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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화는 이제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 달리 외

국 화들이 단히 많이 국내에 수입, 개 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국산 화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화의 다양한 장르  공포를 느끼게 화들의 목소리 특징은 무엇인지

를 규명해 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화에 있어 흥행 성공의 기 이 유료 객 수인 계로 이

를 기 으로 흥행에 성공한 공포 화의 주인공들의 음성과 흥행에 실패한 공포 화의 주인공들의 음성을 분석

하여 그 들 각 각의 음성의 차이 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내고자 한다. 한 이 같은 규명 결과를 통해 음성학  

에서 공포 화가 흥행에 성공하기 해서는 어떤 음성이어야 하는지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Key Words : horror films, voice characteristics, common facts, differences, voice stability

ABSTRACT

Korean movies are now entering the global market without staying in the domestic market. Especially, despite 

the fact that the foreign films are imported and opened to the domestic market very much, there are more 

domestic films that have succeeded in box office success. In this paper, we t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ices of movies in order to feel horror among various genres of domestic movies. For this reason, the 

criterion for the success of the movie is the number of paying audiences, so differences of the voice of the 

characters of the horror movie that succeeded to hit the box office and the voice of the characters of the horror 

movie that failed to hit the box are analyzed for verifying the success conditions in voice.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suggest what kind of voice should be used in order to succeed in the horror movie from the 

voic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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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화의 흥행 성공과 더불어 이제 화 유료 

객 수 1,000만 명이 넘는 화는 그다지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는 시 가 되었다[1-3]. ‘17년을 기 으로 

해도 흥행에 성공한 국내 화는  터 , 마스터, 더 킹 

등 단히 많은 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른바 호러물(horror film) 즉, 공포 화는 이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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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히 한 여름 밤에 더 를 식히는 용도용으로만 개 이 

되고 있고, 지 은 한 여름에도 한국형 공포 화가 

개 이 되는 것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해

야만 하는 것은 공포 화도 화나 드라마의 한 장르

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4,5]. 이는 공포 

화도 우리나라 화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장  

분야이고, 따라서  쇠퇴하고 있는 공포 화들도 화

의 한 장르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문화 콘텐츠의 한 분

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포 화가 흥행에 성공하기 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만 한다. 사실 공포 화가 성공

하기 해서는 시나리오, 배우 섭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해야만 할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 에서 

본 논문은 공포 화가 성공하기 한 여러 요소  

음성 요소는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한 규명 작업을 행하고자 한다. 사실 공포 화가 흥

행에 성공하기 한  여러 요소들은 시나리오, 배우 

섭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요소들이 흥행 성공 

여부에 몇 %씩 기여한다는 객 인 연구 조사 결과

는 아직 없다. 그리고 만일 각 요소들이가 각 몇 %씩 

흥행에 기여하는지에 해 알아보려는 작업 자체는 

정성 인 근 방식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비해 흥행에 련된 여러 요소들  음성 

부분은 정량 으로 흥행과 연  시켜 공학 으로 분

석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

포 화 여주인공들의 유료 객수를 기 으로 음성과 

흥행과의 계를 정량 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유료 객 수를 기반으로 흥행에 성공한 공포 화 출

연 여배우들의 음성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한 흥행

에 실패한 공포 화의 경우 출연 여배우들의 음성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에 한 음성 특징 규명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최종 으로 흥행에 성공한 공포 

화에 출연한 여배우들과 흥행에 실패한 공포 화의 

출연한 여배우들의 음성 특징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내어 공포 화 흥행에 필요한 음성 조건

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그 간 공포 화와 흥행간

의 계를 연  지울 수 있는 연구가  없었다. 이

는 그 간 음성 분석 공하는 연구자들과 공포 화 

분야 종사자간의 합동 연구가  없었던 것에 기인

하고 더 나아가 음성 신호 분석 연구자들의 경우 어떤 

음성 분석 요소를 용하여 공포 화 흥행 여부에 

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공포 

화에서 공포감과 연계되어 질 수 있는 음성 분석 요

소들, 즉, 음 높이, 음 높이 편차, 주 수변동률, 진폭

변동률,  배음비  음성에 실리는 에 지 등을 공포 

화 흥행 순서별로 용하여 음성 분석 요소와 흥행 

즉, 유료 객 수와의 상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흥행에 성공한 여배우들의 음성 특징을 정량

으로 규명해 내어야만 공포 화의 유료 객 수가 증

가하고, 그 결과 유료 객 수 증가를 통해 공포 화

가 우리나라 화의 한 장르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공포 화의 국

제  경쟁력이 체 으로는 한국 화가 지속 인 성

공을 거둘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일이 아닐 수 없

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포 화가 흥행에 성공하

기 해서 가져야 할 음성 특징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Ⅱ. 실험 상자 선정  유료 객 수

