사

>에서 “서유럽 역사는 지중해, 즉 그리스 로마를 계승했다”는 명제를 세웠다. “고대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 들어갔고 근대의 모든 역사는 로마의 역사로부터 흘러 나왔다.”는 말처럼
고대 그리스의 문화 유산은 로마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본다.
12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서는 종종 ‘불사의 신’에 대하여 ‘죽어야 할 인간’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이는 운명에 휘둘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생명의 유한성을 드러낸다.
14

준 것을 하나 고르라면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업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기원전6세기~
기원전 4세기 사이에 융성했는데 ‘수(數)가 만물의 근본이자 철학의 핵심적인 요소’라 보았다. 음
악과 관련해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남긴 가장 큰 명제는 “현의 길이 변화가 어떻게 음정에 영향을
주는가”하는데 있는데 음과 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수학적 비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3

8도(1 옥타브) 음정 = 1:2, 5도 음정 = 2:3
4도 음정 = 3:4 12도 음정(1옥타브+5도)=1:3
2 옥타브 = 1:4, 장3도 =4:5, 단3도 = 5:6

음정별 현의 길이
단3도

장3도

5도

8도(1옥타브)

12도(1옥타브+5도)

2옥타브

현의 길이

기준음

음정

예시 4: 음정별 현의 길이

문제는 이 같은 수학적 태도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 내지는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를 교주로 한 종교 집단이었고 수학적
질서를 깨닫는 것은 일종의 수련 도구 내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가령, 피타
고라스 신도들에게 완전한 5도 음정을 귀로 듣는 것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 듣는 것이 아니라 “우
주 천체의 음악과 하모니”를 경건하게 체험하는 것이었다. 행성 간의 움직임이 우리 귀로는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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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고 라이텐트리트(1935). 음악의 역사와 사상. (김진균, 번역.). p.31.
15

수 없는 거대한 음악을 빚어낸다는 생각은 이후 중세를 거쳐 서유럽 음악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훗날 오르가눔과 다성음악에서 추구했던 협화음의 숭고한 울림들, 그리고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유럽 성당의 종루에서 마치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듯 울려 퍼지는 크고 작은 종소
리의 장엄한 울림 등은 이 같은 천체의 음악을 상징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즉, 피타고라스는 공
기가 진동하는 빠르기 정도에 따라 음정이 정해지며, 행성 간의 움직임도 서로 다른 비율에 따라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서로 다른 소리
들 역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14

예시 5: Gaffurius, Franchinus <Theorica Musicae> (1492)발췌

14

Brewer, E. Cobham (1894). Dictionary of Phrase and Fable. p.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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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기원전 4세기와 기원전5세기에 걸쳐 살았던 플라톤은 당대의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
겼다. 그의 마지막 저서라 알려진 <법률> 15 편에 나오는 글이다. 앞서 “음악을 대하는 두 가지 생
각”이란 단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리와 원칙을 고수하려는 경향과 또 이러한 원리 원칙으로부
터 벗어나려는 새로운 경향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는 음악마다 급이 달랐고 양식이 달랐다.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인 “찬미
가 Hymnos”라는 급의 노래가 있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다른 급의 노래로는
“슬픔 ∙ 탄식의 노래 Dirges”, 기쁨의 노래 Paeans”, 디오니소스에 관한 “디티람
보스 Dithyrambos”가 있었다 …(중략)… 이런 종류의 노래들은 (급에 따라) 분류
되어 있었고 이는 고정불변의 것이었다. 가사와 선율의 양식을 이 양식에서 저
양식으로 함부로 바꾸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디오니소스 제전과 같은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선보이고 경연하는 전통
이 있었다. 다음 구절은 이 같은 경연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
로 보인다.)
당국의 권위자들(심사위원)은 이런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여기 어긋나는
경우 (지식과 이성의 판단에 따라) 불이익을 주었다. (청중들이 응원 혹은 야유
를 목적으로) 호각을 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소리치거나, 환호하며 박수 치는
등의 행위로 노래가 평가받는 일은 없었다.
제대로 교육받은 이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당국의 권위자들(심사위원)은 (경연
대회에 참가한 각 후보들의 연주를)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들었다. 그 동안 아
이들이나, 안내원, 군중들 모두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했다.
그러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시인들이 나타나 이 같은 음악에 관한 법을 무
시하면서 반 음악적인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찬미가를 슬픔 ∙ 탄
식의 노래와 뒤섞고, 기쁨의 노래와 디티람보스를 합치기도 했다. 하프 선율로
플루트 선율을 흉내내기도 했다. 그들은 모든 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으로 뒤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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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 Laws 700-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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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았다.
그들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음악을 옳고 그르다는 잣대로 판
단해서는 안된다고 외쳤다. 어떤 음악의 가치를 논할 때 기준은 한 가지, 즉 청
중에게 기쁨을 주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바로 그
런 작품과 이론으로 대중들을 오염시켰고 사람들이 그들 생각을 매우 합당하다
여기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 날 정숙했던 우리의 원형 극장들은 소리 지르는
곳이 되어버렸고, 음악의 권위는 끔찍한 정치 놀음으로 무너졌다. 이제 음악을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잡하게 잔머리 굴리거나 원칙에서
벗어나 유명해지는 데만 관심을 쏟는다.” 16

