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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2000 ‘ ’(Hauntology) 

체적 특성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그 동시대적 의의를 , 

파악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혼톨로지라는 용어는 본래 유령론 으로 번역되는 데리다 의 ‘ ’ (Jacques Derrida)

후기 철학 개념으로 마르크스주의라는 뚜렷한 정치적 맥락에 기반한 것이다 그, . 

러나 영국의 몇몇 비평가들은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로 샘플링 및 편집하고 아

날로그 매체 특유의 음향을 드러내는 한 음악 경향이 데리다의 개념과 일부 호

응한다고 보았고 이 음악 경향에 혼톨로지 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음악은 최신, ‘ ’ . 

의 경향인 만큼 아직까지 분명한 장르로 구분되거나 명확히 정의되기는 어렵지

만 여러 학술 문헌 및 비평에서는 이 음악 경향의 중요한 특징으로 매체와의 관

련성을 지목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음악가들로는 더 케어테이커. (The 

더 포커스 그룹 벨버리 폴리Caretaker), (The Focus Group), (Belbury Poly), 

더 어드바이저리 서클 등이 제시되며 이들은 모두 세(The Advisory Circle) , 20

기의 아날로그 음반을 샘플링해서 디지털로 편집하고 아날로그 음반의 재생과정

에 수반되는 특유의 노이즈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적 속성이 혼재된 이러한 창작과정은 궁극적으로 이 음악의 

매체성 에 주목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미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첫‘ ’ , . 

째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오늘날 디지털 음악 문화의 맥락 속에서 과거적인 

것으로 코드화된 아날로그 음반을 샘플링하며 그 노이즈를 주된 음향적 장치로 

사용함을 통해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둘째로 이 음악에서 아. , 

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되는 필수불가결한 소

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리재료로 사용된다 나아가 이 노이즈는 단순히 음향적 차. 

원에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회고적 시선을 통해 , 

구성된다는 전제하에 아날로그의 노이즈는 디지털 매체가 상실한 아날로그 매체

만의 아우라를 가상적으로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혼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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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음악 경향은 기존의 음반이 가지고 있었던 충실도 탈시간 탈공간이라는 , , 

기본적인 가치들을 위배하며 아날로그 음반이라는 사물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청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매체적 특성은 음. 

반 매체가 연주의 기록물을 넘어서 고유한 예술 형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음악

적 표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매체적 특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미학적 가치를 살펴본 이 연구는 동시대와 과거의 음악문화가 어떻게 서로 호응

하고 나아가 오늘날 아날로그 음반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 

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혼톨로지 음악 경향 더 케어테이커 고스트박스 음반사 샘플링: , , , , 

아날로그 음반 디지털 음악 문화, 

학  번 : 2014-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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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후 음악은 유형 의 매체에서 벗어나 이진 , ( )有形

코드 로 구성된 무형의 디지털 음원 파일 형태로 기록되었(binary code)

다 디지털 음원 파일에서는 물질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유형 매체의 결. 

함이 극복되었고 나아가 파일을 저장할 컴퓨터상의 공간이 충분하다는 전, 

제하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은 유형 매체는 물론이고 아. , 

날로그를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년대 무렵 영국에서는 혼톨로지2000 , ‘ ’(Hauntology)1)라 불리는 

한 음악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음악 경향을 이루는 구성 사례에서. 

는 세기에 발매된 아날로그 음반20 2)이 샘플링3)되고 샘플링된 음반은 동, 

시대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편집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 

음악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발매된 낡은 아날로그 음반의 음향과 유사하‘ ’
다 즉 디지털로 구현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아. 

날로그 매체의 물질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음악에서 청취 . 

1) 혼톨로지 는 본래 데리다 의 철학 개념으로 철학  (Hauntology) (Jacques Derrida) , 

분야에서는 유령론 또는 유령학으로 번역된다 이 논문에서는 번역의 실정에 맞추어 . 

데리다의 철학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유령론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 ’ . 
음악 경향을 지칭할 때는 이를 혼톨로지라고 나타낼 것이다 한 음악 경향을 유령론 . ‘
음악 또는 유령학 음악으로 번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 ’ . ,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최성민 번역 작업실Simon Reynolds, : , (『 』

유령 에서는 이를 혼톨로지 음악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번역, 2014) ‘ ’ . 

의 부자연스러움을 피하고 선례에 따르기 위해 이 음악 경향을 혼톨로지라고 표기‘ ’
한다 이 음악 경향의 명명과정에 대해서는 장의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II 1 . 

2) 포노그래프 회전 레코드 회전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을 기록하는  , 78 , 45 , LP, , CD 

다양한 매체가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 음반이라고 통칭하는 대상은 이러한 유형의 . ‘ ’
매체들이며 파일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의 매체는 이름 그대로 지칭한다, mp3 .

3) 샘플링이라는 단어는 주로 세 가지 용례로 쓰인다 첫째 아날로그 파형의 진폭을 일 . , 

정한 시간 단위로 측정해 디지털 값을 만드는 것 둘째 음악에서 음반 속의 음, , 
들을 하나씩 미디 로 바꾸는 것 셋째 음반 속에서 인지할 수 (single notes) (MIDI) , , 

있을 정도의 부분을 뽑아오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음. 

반을 인용한다는 의미인 세 번째 정의이다. David J. Gunkel, Of Remixology: 
Ethics and Aesthetics after Remix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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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아날로그적 속성은 디지털 음원이라는 청취 매체와 불일치하며 동, 

시에 과거를 환기시킨다 궁극적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는 디지털과 아. 

날로그가 재료와 창작방식 음향 청취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재되어 , , 

있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이러한 특징은 몇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아. 

날로그 음반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 음악 경향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 두 요소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아가 디지털 중심? 

의 동시대 음악문화에서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는 음악 경향은 어떻게 해

석되고 무엇을 시사하는가 필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적 속성이 뒤섞여 , ? 

나타나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체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 .

그런데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매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톨로지 음. 

악 경향 자체에 대한 논의 또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시도된 혼. 

톨로지 음악 경향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개별적 특성을 단편적으로 다루거

나 이 음악을 과거지향적인 동시대 음악문화의 한 구성사례로 진단한 정도, 

이다.4) 그러나 혼톨로지 음악 경향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디지 

털 테크놀로지와 아날로그 음반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다층적인 , 

매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 

타나는 아날로그적 특성을 일부 언급하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음악 경향이 과거지향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는 . , 

근본적인 원인 역시 이 음악의 매체성과 연관되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대한 근거는 다소 불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체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 음악의 매체적 특성은 음악 그 자체뿐만 아니. 

라 오늘날 디지털 매체 시대에 기술로 인해 변화한 예술과 기술의 관계 그, 

4)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최성민 번역 작업실유령Simon Reynolds, : , ( , 『 』

2015), 303-402; Mark Fisher, “The Metaphysics of Crackle: Afrofuturism 

and Hauntology,” Dancecult: Journal of Electronic Dance Music Culture 5/2 
(2013), 42-55; Jamie Sexton, “Weird Britain in Exile: Ghost Box, Hauntology, 
and Alternative Heritage,” Popular Music and Society 35/4 (2012), 56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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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문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톨로지 . 

음악 경향은 동시대 음악문화 속에서 음반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 ’
과도 깊게 맞닿아있다 쿡 이 주목하듯 혼톨로지 음악 경. (Nicholas Cook) , 

향에서 사용되는 샘플링 기법은 우리가 음악에 바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 [

하는 음악을 듣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노는 것이 된 음악 혁명] 

의 시작점”5)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한 징후이다 나아가 샘플링은 최근 저. 

작권법부터 독창성에 관한 미학적 문제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음반이라는 매체에 의존해서 . , 

창작되어 연주가 불가능하고 구체음악 과 같이 녹음(Musique Concr te)è
된 소리의 재생을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작품의 새로운 ‘ ’
존재 형식을 보인다 이렇듯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동시대 음악문화의 쟁점. 

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체적 특성에 . 

관한 논의는 한 음악 경향에 대한 고찰을 넘어서 동시대 음악문화를 이해,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을 년대 무렵에 영국에서 등장한 2000

아날로그적 특성과 디지털적 특성이 혼재된 음악으로 전제하고 이 음악의 , 

매체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혼톨로지 음악 경향을 ‘ ’ .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이 음악에서 아날로그 음반이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 

편집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체적 .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미학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

적인 목적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혼톨로지 음악 경. 

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날로그 음반이라는 이전 세대의 매체에 대한 동시대

의 음악적 응답을 면밀히 고찰할 것이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대 음, 

악문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시각을 던져줄 것이다. 

5) Nicholas Cook, “Ghost in the Machine,” in Beyond the Score: Music as 
Performance 쿡은 하모(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48. 
닉스 뮤직 시스템의 공동설립자인 알렉스 리고풀로스 의 말을 인용(Alex Rigopulos)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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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톨로지 음악 경향이란 무엇인가II. ?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세 가지 관점에 

의한 개념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혼톨로지라는 이 . , ‘ ’
음악 경향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고찰이다 본래 데리다의 철학개념인 . 

혼톨로지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객관적인 음악적 특성을 가리킬 ‘ ’ , 

수 있는 말도 아니다 또한 이 용어는 특정 인물의 주도로 명명되었다. , ‘ ’ . 

따라서 이 음악 경향의 어떠한 특징이 데리다의 철학과 호응하는지 그리고 , 

어떠한 명명 과정을 거쳤는지 등 개념 자체를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년대부터 널리 . 1980

사용되기 시작한 샘플링 기법을 창작방법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샘플링 기. 

법과 더불어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몇몇 아이디어는 일찍이 20

세기 초반부터 등장했던 아날로그 매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일련의 음악과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체를 이용한 창작방식은 혼. , 

톨로지 음악 경향의 존재 방식 등 본질적인 차원에도 깊게 관여한다 따라. 

서 역사적으로 매체를 이용한 창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떤 , 

특성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음악 경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사례다 혼톨로지라는 음악 . 

경향이 형성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악의 일반적 특성은 

아직 엄밀하게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이 경향에 대. 

한 논의와 사례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이 음악 경향의 주요 음악가와 음반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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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톨로지의 개념1. ‘ ’

혼톨로지라는 단어는 데리다의 유령론‘ ’ (프랑스어 영어: hauntologie : 

hauntology)의 영문으로 이는 년에 발표된 데리다의 후기 저작 마르, 1993 『

크스의 유령들 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데리다는 마르크스가 이미 사망했. 』

고 그의 사상이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크스

의 글과 사상이 세계에 유령처럼 남아서 떠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데. 

리다는 존재론을 넘어서는 유령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마르크스의 유령, 

이 왜 나타나는지 출몰한 이 유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논, 

했다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유령론과 관계하는 다양한 개념과 앞으로 . 

세계가 나아가야 할 윤리적 정치적 방향에 관한 주장이 등장했다 즉 유령, . 

론은 이러한 데리다의 정치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6) 

데리다의 유령론은 뚜렷한 정치적 맥락에 기반을 둔 논의임에도 불구하

고 유령이라는 특수한 존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 영화 퍼포먼스 예‘ ’ , , 

술 시각문화 등 여러 장르에서 유령이 등장하는 작품에 대한 분석의 틀로 , 

사용되어왔다.7) 한편 음악 분야에서 유령론이 작품 분석의 틀로 사용된 경 

6) 진태원 해체의 정치철학으로서의 유령론 철학과 현실 , “ ,” 1997/12 (1997), 289. 『 』 

7) 타 분야에서 데리다 유령론이 적용된 대표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문학: Helen 

Sword, “Modernist Hauntology: James Joyce, Hester Dowden, and 

Shakespeare’s Ghost,”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41/2 
한용(1999), 180-201, 재 햄릿 의 유령과 데리다, “ ,” 『 』 Shakespeare Review 46/4 

(2010), 843-863, Graham Fraser, “’No More than Ghosts Make’: The 
Hauntology and Gothic Minimalism of Beckett’s Late Work,” Modern 
Fiction Studies, 46/3 (2000), 772-785, Vilashini Cooppan, “Hauntologies of 
Form: Race, Genre, and the Literary World System,” Gramma: Journal of 
Theory and Criticism 12 (2005), 71-86..
영화: Mark Fisher, “What Is Hauntology?” Film Quarterly 66/1 (2012), 
16-24, Mark Fisher, Ghosts of My Life: Writings on Depression, 
Hauntology and Lost Futures (Hampshire: Zero Books, 2013).
퍼포먼스: Diana Taylor, “’You Are Here’ The DNA of Performance,” The 
Drama Review 46/1 (2002) 149-169, Diana Taylor, “Dancing with Diana: A 
Study in Hauntology,” The Drama Review 43/1 (1999), 59-78, Elyse 

Pineau, “Haunted by Ghosts: Collaborating with Absent Others,” 
International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5/4 (2012), 459-465.
시각문화: Kevin Tavin, “Hauntological Shifts: Fear and Loath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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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년 무렵 이 개념은 한 음악적 흐름을 지, 2004-5

칭하기 위한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명명을 주도한 이들은 영국과 . 

미국에서 활동하는 음악비평가 사이먼 레이놀즈(Simon Reynolds, 

와 영국의 문화학자 마크 피셔 이다1963-) (Mark Fisher, 1968-2017) . 

이들은 영국에 기반을 둔 몇몇 음악가의 작업이 세기 초에 발매된 오래20

된 음반을 편집하고 특정한 노이즈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유령적인 분위기‘ ’
와 으스스한 음향을 구현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데리다의 유령론과도 일‘ ’ , 

부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서 이 음악에 혼톨로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초기에 이들은 개별 음악가에 대한 짧은 기록이나 비평에서 이후에는 단행, 

본이나 논문 등 학술 연구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레이놀즈와 피셔는 각자 그들의 저작에서 이 명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다 먼저 레이놀즈는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의 장 흘. : 10 ‘『 』

러간 미래의 유령 샘플링 혼톨로지 매시업에서 이 음악과 그 명명 과정: , , ’
을 상술하며 먼저 기존의 음반을 인용하는 샘플링과 녹음의 근본적인 속성, 

을 언급한다 그는 타인의 음반을 재료로 삼아 음악을 만드는 샘플링 방식. 

에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익숙해졌지만 사실 녹음과 그 녹음의 일부만을 

선택해 창작의 재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이함이 있다고 주장한다.8) 그는  

샘플링과 이 방식을 사용하는 여러 음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같은 방, 

식으로 만들어지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혼톨로지는 평론가 마크 피셔와 내가 년 무렵 더 포커스 그“ 2005

룹 벨버리 폴리 어드바이(The Focus Group), (Belbury Poly), 

저리 서클 등 고스트박스 소속 아티스트와 그 (Advisory Circle) 

동료인 모던트 뮤직 문 와이어링 클럽(Modant Music), (Moon 

Popular (Visual) Culture,” Studies in Art Education 46/2 (2005), 

101-117, Susan Hegeman, “Haunted by Mass Culture,” American Literary 
History 12/1-2 (2000), 298-317.

8)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녹음은 최 Simon Reynolds, : , 303-305. “『 』

초로 사람 목소리를 산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했다 샘플링은 녹음에 내재한 초. [...] 
자연적 성질을 배가한다 샘플링된 콜라주는 일어난 적 없는 음악적 사건을 창. [...]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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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로 영국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느슨한 네트워Wiring Club) 

크를 가리키는 데 쓰기 시작한 말이다 내가 혼톨로지에 이. [...] ‘ ’
끌린 건 대체로 그 말이 고스트박스를 다루기에 편리했기 때문이

다 로지는 초과학적 소리를 엄숙하게 연구하는 실험실을 연상. ‘~ ’
시켰다 그러나 고스트박스와 동료 음악인이 벌이는 작업에는 데리. 

다의 개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데리다는 아카이브의 유. [...] 

령 같은 속성을 이야기한다 고스트박스의 음악에는 흔히 퀴퀴하게 . 

먼지 낀 아우라 마이크 파월이 표현한 대로 되살아난 박물관 같, ‘ ’ 
은 분위기가 있다 또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녹음의 환영 같은 . 

측면을 전면에 드러내곤 한다.”9)

레이놀즈가 제시한 명명의 근거는 이 음악이 녹음과 샘플링의 본질적인 

기이함을 잘 드러내며 이 음악이 으스스하거나 유령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는 것이다 그는 이 음악에 데리다의 개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 ‘ ’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철학적 맥락을 배제한 채 유령이 출몰한다는 뜻, 

의 와 학문 분야를 뜻하는 를 합성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haunt’ ‘-logy’
로 보인다. 

