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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샤이닝>에 쓰인 기존음악 자체는 영화와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기에 영화음악으로서 적합하게 활용됐
는지에 한 물음을 낳는다. 본 논문은 <샤이닝>의 20세기 현 음악들이 영상과의 도상성을 통해 영화음악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포영화에서 20세기 현 음악 사용
을 논하기 위해 공포의 성격과 음악의 형식 간 유사성을 한슬리크의 형식미학을 통해 접근하였다. 음악이 갖는 
형식적 특성은 음들의 움직임으로 관찰되는데, 이 움직임은 하이데거가 언급하고 있는 공포의 심경 양태와 
유사성을 이루고 있다. <샤이닝> 분석에 있어 음들의 정체된 움직임과 연속성, 악기의 특수주법, 군집한 음들
의 불특정한 떨림, 고음역  여린 세기의 선율, 타악기의 강타, 그리고 중심에서 이탈하는 음들의 진행은 공포
영화에 한 20세기 현 음악의 적소성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가 단순히 20세기 현 음악에서 변되는 
감정들에 기 지 않고, 철저히 음들의 움직임을 포착해낸 것은 영화 <샤이닝> 연구에 큰 의의를 갖는다.

■ 중심어 :∣샤이닝∣한슬리크∣현대음악∣하이데거∣스탠리 큐브릭∣
Abstract

Since the pre-existing music itself used in <Shining> has no direct relation to the film, i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was properly utilized as film mus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at 
<Shining>’s 20th century modern music effectively fulfills the role of film music through iconicity with 
images. This study approached the similarity between the character of fear and the form of music 
through Hanslick’s formal aesthetics to discuss the use of 20th century modern music in the horror film.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music are observed in the movement of notes, which are similar to the 
fearful state of mind mentioned by Heidegger. In the <Shining> analysis, the stagnant movement and 
the continuity of notes, the special playing method of the musical instrument, the unspecified trembling 
of the clustered notes, the melody of the weak intensity in the high-pitched range, the smash of 
percussions, and the progression of the notes that deviate from the center confirms the aptitude of 
20th century modern music in the horror film. The fact that this study did not simply rely on the 
emotions represented in the 20th century modern music, but thoroughly caught the movements of the 
notes,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research of film <Shining>.

■ keyword :∣Shining∣Hanslick∣Modern Music∣Heidegger∣Stanley Kubrick∣

    

접수일자 : 2020년 08월 27일
수정일자 : 2020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0월 06일 
교신저자 : 박병규, e-mail : bkmusic@kgu.ac.kr



<샤이닝>, 영화음악의 형식적 미학과 공포 77

I. 서 론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1928∼1999) 감
독의 주요 작품을 언급하면서 영화기술의 정교함, 인간
내면의 극단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기존음악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1: 스
페이스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 1968), 
<시계태엽 오렌지>(A Clockwork Orange, 1971), 
<아이즈 와이드 셧>(Eyes Wide Shut, 1999)에 담긴 
기존음악들은 클래식음악 목록들로서 중들에게 리하
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죄
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그리고 드
미트리 쇼스타코비치(Дмитрий Шостакович, 1906
∼1975)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1: 스페이
스 오디세이>에서 각 삽입곡 시작의 음정관계를 배음렬
(harmonic series) 구조 속에서 발견하며 음악의 은유
적 사용을 논한 연구[1], <시계태엽 오렌지> 플롯에 따
른 각 삽입곡의 배치 구조를 열거하며 영화에 사용된 
헨리 퍼셀(Henry Purcell, c.1659∼1695)의 음악이 
17세기 ‘돈 후안(Don Juan)’과 연결돼 있음을 논한 연
구[2]는 주목할 만하다.

큐브릭 영화에서 기존음악 사용에 한 연구는 <아이
즈 와이드 셧>에서 내러티브와의 관계까지 확 되는데
[3], 이즈음에서 우리는 왜 감독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 아닌 기존음악으로써 영화음악을 구성했는지 의문
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영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
들어지지 않은 기존음악이 과연 영화음악의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영상의 제작과 맞물려 진행됨
으로써 능동적으로 응되는 것과 달리, 기존음악 그 
자체는 영화와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는 점에 기
인한다. 오로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영화사적으로 초기 영화들이 기존음악을 영화음
악으로 차용했던 시기가 존재했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
다. 아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한 창작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기술적 진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당시 영
화 분위기(mood)를 위한 선곡집이 출판될 정도로[4] 
기존음악 또한 영화음악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존음악은 영화음악으로서 어떻게 영상과 
작용을 하는가? 이를 논하기 위해 ‘영화 분위기’의 관점
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가 적합할 
것이며, 본 연구는 큐브릭의 <샤이닝>(The Shining, 
1980)을 분석 상으로 하고자 한다. ‘공포(horror)영
화’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5] <샤이닝>은 클래식음악 
가운데서도 20세기 현 음악을 기존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음악들에 한 사항은 맥키스톤(K. 
Mcquiston)과 젠가로(C. L. Gengaro)의 두 저서
[6][7]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각 음악
의 정보와 작곡배경, 삽입 큐(cue) 등을 포함한다. 반
면, 본 연구는 음악의 형식미학 관점에서 접근하여 영
화의 ‘공포’가 단순히 20세기 현 음악의 ‘생소함’, ‘모
호함’, ‘혐오감’으로 변되는 감정에 기 는 것이 아니
라 철저히 영상과의 도상성(iconicity), 즉 ‘닮음’에 있
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형식미학은 음악학자 에두아르트 한슬리크(Eduard 
Hanslick, 1825∼1904)의 저서 『음악적 아름다움에 