위의 글은 “Hymnos-Dirges-Paeans-Dithyrambos” 등의 이름을 지닌 당시 음악의 형식들을 언급
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형식에 충실한 음악을 타당하다 보고있다. 그런데 “시(詩)“, 곧 문학에 재능
을 지닌 음악가들이 이 같은 형식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내는데 반발하게 된다. 그들은 경연대회
에서 각 형식 간의 벽을 허물고 일종의 “퓨전”, 혹은 “융복합”을 시도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훨
씬 뒤 시대의 음악가들, 철학자 칸트, 그리고 인상주의 작곡가들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미적 문
제를 보게 되며, 또 모든 창의적인 예술가들을 짓눌렀던 소위 보수적이고 아카데믹한 태도도 발
견하게 된다. 이 둘이 빚어내는 갈등의 결말 역시 비슷하다. 작가의 도발적 창작 행위에 대중들이
동조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물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도발 자체를 나쁜
취향으로 보고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는 측과 원칙
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어내는 것이 오히려 흥미롭다. 긴 역사 안에
서 새로운 양식과 형식이 등장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글 구구절절이
오늘 날 우리 문화계의 현실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지라 지금으로부터 약 2천 4백 여 년
전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오며, 바로 이 같은 점이 고대 그리스 문화가

16

플라톤의 <법률> 700편부터 701a편을 다룬 위의 한글 번역에서는 아래에 밑줄 친 [700b]

“ nomes”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700b] “one class of song was that of prayers to the gods, which bore the name of “hymns”;
contrasted with this was another class, best called “dirges”; “paeans” formed another; and yet
another was the “dithyramb,” named, I fancy, after Dionysus. “Nomes” also were so called as being
a distinct class of song; and these were further described as “citharoedic nomes.” So, these and
other kinds being classified and fixed, it was forbidden to set one kind of words to a different class
of tune.”
18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라 하겠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키타라와 아울로스
위의 한글 번역문에서 “하프 선율로 플루트 선율을 흉내내기도 했다”는 구절은 미학적으로 의
미하는 바가 크다. 이 문장을 고대 그리스어로 된 원문에 따라 정확히 번역하자면 ‘키타라
(Cithara)’ 17로 반주하는 노래’가 된다. 키타라는 리라나 하프처럼 현을 퉁기는 악기인데 리라가 아
마츄어적인 악기라면 키타라는 전문연주자들을 위한 좀 더 어렵고 기교적인 악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에 의한다면 키타라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연관된 악기라 할 수 있다.
‘플루트’는 ‘아울로스(Aulos)’ 18 를 번역한 것이며 이는 원래 리드를 가진 관악기였다고 한다. 오
늘 날 오보처럼 세련되고 영롱한 소리이기 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애수 어린 선율미를 지닌 악기
였으며, 때로는 태평소처럼 강렬함도 표현할 수 있었던 악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악기는 신화
속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악기로 일컬어졌다. 아폴론을 상징하는 키타라, 그리고 이와는 달
리 충동적이고 비극적 감정에 도취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아울로스는 신화와 현실을 이어주는
서로 대조적인 정서였던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정서, 아
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마구 뒤섞는 당시 음악가들의 ‘새로운 시도’가 내심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시 6: 키타라를 든 아폴론

17

Kithara(κιθαρῳδία)

18

Aulos(αὐλῳδία)

예시 7: 쌍관 아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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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프리드리히 니이체(Fridrich Nietzsche)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저서에서 바로 이 같은 두
개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했다. 서구 문명 전체를 이성에 입각하여 이른바 아폴론적인 요소
와 충동적이고 광폭한 감정에 도취된 디오니소스적인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 것이다.

