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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클래식 음악 듣기

❙강 정 원 교수 (고려대학교)

  1978년에 Burgles라는 영국 팝 그룹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
는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비디오의 범람으로 라디오를 주로 듣던 

음악 애호가들이 사라질 것을 예견한 음악이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레코드 가게들이 있었고, 찻집이나 다방에서 DJ가 음악을 

선곡해서 들려주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럴이 길거리를 즐겁게 하곤 했

던 것 같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즐길만한 음악은 거의 사라졌고, 볼거리

로 무장한 한류 스타 또는 걸그룹들이 거의 모든 매체를 장악해 버려서 음

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디오 시대의 스타들은 아련한 향수로만 남아 

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음악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의 생활은 음악에서 더 멀어져 가는 듯하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

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애호가들은 클래식이라든가 재즈 음악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해 가고 있

는데, 클래식과 재즈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일시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적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훌륭한 

취미로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몇 분들이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번 글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한 몇 가지 단순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론 필

자가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은 공돌이에 불과하고 사람마다 음악을 듣는 방식이 다르므로 엉터리라고 생각하거

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외한으로서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절대로-절대로-절대로 전집류의 클래식 음악 파일이나 

CD 컬렉션은 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수백에서 수천 장의 명반을 모아서 파일이나 

CD로 파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전집류를 피해야 하는 것은 음원의 품질이나 연주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묘한 심리 때문이다. 이런 전집류를 사고 나면 고시 공부를 하는 듯 모든 곡을 한 번씩 

들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투자한 금액도 생각이 난다. 음악은 감성적인 취미이다. 

자신이 곡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곡을 접했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한 곡씩 음반을 음미하면서 모으

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것이다. 어떤 강요나 강박관념은 절대 금물이다.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좋은 매체로서 클래식 FM을 권하고 싶다. FM에서는 좋은 곡의 명연주를 선곡하여 방

송해주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해설도 곁들여 있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클래식 FM을 들을 수 있는 앱

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별다른 부담 없이 일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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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집에 있는 동안 항상 틀어놓으면 그만이다. FM에서 벗어나 좀 더 음악을 찾아서 듣고자 하면 음악 소스로

서 디지털 음원, CD, LP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음원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번거

롭게 CD와 LP를 사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많은 명반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

쳐서 발표되었는데, 저작권의 시효가 만료된 음원들은 특별히 음반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저작권료가 부과

되지 않아서 시중에 저렴하게 유통된다. 클래식 음원 전문 사이트 고!클래식(goclassic.co.kr)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음원을 제공한다. 미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음원의 상태와 자신의 취향을 생각해서 선곡

하여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싸지만, 최근에 나온 음원은 저작권 때

문에 CD의 가격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다. 벅스(music.bugs.co.kr) 사이트는 고!클래식 사이트보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주로 가요와 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음원 처리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정보 음원에 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보량을 이전보다 

증가시켜서 한 곡을 저장하는데 수백 메가바이트를 차지하는 고해상도 음원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루버스(www.groovers.kr)에서, 해외에서는 HD tracks (www.hdtracks.com)에서 많은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음질은 훌륭하지만,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클래식 음악은 팝 음악과 비교하면 악기들의 소리가 섬세하므로 오디오 기

기에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를 이용하지 말

고 외장형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너무 음질이 나쁘면 음악 감상할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 모든 노이즈가 결합된 컴퓨터 내장 사운드 카드는 피해야 할 것이다. 찢어지는 오

케스트라의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 DAC와 앰프가 결합된 소형 기기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나

름대로 예산에 맞추어 투자해 볼만 하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DAC와 앰프가 분리된 기기를 구매하면 좋을 

것이다. 오디오 기기를 살 때는 귀와 가장 가까운 장치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즉,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어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앰프와 DAC는 약간 저렴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투자 대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다. 오디오 애호가들은 전체 예산의 약 50%를 스피커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래식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은 연주회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바쁜 현대

인의 생활에서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가벼운 연주회를 다녀오는 것은 취미 생활과 가족

의 화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 음악은 아무리 좋은 기기로 듣더라도 실황보다

는 못하다. 오케스트라 또는 성악, 합창의 섬세한 음향은 어떤 기기로도 100% 재생할 수 없다. 원음을 알아야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므로 주기적인 정화(귀 청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연주회에 가고자 할 때 몇 가

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평소에 익숙해진 음악의 연주회를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 어려운 음악의 

연주회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지루해지기 쉽다. 만일, 연주하는 곡 중에서 처음 듣는 곡이 있다면 인터

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먼저 공부를 해 보고 연주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클래식과 재즈 음악은 지난 30년 동안 항상 나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 가장 든든한 동료였다. 일할 때, 자동

차를 운전할 때, 비행기를 탈 때, 출장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등 언제나 좋은 벗이 되어 주었다. 다른 분들

도 그동안 많은 거장이 창조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