하여』(Vom Musikalisch-Schönen, 1854)를 근거
로 음악 자체의 내용과 형식을 논할 것이며, 다음 단계
로 오직 음들의 형식뿐인 음악이 시각적으로 분명한 영
상에 고정되었을 때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샤이닝>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의 심경
(Befịndlichkeit)은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가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1927)에서 언급한 공포의 개념을 통
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Ⅱ. 음악 자체로부터 영화음악으로의 이행

1. 한슬리크의 형식미학
<샤이닝>에 쓰인 20세기 현 음악의 목록을 살펴보

면 리게티의 《론타노》(Lontano, 1967), 벨라 바르톡
(Béla Bartók, 1881∼1945)의 《현과 타악기, 첼레스
타를 위한 음악》(Musik für Saiteninstrumente, 
Schlagzeug und Celesta, 1936), 크시슈토프 펜데레
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2020)의 《자연의 
소리 1, 2번》(De Natura Sonoris Ⅰ, 196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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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음악적 소재와 
기법이 혼재하는 20세기 현 음악을 단정적으로 언급
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전통 음악요소들
의 해체와 이에 따른 작곡가별 창작원리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리게티는 그 자신이 명명한 마이크로폴리포니
(micropolyphony) 기법을 통해 《론타노》 각 성부의 
다른 선율, 리듬, 음색을 동시적으로 연주함으로써 전체
적으로는 하나의 응집된 ‘음향’으로 들리게끔 한다[8]. 
그리고 바르톡은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에서 피보나치(Fibonacci) 수열을 통해 마디구성이나 
리듬분할에 수학적 적용을 시도하는 한편 펜데레츠키
는 《자연의 소리 1, 2번》에서 악기의 특수 연주기법을 
활용하여 오케스트라 음색을 새롭게 확장시킨다.

이렇듯 20세기 현 음악은 그 안에 창작원리가 배어
있기 때문에 작곡가가 직접 의도를 밝히거나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청중들은 낯선 음
악으로밖에 경험되지 않는다. 더욱이 가사 없는 순수기
악곡에 작곡가가 표현하려는 상이 있는 경우 화성
(harmony)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출현으로 
인해 그 상은 앞서 등장했던 ‘생소함’, ‘모호함’, ‘불안
함’의 형용사로 가려진다. 그리하여 청중들은 곡 제목이
나 별도의 서술 없이는 그 상을 알아채기 힘들게 된
다. 이는 비단 20세기 현 음악만의 문제는 아니다.

19세기 음악이 낭만주의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한슬리크는 『음악적 아름다움에 하여』에서 “음악에
는 내용이 있는가?”[9]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그는 “음
악의 내용은 음으로 울리는 ‘움직임’의 형식들”[10]로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여기
서 ‘형식들’이란 “전조들, 종지구들, 음정 진행과 화성의 
연결”[11]을 가리키며, 그것들은 이미 음들로 채워진 것
으로서 음악의 내용이 곧 형식이 되는 셈이다[12]. 많은 
사람들은 음악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접근하여 의미가 
부여된 ‘ 상’과 혼동하는데, 한슬리크는 이를 경계하며 
음악은 “다루고 있는 상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의 재료
를 실제로 전혀 갖고 있지 않다”[13]고 말한다. 유일하
게 낭만주의 사조로서 <샤이닝> 오프닝에 쓰인, 베를리
오즈(H. Berlioz, 1803∼1869)의 《환상교향곡》
(Symphonie fantastique, 1830) 중 ‘진노의 날’(Dies 
irae)조차 실제의 모습은 낮은 음역 에서 움직이는 음