아홉 무사(Mousa) 여신과 음악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음악은 오늘날 우리가 뮤직이라 부르는 ‘노래나 연주 혹은 이를 창작하는
행위’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무시케(Mousike)는 문학, 과학과
예술을 관장하는 신화 속의 9명의 무사(Mousa, 뮤즈)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노래, 기악, 연
주, 작곡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토탈 아트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하겠다. 아홉 무사
(Mousa)의 이름과 각각의 관장 분야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뜻으로 서사시를 관장하는 무사
(Mousa)이다. 두루마리 위에 무엇인가 쓰는 모습으
로 조각, 그림 등에 등장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
칼리오페(Caliope)

스>의 시작 부분에 보면 당시 관행에 따라 서사시
의 작가가 여신에게 영감과 능력을 구하는 구절이
나온다. 19

“명성을
클리오(Clio)

주다”라는

뜻으로

역사를

관장하는

무사

(Mousa)이다. 위대한 업적과 치적을 알리고 영광스
럽게 하는 능력과 관계 있다고 보면 된다. 기록을
의미하는 두루마리, 책,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을 의미하는 나팔, 월계관을 지닌 모습으로 조각,
그림 등에 등장한다.

유터피(Euterpe)

“기쁨을 주는 이”라는 뜻으로 음악, 혹은 서정시를 관장
하는 무사(Mousa)이다. 플루트(아울로스)를 손에 든
모습으로 조각, 그림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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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아카이아 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들을 아이데스에게 보내고 그들의 몸뚱이
는 온갖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노여움을!”
20

에라토(Erato)

“바라는, 사랑스런”이라는 뜻으로 에로스와 같은 어원에
서 비롯하였다. 사랑의 감정과 느낌을 다룬 관능적
인 시를 관장하는 무사(Mousa)이다. 리라나 작은
키타라를 지닌 모습으로 조각, 그림 등에 등장한다.

멜포미니(Melpomene)

“노래하다, 혹은 선율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어원을 따
져보면 “춤과 노래로 기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원래 합창을 관장하는 무사(Mousa)였다가 언제
부터인가 비극을 관장하는 무사(Mousa)로 알려져
있다. 찡그린(슬픈)표정의 가면을 지닌 모습으로 조
각, 그림 등에 등장한다.

폴리힘니아(Polyhymnia)

“여러 찬미가들”이라는 뜻으로 거룩한(종교적인) 시와
기하학,

유창한

언변과

농사를

관장하는

무사

(Mousa)이다.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입술에 손
가락을 댄 모습 혹은 기둥에 팔꿈치를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거룩함’을 상징하는 베일을
쓴 모습으로 조각, 그림 등에 등장한다. 간혹 포도
송이로 상징화 되기도 한다.
테르프시코레(Terpsichore)

“춤추는 기쁨’이라는 뜻으로 “춤”과 “합창”, “노래”를 관장
하는 무사(Mousa)이다. 종종 리라를 들고 앉아서
춤추는 이들을 반주하는 모습으로 조각, 그림에 등
장한다.

탈리아(Thalia)

“즐거움, 파릇파릇한”이라는 뜻으로 희극(코메디), 전원시
를 관장하는 무사(Mousa)이다. 샌들을 신고 담쟁이
덩굴로 된 관을 쓰고, 목동 지팡이, 웃는 얼굴 가면
을 지닌 모습으로 조각, 그림에 등장한다.

우라니아(Urania)

“천상”이라는 뜻으로 천문학을 관장하는 무사(Mousa)이
다. 천구본을 들고 콤파스를 지닌 모습으로 조각,
그림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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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8: 아홉 Mousa(AD2세기 경 로마시대)
(Clio-Thalia-Erato-Euterpe-Polyhymnia-Caliope-Terpsichore-Urania-Melpomene)

