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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예술가 양성교육 연구

- 한국 전문음악교육 적용가능성 모색을 위해 -

2010-21446 이지예

‘다카라즈카(宝塚)’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 근거지를 두는

연평균 200만명의 관객 수를 동원하는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 가극

단이다. 본래 ‘다카라즈카’는 19세기 말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으

나, 1914년에 고바야시 이치조(小林 一三)라는 기업가가 이 마을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창시하였다. 현재 다카라즈카라는 용어는 도시

이름이자 가극단의 이름을 지칭한다. 무대에 서는 것은 모두 여자이

고, 공연 내용이 뮤지컬과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쇼로 이루어져 있

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특

징 중 하나는 가극단 무대에 설 수 있는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1913년 7월에 ‘다카라즈카 창가대’의

명칭으로 창립되었으며, 1918년 문부성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예과1

년, 본과 1년의 총 2년 과정이며, 음악, 춤, 연극 등 다양한 장르가

교육되어 진다. 또한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이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예술가 양성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의 전문음악교육과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대해 살펴보

고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대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과 지

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음악학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졸업 후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육목표 측면에서 다카라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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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극단의 모토이자 음악학교의 ‘맑고, 바르고, 아름답게’라는 교훈아

래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쓰

케 교육, 즉 일종의 인성교육이자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정원 40명의 소수

인원이 수업을 받고, 교육과정은 일반교과는 제외하고 실기 중심과

목과 무용, 음악, 연기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진로측면에서는 가극단과 음악학교가 연계되어 있

어 졸업생 모두 가극단에서 예술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현 교육체제에 전문음악교육 방향은

‘맑고, 바르고, 아름답게’와 같은 학교의 교육 가치관을 설정하는 교

육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소수인원이 다양한 수업을 배우는 교육내

용 및 방법이 필요하며, 전문음악교육 후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전문음악교육의 경우 학교의 자율성

을 보장하고, 사회 전문음악교육의 경우 학위인정 제도가 도입되어

야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일본음악교육, 다카라즈카 가극단,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전문음악교육

학 번 : 2010-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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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다카라즈카(宝塚ㆍ寶塚)’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 근거지를

두는 연평균 200만명의 관객 수를 동원하는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

가극단이다. 본래 다카라즈카는 19세기 말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

었으나, 1914년에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라는 기업가가 이 마을

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창시한 이후 가극단의 인기와 더불어 다카

라즈카시 또한 문화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다

카라즈카라는 용어는 현재 도시 이름이자 가극단의 이름을 지칭하

고 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대중

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무대에 서는 배우는 모두 여자이고,

공연 구성이 뮤지컬과 쇼1)로 이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 중 하나는 가극단 무대

에 설 수 있는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극단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분이 학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2) 이처럼 다카라즈카의 가극단의 인기 이면에는 다카라즈카 음

악학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생기기 약 1년 전인

1913년 7월에 ‘다카라즈카 창가대(宝塚唱歌隊)’의 명칭으로 창립되었

으며, 1918년 문부성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때의 초대교장은 가

극단을 창시한 고바야시 이치조가 임명되었다. 그 후 「다카라즈카

1)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는 쇼를 ‘레뷰’라고 지칭한다.

2) 가극단에 입단 후에도 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단원을 ‘학생’, 연습실을

‘교실’, 입단 후 1년째 학생을 연구과 1년생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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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극학교(宝塚音楽歌劇学校)」,「다카라즈카 음악무용학교(宝塚

音楽舞踊学校)」로 학교이름이 변경되었고, 마침내 1946년에「다카

라즈카 음악학교(宝塚音楽学校)」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예

과1년, 본과 1년의 총 2년 과정이며 음악, 춤, 연극 등 다양한 내용

이 교육되어 진다. 또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졸업생 전원은 다카라

즈카 가극단에 입단하여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다. 학교 창립이래

지금까지 약 4,5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본 논문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과 지

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예술가 양성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음

악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관을 살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문음악교육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

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위의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문제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카라즈카 가극단와 음악학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적 특징은 어떠한가?

(3)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한국의 전문음악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연구의 필요성

본고는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예술가 양성교육 연구를 통해 한

국의 전문음악교육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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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세계화 시대로 불린다. 국가들간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활발해졌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수준 교육과

정 총론에 의하면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를 강조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 음악 교과 총론에서

도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 뿐 아니라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다.3)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다. 교육·경제·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일부분은 1945년 광복 전후 일본

의 음악교육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본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학술연구정보서비

스 사이트(RISS)에 ‘음악교육’이라고 검색해보았을 때 총 33,787건이

검색되었고, ‘일본 음악교육’이라고 검색을 하면 총 2,677건으로 전체

에 약 7.92%만 차지하고 있다.4) 따라서 일본의 음악교육을 살펴보

는 것은 일본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우리나

라 음악에 대한 이해의 초석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년에 한국의 학계는 ‘융합’, ‘통섭’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며,

지식의 대통합 혹은 제반 분야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얼마 전에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반포하였다.

학생들이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아래에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교육과

정에 따라 기존의 ‘음악’ 과목은 ‘음악·미술·연극’의 세 분야가 합쳐

3)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4) 2015년 11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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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예술’이라는 과목으로 재편성된다.5) 또한 1962년 국립창극단

창립, 뮤지컬의 대중적인 인기 등 음악, 연기 등이 어우러지는 창극,

뮤지컬과 같은 종합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보통 예술

학교에서 기악, 성악 등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전음악·낭만음악·정악·민속악 등 현대 이전의 곡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융합·통섭의 시대’에 맞게 음악전공자들도 제반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종합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음악 뿐 아니라

무용, 연기의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이

현재 한국의 교육과정과 음악분야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예술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예술 활동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예술활동이

아닌 개인레슨, 학원강사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심지어는 전공

과 무관한 분야로 취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를 인식해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 예술인

들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에 ‘예술인 복

지재단’이 설립되었다.6) 하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된지는 약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예술인들이 이른바 ‘예술 활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카라즈카 음악

학교 졸업생은 전원이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취직을 할 수 있다. 이

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예술역량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

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교 졸업 후 학생 모두

가 극단에 취직하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의 연계구조는

5) 예술교과과목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열외로 한다.

6)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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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예술가는 예술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경우이고,

이에 반해 예술인은 예술연구, 예술평론, 예술교육, 예술경영 등 예

술기능 외에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한

다.7) 이 논문에서는 예술인이 아닌 예술기능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

을 내세우는 ‘예술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음악학교’라 지칭하고 있지만, ‘음악’

만을 배우지 않는다.8) 오히려 이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살

펴보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보다 ‘다카라즈카 예술학교’라고 지칭하

는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목표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이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예술’이 아니라 예술의 다양한

장르 중 ‘음악’분야로 한정하였다. 음악·무용·연기 등 다양한 장르를

배우고 있지만, 학교이름을 음악학교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름을 지

을 당시 다른 장르보다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

였기 때문이다.9) 따라서 논문의 범위를 ‘전문예술교육’이 아니라 ‘전

문음악교육’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계시켜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각종학교에 속하고, 고등학교 1～3

학년 학생과 졸업생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7) 주대창 외(2004). 예술교육이 미래를 연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195

8) ‘학교에서 음악 외에 무용, 연기 등 다른 장르도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왜 음악학

교로 불리는가?’ 라고 인터뷰를 하였을 때, 관계자가 ‘단순히 이름의 문제이다.

