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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뮤지션 공간의 탄생:

가상악기 전성시대에 대한 고찰

김병오( 북 학교)

1. 서문

2. 음악 저작 도구의 변화

3. 가상악기의 시대

4. 창작자들의 대응

5. 고독 공간, 음악의 화수분

음악 창작자들은 향유 의 취향에 민감하다. 유행이 변하면 자신의 음

악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자들이 변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음악  유행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유행 외에도 창작 환경의 변화가 상시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본격화한 가상악기의 등장은 그 에서

도 매우 요한 환경의 변화 다. 악기의 디지털화는 비교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가상악기의 등장으로 인해 2차 인 디지털 환경이 도래했다. 악기의 

물질성이 소멸하면서 연주의 역에 커다란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는 창작자

들에게도 큰 향을 미쳤다. 이 까지 녹음실에서의 연주는 장인  역량을 

요구하는 부문이었다. 그러나 가상악기의 등장 이후로는 장인  역량이 없는 

이들에게도 연주의 기회가 주어졌다. 비유하자면 귀명창들이 소리꾼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인데, 단순히 가능성의 차원에 머문 것이 결코 아니었다. 가상악

기의 성장은 고독하게 살아가던 음악 창작자들의 공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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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창작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연주자들을 만나는 신 혼자만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려 하고 있다. 가상악기는 근 20년간 신을 거듭했고 지

은 음악 작 도구 시장의 가장 향력 있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격한 세 교체를 이루면서 시장에서나 성능에서나 실물악

기를 충분히 능가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쉼 없이 성장해 온 가상악기는 

고독한 음악 창작 공간을 확장시켜 왔으며 고독한 음악 창작자들은 완성도를 

높이기 해 가상악기의 신에 즉각 으로 호응해 왔다. 그리고 양자 간의 

호흡은 여 히 격렬하게 교환되고 있다.

1. 서문

음악 창작자들은 유행을 좇거나 유행에 의해 쫓겨 다닌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언제나 변화무 한 세월이 놓여 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새 롤러코스터에 태워져 있기도 하고 잠깐 한 을 팔다가 불

의의 인생 추락을 맞이하기도 한다. 음악을 향유하는 청 들의 취향이 

변하면 인생도 함께 요동친다. 그러나 구 이 명 이라고, 음악  유

행이 유일한 변수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날로그 

시 의 이야기일 뿐이다. 디지털 시 에 어들면서 음악 창작자들은 

 하나의 롤러코스터를 만나게 되었다. 악기가 디지털화한 것이다. 

음악 창작자들은 원하지 않는 새로운 모험길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모험길이 고난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상당히 

재미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히 실속 있기까지 하다. 

악기의 디지털화는 비교  오래  신디사이 와 더불어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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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  디지털 악기의 단계는 그와 질 으로 국면

을 달리한다. 악기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무형의 디지

털 정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 <터미네이터>의 악당이 주

변의 사물을 숙주로 삼는 것처럼 디지털화한 악기는 컴퓨  혹은 통

신이 가능한 그 어떤 사물로도 침투하여 상을 악기로 변신시킬 수 

있는 놀라운 존재다. 노트북이어도 상 없고 스마트폰이어도 상 없

다. 때로는 공원의 계단이 거 한 피아노로 변신한다.

디지털 정보로 변신한 악기의 표 격이라면 좁은 의미에서의 가상

악기1)를 꼽을 수 있다. 컴퓨터의 다양한 호스트 로그램2)에 러그

인 방식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로그램으로서 VSTi 형식을 필두로 

창작자들 사이에 리 보편화되어 있다. 가상악기는 근 20년간 신

을 거듭했고 지 은 음악 창작 공간의 가장 향력 있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격한 세 교체를 이루면서 

시장에서나 성능에서나 실물 악기를 충분히 능가하는 역량을 과시해 

왔다. 그런데 쉼 없이 성장해 온 가상악기는 그 지 않아도 상 으

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음악 창작자들을 더욱더 고독한 공간으로 유인

1) 가상악기는 어권에서 사용되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virtual instruments)를 번

역한 용어다. 재 어권에서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신 소 트웨어 신디사

이 (Software synthesizer)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음악 창작자 집단은 여 히 가상악기라는 용어를 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한국 사회의 습에 따라 ‘가상악기’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해서는 문 키백과(https://en.wikipedia.org) ‘virtual instruments’ 검색 결과 

 ‘Software synthesizer’ 항목 참조.

