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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 론

속도의 시대, 속도의 소멸: 사라진 속주(速奏) 패왕

한찬희( 앙 학교 강사)

1. Intro

2. Verse

3. Chorus

4. Outro

1. Intro

록 음악 씬(scene)에서 한 시 를 풍미했던 기교  기타리스트, 일명 

속주(速奏) 기타리스트들이 사라졌다. 어도 록 음악 씬에서 속주는 

더는 찾아보기 힘들다. 록 음악으로 범 를 한정한 이유는 다른 장르

에서는 속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즈의 경우 비밥이라는 형식

에서 모든 악기의 연주자들이 앞다퉈 빠른 연주를 들려주고, 클래식은 

빠른 템포는 물론이고 느린 템포에서도 기승 결 구조로 빠른 악

(passage)이 등장한다. 이들에게 속주는 하나의 표  방법이자 연주 

는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technic)이다. 따라서 속주는 단순히 

한 시 를 풍미한 뒤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음악의 구성요소로서 채

택된다. 그러나 록 음악의 경우에서는 조  다르게 용이 되었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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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특정한 형식의 음악에서, 는 특정한 형식으로서 나타났고, 제

한된 음악에서만 사용되었다. 자가 바로크 메탈이라는 장르 고, 후

자는 펜타토닉 스 일(pentatonic scale)1)을 빠르게 연주하는 형태 다.

이러한 근으로 인해 록 음악에서는 속주의 용이 다양하지 못했

다. 그리고 속주가 음악과는 무 하며 특정 장르에만 용되는 기술로 

인식되었고, 펜타토닉 스 일을 빨리 치는 것을 속주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지배 이게 된 이유는 바로크 메탈

이 한 시 를 풍미했기 때문이다. 바로크 메탈은 고 음악의 모티 를 

차용해 연주하는 록 음악의 형식으로서 클래시컬한 멜로디, 스피디한 

개, 바이올린과 같은 빠른 템포의 기타 연주를 특징으로 한다. 무엇

보다 속주하기 용이한 음악이었고 펜타토닉보다 화려한 솔로 연주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에서 많은 연주자들이 바로크 메탈에 매료되었

다. 바로크 메탈 이후에도 펑키(funky)한 리듬을 가미하거나 재즈 인 

음계를 용해 연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클래시컬한 느낌으로 굳어

질 수 있는 속주 기타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어느 시 에서 흐름은 변했고, 그런 형식의 음악은 찾아보

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속주를 하는 록 기타리스트들이 아  사라지

지는 않았다. 외국의 경우 앨범 발매와 연주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이 

아직 있고 한국에도 속주를 주 무기로 하는 연주자들이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소  ‘씬’2)이라는 용어를 차용한다면—구체 으로는 록 음

1) 근음(root)을 심으로 옥타  이내에서 5음으로 구성된 음계. 모든 음악에서 

범 하게 이용되지만 재즈와 블루스에서 많이 쓰인다.

2) 특정한 지역이나 장르와 련된 음악  실천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여기에서는 

지역보다는 장르와 련된 음악  실천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하기로 한다. 

씬에 한 논의는 다음 을 참조. 이정엽, ｢홍  앞 인디음악 씬의 문화경제｣, 

 음악 6호, 한국 음악학회 펴냄, 한울, 2010,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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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씬—속주 기타리스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록 음악 

씬은 체 음악 씬에서 보면 역이 크지 않고 록 음악에서도 많은 

형식의 음악들이 각축을 벌 기 때문에, 바로크 메탈이 성기를 구가

했던 시 에도 속주 기타리스트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일은 없었

다. 다만 속주라는 표  형태가 연주자와 감상자 사이에서 공유되는 

경험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었음은 분명하다. 그 지만  시 에서는 

속주를 면에 내세우는 록 음악은 찾아보기 어렵다. 록 음악의 형

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 이고 힘 있는 리 (riff)3)도 찾아보기 어렵다. 

록 음악 씬이 변한 것이다. 