예전부터 이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9)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다카라즈카 창가대 →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 양성회 →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 → 다카라즈카 음악 무용학교 → 다카라즈카 음악학

교’의 순으로 학교명칭이 변화하였다. 학교이름에 ‘가극’‘무용’이 포함된 적이 있

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음악학교’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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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육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우리나라 학제

중 중학교에 해당하는 예술계 각종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특

수목적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예술가 양성교육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관련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자료를 찾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위해 2차례에 일본방문을 하였다.

첫 번째 일본방문은 2013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대표적인 작품인 <베르사이유의 장

미>를 관람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관련된 문헌

들이 소장되어 있는 ‘이케다 문고10)’를 방문하여 문헌조사를 하였다.

두 번째 일본방문은 2013년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케다 문고의 방문을 통해 문헌조사를 하였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의 내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다카라즈카 입시준비를 위한 학

원의 원장과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강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 정리하며, 상대적이

며 객관적인 논리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10) 이케다문고(池田文庫)는 1949년에 개관하였다. 가부키 관련 자료뿐 아니라, 상

연 자료, 사진집, 잡지 등 다카라즈카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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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문음악교육

전문음악교육에 있어 ‘교육’과 ‘양성’의 의미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음악교육

에 대해 살펴보기 전 ‘교육’‘양성’‘양성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 교육(敎育)과 양성(養成)

교육(敎育)이란 ‘가르칠 교(敎)’와 ‘기를 육(育)’의 한자로 구성되며,

‘가르치고 기르다’의 의미를 지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을 의미한다.

‘교육’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는 ‘교수-학습 활동’, ‘훈육’, ‘훈

련’, ‘교화’, ‘품성형성’, ‘사회화’, ‘양성’ 등이 있다.11) 이러한 용어들은

교육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 중 전문교육에 있어 ‘양

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양성(養成)이란 ‘기를 양(養)’과 ‘이

룰 성(成)’의 한자로 구성되며 ‘기르고 이룬다’의 의미이다. 국립국어

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사전적 의미로는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

을 길러 냄’, ‘실력이나 역량 따위를 길러서 발전시킴’이다.

교육의 의미인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양성

의 의미인 실력이나 역량 따위를 길러서 발전시김, 즉, 교육의 의미

가 양성의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이며, 양성은 ‘이룬다’의 의미를 포

함하고 있어서 교육의 의미보다 더 유한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양성은 특정분야의 실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하는 경우

가 많다. ‘양성’의 의미를 사용하여 예술분야의 예술가를 교육시킨다

는 의미를 뜻할 때, 예술가 양성, 음악가 양성, 미술가 양성 등의 용

11) 신창호(2012). 교육이란 무엇인가?. 동문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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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육목표

국립국악학교

국립국악 고등학교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

국립전통예술학교

국립전통예술 고등학교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자주적, 창의적인 민족예술전문인을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선화예술학교 순결하고 심성이 고운 전인적 예술인 육성,

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지칭할 때 양성교육이라고 한

다.

2. 전문음악교육

음악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별된다. 하나는 음악 애호가를

길러내는 일반음악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악가를 양성하는 전

문음악교육이다.

일반음악교육은 음악 전문가를 기르기 위함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

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

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12) 일반학교의 음악수업의

목표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

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13)

전문음악교육의 목표는 따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예술 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이다.

12) 임미경(2003). 교과교육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p.20

13) 음악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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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예술 고등학교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성실한 민주시민 육성,

한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을 세계에 빛낼 인재

육성

예원학교

서울예술 고등학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술의 전문적인

조기 교육을 체계 있게 실시함으로써 애국

애족하는 참된 예술인을 육성한다.

<표 1> 예술 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위와 같이 학교에 따라서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

다. 하지만 예술 인재, 예술전문인, 예술인, 인재 등 예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는 같다. 따라서 전문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 전

문가 혹은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4)

이러한 전문음악교육은 다시 설립목적에 따라서 학교 전문음악교육

과 사회 전문음악교육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후자의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전문음악교

육에는 중학교 과정인 예술계 각종학교,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목적고

등학교 등이 해당되고, 사회 전문음악교육은 음악관련 회사나 기관에

서 이루어지는 자체적인 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음악가가 되기 위

해서 학교 수업 외에 받는 개인레슨 등도 사회 전문음악교육에 포함할

수 있다.

학교 전문음악교육과 사회 전문음악교육의 교육목표는 음악가를 양

성하는 데에 있다.

1) 학교 전문음악교육

우리나라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4) 이지예(2014). 일반음악교육과 전문음악교육에 관한 소고. 제 45회 한국음악교

육학회 여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원고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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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6-3-3-4 기본학제를 채택하고, 총 교육연한은 16년이다. 이 중

전문음악교육은 중학교부터 시작되며,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이

루어진다.

(1) 예술계 각종학교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음악교육은 예술계 각종학교에 속한다.

‘각종학교’란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

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가리킨다. 각종학교를 운

영하는 이유는 교육과정 운영을 일반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하면서도

정규 학교로서 지켜야 할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각종학교에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수준이 있는데, 중학교 수준으

로는 실업학교·예술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는 전수학교·실업학

교·국악학교·예술학교 등이 있으며, 대학 수준으로 신학교·예술학교·

승가학교15)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각종학교로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8개로 총 14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 중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5개

로 이 중 4개의 학교가 예술계 각종학교에 속한다.16) 4개의 학교는 전

통예술학교, 예원학교, 국악학교, 선화예술학교이다. 이들 학교는 ‘중학

교’라는 명칭 대신에 ‘중’을 빼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예술계 각종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시험을 중학교 3학년 때

본다. 즉, 상위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비

교평가’17)라는 시험을 보고, 중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비교평

15) 스님들의 학교를 가리킨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일람표 각종학교. 2014년 4월 1일 기준

17) 2015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성취평가제에 따른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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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을 중학교 성적으로 전형

하는 데 따른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18) 응시자

는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을 위한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된

다. 즉,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 인

정자 포함)로 응시 희망자, 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예

정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수해야하는 국어, 도

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영어의 교과 시험 치루며,

이 시험은 10월 초에 이루어진다.19)

이러한 각종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 유연성이 주어지며 자체

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특

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전문분야를 다루는 학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

다. 예술계는 일찍 습득할수록 그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

있는 예술계 각종학교에서 예술교과를 배우면서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다.