2) 이러한 호스트 로그램들은 보통 시 서(sequencer)라고 칭한다. 애 사의 로직

(Logic), 스타인버그사의 큐베이스(Cubase), 에이블턴사의 라이 (Live) 등이 표

이다. 이상의 내용은 문 키백과(https://en.wikipedia.org) ‘Comparison of 

MIDI editors and sequencers’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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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술  특성상 창작자들을 ‘혼자서 할 일이 많은 음악’의 

세계로 인도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악 창작자들은 창작

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더욱 고독한 공간으로 침잠하고 있다.3)

2. 음악 저작 도구의 변화

2.1. 전통적 음악 저작 도구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통의 도구는 두 가지가 있다. 하

나는 악보이고 다른 하나는 악기이다. 둘은 유기 , 순차 으로 연계

되어 있다. 먼  창작자의 음악  표 을 악보 도구를 이용해 기록을 

하면 그 이후 악기는 악보 형식의 기록물을 음악  표 으로 실 해 

낸다. 둘 사이에는 비교  뚜렷한 차이도 있다. 악보가 주로 고독한 

공간에서 사용되던 도구라면 악기는 공동의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도구라는 이다. 오늘날 디지털의 역에서 보자면 자의 역할은 

3) ‘고독’의 의미는 단일하다기보다는 다층 이다. 일반 으로 실존 이고 감상

인 의미로서의 용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 으로는 ‘외로움’, ‘쓸쓸함’ 등으로 

그 의미가 수렴되며 어권의 ‘loneliness’라는 낱말과 주로 호응한다. 반면에 

‘solitude’ 역시 고독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홀로 존재하는 상황을 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외로움이나 쓸쓸함과는 의미의 결을 달리한다. 외로움(loneliness)과 

달리 자기 발  계기로서의 정  의미를 포 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개인  자유를 확보하는 라이버시(privacy)와도 의미 역을 공유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고독’은 상 으로 후자에 가까우면서도 

문장의 맥락에 따라 복합 인 의미를 표상할 수 있다(최 , 2014; Marano, 

2003; 문 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solitude’ 항목; 국립국어원표 국

어 사 (https://stdict.korean.go.kr) ‘고독’ 항목 참조).



고독한 뮤지션 공간의 탄생_김병오  207

<1470년, 랑스 발간 악보집><1720년, Bach의 자필악보> <당 , Finale2014 악보>

<그림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악보 변천 시

큐베이스, 로직, 라이  등의 시 서 로그램이 계승하고 있으며 후

자는 VST(virtual studio technology),4) AU(audio units)5) 등의 형식을 갖춘 

가상악기군이 계승하고 있다. 

과거부터 작곡가의 고독한 작업이었던 착상의 악보화 과정은 오늘

날도 여 히 작곡가의 고독한 작업으로 남아 있다.6) 기록 도구로서의 

악보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3세기 말에 고안된 오선보가 세계 으

로 된 이래 오늘날까지 사용 방식 혹은 사용자 차원에서의 특별

한 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7) 디지털 시 를 맞이해서도 오선

4) 독일 스타인버그사가 만든 오디오 러그인 기술  규격이다. 해당 기술이 

업계 표 이 되다시피 하면서 재는 가상악기 기술  규격의 명사처럼 쓰이

고 있다. 

5) 미국 애 사에서 개발한 오디오 러그인 기술  규격이다.

6) 물론 이는 인공지능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제에서 그 다. 인공지

능 단계에 이르면 단 몇  만에 악보가 완성되는 등 악보 사용의 주체와 방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상된다(사이언스타임즈, 2019 참조).

7) 문 키백과(https://en.wikipedia.org) ‘Staff>History’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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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경우는 종이 오선보와 사용자의 숙련도  사용자 경험 차원에

서 여 히 차이가 없다. 매우 지엽 인 차원에서 손에 필기구를 쥐었

는가 아니면 마우스를 쥐었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창작을 추상

으로 기록하는 본질 인 역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작곡가들이 표 수단으로 활용해 온 기보(記譜) 역에서와 

달리 연주자들에 의해 재 되어 온 실연(實演) 역에서의 디지털화는 

매우 진 인 변화를 야기했다. 소 트웨어 기반의 가상악기가 등장

함에 따라 음악을 재 하는 역할이 숙련된 악기 연주자의 고유한 작

업으로부터 비숙련 작‧편곡자의 작업으로 상당 부분 이동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두되기 이 까지 음악 역에서 디지털에 의한 격한 

변화는 이처럼 주로 악기 연주 역에서 발생하 다. 따라서 본  

이후부터는 두 가지 통  음악 생산 도구 가운데 악기 부문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2.2. 악기 시장의 변천

악기 시장의 변천 과정이 담긴 통계  기록은 이상에서 설명한 음

악 창작 도구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념이 아닌 정량  수치로 우리

에게 제공해 다. 개개인의 간헐  경험에 의한 비평  해석에 비해 

세상의 구체 인 변화를 살펴보기에 보다 합하다. 다만 이 분야의 

포 인 국내 시장 통계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다소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통계를 심으로 삼고 경우에 따라 한국  일

본 등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논지를 개하고자 한다.8) 통계를 통해 

8) 미국 남쇼(NAMM Show)에서 발행한 『2015 NAMM Global Report』 52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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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악기 시장의 변화와 경향에 해 미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

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고 인 어쿠스틱 악기  일 트로닉 하

드웨어 악기의 상  쇠퇴를 래하 고 가상악기와 컨트롤러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 다.