실험 상자에 한 선정은 과학 동아에서 본 연구

실에 의뢰한 공포 화 출연자들로 선정하 다. 이들 

각각이 출연한 공포 화와 화를 람한 유료 객 

수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화명은 실명으로, 배우의 

이름은 문 알 벳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Ranking Actor Numbers Starring movies 

Paid 

audiences

(Persons)

Average 

number of 

audiences

(Persons)

1 A 1
Unidentified 

video
867,386 867,386

1 B 2
Unidentified 

video
867,386 867,386

3 C 4

Women’s High 

School Ghost 

Story 3

1,784,479

640,429Yoga Academy 271,514

Two Moons 426,706

Bunsinsaba 2 79,017

4 D 1
Zhanghuahongre

om
3,146,217 3,146,217

5 E 2
Scissors 334,364

544,901
Phone 755,437

6 F 1 Best Seller 1,099,665 1,099,665

7 G 2
Goomiho 174,797

409,845
Apartment 644,893

8 H 1 It is two 241,292 241,292

표 1. 실험 상자  출연 화, 유료 객 수
Table 1. Subjects, starring movies and paid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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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에 사용한 음성 분석 요소  실험

실험에 사용한 음성 분석 도구로는 음 높이, 음 높

이 편차, 강도 그리고 주 수변동률, 진폭변동률  

배음비[6-8] 등을 용하 다. 이 같은 음성분석요소를 

작용한 것은 이 음성 분석 요소들이 감정 더 작게는 

공포감에 한 감정과 연 이 가장 클 것으로 측되

기 때문이다. 그 간 감정분석에 한 연구는 다수 발

표되고 있다. 문장에서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
[9], 감정 

분석을 한 생체신호 분석[10]  비디오 셧 으로부터 

감정 련 특징을 추출해 내는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11]. 그러나 유료 객 수를 기 으로 공포 화의 음

성이 어떤 연 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

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료 객 수와 해당 화

에 출연한 주연 여배우들의 음성 간에 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우선 아래 표 2에 공포 화 

흥행 1 를 차지하고 있는 A에 한 음성 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다. 총 5개의 음원을 기반으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비명, 간 음역  그리고 낮은 음역

의 음 높이로 구분하여 음성 분석을 행하 다. 분석 

결과, 강별의 경우,  겁에 질리는 고음부에서 음 높이

의 평균 이 346.313[Hz]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실리

는 음의 세기가 75.153[dB]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어 겁에 질린 공포감을 그 로 달해내고 있다. 한 

공포 화로 보았을 시 간 음에 해당하는 4번 음원

일 경우 ‘죽기 싫다’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내

용일 경우 주 수변동률이 5.671[%], 진폭변동률이 

1.579[dB], 배음비는 0.618[%]로서 단히 거친 음색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죽기 싫다’는 것에 해 그 감

정을 실제와 같이 그 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공포

화가 가져야 할 공포심을 그 로 드러내는 수치에 해

당한다. 아울러 공포 화의 경우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는 음성 뿐 아니라 낮은 톤의 화나 독백의 경우

도 이를 통해서도 공포심을 달해야 하므로 이때 

요한 것은 하는 말에 한 공신력을 나타내는 수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음색이 풍부하게 될 경우 

실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것이 실제처

럼 느껴지게 된다. 로서 이 경우 A는 “언닌 못해, 

동 상 보면 죽는 건데..언니 내 말 못 믿잖아”라는 

화의 경우 음 높이는 196.173[Hz]로 떨어졌지만 음의 

세기는 71.867[dB]로 음 높이에 비해 낮지 않다. 더 

나아가 음색에 한 수치가 각 각 2.581[%], 

1.039[dB], 0.122[%]로 상 으로 풍부한 음색을 가

지고 있다. 이는 실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지만 이 말의 내용에 한 신뢰도 즉, 공신력이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 날 것 같은 느

낌이 들고 이를 통해 공포감이 가 될 수밖에 없다. 

결론 으로 말하면 A의 경우 가장 많은 객이 동원

되는 이유에 제일 효율 이며 합한 음성 즉, 공포 

화를 실화해 내는  음성을 내고 있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에 A에 한 음성 분석 결과 그림과 스펙

트럼을 차례로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사는 ‘내

가 안 했어, 내가 안 했다고..,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언

니마  나한테 왜 이래. 언닌 내 말을 믿어줘야 하잖

아’이다.

