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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영화음악의 라이트모티브 기법

  영화음악의 주요 기능은 미국 작곡가 아론 코플란트

(Aron Copland)가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적 배경 

확인, 인물의 내부 심리나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 영화에 연속성을 부여하

는 기능, 영화에 감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능의 다섯 가

지 기능으로 분류된다.[1] 대개 라이트모티브 기법은 시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거나, 인물의 내부 심리와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인물

의 내부 심리와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도

구, 즉 영화 이야기 흐름에서 숨겨진 의미표현을 위해 상

징적인 도구로 사용된 라이트모티브의 활용에 관해 연구

한다.

Ⅱ. 본론 – 『펀치 드렁크 러브』에 나타난 
라이트모티브 기법

  라이트모티브는 인물이나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음악적 어법이며 특정 인물과 상황이 나올 때마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율을 의미한다. 대개 라이트모

티브는 그 대상과 동일시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

기도 한다.[2]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인물의 상반된 심리

표출을 위한 각각의 선율 활용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는 

라이트모티브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1. 불안을 상징

  주인공은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심리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인물이다. 특별히 영화의 초반부에서

는 주인공의 소심한 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 주인공

의 심리는 인물을 통해 표현되지 않고 라이트모티브를 

활용한 음악으로 표현한다.

 

▶▶ 그림 1. 주인공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전화

  영화 상반부의 시퀀스는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과 주

인공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주를 이룬다. 주인공은 가족

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전화

가 걸려올 때마다 불안해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다. 그러한 심리는 배경음악에 삽입된 선율로 표현되는

데, 이는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삽

입된다.

▶▶ 그림 2. 불안을 나타내는 라이트모티브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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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영화는 시청각 예술이고 다양한 시청각적 기법을 활용하여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한다. 형체가 없는 이야기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 형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심리변화 역시 시청각적 도구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영화에서 숨겨진 심리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적 기법 중 하나인 라이트

모티브(Leitmotiv)를 통한 표현기법을 고찰한다. 이는 영화음악에서 인물 심리의 상징적인 표현에 대한 예시와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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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을 상징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

하는 라이트모티브가 있다. 이 선율은 주인공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직접 연주하는 선율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암시한다.

▶▶ 그림 3. 선율을 연주하는 주인공

  받기 싫은 전화를 받거나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벌어

지면 주인공은 영화에서 중요한 소품인 하모니움으로 가

서 선율을 연주한다. 앞서 불안을 나타내는 선율은 외재

음악으로 삽입되어 주인공의 숨겨진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안정을 나타내기 위한 선율적

인 요소는 주인공이 직접 하모니움을 연주하는 내재음악

으로써 더욱 직접적인 심리표현의 라이트모티브 기법이 

활용되었다.

 

▶▶ 그림 4. 안정을 나타내는 라이트모티브 선율

Ⅲ. 결론 –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라이트
모티브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사용된 라이트모티브 

기법은 심리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인물로 설정된 

주인공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심리표현

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불안을 나타내는 심리는 외재

음악으로 표현하였고 안정을 나타내는 심리는 내재음악

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활용은 주인공의 두 

가지 심리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음악에서 숨겨진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

며 위해 장면 각각의 성격에 맞는 라이트모티브의 기법

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영화의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인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고 숨겨진 심

리를 암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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