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026

히치콕 <사이코>에 내재된 영화 사운드의 미학적 고찰
Aesthetic Study of Film Sound Inherent in Hitchcock's <Psycho>

박병규

경기 학교 자디지털음악학과

Byung-Kyu Park(bkmusic@kgu.ac.kr)

 요약

본고는히치콕 화<사이코>에서 사운드의 의미작용에 해음성,배경소리,음악으로 나 어,사운드

구성요소모두를 화미학 인 에서다루고있다.음성은보이스오버를통해정신 이미지를청각화

하며,주인 없는 음성은 육화하기 해 삶과 죽음의 식별 불가능성을 갖기도 한다.본고는 메츠가 주목한

시각 기법 외에 배경소리 한 거시 맥락 속에서 구두 -서사 경계를 표시할 수 있음을 보 으며,

뇌리 속비명소리를 상쇄시키며 샤워신을매듭짓고있는물소리를그 로 들고 있다.음악에서는 욕망과

억압이 상징되어 충돌의 불 화음을 만들고 있고,때로 병존하는 두 화음들은 노먼-어머니의 이 성을

나타낸다. 한,음악은정지된시간속에서무음의형태로미이라화되어소멸하기도한다.이 듯,<사이

코>에 쓰인 사운드들의 공통된 화 의미작용은 이미지의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 중심어 : 영화 사운드 히치콕 사이코 영화음악

Abstract

From afilm estheticpointofview,thispaperdealswithallthesoundelementswhichare

speech,noise,andmusicforthesignificationofsoundinHitchcock's<Psycho>.Thespeech

makesamentalimageauditorythroughvoice-over,andsometimesithastheindiscernibleness

oflifeanddeathtobeincarnate.Thispaperhasdemonstratedthatthenoisealsocanmark

punctuation-narrativeboundarybesidesvisualtechniquespointedoutbyMetz,anditcitesthe

soundoffallingwaterwhichcompletesshowerscene,offsettingascreaminaudience'smind.

Inthemusic,desireandoppressionaresymbolizedandtheyaremakingadissonance.Upon

occasion,thecoexistenceoftwochordsrepresentsduplicityinNorman-mother.Also,themusic

maydisappearinthewayofsilence,beingmummifiedinthetimepaused.Thus,thecommon

filmicsignificationofsoundsin<Psycho>canbecalledreconceptualizationoftheimage.

■ keyword : Film Sound Hitchcock Psycho Film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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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가히치콕(AlfredHitchcock)을논할때흔히간

과하고있는부분이그가일 이무성 화시 부터꾸

한 화작업을 해왔던 감독이라는 이다.그의 첫

유성 화이자 국 최 의 유성 화인 < 박

(Blackmail,1929)>을만들기 에그는이미10여편에

이르는 무성 화들을 작업했으며,무성 화에서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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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화어법의 변화에 어느

구보다도 사운드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 으로 사용

하 다. 컨 ,< 박>에서 살인을 지른 여주인공

의심리 압감은특정단어를통하여표 되고있는

데,사운드의 음량차를 이용하여 ‘knife’를 강조하고 있

다.시옹(M.Chion)이지 하듯,“당시에유성 화에서

요하게 종종 떠오른 것은 바로 동시화 개념[1]”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히치콕에있어서의 유성의 개념은 이

미사운드의기술 요소를통해인물의심리를나타낼

만큼 ‘동시성’이상의 것이었다.

히치콕은 트뤼포(F.Truffaut)감독과의 화에서,

“나는 주제에 해서는 별로 심이 없습니다.(략)

그러나 상이나음향,그리고순수하게기술 인요소

들이 객이비명을지르도록만드는데 해서는 심

을 갖습니다. 화 인 기법을 이용해 어떤 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이 만족합니다.그리고 우리는 <사이코>에서 가장

확실하게이것을실 했습니다[2].”라고언 할정도로

화를이루고있는요소들에 하여지 한 심을가

졌으며,그 결정체로서 <사이코(Psycho,1960)>를 꼽

고 있다.다시 말하자면,<사이코>에서의 상과 음향

(사운드)이 지니는 정서 역할들에 하여 감독은 이

미 치 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에 인용된 작가 에서 히치콕의 말은 화

<사이코>가가지는사운드의가치를잘드러내고있으

며,한편으로는사운드에담긴의미론 개념을미학

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한 질문을 던지고 있

다.이에본논문에서는<사이코>의사운드분석을통

하여각음향요소들이 화에어떤의미작용을하고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논의될 범 로는 사운드의 3요