기술  요소가 요시되는 클래식이나 재즈와는 다르게, 록 음악은 

시 에 따라 유행에 따라 다른 틀을 가지고 규정되어왔다. 물론 다른 

장르의 음악도 시  배경에 따라 그를 표하는 틀로 음악이 규정

되기도 했지만, 빠른 연주 기술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았다. 기타라는 

악기가 아니더라도 “속주란 테크닉을 발 시키는 데 요한 기술이

며, 속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멜로디는 연주인의 실력을 확인시켜주는 

열쇠”4)라고 봤을 때 음악이 시 에 따라 변하더라도 기본  요소는 

변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음악이 변화를 거듭해갈 수 있는 

토 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주의 등장과 퇴장을 추 하고, 록 음

악 씬에서 속주라는 형식이 하나의 표 법이자 기본 요소로서 추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곡의 시작부분이나 노래가 나오는 부분에 일정한 멜로디 패턴을 가지고 반복 

연주되는 부분.

4) 이종철, ｢Slow & Speed｣, 뮤직랜드 1993년 6월호,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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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se

록 음악에서 속주의 범으로는 1978년 발매된 앨범 ≪Van Halen≫5)

을 들 수 있다. 밴드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은 라이트 핸드(right 

hand)6)라는 주법으로 석화 같은 이를 보여주었고, 이는 이후 

기타리스트들이 속주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에디 반 헤

일런의 뒤를 이어 스웨덴 출신의 잉베이 맘스틴(Yngwie Malmsteen)이

라는 기타리스트가 등장했는데, 잉베이 맘스틴은 속주를 면에 내세

워 속주 기타의 장을 열었다. 반 헤일런의 음악은 기타 연주가 독창

이기는 했지만 형 인 밴드 음악이었기 때문에 속주는 노래의 간

주(기타 솔로)에서 한두 소 씩 등장했다. 반면 잉베이 맘스틴은 밴드 

음악으로서는 드물게 보컬보다는 자신의 기타 연주에 을 두었고, 

클래식 음악을 차용해 빠른 연주를 들려주었다. 잉베이 맘스틴의 등

장 이후 바로크 메탈이라는 장르가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고 클래식 

음악의 멜로디와 속주를 목한 그의 연주는 속주 기타의 모범이 되

었다.

잉베이 맘스틴이 속주 기타 시 를 열게 된 기념비 인 앨범으로는 

≪Steeler≫(1983년), ≪Alcatrazz≫(1983년), ≪Yngwie Malmsteen’s Rising 

Force≫(1984년) 등이 있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장의 앨범을 통해

서 잉베이 맘스틴은 록 음악 씬에 바로크 메탈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제시했으며(물론 평론가들이 사후에 붙인 이름이다), 에디 반 헤일런 이후 

5) 반 헤일런은 에디 반 헤일런(Eddie Van Halen)과 그의 형 알 스 반 헤일런(Alex 

Van Halen)이 결성한 밴드.

6) 오른손으로 지 을 러서(때려서) 소리는 내는 연주 기법. 보통 태핑(tapping)으

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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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타 연주에 신을 일으켰다. 록 음악의 발 은 록 기타 연주 형식

의 발 과 그 궤를 같이해왔다. 왜냐하면 록 음악의 표 에서 기타는 

인 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컬리스트들의 를 듯한 

가창과 드러머들의 힘이 넘치는 강력한 드러 도 록 음악 형식에 많

은 향을 주었으나, 리 를 통해 곡 반을 리드하고 간에 간주 

형식으로 솔로를 하는 악기는 기타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록 기타의 

연주법이 에디 반 헤일런과 잉베이 맘스틴을 거쳐 발 하고 있었다. 

반 헤일런 이  기타 연주에서 신 인 인물을 꼽으라면 지미 헨드

릭스(Jimi Hendrix)를 들 수 있다. 헨드릭스의 경우 속주 형식으로 기타

를 연주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뛰어난 테크니션이었다. 음향 장비를 

히 이용해서 음을 넘어서는 연주를 들려주었으며, 재 기타리스

트들도 따라 하기 어려운 코드(chord)를 분해해서 구성한 리 와 펜타

토닉 스 일 심의 블루지한 솔로는 진취 인 것이었다.