들일 뿐 표제음악에서 내세우는 스토리의 묘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한슬리크의 주장은 음악이 이른바 ‘무규정적 
언어(unbestimmte Sprache)’이기 때문에 “개념을 일
반적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없다”[14]는 것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한슬리크는 논의를 ‘음악에서의 감정’까지 끌
어올리는데, 그의 결론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가 내린 
답은 한슬리크의 저서 제2장의 제목에 보이듯이, “‘감정 
표현’은 음악의 내용이 아니다(Die ‘Darstellung von 
Gefühlen’ ist nicht Inhalt der Musik)”[15]. 왜냐하
면 ‘감정’마저도 위에서 언급한 ‘개념’ 없이 지지될 수 
없으므로 개념을 형상화 못 하는 음악 자체는 특정 감
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14]. 그리하여 한슬리크
는 감정을 “생리학적이고 병리학적인”[16] 영역으로 간
주하면서 음악이 표현하는 내용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역동성(Dynamische)”[17]이라고 말한다. 이 
역동성은 앞서 언급한 음들의 물리적 ‘움직임’, 즉 “빠르
고 느리고 강하고 약하고 오르고 내리는 여러 계
기”[17]를 통해 “느낌의 움직임”[18]으로 ‘모사’되는 것
으로서, “음으로 번역된 어떤 개념적인 것”[19]과는 거
리가 멀다. 궁극적으로 한슬리크의 주장은 음악적 논의
의 상을 순수 형식미로 향하게 한다.

그렇다면 20세기 현 음악에도 19세기 한슬리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가? 음악미학자 푸비니(E. 
Fubin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음악형식들이 창조된다면 역사의 과정을 통해
서 창조된다. 역사의 과정은 피할 수 없이 옛 것이 되고 
쓸모없어지는 그런 것이다[20].”

이는 음악형식이 유한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앞서 언급된 ‘형식
들’의 하위범주인 전조, 종지구, 음정 진행, 화성 또한 
시 를 통하여 변화해 왔음을 뜻한다. 푸비니는 한슬리
크의 형식주의적 태도를 다루면서 더 직접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한슬리크의 말을 인용한다.

“음악처럼 빠르게 다양한 형식들을 소모하는 예술은 
없다. (중략) [음악형식들이] 50년, 아니 30년도 채 못
가서 진부해져버리므로 독창적인 작곡가는 더 이상 사
용할 수 없어 새로운 악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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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낭만주의 음악과 20세기 현 음악의 비교에 
있어 음악형식들을 통해 나타나는 음악적 어법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슬리크가 주장하고 푸비니가 지
지하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음악은 형식의 변화
를 겪을 뿐 음악의 본질은 20세기 현 음악에도 유효
하다.

2. 이질동상(異質同像)의 영화음악
이제 우리는 음악 자체를 넘어 영상과의 결합을 논할 

차례이다. 즉 ‘무규정적 언어’인 음악이 시각적으로 판
독되는 영상에 고정되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푸비니는 한슬리크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형식의 미학은 다른 예술형식의 미학과 전혀 다르
다”[21]는 입장에 서있던 것을 상기시키며, 한슬리크가 
말한 “예술의 개별성과 그 매체성”[21]을 부각하고 있
다. 따라서 각 예술의 독특한 형식미는 ‘매체’로 특징지
어지는 그 재료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음악예술과 영
상예술이 결합한 ‘영화’라는 총체 내 음악은 이제 영화
의 재료가 되어 논의의 상이 된다.

한슬리크는 음악 자체를 논했지만, 그의 글에서 음악
이 영상과 결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음과 움직임의 유사함, 또 음과 상징의 유사함 외에, 
이른바 음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음악
은 갖고 있지 않다[22].”

위의 관점에서 무규정적 언어의 음악이 영화음악으
로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움직임’, ‘상징’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영상과 ‘유사함’, 곧 도상성을 가져야 한
다. 물론 한슬리크의 글에서 움직임과 상징은 ‘음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움직임과 상징이 현시되는 영화의 경
우 음악과 영상의 두 매체는 서로 닮음으로 작용할 때 
총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질(재료)은 
다르나 그 관계(형태)는 같다는 말”[23]로서 ‘이질동상’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미 한슬리크는 청각적 인상에 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러 음들의 높이, 세기, 빠르기, 리듬은 귓속에 하
나의 형상(Figur)을 그려주는데, 이 형상이 그려주는 인
상이 특정한 시각적 인상과 유사한 면을 갖게 된다