한편 마크 피셔는 논문 탁탁하는 소리의 형이상학 아프로퓨쳐리즘과 “ : 

혼톨로지”(The Metaphysics of Crackle: Afrofuturism and Hauntology)
의 한 부분에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과 데리다의 유령론을 보다 직접 연결

시키기를 시도한다 피셔는 근본적으로 음반으로 음악을 들을 때 연주자가 . 

눈앞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유령적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는 음반을 통한 청취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 

잘 느낄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음반의 청취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 

존재와 현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에 기이하거나 유령적이

라고 부를 만한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피셔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서 음반 표면의 탁탁하는 소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목하며‘ ’ , 

이 소리가 음반이라는 존재를 음향적으로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 ’
통해 감상자가 음반 자체의 유령적 속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근거를 

9) Ibid., 31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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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나아가 그는 그 소리가 유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데리다의 유. ‘ ’
령론을 이루는 현전의 형이상학과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있다“ ”(time 
is out of joint)10)에 대한 논의를 또 다른 근거로 삼는다 .11) 

데리다의 유령론에서 존재의 형이상학은 어떤 것이 눈앞에 현존하지 않

아도 그것이 유령처럼 출몰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존재하지 않아도 현존‘ ’ , 

할 수 있다는 현상은 음악에서 실황연주와 음반의 관계에 대입된다 본래 . 

신체에 귀속된 목소리가 음반에 녹음됨으로써 연주자의 신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셔는 실황연주와 음반의 이 . 

관계가 유령적인 속성을 드러내며 근본적으로 녹음기술에 내재된 이 속성, 

이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들리는 아날로그 음반 특유의 노이즈로 인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다.12)

또한 시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존과 존재의 불일치는 시간이 이음, , ‘
매에서 어긋난 것이다 데리다에게 이미 죽은 사람의 유령이 현재에 출몰’ . 

한다는 것은 시간이 본래의 흐름에서 벗어난 현상이다 그는 이로 인해 시. 

간의 방향성이 혼란스러워지고 역사의 목적론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았, 

다.13) 피셔는 이미 죽은 음악가의 연주를 음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난 현상을 마찬가지로 실황연주와 음반의 ‘ ’ 
관계에 적용한다.

레이놀즈와 피셔가 혼톨로지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은 세부적인 면에

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개념적 경계는 이. 

10) 마르크스의 유령들 에서 데리다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에 등장하는 유령과 유령에  『 』 『 』
대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말을 언급하며 유령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나간다 시간이 . ‘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 역시 그 중 하나며 유령론 논의에서 이 말은 중요하’ , 
게 사용된다 데리다는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의 원문인 . ‘ ’ ‘time is 

를 영어로 직접 명시하며 햄릿 의 불어 번역본들을 대조하며 이 말out of joint’ , 『 』

의 가장 정확한 번역을 시도한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역자 진태원이 최종적으로 .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이 논문에서도 이를 따른다‘ ’ , .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번역 서울 그린비Jacques Derrida, , ( : , 2014), 52.『 』

11) Mark Fisher, “The Metaphysics of Crackle: Afrofuturism and Hauntology,” 
48.

12) Ibid., 45.

13) 마르크스의 유령들Jacques Derrida, 『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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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독립적인 장르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지는 않다.14) 하지만 이 

러한 정의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레이놀즈와 피셔가 이 명명 과정에서 중요, 

하게 언급하는 음악적 특징은 동일하다 이 음악이 기존 음반의 샘플링으로 . 

만들어진다는 점 샘플링된 음반의 편집을 통해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한, 

다는 점 아날로그 음반 특유의 노이즈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바로 , 

그것이다 나아가 이 특징은 모두 음반이라는 매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따. . 

라서 혼톨로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매체성이 이 음악경향의 중‘ ’ ‘ ’
요한 특징으로 지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음악 경향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혼톨로지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 음악의 특성 중 일부는 데리다의 유. 

령론과 호응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 음악의 특성 전체가 관계하, 

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데리다의 유령론에서 다루고 있는 . 

주제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을 포함한다 따라서 데리다. 

의 유령론으로 이 음악 경향 전체를 설명할 수 없고 이 음악 경향의 맥락, 

과 유령론의 맥락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혼톨로지라는 개념은 이 음악에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레이놀즈와 피셔가 이 음악을 혼톨로지라 

명명한 이후 이 용어는 언론과 음악비평지 단행본 학술논문 등 다양한 매, , 

체에서 수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혼톨로지 음악 . 

경향을 이루는 음악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체와의 연관성과 그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미학적 특성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이름의 적. 

절성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수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 음악 , 

경향을 지칭할 때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4) 그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를 혼톨로지 음악 경향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욱 적절 ‘ ’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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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2.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녹음기술의 발명 이후 나타났던 매체를 사용해 만

들어진 음악과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년 미요. 1920 (Darius 

와 바레즈 가 음반Milhaud, 1892-1974) (Edgard Varese, 1883-1965)

의 재생속도를 변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15) 녹음 기술을 연주의 , 

기록이 아니라 창작의 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은 일찍부터 구상되어왔고 그,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그라모폰무지크 와 구체음악(Grammophonmusik)

이었다.

년 베를린에서 힌데미트 와 토흐1930 (Paul Hindemith, 1895-1963)

는 녹음매체를 작곡의 수단으로 이용해 연주의 (Ernst Toch, 1887-1964)

기록이 아니라 기계 고유의 특성을 지닌 음악인 그라모폰무지크를 발표했

다 힌데미트는 네 옥타브의 노래 를 . < >(Gesang ber 4 Oktaven, 1930)ü
만들었는데 이 곡은 힌데미트가 직접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노래와 

그 변주로 배 빠른 속도 혹은 의 속도로 재생된 작품이었다 토흐는 , 2 1/2 . 

말해진 음악 을 작곡했고 이 중 세 번째 < >(Gesprochene Musik, 1930)

작품인 지리적 푸가 는 합창단이 발음하기 어려운 ‘ ’(Geographical Fugue)
장소 이름들을 대위적으로 아카펠라로 노래 혹은 말 하는 것을 녹음한 작( )

품이었다 토흐의 지리적 푸가는 연주가 가능했지만 힌데미트의 네 옥. ‘ ’ , <

타브의 노래는 음반이 작곡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음반 없이>

는 감상할 수 없었다.16) 그라모폰무지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품들은  

년에 베를린에서 발표된 힌데미트와 토흐의 작품이 유일하나 마크 카1930 , 

츠는 그 이전에도 음반이 중요하게 작곡의 도구로 쓰인 경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17)

15) Hugh Davies, “A history of sampling,” Organised Sound 1/1 (1996), 9.
박재록 대중음악에서의 음악 샘플링 기법 분석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한국대( , “ ,” -

중음악학회 공동주관학술대회 소리가 매체를 만났을 때 기술 복제 이데올로기‘ : , , ’
의 자료집 쪽에서 재인용31 .)

16) 소리를 잡아라 허진 번역 서울 마티Mark Katz, , ( : , 2006), 156-160.『 』

17) Mark Katz, “Hindemith, Toch, and Grammophonmusik,”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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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년 파리에서 셰페르는 실제 소리 혹은 일상생활 속의 구체적인 1948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직접 자르고 이어붙이는 구체음악을 만들었다 이. 

는 악보로부터 연주로 옮겨가는 기존의 과정과 달리 소리로부터 그 구성“
으로 이어지는 것”18)이었다 즉 구체음악은 악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추상적. 

인 음을 악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소리를 

녹음하고 이 녹음한 소리를 재구성해 만든 음악이었다 이 과정에서 셰페, . 

르는 소리를 다양한 속도로 재생하거나 거꾸로 재생하고 한 부분을 계속해, 

서 반복하는 등의 편집방법을 사용했다 한 예로 그는 다섯 개의 소음 연. , <

습곡 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에는 기차 >(Cinq tudes de bruits, 1948)é
소리 장난감을 움직이는 소리 타악기 소리 피아노 소리 소스 팬을 쳐서 , , , , 

나는 소리 노래 말 하모니카 소리 등을 녹음하고 녹음된 소리를 편집하, , , , 

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철도 연습곡. < >(Etude aux Chemins de 

에서는 바티뇰 역을 지나가는 기관차 소리를 녹Fer, 1948> (Batignolles) 

음해 이를 리드미컬하게 편집 및 구성했고 셰페르는 감상자가 이 소리가 , 

즉각적으로 환기하는 구체적 사물을 넘어서 이 소리 자체의 질감과 음색을 

느낄 수 있기를 원했다.19)

그러나 셰페르는 후에 구체음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음악이 혁명적이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것은 분명하나 결과물이 , 

과연 음악적인가라는 문제를 맞닥뜨린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직면한 후 ‘ ’ . 

그는 구체음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20) 음악 자체도 이전만큼 많, 

이 창작하지 않았다 그라모폰무지크와 구체음악은 그 매체적 흥미로움에도 . 

Musicological Research 20/2 (2001), 163, 165.
18) Francis Dhomont, “Schaeffer, Pierre,”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
년 월 일 접속bscriber/article/grove/music/24734. 2015 12 11 . 

19) Carlos Palombini, “Machine Songs V. Pierre Schaeffer: From Research 

into Noises to Experimental Music,” Computer Music Journal 17/3 
(1993), 15.

20) 셰페르는 년 구체음악의 발상지가 된 스뛰디오 데쎄 를 만 1942 ‘ ’(Studio d’Essai)
들고 년에 이 단체의 이름을 구체음악 연구 그룹51 ‘ ’(GRMC, Groupe de 

로 변경하나 이후 년에 이 명칭을 음악 Recherche de Musique Concr te) , 58 ‘è
연구 그룹 로 다시 변경한다’(GRM, Groupe de Recherches Musicales) .



12

불구하고 흐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체음악의 방법론을 사. 

용하여 녹음된 음악을 작품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작품21)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그라모폰무지크와 구체음악 이후에 매체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음악이 

곧바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 . 

년대에 이르러 대중음악 분야에서도 매체가 중요한 창작의 도구로 자리 80

잡기 시작했다 음반을 인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 

힙합 장르에서는 기존 음반의 한 부분을 샘플링해서 이를 계속 (hip-hop) 

반복하고 그 위에 랩 을 더하는 식으로 음악을 구성했다고 기존 음반(rap) , 

의 트랙을 새로운 순서로 재구성해 재생하는 음악도 나타났다 음DJ . DJ 

악에서는 스크래치(scratch)22) 등 음반 재생에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수반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예는 이미 발매된 생산품으로서의 음반을 조작하. 

는 것으로 그라모폰무지크와 구체음악에서 작곡의 도구로 녹음매체를 사용, 

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기본적으로 샘플링은 아날로그 매체에서도 사용할 . 

수 있는 기법이었으나 디지털 음원이 주된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그 기법

의 가능성이 더욱 크게 확장되었다.

디지털 기반의 음악문화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니콜라 부리오

에 의해 포스트프로덕션 이라는 (Niccola Bourriaud) ‘ ’(post-production)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설명된 바 있다 부리오는.  디지털 문화에서는 이

미 있었던 과거의 산물을 다른 맥락에서 재생산하는 것은 기존의 차용이나 

혼성 모방 그리고 패러디와 다르게 훨씬 더 새로운 재생산의 (pastiche), 

맥락 속에서 여겨진다고 보았다 부리오는 이미 상품화되어 통용되고 기호. 

화된 산물을 창작에 활용하는 포스트프로덕션 창작자들에 주목했고 이들을 , 

세미오노츠 기호항해사 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했다(Semionauts, ) .23)

21) 스티브 라이히 의 비가 올거야 (Steve Reich, 1936-) (It’s Gonna Rain, 1965), 《 》
카이아 사리아호 의 론 줄리아 울프(Kaija Saariaho, 1952-) (Lohn, 1996), 《 》

의 릴링 을 비롯하여 녹음된 음악과 연주(Julia Wolfe, 1958-) (Reeling, 2012)《 》

가 결합된 작품들이 수록된 뱅온어캔 의 앨범 필드 레코(Bang on a Can) <
딩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있다>(Field Recordings, 2015) . 

22) 턴테이블 위에서 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긁어서 소리를 내는 기법이다 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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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녹음매체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제품

으로 완성된 음반까지 창작의 재료가 되었다 기술의 발달은 녹음된 소리의 . 

편집을 더욱 용이하게 했고 특별히 컴퓨터의 발달과 디지털 문화는 그 확

산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음반이 지녔던 가치는 . 

단순히 기록물을 넘어서 점차 새로운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 .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전례들과 각각 다른 공통

점 차이점을 지닌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과 구체음악은 녹음된 소리를 편, . 

집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공유하지만 구체음악의 재료는 녹음된 소리 혼, ‘ ’, 
톨로지 음악 경향의 재료는 타인의 음반이라는 점이 다르다 음악과 ‘ ’ . DJ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타인의 음반이라는 창작의 재료를 공유하지만, DJ 

음악에서는 때로 퍼포먼스적 요소가 수반되고 음반의 트랙들을 적절한 맥

락으로 재배치해서 긴 시간 동안 재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혼톨로지 음

악 경향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위의 차이점들로 인해 혼톨로지 . 

음악 경향은 매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른 음악들과 구별점을 갖는다. 

23) 포스트 프로덕션 시나리오로서의 문화 예술은 세상을 어떻게 Niccola Bourriaud, : , 『

재프로그램 하는가 정연심손부경 번역 서울 그레파이트 온 핑크? , ( : , 201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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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음악가와 음반3. 

현재까지 학술 문헌 및 전문적 비평에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으로 언급된 

음악가는 더 케어테이커 더 포커스 그룹 벨버리 폴리 (The Caretaker), , 

어드바이저리 서클 문 와이어링 클럽 모던트 뮤직 에어리얼 핑크, , , (Ariel 

베리얼 윌리엄 배신스키 필립 젝Pink), (Burial), (William Basinski), 

보즈 오브 캐나다 포지션 노멀(Phillip Jeck), (Boards of Canada), 

힌터랜드 조니 트렁크(Position Normal), (Hinterland), (Jonny 

로 총 명이지만 문헌에 따라 저자가 소개하는 음악가들은 세부Trunk) 14 , 

적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문헌. 24)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아래의 음악가들과 그들의 주요 음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4) 섹스턴은 “Weird Britain in Exile: Ghost Box, Hauntology, and Alternative 
Heritage”에서 더 포커스 그룹 벨버리 폴리 더 어드바이저리 서클 힌터랜드 모던, , , , 

트 뮤직 문 와이어링 클럽 더 케어테이커 조니 트렁크를 레이놀즈는 레트로마니, , , , 『
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에서 보즈 오브 캐나다 포지션 노멀 윌리엄 배신스키: , , , 』

모던트 뮤직 문 와이어링 클럽 더 어드바이저리 서클 더 포커스 그룹 벨버리 폴, , , , 

리 에어리얼 핑크 더 케어테이커를 피셔는 , , , “The Metaphysics of Crackle: Afr
에서 에어리얼 핑크 윌리엄 배신스키 필립 젝 베리ofuturism and Hauntology” , , , 

얼 더 케어테이커 그리고 고스트박스 음반사를 혼톨로지 음악으로 제시한다, , . 

음악가 음반 제목

더 케어테이커

(V/Vm)

Selected Memories From The Haunted Ballroom (1999)

A Stairway to the Stars (2001)

We’ll All Go Riding On a Rainbow (2003)
Theoretically Pure Anterograde Amnesia (2005)

Additional Amnesiac Memories (2006)
Deleted Scenes / Forgotten Dreams (2007)

Persistent repetition of Phrases (2008)
An Empty Bliss Beyond this World (2011)
Patience (After Sebald, 2012)
Everywhere at the End of Tim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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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케어테이커는 영국 태생으로 본명은 제임스 커비(James Kirby)25)

이다 더 케어테이커라는 이름은 영화 샤이닝 의 주인공 . ‘ ’(Shining, 1980)
캐릭터였던 잭 토렌스 의 극 중 역할인 호텔의 임시 관리(Jack Torrance)

인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의 첫 작업은 영화 샤이닝의 배경인 오버룩. ‘ ’
호텔에서 들렸을 법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다 더 케어테이(Overlook) ‘ ’ . 

커는 호텔의 으스스한 분위기와 텅 빈 무도회장 출몰하는 유령 등에서 아, 

이디어를 얻었고 호텔의 무도회장에서 그 영화의 시점보다 훨씬 더 옛날에 , 

연주되었을 법한 곡들26)을 선정 후 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

기 시작했다 이는 이를테면 오버룩 호텔의 무도회장이라는 공간에 남아있. 

는 가상의 음악적 기억을 추적하는 작업이었고 샤이닝의 역시 샘플‘ ’ OST 

링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알 보울리 나 러스 모간. (Al Bowlly) (Russ 

25) 그는 레이랜드 커비 더 스트레인저 라 V/Vm, (Leyland Kirby), (The Stranger)
는 이름으로도 음반을 발매한다.