(2) 특수목적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음악교육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속한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의하면 ‘교육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에서 특수분야의 전문

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이중

상대평가에 의해 내신을 산출하는 비교평가 제도 개선 필요로 인해 2017학년도

고입부터 비교평가는 폐지된다.

18) 2014년도 고입 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실기 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3년 5

월 10일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제 2013-76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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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는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

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

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예술고등학교의 음악과에 진학해야

한다. 예술계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및 비평 능력

을 길러준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고자 다양한 전문 예술 교육

을 제공한다.20) 즉, 예술계열 고등학교는 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통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고등학교의 시

작은 1953년이다.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예술계열 고등

학교는 현재 전국에 24개에 달하고 있다.21)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배운다. 보통 교과는 국

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

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전문교과는 음악이론, 합창, 교양 실기,

음악사감상, 합주, 시창․청음, 연주, 음악 전공실기, 컴퓨터와 음악의

과목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학교 전문음악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교

과와 전문교과를 두루 배우며, 부족한 실기는 학교 수업 외에 개인레슨

등의 추가 수업을 받으면서 보충하고 있다. 학교에서 전문음악교육을

20) 박소영(2006).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개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p.115

21) 강원예술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경남예술고등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계

원예술고등학교, 고양예술고등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김천예술고등학교, 남원국

악예술고등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브니엘

국제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울산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전주

예술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포항예술고등학교(이상 24

개, 가나다순)

박소영(2006).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개발.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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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졸업 이후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다.

2) 사회 전문음악교육

사회 전문음악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가리킨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전문음악교육과는 달리 자체적인 교육시

스템, 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보통 필요에 의해 특수한 목적

을 띠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 전문음악교육의 예시로는 우리나라의 기획사에 있는 연습생

제도와 일본의 유명한 뮤지컬 극단인 시키(四季)의 배우 양성소 등

이 있다.

(1) 연습생 제도

세계에 K-POP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일조를 한 우리나라의 연

예 기획사에 ‘연습생 제도’라는 것이 있다. 연습생 제도는 연예계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관리하고자 기획사를 설립하고, 기획

사에서 연예계로 진출할 사람들을 자체 오디션을 통해 뽑는다. 기획

사에서 열린 자체적인 오디션에 통과한 학생들이 ‘연습생’의 과정을

거쳐서 연예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습생들은 12∼15세 사이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고, 짧게는 6개월 많게는 6∼7년까지 자체적인

교육을 배우고 있다.22) 이 제도는 2000년대 이후에 체계화 되었으

며, 해외 진출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비롯하여,

춤, 연기, 노래 등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

우고 습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인 SM의 경우

를 보면 댄스와 노래를 기본으로 하고, 댄스수업에는 재즈 댄스, 힙

22) 장하진(2011). 소원을 말해봐. 서울문화사.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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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걸스 힙합으로 적어도 세 가지 춤을 배우고, 노래수업은 보컬트

레이닝과 시창, 청음을 배운다.23) 하지만, 연습생의 신분으로 배우는

수업들은 학제상에 인정을 받는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의 연습생들은 출석인정을 해주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 수업

이 끝난 후 기획사에 와서 수업을 배우고 있다.

(2) 극단 시키(四季)의 배우 양성교육

일본에서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규모와 내용면에서 종종 비교되는

‘시키(四季)’라는 극단이 있다. 시키는 게이오(慶應)대학의 학생이었

던 아사리 게이타(浅利慶太)와 도쿄(東京)대학 불문과 학생들을 주

축으로 1953년 7월 14일에 창단되었다. 1960년 유한회사를 거쳐,

1967년 시키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1983년 뮤지컬 <캣츠>

의 성공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뮤지컬 극단이 되었다. 시키는 1965년

요요기(代々木)에 연습실을 개설해 배우 트레이닝에 집중적인 투자

를 시작한 이래 40년 넘게 이런 전통이 이어져왔다. 롱런공연의 무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를 발굴하고 있다. ‘무대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경영이념을 지켜내기 위해 시키는 꾸

준히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1965년도에 배우들이 연습에 몰두 할

수 있는 연습공간 마련을 하였으며, 단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급

제를 채택하였다.24)

1년에 1회 혹은 필요에 따라 오디션이 실시된다. 선발은 짧은 시

간의 교육을 받은 후 무대에 바로 설 수 있는 ‘일반’과 처음부터 레

슨을 통해 키워내는 ‘연구생’을 구분하여 한다. 이러한 대외 오디션

에 뽑힌 배우들은 매주 이루어지는 내부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맡

23) 장하진(2011). 위의 책. 서울문화사. p.89

24) 이지영(2010). 극단 시키(四季)의 흥행적 전략에 관한 연구: 뮤지컬 <캣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p.5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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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연구생은 초보 배우 지망생으로 이들에게는 최소 1년

동안의 레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견습 생활이 끝나면 졸업시험

을 거쳐 준단원 자격의 기회가 주어진다.

배우들은 발레를 기본으로, 요가, 플로어 발레, 기초 재즈, 발성(호

흡법), 어웨이크닝, 재즈를 배우고, 연구생들은 재즈, 페어댄스, 발성,

발레, 아름다운 일본어 교실과 노래, 전통춤과 노래, 시어터 댄스의

과목을 배운다. 당일 공연이 있는 배우를 제외한 신인부터 경력배우

까지 모두 매일 무료레슨을 받는다. 시키에서는 매년 약 10억원의

비용을 배우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우 질 관

리방식은 시키의 성공비결로 언급된다.25)

연습생 제도와, 시키의 배우 양성교육교육은 각자 자기 극단이나

기획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 전문음악교육의 예시로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25) 강수진. 한국진출 포기로 알아본 일본 공연시스템. 동아일보. 200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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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카라즈카 가극단

다라카즈카 가극단은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가극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양

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이곳을 졸업해야 가극단에서 활동하

게 된다.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음악학교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악학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음악학교 학생들의 꿈의 무대인 가극

단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다카라즈카 가극단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에 본거지를 두

는 가극단26)의 이름이다. 다카라즈카란 본래 도시이름이지만, 다카

라즈카 가극단의 인기와 더불어 동시에 가극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현재 한큐전철주식회사(阪急電鉄株式会社)의 엔터테인먼트, 커뮤니

케이션 사업의 업무를 보는 창유사업본부(創遊事業本部)의 가극사업

부(歌劇事業部)27)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기본원칙이다.

<가극단의 기본원칙>28)

․ 출연자는 전원, 미혼의 여성이고, 남자역도 여성이 연기한다.

․ 상연목록의 영역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연극이나 쇼 등 형식도

다채롭다.

․ 상연작품은 항상 건전한 내용으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다.

․ 반주는 전부 오케스트라에 의한 서양음악이다.

26) 우리나라의 극단에 해당된다.

