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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관점으로 본 영화장면과 배경음악의 구조적 연계성:
디 아워스’와 글래스의 음악에 관한 분석적 고찰

‘

이상윤
본 연구는 장편영화 ‘디 아워스’에 쓰인 배경음악과 장면의 구조적 연계성을 영화의 거시적인 형식적 측면으로 분
석하였다. 이 영화의 거시적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개 악곡('The poet acts', 'I'm going to make a cake',
'Choosing life', 'Escape!')의 형식 분석 결과는 단락 변주에 의한 전개, 단일 단락 구성, 단락 A에서 B로의 전개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The poet acts'가 쓰인 3개 장면의 내용에 나타난 공통점은 이 음악에 강조된 반복적 성격에
의한 일관성과 상호관계를 맺는다. 'I'm going to make a cake'의 5개 음악 및 'Choosing life'의 2개 음악에 나타난 단락
A와 B의 형식적 구별은 해당 장면의 내용적 구별도 상반되게 나뉘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Escape!'의 2개 음악이 쓰인
2개 장면은 영화 전체의 스토리 구조에서 각각 발단과 최극단 절정으로 배치되면서 거시적 맥락에서 밀접하게 다루어
졌다. 이 영화 스토리상 본론의 시작, 클라이맥스, 본론의 마무리 장면이 모두 형식적으로 변화를 표현하는 배경음악을
배치함으로서 영화장면에서 이야기의 거시적 전환과 관계를 맺었다. 이 영화의 시제 전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의
반복적 순환성은 배경음악의 반복적 특징과 관계가 깊다. 영화의 내재적 세계와 극중 소설 ‘델러웨이 부인’으로 설정된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배경음악이며, 이에 따라서 배경음악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시공간적 매개로 작용하는
존재성을 지닌다.
* 검색어: 배경음악, 영화음악, 형식, 장면과 음악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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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2018년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제인’의 배경음악이 필자에게 매우
낯익게 들려왔다. 음악 출처를 찾아보니 필자의 예상대로 필립 글래스(P. Glass 1937-)의 음악이었
다(이은수 2018). 그는 미니멀 음악 작곡가보다 영화음악 작곡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
는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에 쓰인 배경음악을 탐구하고자 한다.
‘디 아워스’ 음악의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몇몇의 특정 배경음악(“The hours", "Morning
passages", "I'm going to make a cake")과 장면을 고찰한 연구(이상윤 2010, 257-288;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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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33-256; 이상윤 2017, 77-92), 음악의 화음 성격과 영화 내러티브 의미의 관계 연구(안소영
2015, 115-136), 미니멀리즘으로 영화음악을 고찰한 연구(이수일 2008, 147-172), 등장인물 심리

․

와 음악의 화음진행의 관계를 다룬 연구(황진희 이승연 2014, 678-685; 황진희 2014) 등이 있다.
이는 배경음악이 있는 특정한 부분의 현상을 다루거나, 필립 글래스 영화음악의 심리학적 연구,
음악과 영화 주제의 관계 등을 다룬다.
본 연구는 영화의 배경음악이 쓰인 개별적인 장면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영화 전체의 파악 관점으로 배경음악과 장면의 상호관계를 도출한다. 다시 말하면 배경음악
이 쓰인 각 장면의 미시적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영화 전체 스토리 전개에 배경음악이 더하여
형성되는 영화의 거시적 분석을 수행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이
영화와 주제음악의 형식에 관한 관계를 논한 연구(이상윤 2010, 257-288)의 연장선상에 있다. 영
화음악이 형식적 측면에서 영화의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Dick 1996,
189; 이병주 2010, 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이를 영화 ‘디 아워스’의 전체로 확장하여 장면과 배경
음악의 유기적 형식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바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배경음악은 영화음악으로써 장면과 함께 특별한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가? 이 영화는 서로 다
른 영화적 시간의 교차를 매우 혼란스럽고 자유롭게 보여준다. 이때 영화의 허구적 세계 밖의 배
경음악은 어떻게 존재하며 영화의 복잡한 시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문
제제기의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영화의 배경음악 형식을 분석
한다. 특히 영화의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네 개의 악곡('The poet acts', 'I'm going to
make a cake', 'Choosing life', 'Escape!')1)이 분석의 대상이다. 이 영화에 쓰인 음악의 실제적 분석
을 위하여 마이클 리즈만(M. Riesman)과 니코 뮐리(N. Mühly)가 편곡한 피아노 악보2)를 참고한
다. 분석에 앞서서 밝히고 싶은 사실은 영화음악의 경우 악보의 자료가 희박하고 만약 악보의 자
료가 있더라도 영화에 실질적으로 쓰인 음악의 사운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이 연구의 한계임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둘째, 배경음악이 장면과 맺는 구조적, 형식적 관계를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귀결한다. 영화와 배경음악의 형식 비교 및 배경음악의 배치와
장면 흐름의 구조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셋째, 시공간적 측면에서 배경음악의 존재성
을 고찰한다. 이 영화의 시간성에 나타난 특징과 관계된 배경음악의 특징을 논하려고 한다. 철학
에서 공간이란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3)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배경음악은
영화의 허구적 세계의 외부에 있는 외재적 음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장면에 영향을 주