26) 영화 샤이닝은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 잭 토렌스의 사망 후 그가 가운데에 찍힌  ‘ ’ , 

한 단체사진으로 끝난다 년대에 개봉된 이 영화는 개봉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 1980
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나 마지막 컷의 사진에 적힌 연도는 년으로 영화의 이, 1921

야기가 더 이전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 포커스 그룹

고스트박스( )

Sketches and Spells (2004)

Hey Let Loose Your Love (2005)

Focus Group (2006)

We Are All Pan’s People (2007)
The Elektrik Karousel (2013)

벨버리 폴리

고스트박스( )

The Willows (2004) 

The Owl’s Map (2006)
From an Ancient Star (2009)

The Belbury Tales (2012)

New Ways Out (2016)

더 

어드바이저리 

서클

고스트박스( )

Mind How You Go (2005)

Other Channels (2008)

As the Crow Flies (2011)

From Out Here (2014)

표 < 1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주요 음악가와 음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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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켐프 앤디 커크 등의 가수들이 Morgan), (Hal Kemp), (Andy Kirk) 

노래했던 년대의 무도회장 음악을 주로 샘플링했고 일부는 샘플링1920-30

된 원곡과 동일한 제목을 사용했다.27) 그 결과 아주 낡은 음반을 재생하거 

나 기억 속에 어렴풋하게 남겨진 음악을 상상하는 듯한 음악이 만들어졌고, 

이는 첫 앨범 귀신들린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억< >(Selected Memories 

으로 발매되었다From the Haunted Ballroom, 1999) .

나아가 더 케어테이커는 기억상실을 주제로 이론적으로 순수한 전향성 <

기억상실 추가>(Theoretically Pure Anterograde Amnesia, 2005), <

로 상실된 기억들 을 발매했>(Additional Amnesiac Memories, 2006)

다 이 앨범들의 수록곡에서는 선율이 분명히 인지되지 않으며 아날로그 음. 

반의 재생과정에 수반되는 특유의 노이즈가 음향적 전경에 자리 잡고 있으

나 아주 드물게 귀신들린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억 에서 샘플링한 것과 유< >

27) 영국에서 음반의 저작권은 공식적으로 발매되거나 라디오 재생 등 어떤 식으로든  
대중에게 알려졌을 경우 발매일 발표일로부터 년간 유지된다 더 케어테이커가 / 70 . 

샘플링하는 년대의 음반은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를 1920-30

자유롭게 샘플링하고 종종 제목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https://w
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pyright-in-sound-recordings/copy

right-in-sound-recordings 년 월 일 접속, 2016 11 25 )

그림 < 1 좌 귀신들린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억 앨범 커버> : < > 

우 이론적으로 순수한 전향성 기억상실 앨범 커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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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종류의 음악이 희미하게 들린다 더 케어테이커의 음악에서는 사라진 . 

공간 잊힌 기억 등 더 이상 현재에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것들이 , 

주된 주제로 다루어진다.

더 포커스 그룹 벨버리 폴리 더 어드바이저리 서클은 음반사 고스트박, , 

스의 소속 음악가들이다 고스트박스는 텔레비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 

로 그들은 스스로를 평행한 세계의 잊힌 음악적 역사를 탐험하는 음악가, “
들을 위한 음반사”28)라고 설명한다 년에 만들어진 이 음반사의 설립. 2004

자는 줄리안 하우스 와 짐 주프 로 하우스는 (Julian House) (Jim Jupp) , 

더 포커스 그룹 주프는 벨버리 폴리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발표하고 있다, . 

이외에도 힌터매스 파이 코너 오디오(Hintermass), (Pye Corner 

더 패턴 폼즈 로즈 더 사운드캐Audio), (The Pattern Forms), (Rooj), 

리어즈 도 고스트박스에 소속되어 있다(The Soundcarriers) .

고스트박스의 소속 음악가들은 주로 년대에 발매된 라디1950-70 BBC 

오포닉 워크숍29)의 결과물로 나온 음반이나 방송이나 영화의 배경음TV 

악으로 나왔던 음악 효과음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음악 초기 신디, , 

사이저 사운드 샘플을 담은 음반 등 다양한 종류의 음반을 샘플링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0)

대표적인 예로 더 포커스 그룹의 앨범 네 사랑을 놓아줘< >(Hey Let 

에는 영국에서 년에 방영된 시리즈 Loose Your Love, 2005) 1973-79 TV 

년의 년의 ‘The Tomorrow People’, 71-73 ‘Follyfoot’, 69-74 ‘The 
에 쓰인 부수 음악이 샘플링되었다Clangers’ .31) 벨버리 폴리의 앨범 버 <

28) “Ghost Box is record label for a group of artists exploring the misrem

embered musical history of a parallel world.” http://ghostbox.co.uk/, 
년 월 일 접속2016 11 15 . 

29) 영국의 방송사 에 설립되었던 음향 연구소이자 제작소이다 년에 설립되 BBC . 1958

었으며 전자음악의 실험과 에서 사용될 음향효과를 위한 음악 제작이 이루어졌TV
다. ‘The BBC Radiophonic Workshop, http://www.bbc.co.uk/music/artis

년 월 일 접속ts/39f0d457-37ba-43b9-b0a9-05214bae5d97, 2016 4 29 .

30) Jamie Sexton, “Weird Britain in Exile: Ghost Box, Hauntology, and 
Alternative Heritage,” 561-565.

31) http://ghostbox.co.uk/press-archives/hey-let-loose-your-love-the-focus-

년 월 일 접속group/, 2016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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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나무 에는 년에 실린더에 녹음된 영국 링컨셔의 >(Willows, 2004) 1908

포크 가수 조세프 테일러 의 노래 (Joseph Taylor) ‘Bold William 

가 샘플링되었고Taylor’ 32) 어드바이저리 서클의 앨범 몸 조심해, < >(Mind 

는 년대의 공보 영화How You Go, 2010) 70 (Public Information 

들을 기반으로 작업되었다Films) .33) 또한 어드바이저리 서클의 앨범 다 , <

32)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Simon Reynolds, : , 303; http://ghost『 』

box.co.uk/press-archives/review-of-the-willows-by-belbury-poly-and-our

년 월 일 접속oborindra-by-eric-zann/, 2016 11 6 .
33) http://ghostbox.co.uk/press-archives/mind-how-you-go-revised-edition-t

년 월 일 접속he-advisory-circle/, 2016 11 6 .

그림 < 2 상단 좌 네 사랑을 놓아줘 우 버드나무 앨범 커버> : < >, : < > 

하단 좌 몸 조심해 우 벨버리 이야기 앨범 커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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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채널 의 수록곡>(Other Channels, 2008)  ‘Mogadon Coffee 

Morning’, ‘Everyday Electronics’ 벨버리 폴리의 앨범 벨버리 이야, <

기 의 수록곡 >(Belbury Tales, 2012) ‘Starhazy’, ‘The Geography’, 
에는 영국 억양이 두드러지는 말소리‘My Hands’, ‘Unforgotten Town’

가 샘플링되었다 고스트박스의 소속 음악가들은 대부분 원곡과 다른 제목. 

을 쓰고 샘플링된 원곡을 밝히지 않는다.

제이미 섹스턴 의 연구에 따르면 고스트박스는 전반적(Jamie Sexton) , 

으로 전후 영국의 문화적 유산을 깊이 탐구하며 음반사 자체의 (post war) –
성격이 곧 혼톨로지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면모를 보여준다 고스트박스의 . 

음악가들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로질러서 과거를 부활시키고 역사적 궤적

을 추적한다 그들이 동경하고 갈망하는 대상은 바로 영국 옛 사회 특유의 . 

덜 변덕스러운 분위기 한결같았던 과거다, .34)

고스트박스의 소속 음악가들 중 이 글에서 살펴보는 더 포커스 그룹 벨, 

버리 폴리 더 어드바이저리 서클의 전반적인 음악적 분위기는 유사하나, , 

창작의 재료 면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더 포커스 그룹은 사운드트. 

랙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반들을 샘플링하며 샘플링된 부분은 서, , , 

로 중첩되고 이어 붙여지지만 그 이음새는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는다 벨버. 

리 폴리는 초기 신디사이저 사운드 샘플을 사용해서 선명한 음향의 전자음

악을 만들기도 음반을 샘플링하고 편집해서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 

들어내기도 한다 어드바이저리 서클은 주로 오래된 신디사이저 사운드 샘. 

플을 이용해서 선율적인 음악을 만들고 그의 음악 중 일부에서는 년, 1970

대의 전자음악에 가까운 음향이 나타난다.35) 이들의 음악 중 더 포커스 그 

룹의 음악 전반 그리고 벨버리 폴리의 음악 중 다수에서 아날로그 음반 매, 

체의 노이즈가 자주 나타난다.

34) Jamie Sexton, “Weird Britain in Exile: Ghost Box, Hauntology, and 
Alternative Heritage,” 561-565.

35) Ibid.,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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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창작방식III. 

일반적으로 음반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음악작품이 만들어지기 위

해서는 작곡 연주 녹음 음반 발매라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 , , .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창작 과정에는 작곡 연주 녹음 과정이 생략되어 있, , 

다 그 이유는 아래의 그림 처럼 이들은 타인이 이미 만들어놓은 음반. < 3> , 

을 샘플링하기 때문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타인의 음반 안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이

를 어떻게 샘플링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창작의 출발점이다 샘플링되는 . 

대상은 주로 아날로그 음반이며 음악가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 발매된 음반, 

의 수록곡을 샘플링한다. 

샘플링할 부분이 정해진 후에는 이에 대한 다양한 편집이 이루어진다. 

녹음된 매체를 편집하는 방법에는 특정 부분을 자르고 새로 이어붙이는 등 

아날로그 음반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과 본래 음반에 없던 소리를 삽입하

거나 작은 소리를 인위적으로 증폭하는 등 디지털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모두 종합적으. 

로 사용하여 샘플링된 음반을 편집한다 또한 이 편집된 음악에 아날로그 . , 

음반의 노이즈가 삽입 혹은 증폭되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작곡  연주  녹음  →  →  → 음반  

혼톨로지    

음악경향의   

창작과정

  ↓

샘플링

  ↓

편집 

  ↓

음반  

그림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창작과정 도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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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1. 

일반적으로 기존 음반의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을 샘플링이라 지칭한

다.36) 샘플링되는 부분은 드럼 비트 선율의 클라이막스부터 말소리 노이 , , 

즈 등 비음악적인 소리37)까지 매우 다양하며 샘플링되는 그 길이 역시 경, 

우에 따라 모두 다르다 샘플링된 부분의 사후 편집 방식은 크게 샘플링한 . 

부분을 원곡과 동일하게 그대로 재생하는 것 그리고 샘플링한 부분을 변형, 

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도 샘플링은 음악가 그리고 개별 곡에 따라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더 케어테이커는 주로 년대의 가요 음. 20-30

반에서 선율부분이나 전주를 샘플링해서 그대로 재생한다 또한 샘플링한 . 

부분을 루핑(looping)38)하는 것으로만 곡을 구성하거나 한 곡 전체를 그

대로 샘플링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더 포커스 그룹 벨버리 폴리 더 어드. , , 

바이저리 서클은 주로 년대에 발매된 음반을 샘플링한다 이들의 1950-70 . 

음악에서 샘플링된 부분이 그대로 루핑되는 경우는 드물고 더 작은 요소로 , 

분절되어 재조합되는 쵸핑(chopping)39)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혼톨로지 음악은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는 다른 음악40)보다 

샘플링된 음반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샘플링된 부분 . , 

외에 새로운 소리재료가 전혀 추가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혼톨로. 

지 음악 경향에서는 샘플링된 음반이 음악의 한 구성요소나 부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창작의 직접적인 기반이 된다. 

36) 샘플링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음악을 샘플 기반 음악이라고 부 (sample-based) 

르기도 한다. 

37) Joseph G. Schloss, Making Beats: The Art of Sample-Based Hip-Hop, 
2nd Editio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14), 34-35,

38) 샘플링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법을 뜻한다 .

39) Joseph G. Schloss, op. cit., 98, 106.
40) 대표적인 예로 힙합의 랩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음반의 한 구간을 샘플링해 베이 

스 비트로 사용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음악적 요소인 랩을 얹는 식으로 구성한다 즉 . 

랩 음악에서 샘플링된 음반은 음악의 한 구성요소로써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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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된 음반의 편집2.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샘플링된 음반을 루핑하거나 쵸핑한 후 이 샘

플링된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한다 이들은 음원을 거꾸로 재생하. 

고 재생속도를 바꿔서 음고나 속도 음색을 바꾸고 녹음된 소리들을 겹쳐, , , 

서 재생하는 오버더빙 등 녹음된 소리를 변환하는 여러 (over-dubbing) 

방식을 사용한다.41) 이에 더하여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인위적으로 소 

리를 더욱 오래 울리게 하는 리버브 음정을 자동으로 보(reverbration), 

정하거나 편집하는 오토튠 등 컴퓨터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auto tune)

는 기법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사례와 샘플링된 원곡을 살펴보며 대

표적인 편집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곡의 특성에 따라 음 으로 기. (note)

보가능한 경우에는 오선보를 전체적인 음향의 변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프, 

로그램 오디오스컵트‘ ’(AudioSculpt)42)를 통해 분석한 소노그램43)을 사

용한다.

41) 녹음된 소리를 변환하는 이 방법들은 일찍이 구체음악에서부터 시도되어왔다 구체 . 

음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Pierre Schaeffer, A la recherche d’u
ne musique concr te è (Paris: ditions du Seuil, 1952), É Christine North   

and John Dack translated, In search of a concrete music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aul Griffiths, “Musique Concr te,” è
Modern Music and After, 3rd Ed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
10), 18., Simon Emmerson and Denis Smalley, “Electro-acoustic music,”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08695. 

년 월 일 접속     2016 10 10 .
42) 오디오스컵트 는 이르캄 에서 개발한 음향 분석 및 편집  ‘ ’(AudioSculpt) (IRCAM)

프로그램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버전은 버전이다3.2.7 . 

43) 소노그램은 소리 신호를 주파수 시간 강도의 세 차원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표현물 , , 

이다. (“sonogram,” Collins English Dictionary, Complete & Unabridged 
2012 Digital Edition 소노그램을 .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2012.) 

사용한 분석은 소리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보여줄 수 없고 필자가 개별적으로 접근, 
하는 악음과 노이즈 리버브 역시 소노그램 분석 상으로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 

그러나 혼톨로지 음악가들이 샘플링한 원곡은 주로 세기 초중반에 발매된 음반들20

로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노이즈나 리버브 에코 등 부수적인 효과음이 거의 삽입되, , 
어있지 않다 이에 소노그램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샘플링된 원곡을 분석할 . 

경우 일반적인 악기로 연주가능한 악음이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전제한다, .



23

루핑 1) 

더 케어테이커의 앨범 인내 제발트를 따라서< ( )>(Patience (After 

Sebald), 2012)의 수록곡 모든 것이 감소하는 찰나이다‘ ’(Everything is 
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음반on the Point of Decline) 《 》 44) 중 강가 ‘

에서 의 전주를 샘플링하고 이를 루핑한 것으로 전주’(Auf dem Flusse) , 

의 단순한 화성진행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모든 것이 감소하는 찰나이. ‘
다는 총 분 초이며 강가에서는 연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총 ’ 2 33 , ‘ ’
분 초 분 정도가 소요된다 슈베르트의 강가에서의 전곡이 분이라3 30 -4 . ‘ ’ 4

고 보았을 때 더 케어테이커는 약 에 불과한 앞의 짧은 전주만을 샘플1/24

링했지만 분 초 동안 이 부분만을 반복한다 아래의 그림은 슈베르트, 2 33 . 

의 가곡 전체와 더 케어테이커의 트랙 전체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더 케어테이커의 음악에서는 아날로그 음반 특유의 노이즈가 매우 , 

증폭되어 있어서 피아노 전주와 매체의 노이즈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다 아래의 그림 . < 6>45)은 슈베르트의 곡을 그림 은 케어테이커의 곡, < 7>

44) 더 케어테이커가 인내 제발트를 따라서 를 작업할 때 사용한 겨울나그네 음반 < ( )> 《 》 
은 년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에 발매된 겨울나그네 앨범은 독1927 . 《 》 

일의 성악가 리하르트 타우버 의 음반이 있으나 더 (Richard Tauber, 1891-1948)

케어테이커가 누구의 음반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45) 더 케어테이커가 사용한 음반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년에 발매된 타 1927

우버의 음반 역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림 의 소노그램은 이안 < 3>

보스트리지 가 노래하고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Ian Bostridge) (Leif Ove 
가 피아노를 연주한 음반 년 의 음원을 사용했다 연주자에 Andsnes) (2004 , EMI) . 