2.2.1. 어쿠스틱 악기의 쇠퇴와 횡보

어쿠스틱 악기시장의 맹주 던 피아노는 많은 이들이 경험 으로 

느끼고 있듯이 디지털 피아노  기타 환경  여건에 의해 시장에서 

차 려나고 있다. 로벌 악기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의 최근 10년간 변동 그래 는 이러한 경향을 수치로 확인해주고 있

다. 남쇼(NAMM show)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버

티컬피아노의 생산량은 총합 54.5% 감소하 고 그랜드피아노의 생산

량은 68%가 감소하 다. 이처럼 어쿠스틱 피아노가 합계 60% 수

의 하락을 보이는 동안 디지털 피아노는 같은 기간 6%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가까운 5년간으로 범 를 좁히면 어쿠스틱 피아노는 완만한 

하향세를, 디지털 피아노는 완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 를 

통해 매된 악기의 수를 추정해 보면 지난 2014년을 기 으로 어

쿠스틱 피아노는 3만~4만  사이의 매량을, 디지털 피아노는 

13~14만  사이의 매량을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여

주고 있지만 두 악기군의 격차를 이해할 때 추가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쿠스틱 피아노의 경우 체 악기가 없는 반면 디지털 피아노

의하면  세계 악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같은 

자료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13%, 1.7%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남쇼(NAMM 

Show;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Merchants)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 의 음악 산업 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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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5~2014 미국 어쿠스틱 피아노 시장 변화(단 : 백만 달러, 천 )

<그림 3> 2005~2014 미국 디지털 피아노 시장 변화(단 : 백만 달러, 천 )

는 신디사이  부류 등 유사 품목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아노의 경우 디지털과 어쿠스틱 악기 간의 격차는 통계에

서 보는 것보다 좀 더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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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 5> 2011~2014 한국 어쿠스틱피아노 매량 변화10)

<그림 4> 2001~2010 일본 어쿠스틱 피아노 매량 변화(단 : )

일본의 경우11)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미국보다도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비교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1년부터 2010

년에 이르는 동안 거의 아무런 반  없이 어쿠스틱 피아노 매량은 

빠른 속도로 하락을 거듭했다.

9) 이하 미국 련 통계 그래 들은 2015 NAMM Global Report에서 인용함.

10) <R&D보다 M&A 선택…삼익악기의 시련>, 헤럴드경제, 2015.7.20.

11) 이하 일본 련 통계 그래 는 <2001~2010 全国楽器製造協会 楽器生産統計調査

表>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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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 6> 2011~2013 한국 악기시장 성장 추이12)

한국의 경우 변화의 느낌은 일본보다도 더욱 가 르다. 디지털 문

화가 상 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거 형태가 지배

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에서와 같이 한국의 피아노 시장을 

살펴보면 2014년 기 으로 양  피아노 제조사인 삼익과 창이 각각 

850 , 1760 를 매하 다. 매량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 1992년의 

187,000 와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1 수 에 육박할 만큼 이제는 

시장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도 무방할 것이다(이데일리, 2016).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디지털 피아노의 역할인데 아마 

디지털피아노의 편의성  렴한 가격과 더불어 아 트와 같은 공동

주택 주거문화가 이러한 상황을 보다 가 르게 이끌어온 주요한 이유

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피아노가 형식  차원에서 아날로그의 자리

를 체한 것이긴 하지만 디지털의 기술  특성이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아노를 디지털 피아노가 체한 것, 비유하자면 악보를 피

날 라는 사보 로그램이 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음악 공간

12) <디지털피아노, 악기시장 부활 이끈다>, 이낸셜뉴스, 2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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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에서 보자면 아 트와 같은 공동주택 문화에서 생존하기 한 

변신 정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 시장의 변화

는 악기 시장의 가장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환을 언 하

기에는 아직 이르다.13)

2.2.2. 디지털 하드웨어 시장의 침잠 
악기시장에서 디지털의 역은 아날로그/어쿠스틱과 분별된 이후 

내부 으로 한 번 더 구분이 필요하다. 신디사이 와 같은 하드웨어형 

디지털 악기 유형과 온라인 다운로드  디스크(Optical Disc) 패키지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해지는 가상악기 유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