1) 이 네 개의 악곡은 영화에 각각 여러 번씩 등장한다. 악곡이 등장할 때마다 같은 제목의 악곡이라도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모든 음악의 형식 분석을 수행한다. 제목이 동일한 하나의 악곡이 영화
의 여러 장면에 쓰이는 경우의 대부분을 보면 같은 음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변주되거나 변형된 형태로서
각 음악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같은 악곡이라도 각각의 변주 또는 변형된 형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음악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큐별 분석을 수행한다.
2) 본 논문에서 악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말한다.: Glass, Philip(composer). Riesman, Michael; Mühly,
Nico(arranger). ‘The Hours’ Music from the Motion Picture arranged for piano solo. Hal Leonard. 2003.
3)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에서 검색어 ‘공간(空間)’의 검색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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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경음악의 존재적 특성을 고찰하려는 것은 이 영화음악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위하여
중요하다.

Ⅱ. ‘디 아워스’ 배경음악의 형식적 분석
1. 배경음악의 분석 기준
‘디 아워스’에 쓰인 네 개의 악곡은 표 1번과 같이 영화에 등장한다. 표 1번에 해당 악곡의 큐
번호는 이 영화에 나타나는 모든 배경음악의 삽입 횟수 전체(총 21개의 큐) 중에 각 악곡의 등장
순서(큐)를 의미한다(이상윤 2017, 80-81). 동일한 제목의 악곡이더라도 큐별로 상이할 경우가 있
기 때문에 각각의 큐에 해당하는 음악을 분석한다.

<표 1> 악곡의 분포
악곡 제목

해당 악곡이 쓰인 큐

'The poet acts'

큐1, 5, 17

'I'm going to make a cake'

큐3, 6, 8, 9, 13

'Choosing life'

큐7, 20

'Escape!'

큐4, 18

표 2번에서 단락은 악절, 하위단락은 악구와 유사하다. 이 영화의 배경음악은 그 특성상 일반적
인 조성음악의 악절 및 악구의 개념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악절, 악구라는 용
어 대신에 단락, 하위단락으로 표기한다. 분석할 대부분의 음악에서 선율은 반복적인 특성을 나타
냄에 따라서, 각 음악의 단락 및 하위단락의 구별은 대부분 화성진행패턴의 반복 또는 변화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때로는 반복적인 선율의 패턴의 변화가 형식 분석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표 2> 단락 및 하위단락의 표기방법
단락의 종류

표기방법

예제

단락

알파벳 대문자

예> A

하위단락

알파벳 소문자-숫자

예> a-1

2. 배경음악의 형식 분석
표 3번의 형식 분석 결과를 보면 'The poet acts'의 모든 음악은 하나의 단락이 변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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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것처럼 전개된다. 왜냐하면 음악을 구성하는 각 단락마다 거의 비슷한 화성진행 패턴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음악이 거의 유사한 화성진행으로 구성된다.

<표 3> ‘The poet acts’의 음악 큐 제1번, 제5번, 제17번(안소영 2015, 119-120)
단락
A

A'
A"

음악 큐 제1번, 제5번, 제17번(각 큐별 음악의 화성진행이 거의 동일함)
하위단락
박자
화성 진행
마디수


9(제1번), 14(제5번, 제
G단조:
a-1


17번)

- 6-  - 9a-2
8
a'-1

4/4

ⅰ Ⅵ ⅰ Ⅵ
ⅰ Ⅶ Ⅴ Ⅴ ⅰ
ⅰ - Ⅵ7 - ⅰ - Ⅵ7
ⅰ - Ⅶ - Ⅴ - Ⅴ9 - ⅰ
ⅰ - Ⅵ7 - ⅰ - Ⅵ7
ⅰ - Ⅶ6 - ⅶ°6 - Ⅴ9 - ⅰ
음악 큐 제5번



a'-2
a"-1
a"-2

8




8
8
8

‘I'm going to make a cake'의 음악 큐 제3번은 단락 A에서 단락 B로의 전개로 구성되고(이상윤
2017, 81-85; 안소영 2015, 123-125), 제6, 8, 9번은 하나의 단락으로만 구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제13번은 하나의 단락의 변주에 의한 전개로 구성된다.(표 4번)

<표 4> 'I'm going to make a cake'의 음악 큐 제3번, 제6번, 제8번, 제9번, 제13번(이상윤
2017, 81-85; 황진희․이승연 2014, 683)
단락

하위단락

박자

도입부
A







a-1

경과구




b-1'