27) 한큐전철 홈페이지

28) 宝塚歌劇団(2004). 宝塚歌劇90年史. 宝塚歌劇団.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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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는 양성기관(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입단

후에도 학교와 같은 레슨과 시험이 있다.

․ 전속된 스태프가 있고, 또 홈스테이지의 종업원은 신회사의 전철의

사원이다.

․ 객석은 특정 계층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항상 대중요금으로 개방

되고, 남녀노소 폭넓은 팬층을 가지고 있다.

위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여타 가극단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공연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

체적으로 해결한다. 연기자 뿐 아니라 작가, 연출가, 오케스트라까지

모두 전속되어 있으며, 무대 장치, 의상, 대도구, 소도구, 음악, 안무,

조명 등을 전속 제작 회사 혹은 다카라즈카 계열 회사에서 제작한

다.29) 연기자 육성부터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다른 상업극단에는 보기 드물다.30)

둘째, 모든 배역을 여자가 연기한다는 것이다. 연출가 등 스태프에

는 남자가 있지만,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에는 여자만이 올라갈

수 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스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남자역 톱스타, 남자역 차기 톱스타, 여자역 톱스타 등 3인을 중심

으로 두고 다음 톱스타의 자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 중 여

자역 톱스타는 물론, 남자역 톱스타, 남자역 차기 톱스타까지 남자

역할도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남자

역을 ‘오토코야쿠(男役)’라고 부른다. 과거에 극에서 남자역할의 필

요성 때문에 남자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부

29) 다카라즈카 연출조수 시험에서 1차 각본전형, 2차 면접으로 시험을 보았다는

내용이 있고, 이 시험은 매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9년만에 실시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연기자 외에는 자체 시험을 보고,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공고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植田景子(2010). can you dream?. ソフトバック　クリエーティブ株式會社

30) 일본의 ‘시키(四季)’라는 극단도 다카라즈카 가극단처럼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자본 유치 및 공연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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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1945년 12월에 ‘다카라즈카 남자부’를 신설하고, 1952년까지

4번에 걸쳐서 남자 연구생 모집을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카

라즈카 음악학교 입시에 합격한 남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

후 남자모집을 중지하였고, 여자만 모집하는 형태가 지금까지도 계

속되고 있다.31)

셋째, 다카라즈카의 가극은 ‘뮤지컬’과 ‘쇼’의 2막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이다. 공연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총 3시간정도 이루어진

다. 1부 공연은 약 90분로 노래와 춤 그리고 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을 공연한다. 1부가 끝나면 30분간의 휴식 후 1시간 정도의

‘쇼’가 이루어진다.‘쇼’는 1부의 공연과는 별개의 공연이다. 1부의 경

우 스토리 중심의 공연이라고 한다면 2부의 경우 노래와 춤이 중심

이 되는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른

가극단들의 뮤지컬 무대와 다름이 없지만,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특

징적인 것은 2부의 쇼이다. 2부에서 다카라즈카 가극단만의 화려함

을 보여주는 쇼의 무대를 장식한다. 이러한 쇼의 무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라인댄스32)이다. 여러 명의 댄서들이 일렬로 서서

다리를 들고, 내리며 춤을 추는 군무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출연진 모

두가 나와서 대계단과 긴바시(銀橋)33)를 장식한다. 이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화려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무대장치로, 쇼의 내용은 매번

바뀌지만, 화려하고 웅장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화

31) 中本千晶(2009). 宝塚読本. 文藝春秋. p.113

32) 1927년 9월에 초연한 <몬파리>라는 공연에서 라인댄스가 확립되었고, 로켓댄

스라고도 불린다.

33) 무대에 대계단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7년 9월 일본 최초의 레뷰 <몬파리>에

서부터다. 이때 계단의 수는 16단이었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57년 레뷰 30주

년 공연 <몬파리>에서는 50단의 계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의 대계단은 자

동식으로 140초 만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긴바시는 무대 앞, 오케스트라 박스

와 관객석 사이에 있는 무대이다. 일본 가부키 무대의 하나미치와 비슷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2부공연인 쇼의 피날레 부분에서 출연진

전부가 등장할 때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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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자 주인공은 빛나는 화려한 의상을 입

거나 큰 날개를 달고 무대에 서기도 한다.

<그림 1> (피날레에 모든 출연진이 등장하는) 대계단

<그림 2> (오케스트라 박스와 객석 사이에 설치된) 긴바시

2.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역사34)

1) 태동기(1913년～1926년)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100년전부터 시작된다.

지금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본거지인 다카라즈카시는 19세기 말 당

34) 宝塚歌劇団(2004). 宝塚歌劇90年史. 宝塚歌劇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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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범한 농촌마을에 불과하였다. 일본 오사카의 번화가인 우메다

(梅田)와 당시 평범한 농촌마을이었던 다카라즈카를 연결하는 지금

의 한큐전철(阪急電鉄, 당시 미노아리마(箕面有馬) 전기궤도 주식회

사의 다카라즈카본선(阪急宝塚本線)이 1901년 3월 10일에 개통되었

다. 한큐그룹의 창설자 고바야시 이치조는(小林一三)35)는 철도 이용

객을 증가시키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 다카라즈카 본선을 따

라 주택지 개발을 진행시켰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이었

<그림 3> 고바야시 이치조

고, 새로 기획된 것은 다카라즈카 신온천의 건설이었다. 1911년 5월

1일에 개장한 다카라즈카 신온천은 다카라즈카역 근처에 세워진 대

리석으로 만든 대규모 온천장으로 이곳에 호화 오락시설도 만들어

졌다. 철도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카라즈카 신온천’ 기획은

이용객이 연일 1200명에 달할 정도로 대성공적이었고, 더불어 전철

승객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35)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 1873～1957)는 야마나시현(山梨限)출신으로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오사카 미쓰이은행에서 근무했다. 1907년에 미노아리마(箕面有

馬) 전철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철도업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 다카라즈카 가극

단, 영화, 연극, 일본최초의 터미널 백화점 등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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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라다이스 극장

다카라즈카 신온천의 발전은 계속되었다. 1912년 7월에 2층으로 된

서양식 건물의 수영장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 수

영장에 높은 수온을 유지하지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

용객이 적었고, 당시 남녀가 함께 수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36) 따라서 수영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무대로

개조하여 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극장’을 만들

게 된다. 이 파라다이스 극장에서부터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음악학

교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미츠코시(三越)백화점이 소년들로 구성한 ‘미츠코시 소년음악

대(三越少年音楽隊)’와 ‘시로키야소녀음악대(白木屋少女音楽隊)’가 인

기를 모으면서 광고가치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 공헌을 했다는 호평

을 받고 있었다.37) 여기에서 착안하여 소녀들로 구성된 ‘다카라즈카

창가대(宝塚唱歌隊)’를 만들었다. 제 1기생으로 16명이 1913년 7월에

채용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제 2기생으로 4명이 추가적으로 채용되

었다. 이들의 나이는 10세부터 14세까지로 모두 15세 이하의 소녀들

이었다. 12월에 ‘다카라즈카 창가대’는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 양성

회’로 개칭되었고, 이전에는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장기자랑 형식

의 공연이었다면, 이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가극을 기획하여 공

연하게 되었다.