소인‘음성’,‘배경소리’,‘음악’이될것이며,이요소들은

메츠(C.Metz)가 ‘동 상’과 함께 화 기표(signifiant)

의네가지실질로구분한바있다[3].그리고각요소들

에 한연구방법으로는 화시청각 분석 화학

이론들에 기반을 둘 것이다.한편,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운드 3요소의 각 역을 독립 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미권에서는 목소리와 내재 ·외재

음악을 연구한 개별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4-6].이

러한 결과물에 더하여 본 논문은 <사이코> 화 사운

드의구성요소모두를 상으로하는종합 연구가될

것이며, 한히치콕이사운드를통해실 하고자했던

화 효과들을미학 으로정립할수있는계기를마

련하고자 한다.

Ⅱ. 음성

1. 정신적 이미지의 청각화: 보이스오버

화 반부에서 여주인공 매리언은 직장에서 거액

의 을훔쳐달아나게되는데,화면은차앞을응시

하며운 하는매리언의얼굴정면을클로즈쇼트로계

속 보여주고 있다.이와 함께 외화면 음성인 보이스오

버(voiceover)로직장상사와고객의목소리가들린다.

상사:내가 은 안된다고 했지?난 책임 못 지네.

10년 간 데리고 있어서 믿었더니.

고객:난 4만 불 포기 못해.돌려받을 거야.

부족한 것은 그 여자가 몸으로 때워야 할 걸?

꼭 찾아내겠어.

상사:기다려 보게,난 아직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야.

고객:은행에 확인해 봤지?보지도 못했다잖아.

아직도 믿어?

그림 1. 매리언의 도주장면(Paramount Pictures)   

이 장면에서의 보이스오버는 표면 으로 상사와 고

객의 음성으로 들리지만,잔향처리된(울림효과로 실

세계와구분)음성덕분에 우리는곧발화자가매리언

이만들어낸상사와고객임을알수있다.지 객이

듣고 있는그들의 화는매리언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계(imaginary)인 것이다.결국 이 음성들의

발화 은두 인물들의 시공간이아닌 매리언의내면세

계이며,보드웰(D.Bordwell)과 톰슨(K.Thomps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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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내 내재음향(internaldiegeticsound)에 해당

한다[7].다시 말하자면,이는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

발화된‘주 ’음향을의미하는것으로서인물의심리

역을 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매리언의도주장면에서들리는보이스오버

의 기능은 무엇인가?두 인물의 화가 시각 이미지

로서재 되지않는상태에서의보이스오버,즉음성만

으로들리는음향 이미지는 언어의 의미작용을통해

화속에 표상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매리언의정신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여기서 정신 이미지란

“객 형태에 이르지 못한 심리 ·정신 역의 이

미지들[8]”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정형 상태의 정신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

지를 통해 치환될 수 있는데,주체의 무의식은 음향

이미지를유도한다.즉,상상력이감각작용을일으키고,

이는다시 음향 이미지로의 이행이라는회로가생겨

나는 것이다.들뢰즈(G.Deleuze)는 정신 이미지를

“상징 행 들,지 인 감정들을 취하는 이미지[9]”로

설명했으며,음향 인 상황은 ‘주 ’,‘상상 인 것’,

‘정신 ’이라는극 을가질수있다고말하고있다[10].

객 형태의시각 이미지와는달리,정신 이미지

는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서,보이스오버라는

이른바 주체의 내면에서 작동하는언표행 를 통해 청

각화 되어 구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두인물의 화가보이스오버가아니라일반

인 시각 이미지로 체 되어졌다면,그것은 더 이상

매리언의 내면세계가 아닐뿐더러 객은 상상이 아닌

실로이해했을것이다.왜냐하면이러한시 스구조

속에서의 시각 이미지는오히려 상을실제 인 것

으로 객 화 시켜버리기 때문이다.

하나의 로,보이스오버를 통한 청각화 된 정신

이미지는 화의 마지막 부분 노먼-어머니의 내

독백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이부분은다음 과연

해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2. 육화(肉化, Incarnation) 

티(M.Ponty)는 육화를 “정신과 실존과 주체가 인

간의신체라는형태를지니고서출 하는것[11]”의의

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시옹은 <사이코>에서 10년

에죽은노먼의어머니,정확히말하자면정신분열증

환자인 노먼-어머니의 음성을 사례로 들고 있다[12].