Sound

Source
Pitch[Hz]

Bandwidth 

of Pitch 

[Hz]

Jitter

[%]

Shimme

r[dB]

NHR

[%]

Energy

[dB]
Remarks

1 324.158
76.883 

~506.197
3.144 1.511 0.437 74.000

High 

tone

2 398.112
253.397

~502.739
3.170 1.594 0.707 77.259

High 

tone

3 316.671
107.703

~491.854
2.871 1.288 0.343 74.201

High 

tone

4 289.064
67.722

~519.992
5.671 1.579 0.618 70.840

Medium 

Range

5 196.173
150.772

~491.854
2.581 1.039 0.122 71.867

Low 

Tone

표 2. A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A

그림 1. A의 음성 분석 결과에 한 
Fig. 1. Example of the Voice Analysis for A

그림 2. 강별의 스펙트럼 
Fig. 2. Spectrum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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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Source

Pitch

[Hz]

Bandwidth 

of Pitch 

[Hz]

Jitter

[%]

Shimmer

[dB]

NHR

[%]

Energy

[dB]

Remark

s

1 345.473
166.403~51

1.050
2.813 1.384 0.354 74.556

High 

tone

2 336.486
76.730~480

.580
4.485 1.763 0.660 70.931

High 

tone

3 358.689
145.991~49

9.310
2.627 1.348 0.454 68.845

High 

tone

4 224.145
91.889~ 

462.540
1.768 0.959 0.167 67.794

Low 

Tone

표 3. B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B

Sound

Source

Pitch

[Hz]

Bandwid

th of 

Pitch 

[Hz]

Jitter 

[%]

Shimme

r [dB]

NHR

[%]

Energy

[dB]
Remarks

1 392.900
220.127

~ 28.649
1.075 0.885 0.195 79.155

High 

tone

2 320.293
87.379~ 

480.971
3.667 1.346 0.430 78.181

High 

tone

3 317.605
84.861~

514.417
2.992 1.585 0.404 73.431

High 

tone

4 282.764
75.150~

499.229
2.850 1.261 0.259 56.282

Middle 

tone

5 205.704
97.596~

504.643
2 .704 1.366 0.295 53.981

Low 

tone

표 4. C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C

Sound

Source

Pitch

[Hz]

Bandwidth 

of Pitch 

[Hz]

Jitter

[%]

Shimmer

[dB]

NHR

[%]

Energy

[dB]
Remarks

1 431.482
383.467

~458.953
9.241 1.372 0.265 85.474 screaming

2 316.320
119.417

~484.861
2.932 1.361 0.304 84.720

dialogue+sh

outing

3 360.100
77.816

~504.581
1.787 1.188 0.260 66.670 cry loudly

4 331.589
199.243

~528.534
1.456 1.008 0.264 65.039

5 233.711
136.637

~458.423
2.543 1.042 0.202 64.030 monologue

6 204.556
77.444

~389.464
2.340 1.355 0.161 59.110 monologue

7 173.382
69.855

~302.937
2.016 1.317 0.166 5 8.553 monologue

표 5. D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D

다음은 B에 한 음성 분석 결과를 아래 표 3에 나

타내었다.

공포 화 흥행 공동 1 에 해당하는 B의 경우 높

은 음일 경우 평균 음 높이는 346.882[Hz]이며, 이에 

음성에 실리는 평균 에 지는 71.444[dB]이다. 한 

음 높이가 224.145[Hz]로 낮아지더라도 음의 세기는  

67.794[dB]로  격히 떨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음 높

이가 낮아진 경우 음색 련 수치가  각 각  1.768[%], 

0.959[dB], 0.167[%]로 음색을 상 으로 좋은 수치

를 나타내게 하여, 이를 통해 공신력을 극 화시켜 공

포감을 배가 시킨다. 다시 말해 B의 경우 겁에 질리어 

비명을 지르는 부분은 강별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음성 톤의 경우 음색이 

풍부하여 공포감을 실화하는 데 단히 효율 이며 

공포 화에 합한 소리를 내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공포 화 흥행 3 에 해당하는 C에 한 

실험 결과를 아래 표 4에 나타내었다. C의 경우 고음 

부분과 음 부분에 있어 음성에 실리는 힘의 편차가 

크다. 이것은 음 부분에 있어 화를 보는 객이 

다소 호응이 떨어 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한 음 

부분에 있어 음색도 상 으로 흥행 1 와 2  배우

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공포 화 흥행 4 에 해당하는 D이 출연

한 ‘장화홍련’ 속 음성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5에 

나타내었다. D의 경우도 음성에 실리는 힘의 편차가 

흥행 순 가 높은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 상 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음성이 실리는 모든 부