36) 川崎賢子(1999). 宝塚 消費社会のスペクタクル. 講談社選書メチエ. p.28.

37) 川崎賢子(2009).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존속시키는 체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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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첫 공연 신문광고(1914년)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1914년 4월 1일에 첫 공연을 하였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大阪每日新聞社)가 주최한 혼례박람회의 여흥으로

파라다이스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공연된 작품은 가극인 <신

이 난 달마(浮れ達磨)>, 모모타로38)를 주제로 한 가극 <돈부라코(ド

ンブラコ)>, 자체적으로 만든 댄스작품인 <나비(胡蝶)>로 모두 3작

품이었다. 혼례박람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연관람을 제

공되었고, 당해 5월 30일까지 공연이 계속되었다. 원래 계획된 것은

공연이 실패할 경우 개조한 무대를 다시 수영장으로 이용하려고 했

으나, 이 공연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첫 공연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

카라즈카 가극단의 연(年) 4회 공연이 확정되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인기와 호평은 전국적으로 넓혀지게 된다.

1918년도의 경우 공연일수가 200일을 넘었고, 관람객은 1915년 25만

9000명을 기록했던 것이 1918년도에는 42만 7천명이 되었다. 그 해

5월부터는 수도인 도쿄에서의 첫 공연을 실시하게 된다. 32명 학생

으로 구성된 팀은 25일부터 5일간 도쿄의 제국극장(帝国劇場)39)에서

38) 모모타로(桃太郎: Son of Peach)는 일본 전설의 대중적인 영웅이다. 이름인 모

모는 복숭아를 뜻하는 모모와 일본의 남자 아이 이름인 타로가 합쳐져 만들어

진 이름으로, 복숭아 소년 또는 복숭아 동자로 번역하여 부른다. 모모타로는 여

러 책과 영화, 작품 등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39) 1911년에 완성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1700명의 관객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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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7작품을 올렸다. 이 도쿄공연 또한 매진을 기록하게 된다. 한

편 1914년에 한규전철에서 고베본선과 이타미지선 그리고 니시노미

야 키타구치(西宮北口)부터 다카라즈카 구간을 연결하는 지금의 이

마즈선(今津線)인 니시다카라즈카선(西宝塚線)이 개통되면서 관객수

를 늘리는데 또 다른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도쿄공연의 성공, 새로운 노선의 개통 등 새로운 변화와 함

께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명성은 높아지게 되고 전국각지에서 관객

들이 공연관람을 위해 다카라즈카를 방문하게 된다. 관객수의 증가

에 따라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단에서 하나구미(花組)와 쓰키구미(月

組)라는 두 개의 조가 교대로 공연을 하게 되는 연 8회 공연이 실시

하게 되었고, 1924년 7월에 다카라즈카 대극장이 완성된다.

다카라즈카 가극단 창시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예전부터 생각한 다

카라즈카 가극단의 이상적인 모습이 두가지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국민극(國民劇)의 창조’와 ‘높은 수준의 연극을 싼 요금에 대중에게

보여준다’였다. 그는 일부 특권 계층이 즐기는 예술이 아닌 국민 전

체가 향유하는 예술을 구상하였고, 4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근대적인 다카라즈카 대극장을 통해 그의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이전에 가부키(歌舞伎)는 대중의 예술이었다. 그것은 무사계급이 감

상했던 노(能)나 교겐(狂言)에 비해 서민의 생활감각에 근거를 둔 훌

륭한 국민극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부키는 일반 서민의 감상으로부

터 유리되어 화류(花柳)예술40)이 되어 버렸다. 결국 가부키는 특수한

계층만을 위한 예술이 되어 버렸고 국민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

다.41)

그는 그의 이상적인 ‘국민극’을 만들기 위해 연극에 대사와 무용이

40) 화류예술의 의미는 특권 계급의 전유물과 유흥문화의 두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는 전자의 의미에 해당한다.

41) 이성재. 일본 '다카라쓰카' 사례에서 배운다: 지방의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

역경제의 활성화. 프레시안. 200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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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부키를 기본으로 서양악기와 음악을 넣어 극을 구상하였다.

대극장에 알맞은 극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으로 전통악기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양식의 오케스트라를 편성하였고, 대극장에 요구

되는 성량을 가진 배우와 넓은 무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무용

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대중예술로서의 가극'

이라는 예술이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것

이라는 그의 예술관을 바탕으로 다카라즈카 극단의 모습이 만들어

졌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입장료

의 가격을 낮추었다. 당시 도쿄의 제국극장(帝国劇場) 입장료 중 가

장 싼 좌석이 30전42)이고 비싼 좌석이 2∼3엔이었지만, 다카라즈카

의 공연 입장료는 30전이었다.

또한 당시 주요 극장의 수용인원의 평균이 약 1500명43)이었던 것

에 반해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을 만들었다. 이 대극장

은 5층 건물로 당시 최대이자 최신인 극장이었고, 회전무대·하나미

치 등의 한층 더 발전된 무대기술을 선보였다. 대극장의 완성 후 학

생의 수를 200명으로 늘렸고, 유키구미(雪組)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

로써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하나구미(花組), 쓰키구미(月組), 유키구

미(雪組)의 3개의 조가 매월 교대로 계속해서 공연하는 1년 상시공

연을 실시하게 되었다.

2) 발전기(1927년～1938년)

고바야시 이치조는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가극의 질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하였다. 1926년 다카라즈카 대극장에서 공연될 작품에 알

맞은 연출을 위하여 키시다 타츠야(岸田辰彌)를 해외에서 공부하도

42) 옛날 일본의 화폐 단위로 100전이 1엔이다.

43) 이는 당시 도쿄의 주요 극장의 수용인원인 제국극장의 1700명과 가부키좌의

1600명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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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학을 보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연구를 프랑스에서는

레뷰의 연구를 하고 일본에 돌아왔다. 그리고 1927년 <몬파리(モ

ン・パリ)>라는 작품을 통해 일본 최초의 레뷰44)를 만들었다.45) 이

작품은 '레뷰'라는 장르명칭이 처음으로 붙여졌다. 키시다 자신을

모델로 한 작품으로 고베항을 출항한 주인공이 중국, 인도, 이집트

를 거쳐서 파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행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다.

이는 노래, 춤, 극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합해진 음악극으로 이전에

소인원, 단시간으로 이루어졌던 공연과 달리 막이 없이 16장, 호화

로운 의상, 빠른 무대전환, 수백 명의 등장인물, 공연시간이 90분인

대작이었다. 또한 대계단, 라인댄스 등 다카라즈카 스타일을 확립시

킨 기념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주제곡인 ‘아

름다운 추억, 몬파리, 나의 파리...’가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음

반판매가 약 10만매를 기록하였다.