B
b-2'
b-3
b-3'







b-1

종결구

ⅰ Ⅵ ⅰ Ⅵ ⅰ Ⅵ
ⅰ 과 ⅰ의 교대적 진행 - Ⅵ6과 Ⅵ 의 교대적 진행 - Ⅴ 와
Ⅴ7의 교대적 진행
Ⅵ (F장조: Ⅰ)
F장조: Ⅰ - Ⅰ - Ⅰ
Ⅰ -Ⅰ-Ⅰ
Ⅴ9(제1전위)/ⅵ - Ⅴ9/ⅵ - Ⅴ9(제1전위)/ⅵ - Ⅴ9/ⅵ
- Ⅴ9(제2전위)/ⅵ - Ⅴ9/ⅵ - Ⅴ9(제3전위)/ⅵ - Ⅰ6 - Ⅰ
- Ⅰ- Ⅰ
Ⅴb9(제1전위)/ⅵ - Ⅴb9/ⅵ - Ⅴb9(제1전위)/ⅵ - Ⅴb9/ⅵ
- Ⅴb9(제2전위)/ⅵ - Ⅴb9/ⅵ - Ⅴb9(제3전위)/ⅵ - Ⅰ6 - Ⅰ Ⅰ-Ⅰ
Ⅳ - Ⅳ - Ⅳ6 - Ⅳ - Ⅴ - Ⅴ - Ⅴ7 - Ⅴ - Ⅰ6 - Ⅰ
Ⅳ - Ⅳ - Ⅳ6 - Ⅳ - Ⅴ - Ⅴ - Ⅴ7 - Ⅴ - Ⅰ6 - Ⅰ - Ⅰ
- Ⅰ
Ⅰ -Ⅰ
음악 큐 제6번
A단조:

b-2

음악 큐 제3번
화성 진행
-  -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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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수
13
6
2
4
4
8




8




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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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하위단락 박자
도입부
a-1
A

4/4

a-1'
a-1"

하위단락

박자

b-3'
4/4

b-2
b-2"'
종결구
단락

하위단락

4/4

a-1'
a-1"
a-1"'

단락

하위단락










a-1"
경과구
a-2
a-2'
a-2"
a-2'"

종결구

'Escape!'의

4/4






6






ⅰ -Ⅵ-ⅰ -Ⅵ-ⅰ -Ⅵ
- Ⅵ - Ⅴ7
- Ⅵ - Ⅴ7
- Ⅵ - Ⅴ7
- Ⅵ - Ⅴ7









음악 큐 제13번
화성 진행

ⅰ
ⅰ
ⅰ
ⅰ

a-1"'

A'

ⅰ
ⅰ
ⅰ
ⅰ










a-1'

6

마디수
4
8
8
8
6
4

음악 큐 제9번
화성 진행

ⅰ -Ⅵ-ⅰ -Ⅵ-ⅰ -Ⅵ
- Ⅵ - Ⅴ7
- Ⅵ - Ⅴ7
- Ⅵ - Ⅴ7
- Ⅵ - Ⅴ7



A단조:
a-1

6











박자

도입부

A






6

음악 큐 제8번
화성 진행

6-  - 

A단조:
a-1

22(10-8-4)

Ⅰ Ⅰ Ⅰ Ⅰ
Ⅳ - Ⅳ6 - Ⅴ - Ⅴ7 - Ⅰ6 - Ⅰ - Ⅰ - Ⅰ
Ⅳ - Ⅳ6 - Ⅴ - Ⅴ7 - Ⅰ6 - Ⅰ - Ⅰ - Ⅰ
Ⅴ9(1전위)/ⅵ - Ⅴ9/ⅵ - Ⅰ6 - Ⅰ - Ⅰ - Ⅰ46
Ⅴ9(1전위)/ⅵ - Ⅴ9/ⅵ - Ⅰ6 - Ⅰ
Ⅰ

박자

도입부

A











b-3'

마디수









F장조:

b-2"

B









a-1"'
단락

화성 진행
A단조: ⅰ - Ⅵ - ⅰ - Ⅵ - ⅰ - Ⅵ
ⅰ - Ⅵ - Ⅴ7
ⅰ - Ⅵ - Ⅴ7
ⅰ-ⅰ -Ⅵ-Ⅵ -Ⅴ -Ⅴ
ⅰ-ⅰ -Ⅵ-Ⅵ -Ⅴ -Ⅴ









온쉼표



ⅰ Ⅵ - Ⅴ7
ⅰ - Ⅵ - Ⅴ7
ⅰ-ⅰ -Ⅵ-Ⅵ -Ⅴ -Ⅴ
ⅰ-ⅰ -Ⅵ-Ⅵ -Ⅴ -Ⅴ
ⅰ


























마디수
25(9-8-8)
6
6
6
6
마디수
21.75(9-7.55.25)
6
6
6
6
1
6
6
6
6
3

음악 큐 제4번 및 제18번의 하위단락 중 a-로 시작하는 단락은 표 5번과 같이 각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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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화성진행의 양상을 띠고 있다.

