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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지속적인 우주에 대한 연구와 촬영 장비, 3D 편집 기

술, 음향 녹음 기술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우주를 배경으

로 한 SF영화도 함께 발전해왔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인간이 달에 도달하지도 못했던 시기에 만들

어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영화 중 영국 아카데미

에서 최초로 음향상을 받았고 이후에 나온 수많은 우주

를 배경으로 한 SF영화에 음향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 

당시 미지의 공간이었던 우주에서의 사운드를 어떻게 표

현하려 했는지 연구한다.  

  

2. 이론적 배경

  

▶▶ 그림 1. 소리의 삼원 [1]

  소리의 삼원이란 ‘인’ (화면(공간) 안에서 나는 소리, 

이미지와 맞아떨어짐.), ‘화면 밖 영역’ (화면 밖에서 들

리는 소리, 창밖의 새소리나 자동차소리 같은 것.), ‘오프’ 

(해설자의 말이나 영화음악) 으로 경계가 지어져있지만 

그 경계를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관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감동을 줄 수도 있다.[1] 많은 영화들이 이런 트릭을 

사용하지만 SF영화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 특

히 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공간인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는 앰비언스가 없는 음향적 특성상 사실상 비어

있는 음향의 자리를 앰비언스 음악이 대신하기도 하며 

상호보완 한다.

3. 영화 소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류의 진화와 탄생과 

죽음을 말하는 영화이다. 그만큼 시·공간의 변화가 크

다. 인간이 원숭이인 시대부터 목성을 탐사하는 시대까

지 흐르고, 지구에서 우주(우주, 우주선), 더 나아가 미지

의 공간까지 지나게 된다. 

Ⅱ. 본론

1. 음악의 사용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은 총 7곡으로 기존에 있던 클래

식 음악을 사용했다. 클래식한 음악들과 현대음악의 불

협화음이나 지속적인 패턴 등이 영화의 긴장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데이비스 교수의 영화음악 분류법인 물리적(장소·시

대적 배경 설정, 미키마우징), 심리적(정서적인 면 강조), 

기술적(구조를 돕거나 씬과 씬 사이의 연속성 부여, 정보

전달)으로 나눴을 때[3]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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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 A Space Odyssey, 1968)>는 인간이 달에 도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에서의 사운드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우주에서 주인공이 우주복을 입었을 때 숨소리가 과장되게 들리게 함으로서 

청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에 대한 사운드를 제시했고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우주의 특성을 활용해 과감하게 ‘사일런스(침묵)’를 앰

비언스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서 이후에 나온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영화에 음향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콘텐츠학회 2016 춘계종합학술대회 138

 표 1. 데이비스 음악분류법에 따른 음악 분석표

음악 물리적 심리적 기술적

Atmoshere-리게티 ✓ ✓
Thus spake 

zarathustra-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Requiem-리게티 ✓ ✓
The Blue Danube-요한 

슈트라우스 ✓ ✓

Lux Aeterna-리게티 ✓ ✓ ✓
Gayane Ballet 

Suite-하차투리안 ✓ ✓

Adventures-리게티 ✓ ✓

  영화의 시·공간의 변화 격차가 크고 익숙하지 않은 

우주 공간, 우주선 등 새로운 기술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

의 표에서처럼 대부분 기술적 역할로 많이 사용되었다. 

  심리적 역할로 쓰였던 곡들은 조성이 없고 불협화음으

로 이루어진  리게티의 곡들로 불안함, 혹은 새로운 것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용되었다.

  물리적 역할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음악에 맞춰 

영상을 만들었다는 인터뷰에서의 말처럼 우주를 유영하

는 우주선을 음악이 미키마우징 한 것처럼 표현했다.  

  

2. 청자를 위한 과장된 효과음

  과장된 현실의 소리가 있다. 판타지 영화나 공상 과학 

영화들에 있어서는 특히 새로운 기구, 새로운 생물들, 새

로운 공간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음향 효과에 

의한 소리가 동원된다.[1] 또한 상황 설정을 위해 과장하

는 경우도 있다.  

  영화의 지구 장면에서 원숭이들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

작한 이후부터 사냥을 하며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

로 파리 꼬이는 소리를 화면 앞에 배치했고, 우주복을 착

용했을 때 과하게 들리는 산소공급기소리와 호흡소리들

도 마치 관객이 직접 우주복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소리를 화면 가까이 배치했다. 하지만 <스타 

트렉>이나 <스타 워즈> 같은 판타지 요소가 많이 가미된 

SF영화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효과음이 거의 없고 사

실적인 표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일런스의 사용

  2014년 개봉한 영화 <그래비티>의 오프닝 장면에서 

우주를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도 없고 기압도 없으며 

산소도 없다(There is nothing to carry sound, no air 

pressure, no oxygen.)’고 자막으로 명시한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발생할 수 없다. 우주는 사실상 무음

(silence) 상태로서 우주 영화에서는 우주공간의 현실성

을 위해 사일런스를 앰비언스(ambience) 개념으로 의도

적인 사용한다. 그래비티의 첫 장면에서 지구의 전경과 

함께 무음이 극찬을 받았는데 사실 <2001 스페이스 오디

세이>에서 먼저 우주의 앰비언스를 과감히 무음으로 사

용했다. 또한 청점에 따른 사일런스도 있는데 우주 비행

사 ‘프랭크’가 인공지능 컴퓨터인 HAL9000의 공격을 받

아 산소호흡기가 끊겨 우주로 날아가는 장면에서 프랭크

의 모습이 프레임에 나올 때 그의 청점으로서의 사일런

스가 나타난다.

Ⅲ. 결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우주의 모습과 새로운 기

구, 기술 등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자칫 이질적

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영상들 위에 이미 발표되어 있는 

음악을 사용해 거리감을 줄이며 시간, 공간의 흐름을 유

연하게 조절했다. 음향적으로는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

는 소리를 과장해 이해를 돕게 만들었으며, 반대로 효과

음 사용을 최소화 해 상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공간에 존

재하는 듯 느끼게 한다. 또한 우주 공간의 특징인 ‘사일

런스’를 앰비언스 개념으로 공간의 이동과 청점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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