레뷰의 시대를 연 <몬파리>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나><하렘의 궁

전><신데렐라>등의 레뷰작품이 만들어졌다. 이 작품들을 능가하는

걸작 레뷰로 평가되는 것은 <파리젯트>이다. 이 작품은 <몬파리>

의 라인댄스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다듬었고, 주제가인 ‘제비꽃 필

무렵(すみれの花咲くころ)’, ‘오 다카라즈카(おお宝塚)’는 원래의 외

국곡에 가사를 붙인 곡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까지도 다

카라즈카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 1934년 1월에는 도쿄 히비야

(日比谷)에 ‘동경다카라즈카 극장(東京宝塚劇場)’이 <화시집(花詩

集)>라는 작품으로 개장되었다. 본거지인 다카라즈카에서 이루어지

는 공연 횟수를 포함하여 한 해에 20회의 공연이 실시되었고, 1938

44) 'REVUE'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풍자적인 연

극을 의미한다.
45) 일본 최초의 레뷰 <몬파리>의 초연일은 1927년 9월 1일이었다. 이로부터 60년

이후인 1987년 9월 1일 <몬파리 탄생 60년 자, 레뷰, 스코프>의 공연이 올려졌

고, 다음해 1988년부터 매년 9월 1일을 ‘레뷰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현재도 9월 
1일의 공연 종료 후에 미니콘서트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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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가극단 최초의 해외공연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졌

다.46) 이로써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상연작품이 75편에 달하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침체기(1939년～1945년)

하지만 세계전쟁의 영향으로 다카라즈카 가극단 또한 침체기를 맞

이하게 된다. 가극단의 학생 일부가 퇴단을 하고, 1939년에는 호시

구미(星組)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12월에는 다카라즈카 음

악 가극학교를 ‘다카라즈카 음악무용학교’로 개칭하면서 동시에 학

교와 가극단을 분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연극계의

대표적인 극단인 신쿄극단(新協劇團)과 신쓰키지극단(新築地劇團)도

해산권고를 받고, 댄스홀 등의 시설도 폐쇄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에 1940년에 극단명을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단이 ‘다카라즈카 가극

단’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군국주의 분위기의 작품이 등장하게

되며, 1940년에는 전쟁이 악화됨에 따라 서양식 문화를 배격한다는

정책 때문에 외래어, 외국어를 표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카타카나를

사용한 제목은 일소되었고, 이에 따라 ‘레뷰’라는 문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국민을 전쟁에 참

가시키기 위한 ‘결전비상조직요망’이 1944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남

녀 학생의 동원, 고급극장 등의 일시적인 폐쇄, 여행의 제한, 관청의

휴일이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9개의 극장이 1년간 폐쇄하

게 되었고, 다카라즈카 대극장과 도쿄토호극장(東京東寳劇塲)47)도

46) 방독(訪獨)예술사절단으로 30명의 멤버와 1938년 11월 15일의 베를린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의 3개국 25개의 극장에서 공연을 하였

다. 이들의 공연은 대호평을 받았고, 이들은 1939년 3월 4일에 귀국을 하게 된

다. 같은 해 4월 4일에 40명의 멤버는 방미(訪美)예술사절단으로 미국에서 해외

공연을 하였다.

47) 1934년에 생긴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도쿄거점 극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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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다카라즈카 음악 무용학교의 재학생은 현재

한신경마장이 위치한 카와니시항공기 다카라즈카제작소(川西航空機

宝塚製作所)에 동원되어 비행복 제작을 도왔다.

4) 전성기(1946년～현재)

전쟁이 끝나고 1946년 4월 22일, 드디어 2년 2개월 만에 다카라즈

카 대극장이 재개하였다. 재개 후 첫 공연은 가극 <카르멘>과 레뷰

<봄의 춤, 사랑의 꿈>이었다. 1948년 8월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호시구미(星組)가 10년 만에 부활하여 다시 4개의 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쟁이후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다. 스태프가 더욱 강화되며 작품 또한 더욱 발전하게 된다. 1954년

에는 푸치니의 명작오페라 <나비부인>을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영

화화를 하거나, 1967년에 <오클라호마!>, <웨스트사이드 이야기>와

같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각색하여 극을 만들었으며, 해외공연을

통해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세계에 다카라즈카의 이름을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이후 1975년에는 유럽공연, 1989년에는 뉴욕공연을 하

였다.

1970년 3월 14일에는 오사카에서 일본 만국박람회(EXPO' 70)48)이

개최되었다. 만국박람회의 인기와 더불어 박람회 장소와 가까운 곳

에 위치했던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관객수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연

일 매진을 기록하게 되었다. 만국박람회의 입장객들은 처음으로 다

카라즈카 가극단을 접하는 관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공연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2개의 작품에 쉬는 시간 30분,

총 3시간의 현재의 공연시간의 형태는 이 시기에 확립된 것이었다.

48)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테마로 77개국의 역사상 최다국이 참가한 아시아 최초

의 국제박람회였다. 3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개최기간 중 목표 5천만명을 훨

씬 뛰어넘어 6422만 명의 입장객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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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해이다.

가극단이 60주년을 맞이하였고, 이 해 가을에는 일본 전역에 붐을

일으키게 한 <베르사이유의 장미>라는 작품이 등장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케다 리요코(池田理代子)의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만화

를 무대화 시킨 것으로 당시에 획기적인 시도였다. 프랑스혁명을 배

경으로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 스웨덴 귀족 페르젠, 그

리고 가공인물인 남장을 한 여인 오스칼과 안드레를 주인공으로 하

는 내용이다.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1976년까지 공연 상

연횟수는 707회, 관객수는 160만 명이라는 대히트를 기록했으며, 다

카라즈카 가극단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 <베르사이유의 장미>

로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떨치게 되었고, 이후

1977년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도 큰 인기를 불러일으

켰다. 1978년도에는 다카즈카시에 새로운 극장인 ‘다카라즈카 바우

홀’49)이 탄생되었고, 1992년도에는 새로운 다카라즈카 대극장50)이

완성되었다.

현재 한큐 그룹이 경영하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다카라즈카시에

있는 대극장, 바우홀 외에 도쿄에 2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대극장을 소유하고 있다. 약 100년의 긴 역사동안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연간 연평균 관객 수가 200만명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끄

는 가극단으로 성장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

를 끌고 있다.

49)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고, 음향·조명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근대식 극장으로 500석을 수용한다. 바우홀의 바우는 영어의 ‘BOW’로 배

의 앞부분. 새로운 시대에 남보다 앞서도록,선구자의 바람이 담아 이름을 붙였

다. 이 시기부터 신인공연의 횟수를 늘렸다.