문이며 이 둘의 성격이 매우 이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쿠스틱 악기’

와 ‘하드웨어형 디지털 악기’, ‘소 트웨어형 가상악기’ 등 세 가지 

유형을 동렬에 두고 두 개의 범주로 구분을 짓자면 오히려 가상악기

가 독자 인 범주를 형성하고 어쿠스틱 악기와 하드웨어형 디지털 악

기가 실물악기로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

진다. ‘디지털 ( ) 아날로그’의 비보다 ‘유형 ( ) 무형’의 비

가 더욱 뚜렷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시장의 변화 과정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어쿠스틱 피아노의 

하락뿐만 아니라 신디사이  부류의 디지털 악기들도 시장에서 추가

인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장기간 횡보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듯 키보드형 신디사이 와 자드럼 등은 하드웨어형 디지

13) 피아노와 달리 악 분야 혹은 교육용 악기 분야의 다양한 개인용 소형 악기

들은 비록 큰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피아노처럼 큰 후퇴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상 으로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상의 내용은 

2015 NAMM Global Report의 ‘The School Music Market(18~19쪽)’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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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자악기별 

시장 유율 황(2015)

<그림 8> 2005~2014 자악기 종합  <그림 9> 2001~2010 일본 자악기

부문 매량 변화(단 : 백만 달러)      부문 매량 변화(단 : )

털 악기 시장에서 비 이 가장 높

다. 이들은 디지털 시 의 발  과

정에서 계속 인 가격 하락 압박을 

받았고 <그림 8>과 같이 지난 10년

간 미국 시장에서 꾸 히 하락세를 

드러냈다. 하락세가 가 르진 않았

으나 지난 10년간 11% 정도의 시장

이 축소되었다. 컨트롤 용 키보드

가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

기도 했지만 하드웨어형 악기 시장

의 체 인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하드웨어형 디지털악기의 로

벌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 다.14) <그림 

9>에서처럼 2001년부터 10년간에 걸쳐 하드웨어형 디지털 악기 매

14) 디지털악기 시장을 수십 년째 과 하고 있는 코르그(KORG), 롤랜드

(ROLAND), 야마하(YAMAHA) 등의 악기 제조사들은 모두 일본에서 탄생하

으며 재도 본사가 일본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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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반 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에 해 각론을 담은 구체 인 통계자

료를 얻기가 힘들다. 악기 산업 체에 한 통계는 일부 제시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10년간 악기 산업

의 국내 생산액은 46.6%가 감소하 고 생산 종사자 수는 42.2%가 

어들었다. 해당 통계에 포 된 악기별 부문은 피아노, 악기, 자

악기, 국악기, 기타 악기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국악기 제조업을 제외

하고는 어느 부문도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악되지 않고 있다.15) 이

는 소 트웨어형 악기 산업이 칭 으로 성장하는 시 에 한국에서 

련 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반 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디지털 하드웨어형 악기의 유통을 상징하는 낙원상가의 

최근 변화상은 로벌 차원의 경향이 국내에서도 철되고 있음을 우

회 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낙원상가의 황을 취재한 최근의 한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상가 2층에는 3곳의 공실이 생겼다. 상권이 쇠퇴

해 매출이 어들자 오랫동안 해온 장사를 은 것이다. 새로 생긴 공실

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최씨는 “빈 포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앙일보, 2019).

15) 이상의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디비닷컴(wwwdesigndb.com) 사이트

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산업통계 악기산업 항목을 참조. 한편, 련 통계에서는 

하락하는 국내 수요가  자체가 으로 하락했다기보다는 국내 생산이 어

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www. 

designdb.com/?menuno=691) 이는 『2015 NAMM Global Report』 209쪽을 참

고할 경우 국으로부터의 가 악기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반 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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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나마 유지되어 온 시장의 수요마  온라인 매장으로 옮겨

가고 있어 낙원상가의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11번가

를 운  인 SK 래닛은 2016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동 상, SNS 

채  등의 발달로 악기의 온라인과 모바일 매 비 이 빠르게 증가”

했다고 설명하면서 악기 매가 년 비 35% 증가하 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20%에 이르는 등 ‘악기의 구매 트 드가 오 라인 매

장 방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로 환’되고 있다고 밝혔

다(SK 래닛, 2016 참조). 하드웨어형 악기를 오 라인에서 매하는 

낙원상가의 고 인 업 방식은 수요의 감소와 이탈로 인한 이 고

를 겪는 이다.