<표 5> 'Escape!'의 각 하위단락별 화성진행 비교(황진희 2014, 132(부록 부분); 안소영 2015,
128-129)
순
번

1

하위단락

a-1, a-1'

2

a-2, a-2', a-2",
a-2'"

3

a-3, a-3'

화성진행

하위단락
의 마디수

화성진행의 변화

ⅰ - Ⅲ6 - Ⅵ - Ⅶ - ⅰ
1번과 비교하여 ⅰ ,
Ⅵ-Ⅶ-ⅰ
Ⅲ6화음이 없음
2번과 비교하여 ⅱ°
Ⅵ - Ⅶ - ⅱ° - ⅰ
화음이 추가됨





















8
4

하위단락마
다 공통된 화
성진행(전위
는 고려하지
않음)

Ⅵ음으로의
- Ⅶ-ⅰ화
진
행

10

표 6번은 'Escape!'의 음악 큐 제4번 및 제18번의 형식 분석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4번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고 제18번은 단락 A에서 단락 B로의 전개로 구성된다.

<표 6> ‘Escape!’의 음악 큐 제4번, 제18번(황진희 2014, 132(부록 부분))
음악 큐 제4번
단락

하위단락

박자

화성 진행

ⅰ
ⅰ - Ⅲ6 - Ⅵ - Ⅶ - ⅰ
ⅰ - Ⅲ6 - Ⅵ - Ⅶ - ⅰ
Ⅵ-Ⅶ-ⅰ
Ⅵ-Ⅶ-ⅰ
Ⅵ - Ⅶ - ⅱ° - ⅰ
Ⅵ-Ⅶ-ⅰ
Ⅵ-Ⅶ-ⅰ
Ⅵ - Ⅶ - ⅱ° - ⅰ

도입부

A단조:





a-1
a-1'

A

a-2
a-2'




4/4









a-3
a-2"
a-2'"




a-3'












마디수
6 (2-2-2)
8
8
4
4
10
4
4
10

음악 큐 제18번
단락
도입부
A

하위 단락

(음악 큐 제4번의 단락 A와 동일함)
b-1

B

박자

b-1'
b-1"

4/4

화성 진행

ⅰ
ⅰ
ⅰ








마디수

3.625
3.625
3.625

'Choosing life'의 음악 큐 제7번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고 제20번은 단락 A에서 단락 B로
전개하는 구성으로 되어있음을 표 7번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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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hoosing life’의 음악 큐 제7번, 제20번(황진희․이승연 2014, 682; 이수일 2008,
164; 안소영 2015, 130-131)
단락
A

단락

A

하위단락

박자
A단조:

a-4

4/4

a-3

마디수

ⅰ Ⅵ ⅰ
- N.7 - Ⅵ - Ⅵ6 - Ⅵ - Ⅰ - ⅰ



N. 







4




4

a-1

음악 큐 제20번
화성 진행
A단조: Ⅵ - ⅰ - Ⅵ - ⅰ - Ⅵ - ⅰ6

12

a-2

N.  - bⅠ - ⅰ - N.  - bⅠ - ⅰ

8

a-2'

N.  - bⅠ - ⅰ - N.  - bⅠ - ⅰ

하위 단락

박자

N. -

a-3

N. -

a-4
a-5 (a-3')

B

N. -

음악 큐 제7번
화성 진행


-  - 

4/4

N. -

N. 
Ⅴ
N. 

- N.7 - Ⅵ - Ⅵ6 - Ⅵ6 - ⅰ -

-

- Ⅵ - Ⅵ56 -

+Ⅰ

-

ⅰ

- ⅰ6

10
14

- Ⅰ56 - Ⅴ7

b-2

N. - bⅱ - Ⅵ6 - N. - bⅱ - Ⅵ6 - Ⅵ

b-1'

ⅰ - ⅰ°6 - ⅲ° - Ⅶ - Ⅶ - ⅶ° - Ⅵ - Ⅴ/Ⅶ

b-2

N. - bⅱ - Ⅵ6 - N. - bⅱ - Ⅵ6 - Ⅵ

- Ⅶ-

ⅶ°

-

Ⅵ

8

b-1

- ⅰ°6 - ⅲ° -

Ⅶ

-

8
Ⅰ

ⅰ

-

Ⅵ

N. 

Ⅵ

Ⅵ
ⅰ

마디수

- Ⅴ/Ⅶ

8
8
7 (b-1의
변화된
반복)
8 (b-2의
반복)

3. 배경음악의 형식 분석에 따른 유형 분류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배경음악은 표 8번과 같이 세 가지 형식적 유형으로 분류
된다. 음악형식유형 1번과 2번은 모두 ‘단순성’이나 ‘일관성’을 지향하는 음악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변화보다는 반복과 일관성을 들려주는 음악이다. 반면에 음악형식유형 3번은 비교적 ‘변
화’를 추구하는 음악으로 해석된다. 각 단락의 내부 전개에서 반복 위주로 표현되더라도, 단락이
바뀌면서 반복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유형 3번에 ‘변화’의 의미는 다른 유
형과 비교하여 형식적인 ‘변화’를 들려주는 음악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 2부분 형식과 비슷하다.

