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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래식 음악만이 영화음악의 소스가 아니며, 이것은 작곡에서 최근에 생긴 변화도 아니다. 1906년에

‘캐힐’이 텔하모니움을 발명하고 10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에르 쉐퍼’가 1948년에 뮤직 콘크리트를 시

도한 이후 약 60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운드를 제어하는 기술과 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영화음악 작곡가들은 컴퓨터와 다양한 사운드 모듈을 통해 효과적이고 창의성 높은 다양

한 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강력한 작곡 도구이다.

 

1. 서 론

영화음악이 단순히 영상 뒤에 깔려있는 음악으로만

존재하기 보다는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역할로 만

들어 가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된 고민의

결과는 독특한 소리와 철학으로 음악을 만들면 된다

는 것이다. 토루 타케미추와 브라이언 이노는 사운드

디자인과 앰비언트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큰 영감을

주었다. 이들만의 특별한 철학과 테크닉은 소리의 변

조, 스튜디오 컴포지션, 미니멀리즘 등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1 사운드 디자인 
1.1.1‘토루 타케미추’와 사운드 디자인 
모던 신디사이저와 가상 스튜디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작곡가들에게 사운드 소스를 직접 재단하고 변

조, 디자인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접근성 또한

점점 쉬워지고 있다.

포 랜스키는 “가장 흥미로운 음악은 본인이 직접 악

기를 디자인 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로버트 애쉴리는 “우리가 작곡가라면

사운드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토루 타케미추는 사운드 디자인을 작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그는 동양의 음악과 서양의 음악 그리고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만의 철학을 갖고 있

었다. 그는 40년 동안 93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하였는데,

그의 음악 안에는 일상의 소리들이 배열되고 구성되어

있고, 동양과 서양, 소리와 침묵 그리고 전통과 혁신과 같

이 상반된 요소들이 그만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

다. 그는 초기작품들에서부터 임프로바이제이션, 그래픽

노테이션, 악기와 녹음된 생활의 소리들의 비범한 콤비네

이션을 사용한 가히 실험적인 작곡을 하였다. 그 결과는

아름다우면서도 오리지널리티가 풍성한 음악으로 나타

났다. 토루 타케미추의 작품은 기존의 어떤 작품이나 쟝

르와도 비슷한 틀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가 지속적

으로 다양하면서도 수많은 작품을 작곡했다는 점은 놀랄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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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영화 ‘우먼 오브 더 듄’ 의 오프닝 메인 테마에

서 그는 피치 쉬프트를 포함한 사운드 디자인 테크닉을

사용하여 고음의 메탈릭한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그 음역

대는 실제 악기로 낼 수 있는 음역대의 최고 음정보다 더

높은 음정이다. 실제의 연주를 녹음한 후 스튜디오에서

이러한 커스텀 사운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고음의 메

탈릭 사운드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캐릭터 역할을 하는

모래더미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

면에서 음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메인 테마 곡

에서 사용된 콘트라 베이스의 보잉 소리 또한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그 저음을 강조 하였다. 이 영화의 후반

부에서 사용된 퍼커션 소리는 디스토션 이펙트를 가미하

여 찌그러뜨린 소리로 사운드 디자인 되어있다.

‘우먼 오브 더 듄’ 에서 토루 타케미추 는 스트링 앙상

블을 주로 하여 곡을 썼는데, 먼저 녹음을 한 후, 점진적

으로 리어렌지를 하면서 사운드 이펙트를 사용하여 소리

를 변조하거나 왜곡시켜 가면서 소리를 디자인 한 다음

영화에 삽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영화음악들은 타케미

추의 특별함으로 나타났다. 이 영화는 기괴한 장소와 배

경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운

드 디자인 된 소리들은 그 장면들 하나하나에 독특한 캐

릭터를 부여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배가 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2.1 일렉트로닉 뮤직
2.1.1‘반젤리스’의 일렉트로닉 영화음악

‘반젤리스가 1981년도 영화, Chariots of Fire의 영화음

악을 작곡하였고, 그 음악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헐리

우드의 모든 프로듀서들은 그의 음악과 같은 영화음악을

사용하고 싶어했다.’[1] 이 음악은 완전한 일렉트로닉 음

악이었고 어쿠스틱 악기는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이 시

기에는 오늘날에 비하여 컴퓨터 상의 소프트 신디사이저

와 다양한 디지털 편집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곡은 반젤리스의 홈 스튜디오에서 한 트랙

씩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사용하였

다.