상가의 실물 매장에서 시 매되고 있는 어쿠스틱 악기  하드

웨어형 디지털 악기에 한 업 음악인들의 수요가 크게 쇠퇴하 음

을 시사하는 자료들도 확인된다. 이는 스음악에 특화된 한국 음악 

시장의 수요자 특성이 생태계 사슬 내의 생산 부문에서도 철된 결

과로 이해할 수 있다. 스음악은 타 장르에 비해 음악 작 도구 부문

의 소 트웨어 의존성이 높은 편인데, 2017년 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NIELSEN)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조사 상 5개 국가 가운데 스음악의 선호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에서 보듯 스음악 향유자의 비율이 74%에 달

했으며 이는 35%의 일본, 49%의 호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이

다.16) 이와 같은 스음악 심의 시장 수요  재편은 필연 으로 

16) 스뮤직 련 내용은 Helena Kosinski(Nielsen Music Global), <ASIA-PACIFIC 

DANCE MUSIC STUDY>, 2017.9.21, 10~12쪽 참조. <그림 10>은 같은 문헌 

11쪽에서 인용. 참고로 조사 상 5개국은 한국, 일본, 국, 타이완, 호주이며 

스뮤직의 열성 향유집단(Dedicated Listeners) 비율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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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스음악 청취자 응답 비율

실물악기의 쇠퇴와 가상악기의 성장을 유인한다.

3. 가상악기의 시대

가상악기는 음악 작 컴퓨터 환경에서 악기로서 사용 가능한 디지

털 데이터의 집합 는 소 트웨어 로그램을 말한다. 어쿠스틱 악기 

등 고유한 발음 원리와 물리  구조를 가지는 실물 악기와 달리 디지

털 역에 내포된 가상의 악기로서 그 음향 특성은 모두 소 트웨어

으로 조작-연산-처리하고 최종 발음만을 컴퓨터의 오디오 장치로 

출력한다. 가상악기는 발음 원리, 데이터 처리 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 샘 러형과 신디사이 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샘 러형은 

재래식 악기의 실제 소리를 녹음한 ‘샘 ’을 특정한 체계의 입출력 

과정을 통해 조작, 재생하는 방식이고 신디사이 형은 단순한 기본 

형의 주 수 발생 장치에 필터 등 변조를 가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

어내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두 방식을 히 조합하여 구 하며 어쿠

스틱 악기를 모방하는 경우 샘 러형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해 평균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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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는 독립 으로 구동되기도 하지만 통상 으로는 러그인 

형식으로 만들어져 큐베이스(Cubase), 로직(Logic), 에이블턴 라이

(Ableton Live) 등의 호스트 시 스에 의해 호출되는 방식으로 활용된

다. 일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크랙(crack)’ 버 이 어둠의 경로

로 활발하게 유통되어 직업 창작자와 비 창작자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악기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등 력이 매우 뛰

어나다. 드럼과 피아노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음악들이 실제 악기가 

아닌 가상악기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달되고 있다. 음악은 물론

이고 화  드라마 등의 OST는 고정된 비율을 말하긴 어려우나 창

작 과정에서 활용되는 가상악기의 비 이 상당한 수 에 이르고 있다. 

헝가리 소재 오디오시뮬 이션(Audio Simulation)사는 1996년 오디오

심(AudioSim)이라는 도스(DOS) 기반의 가상악기를 개발하여 배포한 바 

있다. 1989년에 미디 편집 로그램 큐베이스(Cubase)를 출시하 으며 

VST라는 가상악기 표 을 개척한 독일 스타인버그(Steinberg)사는 

1999년 네온(NEON)이라는 이름의 아날로그 신디사이 를 선보

다.17) VST포맷을 기반으로 가상악기는 이후 비약 인 발 을 지속해 

왔다. 개발 기에는 연산장치, 장장치 등 성능 하드웨어 환경의 

한계로 인해 표  가능한 악기의 종류와 음색의 종류가 매우 제한

이었다. 기에 한해서 이야기하자면 기존의 하드웨어형 자악기에 

비해서도 딱히 우 를 하기 어려운 수 이었다. 그러나 악기 구동 

환경으로서의 하드웨어 환경이 차 개선됨에 따라 그에 발맞춰 가상

악기의 성능도 향상을 거듭했다. 기존의 실물형 자악기와는 비교조

17) 이상의 내용은 각각 문 키백과(https://en.wikipedia.org) ‘software synthesizer’, 

‘Steinberg’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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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되지 않는 용량 샘  탑재 가상악기들이 출 하기 시작했다. 

한 용량은 단히 크지 않지만 물리  모델링 방식을 용한 가상악

기들도 나타났다. 이들에 의해 가상악기의 표  범 가 으로 

확장되었고 시장에서는 기존의 실물형 자악기를 격히 체해 나

가기 시작했다.