<표 8> 배경음악의 형식적 유형 분류
음악의 형식적 유형
음악형식유형 1: 단락의 변주에 의한 전개

구성 방식
A-A'-A"(또는
A-A')

음악형식유형 2: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

A(또는 B)

음악형식유형 3: 단락 A에서 단락 B로의 전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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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악명(큐 번호)
'The poet acts'(큐1, 5, 17)
'I'm going to make a cake'(큐13)
'I'm going to make a cake'(큐6, 8, 9)
'Escape!'(큐4)
'Choosing life'(큐7)
'I'm going to make a cake'(큐3)
'Escape!'(큐18)
'Choosing life'(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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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 아워스’에서 장면과 배경음악의 구조적 연계성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준과 방법
배경음악이 쓰인 장면에서 음악과 장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째, 배경음악의 형식적 단락과 장면의 성격이 연관되는 관계 유형이다. 이는 배경음악의 단락 구
분이 장면의 배치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예를 들어 음악이 단락 A 및 B로 구성되었을 때, 단락 A
에 배치된 장면은 A의 내용을, 단락 B에 배치된 장면은 B의 내용을 보여준다. 둘째, 같은 배경음
악의 서로 다른 큐가 각각 사건의 발단 및 결과 장면과 연관되는 관계 유형이다. 앞선 큐의 음악
은 사건의 발단 장면에 배치되고 뒤에 나오는 큐의 음악은 사건의 결과 장면이 배치된다.

<표 9> 배경음악과 장면 간의 관계 유형의 분류
배경음악과 장면 관계 유형의 성격

해당 음악 및 장면

배경음악의 형식적 단락과 장면의 성격이 연관되는
관계

- 'The poet acts'(큐1, 5, 17)
- 'I'm going to make a cake'(큐3, 6, 8, 9, 13)
- 'Choosing life'(큐7, 20)

같은 배경음악의 서로 다른 큐가 각각 사건의 발단
및 결과 장면과 연관되는 관계

- 'Escape!'(큐4, 18)

2. 장면과 배경음악의 연계성 분석4)

가. 배경음악의 형식적 단락과 장면의 성격이 연관되는 관계 유형 분석
1) 'The poet acts' - 음악 큐 제1번, 제5번, 제17번과 장면의 상호관계 분석
음악 큐 제1번은 버지니아와 남편, 제5번은 클라리사와 리챠드, 제17번은 1951년의 로라와 리

챠드 및 2001년의 리챠드와 클라리사 장면에 쓰인다. 음악 큐 제1번에 버지니아가 남편에게 유서
를 쓰고 자살을 시도하여 그녀가 겪는 정신질환 때문에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좌절된 모습을 보
여준다. 음악 큐 제5번에 리챠드는 작가로 성공했지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삶의 패배자라고 생각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음악 큐 제17번에 1951년의 어린 리챠드가 엄마(로라)와 자동차를 타고 있
는 장면으로부터 2001년의 성인 리챠드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장면으로의 연결이 나타난다. 클라
리사는 수상식 파티에 리챠드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의 집에 찾아오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살을 심적으로 결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The poet acts'가 쓰인 모든
4) ‘디 아워스’의 스토리, 인물설정, 시제적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정희모. ‘영화읽기: 버지
니아 울프와 로라, 클라라사 - 디 아워스 -’. 기독교사상 제47권 제4호(통권 제532호). 대학기독교서회. pp. 214-219,
2003.; 김정. ‘내포에서 외연으로: 소설 시간들 에서 영화 디 아워스 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9권 제1호.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pp. 193-217, 2003.; 박민영.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에 나타난 이미지의 상징성’. 국
제언어문학 제34호. 국제언어문학회. pp. 273-294,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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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 인물이 스스로 삶의 좌절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안소영 2015, 119-120)5)
한편으로 음악 큐 제1번에 버지니아는 남편과의 행복한 시절을 떠올린다. 음악 큐 제5번의 장
면에 리챠드는 클라리사와의 좋은 시절을 말한다. 음악 큐 제17번에 리챠드가 어머니(로라)의 사
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와 같이 'The poet acts'가 쓰인 모든 장면
에 한 인물이 상대방(남편, 옛 애인, 어머니)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공통점이 있다. 'The poet acts'
가 쓰인 모든 장면은 삶에 좌절한 인물의 상황 및 그 인물이 상대방과의 과거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영화의 거시적인 전체 스토리로 볼 때, 극중 결국 죽음에 이르는
두 인물인 버지니아와 리챠드가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되새기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나
타내는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 악곡이 쓰였다는 점을 주목하게 한다.
'The poet acts' 3개 큐의 음악이 모두 표 8번에서 말하는 음악형식유형 1번으로 되어있는데, 이
는 변화보다는 반복을 강조하는 음악이다. 이러한 음악적 일관성은 이 음악이 쓰인 장면의 내용에
나타나는 일관성 및 공통점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진다. 이는 각 악곡이 서로 다른 영화적 시간대
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의적 일관성으로 영화의 스토리를 묶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2) 'I'm going to make a cake' - 음악 큐 제3번, 제6번, 제8번, 제9번, 제13번과 장면의 상호관
계 분석
총 다섯 개의 큐에 쓰인 'I'm going to make a cake'의 형식 구성과 이에 대한 장면의 내용을 요
약하면 표 10번과 같다. 단락 A 중심의 음악장면은 상대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인공을 나타내고
인물 간의 관계에 의한 심리적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단락
B 중심의 음악장면은 생일 또는 수상식 파티를 준비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된 공통점이 있다.(황진