[24].”
여기서 그가 말하는 ‘형상’이란 어디까지나 불특정한 

‘인상’으로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특정 이미지가 아니
다. 하지만 그 형상이 특정 이미지에 이르지는 못하더
라도 어느 정도 시각적인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은 음악이 이질동상으로 영상과 상응이 가능함을 시사
한다. 비디제시스(non-diegesis)의 음악이 영상과 어
울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속성이 음악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매체의 유사함을 전제
로, 불특정 형상을 그리는 음악과 음악에 분명한 형상
을 제공하는 영상의 결합은 음악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무규정적 언어로 남게 하지 않는다. 영상에 고정됨으로
써 형상의 실제를 확보한 영화음악은 앞서 다룬 음악의 
내용, 즉 음들에 의한 움직임의 형식들을 통해 영상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음악에서 기존음악의 사용은 결국 영상과 유사
한 음악적 형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을 찾는 작업이
다. 시간을 거슬러 무성영화 시기에 쓰였던 모음곡집, 
『샘 폭스 영화 음악』(Sam Fox Moving Picture 
Music, 1913)을 살펴보자면 음악적 형식들과 장면 상
황의 도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그림 1]의 피아
노 음악에서 오른손은 일정한 음정과 화음을 연속된 
16분음표의 움직임을 통해 빠른 운동성을 부여하고 있
으며, 동시에 왼손은 상 적으로 음 길이가 긴, 무거운 
저음역 의 음표들로써 순차적인 상행→하행→상행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형식을 통해 나
타나는 연발의 ‘운동성’과 굴곡진 ‘방향성’은 악보의 제
목처럼 세찬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폭풍우(Storm)’와 
시각적 유사성이 높다. 비록 [그림 1]의 음악은 당시 무
성영화 작곡가에 의한 것이지만, 미리 준비된 이 음악
이 폭풍우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
던 것은 바로 음악적 형식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그림 1. 자메크닉(J. S. Zamecnik) 작곡의 《폭풍우 장면》
(Storm Scen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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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조지(W. T. George)는 그의 저서 『영
상에 연주하기』(Playing to Pictures, 1914)에서 카테
고리별 곡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림 2]는 ‘장중
한’, ‘느린’에 해당하는 행진곡들의 목록이다.

그림 2. 조지의 곡 목록 일부[26]

이들 무성영화 시기의 예처럼 이미 만들어진 영화용 
음악, 혹은 선곡된 기존음악들의 행보는 다음 한슬리크
의 주장에 의해 다시 한 번 뒷받침된다.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시간에서의 움직임 사이에, 즉 
어떤 상의 색깔 · 섬세함 · 크기와 어떤 음의 높이 · 
음 색깔 · 강세 사이에는 근거 있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
에, 어떤 상을 음악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가능하다
[24].”

앞의 절에서 익히 언급했듯이, 한슬리크의 기본입장
은 음악이 특정 감정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음악
에서의 감정마저도 ‘느낌의 움직임’으로 모사된 ‘감정의 
역동성’이라는 그의 견해는 매우 단호해 보인다. 본 연
구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한슬리크가 말
한 ‘유사성’에 착안하여 특정 감정에 한 성격과 음악
적 형식, 이 둘의 유사성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 감정
도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뇌의 조건반사임을 감안할 때
[27], 영화에서 특정 감정을 일으킨 시각적 배경은 연합
하고 있는 청각정보의 상황과 이질동상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장에 이어지는 <샤이닝> 분석
에 있어 ‘공포’라는 심경의 성격을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성격과 음악적 형식 
간의 유사성을 발견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인 영상과
의 도상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Ⅲ. <샤이닝> 분석

1. 공포의 성격과 20세기 현대음악
부부인 잭(Jack), 웬디(Wendy)와 아들 니

(Danny), 세 식구가 비수기 휴관 관리인으로 오버룩
(Overlook) 호텔에 머물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샤
이닝>은 공포영화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해 장르영화로서의 관습적인 모습은 강하게 나타나
지 않는다. 보드웰(D. Bordwell)과 톰슨(K. 
Thompson)은 공포영화의 전형으로 ‘괴물’을 들고 있
는데, 괴물에 의한 공격과 이로 인한 공포심, 그리고 영
화의 표현주의적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28]. 하지만, 
<샤이닝>의 경우 공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잭의 외
형적 모습은 괴물이 아닐뿐더러, 부차적 캐릭터인 욕실
의 부패된 노인조차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더욱이 
잭은 처음부터 공격성을 띠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공격
성이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이야말로 지켜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샤이닝>은 전형
적인 공포영화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20세기 현 음악의 음악적 형식으로 말미암아 
“의도된 반응”[29]을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샤이닝>
에서 시각적 공포는 청각적 공포의 효과에 의해 의도되
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현 음악이 공포영화와 어울릴 수 있는 이유
를 찾기 위해서는 ‘공포’에 한 심경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공포(Furcht)’와 ‘불안
(Angst)’을 다루면서 이 둘이 구분되지 않고 있음을 지
적한다[30]. 그에 의하면 공포의 상은 세계 내부에 존
재하지만, 불안의 상은 세계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한 것이다. “[나를 배려하는] 어떤 사물 밑에 있
는 자기 존재”[31]인 각자 자신이 ‘위협적’인 공포의 
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여 노
출을 은폐한다. 그러나 공포로 인한 ‘혼란’과 ‘당황’은 도
피한 우리를 안정감이 ‘결여’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공포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상태의 차이
를 갖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위협이 불쑥 나타나는 구
조”[32] 속의 ‘경악’, 그리고 “전혀 친근하지 않은 성
격”[33]의 ‘전율’ 등을 열거하고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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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샤이닝>에서 보이는 ‘경악’(상)과 ‘전율’(하)로서의 공
포, Warner Bros.(1980)