온라인 다운로드  디스크(Optical Disc) 패키지 형식의, 말하자면 

무형의 악기인 가상악기 부문이 시장의 주도 인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악 창작자들이 가상악기를 극 으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창작자 입장에서 볼 때 가상악기는 기존 악기에 

비해 장 이 무 많았다. 컴퓨터 한 만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수많

은 악기를 구비, 구사할 수 있으며 컴퓨터 환경의 높은 사양의 자원을 

공용할 수 있는 장 이 두드러졌다. 하드웨어형 악기와 달리 악기 내

에 탑재된 디지털 샘 의 해상도와 표 력의 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18) 하드웨어형 디지털 악기가 시장에서 하향세를 

그려왔으며 컴퓨터 기반의 악기 시장 자체도 <그림 11>과 같이 뜻밖

의 하락과 횡보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악기 분야는 <그림 12>에

서처럼 시장에 나타난 이래로 나홀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컴퓨터 음

악시장 체가 10년간 1.6% 하락을 기록한 반면 가상악기 시장은 같

은 기간 78%의 성장을 기록하 다(NAMM, 2015: 30).

가상악기는 컴퓨터 음악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성장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작 도구 시장 내에서도 차별 인 

18) 창작자들 사이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신쏠로지(Synthogy)사의 피아노 가상악

기 아이보리2(Ivory2)의 용량은 무려 77GB에 달한다. 참고로 100개 이상의 악기

를 탑재한 디지털피아노 제품들은 샘 의 용량이 1GB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부분이며 가정용의 경우 64MB, 128MB 수 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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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5~2014 미국        <그림 12> 2005~2014 미국

 컴퓨터음악시장 변화 추이          가상악기류 시장 변화 추이

(단 : 백만 달러)                  (단 : 백만 달러)

지 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음악 창작 도구 련 기존 소 트웨어 

시장의 강자는 ‘시 서’라고 통칭되는 DAW19) 운용 로그램들이었

다. 앞서도 언 했지만 큐베이스와 로직, 로툴스, 에이블턴라이  

등이 그에 해당되었다. 가상악기들은 이들을 호스트로 하여 종속 으

로 부가되는 로그램들에 불과했으나 지 은 옥상옥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자신들의 호스트 시장을 경쟁자로 삼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그림 13>20)에서 보듯 가상악기 분야의 표  기업인 독일의 

네이티 인스트루먼트(Native Instruments)사21)의 경우에는 DAW를 생

산하는 여타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이미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4>와 <그림 15>의 추이를 비교해서 살펴

19)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igital Audio Workstation)의 약자이다.

20) 기업별 매출액은 후버스닷컴(www.hoovers.com) 제공 데이터 인용. 2015년 1월 

기 .

21) 네이티 인스트루먼트(Native Instruments)사는 컨탁트(Kontakt)라고 하는 소

트 샘 러의 개발사로 유명하다. 근래에 개발되고 있는 가상악기들은 독자 인 

러그인 형식 신 컨탁트를 정 으로 하는 가상악기 랫폼 종속 라이 러리

로 다수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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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4~2018년 네이티 인스트루먼트사의 매출 변동 추이

(단 : 억 달러)

<그림 15> 2014~2018년 아비드테크놀로지사의 매출 변동 추이

(단 : 억 달러)

<그림 13> 랫폼 분야와 가상악기 분야 표 기업들 간 매출 규모 비교 

(단 : 백만 달러)

볼 때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5>에 나타난 아비드테크놀로지(Avid Tech.)사는 코딩 스튜디

오에서 사용하는 표 인 DAW 로툴스(Protools)를 생산하는 회사

이며 고가의 하드웨어를 패키지로 매하고 있어 련 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한 상이다.22)

22) <그림 14>, <그림 15>는 미국 기업분석 온라인사이트인 매크로트 드(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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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작자들의 대응

여러 사람이 박자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음

악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라이 ’라는 단어를 

들으면 술 장르 가운데 구나 가장 먼  음악을 떠올리게 마련이

다.23) 이처럼 음악 작품은 여러 시간 술 가운데서도 실시간성의 특

징이 가장 강하다. 별도의 기록· 장장치가 등장하기 까지 음악의 

연행은 항상 공동의 공간에서 실시간-라이  형식으로만 존재했다. 

다수의 연주자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할 때에야 비로소 구체 인 음악

이 형상화되었다. 그래서 음악인들의 공간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

다. 고독하다기보다는 부 다는 표 이 어울렸다.

하지만 릴테이 와 그에 이은 멀티트랙 코더 등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부터 음악 연행의 실시간성에는 조 씩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연 공간에 참여하는 이들의 시간은 순차 으로 분할되었

다. 이제 녹음실이라는 공간은 기껏해야 서  명의 논의와 잡담이 오

가는 공간으로 정의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연주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이었다. 혼자 할 수는 없었고 최소한 서  명은 함께 있어야 일이 

macrotrends.net)의 각 기업별 매출 데이터에서 각각 인용.