따라 음악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슈베르트 가곡의 소리구조 자체는 동

그림 슈베르트 강가에서 구조 < 4> - ‘ ’ 

그림 < 5 더 케어테이커 모든 것이 감소하는 찰나이다 구조> ‘ ’ – 



24

을 소노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는 부터 까지 표시되어있고 . 0 10000

좌우 채널로 나뉘어 있다2 . 

한 부분을 동일하게 번 루핑하는 것은 마치 재생기계가 한 음악의 일14

부만을 구간 반복하는 것과 유사한 음향이고 일반적으로 한 트랙의 일부만

을 구간 반복할 때는 그 반복기점이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모든 것. ‘
이 감소하는 찰나이다에서는 낡은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가 매우 강하게 ’
드러난다 이 노이즈는 트랙 안의 한 지점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균질한 . 

음량으로 재생되는 매체 표면의 소리이기 때문에 트랙의 일부가 기계적으

일하며 또한 앞의 약 초간의 피아노 전주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10

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음반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그림 < 6 슈베르트 강가에서 소노그램> ‘ ’ – 

그림 < 7 더 케어테이커 모든 것이 감소하는 찰나이다 소노그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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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반복기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인내 제발트를 따라서 는 모두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를 녹음한 음< ( )> 《 》

반을 샘플링해 만들어진 앨범이지만 곡을 제외하고는 노래가 나오지 않는 2

전주 간주 후주 등을 모든 것이 감소하는 찰나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루, , ‘ ’
핑하고 노이즈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와 유사하게 더 케어테이커의 앨범 이 세계 너머의 공허한 축복< >(An 

의 수록곡 이 세계 너머의 공Empty Bliss Beyond this World, 2011) ‘
허한 축복’46)에서는 레이톤과 존스톤 의 색칠된 (Layton & Johnstone) ‘
인형의 결혼식’(The Wedding of the Painted Doll)47)이 샘플링되었다. 

원곡의 전주에 등장하는 한 선율은 더 케어테이커의 곡에서 계속 반복된다. 

이 곡의 bpm48)은 이나 더 케어테이커는 이 세계 너머의 공허한 118.60 ‘
축복에서 원곡을 으로 보다 느리게 재생하며 샘플링한 부분’ bpm 100.32 , 

을 총 네 번 반복한다 하지만 인내 제발트를 따라서 의 수록곡과는 달리 . < ( )>

이 곡에서는 반복될 때마다 아주 짧게 모든 소리의 재생이 멈추고 다시 처

음으로 되돌아간다 이 트랙의 기계적인 반복은 이것이 음반으로 만든 음. ‘
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이렇듯 루핑 기점을 분절적으로 드’ . 

러내는 다른 곡으로는 더 포커스 그룹의 활동과 스케일‘ ’(Activity and 
과 춤 원자 가 있다Scales) ‘ & ’(Danse&Atoms) .

46) 동일한 트랙이 같은 앨범의 번째 트랙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12 . 

47) 콜롬비아 음반사에서 회전 셸락 레코드로 년에 발매된 음반이다 78 1929 . 

48) 음악의 빠르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의 약자이다 , ‘Beats Per Min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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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핑2) 

더 포커스 그룹의 음반 스케치와 스펠< >(Sketches and Spells, 2004)

의 한 트랙 은 브루노 니콜라이 ‘Verberation Exp’ (Bruno Nicolai)의 음

반 음향의 차원 이미지와 상상력을 위한 음악< 2 >(Dimensioni Sonore 2–
Musiche per l’immagine e l’immaginazione, 1972)– 49)의 한 트랙 

합리적인 을 샘플링한 것으로 더 포커스 그룹은 녹음된 선율‘ ’(Razionale) , 

을 음 단위로 자르고 이를 재조합한 뒤 음색을 변형한다.

유사한 예로 더 포커스 그룹의 전자 회전목마, < >(Elektrik Karousel, 

에 수록된 트랙 형광 호스트 은 레스 박2013) ‘ ’(The Flourescent Host)
스터 의 음반 야만적인 제전(Les Baxter) < >(Le Sacre du Sauvage, 

의 한 트랙 조용한 마을 를 샘플링한 것으로 형광 1951) ‘ ’(Quiet Village) , ‘
호스트에서는 원곡 조용한 마을의 선율로 다른 선율을 만든다 아래의 두 ’ ‘ ’ . 

악보는 원곡의 선율과 더 포커스 그룹의 곡에서 나타나는 선율이다.

더 포커스 그룹은 원곡의 선율 구성음인 음을 따로 추출하여 G, C, B♭

같은 구성음으로 다른 선율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기보된 음을 연주한 것이 . 

아니라 녹음된 소리를 음 단위로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음향적으로 한 음

의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리 는 어택. (envelope)

과 감소 유지 와 소멸 의 네 단계로 (attack) (decay), (sustain) (release)

49) 음반사 에서 로 발매되었다 RCA LP .

그림 < 8 레스 박스터 조용한 마을 도입 선율> ‘ ’ – 

그림 < 9 더 포커스 그룹 형광 호스트 도입 선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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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한 소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소리가 시작되는 어, 

택과 그에 이어 나타나는 감소이다.50)51)

원곡에서 각 소리의 발생과 소멸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진행이 매끄러

웠지만 형광 호스트에서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았는데 다른 소‘ ’
리로 바뀌거나 소리의 시작을 확실히 알게 하는 어택 부분이 잘 들리지 않, 

는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부자연스러운 음향은 샘플링을 음 단위로 쵸핑. 

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50) Charles Dodge, Thomas A. Jerse, Computer Music (New York: Shirmer 
Books, 1997), 82.

51) 그래프 출처 : http://musictechstudent.co.uk/music-production-glossary/adsr, 

년 월 일 접속2016 12 2 .

그림 < 10 그래프> A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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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변형3) 

더 케어테이커의 앨범 별을 향한 계단 의 열두 번째 트랙 집< > ‘ ’(Home)
은 지휘자 헨리 홀 과 글리니글스 호텔 밴드(Henry Hall, 1898-1989)

와 가수 모리스 엘윈(Gleneagles Hotel Band) (Maurice Elwin, 

의 동명의 노래1898-1975) 52)를 샘플링한 것이다 케어테이커의 집에서. ‘ ’
는 원곡의 노래가 음향적 전경에 위치하며 노래의 음량 또한 원곡과 비슷

한 정도로 유지된다 그러나 가수의 음색과 음역은 원래 음을 알아차리기 . 

힘들 정도로 변형된다 이를테면 더 케어테이커의 집에서는 단선율이었던 . ‘ ’
원곡 집의 선율이 불협화의 두꺼운 텍스처로 변형되는 것이다‘ ’ .

더 케어테이커의 집에서는 원곡의 선율을 다양한 음고와 음색으로 변환‘ ’
시켜 겹쳐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더 케어테이커의 집에서 들리는 . ‘ ’
주요 선율은 단성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성이라고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나 음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벨버리 폴리의 음반 농부의 관점 의 , < >(Farmer’s Angle, 2004)
수록곡 열한 번째 집 은 사이키델릭 록 밴드 더 ‘ ’(The Eleventh House)
조디악 의 음반 우주의 소리(The Zodiac) < >(Cosmic Sounds, 1967)53)

의 한 트랙 물병자리인생의 연인 을 샘‘ - ’(Aquarius-The Lover of Life)
플링해 만든 음악이다 전반부 초가량의 짧은 도입부를 제외하고 벨버리 . 10

52) 원곡은 음반사 데카 에서 년대에 발매되었으며 년에 로 재발 (Decca) 1930 , 1977 LP

매되었다 더 케어테이커는 년에 데카에서 재발매된 . 1977 LP <And the Bands 
에 실린 트랙을 샘플링했다Played On> . 

53) 회전 레코드에 녹음된 음반으로 엘렉트라 음반사에서 발매되었다 45 (Elektra) .

그림 < 11 더 케어테이커의 집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변화 양상 도식> ‘ ’
좌 원곡 우 변형된 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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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는 조디악의 곡 전체를 샘플링하는데 여기서 템포 변화와 함께 조디악 , 

보컬의 음성이 변조된다 본래 밴드 조디악의 보컬은 남성이고 원곡에서는 . , 

남성의 낮은 음역이 음향적 전경에 위치하며 가사를 큰 음량으로 노래한다. 

하지만 열한 번째 집에서 벨버리 폴리는 가사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 정‘ ’
도로 원곡의 보컬 음성을 음향적 후경으로 보내고 음고를 변형해 남성의 ,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음역을 변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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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 삽입3.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기존 타인의 음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한 

후 많은 작품들에서 아날로그 음반의 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체 특유의 , 

노이즈를 증폭시키거나 삽입한다.

크래클 히스1) (crackle), (hiss)

아날로그 음반인 와 카세트테이프는 세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아날LP 20

로그 음반 매체이다 먼저 는 판에 파인 골 을 따라서 바늘. LP LP (groove)

이 이동하며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54) 골의 각도와 파임에 따라 바늘이 움 

직이면 그 움직임이 카트리지로 전달되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것이 , 

증폭되어 소리로 재생된다 의 재생과정에서는 바늘 끝과 의 골이 물. LP LP

리적으로 마찰되기 때문에 미세한 잡음이 수반되는데 이 연속적인 잡음을 

크래클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오래되어 뭉툭해진 바늘을 써왔거나 재생‘ ’ . 

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 이 잡음이 더 커지며 소리가 열화될 가능성이 크다. 

크래클은 더 케어테이커와 더 포커스 그룹의 음악 전반에서 쓰이며 벨버리 , 

폴리의 음악 중 ‘Insect Prospectus’, ‘The Green Scene’, ‘Cantalus’, 
‘Playground Gateway’, ‘Pan’s Garden’에서 사용된다. 
또 다른 아날로그 음반인 카세트테이프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아날로

그 파형의 소리가 기록되는 마그네틱테이프와 릴 등 재생을 위한 장(reel) 

치들이 들어있는 매체로 이후에 널리 사용되어왔다 테이프는 카세트, LP . 

54) 재생기의 바늘이 채널로 구성된 판의 골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LP 2 LP

촬영한 사진 출처( : http://kottke.org/14/11/microscopic-photo-of-vinyl-reco
rd-grooves 년 월 일 접속, 201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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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데크를 통해 재생되며 소리정보가 기록된 마그네틱테이프의 한쪽 

면이 테이프 헤드 를 지나며 소리 신호가 읽히게 된다 이 신(tape head) . 

호가 테이프 데크의 내부 회로에서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 스피커로 

재생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테이프도 와 마찬가지로 재생과정에. LP

서 연속적인 잡음이 생기는데 이를 히스라 부른다 히스가 포함된 곡으, ‘ ’ . 

로는 벨버리 폴리의 이 있다‘The Geography’, ‘Unforgotten Town’ .

이러한 노이즈가 삽입된 대표적인 예는 더 케어테이커의 앨범 귀신들린 <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억 의 수록곡 무제 이다 이는 알 보울리> ‘ ’(Untitled) . 

와 레이 노블 오케스트라의 밤 별들과 당신(Ray Noble) ‘ , ’(Midnight, 
the Stars and You)55) 전체를 샘플링한 곡이다 레이 노블의 원곡에서 . 

는 음향적으로 전경에서 알 보울리의 노래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지만 더 , 

케어테이커는 알 보울리의 노래를 음향적으로 후경으로 위치시켰다 노래보. 

다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은 공간음과 에서 발생하는 크래클이다 더 케LP . 

어테이커의 음악에서 오케스트라와 알 보울리의 노래는 심한 리버브 속에

서 소리가 서로 뒤섞인다 즉 무제에서는 원곡인 밤 별들과 당신과 달. ‘ ’ ‘ , ’
리 음향적 전경과 후경에서 소리의 중요도가 역전되어 노래보다 공간음과 

노이즈가 크게 들리며 잔향이 보다 길게 울린다 또한 전경에 위치한 공간. , 

음이나 매체의 부수적 노이즈는 가수나 오케스트라의 소리 등 음악의 소리

와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다 아래는 원곡 밤 별들과 당신과 이를 샘플링. ‘ , ’
한 더 케어테이커의 무제의 소노그램이다‘ ’ . 

55) 원곡은 모노로 녹음된 회전 레코드로 년에 빅터 레코드사에서 발매되었다 78 ,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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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과 그림 은 모두 주파수 부터 까지 표시되어< 12> < 13> 0 10000

있고 좌우 채널로 나뉘어 있다 그림 에서 주파수 이상은 소리2 . < 12> 5000 

가 없는 영역이며 이하의 주파수에서 음성 및 오케스트라 반주 소리, 5000 

가 모두 들린다 반면 더 케어테이커가 이를 샘플링한 곡의 소노그램을 보. 

여주는 그림 은 주파수 부터 까지가 미세한 노이즈로 가득 차 < 13> 0 10000

있다 원곡에서는 주파수 이하에서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만 더 케. 5000 , 

어테이커의 곡에서 음악적인 소리와 크래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또한 샘. , 

플링된 음악의 선율과 악기 소리보다 노이즈로 들리는 영역이 넓다.

알 보울리의 밤 별들과 당신에서서 소리 하나하나가 뚜렷한 각각의 단‘ , ’
계로 구분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더 케어테이커의 무제에서는 소멸 단계‘ ’

그림 더 케어테이커 무제 소노그램< 13> ‘ ’ – 

그림 알 보울리 밤 별들과 당신 소노그램< 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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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반되는 잔향이 길게 나타난다 잔향의 지속시간도 훨씬 길어져서 다. 

음 음의 잔향이 재생될 때 이전 음의 잔향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식이다. 

노이즈와 음악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무제에서는 소리의 고유한 특성‘ ’
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또한 무제에서 소리가 , . ‘ ’
정확히 언제 시작하는지 소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또 잔향, , 

이 어디인지의 구분도 어렵다 리버브가 심해 각 소리를 구분하게 하는 시. 

작과 끝 지점이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무제에서는 소리의 잔향이 계속해. ‘ ’
서 이어지며 음반 안의 뚜렷한 음악보다 리버브와 매체의 노이즈가 더 두, 

드러진다. 

아날로그 음반에서 발생 가능한 노이즈2)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아날로그 음반의 재생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

게 수반되는 연속적인 노이즈뿐 아니라 아날로그 음반에서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노이즈도 사용한다 이는 특히 매체의 노이즈를 가장 적극적. 

으로 사용하는 더 케어테이커의 음악 중 귀신들린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

억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여러 노이즈 중 자주 등장하는 것은 팝> . (pop) 

노이즈이다 에 먼지나 이물질이 붙는 경우 바늘 끝과 의 표면 사이. LP LP

에서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해 이 먼지가 바늘이나 의 표면에 그대로 녹LP

아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팝 노이즈의 발생 원인이 된다 팝 노이, . 

즈는 연속적인 노이즈와 결합되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날로그 매체의 불규칙한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와우 플러터(wow and 

도 종종 나타난다 를 재생할 때 가 제대로 된 위치에 놓이flutter) . LP LP

지 않았을 때 바늘이 다시 골을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음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56) 테이프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이 , 

프를 케이스에서 갑자기 잡아 빼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생겼을 때 이

러한 현상이 생긴다 이때 속도가 느려져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을 와우 속. , 

56) 특히 의 재생에서는 이것이 빈번한 현상인 만큼 와우 플러터를 측정하는 비율이  LP
따로 존재하며 이 비율은 아날로그 음반을 재생하는 턴테이블 그리고 테이프 데크, , 

의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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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빨라져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플러터라고 부른다 이는 더 케어테이. 

커의 귀신들린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억 의 수록곡 < > ‘In Days of Old’, 
이론적으로 순수한 전향성 기억상실의 수록곡 에< > ‘Memory Fifty Four’
서 나타난다.

테이프에서 나타나는 드롭아웃 현상도 더 케어테이커의 음악 (drop-out) 

중 앨범 삭제된 장면 잊힌 꿈< , >(Deleted Scenes, Forgotten Dreams), 

이론적으로 순수한 전향성 기억상실 의 수록곡에서 나타난다 드롭아웃은 < > . 

데이터의 일부가 지워지는 것으로 자기기록 매체 테이프 디스크 카드, “  ( , , , 

드럼 의 표면상에서의 문자나 숫자의 판독기록을 할 때의 우발적인 오류) ·
로 표면의 오염 흠 이물 혹은 비자성 영역의 존재 등이 그 원인이다, , , .”57) 
이외에도 앰프 를 통해서 아날로그 음반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amplifier)

노이즈가 더욱 강하게 들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앰프에서 베이스 부분의 소. 