객은 도주한 매리언이 베이츠 모텔에 묶을 때부터

언덕 편 택에서들려오는어머니의음성을듣는다.

더욱이 매리언의 샤워신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노 로

부터살인을당하는장면을 할때, 객은노먼어머

니의 존재를 확신한다.하지만,결말 이 까지 화 내

내 한 번도 직 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보여 은

없으며,심지어 카메라는 노먼이 노심 사하여 방으로

부터 어머니를 들어 옮기는 장면에서조차 부감쇼트로

촬 하고 있다.

화는 어머니의 육체를 시각 으로 느슨하게,혹은

아 보여주지않으면서도,그녀의존재감을다소신경

질 인 노 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한편,후반

부로진행하면서10년 에이미어머니가죽었다는보

안 의 말에 어머니의 실재는 오리무 이다가,이윽고

미이라화된어머니의얼굴을보며 객은그녀의음성

이 사자(死 )의,존재하지 않은 음성이었음을 알아차

리게 된다.

여기서 언 할 수 있는 개념이 셰퍼(P.Schaeffer)가

이론화한‘아쿠스마틱(acousmatic)’인데,이는어머니의

음성처럼 “소리의 본래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듣는 것,

혹은 원인을 시각에 제공하지 않은 채 소리를 듣게 하

는 사람[13]”을 말한다.<사이코>에서 죽은 어머니의

아쿠스마틱음성은앞에언 한육화를 해 화속에

서떠돌고있다.그러나살아있는신체는더이상실재

하지 않기에 육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종국에 어

머니의음성은아들육신에들어가노먼을 기야 어

내기까지 한다(노먼의 이 인격 쟁 속에서 어머니의

승리와 지배).

노먼의 입장에서 보면,어머니라는 존재는 라캉(J.

Lacan)이말하는‘잃어버린 상[14]’이며,어머니의음

성은미이라화된송장을넘어듣고자하는욕망인것이

다. 화 마지막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가 하는 내용

은 이를 뒷받침한다.

의사:그녀가 존재했지만,시신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어머니 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의 반을 거죠.(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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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사이코>가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 내러티 를 이끌

어갔지만,이는지극히 객입장에서들린 장된

화 기표라할수있다.왜냐하면노먼이복화술(腹話

術)에 능하지 않은 이상,실제 디제시스(diegesis)속에

서발화된어머니의음성은 객이들은노 의음성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어머니 음성의 발원지인

노먼자신과청각 시 인 객사이에서감독은사운

드의 이 음색을 사용했던 것이다.

아쿠스마틱 화로서 <사이코>의 큰특징은 아쿠스

마틱 사운드(어머니의 음성)가 육화되기에는 애 부터

불가능했다는 과,탈(脫)아쿠스마틱 되어야 할 상

이이미죽음으로인해정상 인경로로수렴되지않았

다는 이다.

그 다면,앞의 마지막에언 했던노먼-어머니의

내 독백을 육화의 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경찰

서에 이송된 노먼-어머니는 독방에서 앞을 응시하고

있고,어머니의 음성으로 보이스오버가 흘러나오고 있

다.

어머니: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슬 지.

하지만 내가 살인을 했다고

믿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젠 그 애를 가둘 거야.

내가 했어야 했던 일이지.

그림 2. 독방에서의 노먼-어머니

이 장면의 내 독백은 어머니의 음성이지만,이 음

성의발화자는 이미정신 으로 어머니화되어버린 노

먼인것이다.더구나“이젠그애를가둘거야.”의 사

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무의식

의발로(發露)는매리언도주장면의보이스오버와는차

원이 다른 정신 이미지의 청각화인 것이다.육화를

통한,그러나그것이<사이코>처럼‘제자리찾기’가아

닌 제 3으로의 수렴인 경우,음향 이미지는 외 상 그

자체로 음향 주체의 정신 이미지를 투 하기때문이

다.

이처럼노먼-어머니에서보여지는 실태(재속의

노먼)와 잠재태(과거 속의 어머니)의 유착은 들뢰즈에

의하면 ‘식별 불가능성[15]’을 지닌다.양면 ,혹은 역

가능한 계의식별불가능성을그는“그자체로이

인,실존하는 이미지들의 객 성격이다[16]”라

고말하고있다.히치콕은이를알고있었다는듯이,오

버랩으로노먼의얼굴에어머니의 해골을 드리우고 있

다[그림 2].