록 기타 연주의 발 이라는 측면에서 지미 헨드릭스, 에디 반 헤일

런, 잉베이 맘스틴을 3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그 에서도 잉베이 

맘스틴은 많은 아류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지미 헨드릭스와 에디 반 헤일런의 

경우 솔로에서 펜타토닉을 주로 한 블루지한 연주를 들려주었고, 

잉베이 맘스틴의 경우 클래식 음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모닉 마이

(harmonic minor)7) 스 일을 솔로 연주에 격 으로 사용했다. 한 

스윕 피킹(sweep picking)8)이라는 기법을 통해 에디 반 헤일런이 태핑으

7) 화성학에서 i-V-i(Cm-G-Cm)의 진행을 보일 때 사용하는 음계. 보통 단조 음계는 

7음이 반음 낮은 b7(flat)이나 하모닉 마이  스 일은 이 7음을 반음 올려 사용한

다. 클래식 음악 외에도 단조 형식의 발라드에서 많이 사용된다.

8) 보통 악기는 을 연주할 때 아래 방향과  방향으로 교 로 하게 되는데, 

스윕의 경우는 한 방향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6번 에서 1번 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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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사한 코드 톤(chord tone)9) 연주를 확장시켰다. 이와 같이 하모닉 

마이  스 일과 스윕 피킹을 이용한 연주는 속주 기타의 범이 되

었고, 후  기타리스트들은 잉베이의 연주를 각기 용 는 응용해 

록 음악 씬에서 속주의 시 를 열게 되었다.

잉베이 맘스틴 이후로 등장한 속주 기타리스트들은 소  마이크 바

니(Mike Varney) 사단으로 불리는데, 마이크 바니라는 로듀서가 그들

을 발탁했고(잉베이도 마이크 바니가 데뷔시켰다) 그가 직  설립한 이

블인 쉬라 넬(Shrapnel)에서 앨범 활동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 이 사용되었다. 그들은 L.A. 지역을 거 으로 활동을 했고, L.A. 

메탈과 더불어 지역 록 음악 씬을 표했다. 잉베이 맘스틴 이후 마이

크 바니 사단의 주요 연주자로는 그  하우(Greg Howe), 데이비드 T. 

체스테인(David T. Chastain), 리치 코젠(Richie Kotzen), 마티 리드맨

(Marty Friedman), 비니 무어(Vinnie Moore), 제이슨 베이커(Jason Baker), 

조이 타폴라(Joey Tafolla), 토니 맥칼 인(Tony MacAlpine), 폴 길버트

(Paul Gilbert) 등을 들 수 있다. 잉베이 맘스틴의 후속 연주자들은 바로

크 메탈이라는 범주로 표 되지 않고 네오 클래시컬 퓨 (neo classical 

fusion)이라는 범주로 표 된다. 잉베이 맘스틴보다 조  더 진취 인 

사운드를 구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 헤일런의 태핑, 잉베이의 스 일과 테크닉을 모두 수용

했고, 거기에 자신들만의 색채를 더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즈 인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왼손의 핑거링도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깨끗

한 소리가 난다.

9) 3화음의 각 음을 연주하는 것. 반 헤일런의 경우 주로 한 에서 세 음(왼손 

두 음, 오른손 한 음)을 연주한 것에 비해 잉베이의 경우 6~1번 까지 이용하

기도 했고, 1~3번 을 반복 으로 이용하기도 해 코드 톤을 용하는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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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하기도 했고 동양의 음계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반 

헤일런으로부터 화된 속주는 잉베이 맘스틴을 거쳐 하나의 흐름

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쉬라 넬 이블에서는 연

주자들의 슨 비디오를 발매해 기타 지망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

도 했다. 그 즈음 국내에서도 속주 기타리스트들이 활동을 했는데, 

‘디오니서스’의 배재범(1989년),10) 이 석(1992년), ‘미스테리’의 안회

태(1993년), ‘사하라’의 인재홍(1993년), 최일민(1994년) 등이 화려한 기

교와 인상 인 멜로디를 들려주었다. 배재범은 부산을 표하는 기타

리스트 고, 인재홍은 인천, 그리고 나머지 연주자들은 서울을 근거

로 활동했다.

한국의 록 음악 씬이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음악이 

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서구의 기타리스트들과 비교하더라

도 등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들은 잉베이 맘스틴과 그 후속 연주

자들의 연주를 충분히 습득했으며 한국에서도 속주가 가능하다는 것

을 몸소 보여주었다. 안회태의 경우 잉베이 맘스틴이 1992년에 내한

했을 때 같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지 도 이들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공연을 

하든 앨범을 발매하든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기는 했다. 다만 당시에는 

최소한 그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월간지가 한두 개 정도 있어서 동서

양 록 음악의 흐름을 비교는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 와 상황이 

바 었다. 록 음악도 변했다.