한편, ‘불안’은 위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에 하이
데거의 표현으로 ‘으스스함’의 심경상태이며, ‘친밀성의 
붕괴’와 ‘불편함’에 이른다[34]. 비록 그 위협은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일상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매몰[하
이데거의 용어로는 ‘퇴락(Verfallen)’]되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35]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자신의 본래
성이 가려진 공공성으로부터 우리는 ‘고립’된다. 따라서 
불안은 퇴락으로부터 자신을 끄집어내어, 본래성을 향
한 존재의 근원적 문제로까지 확 시킨다. 다시 말해, 
불안의 심경에 의한 고립은 우리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두 양태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이 공포와 불안을 구분하고 있지
만, 공포에 해 다음 글처럼 불안과 관련지어 설명하
기도 한다.

“공포란, ‘세계’ 속으로 퇴락하고 있는 비본디적[비본
래적] 존재의 불안이며, 그 자신에게는 그것이 불안이
라는 것이 은폐되어 있다[35][36].”

이렇듯 공포의 성격은 넓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으
며, 공포와 불안이 혼재하는 <샤이닝>에서 앞서 등장한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음악적 형식과의 유사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불특정’, ‘혼란’, ‘결여’, ‘불쑥 나타
나는’, ‘전혀 친근하지 않은’, ‘친밀성의 붕괴’, ‘불편함’, 
‘보이지 않는’, ‘고립’ 등의 단어들은 공포의 성격으로 등
재된다. 앞서 한슬리크가 언급한 음악적 형식들은 전조, 

종지구, 음정, 화성 등이었다. 20세기 현 음악의 주류
는 조성음악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전조, 종지구
의 ‘붕괴’를 불러오며, 마침내 탈음계의 상태는 음정, 화
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나머지 단어들과 응되고 
있다. 즉 전통기법의 해체는 청자의 친숙함을 ‘결여’시
키는데, 이를테면 예상치 못한 ‘불쑥 나타나는’ 음정 진
행, 혹은 ‘불특정’한 음높이의 사용, 불협화음 등은 ‘불
편함’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현

음악을 다른 시 의 음악들과 함께 하이데거적 의미
의 퇴락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고립’되어 개별성을 띠
게 한다. 

따라서 20세기 현 음악이 갖는 형식적 특징들은 위 
단어들을 포함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포
영화가 20세기 현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 가 
된다. <샤이닝>에 삽입된 펜데레츠키의 《현악 오케스트
라와 테이프를 위한 카논》(Kanon für 
Streichorchester und Tonband, 1962)과 《폴리모
피아》(Polymorphia, 1961)가 공포영화 <엑소시스
트>(The Exorcist, 1973)에, 마찬가지로 리게티의 《론
타노》가 미스터리·스릴러영화 <셔터 아일랜
드>(Shutter Island, 2010)에 쓰인 것도 지금까지 논
의한 것에 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2. 음악의 쓰임
<샤이닝>의 사운드와 관련된 요소를 살펴보면 이항

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표적으로 아들 니의 
목소리와 상상의 친구이자 니의 입을 빌려 말하는 토
니(Tony)의 목소리, 영화 내 디제시스로 쓰이는 중적 
재즈음악과 비디제시스의 실험적 현 음악, 공포의 
상이 내는 웃음소리와 공포에 의한 비명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부패된 노인의 웃음과 웬디의 비명은 
각각 237호실에서 섹슈얼리티가 지배하는 욕실과 가족 
숙소에서 살인의 공격성이 지배하는 욕실로부터 들린
다는 점에서 인간본성의 두 극단을 점유한 공간적 의미
가 있다. 즉 웃음은 잭 가족을 오버룩 호텔이라는 폐쇄
적 공간에 ‘퇴락’시키려는 혼령(환영)의 부름이며, 비명
은 퇴락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본래적 존재로 회귀하기 
위한 공공 속 비본래적 존재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이데거가 앞서 공포를 ‘비본래적 존재의 불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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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샤이닝>의 숨은 의미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룸 

237>(Room 237, 2012)은 <샤이닝>을 정방향과 역방
향 재생을 중첩하여 보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
가 <룸 237>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자면 잭 
가족이 숙소(욕실)를 처음 둘러보는 정방향 재생장면은 

니가 웬디에게 알리는 암시적 경고 
“redrum!”(‘murder’의 미러링)의 역방향 재생장면과 
정확히 중첩된다. 결국 욕실은 살인을 위한 행위가 일
어나는 이중화된 공간이며, 그 공간은 비명이라는 공포
의 표상으로 메워진다. <샤이닝>에서 비명소리는 웬디 
외에도 호텔요리사 딕(Dick)이 잭의 도끼에 죽음을 당
할 때 니의 비명, 가족을 모두 죽이는 악몽을 꿀 때 
잭의 비명이 확인된다.