‘이러한 반젤리스의 음악의 임펙트는 과장된 것이 아니

다. 이것은 프로듀서, 영화감독, 작곡가들의 귀를 열었으

며, 일반 대중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장을 열었다. 이전까지의 일렉트로닉 사운드는 테라민 같

은 자극적인 일렉트로닉 장비의 사운드가 공상과학 영화

의 특별한 장면에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하나의 도

구로만 사용되었었다. 반젤리스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일렉트로닉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3.1 앰비언트 뮤직
3.1.1‘브라이언 이노’와 앰비언트 뮤직

‘브라이언 이노’ 는 새로운 형태의 대표적인 작곡가 이

다. 그는 리듬앤블루스, 프로그래시브 락, 펑크, 락앤롤,

뉴웨이브, 아프리칸 뮤직, 중동 음악, 아시안 스타일 등의

다양한 음악을 작곡의 원천으로 사용하며, 미니멀리즘,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 ‘존 케이지’ 이후의 아방가르드 이

론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두루 사용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음악과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등의 비쥬얼 아트와의 접목

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다. ‘그가 끼친 영향 중 하나는 레코딩 스튜디오

를 음악적 작곡과 실험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장소로

경이롭게 사용한다는 점이다.’[2]

그는 1975년에서 1978년 사이에 ‘앰비언트 뮤직이란

적은 다이나믹, 흐릿한 끝선 그리고 사운드 컬러의 부드

러움이 있는 일렉트로닉 의미의 젠틀한 음악’[3] 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마치 빛의 컬러, 비가오는 소리 처럼 자

연스러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상의 것들과 같은

것이다.

‘브라이언 이노’ 의 음악은 공간이 충분히 있고, 생각하

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많은 이들에게 그의 앨

범과 인터뷰는 신중한 음악과 철학으로 인도하는 문이었

다.’[4] 이노가 1982년의 인터뷰에서 말한바와 같이 ‘음악

은 스타일에 따라 어떤 포지션과 방식으로 듣느냐가 달

라진다. 예를 들어 펑크 음악은 앞으로 나와 듣게 되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 포지션과 방식은 또 다르다. 앰비언

트 음악은 귀를 기울일 수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음

악이다. 듣기를 원해서 귀를 기울이면 그 오묘한 음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하

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와 있을 수

도 있는 음악이 앰비언트 음악이다.’

3.1.2‘브라이언 이노’의 스튜디오 컴포지션
‘브라이언 이노’ 는 앰비언트 음악을 작곡하는데 있어

서 스튜디오 컴포지션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멀티트

랙 테잎 레코더를 사용하여 그 스피드를 다르게 하면서

랜덤 효과를 이용하고, 다른 트랙에 덧 입히는 녹음을 하

면서 각기 다른 스피드로 멀티트랙 레코더들을 플레이하

여 우연히 발생하는 음들을 만들어 내는 기법을 사용 하

였다.

‘Discreet Music'에서 이노가 사용한 멜로디 라인들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신디사이저의 리콜 시스템에 저

장된 멜로디 라인들을 다른 시간차로 플레이 하는 방식

으로 작곡하였다. 하나의 멜로디는 c", d", (공간), e’,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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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g‘ 이며, 다른 하나의 멜로디는 d', e', (공간), d', b,

g, (공간), e", g",a", g" 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c'는 c 의

한 옥타브 위, c"은 두 옥타브 위의 음정을 의미한다.

Brian Eno 는 이 두 대의 신디사이저의 각기 다른 두 멜

로디에 테잎 딜레이를 걸고, 그 아웃풋 사운드에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음원의 팀버를 변조하였다. 이곡

에서의 리듬은 메트로놈의 펄스에 의한 리듬이 아니고,

그 화성은 G 메이저에 9도, 11도, 13도가 더해진 화성이

다.

a"

g"

e"

d"

c"

g'

e'

d'

b

g

d

[그림 1] Discreet Music 의 화음 구성

위의 코드에서 5도 음인 d 음이 가장 낮은 음으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운드의 진행이 너무 근

음위주로 들리는 것과 토닉 위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

는 효과가 있다. 곡의 구성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의도된

구성이 아니다.

‘브라이언 이노’의 다른 곡인 1979년 작, Music for

Airports 앨범의 2/1 이라는 곡에도 이러한 스튜디오 컴

포지션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테잎에 여성보컬이

아-발음으로 한 음정만 약 5초간 부른 것을 녹음하였는

데 이것이 이 곡에서 사용된 단 하나의 음원 소스이다.

Eno 는 7개의 음원을 녹음하였는데, 각 음들은 Ab', F',

Eb', Db', C', Ab, F 으로써 DbMaj7add9 화성이 된다.

이 음정들에 어택을 느리게 하고 약간의 히스(hiss)가 나

게 디케이를 조정하여 음색을 변조하였다. ‘각기 다른 테

잎에 이 음들을 녹음하고 각기 다른 속도와 루프를 사용

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리듬으로 곡을 구성하였다.’[5]

4. 결론

'토루 타케미추‘ 와 ’브라이언 이노‘ 의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음악을 음표와 화성만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만

의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이 정립한 컨셉을 확신

을 가지고 표현하고, 작품으로 발표하느냐 하는 것이 영

화음악에서, 나아가 모든 영상음악에 적용되는 독립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영화나 영상을 품격 있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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