분에 있어 그 달되는 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화를 보는 객들에게 장면마다 모든 공포가 그 로 

달해 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아울러 아래 표 E은 엄정화가 출연한 

공포 화 베스트셀러 속 음성 분석 결과이다.  엄정

화의 경우 음의 높이나 화 속 공포 장면의 상황에 

계없이 음에 실리는 힘의 세기를 일정하게 가지고 

가지만, 그 음성 에 지가 64.017[dB] ~ 66.829[ dB]

로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으로 여성들

이 평소 화에 해당하는 음성 에 지의 크기에 해당

한다. 다시 말해 공포감에 단히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지만 여기에 동반되는 음성 에 지는 65[dB] 정

도에 작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화를 보는 객이 공

포감을 히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수

치이다.  한 E의 경우 낮은 음성 높이로 화를 할 

경우에도 음색 련 수치가 거친 것으로 나와 화의 

공포감을 객들에게 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구미호’와 ‘아 트’에 출

연한 고소 의 화 속 음성에 한 음성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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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Source

Pitch

[Hz]

Band

width of 

Pitch 

[Hz]

Jitter

[%]

Shimmer

[dB]

NHR

[%]

Energy

[dB]
Remarks

1 361.656
145.083

~515.341
4.521 1.714 0.575 66.829 screaming

2 348.698
82.687

~502.677
7.581 1.862 0.715 66.721 screaming

3 311.337
78.331

~527.339
4.982 1.749 0.519 64.478 screaming

4 248.160
71.351

~414.838
2.381 1.275 0.216 64.742 dialogue

5 139.138
93.823

~292.472
3.347 1.672 0.353 64.017

dialogue

(low tone)

표 6. E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E

Key Features Contents Reasons

High-frequency 

range

(For example, 

screaming in fear)

* Pitch range : 

higher than 

300[Hz]

* Energy : higher 

than 70[dB]

* Tones are rough 

tones

Creation of fear

Normal range 

(200 ~ 300[Hz])

* Improves tone 

with a scary 

content

Improves reliability 

in scary dialogue 

or monologue for 

increasing fears

Background sound
Glass cracking 

sound
Increase tension

표 9. 공포 화의 음성  소리 특성
Table 9. Voice and sound characteristics of horror movies

아래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F의 

경우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나 독백의 경

우나  음색의 차이가 동소이하다. 다시 말해 공포 

화의 경우 소리를 지르는 부분은 음색이 거칠게 나

오고, 낮게 독백이나 화하는 부분은 음색이 풍부하

게 나와야 함에도 이를 히 행하지 않는 음성의 수

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F의 경우 고음일 때는 평균 

음성에 지가 62.368[dB], 그리고 음일 때는 

52.502[dB]로 무 낮은 음성 에 지의 수치를 보이

고 있어 공포감이 제 로 달이 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8에 G의 화 출연 음

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G의 경우 로서 공

포에 질려 소리를 지를 경우 음의 높이는 평균값이 

406.373[Hz]에 달하지만 여기에 실리는 음성 에 지

는  그 평균 수치가 60.854[dB]로 작아, 소리는 질

지만 객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 없는 수치에 해당한

다.  

Sound

Source

Pitch

[Hz]

Bandwidth 

of Pitch 

[Hz]

Jitter 

[%]

Shimmer

[dB]

NHR

[%]

Energy

[dB]
Remarks

1 465.564
411.585

~493.619
1.504 1.398 0.268 69.842 screaming

2 307.621
100.747

~513.782
2.973 1.493 0.389 54.895

dialogue 

with

high tone

3 195.175
80.159

~308.394
2.706 1.421 0.379 50.804 monologue

4 179.575
72.735

~373.357
4.948 1.534 0.379 50.875 monologue

5 175.679
83.331

~391.631
3.811 1.522 0.371 55.827 low tone

표 7. F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F

Sound

Source

Pitch

[Hz]

Bandwidth 

of Pitch 

[Hz]

Jitter

[%]

Shimmer

[dB]

NHR

[%]