이렇게 웃음, 비명을 포함하는 음성은 <샤이닝> 음악
에서 소리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존음악은 아니
지만, 《환상교향곡》 선율과 함께 쓰인 카를로스(W. 
Carlos) 작곡의 오프닝 음악은 전자음향적으로 음성을 
변조하여 마치 악령이 내는 소리처럼 들리게 한다. <샤
이닝>에서 잭을 변화시키는 악령의 실체가 영화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전 관리인이자 자기 가족을 모두 살해
한 그래디(Grady)의 혼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래디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잭은 미쳐가는 불안의 징조
를 보인다. 앞서 불안의 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바와 같이, 오프닝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악령은 드러
내지 않고 잭의 가족이 탄 차를 향해 뒤쫓아 날아간다
[그림 4]. 딕이 처음 만난 니에게 속으로 화하는 초
자연적 능력과 같은 것이 ‘샤이닝’임을 설명하는 장면에
서, 그는 “Not things that anyone can notice, but 
things that people who shine can see(어느 누구
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샤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라고 말한다. 이 사는 오프닝 음악이 악령을 
관객들에게만 알리기 위해 ‘음악적 샤이닝’으로 작동하
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그림 4. 오프닝 장면의 헬기 팔로우(follow) 숏

그림 5. 대니를 향한 스테디캠 팔로우 숏 

이후 호텔에서 니를 따라가는 장면[그림 5]은 변조
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전 ‘음
악적 샤이닝’의 기억을 통해, 스테디캠(steadicam)을 
개발한 디귈리오(E. Di Giulio)가 말했던 것처럼 악령
의 시점 숏으로 뒤쫓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37]. 

한편 변조되지 않은 자연음성의 관점에서, 욕실 장면
[그림 3]의 웬디 비명소리는 도끼로 문을 내려찍는 음
향과 이항 립 한다. [그림 6]은 본 연구가 진행한 시간 
소요(가로축, 초)에 따른 소리의 주파수 분포(세로축, 
Hz)를 나타낸 스펙트럼 분석이다. 왼쪽 그림은 그래프 
좌측부터 장면의 도끼음향–비명소리 순이며, 전자는 저
음역 에, 후자는 중음역 에 군집한(밝은 부분) 주파
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윽고 잭은 도끼로 문을 부
순 후 안쪽 잠금을 풀려고 손을 집어넣다가 웬디의 칼
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바로 이전의 도끼
음향–비명소리와 유사한 이항 립을 보이는 음악이 쓰
이고 있다. 선택된 곡은 펜데레츠키의 《아침기도 Ⅱ》
(Utrenja Ⅱ, 1970) 중 ‘카논 페사흐’(Kanon Paschy)
로서,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 좌측부터 금관악기-목관악
기 순의 주파수 분포(연주 일부)는 저음역 , 중음역
의 이전 도끼음향–비명소리와 유사성이 있다. 즉 주파
수의 영향을 받는 음높이에 있어 도끼와 비명의 ‘음향
적 고저’는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그것과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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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끼음향-비명소리(좌)와 금관악기-목관악기(우)의 스
펙트럼 분석

소리의 주파수적 공간을 점유한 소리의 흔적(trace)
은 음악에서 음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샤
이닝>에서 선택된 리게티의 《론타노》 역시 고음의 바이
올린과, 콘트라베이스를 비롯한 저음의 일부 목관과 금
관악기들은 정체된 움직임과 연속성 안에서 서로 이항

립을 이루고 있다[그림 7].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
는 립의 형식은 해소되지 않는 ‘불편함’으로서, 앞서 
다루었던 ‘불안’과 맥을 같이한다. 《론타노》는 니가 
다트(dart)놀이를 하던 중 쌍둥이 자매 혼령을 바라보
는 장면, ‘샤이닝’을 통해 딕의 말을 처음 듣는 장면, 그
리고 웬디와 니의 눈싸움 동안 잭이 밖을 응시하는 
장면에 쓰이고 있는데, 특히 세 번째 장면에서 고정된 
자세로 계속 응시하는 잭의 모습[그림 8]은 《론타노》가 
보이고 있는 음들의 ‘정체된 움직임과 연속성’과 상응한
다.

그림 7. 《론타노》 악보(장면의 해당부분)[38]

[그림 7]의 악보에서 고음과 저음의 연속되는 음들 
속에 셋째마디 호른과 튜바의 ‘으르렁 는’ 그로울링
(growling) 주법은 [그림 8]의 잭 뒤편에 보이는 순록
머리처럼 야수의 공격성을 암시한다. 잭의 변화는 <샤
이닝>에서 자주 보이는 거울을 통해 영화초반에 미리 
암시됐었으며, 장면의 전환 또한 잭에 악령이 씌운 것
처럼 노스페라투(Nosferatu)의 모습으로 디졸브 된다
[그림 9].