23)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아카이  빅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라이 ’라는 

단어의 연 어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세간의 인식은 간단하게 확인된다. 

1990년부터 SNS와 유튜 가 등장하기 이  시기인 1999년까지 된 아카이

 데이터를 기 으로 할 경우 ‘라이 ’와 연 성이 가장 높은 용어들은 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가창력’, ‘가수들’, ‘팬들’, ‘호 집’, ‘멀티미디

어’, ‘ 음악’, ‘합법화’ 등인데, 이는 모두 음악 분야에 련된 용어들이다. 

200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경우에는 SNS와 유튜  련 연 어들이 증

한다. 하지만 매체 그 자체로서의 상이 아닌 술 분야에서는 여 히 ‘가창

력’, ‘공연장’, ‘ 객들’ 등이 최상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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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 16> 사람들로 북 이는 1920년  미국의 녹음실 풍경
24)

(좌)과

1950년  한국의 녹음실 풍경(우)

진행되었다. 몇 사람이 같이 있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뭔가 막

하고 고독한 분 기가 연출되는 음악 공간이 되었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의 변화에 해 조  요란하게 표 하자면 ‘다수가 실시간으로 

업하는 선형 (linear) 시공간’으로부터 ‘소수가 단속 으로 의하

고 평가하는 비선형 (non-linear) 시공간’으로 그 심이 이동한 것이

라 하겠다. 음악  실천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세션맨(session man)25)들

의 활약 역시 두드러졌다. 세션맨들은 분할된 시·공간에서 높은 효율

성으로 음악 만들기에 참여했고 음악 로듀싱 과정에서 매우 요한 

인물로 두되었다. 하루는 기타만 녹음한다든지,  어느 하루는 드

럼만 녹음한다든지 하는 지극히 비선형 인 창작 과정이 녹음 공간의 

일상 인 풍경이 되었다. <그림 17>은 행 코딩 스튜디오의 지극

히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시  동일 공간인 <그림 16>과 

비교해 보면 직 으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음악이 만들어지는 

24) 1959년 스타 코드사의 가수 인 코드 취입 과정의 한 장면이다. 김형찬, 

<1960~1970년  음악의 결정  장면들>, 웹진나비(http://nabeeya.net), 

2015.10.15에서 인용.

25) 라이  무 나 음반 녹음에 비정규 으로 참여하는 연주자  가창자들을 일컫

는 용어다. 세션뮤지션, 스튜디오뮤지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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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녹음실 부스 밖의 일상 인 풍경(좌)과 

넓은 녹음실 안에서의 고독한 연주 경(우)

공간은 과거에 비해 훨씬 하고 때론 고독하기까지 한 풍경으로 

변모하 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이 거듭 등장하면서 음악

을 생산하는 공간에는 이제 서  명마 도 상시 으로 모여야 할 필

요가 차 어들게 되었다. 심지어 단 한 사람의 공간에서도 음악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DAW의 화와 더불어 

가상악기의 성능이 세션맨들의 활동 역을 할 만큼 충분히 훌륭

해졌기 때문이다. 작 도구가 개인화되면서 작·편곡 능력을 갖춘 

로듀서들은 비용이 드는 세션맨을 쓰는 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상악기를 작업 공정에 도입했다. 스튜디오 녹음 일정을 잡고 세션맨

을 섭외하고 멀리 있는 녹음실에 가서 제한된 시간에 작업을 마쳐야 

했던 과거에 비해 이는 매우 유용한 제작 환경이었다. 자기 편한 장소

에서 자기 편한 때에 음악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작자들은 

문  연주 능력과 무 하게 필요에 따라 당한 가상악기를 골라서 

세션 신 활용했다. 납품 마감을 제외하고는 시간 ·공간  제한으

로부터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단독 작업 공정의  수용을 통해 음악인들은 비용을 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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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상악기 도입이 가져온 음악 제작 방식 변화의 개념  시

만 아니라 많은 불편한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었다.