50) 다카라즈카 대극장의 관객수는 이전 대극장의 2883석보다 256석 적은 2527석이

고, 1993년 1월 1일에 호시구미의 공연으로 개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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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조직

1) 남자역과 여자역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은 모두 여자이다. 따

라서 ‘남자역’ 또한 여자가 담당한다. 다카라즈카에서 ‘남자역’, ‘여자

역’ 중 어느 역할을 하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 특히

자신의 신장을 고려해서 정한다. 2009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역의 최저신장은 167센티미터였고, 여자역의 최

고신장은 165센티미터였다.51)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모든 배역은

여자가 하기 때문에 커플연기를 할 때, 남자역이 여자역보다 커야

객석에서 볼 때에 두 배역의 균형있게 보이기 때문에 보통 키가 큰

학생들은 남자역을 선택을 한다. 약 170센티미터 정도 되는 학생들

이 남자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역할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가

크지만 여자역을 희망하는 경우 여자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키가 작지만 남자역을 희망하는 경우 남자역을 선택할 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역할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 이 또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한다.

남자역을 정한 학생과 여자역을 정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은 매우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발성’이다. 남자역을 선택한 학생

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무대에서 남자로 보

일 수 있게, 성악을 배울 때 목소리를 낮게 하는 발성을 배운다.52)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남자가 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평소에 앉을 때 보통 남자처럼 다리를 벌려서 앉거

51) 中本千晶(2009). 宝塚読本. 文藝春秋. p.66

52) 梅園逸夫(1994). 宝塚音楽学校. 宝塚謌劇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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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3) 일상생활에서 여성스러워 보이는 원피스·스커트를 가능한 입

지 않고, 바지를 착용한다.54)

다카라즈카에는 ‘남자역 10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관객을 매료

시키는 남자역의 형태를 익힐 때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55)

이처럼 남자역을 선택한 여학생들은 다카라즈카 가극단 무대에서

주연을 맡은 가장 이상적인 ‘남자역’을 만들기 위해 발성, 행동 등을

항상 연구하고, 관찰하고, 연습을 한다.

2) 가극단의 얼굴 - 톱스타56)

다카라즈카 가극단에는 5개의 조가 있는데, 각 조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를 이끌어나가는 톱스타가 있다. 톱스타 시스템은 다

카라즈카 가극단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며, 한 번 정해진 톱스타는 퇴

단하기 각 조의 모든 공연에서 주연을 맡는다. 특히 남자역 톱스타

는 무대를 이끌어가고 극에서 가장 돋보이는 역할을 연기한다. 여자

역 톱스타는 남자역 톱스타의 상대역으로 남자역을 더 돋보이게 만

53) 방송 프로그램 キミハ·ブレイク. 2009년 5월 5일. 28분 41초

54) 방송 프로그램 キミハ·ブレイク. 2009년 5월 5일. 35분 52초

55) 中本千晶(2009). 宝塚読本. 文藝春秋. p.67

56) 현재(2014년 11월)의 톱스타는 하나구미의 경우 남자역스타는 아스미리오(明日

海りお), 여자역스타는 카노마리아(花乃まりあ). 츠키구미의 경우 남자역스타는

류마사키(龍真咲), 여자역스타는 마나키레이카(愛希れいか). 유키구미의 경우 남

자역스타는 사기리세이나(早霧せいな), 여자역 스타는 사키히미유(咲妃みゆ). 호

시구미의 경우 남자역스타는 유즈키레온(柚希礼音), 여자역 스타는 유메사키네

네(夢咲ねね). 소라구미의 경우 남자역스타는 오키카나메(凰稀かなめ), 여자역

스타는 미사키리온(美咲凜音). 전과의 경우 토도로키유(轟悠)이다.

조 남자역 톱스타 여자역 톱스타

하나구미 아스미리오(明日海りお) 카노마리아(花乃まりあ)

츠키구미 류마사키(龍真咲) 마나키레이카(愛希れいか)

유키구미 사기리세이나(早霧せいな) 사키히미유(咲妃みゆ)

호시구미 유즈키레온(柚希礼音) 유메사키네네(夢咲ねね)

소라구미 오키카나메(凰稀かなめ) 미사키리온(美咲凜音)

전과 토도로키유(轟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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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위해 노력한다.57)

톱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 춤, 연기의 3박자 뿐 아니라 대중들

의 인기 등의 스타성,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와 매너, 강인한 체력

과 정신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톱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그림 6> 톱스타가 되기위한 4개의 관문

먼저 신인공연 주연이다. 신인공연은 톱스타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입단 7년전까지 이루어진다. 신인공연 주연 이후 입단

8～10년에 바우홀에서 주연을 맡는다. 바우홀은 다카라즈카 대극장

옆에 있는 약 5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실험적인 공연이 많이 이루

어지는 소극장으로, 이곳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하는 것이 톱스타 취

임의 두 번째 관문이다. 세 번째 관문은 차기 톱스타 취임으로 입단

후 10～13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문인 신인공

연 주연과 바우홀 주연 둘 다 경험한 사람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차기 톱스타로 취임을 하게 된다. 신인공연과 바우홀 주연을 했어도

차기 톱스타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8년부터

57) 영화 Dream girls. Longinotto, Kim. Distributed byWomen Make Movies. 2007. 14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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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까지 입단을 한 사람들 중에서 신인공연 주연을 한 남자역은

15명, 바우홀 주연을 한 남자역은 16명이었지만, 그 중 톱스타에 취

임을 한 사람은 9명이다. 즉 신인공연과 바우홀의 주연은 톱스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차

기 톱스타는 톱스타와 콤비로 본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톱

스타 중 누군가 퇴단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차기 톱스타인 사람이

톱스타로 결정된다. 톱스타로 취임되는 시기는 입단 후 11～15년째

이다.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극단에 입단한 시

점부터 약 14년이 걸리며, 톱스타의 자리에서 톱스타 생활을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000일정도로 2～3년째 많이 그만둔다.58) 톱스타는

공연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59) 톱스타의 재임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적으면 2년부터 많이 활동하면 5년까지이다.

톱스타는 가극단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시기적절한 운이 필요하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무대에 서는 만큼 더욱 완벽한 공연을 만드는 데에 책임이 필요하

다. 배우의 책임감은 좋은 공연을 만들고, 좋은 공연은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3) 5개의 조로 편성

다카라즈카 가극단에는 하나구미(花組), 쓰키구미(月組), 유키구미

(雪組), 호시구미(星組), 소라구미(宙組）5개의 조가 있고, 그 외에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는 전과(專科)와 아직 어느 조에 속해있지 않

58) 전윤경(2014). 공연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스템 연구. 공연문화연구. p.519

59) 中本千晶(2009). 宝塚読本. 文藝春秋. 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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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과 1년생이 있다. 연구과 1년생은 첫 무대를 마친 후 각 조

에 배정된다. 조 배정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각

조의 인원과 학생들 실력의 균형을 고려하여 가극단에서 결정한다.