Ⅲ. 배경소리 

메츠는 화가 랑그(langue:언어체계)인가 랑가주

(langage:언어)인가의 문제에서 “ 화는 랑가주이다

[17].”라고주장하면서도,음성랑가주와구별하고있다.

오히려그는에크리튀르(écriture: 언어) 화의텍

스트성에도 심을 기울이는데, 화에서 ‘구두 ’이라

고 할 수 있는 화 약호들이 서사 분 체를 이루며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8].메츠에 의하

면우리가소 마침표,쉼표, 등의구두 으로문

장의 분리 을 표시하듯, 화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기표로서페이드인,페이드아웃,디졸 등이쓰

인다.결국,이러한 화 기법들이 체 화흐름속

경계표시로서 구두 의역할을하고 있다는 메츠의 언

어학 근은 시각 장면 환 기법 외에 다른 것을

언 하고 있지 않다.

그 다면,구두 의 역할은 시각 인 학장치에 한

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결론 으로,<사이코>는

화를표 하는질료들 사운드가그역할을 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본고는 사운드 에서도 ‘배

경소리’를 통한 경계표시는 이 화가 시도한 하나

의장면 환방법이었음에주목하고,두장면에서의배

경소리를 로 들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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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사이코>에서 리 회자되고 있는 ‘샤워

신’에서의 물소리이다.히치콕은 이 신을 통해 “과거에

지른죄를깨끗이씻고그 가를치르려하는모습”

을 보여주려 했으며,“샤워는 그녀의 마음에서 고통을

없애주는 세례의식이나 마찬가지” 다고 매리언역의

자넷 리(JanetLeigh)는 회고하고 있다[19].샤워신에

한세례의식 비유는 물소리의 에서매우 타당하

게 보인다.세례의식 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던가?

이 장면에서 히치콕이 무려 70여번의 카메라 셋업을

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20].한편,카메라앵 에

서 시각화된다양한쇼트의몽타주에서 벗어나 매리언

이 살해당한 후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샤워 물소리

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서사의 한 매듭으로 기능하는

배경소리의 력을 체감할 수 있다. 화는 살인 후의

싸늘한여운을남기기 해바로앞살인장면의각짧

은쇼트길이와는달리핏물흐르는배수구의익스트림

클로즈업과,뒤이은매리언 동자의오버랩을통해쇼

트의 진행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라캉의 ‘잃어버린

상’이라할수있는‘빈구멍’을채우려는욕망을나타

내는 듯,배수구로 향하는 물 기에 오버랩 된 매리언

의 육신은 바로 그 욕망의 상이었던 것이다[그림 3].

그림 3. 배수구와 매리언 눈동자

이때 배경소리는 샤워 물소리만이 강조되어 들리는

데,물소리는백색소음(whitenoise)으로서어떤소리라

도 그 앞에서는 차폐될 만큼 여주인공의 죽음을 덮는

진혼곡인 마냥 울려 퍼지고 있다.여주인공 죽음에

한 객의 충격을 오래 지속시키면서,그 여운을 통해

한숨쉬어가게 하는샤워 물소리는아이러니하게도 카

타르시스를느끼게할만큼이 장면에서의거친불

화음의 음악과 매리언의 비명소리를 뇌리에서 상쇄시

키며 샤워신을 매듭짓고 있다.

메츠가 주장하는 화의 구두 은 문장부호와 달리

“더큰차원의분 체를구분하는[21]”거시(macro)-구

두 으로서,문장에서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 선

택 인것이다.샤워신에서굳이물소리를 면에내세

우지 않았어도,다음 ‘시체처리신’으로의 서사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럼에도 이 물소리에 집 하는

것은단순히음향기호로서가아니라,‘여운을 한시간

끌기’라는 쉼표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체처리신 마지막에 노먼이 매리언의 차

를늪에빠뜨리면서생기는기포소리이다.이장면에서

차가 물에가라앉으며 물방울 터지는 듯한 배경소리를

내게 되는데,소리의 발원지로부터 ‘청각 거리감’은

실제들릴만한음량보다 히커서매우가깝게들린

다.이처럼공간과음향이불일치하여소리의원근법이

무 질경우,청 (聽點)[22]은카메라와주체사이의

치,거리등공간 의미에서벗어나청각 시 (視點)

을갖는주 의미로해석될수있다.결국과장되어

더욱 가깝게 들리는 이 기포소리는 늪에 빠지는 차를

바라보며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는 노먼의 주 소리

이다.이러한 청 을 갖는 큰 음량의 소리와,음악에서

의‘리타르단도(ritardando)’처럼 느리게장면의종

지 을 향하는 음향 리듬 탓에 소리의 심도(深度)는

증가하면서 매리언의 죽음 과정은 노먼에 의해완결되

었노라고 마침표를 고 있다.이후 화의 서사는 여

주인공의부재 속에서 그녀를 찾아나서는 주변인물들

의 이야기로 환하게 된다.