모든 종류의 시는 노래로 불리워지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같은 노래는 리라나 키타라 같은 악
기로 반주 되었다. 서사시, 서정시, 관능적인 사랑의 시 등 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정신 작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관장하는 여신인 무사(Mousa)도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비극이나 춤이 합창과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찬미가와 기하학이 서로 연관되어 폴리힘니아란 무사(Mousa)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보았다. 훗날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디오니소스 제전
을 재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신화를 소재로 하여 비극으로 구성되며,
그 안에 합창과 전원적인 농부의 합창(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등), 레치타티보(서사시적인 요소),
춤, 아리아(서정시적인 요소)등을 가미하여 토탈 아트 개념의 고대 그리스 무시케(Mousike)를 모
방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하겠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음악
<일리아스>는 10년 간에 걸친 트로이 전쟁 중 수십일 간의 사건을 그린 대서사시이다 오늘 날
까지 전해지는 고대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인데 모두 1,5000행으로 된 방대한 분량으
로 되어있다. 수 많은 영웅들의 무용담, 신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희로애락과 운명의 이야기 사이
사이에는 간간이 당대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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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쁨의 노래와 찬미가(Paeans & Himnos)를 부르는 장면:
일리아스 제1권 460행: 그리스군 진영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는 아폴론을 섬기는 사제의
딸을 인질로 잡고 능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아폴론에게 헤카톰베(소 백 마리를 바치는
제사)를 준비하고 사제의 딸을 돌려주어 화해와 용서를 청하게 된다. 제사의 마지막에 모든
이들은 먹고 마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제물들의 넓적다리를 잘라내어 이를 기름 조각에다 두 겹으로 싸고 그 위에다
다시 날고기를 얹었다. 이것을 장작 위에다 올려 놓고 구우며 그 위에다 번쩍
이는 포도주를 부었다…(중략)…이리하여 일이 끝나자 음식을 차려 먹었는데 진
수성찬을 나누어 먹으니 마음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먹고 마
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술독에 술을 가득 담아와서는 먼저 술
잔에 술을 조금 부어 고수레를 하게 한 다음 빙 돌아가며 각자에게 제 몫을
나누어 주었다. 이리하여 아카이아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아름다운 찬가를 부
르며 노래로 멀리 쏘는 신(아폴론)의 마음을 달래니 신도 듣고 마음 속으로 기
뻐했다.” 20
(2) 아폴론의 리라와 무사(Mousa)의 노래 장면:
일리아스 제1권 601행: 올림푸스에서 벌어지는 신들은 잔치를 벌인다.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잔치를 벌였다. 진수성찬을 나누어
먹은데다 아폴론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수금(리라, 혹은 키타라)을 켜고
무사(Mousa) 여신들이 번갈아 가며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니 모두들 마음에 부
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21

(3) 재능을 빼앗긴 음악가와 무사(Mousa) 여신들의 질투
일리아스 제2권 594행: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군과 빠른 시일 내에 결전을 치르기로 결정한다.
여기서는 참전한 아카이아군과 트로이군의 지방과 도시 그리고 그 지휘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타뮈리스는 아홉 무사(Mousa)가 관장하는 여러 형식의 노래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
는 재능 있는 음악가로 묘사되고 있다. 시적 영감이 인간의 능력이기 보다는 신으로부터 비롯되

20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종로서적 1975, 21.

21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종로서적 197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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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는 암시가 강하게 드러난다. 현악기인 리라보다 연주법이 난해했던 키타라를 연주했다
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악기 연주 실력도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도리온은 무사(Mousa) 여신들이…(중략)…트레케 사람 타뮈리스를 만나 그의
노래를 그치게 한 곳이니 아이기스 22를 지닌 제우스의 따님들인 무사(Mousa)여
신들이 몸소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가 이길 자신이 있노라고 호언장담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여신들은 화가 나서 그를 눈 멀게 하고 신과 같은 노래(시)를
빼앗고 키타라 타는 재주를 잊게 만들었다”

(4) 서사시를 노래하는 영웅의 모습
일리아스 제9권 185행: 전세가 불리해지자 아카이아군은 전쟁을 포기하려 한다. 유일한 희
망은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여 참전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한 군지도부는 그를 설득하러 간
다. 그들이 막사에 도착했을 대 아킬레우스는 수금을 타며 서사시를 노래하고 있었다. 이로
서 서사시 낭송의 제1세대에는 이와 같이 ‘시를 창작할 교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직접 노
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3

“그들이 막사에 이르고 보니 아킬레우스는 맑은 소리가 나는 수금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위에 은으로 된 가로대가 걸려있는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든 이
수금은 그가 에에티온의 도시를 파괴했을 때 전리품들 중에 고른 것이었다. 이
수금으로 그는 마음을 달래며 전사들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는 파트로클로스가 말없이 혼자 앉아 아이아코스의 손자(아킬레우스)가 노래를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2

신의 방패(Igis)