그림 8. 잭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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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울에 비친 잭과 웬디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잭(상), 
디졸브 장면(하)

한편, <샤이닝>에는 음들의 움직임이 사의 진행과 
유사한 음악이 있다. 바르톡의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
를 위한 음악》이 바로 그것인데, 니가 장난감을 가져
가기 위해 숙소에 들렸다가 잭과 침실에서 화를 나누
는 장면에 쓰이고 있다[그림 10].

둘의 화 장면에서 물음과 답은 음들의 높이 변화
와 도상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림 11]의 악보에서 마디
4-5 제2바이올린의 글리산도(glissando) 주법이 이에 
해당하며, 물음의 상승억양(↗)과 답의 하강억양(↘)
은 미끄러지듯 음높이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서로 주
고받고 있다. 이 장면의 사를 살펴보면, “Danny : 
Do you like this hotel?(이 호텔이 좋아요?) Jack : 
Yes, I do. I love it.(그래, 난 너무 좋아.) Don’t 
you?(너는?) Danny : I guess so.(그런 것 같아요.)”와 
같이 물음과 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글리산
도 주법은 마디2-5 제3, 제4바이올린의 트릴(trill)과 
함께 동반되는데, 인접음의 빠른 교환적 출현을 의미하
는 트릴은 네 개의 음이 군집하여 ‘불특정’한 음 떨림을 
구사한다. 이러한 “음의 떨림과 심적 느낌에 한 도상
성”[39] 또한 ‘불안’ 속 물음과 답을 나누는 것과 이질
동상이 되어 장면과 상응하고 있다.

그림 10. 잭과 대니의 대화

그림 11.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악보-1[40]

다섯째 마디부터 ‘p’, ‘espr.’의 악상기호와 함께 등장
하는 제1바이올린의 선율은 뒤이은 [그림 12]의 악보에
서 제2바이올린의 글리산도와 계속 병렬된다. 이는 고
음역 에서 여린 세기와 풍부한 표현으로 악상기호의 
의미를 따르고 있어 속삭이는 듯 다소 과장된 인상을 
주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 “I want you to 
like it here. I wish we could stay here for ever, 
and ever, ever.(아빠는 네가 여기를 좋아해주길 바라. 
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길이길이 머물렀으면 좋겠
어.)”는 이러한 인상 때문에 잭의 입을 빌린 악령의 유
혹처럼 들리게 된다.

그림 12.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악보-2

화 장면 속 물음의 도상적 연결은 글리산도 주법 
외에 고음역 에서 셈여림을 통한 강조의 방법도 있다. 
[그림 13]의 악보에서, 마디2-4에 각각 등장하는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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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mf’ 출현은 니와 잭의 물음, “Danny : You 
wouldn’t ever hurt Mummy and me, would you?
(아빠는 엄마와 나를 절  해치지 않을 거죠? 그렇죠?) 
Jack : What do you mean?(무슨 말이야?) Jack : 
Did your mother ever say that to you?(엄마가 너
에게 그렇게 말했었니?)을 각각 마치는 순간과 일치한
다. 의심에 한 부정적 답을 기 하거나 의심을 회
피하는 물음의 형태는 고음역 로의 도약과 셈여림에 
의한 강조로 음악과 작용하고 있는데, 니의 물음에 

한 잭의 답은 팀파니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그림 13]의 악보상단에서 글리산도에 의한 팀파니 롤
(roll)은 앞서 언급했던 ‘으르렁 는’ 효과와 비슷하며, 
잭이 답할 때 등장하는 팀파니의 효과는 다시 한 번 
잭의 공격성을 암시한다.

그림 13.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악보-3

잭의 이중성은 이어지는 사, “Jack : I love you, 
Danny.(사랑한다, 니.)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hole world,(세상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해,) and I’d never do anything to hurt 
you, never!(그리고 너를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거야, 절 로!)”에서 드러나며, 이전의 분위기와는 달리 
사뭇 밝은 톤으로 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은 어조의 
변화는 잭의 음흉함을 부각시키면서 음악과 역시 연결
되는데, 이 사에서 첼레스타[그림 14]를 중심으로 한 
밝은 음색으로의 전환은 잭의 변화된 어조와 유사성을 
이룬다. 여기서도 첼레스타는 물음과 답의 억양과도 
같이 음들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림 14.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악보-4

공포 상의 위협과 반응은 음들의 강세와 이탈로써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호텔 복도
를 돌아다니는 니가 쌍둥이 자매의 혼령과 마주치는 
장면에서 펜데레츠키의 《자연의 소리 1번》이 쓰이고 있
다.