리 음량을 크게 증가시키면 간혹 턴테이블이 변동이 심한 광대역 노이즈인 

럼블 노이즈를 내는데(rumble) 58) 이 소리는 특히 더 케어테이커의 귀신 <

들린 무도회장의 선별적 추억 의 수록곡 에서 매우 두드> ‘Den of Iniquity’
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전자음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히스 노이즈 중 하나. 

로 모든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며 동일한 강도로 임의의 주파수 영역이 소

리를 내는 화이트노이즈59)는 더 케어테이커의 귀신들린 무도회장의 선별<

적 추억 의 수록곡 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September 1939’ . 

아날로그 음반 매체의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팝 노이즈 와우 플러터, , 

럼블 노이즈 등은 컴퓨터로 분석된 이후 제거가 용이해졌다 수정할 사항을 . 

하나씩 직접 수정하는 것은 물론 자동으로 어긋난 음정들을 교정하는 기능

도 개발되었다 기록이 완전히 소실된 드롭아웃을 제외하고 팝 노이즈는 아. 

57) 드롭아웃 전자용어사전 서울 성안당 ‘ ,’ ( : , 1995)『 』 

58) Charles Taylor and Murray Campbell, “Sound,”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

년 월 일 접속m/subscriber/article/grove/music/26289. 2016 10 7 . 

59) “white noise,” The Oxford Companion to Music.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1

년 월 일 접속14/e8240, 2016 10 10 .



35

날로그 음반의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잡음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한꺼번에 그 노이즈를 없앨 수도 있었다 와우 플러터는 . 

음정 교정 기능으로 보완이 가능했고 럼블 노이즈, 60) 역시 제거 및 복원이  

가능해졌고 이외에도 공간음 화이트노이즈 조정 바람소리 제거 등 다양, , , 

한 노이즈의 제거도 손쉬워졌다 그럼에도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이러. 

한 노이즈를 본래 음량보다 더 크게 조정한다.

이 노이즈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증폭되어 나타나고 또 

다양하게 조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음악이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 방식, 

으로 편집되기 때문이다 만약 혼톨로지 음악가들이 구체음악처럼 아날로그 . 

음반 매체를 직접 자르고 붙이는 식으로 편집했다면 노이즈를 자유롭게 편

집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날로그 음반을 들을 때처럼 청취과정에서만 적당, 

한 음량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노이즈를 녹음된 음악. 

과 분리하기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리로 음악과 결합해서 나타낸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노이즈는 이 음악이 아날로그 음반을 단

순히 디지털로 변환한 것도 아니며 완전히 디지털로만 만들어지지도 않은 

음악임을 즉 아날로그적 특성과 디지털적 특성을 모두 지녔다는 것을 음향, 

적으로 드러낸다. 

60)

   어도비의 에서 예시로 제공하는 Audition

    럼블 노이즈의 스펙트럼
   출처( : https://helpx.adobe.com/kr/audition/us

ing/noise-reduction-restoration-effects.html, 

년 월 일 접속201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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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대한 미학적 접근IV. 

지금까지 혼톨로지 음악 경향을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그 창작방식을 살

펴보았다 그런데 이 음악은 앞서 살펴본 명명 과정 재료 창작방식 등의 . , , 

특이성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다른 미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필자. 

는 고유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음악이 지닌 여러 미적 특성 중에서도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노스탤지어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 

서는 과거 특정한 시기에 향유되었던 음악을 샘플링하며 낡고 오래된 듯한 

아날로그 음반 특유의 음향을 구현한다 둘째는 매체의 노이즈이다 이 음. . 

악에서는 기술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가 사용되

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셋째는 음반이라는 매체 자체의 가치와 위상이. ‘ ’
다 일반적으로 음반에 기대해왔던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혼톨로지 음악 경. 

향에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 

노스탤지어 노이즈 그리고 음반 개념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겠다, , . 

노스탤지어의 코드화1.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낡고 오래된 느낌이 환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일차적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창작재료가 과거의 음반이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창작품이 오래되. ‘
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과거가 환기되는 이유는 오늘날 아날로그 음반

이라는 사물이 오래된 것으로 인지되고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가 바로 그 , 

정서를 즉각적으로 호출하며 이 음악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구현되, 

기 때문이다 즉 아날로그 음반과 그 노이즈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과. 

거적인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노스탤지어적인 코드가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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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 표상된 과거1) :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음악 혹, 

은 과거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 레트로 음악 문화의 일부로 서술된 바61) 

있다 이러한 서술의 근거는 일차적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음악가들이 . 

샘플링한 음반이 더 케어테이커의 경우는 년대 고스트박스의 소1920-30 , 

속 음악가들의 경우는 년대에 발매된 것으로 과거의 한 특정 시1950-70 , 

기에 향유되었던 음반들로 제한된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음. 

반을 샘플링하고 이에 의존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것이 실제 역사와 실제 

음반을 단순히 재출현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혼‘ ’ . 

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샘플링된 음반은 동시대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

해 편집되어 과거의 음반이 동시대에 재사용됨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역사

적 산물로서의 재현적 속성은 일부 해체된다.

본래 노스탤지어는 세기에 고향을 떠난 스위스 용병 선원 등이 걸리17 , 

는 질병이었다 당시 그리움의 대상은 실제 용병들이 살던 고향이라는 구. ‘ ’
체적인 장소62)였지만 이는 점차 가본 적이 없는 상상 속의 장소나 환상적, 

으로 미화된 곳에 대한 그리움으로도 확장되어 질병이 아닌 특정한 감정으

로 여겨졌다 이 변화로 인해 노스탤지어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 

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기억 속에, , 

서 미화되어 재구성된 것 혹은 상상적 대상 등 현재화될 수 없는 다양한 , 

요소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

노스탤지어의 대상이 실존하는 구체적 대상 바깥으로 확장됨에 따라 노

스탤지어의 속성도 변화했다 특별히 시간적 의미에서 노스탤지어는 과거 .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다운 혹은 과거적인 것을 환기하는 것으로 여겨‘ ’, ‘ ’

61)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사이먼 레이놀즈에 의해 과거를 맴도는 레트로 음악문화의  ‘ ’ 
일부로 마크 피셔에 의해 포스트모더니티 시대의 레트로와 패스티시 에 , (pastiche)

빠져있는 세기의 문화의 한 사례로 제시된다 이 논문의 장 절에서 혼톨로지 21 . IV 1
음악 경향을 노스탤지어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연구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Simon Reynolds,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 』 Mark Fisher, “The 
Metaphysics of Crackle: Afrofuturism and Hauntology.”) 

62)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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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즉 시간적 노스탤지어에서 과거는 실제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 

아니라 동시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거다운 것으로 표상되는 것이었‘ ’
다 노스탤지어의 예술 언어는 진정한 역사와 공존할 수 없고 따라서 재현. , 

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의 함축을 통해 과거성을 전달한다는 프레드릭 제‘ ’
임슨 의 주장처럼 노스탤지어에서 나타나는 과거적인 (Fredric Jameson) , 

속성은 재현의 문제가 아니라 표상의 문제이다.63) 

시간적 노스탤지어를 겨냥하는 예술에서는 과거성을 드러내지만 과거성, 

을 드러내는 모든 예술이 시간적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함축된 양식이나 한 작곡가의 어법을 창작의 기반으로 삼는 경우는 

물론 오래된 음반을 샘플링 및 변형하여 사용하는 여러 작품을 비롯하여 , 

구체적인 작품을 창작의 기반으로 삼는 예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적 노스탤지어에서 나타나는 과거성은 이전 시대. 

의 음악적 인용이나 차용이라는 창작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동시대적 관‘ ’ ‘ ’ , 

점으로 표상된 특정한 과거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될 것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오래된 느낌과 노스탤지어는 바로 이 과

거의 산물을 창작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과거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 

음향적 장치를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 장치는 바로 아날. 

로그 음반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소리이다. 

63)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198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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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다운 것으로 코드화된 아날로그 음반2)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노스탤지어는 바로 이 음악이 디지털로 만들어짐

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음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드러낸 데에

서 비롯된다 쿡은 아날로그 음반 즉 오래된 레코드가 다름 아닌 상실한 . , “
세계에 대한 역사적인 거리감과 노스탤지어에 대한 클래식의 기표 라고 말”
한다.64) 일례로 오늘날 우리는 년에 작곡된 베토벤의 교향곡 제 , 1808 < 5

번 을 다양한 음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만약 여러 음반 중에서도 최신> . 

의 녹음 장비들과 디지털 마스터링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년의 음반을 2016

듣는다면 이는 눈앞에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생생한 경험이 되지만, 1910

년대에 녹음되어 축음기 음반으로 발매된 음반을 듣는다면 필연적으로 잡

음이 수반된 음반을 듣게 될 것이며 이는 아주 오래된 과거를 듣는 듯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잡음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 “
고 있다”65)는 카츠의 말처럼 실제로 과거를 느끼게 하는 요소는 그 음악, 

뿐 아니라 과거의 기술적 조건을 보여주는 매체의 흔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전 시대의 매체인 아날로그 음반은 오늘날 디지‘ ’
털 기반의 음악 문화 속에서 과거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 아날로. 

그 음반의 속성을 드러내는 요소는 실제 음악 사례에서 노스탤지어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년대에는 로 바이닐 의 기술적 제약을 표상하는 “1990 CD (Vinyl) [ ] 

것을 일종의 노스탤지어로 보았다 쉐도우 매시브 . DJ (Shadow), 

어택 포티쉐드 는 바이닐에서 가(Massive Attack), (Portishead)

져온 샘플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상된 바이닐을 사용하는 것

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실례들 혹은 아날로그적인 것들. , ‘ ’
은 점차 증가하며 음악적 내용의 차원에서의 노스탤지어를 보여주었

으며 동시에 바이닐 그 자체의 멜랑콜리함도 함께 가져왔다.”66) 
즉 동시대의 음악 사례에서는 아날로그 음반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 결

64) Nicholas Cook, “Ghost in the Machine,” in Beyond the Score: Music as 
Performance, 360.

65) 소리를 잡아라 Mark Katz, , 224. 『 』

66) Paul Hegarty, Noise/Music: A History (New York: Continuum, 2010),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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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음향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매체가 사용되었던 특정한 시점을 환, ‘ ’
기한다 대체로 시기적으로 오래전에 발매된 음반일수록 기술의 발달이 미. 

비하여 불필요한 잡음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날로그 음반의 . , 

잡음은 반복 재생으로 인해 증폭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 

즈를 통해 표상되는 과거는 기술적 제약이 있었던 특정 시점인 동시에 이 

음반이 재생되어온 지속적인 시간 또한 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아날로그 음반이 과거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음악문화의 주류 매체가 아날로그 음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만. 

약 아날로그 음반이 오늘날의 주류 음반 매체라면 이 잡음은 그 사물의 고

유한 속성으로 귀속되고 사후적인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 . 

아날로그 음반이 과거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동시대 

미디어와의 상호작용과 그로부터 재맥락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시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날로그 음반과 그 특유

의 노이즈는 하나의 사물과 그로부터 들을 수 있는 물리적 속성을 지닌 소

리에 그칠 것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들을 수 있는 크래클 노이즈가 . 

시간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술적 의미를 다시 일깨운다“ ”67)는 피셔

의 접근은 바로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는 이 사물의 기술적 의미와 물리적 속성을 일깨우

는 것을 넘어서 동시대에서 과거적인 것을 나타내는 문화적 대상물로 기‘ ’
능하는 듯하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아날로그적 특성은 단순히 아날로그 음반이라는 ‘ ’
사물 자체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 음반에 담긴 구체적인 과거의 음악을 재

현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 음악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과거다운 것으. 

로 표상화된 아날로그 음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노스

탤지어를 표현한다 따라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노스탤지어는 . 

아날로그 매체가 향유되던 시대와 오늘날 디지털 매체 시대와의 시간적 차‘

67) Mark Fisher, “The Metaphysics of Crackle: Afrofuturism and Hauntology,”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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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하며 근본적으로 아날로그 음반의 고유한 속성이 디지털적’ , 

으로 사용된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각 매체 자체의 속성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과 달리 아날로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아날로그 음반의 재생과정에서는 수치화된 정보의 입

출력이 아니라 물리적 움직임이 수반된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마찰로 인해 , 

매체 자체가 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음악가들은 과거의 음반을 직접 샘플. 

링하면서도 이를 디지털 편집기술을 통해 변형해서 제시할 뿐 아니라 아날

로그 음반의 크래클과 히스 팝 노이즈 와우 플러터 등을 드러낸다 즉, , . ,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관점으로 아날로그 매체를 보았을 때, 

가장 아날로그답게 느껴지는 특성은 매체 자체의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만

들어지는 결함과 깊게 맞닿아 있다.

나아가 아날로그 특유의 결함을 잘 보여주는 음향은 다름 아닌 불법으로 

복제된 아날로그 음반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해적판 혹은 부틀렉. (pirate) 

이라고 불리는 이 복제판 음반은 아날로그 특유의 기술적 결함을 (bootleg)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음향은 혼톨로지 음악 경향 중 일부와 상당히 . 

유사하다. 

이들 가짜 제품은 거의가 “ 잡음이 섞이고 음이 높았다 낮았다 일정치 않으

며 테이프의 한쪽에만 녹음돼 있는 예가 많은가 하면  테이프 중간중간 또

는 음반 중간중간이 아예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조잡한 것들 이다 [ ].”68)

여기서 드러나듯이 아날로그 음반을 반복해서 재녹음하면 잡음이 많이 , 

끼고 특정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 등 음향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결과적

으로 녹음된 음악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왜곡된 음향은 . 

아날로그 음반의 기술적 제약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형의 매체에 . 

소리의 파형을 기록하는 아날로그의 방식은 그 파형의 입출력에 물리적 움

68) 카세트테이프 시중 판매 프로가 불량품 한국음반협회 올 들어 만장 적발 동 “ 50 1 ,” 
아일보 년 월 일 기사 송화숙 뮤지카 모빌리스 기술복제시대의 음악1979 7 18 . ( , “ : 
적 매체성 년대 카세트 문화를 중심으로 음악학 에서 -1970~80 ,” 24 (2013), 126『 』 

재인용 볼딕체 필자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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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컸지만 이 문제는 디지털 , 

방식의 기록체계로 바뀌며 극복되었다 년에 등장한 는 디지털 방. 1982 CD

식으로 기록된 오디오 정보를 레이저로 반사시켜 읽어내는 방식이었기 때

문에 처럼 재생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연속적 노이즈는 더 이상 LP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디지털 파일인 에서는 비물질적인 정보의 형. MP3

태로 저장되며 오디오 파일의 용량을 축소시킬 때 음질이 일부 저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이즈는 물론 손상의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아날로그 매체 자체의 결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리는 디지털과 

본질적 차별점을 갖는 아날로그적인 속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

치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기본적으로 이진 코드로 정보화된 디지털 매. 

체에 담겨 있음에도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속성 즉 물리적 결함으로부터 비, 

롯된 음향을 분명히 드러낸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아날로그의 고유한 . 

특징은 디지털 기반의 음악문화라는 동시대적 맥락에 의존해 과거적인 것

으로 코드화되어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 

쇠퇴한 사물의 재출현3) ‘ ’
아날로그 음반이 쇠퇴한 이유는 그 음반 자체가 가진 매체적 결함 때문

이었고 그 결함은 디지털 기술 발달을 통해 해결되었다 혼톨로지 음악 경, . 

향이 동시대 디지털 음악문화 속에서 나타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

그적 속성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상당한 주목을 요한다 이는 동. 

시대의 음악문화가 당대 혹은 미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여전히 세기라는 과거와 활발하게 호응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20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거의 흔적에 주목하는 현상은 벤야민 의 (Walter Benjamin)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벤야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 

만큼 쇠퇴도 빠르게 뒤따랐음에 주목했고 과거엔 최신이자 최고였지만 현, 

재에는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사물 혹은 유행이 된 것들에 매혹되었다‘ ’ . 

그는 과거의 쇠퇴한 사물은 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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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보았다.69) 그런데 벤야민이 이 쇠퇴한  

사물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사물이 기술이 초기에 보증했던 유토“
피아적 약속이 잊혀지거나 쇠락한 모습들 즉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 

져온 물신화와 소외의 흐름 속에서 좌절된 것들의 흔적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70)이었다 벤야민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음반이라는 과거의 쇠퇴한 사. 

물은 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유토피아적 약속이 잊힌 모습들을 ,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의 음악문화에서 아날로그 음반의 속성이 목. 