10) 호 안의 숫자는 첫 번째 앨범 발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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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orus

속주 기타리스트들은 1990년  반을 기 으로 사라지는데, 이는 

서구와 한국에서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  하드록 시 를 거치

고 1980년  MTV와 헤비메탈의 시 를 지나면서 록 음악 씬이 포화 

상태가 되었고, 기획 상품처럼 쏟아지는 앨범들은 애호가들의 심을 

끌지 못했다. 메탈리카(Metallica)와 건스 앤 로지스(Guns N’ Roses)라는 

공룡 같은 존재의 출 은 록 음악 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주었고, 그들의 성기와 함께 록 음악의 시 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등장한 바나(Nirvana)는 단순한 코드 진행으로 거칠

면서도 공격 인 사운드를 들려주었고, 얼터 티 (Alternative)라는 장

르로 단숨에 음악팬, 특히 록 팬들을 사로잡았다. 바나의 음악은 

1970년  후반 하 문화  실천이었던 펑크(punk)의 후 다. 그

들보다 더 쿨한 모습으로 더 진취 인 사운드로 룸펜 청년들을 변

하듯 록 음악 씬에 등장했다.

바나 이 의 록 음악이 소  이론을 공부해야 하고 연주 기법을 

연마해야 하는 음악으로 표상되고 이론과 기교라는 형식미를 추구했

다면, 바나의 음악은 이론과 기교가 필요 없는 형식미를 복시키는 

음악이었다. 수려한 멜로디도 완성도 높은 곡의 구성도 기타 솔로도 

필요가 없었다. 서  개의 코드로 리 가 만들어졌고, 말하는지 부르

는지 애매하게 읊조리는 보컬은 가창력을 따져볼 범주를 넘어섰고, 

의지만 있다면 구나 록커가 될 수 있는 음악이 등장했다. 록 지망

생들은 어렵게 음악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 기타 지망생들은 MI 

(Musicians Institute)11)나 버클리(Berklee)12)와 같은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코드 몇 개만 익히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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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음악—좁게는 록 음악—은 문가의 역에서 의 역으로 넘

어왔다. 1990년  반 바나를 심으로 한 얼터 티  음악, 소  

그런지(Grunge)13) 음악이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기존의 락커들도 그런

지 사운드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건스 앤 로지스는 소리 없이 사라

졌고 메탈리카는 새 앨범을 냈지만 평론가들과 팬들로부터 혹평을 받

았다. 한국에서도 홍  인근 록 클럽에서 펑크 밴드와 얼터 티  밴

드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으며,14) 정통 헤비메탈 사운드를 들려주었

던 시나 도 그런지한 색채를 수용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분명해진 

은 속주가 불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런지는 속주를 수용할 음악이 

아니었고 속주 기타리스트들의 연주도 더는 팬들의 귀를 자극하지 못

했다.

11) 할리우드에 있는 2년제 음악 교육 기 . 보컬과 각종 악기 그리고 뮤직비지니스 

과정이 있다. 국내 록 팬들에게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가 수학한 곳으로 더 

유명하다. 한국에도 MI 출신의 뮤지션들—특히 기타리스트—이 많다.

12) 보스턴 지역에 있는 음악 단과 학. 정식 이름은 Berklee College of Music. 작곡, 

연주, 로듀싱 등 다양한 공이 있으며, 4년 과정으로 학사학  로그램과 

문가 로그램을 운 한다. 단 4학기 등록을 하고 평  2.0 이상으로 48학  

이상을 이수할 경우 2년 과정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버클리에

서 운 하는 개별 로그램도 아니고 단축과정도 아니다. 단지 2년 과정을 

수료했다는 확인서 형태다[버클리 학 홈페이지(www.berklee.edu) 참조]. 한국

의 많은 뮤지션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와 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3) 이 의 헤비메탈 씬이 L.A. 지역을 심으로 형성되었다면 그런지는 시애틀을 

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펑크와 같이 공격 이고 반항 이기도 했지만 

다소 어둡고 우울했다. 높게 세운 머리, 쇠사슬, 가죽 옷이 펑크 룩이었다면 

그런지는 빈티지한 룩으로 표되기도 한다. 바나, 펄 잼(Pearl Jam), 사운드 

가든(Sound garden) 등이 그런지 사운드의 주요한 멤버들이다.