․

희 2014, 54-57, 94-97)6)(황진희 이승연 2014, 683)7)(안소영 2015, 123-125)8) 단지 음악 큐 제3
번이 단락 A에서 B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단락 A가 B와 비교하여 매우 짧게 구성되기 때
문에 음악적으로 단락 B에 더 치우쳐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면의 외면에 드러난 현실을 표현하
는 음악의 부분은 단락 B이며, 극중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표현하는 음악의 부분으로 단락 A가
배치되었다. 음악의 각 단락이 A와 B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해당 장면의 내용적 의미도 상반되게
나누어지는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는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내면과
현실의 대조를 ‘I'm going to make a cake' 악곡이 단락 A와 B로 표현한 것이다.

5) 안소영은 'The poet acts'의 화음성격으로 장면을 설명한다.
6) 황진희는 버지니아, 클라리사의 우울한 심리를 “I'm going to make a cake"의 일정한 리듬 패턴, 선율의 하행 등이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파티 준비 장면에 대하여 이 음악의 조성(장조)과 관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 음악
중 몇몇 큐의 음악이 파티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에 통일성을 주기 위하여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황진희와 이승연은 영화의 세 여주인공이 절망하는 장면에 대하여 'I'm going to make a cake'가 사용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8) 안소영은 'I'm going to make a cake'에 나타나는 화음성격으로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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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I'm going to make a cake'의 각 큐별 형식구성 및 장면의 내용(이상윤 2017, 81-89)
음악 큐

음악의 형식 구성

영화장면의 내용

제3번

단락 A - 단락 B(단락
A는 매우 짧게 구성)

로라의 남편생일파티를 준비(그러나 표정은 어두움). 클라리사는 리챠
드의 수상식파티를 준비(그러나 리챠드는 투병 중)

제6번

단락 A

리챠드와의 대화 후 속상해하는 클라리사. 소설 구상중인 버지니아의
심각한 모습

제8번

단락 B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로라와 리챠드

제9번

단락 A

이웃집 여자(키티)를 걱정하는 로라 및 그들의 대화

제13번

단락 A - 단락 A'

런던으로 돌아가는 언니를 그리워하는 버지니아. 루이스와의 대화 후
속상해하는 클라리사

3) 'Choosing life' - 음악 큐 제7번, 제20번과 장면의 상호관계 분석
'Choosing life'가 등장하는 음악 큐 제7번과 제20번의 장면은 각각 소설 속의 주인공인 델러웨
이 부인과 클라리사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적 설정에 의하여 소설 속 델러웨이 부
인과 클라리사는 동일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박민영 2016, 279). 이러한 측면에서 'Choosing
life'가 쓰인 두 장면에 서로 다른 인물로 보여주더라도 결국 하나의 동일한 인물의 운명을 보여주
는 것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황진희 2014, 74-76).
음악 큐 제7번은 제20번의 단락 A만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이 음악을 위한 장면은 버지니아가
소설 주인공 델러웨이 부인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고민을 보여준다. 음악 큐 제20번 단락 A의
장면은 로라의 운명적 삶이 클라리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미를 보여주면서 클라리사의 심적
고통과 고민을 표현한다. 이처럼 'Choosing life'의 두 음악 단락 A에 배치된 장면은 모두 타인(버
지니아, 로라)의 의지와 삶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인(소설 속 델러웨이 부인, 클라리사)을 다루고
있다.
단락 B는 음악 큐 제20번에만 나타나며 이때 클라리사의 운명적 삶에 대한 선택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클라리사가 샐리에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 반영되며 클라리사 자신의 현실
적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음악 큐 제20번에서 나타나는 단락 A로부터

→

B로의 변화가 장면에 클라리사의 심적 변화(리챠드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로라와 대화 후 현실
을 깨달음)와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맺는다. 음악의 변화적 전개가 장면에서도 인물의 심적 변화로

․

나타나면서 음악의 형식적 변화가 장면의 내용 변화와 부합한다.(황진희 2014, 88-90; 황진희 이
승연 2014,

682)9)

영화 전체에서 클라리사는 가장 늦은 시대의 인물이다. 한편으로 이 음악은 스

토리상 클라리사의 이야기적인 결론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버지니아의 소설
속 주인공인 델러웨이 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9) 황진희와 이승연은 음악의 화음진행, 리듬, 선율의 방향성을 가지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의 연구는 음악
의 형식적 분석에 의한 단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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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배경음악의 서로 다른 큐가 각각 사건의 발단 및 결과 장면과 연관되는 관계
1) 'Escape!' - 음악 큐 제4번, 제18번과 장면의 상호관계 분석
음악 큐 제4번에서 버지니아는 여인의 하루 일과로 소설을 쓰려는 계획을 독백으로 들려주며
영화의 스토리에서 발단장면에 해당한다. 음악 큐 제18번에서 극중 리챠드가 자살하고 로라가 남
편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교차되며 영화 전체에서 가장 절정장면의 사건을 보여준다. 이처럼
'Escape!'의 두 음악 중 앞선 장면은 발단, 뒤의 장면은 최극단 절정을 보여줌으로서 음악과 영화
스토리의 거시적인 주요 맥락이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는 고통과 같은 리치몬드의 생활을 벗어나
려는 버지니아와 자살로 삶을 마감한 리챠드의 상황을 구성한다.
음악 큐 제18번의 단락 B가 A보다 급격한 리듬적 변화를 수반한 것은 이 음악의 장면에 나타나
는 급격한 변화인 리챠드의 우발적인 자살 장면과 관계된다(황진희

2014, 91-93).