Energy

[dB]
Remarks

1 400.226
220.249

~524.545
3.752 1.609  0.454 54.134

crying 

alone

2 394.350
99.388

~484.717
4.539 1.760  0.628 61.599 high tone

3 440.749
409.749

~485.884
7.369 1.696  0.844 64.878 screaming

4 390.169
256.216

~495.323
5.022 1.733  0.648 62.807 screaming

5 381.677
209.213

~489.982
2.998 1.103  0.299 50.400

crying in 

conversati

on with 

mother

6 288.077
82.219

~501.988
3.401 1.424  0.431 45.915 monologue

7 279.115
90.397

~519.467
2.119 1.116  0.292 56.828 dialogue

8 143.648
120.884

~489.395
5.403 1.764  0.766 56.576 weep

표 8. G에 한 음성 분석 결과
Table 8. Results of Voice Analysis for  G

Ⅳ. 공포감을 주게 되는 하는 음성 조건

이제 공포 화에서 공포감을 주게 되는 음성 조건

에 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공포 화에 있어 공포

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음성 요소를 살펴보면  아

래 표 9와 같다. 아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음성 요소를 음 높이에 있어 고음부와 

. 음부로 나 었고 여기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음성 조건에 한 수치들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수치

들은 공포 화의 흥행 순 를 기 으로 해당 여배우

들의 음성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한 결과이다. 아

울러 해당하는 음 높이 표 10에 음 높이에 따른 공포

감의 음성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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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Range Contents

Higher part

* The energy to be applied to the voice must be 

high in proportion to the pitch of the voice.

* The tone is tough to feel fear

Lower part  Increase reliability by enriching tone

표 10. 흥행 성공을 해 공포 화가 갖추어야 할 음성 조건  
Table 10. Voice conditions that horror movies should 
have for box-office success

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포 화가 성공하

고자 한다면 고음부에서는 음성에 실리는 에 지를 

증폭시켜야 하며, 음 부 에서는 주 수변동률, 진

폭변동률, 배음비 등과 같이 신뢰도와 연결된 음색 수

치 값들을 향상시켜 사에 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

리라 여겨진다. 즉, 공포 화가 성공하기 한 음성 

조건을 유료 객 수를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배

우가  비명을 지르는 등과 같은 부분은 300[Hz]  이

상의 음 높이와 여기에 70[dB]을 넘어가는 에 지가 

실려야 한다. 다시 말해 비명을 지르는 부분에 있어 

음 높이가 300[Hz]  보다 낮은 수치이면 공포를 느

끼기 어렵고, 한 70[dB]  보다 음성 에 지 수치가 

낮으면 음 높이와 함께 동반된 에 지의 힘을 못 느끼

게 되므로 객들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 비명과 무서움에 소리 지르는 

부분 등은 음 높이는 300[Hz]이상, 음성에 실리는 에

지는 70[dB]이상이 공통 조건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직이 혼자 말하는 소리 등과 같이 음 높이가 

낮은 부분 등은 신뢰도와 연 된 주 수 변동률, 진폭 

변동률, 그리고 배음비 등의 수치가 풍부한 음색으로 

나와야 해당 사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사 내용이라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어 공포감이 증 하게 된다. 아래 

표 10에 신뢰도와 련된 기  수치 등을 나타내었다.

Standard Rich Voice Poor Voice

Jitter 1.040 0.535 3.590

Shimmer 3.810 2.854 8.776

NHR 0.190 0.122 0.233

표 11. 신뢰도와 련된 음성 분석 요소
Table 11. Reliability – related voice analysis element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포 화가 갖추어야 할 

음성 조건에 한 연구를 행하 다. 이를 해 그 간 

공포 화에서 성공을 거둔 여배우들과  역으로 흥

행에 실패한 여배우들의 출연한 화 속의 음성 특징

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첫째, 무서움에 비명을 지르는 등과 같은 고음 부분

이다. 이 경우 비명을 지르는 고음부의 경우 주 수변

동률, 진폭변동률, 배음비 등과 같은 수치가 표 11의 

풍부하지 못한 음성에 해당하는 수치에 가까워야 한

다. 그리고 여기에 고음의 음 높이에 맞춘 음의 에

지가 함께 실려야 한다. 다시 말해 비명을 지르는 부

분과 같이 공포를 직 으로 나타내는 음성 부분은 

음 높이가 300[Hz]이상, 에 지는 70[dB]이상 그리고 

신뢰도와 련된 음성 분석 요소는 풍부하지 못한 수

치로 나와야 한다. 

둘째, 나직이 말하는 사나 독백 등과 같은 음성 

부분이다. 이 경우 주 수변동률, 진폭변동률, 배음비 

등의 수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를 때와 정반 로 

표 11의 풍부한 음성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야 한다. 

이는 실 세상에서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그 말에 

한 신뢰도와 공신력이 발생함으로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는 공포 화 뿐 아니라 각 화의 장르별 갖

추어야 할 음성의 조건에 해 지속 으로 연구해야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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