23

이후 세대로 가면 전문 가수(Aoide)가 청중을 위해 노래하는 시대를 거쳐 음송(Rhapsodos)하는

모양새로 바뀌게 된다. 이는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복음 낭송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17세기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서창)과 닮은 부분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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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춤과 음악
일리아스 제18권 490행: 아킬레우스는 참전을 거부하고, 급기야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대신 전투에 참가한다. 결국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군의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갑옷도 빼앗겨 버린다. 복수를 원하는 아킬레우스를 위해 여신 테티스(아킬레우스의 어머니)
는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를 찾아가 새로운 갑옷을 만든다. 먼저 방패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자는 방패에 새겨지는 온갖 그림들,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린 시시콜콜한 사항을 탁월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결혼식 장면을 통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두 도시를 새겨 넣었다. 한 도시에서는 거룩한 의식과 기쁨에
넘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휘황한 횃불 아래 거리를 지나 신부들을 신
방으로 데려가고 있었고, 장엄한 춤과 결혼예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젊은 무용
수들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는데 부드러운 피리소리와 영롱한 키타라 소리
가 울려 퍼졌다.”

(6) 애가(哀歌, linos)와 탄식(Lamento)
고대 그리스에는 ‘슬픈 노래’(애가, dirge)도 있었는데 신화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인물 리노스
(Linos) 이야기와 연관된 ‘리노스의 노래’가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신화속에서 리노스는 아
폴론과 무사(Mousa)여신인 칼리오페 사이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선율과 리듬의 창시자로서
신화속의 ‘음악 아버지’라 불리우기도 한다. 영웅 헤라클레스에게 리라를 가르치던 중 화가 난
헤라클레스에게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리노스의 아버지는
아폴론이었지만 어머니가 크로토푸스왕의 딸 프사마테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리노스를 못마땅
하게 여긴 크로토푸스 왕이 잔인하게도 개에게 뜯어 먹히도록 던져주는 것으로 나온다. 여하튼
이렇게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데 연유하여 ‘리노
스의 노래’라는 형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아래에 인용한 구절에 등장하는 리노스의
노래는 ‘떠나가는 여름에 대한 일종의 애도의 노래’로 불려지 것 같다.

일리아스 제18권 561행:

“(대장장이 신 헤파이토스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아름다운 황금 포도밭
을 새겨 넣었다…(중략)…포도밭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포도 따
는 이들은 수확기가 되면 이 길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처녀 총각들은 어
린애들처럼 좋아하며 엮은 바구니에 꿀맛 같은 과일을 담아 나르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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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운데 한 소년이 잘 울리는 수금을 뜯으며 리노스의 노래를 불렀고, 그 뒤
를 따라 줄지어 가면서 발을 맞춰 춤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예시 9: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리노스

한편 장례식 등에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만가 24(輓歌)와 호곡(號哭), 25 혹은 탄식의 노래
(비탄의 노래)도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상여 소리처럼 선창자가 노래하면 여기에 모두 응답하는
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고대 그리스 시대 장례식에서 ‘탄식’은 크게 ‘만가’와 ‘호곡’으로 나누어
진다. 높은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전문 가수들이 만가를 노래하기도 했으며, 이어서 상주들이 순서
에 따라 호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에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리아스의 후반부, 트로
이 군의 수장이었던 헥토르의 시신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 같은 ‘탄식’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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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할 만+ 노래 가

25

부르짖을 호+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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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아스 제18권 561행:

“그래서 일행은 집안으로 그를 싣고 들어가 훌륭하게 조각한 침상 위에 눕히고
그 옆에 만가(輓歌)를 선창할 가수들을 배치했다. 그들이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만가를 선창하자 여인들이 거기에 맞추어 슬피 울었다. 그리고 여인들 중에서
는 흰 팔의 안드로마케가 사람 잡는 헥토르의 머리를 얼싸 안으려 호곡(號哭)
을 선창했다.
‘낭군이여, 그대는 아직 젊은데 목숨을 버리고 나를 그대의 집에 과부로 남겨
두시는군요. 불운한 그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직 어린 애에 불과
합니다… (중략)…헥토르여 그대는 부모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통과 슬픔을 주
셨습니다. 하나 누구보다도 나에게 쓰라린 고통이 남게 될 거여요. 그대는 죽을
때 침상에서 나를 향해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두고두고 마음 속에 간직할 만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요.’ 이렇게 그녀가 울면서 말하자 여인들이 거기 맞추어 슬피 울었다. 이번에
는 그들 중에서 헤베카(헥토르의 어머니)가 큰소리로 호곡을 선창했다.”