음악의 단락

B

시

작점은 리챠드의 투신자살 순간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음악의 단락 B에서 첫 번째 하위
단락 b-1에 리챠드의 자살 장면이 배치된 후, 다음의 하위단락인 b-1'에 로라의 남편생일파티 장면이
배치된 것은 음악의 단락 B로 죽음과 탄생의 대조적 의미를 보여준다. 이는 리챠드의 죽음으로 축
하파티를 준비하던 클라리사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음을 보여주고, 한편으로 생일파티를 준비하
던 로라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가족에게 돌아온 모습을 묘사한다. 음악의 단락 B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면의 대조적인 교차를 보여주면서 음악과 장면의 상호관계에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으로의
전환이 영화의 절정으로 설정되었다.

3. 영화 스토리의 흐름과 배경음악의 배치에 나타나는 상호 관계
‘디 아워스’의 전체 스토리의 흐름에서 프롤로그와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이후 영화 본론에 가
장 첫 음악은 'I'm going to make a cake'의 음악 큐 제3번으로 로라와 클라리사가 각각 남편과 리
챠드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장면과 함께한다. 사건의 가장 최극단 절정이 나타나는
장면은 리챠드의 자살과 로라 남편생일파티 장면의 교차이며 'Escape!'의 음악 큐 제18번이 쓰인
다. 영화 본론의 마무리 장면은 클라리사가 로라와 대화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장면이며
'Choosing life'의 음악 큐 제20번이 쓰인다. 이처럼 영화의 본론에서 핵심적인 맥락의 장면들에 쓰
인 음악은 형식적 유형으로 모두 음악형식유형 3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단락 A가 B로 전
개되는 형식으로서 ‘변화’를 지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한바있다.(표 8번 참고) 다시 말하면
영화 본론의 핵심 장면에 형식적으로 ‘변화’적인 음악을 배치함으로서 스토리의 주요 전환점과 밀
접한 관계를 맺는다. 또한 'Escape!'의 두 음악(음악 큐 제4번, 제18번)이 사건의 발단 및 최극단
절정 장면에 쓰이면서 영화의 극적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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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 아워스’의 스토리 흐름과 배경음악의 배치10)

4. 영화의 시공간적 특징과 배경음악의 연계성
서로 다른 시공간의 교차에 의하여 ‘디 아워스’에서 편집이 순차적인 영화적 시제의 변화를 유
지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정희모 2003, 214-215; 박민영 2016, 290). 표 11번은 이 영화

10) 그림 1번에 명시된 각 음악의 제목은 원래 제목 중 하나의 단어만을 가지고 약칭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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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시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굵은 글씨체의 내용은 일정한 시제 전개 패턴이 반복되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은 시제 전개의 순환성이 영화적 시간 흐름에 자주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각 시제에 등장하는 인물의 순환성을 의미한다.

<표 11> ‘디 아워스’의 시제적 전개 요약
시제의 순서(1923=A, 1951=B, 2001=C, 1941=D)

설명

D-BACBAC-ACAC-BCBC-ABACBA-

BAC, AC, BC의 반복

ABCABC-B-CACA-B-

ABC의 반복, CA의 반복

C-ABC-B-ABC-

ABC가 B 이후에 반복

BABABABABABA-CACACA-

BA, CA의 반복

BCBCBC-AB-ACAC-D

BC의 반복, AC의 반복

이 영화에 쓰인 배경음악이 반복성을 띠고 있는 미니멀 음악이며 이는 반복에 의한 순환성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이 영화에서 장면의 시제적 전개와 배경음악의 특징은 모두 순환성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이는 영화에 나타난 시간성의 문제이다.(이수일 2008, 154-155)11) 이러한 특징은 이 영
화 주제음악의 리듬 특성과 영화 시제의 비교(이상윤 2010, 281-282) 및 필립 글래스가 음악을 담
당한 ‘Mishima: a life in four chapters'의 영화적 시제 전개와 배경음악간의 관계(이상윤 2018,
159-160)12)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바있다.
영화의 공간적 측면에서 배경음악은 영화적 세계 밖에 위치한다. 반면에 영화의 내재적 세계에
는 영화의 세 여주인공이 위치한다. 내재적 세계에 있는 세 여주인공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로
분리되어있지만 모두 하루라고 하는 공통된 시간에 묶여있다(박민영 2016, 274-275). 이러한 하루
의 시간은 버지니아가 쓰고 있는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세계이며 영화의 내재적 세계 내부에

