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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 이해편 

오케스트라를 통해 알아본 좋은 조직의 조건

음악회에서 가장 먼저 소리를 내는 악기는 오보에입니다. 오보에가 첫 음을 잡으면 모든 악기가 이에 

맞추어 음을 조율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악기들이 정확한 음을 내야 하고, 

이것의 기본을 오보에가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이해편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치에 숨겨진 원리 

오케스트라의 어원 ‘오르케스트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공연할 때 합창단이 노래하고 춤을 추던 

반원형의 공간을 가리키던 말이다. 16 세기 말 오페라가 등장하면서 오페라 공연에서 악기 연주자들이 앉는 

장소를 가리키다가 이후‘악기 연주자들의 집합 자체’를 이르는 말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에도 규칙이 있다. 맨 앞줄에는 현악기인 제 1 바이올린, 제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위치하고, 그 뒤로는 목관악기인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피콜로와 금관악기인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가 위치한다. 그리고 맨 뒷줄 타악기에서는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벨, 

탐탐, 실로폰, 글로켄슈필, 첼레스타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악기배치에는 음향의 비밀과 음악사적 배경이 숨어 있다. 소리가 작고 주 선율을 담당하는 

현악기가 전면에, 부드럽고 고운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는 현악기 옆에, 강한 소리로 극적 효과를 내는 

금관악기와 타악기는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다. 또한 음악사적으로는 초창기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던 현악기가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거치며 추가된 관악기, 타악기가 외곽을 구성하면서 

오늘날의 대편성 오케스트라로 발전한 것이다. 즉, 지금 오케스트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가장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상의 배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됐을 때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한편 공연을 하기 전에 모든 악기는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때 가장 먼저 첫 

음을 내는 것이 바로 오보에이다. 오케스트라 조율에서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오보에가 조율이 

까다롭고 온도나 습도에 의한 음높이 변화가 가장 작은 악기이기 때문이다. 오보에가 불어주는 표준음 'A' 

(라)음에 맞춰 오케스트라는 각자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생명은 화음인데 만약 누구 

하나라도 잘못된 음을 내게 되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다. 팀에서도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팀 프로젝트가 성공하듯이 화음의 완성을 위한 첫 번째 조건도 다 함께 음을 정확히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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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는 피라미드 조직이다? 

모든 악기가 조율을 마치게 되면 드디어 지휘자가 등장하게 된다. 근데 지휘자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전에 악수를 청하는 연주자가 있다. 그는 바로 오케스트라의 제 1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인 콘서트 마스터이다. 

악단 전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며, 연주 중에는 지휘자의 왼편 맨 앞줄에 앉아 전 연주자를 대표해 

지휘자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지휘자를 보좌한다. 19 세기, 직업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오케스트라를 

이끈 실질적 우두머리였다. 

알고 보면 오케스트라만큼 서열이 엄격한 조직도 없다. 각 악기 별로 수석이 있으며, 그 위에 부악장이 

있고, 또 그 위에 악장, 그리고 제일 꼭대기엔 지휘자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악기 별로 서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앉는다고 하니 오케스트라는 군대 못지않은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의 실세? 

바이올린은 자리도 제일 좋은 앞자리에다 숫자도 제일 많다. 그렇다면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의 실세일까?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주 멜로디를 연주한다. 무대 앞쪽에 있는 

제 1 바이올린은 높은 성부를 연주하고 뒤쪽의 제 2 바이올린은 조금 낮은 성부의 멜로디를 담당한다. 

관현악의 선율을 이끄는 만큼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도 적고 뒤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주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타악기는 어떨까? 분명 바이올린보다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중요한 부분에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 타악기 연주자들은 곡 전체를 읽고 있어야 

하며, 이 때문에 타악기 연주자를 제 2 의 지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케스트라의 CEO, 지휘자 

지휘자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손짓 하나로 자유자재로 다룬다. 지휘봉을 든 손은 빠르기, 박자, 셈여림을 

지시하고, 다른 손은 주법과 떨림의 강약, 표현의 강도를 표시한다. 자존심 강한 100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이끌어가려면 음악적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스스로 

최상의 연주를 뽑아내도록 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만 한다. 

최상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된 악기들 화음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각기 

제 역할을 정확히 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단원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배를 이끌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휘자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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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하모니’의 ‘필’（Ｐｈｉｌ）은 라틴어로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모니를 좋아하는 연주자와 지휘자,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명연주,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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