이 듯,본장에서다룬두배경소리(샤워물소리,기

포소리)는 ‘매리언의 죽음’이라는 거시 맥락 속에서

하나는 장면과 장면 사이의 휴지부로서, 하나는 시

스를 마감하는종지부로서 다음 사건과의 경계를 표

시하고 있다.

Ⅳ. 음악

1. ‘충돌’의 불협화음과 ‘이중성’의 내포

오 닝 타이틀부터 시작되는 <사이코>의 주제음악

은 화의 장르와 체 분 기를 반 하듯,당시 화

음악에서는보기드물게음향학 불 화음[23]으로

화의 서두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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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이코> 주제음악(Bernard Herrmann) 

이 노먼의 음성,이 인격,죽음을 경계로 하는

두 개의 서사구조 등 <사이코>에서 보이는 ‘이 성’은

화 체에내재된특성이라할수있다.음악 한화

음구조속에서이와같은맥락을찾아볼수있는데,[그

림4]에서다섯번울리는동일화음은ViolinⅠ과Ⅱ에

서처럼두개의음정(音程)[24]들로나뉜다.각두음정

들은어울림음정으로서ViolinⅠ은음의간격이상

으로넓은장(長,major)음정을,ViolinⅡ는상 으로

좁은 단(短,minor)음정을 갖는다.

이러한 음정들의 특성은 상징 측면에서 장음정을

확 된‘억압’,그리고단음정을억압으로축소된‘욕망’

으로해석할수있다.의사의말 로,여자에 한욕망

이생겨나면그욕망을억압하는어머니가질투하여살

인까지 지르게 되는 노먼의 메커니즘처럼,음악 으

로 상징된 욕망과 억압은 그 속에서 가히 병존성을 갖

는다.끝이없는욕망과억압이양립하게되면그결과

는 ‘충돌’로 나타나게 되는데,주제음악에서도 욕망과

억압을 상징하는 두음정의혼재는각각의어울림음정

에서 벗어나 서로 충돌하며 불 화음으로 이된다.

체 인 화음구조에서 이와 같이 구성된 두 음정이

동시에울리게되면,최 음과최상음사이에반음 계

를역 시킨장7도(B♭음-A음)음정이생겨나게된다.

이 장7도는 안어울림음정으로서,반음 계처럼 불 화

음을이루는요인이된다.안어울림음정은소리를부딪

치게 하여 서로 충돌된,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사운드

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더욱이,최 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음들(D♭,F,A음)은 불안정한 증(增,

augmented)화음을 이루며 음향학 불 화음을 이루

는데 한몫하고 있다.

한편,노먼이 구멍 뚫린 벽에서 매리언의 모습을 응

시하는 장면에서 음악은 다시 충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노먼의 응시-Peephole

앞의 주제음악에서 사운드 구조가 음정단 로 나뉘

었던 것과 달리,이번에는 범 를 넓 화음단 로 나

뉜다.[그림 5]의 첫마디에서 들리는 두 개의 화음들은

비올라(Vlas.),첼로(Vc.),콘트라베이스(Cb.)군으로 이

루어진D♭Major코드와바이올린Ⅰ,Ⅱ,그리고첼로

(A♭=G＃음)군으로이루어진EMajor코드이다.이들

은 조성(調性)상 서로 계가 먼 화음들로서,한 마디

안에 두 화음들이 병존하게 되면 이들 역시 충돌하여

체 으로 불 화음으로 들리게 된다.결국 두 개의

화음이동시에서로불 화음을이루며,노먼-어머니의

‘이 성’을 음악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매리언을 몰

래 응시하면서 생겨나는(아직 미미한 단계의)노

먼-어머니의 이 성을 달래려는 듯,음악은 가볍게

을 뜯는 ‘피치카토’주법으로 두 화음들을 충돌 시키고

있다.