격되는 현상은 그것이 향유되던 세기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20

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벤야민의 이 논의와 관련해서 다시 주목

할 만한 것은 창작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정되었던 샘플링하는 아날로그 

음반의 발매 시기이다 더 케어테이커의 경우 년대 고스트박스 . 1920-1930 , 

소속 음악가들의 경우 년대의 음반들을 선택했고 이들의 음악1950-1970 , 

은 세기 중에서도 각각 특정한 시점을 기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20 . 

데 나아가 이 두 시기에서는 유토피아적인 것 낙관적인 세계를 지향하던 , 

사회적 분위기 또한 일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 케어테이커가 샘플링하는 음반들이 발매된 년대라는 1920-1930

시기는 차 세계대전 과 차 세계대전 의 사이로1 (1914-1918) 2 (1939-1945) , 

그가 샘플링한 음악은 재즈풍의 노래다 이 음악은 주로 서정적인 선율과 . 

화성 풍성한 오케스트라로 반주되는 분 남짓의 짧은 노래로 아도르노, 3 , 

가 유행가 라 칭했던 음악과 시기적으(Theodor W. Adorno) (Schlager)

로도 양식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 .71) 이 음악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 

69) 김지훈 매체를 넘어선 매체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포스트 매체 담론 미학 , “ : ‘ - ’ ,” 『 』 
82/1 (2016), 88.

70) Ibid.

71) 아도르노는 그의 글  “Schlageranalysen”에서 세 곡의 유행가 ‘Ich weiss auf der 
Wieden ein kleienes Hotel’(1915), ‘Valencia’(1925), ‘Ich k sse Ihre Hand, ü
Madame’ 을 분석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음악들은 모두 독일어 노래이지만(1928) . , 

이 곡들은 양식적으로 더 케어테이커가 샘플링하는 곡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Theodor W. Adorno, “Schlageranalysen,” in Musikalische Schriften V,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7), 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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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종의 도피처 역할을 한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아도르노에게 비판의 , 

대상이 되었던 낙관적 분위기를 지닌 음악이었다.72) 이 시기에 향유되었던  

재즈풍의 노래가 실제적 의미에서의 낙관적인 미래나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던 음악으로 보인다.

한편 고스트박스의 소속 음악가들이 샘플링하는 음반이 발매된 시기는 , 

대략 년으로 이 시기에 대해 레이놀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958-78 , . 

년이라는 기준점은 마거릿 대처가 당선되기 전 마지막 해를 가리킨“1978
다 고스트박스는 복지국가 탄생기부터 대처 집권 전까지 꽃핀 기술 . [...] 

관료 유토피아주의에 집착한다 낙관적이고 진취적이던 그 시대는 새로운 . 

마을과 야심 찬 도시 재개발 사업 빈민가가 허물어졌고 나중에는 오명을 ( , 

얻었지만 초기에는 환영받은 초고층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로 대체됐다)

의 시대이자 전문대학과 방송대학의 시대였으며 보통 사람의 식견을 넓힌 , 

펭귄 북스 파랑 책등 시리즈를 선두로 문고판 폭발이 일어난 시대였다.”73)

고스트박스의 음악가들이 샘플링하는 음반에는 라디오포닉 워크숍BBC

에서 결과로 나온 음반이나 프로그램에 나왔던 음악 즉 방송과 관련된 TV , 

음반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고스트박스의 음악가들이 샘. 

플링하는 음반에는 당시 년부터 년까지 기술 발달과 맞물려 확장1958 1978

된 복지 정책으로 인해 팽창의 기운이 감돌던 영국 사회가 일부나마 반영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아날로그 음반이라는 쇠퇴한 과거의 사물

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물 자체가 대변할 수 있는 과거를 떠올리게 함과 동

시에 특정한 시기에 발매된 음반들을 제한적으로 샘플링함에 따라 과거의 , 

구체적인 한 시점을 떠올리게 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쇠퇴한 . 

72) 문화산업의 대표이자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는 이전의 대중문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
대중들 앞에 등장하며 오락과 유흥을 제공하게 된다 문화상품이 주는 유흥과 허위. 
적 욕구의 충족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만들고 저항의식보다는 도피를 꿈꾸게 한다, . 

결국 문화상품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빼앗고 둔화시킴으로써 수용자들이 적

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수완 아도르노와 대중음악 낭.” , “ ,” 『
만음악 18/3 (2006), 32-33.』 

73)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Simon Reynolds, :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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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속성이 동시대의 새로운 음악 경향에서 출현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이런 현상이 출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창작자, ? 

들 개개인이 가진 과거에 대한 관심이 이에 대한 일차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잊힌 음악적 대상들을 탐험한다는 음악가들을 위. 

한 음반사74)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고스트박스는 그들이 관심을 두는 요

소 자체가 이미 과거의 것임을 직접 드러낸다 한편 더 케어테이커는 우리. “
에게 년은 언제나 미래였다 우리는 그 해에서 엄청난 뭔가를 기대했2000 . 

다 실제로 그때가 되자 모든 게 예전이나 다를 바 없었고 그저 기대할만. , 

한 년만 사라진 꼴이 됐다2000 ”75)고 말한다 더 케어테이커의 음악에서 . 

나타나는 노스탤지어는 기대할만한 미래의 상실로부터 출발하여 세기라20

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과거의 쇠퇴한 사물과 특정 시점의 산물에 다시 주목하고 이를 , 

재료 삼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비단 혼톨로지 음악 경향뿐만 

아니라 동시대 다른 장르의 문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았을 때 과거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일련의 , 

흐름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 

디지털 기반의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시대의 음악에 손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물 음반으로 발매된 과거의 수많은 음악. 

은 매우 빠르게 디지털화되었고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음원의 공유 및 , 

접근 가능성을 크게 확장했다 동시대의 디지털 기반 음악문화에서는 과거. 

의 음악을 이전보다 훨씬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 

과거의 산물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게 하는 장을 형성하였다.

오늘날의 음악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현재의 음악과 과거의 음악 등 시간

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음악은 물론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음악도 본질

적인 구분 없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 

74) “Ghost Box is record label for a group of artists exploring the 

misremembered musical history of a parallel world.” http://ghostbox.co.uk, 
년 월 일 접속2016 11 15 . 

75)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Simon Reynolds, :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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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시대의 음악이든지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된 오늘날의 상황은 과거로부, 

터 미래로 향해가는 단일한 시간적 흐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거들로 향하

고 이를 재생산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 전제가 된다. 

동시에 다양한 시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조건은 단일한 역사성 자, 

체의 퇴조로 보이기도 한다. 

더욱 흥미로우면서도 문제적인 것은 이 새로운 담론 노스탤지어“ , [ ]

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현재와 직전의 과거 혹은 개, 

개인의 실존적 기억을 벗어나는 더 먼 역사를 공략하려는 기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최면술적인 새 미학 양식 노. [...] [

스탤지어 자체는 우리의 역사성의 퇴조 역사를 무언가 적극적인 ] ,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의 퇴조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징후로서 출현했다.”76)

오늘날의 음악문화는 과거의 음악과 현재의 음악을 하나의 장 안에서 펼

쳐 보임으로써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일직선적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단순히 조건으. 

로 기능하지 않는다 유튜브의 아카이브 미로 등을 낳은 몰역사적 엔트로. “
피와 꽤 비슷하게 들린다 그러나 혼톨로지가 다른 점은 즉 그 음악에 날. , 

을 세워주는 것은 거기에 역사 자체를 향한 저린 갈망이 담긴다는 점이, 

다”77)라는 표현처럼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오늘날의 과거를 단순히 도구, 

로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과거. 

의 산물로 대상화된 아날로그 음반의 사용을 통해 시간적 노스탤지어를 표

현하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동시대 음악문화에서 목격되는 역사성의 퇴‘
조의 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76)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66.

77) 레트로마니아 과거에 중독된 대중문화 Simon Reynolds, :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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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와 아우라의 복원 2. 

예술작품의 아우라 는 작품의 기술적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Aura)

실된 것으로 여겨졌고 벤야민의 논의에서 아우라의 상실은 회화와 사진의 , 

관계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실황연주와 음반의 관계에 대입되었다 그런데 , . 

디지털의 등장 이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음반이 아날로그와 달리 녹음, 

된 소리의 본질이나 아우라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78) 실황연주 

의 아우라가 녹음기술에 의해 상실되었다는 논의를 넘어서 아날로그에는 , 

아우라가 존재하고 이 아우라가 또다시 디지털에 의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의 아우라는 파괴와 부여라는 ‘ ’ ‘ ’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된다 아날로그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가 존재한다. 

는 가정 하에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아날로그가 지닌 아우라는 일차적으, 

로 아날로그 음반을 샘플링하여 디지털화시키는 과정에서 파괴된다 하지만 . 

편집 과정에서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를 부여함으로써 아날로그 음반이 

가지고 있었던 아우라를 가상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아우라의 상실1) 

아우라는 예술작품이 지금 여기에 일회적으로 현존한다는 속성에서 비‘ ’
롯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원작에 대해 독자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복제할 . 

수 있게 됨에 따라 작품이 가진 진품성의 가치가 하락하며 아우라는 위축

된다.79) 예술작품의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감상자에게 작품이 갖는 가치도  

변화된다 본래 제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예술작품은 기술적 복제가 가. 

능해짐에 따라 전시가치로 그 가치가 변화하고 감상자가 작품을 숭배적인 , 

시선이 아닌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에. 

78) Dominik Schrey, “Analogue Nostalgia and the Aesthetics of Digital 
Remediation,” Media and Nostalgia, edited by Katharina Niemey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31.

79)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도서출판 길 Walter Benjamin, ( : , 2016), 『 』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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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녹음기술을 통해 연주의 복제가 가능해진 순간 실황연주는 지금 여‘
기에 일회적으로 현존한다는 독자적인 가치를 잃는다 음반으로 연주를 복’ . 

제함에 따라 실황연주가 가졌던 아우라의 발생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즉 이 . 

시대의 예술에서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원본에 대해서 독자적인 복‘
제품의 재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아우라에 관한 벤야민의 논의에서 초창기 사, ‘
진은 기술복제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임에도 아우라를 지닌 대상으로 ’
서술된다는 것이다 초창기 사진들은 긴 시간 먼 거리에서의 촬영 피사체. , , 

가 사진이 완성될 때까지 한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술작품이 지닌 일회적 현존 작품과의 거리 지속성 나아가 진, , , 

품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 만들어진 초창기 사진은 . 

벤야민에게 아우라를 지닌 대상으로 여겨졌다. 

아우라적인 속성을 지녔던 초창기 사진의 지속성과 일회성은 렌즈제작기

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기술이 진보했음에도 불. 

구하고 초창기 사진의 아우라적 특성을 최신의 사진에 적용하는 현상이 생

겨났다.80) 벤야민에게 이는 기술의 진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
세대의 무력함”81)을 드러내는 시대착오적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전통. 

적인 예술작품에서 발현되는 아우라와 다르다는 점에서 퓨른케스(Josef 

에 의해서는 유사 아우라 로 서술되었다F rnk s) ‘ - ’(Pseudo-Aura) .ü ä 82) 근 

본적으로 기술복제에 의한 작품이지만 아우라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우라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혼톨로지 음. 

악 경향에서도 이와 동종의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최신의 매체인 디지털에 . 

기술적 결함을 지닌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80)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Walter Benjamin, , 15.『 』

81) Ibid.

82) Josef F rnk s, “Aura,” in ü ä Benjamins Begriffe Bd. 1, Michael Opitz und 

심혜련 디지Erdmut Wizisla (Hg.), Frankfurt am Main 2000, S. 103. ( , “
털 매체 시대의 아우라 문제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에서 재,” 21/3 (2010), 320『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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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음반 노이즈의 소리재료화2) 

한편 예술작품의 복제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던 세기에 창작자들은 , 20

새로운 소리재료의 탐색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당면하고 있었다 특히 ‘ ’ . 20

세기의 서양 현대음악에서는 악기라는 음악적 소리를 내는 대상을 유지한 

채 새로운 주법을 통해 낯선 음향을 찾아냈다 전자음향 또한 대표적인 새. 

로운 소리재료였다 전자음향은 소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주었을 뿐만 아. 

니라 전자기기를 통해 소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주자를 대체할 ‘ ’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제까지 음악과 함께 들려왔던 . 

것이지만 악음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소리를 주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키 클릭 등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 (key click) 

하는 소리는 독자적인 소리재료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음반에서 쉽게 들을 수 있던 기술

적 결함에 의한 부수적인 노이즈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래 녹음 과정에 . 

필수불가결하게 포함되는 공간음이나 표면의 흠집 그리고 테이프 히LP , “
스와 백색 노이즈는 록 팬들조차 노이즈로 여기는 소리”83)였을 정도로 기, 

술적 결함을 지닌 이 노이즈는 음악 외적인 소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 

나 어느 순간 이 노이즈를 가능성을 가진 소리재료로 본 음악가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년 런 디엠씨는 로 손상된 비닐. 1986 , “ “Peter Piper”
소리를 담은 음반을 샘플로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가 되었다 딸깍(Vinyl) . 

거리고 펑 하는 소리는 곧 랩 음반에서 유행이 되었다.”84) 그리고 케이지 

와 오토모 요시히데 등의 음악가는 (John Cage) (Otomo Yoshihide) LP

에서 트랙과 트랙 사이의 노이즈 바늘이 판에 닿거나 떨어질 때 나는 노이, 

즈 등 음반 안의 음악과 무관한 매체의 노이즈를 가능성 있는 소리로 인식

했다.85) 이외에도 존 포거티 는 테이프에 음량을 과다하게  (John Fogerty)

담아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인 테이프 새처레이션 에 음(tape saturation)

83) 록음악의 미학 레코딩 리듬 그리고 노이즈 장호연 번역  Theodore Gracyk, : , , , 『 』
서울 이론과 실천( : , 2002), 197. 

84) Ibid., 116. 

85) Paul Hegarty, Noise/Music: A History,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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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86)

즉 기술이 해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결함으로부터 비롯된 매체의 노이즈, 

가 새로운 소리재료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혼톨로지 음. 

악 경향에서도 매체의 노이즈는 중요한 음악적 요소로 사용되며 이는 특히 , 

더 케어테이커와 더 포커스 그룹의 음악에서 두드러진다 노이즈는 주로 매. 

체 안의 내용에 해당할 음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결합된 형태로 나타

나며 크래클과 히스처럼 조작 없이 그대로 아날로그 음반에서 날 법한 소

리를 비슷한 음량과 비슷한 빈도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드물게 . , 

더 케어테이커의 의 예와 같이 디‘September 1939’, ‘Den of Iniquity’
지털 방식의 편집을 통해 매체의 노이즈가 리듬을 형성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이 소리들은 변형될 가능성을 지닌 추상. 

화된 소리재료로 사용되며 동시에 변형 없이 사용되어 아날로그 음반 매, ‘
체의 노이즈라는 구체적인 소리의 기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기능한다’ . 

아우라의 가상적 복원3) 

주목해야 할 점은 아날로그 음반에서 비롯되는 노이즈가 오류 결함으로, 

부터 비롯된 소리였다는 것이다 디지털 음반 매체가 발명된 이후 아날로그 . 

음반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변환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작업은 아날로

그 음반 특유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었다.87) 그런 이유로 년대 말부 80

86) 존 포거티가 듀안 에디의 첫 레코드인 을 처음 들 “ <Movin and Groovin>(1958)
었을 때의 반응을 생각해보자 그는 그 곡을 라디오로 처음 들었을 때 거대한 사운. “
드가 장식 악절 이나 곡조보다 더 나를 사로잡았다 고 회상한다 우리는 보통 (lick) ” . 
명확히 음악적인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해하는데 포거티의 첫인상은 그 음반의 사, “
운드에 어떤 종류의 특별한 날카로움 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주의의 관점(edge)” . 

으로 보면 포거티는 음악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그가 배우게 . 
되겠지만 그는 레코딩의 마스터링 과정에서 일어난 테이프 새처레이션, (tape 

테이프에 음량을 과다하게 담아 왜곡이 일어나게 한 것 에 반응하고 있saturation, )

었던 것이다 훗날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 되는 밴드를 결성하기 년 전. 1
에 이미 포거티는 음악을 전달하는 투명한 매체로서의 레코드가 아닌 레코드 자체‘
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James Hunter, “John Fogerty Meets 

Duane Eddy”, Musician 157 (November 1991), 52. (Theodore Gracyk, 
록음악의 미학 레코딩 리듬 그리고 노이즈 에서 재인용: , , , 115 .)『 』

87) 이재홍 고음반 복각에 있어서 디지털 잡음 제거 시스템의 활용과 실제 한국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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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명 및 배포되기 시작했다.88) 또 

한 그로브 사전의 항목에서 언급하듯 잡음이 없, ‘Computer and music’ 
는 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컴퓨터의 큰 장점 중 하나였다.89)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 창작 및 편집에서 아날로그와 구별되는 디“ , 

지털만의 특징은 소리 정보가 숫자로 기록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바로 노이즈 가 포함되지 않는 , ‘ ’(hiss)
음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테이프 레코딩에서 발생했던 것. 