그림 15. 해당 장면과 《자연의 소리 1번》 악보-1[41]

[그림 15]의 악보에서 오르간의 일종인 하모늄(arm)
은, 음들이 군집을 이루어 같이 발음하는 톤 클러스터
(tone cluster)의 기법을 보이고 있다. 하이데거가 말
한 공포의 관점에서, 개별화된 음으로부터 음 덩어리로 
매몰된, ‘퇴락’한 톤 클러스터는 쌍둥이 자매와 마주치
는 순간까지 지속되다가 ‘불쑥 나타난’ 그 위협에 의해 
노출을 ‘은폐’한다. 동시에 개별화된 타악기들, 팀파니
(tmp), 베이스드럼(gr.c.), 휩(fr), 탬탬(tmt)의 출현은 
공포 상의 등장과 이질동상이 된다. 이때 타악기들의 
등장은 기보돼 있는 셈여림 기호, 스포르찬도(sff)처럼 
‘갑자기 강하게’ 이루어진다.

복도에 나타난 쌍둥이 자매가 “영원히(for ever)” 같
이 놀자며 말을 건넬 때, 니는 피범벅으로 죽어 있는 
쌍둥이 자매의 환영을 보게 된다[그림 16]. 짧은 간격의 
플래시백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은 쌍둥이가 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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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몇 차례 반복되는데, 환영의 첫 등장에서 공포의 
강도와 음의 강세는 유사성을 이룬다.

그림 16. 해당 장면과 《자연의 소리 1번》 악보-2

[그림 16]의 악보 말미에 보이는 포르티시모(ff)는 차
임스(cmp), 탬탬(tmt)과 피아노(pf)에서 확인된다. 이
는 환영의 첫 등장에서 니가 느끼는 공포의 강도처럼 
‘매우 세게’ 악기들에 한 타법을 지시한다. 특히 피아
노는 저음역 의 음들로 인해 공포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 죽음의 환영을 본 니는 리액션(reaction) 숏[그
림 17]을 통해 공포의 반응을 드러내는데, 이때 음악에
서 목관악기들의 움직임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하이데거의 공포를 다루면서, 위협의 상으로부터 ‘도
피’하여 노출을 은폐하는 우리 자신의 속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또한 음들의 움직임을 통해 유사한 형상을 
보이는데, [그림 17]의 악보에서 목관악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악보하단 현악기들의 정체된 저음역 로부터 
벗어나려는 상단의 목관악기들은 우상향의 진행을 보
이면서 16분음표의 빠른 리듬으로 고음역 로 이탈한
다. 음들의 중심에서 이탈의 움직임은 곧 ‘도피’의 모습
과 이질동상이다. 공포로부터 도피한 니는 상상의 친
구 토니를 소환하여 그에게 무섭다고 말하지만, 토니
(이중의 니)는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답한다.

그림 17. 해당 장면과 《자연의 소리 1번》 악보-3

Ⅳ. 결 론

본 연구는 결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5]를 활용하고자 한다. 니의 세발자전거는 라운지에 
깔려있는 여러 카펫과 마룻바닥을 지나는데, 이때 바퀴
소리는 바퀴 면이 닿는 재질에 따라 그 톤을 달리한다. 
이를 하이데거적 표현으로 바꾸면, 바퀴소리는 영화공
간 내, 소리의 차이를 ‘가지고’ 카펫-마룻바닥-카펫-마
룻바닥을 지나는 것‘에’ 쓰인다. 그가 말한 “…을 가지고
[mit] …에[bei]라는 관계”[42]를 갖는 적소성(適所性, 
Bewandtnis)은 “적합한 쓰임자리에 있음”[42]을 의미
한다. 바퀴소리가 소리의 차이로써 영화사운드를 메꾸
는 데 적합하게 쓰이고 있듯이, <샤이닝>의 영화음악들
은 기존음악을 통해 음들의 움직임으로써 영상과의 형
식적 유사성을 띠는 데 적소성을 갖는다. <샤이닝>에 
쓰인 음악들이 각각 작곡가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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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적소성에 기인한
다.

우리는 공포영화의 20세기 현 음악 사용을 논하면
서 공포의 성격과 음악의 형식 간 유사성을 한슬리크의 
형식미학을 통해 접근하였다. 음악은 의미적 상을 갖
지 않기 때문에 감정 표현도 음악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는 한슬리크의 주장은 음악을 순수 음들의 형식으로 바
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20세기 현 음악이 갖는 형식적 
특성 또한 음들의 움직임으로 관찰되는데, 이 움직임은 
하이데거가 언급한 공포라는 심경의 양태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정체된 움직임과 
연속성으로써 고정된 자세의 응시를, 악기의 특수주법
으로 야수성을, 군집한 음들의 불특정한 떨림으로써 불
안을, 고음역  여린 세기의 선율로써 유혹적 목소리를, 
강한 세기의 타악기로써 상의 등장과 공포의 강도를,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진행방향으로써 도피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공포영화에 한 20세기 현 음악의 적소성
을 한슬리크의 형식미학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본 연
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현 음악에서 느껴
지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닌, 철저히 영상과의 ‘닮음’
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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