창작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연주자들을 만나는 신 독립된 공간에 

머물면서 가상악기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주자의 트

랙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나갔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발까지도 스스로 불었다. 고독했지만 

효율 이었다. 주거공간일 뿐이었던 아 트 공간도 슬그머니 음악 작

업실의 열에 합류했다. 인격으로서의 드러머가 연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 트에서 로그래 된 가상악기의 R&B 킥드럼은 헤비

메탈 연주자들의 드럼보다도 훨씬 임팩트가 강했다. 충분히 매혹되고 

독될 만했다. 그 결과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발표되는 음반의 숫자

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번화가의 합주실은 차례로 문을 닫아

야 했고 녹음실들은 업이 태로워졌다. 공동의 공간이 하나씩 자리

를 빼앗기는 사이 고독한 음악 공간은 그보다 더욱 빠른 기세로 역

을 확장해 나갔다.26)

26) 가상악기의 등장에 앞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세화합주실에서 Rock밴드 멤버로 

성장한 서태지가 미디(MIDI) 환경의 홈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서태지와 아이

들을 결성하고 스음악의 톱스타로 변신한 1992년의 사건은 이와 유사한 맥

락에서 단히 주목할 만한 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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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  시  서태지 작업실의 풍경(좌)과

40  시  서태지 작업실의 풍경: 혼자만의 고독 공간(우)

5. 고독 공간, 음악의 화수분

창작자의 인생에는 고독의 측면이 매우 부각되어 있다. 사유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나 철학과는  다르게 

선행 결과물들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의 독창성이 무엇보다 앞서 유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가 유명한 이의 정의를 빌어올 

필요도 없이 웹 검색에 ‘ 술’과 ‘고독’이라는 두 단어를 검색하면 수

도 없는 결과값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  유명인물들의 생

애를 술해 온 랑스 작가 로맹 롤랑(Romain Rolland, 1866~1944)은 

베토벤에 해 말하면서 “ 구보다도 심한 고독 속에서 천만인의 가

슴을 뒤흔드는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서술했다(폴

임, 2015). 베토벤 말고도 유명 음악인들의 생애에 고독이라는 수식어

가 따라붙는 것은 지극히 상투 인 상이다. 그러나 가상악기가 래

한 고독은 질 으로 경우를 달리한다. 악보로의 추상 과정이 종료되고 

나서 추상  악상이 음향  구 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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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도 고독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 창작자들이 창작의 

 과정을 고립된 공간에서 고독하게 수행해 나가는 음악  활동은 

DAW와 가상악기가 보편화되면서 만들어진 지극히 21세기 인 상

인 것이다. 

음악 창작 장에서의 이 고독한 체제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이

다. 그러나 고독한 체제를 부정 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역설 이

지만 고독한 음악 공간의 확장은 음악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악당이 별안간 어느 

장소에서 등장할지 상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제는 사방 어디에서 

음악인이 등장하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럽지만 멋진 시

가 되었다. 과거에는 음악인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

다. 아주 과거에는 장날 공터 혹은 양반, 인들의 사랑방 등지에서 

음악인이 등장하 고 그보다 가까운 과거에는 극장의 막간이나 권번 

같은 곳에서 등장하 다. 이후에는 미군 부 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

인이 나타났으며 청년 락커들은 합주실에서 등장하곤 했다. 비교  

근년에는 연 기획사 연습실과 번화가의 라이 클럽 등을 통해 음악

인들의 성장이 이루어져왔다. 돌이켜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표  가능한 음악의 범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음악  다양성은 

여러모로 보장받기 어려웠다. 공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로 갈수록 

고독 공간보다는 공동 공간을 통해 음악인이 성장하고 음악이 탄생해 

온 모습이다. 

하지만 가상악기의 시 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온갖 악기로 무장한 

은 음악인들이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도처’가 특

정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에서 가 등장할지 측할 수가 없다. 달랑 

컴퓨터 한 만을 가진 수많은 비 창작자들이 어느 가정의 뒷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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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공간에서 고독하게 무언가의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

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가상악기 시 의 도래는 고독한 공간 

는 고독한 뮤지션 공간의 탄생인 동시에 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음

악의 무수한 탄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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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rth of Solitary Musician Spaces:
A Study on the Heyday of Software Synthesizers

Software synthesizer has been innovating for over 20 years and have 

become a main character in the music authoring tool market. With the 

advent of software synthesizer, a new digital environment has arrived. 

The appearance of software synthesizer was a very important change for 

the musicians. Physical character extinction of musical instruments caused 

a great change in the realm of performance. Continuous innovation has 

been showing us the ability to surpass the real thing. This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musicians. With the advent of software synthe-

sizer, those who lacked the ability to play were given opportunities to 

play. It simply did not stay in the dimension of possibility. Nowadays 

many musicians are playing many instruments by their own performance 

in their own space. The musicians quickly responded to the innovation 

of software synthesizer to improve their musical perfection. Moreover, the 

breathing between them is still vigorously exchanged. The growth of soft-

ware synthesizer has made the space of musicians even more solitary and 

is expanding it without a break.

Keywords: Music authoring tools, Software synthesizer, Physical instru-

ments, Solitude space, Activation of music ma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