또 다른 세계로서 설정된 시간이다. 이때 영화의 내재적 세계를 1차적 세계, 세계의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내재적 세계(소설

『델러웨이 부인』으로 설정된 하루 동안의 세계)를 2차적 세계라고 했

을 때, 버지니아는 '2차적 세계의 창조자', 로라는 '2차적 세계의 관찰자'(1951년의 로라)에서 '2차
적 세계 속의 주인공과 동격인 클라리사를 만나는 자'(2001년의 로라)로 바뀌는 인물, 그리고 클라
리사는 '2차적 세계 속의 주인공'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공간의 설정에서 1차적 세계와 2차적 세계
를 연결시켜주는 요소는 배경음악이다. 'Escape!' 음악 큐 제4번 장면에 버지니아가 소설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시공간에 있는 로라, 클라리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
다. 이때 배경음악이 지속하면서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의 서로 다른 시공간을 연결해준다. 이
러한 영향력은 배경음악이 영화적 세계의 인물들에 대한 시공간적 매개, 나아가서 영화와 관객 사
이의 매개로 작용하는 존재적 특성이다.
11) 이수일은 ‘디 아워스’에 쓰인 필립 글래스의 음악에 대하여 장면에서 시대를 넘어서는 반복성에 있어서 미니멀
음악이 반복을 통한 연결성, 통일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2) ‘디 아워스’와 ‘Mishima: A Life in Four Chapters’ 모두 내용상 주인공과 관련된 소설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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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 아워스’의 내재적 세계에서 인물 설정과 배경음악의 존재성

Ⅳ. 나가면서
지금까지 장편영화 ‘디 아워스’에 쓰인 네 개의 악곡('The poet acts', 'I'm going to make a cake',
'Choosing life', 'Escape!')의 형식적 분석을 통하여, 영화 전체의 구조적 관점으로 배경음악과 영화
장면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악곡 제목은 총 4개이지만 총 12번의 큐에 쓰임에 따라서 이러한 12개의 음악을 모두 분석하였
다. 왜냐하면 같은 제목의 악곡이 이처럼 여러 번 등장할 때, 변주되어 나타나거나 악보의 일부분
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악보의 일부를 재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악
은 형식 분석을 통하여 단락의 변주에 의한 전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 단락 A에서 B로의 전개
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음악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과 장면 간의 관계
로 나타난 유형은 음악의 형식적 단락과 장면의 성격이 연관되는 관계, 같은 음악의 서로 다른 큐
가 각각 사건의 발단 및 결과 장면과 연관되는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음악의 형식에 나타나
는 단락의 구별이 장면의 내용적인 구별과 관계되고, 동일한 제목의 음악이 여러 번 쓰였을 때 배
치된 장면과의 연계성이 강하게 드러남으로서, 음악과 영화 흐름에서의 장면 구성은 서로 매우 밀
접한 구조적 관계가 있음이 분석결과로 도출되었다.
영화 전체의 구조에서 스토리의 주요한 맥락을 보여주는 장면에 음악형식유형 3번(단락 A에서
B로의 전개: 표 8번 참고)이 쓰인 것은 음악의 변화적 성격이 거시적인 스토리 흐름과 같은 호흡
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 본론의 핵심적인 장면에 형식적으로 단
락의 '변화'를 표현하는 배경음악이 배치됨으로서 장면에서의 이야기 전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화의 시제에 나타난 시간적 특성은 이 영화에 쓰인 음악의 본질적 성
격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외제적 세계에 있는 음악은 영화의 여러 세계적 차원들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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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그리고 영화와 관객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syleemus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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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Connectivity between Film Scenes and Background
Music through the Macro Perspective:
An Analytical Consideration on 'The Hours' and the Music of Philip Glass

Sang Yoon Lee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connectivity between background music and scenes used in the
feature film 'The hours' in terms of the macroscopic formal aspects of the film. The music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ilm's macro structure is the four background music ('The poet acts', 'I'm going to
make a cake', 'Choosing life', 'Escape!'). These music were analyzed in three types, such as expansion by
paragraph variation, single paragraph composition, and paragraph A to B development. The similarities
in the contents of the three scenes with 'The poet acts' correlate with the consistency of repetitive
personality emphasized in this music. The formal distinction between paragraphs A and B in the five
music of 'I'm going to make a cake' and in the two music of 'Choosing life' shows that the contents of the
scenes are also divided in opposite directions. The two scenes in which the two music of 'Escape!' were
arranged in the story structure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xtreme climax of the whole film were handled
closely in the macro context. In the story of the film, the beginning of the main text, the climax, and the
end of the main text all formally related to the macro transformation of the story in the film scene by
arranging the background music expressing the change. The repetitive circularity of a certain pattern in
the flow of the tense change of this film is deeply related to the repetitive characteristic of the
background music. It is the background music that connects the intrinsic world of the film with the world
set as the novel 'Mrs. Dalloway' in the film. Therefore, the background music has the existence which
acts as a space - time mediator of the characters in the film.
KEY Words: Background music, film music, form, connectivity between scene an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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