14) 드럭(Drug)이라는 클럽과 그곳에서 활동한 크라잉 넛(Crying Nut)과 로우 

키친(Yellow Kitchen)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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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지의 시 는 오래가지 않았다. 1994년 4월 8일 바나

의 리더 커트 코베인(Kurt Cobain)은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했

다.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는 곡으로  세계를 그런지 사운드

로 열 하게 한 주인공이 사라졌고, 그런지 씬에서 커트 코베인을 

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지는 그 게 5년 남짓한 시간을 보내

고 사라졌다. 물론 이후에도 얼터 티  혹은 그런지로 표되는 음악

들이 많이 나왔지만 바나만큼의 괴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연주가 

심으로 한 기교  음악이 다시 오지도 않았다. 바나 이후로 록 

음악을 수용하는 팬들은 뮤지션의 연주력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

다. 그 다고 음악 으로 퇴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술에서 진보

(발 )와 퇴보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르네상스 미술이 세시  

미술에 비해 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고  이집트 미술이 그리스의 

것보다 열등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일한 미  이상이라는 

기 은 존재하지 않고 시 에 따라 일정한 흐름과 법칙을 갖기 때문

이다.

우리는 여기서 알로이 리 (Alois Riegl)의 술의지(Kunstwollen)15) 

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리 은 다양한 시  양식을 알려주는 

술  의지, 충동, 의도라고 하는 의미의 술의욕이라는 개념을 제

시했다.”16) 이 개념은 술양식의 변화를 [ 술]의지와 연결시켜서 설

명한다. 즉 한 시 의 양식은 의지에 따라서 변화한다. 인간은 자기 

외부와 계를 맺고 이 계성 속에서 외부 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15) 술의욕으로도 번역된다. 사 으로 의욕과 의지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인용되는  외에는 술의지로서 표기한다.

16) 민주식, ｢리 의 미술사와 미술이론｣, 미술사학 9, 미술사학연구회, 1997,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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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부 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의지이며 외  계라는 규정 속

에서 의지가 발생한다. 이 외  계는 동시 에 공유되는 감각의 구

조나 사회·문화  경험, 넓게는 철학  배경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술 표 은 동시 에 공유되는 술의욕에 의해 변화한다. 이로 인해 

술은 역사  성격을 부여받으며 “단일한 패러다임과 제한된 미  

기 들로부터 탈피”17)할 수 있다.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 표 은 음악 의지와 연 시켜 풀어 

볼 필요가 있다. 속주 표 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속주 의지가 없기 때문

이다. 의지박약이 아니라 의도 으로 는 공유된 문화  경험에 의해 

비의도 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고  이집트 화가들이 상을 

평면 으로 표 한 이유는 신체의 리얼리즘  반 을 몰랐다든가 그

리는 기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시 의 표 의지가 그러했기 때문이

다. 속주 표 도 1970년  록 씬에서는 지배  양식이 아니었다. 1970

년 를 거치며 하드 락의 표 방식이 차 빠르고 강력하게 변모하면

서 1980년  헤비메탈 양식이 되었고, 이 안에서 속주 의지가 발 되

었다. 1980년  속주는 기타리스트들의 의지로서 등장한 양식이다. 

속주 표  의지가 속주를 1980년  록 음악 씬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했다. 물론 1980년  록 음악 씬 체가 속주 의지로 넘쳐나지는 않았

다. 1980년  록 음악 씬은 L.A. 메탈, 스래시(thrash) 메탈, 정통 헤비

메탈이 패권을 다투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군의 속주 /기교  기타리스트들이 L.A. 지역을 심

으로 진 을 구축하고 있기도 했다. 이 게 봤을 때 1980년  록 음악 

씬은 다원주의 경향을 포용했고, 당시는 록이라는 양식을 하나의 의지

17) 같은 ,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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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규정하기 힘든, 그 게 할 이유도 없는 시기 다. 그런지 시 를 

거치면서 술의지는 명확하게 변화했다. 테크닉은 이제 더는 술의 

합리  활동이 아니다. 테크닉의 자리에는 기계가 들어갔다. 그런지 

시 가 지나고 1980년 와 같은 의지는 다시 오지 않았다. 바나 이

후에는 역시 바나의 아류들이 생겨났고 록은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들의 의지는 1980년 의 그것과는 달랐으며 기술 (technical) 의지

는 기술의(mechanical) 의지가 되었다. 1990년 라는 시 의 흐름이 

1990년 의 음악을 규정했다. 술에서 진보(발 )과 퇴보를 말할 수 

없듯이 음악에서도 진보와 퇴보를 말할 수 없다. 시 의 음악 의지가 

음악 양식을 규정할 뿐이다.