과 달리 디지털로 기록된 소리 정보는 습도나 온도 혹은 포노그래, 

프 판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다양한 손상에 민감하지 않았다.”90)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해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화, 

해 편집하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창작자들은 손쉽게 그 노이즈를을 제거

하고 잡음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소리를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체의 . 

결함을 떠오르게 하는 이 소리는 디지털에서 불필요한 소리였음은 물론 기

술이 극복하려 했던 문제였지만 이들은 노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폭

시키고 지속음처럼 사용했다, . 

반학 8 (1998), 69-71.』 

88) 년에 발표된 이 글에서 소개된 소프트웨어들은 사운드 포지에 Ibid., 63-64. 1998 ‘ ’
서 실행가능한 노이즈 리덕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Noise Reduction Plug In), 
DART(Digital Audio Restoration Technology), DC ART, CEDAR(Computer 

Enhanced Digital Audio Restoration) for Windows로 종류의 프로그램에 그4
쳤으나 현재는 이외에도 어도비 의 알고리드믹스(Adobe) Audition, (Algorithmix)

의 이르캄 에서 개발한 등 Sound Rescue, Logic, Waves, (Ircam) AudioSculpt 

다양한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에서 잡음 제거 기능을 제공한다. 
89) 

   어도비의 에서 예시로 제공하는 Audition

   크래클 좌 히스 우 노이즈의 스펙트럼( )/ ( ) 
   출처( : https://helpx.adobe.com/kr/auditi

on/using/noise-reduction-restoration-eff

년 월 일 접속ects.html, 2016 11 30 .)
   음향 편집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노이즈가 분

석되어있어 편집 및 제거가 용이하다. 

90) John Strawn and Alan Shockley, “Computers and music,”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

년 월 일 접속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A2256184. 2016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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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이러한 노이즈는 부정적인 것이나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다 반대로 디지털에는 아우라를 비롯하여 본질 정격성 등이 . , 

결여되어있다는 주장91)처럼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디지털은 기술적 결, 

함을 해결한 매체가 아니라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결여한 매체이

다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비교했을 때 그 무엇보다 . 

변형“ ”92)이 용이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츠 는 디지털 매. (Norbert Bolz)

체의 예술작품은 완성된 예술 작품의 형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열린 프로“
세스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예술 작품의 중심 범주였던 완전성이, 

라는 개념은 해체”93)되고 이로 인해 아우라가 몰락한다고 주장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관계와 무관하게 이미 원본에 대해 독자성을 가지, 

는 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예술작품에서 아우라가 사라진다는 것이 벤야민

의 주장이었다 녹음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실황연주에서 발현되던 아우라는 . 

사라졌고 녹음이 실황연주를 더욱 잘 복제할수록 실황연주가 갖는 일회적 , 

가치는 더욱 하락했다 실황연주의 아우라는 음반이 그 연주에 대해 독자적. 

인 방식으로 복제될 수 있음에 따라 상실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서 디지털 매체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가 몰락했다는 주장과 디지털에 무

엇인가 결여되어있다는 의견은 다름 아닌 아날로그 음반에 아우라가 남아, ‘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 

녹음 기술은 기본적으로 연주의 지금 여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아우라를 ‘ ’
제거하는 것이나 초창기 사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창기 음반에서는 아, 

우라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초기에 음반이 등장했을 당시에 음반은 . 

복제가 불가능한 원본이었다 셸락 디스크가 등장하여 원래의 ‘ ’ . “ (Shellac) 

실린더 방식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모든 녹음이 오리지널이었고 대량[...] , 

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94) 또한 초기의 음반은 아우라의 발생  , 

91) Dominik Schrey, “Analogue Nostalgia and the Aesthetics of Digital 
Remediation,” in Media and Nostalgia, 31.

92) 심혜련 디지털 매체 시대의 아우라 문제에 관하여 , “ ,” 334.
93) Ibid., 333. (Norbert Bolz, Eine kurze Geschichte des Scheins, Munchen ̈

에서 재인용1991, S. 129 )

94) 음악녹음의 역사 박기호 번역 서울 동문선 Michael Chanan, , ( : , 20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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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인 일회성도 지니고 있었다 음반 편집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음반은 .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연주되는 실황연주를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초기 음반이 복제 불가능한 원본이었을 때 이 음반은 지속성 일회성이라는 , 

가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라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 . 

기술은 빠르게 발달했고 초창기 음반의 아우라적인 속성은 불필요한 것

이 되었다 그러나 사진에서 기술이 발전한 후에도 초창기 사진의 아우라적 . 

특성을 최신의 사진에 부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를 디지털 매체에 부여하는 작업은 과거의 아날로

그 음반이 가졌던 아우라적인 특성을 디지털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 

그런데 아날로그 음반은 어떻게 해서 아우라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 벤야민적 의미에서의 아우라는 실린더에 기록된 초창기 음반에 국한될 ? 

것이며 이는 오늘날 아날로그 음반으로 대표되는 나 테이프와는 그 매LP

체적 속성이 상이하다 그러나 아우라의 개념은 의도적으로 아우라를 만들. 

어내는 유사 아우라 를 비롯하여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 나타나는 원본성 ‘ - ’”
자체가 없는 이미지로부터 비롯되는 아우라 없는 아우라 아우라 개념이 ‘ ’, 
상대성과 시대성에 따라 변형되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아우라의 회귀‘ ’ 
등 다양한 형태로 개념적 변화를 맞았다.95) 이와 같은 아우라 개념의 확장 

은 초창기 음반인 실린더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벤야민적 의미의 아우라를 

넘어서 오늘날 아날로그 음반으로 통용되는 매체들이 아우라를 지니고 있, 

다고 해석할 여지를 마련해준다. 

나아가 스턴은 아우라의 구성은 그 자체가 매우 회고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우라는 복제에 수반되는 향수의 대상이다. .”96)라고 말하며 아우라, 

의 구성 자체에 회고적 시선이 관여함을 지목한다 이러한 논의들에 기반한. 

다면 벤야민이 이미 기술복제 예술작품의 등장 이후 전통적 예술에 남아있

었던 아우라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었듯 오늘날 디지털 등장 이후 아날로, 

그 음반이 지닌 아우라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95) 심혜련 디지털 매체 시대의 아우라 문제에 관하여 , “ ,” 321-323.
96) 청취의 과거 청각적 근대성의 기원들 윤원화 번역 서울 Jonathan Sterne, : , ( : 『 』

현실문화, 2010),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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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예술작품의 시대에서 작품의 아우라를 상실시킨 

근본적 원인은 바로 원본에 독자적인 형태로 작품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매체에서 이전 시대와 가장 근본적으로 차. 

이를 보이는 부분은 디지털 매체가 이진 코드로 정보화된 형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음반 매체는 물리적 방식을 통해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 

읽어내는 방식으로 재생된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는 아날로그 음반이 가졌. 

던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지고 변형 가능성도 보다 증가한다, .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시 아날로그 매체를 회고적으로 바라보

았을 때 아날로그 매체가 갖는 아우라적 특성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자, 

유로운 변형이 불가능한 닫힌 프로세스로 구현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아날로그 음반의 아우라적 특성은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아우

라의 파괴와 부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밀접하게 연계된다 먼저 혼톨‘ ’ ‘ ’ . 

로지 음악 경향에서 아날로그 음반을 샘플링하고 이를 디지털화시켜 변형

이 자유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날로그 음반이 가지고 있었던 아우라적, 

인 속성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다 즉 대상을 그것. , “
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서 떼어내는 일 다시 말해 아우라를 파괴하는 , 

일”97)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우라의 발생이 가능했던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가 사

후적으로 부여된다 아날로그 음반이 가진 본래의 변형 불가능한 속성은 디. 

지털로 변환되어 사라졌지만 이러한 속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던 아날로그 , 

음반의 음향을 음악에 부여함에 따라 가상적으로 아우라적인 효과를 내는 ‘ ’
것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바로 . 

노이즈를 통해 아날로그 음반이 가졌던 아우라를 표면적 차원에서 가상적

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Walter Benjamin,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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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도 탈시간 탈공간 음반 매체의 가치와 위상 변화3. , , : 

아날로그적 속성을 디지털로 담아내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바로 음반이라는 매체가 가져왔던 고유한 가치와 그 ‘ ’
위상이다 본래 음반이라는 대상은 실황연주의 기록물로 기능했고 실황. ‘ ’ , 

연주를 최대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일반적으로 음반에 부여해왔던 가치 체계가 적

용되지 않는다 이 음악에는 기록해야 할 실황연주도 없고 음반이 추구해. , 

왔던 더욱 실제 같은 음향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 ’ .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특징은 음반의 개념 자체를 재고하게 한다. 

충실도 이데올로기1) 

음반은 연주를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탈공간 탈시간화시켰고‘ ’ , , 

나아가 그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 가치가 기록. 

과 보존에 있었기 때문에 실황 연주와 음반 안의 음악은 같아야 했다, ‘ ’ . 

이에 음반에는 연주의 기록물로서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생생하게 기록해

야 한다는 충실도 개념이 생겨났다 라이브 연주와 레코딩의 관(fidelity) . “
계에서 라이브를 원본이나 실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레코딩을 복사본이나 

대체물로 취급하는 것이다.”98) 이 개념에 따라 녹음이 연주를 충실하고 투 

명하게 담아낸 것은 고충실도라고 지칭되었고 충실히 담지 못하고 왜곡된 , 

것은 저충실도 이어서 녹음이 실황연주에 대해 충실도를 (low-fidelity),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비충실도 라 불렸다(no-fidelity) .99) 충실도 개념은  

연주와 녹음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투명성과 왜곡이라는 기준에 의한 것‘ ’ ‘ ’
이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충실도 음반은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 , 

로 받아들여져 왔다.

98) Nicholas Cook, “Ghost in the Machine,” in Beyond the Score: Music as 
Performance, 356.

99) Joshua Glasgow, “Hi-Fi Aesthetic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5/2 (200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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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반이 전달해야 할 음악이 아니라 매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
은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에릭 클락 이 지적하. (Eric Clarke)

듯, 음반 문화에서 레코딩된 표면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청취자들에“
게 당신이 듣는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답변을 하게 만든다는 문제를 ‘ ?’
불러일으켰다.”100) 음반 매체의 존재는 가급적 음향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야 했다. 정상적인 포노그래프는“ 특정한 음향적 관계를 조직하고 나면 문 

자 그대로 사라져야 했다.”101) 그러나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일반적인 음 

반 매체가 추구해왔던 방향과 다르게 표면의 타닥거리는 소리 테이프, LP , 

가 늘어난 소리 등 매체로부터 비롯되는 노이즈를 통해 음반의 존재를 계

속해서 드러낸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음악에서는 불가피하게 

생긴 매체의 노이즈는 찾아보기 어렵다 탈시간 탈공간 충실성이라는 가. , , 

치는 디지털 매체에 이르러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실황. 

연주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담아내는 음반들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실황연주의 충실한 기록일 것을 요구하는 충. ‘ ’
실도 개념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한 바 있다 음반이 충실하게 연주, . 

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라이브 음악이 음반을 모방하려는 움직, “
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음반은 라이브 음악과 녹음된 음악 간의 원본. 

과 사본의 관계를 뒤집을 만큼 독자적인 음악 매체가 되었다.”102) 
일례로 굴드 는 한 곡을 여러 번 연주해서 이를 모두 녹, (Glenn Gould)

음하고 그중 좋은 부분들을 각각 추려내 편집하는 것으로 음반을 제작한 , 

바 있다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연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결과적으로 구현된 음악은 마치 한 번에 연주된 것 같은 음향이었다 굴드. 

의 사례는 스튜디오의 녹음기술과 매체를 이용해 완벽한 연주를 한 번에 

100) Eric Clarke, “Ideological, Social and Perceptual Factors in Live and 
Recorded Music,” in Musical Listening in the Age of Technological 
Reproduction, Edited by Gianmario Borio, (Surrey: Ashgate, 2015), 27.

101) 청취의 과거 청각적 근대성의 기원들 Jonathan Sterne, : , 362.『 』
102) 원유선 디지털 복제시대의 예술음악 듣기 세기의 예술음악 청취문화 연구 , “ : 21 ,” 

음악과 민족 51 (2016), 9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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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연주의 녹음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

다 음반이 일회적인 연주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 경우 음반이 연주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실도 개념은 

변형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지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음반, . 

의 편집 가능성은 실황연주에서 일회성이라는 가치를 바꾸어놓았지만 궁‘ ’ , 

극적으로 같은 음악적 대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충실도 개념은 공고히 유

지되기 때문이다 실황연주와 달리 음반만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성질들. 

이 존재하고 연주와 음반은 창작 과정과 존재 방식 역시 매우 상이하다, . 

그런데도 충실도라는 이데올로기는 음반의 가치를 연주의 충실한 기록물로 

제한하고 여전히 음반을 통해서 실황을 기대하게 한다.

예술형식으로서의 음반2) 

음반은 본래 탄생했을 때부터 실황연주와 다른 독자적인 매체였다 연주. 

와는 달리 음악을 저장하는 사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아도르노가 ‘ ’ . 

말했듯 레코드는 사물로서 소유될 수 있는 음악적 현현의 첫 번째 의“
미”103)이다 소리는 더는 흔적없이 사라지지 않았고 음악은 음반과 실황. , 

연주라는 두 다른 존재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황연주와 달리. , 

음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개된 소리를 들려준다 실황연주와 음반이 ‘ ’ .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존재 형태를 보았을 때 음반은 본질적으로 실황연주, 

와 다른 예술 형태이다.

수십 년 동안 사진에서 일어났던 개념의 변화는 음반의 경우에서 “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즉 음반 자체를 예술형태로 보지 않았다. , . 

하지만 레코딩은 존재하는 실재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 

재생산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에 가깝다 그. 

것이 작동하는 원칙은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것이다”104)

103) Theodor W. Adorno “The Form of the Phonograph Record,” translated 
by Thomas Y. Levin, October 55 (1990), 58.  

104) Nicholas Cook, “Ghost in the Machine,” in Beyond the Score: Music 
as Performance, 356, 369.



58

음반과 실황연주는 같은 음악을 다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님에도 충

실도라는 개념은 여전히 음반과 실황연주가 같은 대상을 나타내야 함을 상

정한다 따라서 음반은 매개된 음악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가능성을 . 

확장하지 못하고 연주의 기록물로서만 기능한다 음반으로서만 가질 수 있, . 

는 예술적 가치들을 충실도라는 개념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황연주의 기록물이라는 음반의 가치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음악가들이 샘플링하는 음반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에 실황연주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나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창작과정과 , 

그 결과물을 보았을 때 실황연주와 기록물로서의 음반 개념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음반은 무엇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 

이 아닌 그 음악이 존재하는 형식에 관여한다 매체가 적극적으로 창작에 , . 

관여한 그라모폰무지크와 구체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음반. 

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음반과 실황연주가 같은 음악적 대상을 전달해, 

야 한다는 충실도 개념과 무관하다 이 선례들은 음반이 실황연주와 뚜렷이 . 

분리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형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재생이 갑자기 멈추는 소리나 녹음된 

소리를 잘라서 재조합한 선율 등에서 발견되는 매체 특정적인 소리 수차례 , 

재생되며 턴테이블 바늘에 긁혀 닳은 처럼 지직거리는 소리 오래 재생LP , 

되어 늘어난 테이프의 소리 와우 플러터 팝 노이즈 등의 소리들은 연주라, , 

는 형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음반 고유의 요소들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 

향에서는 매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 외적 노이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다 충실도 개념에 의하면 실황연주와 음반은 동일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 

는 두 가지 감상방법이지만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감상방법은 음반의 재생, 

이 유일하다 이 매체의 노이즈는 오로지 매체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 

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디지털 방식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음반에서 , 

발생했던 다양한 결함으로서의 노이즈를 드러낸다는 점은 충실도를 넘어‘ ’
서 음반이 추구해왔던 다른 가치에도 대치된다 이는 바로 탈시간적 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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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속성이다 음악의 감상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전제한 일회. “
적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소리 축적 및 복제기술이 

음악에 도입된 이후부터였다.”105)

그러나 사물로서 존재하는 아날로그 음반들은 탈시간성 탈공간성을 완, 

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 녹음은 실황연주에서 떨어져나오고 일차적으로 탈. 