세이킬로스의 노래 Song of Seikilos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음악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책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이야기들은 주로 신화에
담겨 우리에게 전해진 것들(가령, 음악을 관장하는 아홉 무사에 관한 부분 등), 철학적 담론들이
저서의 형태로 전해진 것들(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음악 관점에 관한 부분 등), 그리고 당대 문학
작품(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인용한 부분 등)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외에도 도자기(암포라)에
그려진 악기와 악사들의 연주모습과 조각, 그리고 좀 후대의 로마인들이 남긴 미술품 등도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옛 로마인들은 고대 그리스 문화를 무척 매력적인 것으로 여겼고 나름대로 그 취향을 모방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철학적 담론과 이론서들은 라틴어로 필사되어 중세로 전해졌다. 이런 계기로 인
해 후대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들을 동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음악의 실제적
인 모습들,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
가 되는 악기의 유물, 혹은 당대 음악 선율 등이 기록된 자료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까
지 알려진 당대 기보 음악의 흔적은 기껏해야 18점 정도이다. 고대 그리스시대를 역사학자들의
기준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700년~800년의 세월에 해당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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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음악적인 모습들을 몇 조각 안되는 선율 조각만으로 이해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작은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을 보다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 1883년, 터키의 서쪽, 지중해 가까운 아이딘(Aydin)에서 비석이 출토되었다. 비문
에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왜’ 이 비석을 세웠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나는 돌에 남겨진 (어떤 이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기 세이킬로스에 의해 놓여
졌습니다.

나는 여기에 시간을 초월한 기억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

니다. 세이킬로스가 유터피에게(혹은 유터피의 아들 세이킬로스)”

어떤 이들은 세이킬로스가 그의 아내 유터피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이 비석을 세운 것이라 주장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유터피’가 음악을 관장하는 무사(Mousa) 여신의 이름이라는 이유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선율과 가사(시)가 함
께 적혀 있다.

“살아 빛 날 동안 슬퍼하지 말라. 삶은 아주 잠깐이며 시간은 늘 끝을 바라본다.”

예시 10: <세이킬로스의 노래> 도입부에서 가사, 선율, 리듬 기보의 예

위의 예시10)을 보면 제일 아래에 가사가 적혀 있고, 가운데에 음정(선율) 그리고 그 위로 리듬
이 명시되어 있다. 비잔틴 찬트나 그레고리오 성가의 기보법(St. Gallen 등)과 비슷한 모양새로 되
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리듬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음가를 표시해 놓았다. 즉, 아무 표시가 없는 것, 그리고 테뉴토 기호처럼 줄이 그어진 것 (—), 마
지막으로 점이 찍힌 꺽인 줄표(

)를 볼 수 있다.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가사의 음절길이로

노래하라는 의미이며, 줄표가 있는 것은 이보다 좀 더 길게, 그리고 점이 찍힌 줄표는 더욱 길게
노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고대 수사학에서 시의 리듬과 관련 있으며 이를 현대 기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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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26

예시 11: <세이킬로스의 노래>
현대 기보

3. 중세(中世)
중세의 의미(意味)27
중세는 AD 5세기 서로마의 멸망부터 대략 15세기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우리는 중세라는 시대
구분 용어가 15세기 이후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30년경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는 그리스도교 이전과 이후로, 마치 성경이 구∙신약으로 나누어지듯,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라 불렀는데 이로부터 백 여 년이 지난 후 인본주의가 보다 만연해지게 되자 이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옛 시대에 해당하는 고대(Antiquity)
와 인본주의 시대 사이에 자리잡은 이 시대를 중간 시기(Media Tempestas)라 불렀다. 나중에 17
세기(1604)에 와서야 중세(Medieval 혹은 Middle age)라는 용어가 생겼다. 즉 중세라는 용어 자체
가 이미 ‘인본주의의 바람을 맛 본 뒤 달라진 세상과 그 이전을 구분한다’는 전제를 담고있다.
서로마제국의 멸망을 앞둔 시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체계와 정치권력의 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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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자체는 [CZZKIZI] 즉, [라-미-도*-레-미-레]이나, 도*음이 도#에 가깝게 조금 높다. 따라서

여기 현대 기보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솔-레-레…]등으로 적어 놓았다. 이는 그리스 선법 이론에
따르자면 히포 프리기아(혹은 히포 리디아) 선법(Mode)으로 되어있다. 그레고리오성가 선법 이론
에서는 이를 ‘솔’선법, 혹은 믹소리디아 선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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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의+맛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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