2. 음악의 미이라화, 그리고 시간성

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사이코>는매리언의죽음

을경계로서사구조를 환시킨다. 반부가매리언

심의‘죽음을향한’ 롯구성이었다면후반부는주변인

물을통한‘죽음에 한’ 롯구성인것이다.이러한구

조속에서는서사를이끄는인물이교체되어지는데,죽

음이라는 환 이 의매리언에서이후의탐정,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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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라와 샘으로 옮겨간다.

이러한서사구조속에서주제음악[그림4]은삶과죽

음의경계사이에서등장인물의생사에따라출 을달

리한다.매리언 죽음 이 까지 주제음악은 네 차례 등

장하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탐정의 죽음 이 에도

주제음악은편곡이약간다른 (版)으로한차례등장

하지만,이 한 탐정의 죽음 이후에는 출 하지 않는

다.마치 음악을 일종의 상징기호(symbolsign)[25]로

간주하듯,주제음악의 출 여부는 등장인물의 생사를

지시(reference)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된 주제음악과 죽음의 상 성은 매리언

과 노먼의 담소신에서 보인 박제된 새들의 모습, 는

미이라화 된어머니의 시체처럼 시간의 정지를 매개로

한다.바쟁(A.Bazin)은,“필름은 더 이상,우리를 해

사물을 마치 호박 속에 가두어진 과거 시 의 곤충의

손상되지 않는 몸체처럼,말하자면 순간 속에 포장된

채보존하는데만족하는게아니다.(략)이제야비로

소여러사물의상(像)은동시에그것들의지속성의상

이 되며 말하자면 변화의 미이라,미이라화된 변화가

되는것이다[26].”라고 상특질로서의시간성을말하

고 있다.즉,시간의 정지성이 지속성으로 변화하는

상 시간성의 개념을 언 하고 있는데,이를 죽음과

삶으로 확 해 보면 자는 시간의 정지성과,후자는

지속성과연결된다.그 다면,시간의정지를매개로하

는 죽음은 어떻게 음악을 소멸시키는가?

음악 시간성을 상 시간성과 비교해보면,시간

의 정지는 상에서사진이라는 이미지가남지만음악

에서는무음(無音)만이남는다.테이 코더에서정지

버튼을 르면 재생이 멈추듯이 말이다.이는 음악이

시간 술임을단 으로보여주는 로,정지된시간속

에서 음악은 소멸되어 실재하지 않는다.죽음-시간의

정지-음악의 소멸이라는 연결 계는 <사이코>주제

음악을미이라화시켜죽음이라는정지된시간속에가

둬두고 있는 것이다.왜냐하면 죽은 어머니의 음성은

노먼과결합하여살아돌아오지만,매리언과탐정은

면(永眠)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화 <사이코>의 사운드에 담긴 의미론

개념과 미학 해석들을 음성,배경소리,음악의 범

주속에서살펴보았으며,이를정리해보자면다음과같다.

첫째,매리언의 음성은 보이스오버를 통하여 주체의

정신 이미지를청각화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유도

된음향 이미지가내 언표행 를통해정신 이미

지를 표상하는 것이다.한편,어머니의 음성은 ‘아쿠스

마틱’사운드로서음향주체의정신 이미지가투 된

식별 불가능성을 지닌다.

둘째,샤원신과 시체처리신에 쓰인 배경소리는 시각

장면 환 기법 외에 사운드 한 구두 역할을

신할수있음을보여주며,각각여운을 한휴지부,주

청 을 통한종지부로서 장면의 경계표시를 하고

있다.

셋째,주제음악에상징된욕망과억압은서로충돌하

며불 화음을이룬다. 한,두개의 계가먼화음들

의 병존은 노먼-어머니의 이 성을 내포하며 충돌의

모습을보여주고있다.그리고음악은등장인물의생사

를 지시하는 상징기호로도 쓰일 수 있는데,죽음으로

인한 음악의 미이라화는 음악 시간성과 계한다.

결론 으로 말하면,<사이코>에 쓰인 사운드 각 요

소들의공통된 화 의미작용은‘이미지의재생산’이

라할수있다.스크린의평면 이미지와는달리감각

되는음향 공간은삼차원 이다.따라서사운드는이

미지를 입체화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체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넘나들 만큼 방 인 덕분에,히치콕

화에서의시각 이미지는들뢰즈의표 처럼운동-

이미지의극한에서정신 이미지와만날수있는것이

다[27].이러한 사운드의 메타 기능은 화표 의 한

계를 넓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언어학 ,기호학

역에까지다다르고있다.사운드는히치콕자신에게있

어 화 효과들을 실 하기 한 음향 결정체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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