4. Outro

모든 록 기타리스트들이 바로크 메탈을 지향할 이유도 속주를 할 

이유도 없다. 음악 양식과 표 은 다양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음악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지만 역설 으로 속주 양식은 사라

지고 있다. 는 속주 의지가 사라졌다. 음악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시 에 속주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조  더 높은 감각의 집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집 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공

유할 수 있다면 그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감각 비(非)집 의 

고착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세시  신이라는 정신이 술의

지의 심에 놓 고, 인간이 그 자리를 체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

다. 음악의 흐름이 지성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지만 그보다는 빨리 

변한다. 그런지 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시 에서 1970년  록 음악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6(KST)



속도의 시 , 속도의 소멸: 사라진 속주(速奏) 패왕_한찬희  167

의 여명이, 1980년  록 음악의 부흥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매체가 인간의 감각을 체하게 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 , 아무래도 부정  망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트워크가 역화

되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 가 되었

고, 미디어는 지식을 매개하고 집단화시켰다. 지식은 개인의 의지로서 

추구되지 않고 미디어가 생산한다. 미디어에 속하면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식 의지는 미디어 의지가 되고 개인의 경험으로서 

지식은 미디어가 체한다. 음악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음악은 가상의 

공간에서 경험되면서 물리  공간의 경험을 체 혹은 소멸시켰다. 매

개된 경험은 직  경험의 아우라를 괴하고 경험 의지를 변화시킨다. 

겨우 몇  만에 음악은 손 안에서 재생되고 사라진다. 주의 깊게 경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8마디의 리 를 듣고 16마디의 노래를 듣고 

다시 여러 마디의 솔로를 들을 수 있는 인내력의 경험이 사라졌다.

1970년  록 음악에 비해서 1980년  록 음악의 호흡은 빨라졌고 

MTV로 인해 시각화되었다. 1970~1980년  록 음악에 기승 결이라

는 형식과 구성의 미덕이 있었다면, 1990년  록 음악은 이 의 형식

을 변화시켰다. 가령 1996년에 발매된 RATM(Rage Against The Machine)

의 ≪Evil Empire≫에 수록된 <Bulls On The Parade>의 경우 코드 두 

개와 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구성이 나쁘

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지 않을 술의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1990년

 표  방식이 심화하면서 2000년을 맞이했고 새 천년의 록 음악은 

랩(rap)과 힙합(hip-hop)의 요소를 차용했다. 여기서 기계류는 독자  

역으로 구성된다. 과거 기타 연주의 표 을 확장하기 해 기계류가 

사용되었다면 2000년  소  랩 메탈에서는 기계 사운드가 음악의 

한 구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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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십여 년이 흘 다. 사회·문화  요소가 디지털로 수렴되

어가는 시 에 음악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술의지로 표 될지

는 측하기 어렵다. 흥미로운 은 록 음악 씬이 수십 년 동안 변화무

했던 반면, 재즈와 클래식에서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 물론 재즈도 스윙, 비밥, 쿨, 퓨  등의 장르 형식을 거쳤고, 클래

식의 경우 고 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라는 표  형식의 변화를 겪

었다. 그 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연주자들의 연주력이다. 연주력

은 그러한 형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토 이다. 록 음악의 경우 장르라

는 형식 변화와 연주력의 변화가 격하다. 가령 하드록과 펑크의 연

주력 차이는 상이하다. 펑크에서 란한 기교를 보여  필요는 없지

만, 연주자라면 연주력 향상을 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 의 술 양식을 규정하는 술의지와는 다른 차원이다. 회화에 

있어서 소묘가 가장 기본이 되듯이 록 음악에서도 기 인 테크닉에

서 심화된 테크닉까지 연마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음악의 기본이 되

어야 한다. 이제 다시 올 속주 패왕을 기다려본다. Messiah will co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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