시간적 탈공간적 존재가 되지만 그것이 사물로 존재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 , 

실제 시공간 속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음반은 음악을 생생하고 . ,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음반은 처음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아날로그 음반은 재생 횟수가 거듭될수록 잡음이 많아져 . 

그 음반의 음향에 그 청취의 흔적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물질로 존재하는 . 

이상 음반은 낡고 닳을 수밖에 없다 이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의 . CD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표면에 균. CD

열이 생기면 그 부분이 재생되지 않거나 노이즈가 생기고 재생이 멈춰버리, 

기도 한다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된 음악을 제외하고 유형의 매체에 담. 

긴 음악들은 본질적으로 영구히 보존될 수 없는 것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드러나는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는 그것이 결

코 영구히 보존될 수 없는 즉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점을 인식, 

하게 한다 이는 녹음과 음반이 추구해왔던 목적인 충실도와 영구보존 그. , 

리고 탈시간과 탈공간에 대치되는 것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노이즈를 . 

통해 음반이 추구했던 가치들에서 벗어나고 음반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고

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아날로그 음반을 대상화하는 디지털3) 

나아가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이러한 음반 자체의 속성이 아날로그적‘ ’
인 것을 통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주류 매체가 비물질적인 디

지털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 음원으로 이행하며 음반은 . 

105) 송화숙 뮤지카 모빌리스 기술복제시대의 음악적 매체성 년대 카세트  , “ : -1970~80

문화를 중심으로 음악학,” 24 (2013),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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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물질적 속성으로 인해 탈시간 탈공간 영구보존이라는 음반이 추구해, , 

오던 가치를 거의 완벽하게 달성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반이라는 말 자. , 

체가 유형의 매체에 적용되었던 것과 다르게 무형의 디지털 파일은 음원‘ ’
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

앞서 마크 피셔가 혼톨로지 음악 경향과 데리다의 유령론의 관계로 제시

한 것 중 하나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시간의 어긋남이라는 녹음의 본질‘ ’
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이 어긋난 시간의 두 축은 실황연주와 . 

음반이었다 하지만 이미 발매되어 사물로 존재하게 된 음반은 실제 시공간 . 

속에서 사물의 수명이라는 또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 ’ . 

한 상황에서 음반이라는 것 자체보다 시간의 어긋남을 잘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디지털 음원인 것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악들은 영구. 

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 사물이라는 매체에 담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 ’
새로운 시공간적 존재로 자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혼톨로지 음악 경향‘ ’ . 

의 창작자들은 디지털로 작업을 하면서도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를 통해

서 가상적으로나마 그 음악에 아날로그 음반이라는 고유한 시간성을 가져

왔던 사물의 속성을 부여한다 즉 아날로그 음반의 물리적 특성들을 드러. , 

낸다 이는 일견 음반이 발전해왔던 역사에 역행하는 듯하다. . 

앞서 살펴보았듯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타인의 음반은 편집되어 아날, 

로그 음반의 매체적 노이즈와 함께 나타난다 때로 이는 마치 오래된 아날. 

로그 음반을 재생한 듯한 음향으로 구현되며 이는 기술의 결함으로 인해 , 

불가피하게 들리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현된 소리다 일반적으로 . 

타인의 음악을 인용하거나 샘플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음반 그 자체가 아

니라 음반에 녹음된 그 음악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혼‘ ’ . 

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음반 안의 음악보다 매체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

거나 때로 음악이 들리지 않고 매체의 노이즈만 들린다, .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 

향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을 담은 음반인 것으로 보이며 혼톨로지 ‘ ’ , 

음악 경향의 매체적 특성은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표현적 대상이 음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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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이제까지 음반의 매체성을 최대. 

한 숨기고 음악을 투명하게 드러내던 일반적인 음반의 기능이 역전된 것이

다 나아가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는 들려주는 음악적 대상은 매체가 가진 . 

고유한 음향은 물론 음반에 담긴 음악도 포함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라, . 

모폰무지크나 구체음악과 형식상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즉 혼톨로지 . , 

음악 경향에서 음반은 그 매체적 특성과 그 안의 음악적 내용까지 모두 포

함하며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나아가 표현의 목적이 되는 것‘ ’
으로 보인다.

혼톨로지 음악에서 표현의 대상으로 쓰인 음반은 또다시 음반에 담긴‘ ’
다 이 음악이 아날로그 매체의 낡은 음향을 의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 

점을 보았을 때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작업들이 어떤 매체로 발매되는지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이 음악은 현재 인터넷에서 디지털 스트리. 

밍 형태로 들을 수 있으며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며, MP3 , 

로도 발매된다 또한 한정적으로 로도 발매된다CD . , LP . 

만약 이 음악을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를 통해 혼톨로지 음악 MP3, CD

경향을 듣는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 “
털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은 물리적 형식적 카멜레온이다 필름 전자기, . , 

기 텔레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기반을 둔 것 중에서는 원본과 재생산 사이의 , 

확고한 개념적 차별점이 없다.”106) 완벽히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예술은 매체에 따라 근본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로 혼톨로. LP

지 음악 경향을 감상할 경우 이미 이 음악이 표현하고 있는 낡은 음향 , ‘ ’ 
위에 그 라는 사물에 귀속되는 청취의 흔적들이 중첩될 것이다LP .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세기 아날로그 음반들에서 들을 수 있었던 특징20

적인 소리를 중요한 요소로 구성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녹음으로 인한 . 

탈시간 탈공간성과 음반의 충실도 개념을 넘어서 아날로그 음반을 단순한 , 

매체가 아니라 표현대상으로서 보여준다 이에 아날로그 음반은 혼톨로지 ‘ ’ . 

106) Douglas Davis,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Digital Reproduction,” 
Leonardo 28/5 (199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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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경향에서 본래의 기능을 잃고 다른 방식으로 향유된다 매체가 재고안. 

되는 이러한 현상은 기술적 토대 매체 의 물리적 조건들 속에 담긴 일련“ ( )

의 관습들이 투사적이고 동시에 회고적인 표현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한 매체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낡은 것이 되는 순간 가능해지는 사[...] 

태”107)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나타나는 아날로그 음반과의 밀접한 연관은 새

로운 매체는 낡은 매체를 예술적 형식으로 바꾸어놓고 낡은 매체는 새로운 , 

매체의 내용이 된다108)는 매클루언 의 주장처럼(Marshall McLuhan) , 

궁극적으로 디지털 매체 안에서 아날로그 음반을 내용적 측면 즉 표현대상, 

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 등장한 혼톨. 

로지 음악 경향은 아날로그 음반이 지녔던 고유한 속성들을 디지털로 구현

하며 과거의 매체였던 것을 오늘날의 예술적 표현대상으로 나타낸다, . 

107) 최종철 로잘린드 크라우스 포스트 미디엄 이론의 이중성에 관한 변증적 고찰 , “ ,” 
미학 예술학 연구 46 (2016), 237.『 』 

108)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상호 번역 서울 커뮤니 Marshall McLuhan, : ( : 『 』 

케이션북스, 2011), 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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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매체에서 내용으로V. : 

이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적으로 구현하는 혼톨로지 음악에 

대해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본바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세기 초중반의 . , 20

아날로그 음반들을 샘플링하고 변형하며 매체의 노이즈를 크게 드러낸다, . 

필자는 이러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아날로그 음반과 맺는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여 여기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미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혼톨로지 음. 

악은 음악가에 따라 특정 시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드러내며 매체에서 발, 

생하는 노이즈를 음악 외적인 소리가 아니라 음악 내적인 소리로 적극적으

로 끌어들이며 궁극적으로 매체에 불과했던 아날로그 음반을 음악의 내용, 

적 차원으로까지 적용한다 아날로그가 지속되는 것은 디지털에 대한 반발. “
이라기보다는 디지털과 공생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 

대해 다룰 때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가 모두 관여하는 어조, 

여야 한다”109)는 카츠의 말처럼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디지털은 매체, 

와 편집방법 아날로그는 내용과 재료가 되어 둘 모두의 속성이 통합적으로 , 

드러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특징은 이제까지 음반의 기

본적 속성으로 여겨졌던 것들로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이에 역행한다 실황. 

연주는 음반을 통해 탈시간 탈공간되었지만 음반은 사물로 존재함에 따라 , 

새로운 시공간적 맥락에 자리하게 된다 또한 음반의 고충실도는 의도적인 . , 

매체 노이즈의 증폭으로 인해 왜곡된다 이로 인해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 

연주불가능해지며 음반으로만 재생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 .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고충실도의 왜곡을 넘어 음반과 실황연주가 같

은 음악적 대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충실도 개념이 사라진다 나아가 연주를 . 

투명하게 담아내는 역할이었던 음반은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 반대로 표

109) Mark Katz, “The Persistence of Analogue,” in Musical Listening in 
the Age of Technological Reproduction,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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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대상이 되어 그 매체적 특징이 크게 드러난다. 

한 음악에서 매체적 특징이 혼톨로지 음악처럼 개념 존재 방식 음향, , , 

표현으로까지 다양하고 깊게 관계한 사례는 드물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 

다양한 층위에서 매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바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궁극적으로 아날로그 음반을 내용적 

측면으로 구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귀결된다.

아날로그 음반의 시대는 세기였다 세기에는 를 거쳐 라는 20 . 21 CD MP3

디지털 파일 형태의 매체가 등장했고 이는 곧 오늘날의 주류 음반 매체가 , 

되었다 이로 인해 세기에 이르러 아날로그 음반은 일상적인 소리가 아. 21

니라 특수한 문화적 대상물이 되었다 아날로그 음반은 디지털보다 진정성. 

이 있다거나 따뜻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식의 주장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즉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대상. 

화된 세기의 아날로그 음반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 레트로 문화라거20 . 

나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은 바로 이에 근거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서는 과거의 산물로 대상화된 아날로그 음반뿐 아

니라 나아가 아날로그 음반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매체성도 명확히 나타

낸다 음반 매체 자체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산물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우. 

리가 음악을 사유하는 방식은 물론 이를 다루는 방식을 바꿔놓는다 그러, . 

나 매체는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환경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매체 ‘ ’
자체의 조건은 매순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톨. 

로지 음악 경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날로그 음반의 매체적 특성을 적극적

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 음반 자체의 매‘
체성을 드러낸다’ .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이제는 문화적 대상이 된 아날로그 음반 그리고 , 

매체라는 기술의 산물이 만나는 하나의 접점이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아. 

날로그 음반 매체의 기술적 조건이 무엇이었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음향적으로 표현하며 아날로그 음반 매체 , 

고유의 특성들을 뚜렷이 들리게 한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이 매체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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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음악적인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이제까지의 음악들과 다르게 아날로

그와 디지털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음악문화에서도 기술은 계속, 

해서 발달하고 있다 음향 편집은 나날이 간편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 

편집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지고 아날로그 매체의 노이즈를 장식적인 음향으로 쓰는 사례들도 손쉽게 , 

찾아볼 수 있다 혼톨로지 음악 경향의 매체적 특성과 그 미학을 살펴본 이 . 

연구는 동시대 음악문화에서 목격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더 폭넓은 사

유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혼톨로지 음악 경향은 첫째 이제까지 음악을 구성하던 두 , 

축이었던 연주와 기록물로서의 음반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 음반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음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세기 아날로. , 20

그 음반들을 내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음반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것

들이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셋째 동시대에 창작되고 있는 다른 음. , 

악들과 샘플링 매체의 노이즈에 대한 논점들을 공유한다‘ ’, ‘ ’ .

이 논문에서는 혼톨로지 음악의 매체적 특성과 그 미학을 다각도로 살펴

보았다 세기의 아날로그 음반을 표현하는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대한 . 20 ‘ ’
이 연구가 혼톨로지 음악 경향 그 자체의 이해를 넘어 매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동시대 음악문화에서 계속해서 시도되는 기존의 개념에서 , 

벗어나는 새로운 음악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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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um Characteristic of 

Hauntology Music and its Aesthetics

Yeasul Shin

Music Theory &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the medium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implications of Hauntology music occurred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2000s, and aims to understand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Hauntology is a philosophical term which initially 

coined by Jacques Derrida. Although it is firstly used for political 

circumstances explanation in his book Spectre de Marx, it’s 
begun appropriated by several music critics for categorizing music 

tendency which have conceptual mutualness with the term of 

Hauntology. 

Hauntology music is yet challengeable to distinguished as a 

certain “genre” though, scholarly investigations are recently being 
attempted gradually. Prior researches on this type of music, ﾠ
musician The Caretaker, The Focus Group, Belbury Poly and The 

Advisory Circle are commonly represented. All of them sample 

analog records from 20th century and edit via digital, also expose 

the noise from playing analog records. So thus in Hau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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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he “characteristic of media” presents prominently because 
the medium of analog and digital are blended various aspects 

such as material, creative method, sound and listening 

experience. 

Hauntology music is closely related to analog media in terms of 

material and sound of creation. Meanwhile, it creates new 

aesthetic experience in that it is edited by digital. First, music of ﾠ
Hauntology samples analog recording which is coded as a obsolete 

object today, and it uses the noise as a acoustical component to 

evoke nostalgia for the past. Secondly, noise from analog 

recordings is considered as a new material of sound rather than 

technical flaw. Furthermore, it seems to efficiently restore the 

Aura of analog media which digital had lost.ﾠThird, Hauntology 
music is contrary to basic value of existing recording technologies 

that pursuit fidelity, detemporalization and despatialization. It 

represents inherent characteristic of analog recording as an 

individual itself. All of the characteristics above, Hauntology 

music implies that a record is not only just consequence of 

recording of performance, beyond that, it also could be a form of 

art that musically expressing.

In this thesis, property of Hauntology music and its aesthetic 

value were investigated and it suggest a possibility of new 

interpretation about how contemporary digital era responds to 

the previous, and how analog record is represented in digital.

Keywords : Hauntology music, The Caretaker, Ghost Box Records,  

sampling, analog record, digital mus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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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II.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란 무엇인가?  
	1. ‘혼톨로지’의 개념  
	2. 역사적 배경 
	3. 주요 음악가와 음반 

	III. 창작방식
	1. 샘플링 
	2. 샘플링된 음반의 편집 
	1) 루핑 
	2) 쵸핑 
	3) 음성 변형 

	3.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 삽입 
	1) 크래클(crackle), 히스(hiss) 
	2) 아날로그 음반에서 발생 가능한 노이즈 


	IV.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대한 미학적 접근
	1. 노스탤지어의 코드화 
	1) 노스탤지어: 표상된 과거 
	2) 과거다운 것으로 코드화된 아날로그 음반 
	3) ‘쇠퇴한 사물’의 재출현 

	2.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와 아우라의 복원 
	1) 아우라의 상실 
	2) 아날로그 음반 노이즈의 소리재료화 
	3) 아우라의 가상적 복원 

	3. 충실도, 탈시간, 탈공간: 음반 매체의 가치와 위상 변화
	1) 충실도 이데올로기 
	2) 예술형식으로서의 음반
	3) 아날로그 음반을 대상화하는 디지털


	V. 결론: 매체에서 내용으로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0
I. 서론   1
II. 혼톨로지 음악 경향이란 무엇인가?   4
 1. ‘혼톨로지’의 개념   5
 2. 역사적 배경  10
 3. 주요 음악가와 음반  14
III. 창작방식 20
 1. 샘플링  21
 2. 샘플링된 음반의 편집  22
    1) 루핑  23
    2) 쵸핑  26
    3) 음성 변형  28
 3.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 삽입  30
    1) 크래클(crackle), 히스(hiss)  30
    2) 아날로그 음반에서 발생 가능한 노이즈  33
IV. 혼톨로지 음악 경향에 대한 미학적 접근 36
 1. 노스탤지어의 코드화  36
    1) 노스탤지어: 표상된 과거  37
    2) 과거다운 것으로 코드화된 아날로그 음반  39
    3) ‘쇠퇴한 사물’의 재출현  42
 2. 아날로그 음반의 노이즈와 아우라의 복원  47
    1) 아우라의 상실  47
    2) 아날로그 음반 노이즈의 소리재료화  49
    3) 아우라의 가상적 복원  50
 3. 충실도, 탈시간, 탈공간: 음반 매체의 가치와 위상 변화 55
    1) 충실도 이데올로기  57
    2) 예술형식으로서의 음반 60
    3) 아날로그 음반을 대상화하는 디지털 59
V. 결론: 매체에서 내용으로 63
참고문헌 66
Abstract 7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