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21년이다. 처음 가극단이 생겼을 당시

학생 수는 20명으로 조를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가극단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1918년에는 수도인 도쿄에서 이루어

졌던 공연 또한 호평을 받게 된다.60) 이 시기 한큐전철에서 새로운

노선을 개통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가극단의 관객의 수를 늘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동경공연의 성공, 새로운 노선의 개통61) 등의 새

로운 변화와 함께 가극단의 인기와 호평은 전국적으로 넓혀지게 되

었다. 따라서 당시 연 4회 공연이었던 것을 연 8회로 늘리게 되면서

조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다.

1921년 봄 공연부터 학생을 ‘제1부’ ‘제2부’의 2개의 조로 나누게 되

었고, 2개의 조의 공연이 동시간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가을에 제1부는 하나구미로 제2부는 쓰키구미로 개칭하게 된다.

유키구미가 생겨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24년 다카라즈카 대

극장이 완성되고 나서부터이다. 40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대극장에

맞추어 새로운 조를 신설하게 되었고, 연 12회 공연이 성사되었다.

그 이후 호시구미가 동경 다카라즈카 극장이 오픈되기 전년도인

193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4개의 조로 구성된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호

시구미가 1938년도에 폐지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해인 1945년도에

다시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8년도에 소라구미가 생

60) 32명의 학생은 단장의 인솔아래에 도쿄로 이동을 하였고, 5일간 제국극장(帝国

劇場)에서 모두 7작품이 공연되었다. 이 공연은 인기를 끌었으며, 좌석이 모두

매진을 기록하였다.

61) 한큐전차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1920년 7월 16일에 고베본

선(神戸本線)과 이타미지선(伊丹線)이, 1921년 9월 2일에는 니시노미야키타구치

(西宮北口駅)부터 다카라즈카(宝塚) 간의 서다카선(西宝線, 지금의 이마즈선(今

津線))이 개통되면서 극장의 관객수를 늘리는데 또다른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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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되었다. 2000년에는 전과라고 하여 뛰어난 실력으로 어느 팀에

도 속하지 않고 작품에 따라 공연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전과소속

배우들은 각 공연에 특별출현을 하기도 하고, 공연에서 중년역할을

맡기도 한다.

어떠한 연출가에 의하면 ‘다카라즈카 안에는 다섯 개의 극단이 있

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각 조의 특징에 따라 무대의 개성이 조

금씩 차이가 난다. 먼저 하나구미는 댄스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레뷰에서 화려한 무용으로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

다. 쓰키구미는 밝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갖는다. 또한 유머러스한

배우들이 있어서 공연 중 관객들을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유키구

미는 일본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며, 기모노가 어울리고 조용한 분위

기의 배우가 많다. 호시구미는 장신의 남자역 배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화려한 스타들을 많이 보유했으며, 최근에 사극을 배

경으로 하는 공연이 많아졌다. 소라구미는 새롭고 젊은 스타들로 구

성되어 있고, 해피엔딩 스토리를 지닌 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 한

조당 약 80명 정도로 신인부터 경력이 많은 조장까지의 멤버로 구

성된다. 이들은 작품의 성격, 배역의 사정에 따라 다른 조에 속해서

출연하기도 한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각조는 다음과 같은 주전력계, 전문직계, 관

리직계, 기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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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각 조의 구성

주전력계는 주인공인 남자역 톱스타와 여자역 톱스타로 이루어진

다. 다카라즈카 무대가 남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여자역 톱

스타보다 남자역 톱스타가 극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남

자역 톱스타와 여자역 톱스타의 뒤를 잇는 차기 남자역 톱스타와

차기 여자역 톱스타가 존재한다. 이 조직은 연극, 노래 등 무대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계는 무대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댄스리더, 가수, 연극 능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전력계처

럼 주인공을 맡아 무대를 빛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려

하고 웅장한 무대를 이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끔씩

솔로무대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관리직계는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조 안에서 가장 연장자가

조장을 맡고, 그 다음 연장자가 부조장을 맡는다. 이들은 조를 통제

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카라즈카 가극단

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였고, 그만큼 노래, 춤, 연기의 실력이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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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통 무대에서 전문직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외에 멤버는 조원이라는 뜻으로 쿠미코(組子)라고 불린다. 다카

라즈카 가극단 무대를 만드는 특징적인 장면인 라인댄스를 비롯한

군무, 코러스, 그리고 극에서 민중의 역할 등을 맡는 미래의 주전력

계 후보인 기타그룹이다.62)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2부공연인 레뷰의 마지막 장면에는 전 출연

진이 등장한다. 톱스타가 가장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를 완성시키는 데에는 톱스타 외에 많은

학생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숨은 노력이 톱

스타는 물론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4. 입단부터 퇴단까지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설립되고, 설립 후 100주년인 2014년까지

약 4,5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 중 대부분이 다카라즈

카 가극단에 들어가서 수많은 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그 가운데 약

360명 정도는 현재 현역의 다카라젠느63)로 화려한 무대를 뽐내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가극단에 입단을 해도 단원들은 학생64)으로 불리

며 보험보장, 일년에 두 번의 보너스, 한큐전철 무료이용권65) 등 한

62) 中本千晶(2009). 宝塚読本. 文藝春秋. p.69~72
63)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다카라즈카’와 파리의 연인을

의미하는 ‘파리지엔느(Parisienne)’를 합성한 말이다. 간단하게 ‘젠느’라고도 부른

다.

64) 1939년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이 분리되었다. 이때까지 약 25년정도

역사를 함께해온 가극단와 음악학교의 영향으로 현재 가극단에는 학교제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지금도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출연자를 ‘학생’, 연습실

을 ‘교실’, 입단 후 1년째 학생을 ‘연구과 1년생’으로 부른다. 또한 연구과 1년, 3

년, 5년에 연극, 성악, 댄스, 일본무용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65) Berlin Zeke(1988). Takarazuka : A history an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all-female Japanese performance company. New York University.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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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전철 그룹의 회사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에서의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3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가극단

에 입단을 하게 된다. 음악학교 졸업식이 오전 중에 이루어지고, 가

극단의 입단식은 오후에 이루어진다. 입단식에서 여자기예원(女子妓

芸員)이라는 임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다카라젠느가 된다. 가극단에

입단을 한 해에 연구과66) 1년생(줄여서 연1생)이 된다. 그해 봄에

열리는 대극장의 본 공연에 연구과 1년생 전원이 첫무대 공연을 하

게 된다. 이 공연에서는 라인댄스를 추는 주로 군무로 이루어진다.

첫무대 공연을 마치게 되면 연구과 1년생은 8～10명으로 나뉘어져

서 각 조에 배정을 받는다.

가극단에서는 평소에 학교와 같이 수업 및 특강을 받고, 연구과 1

년, 연구과 3년, 연구과 5년에는 가극단 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본

다. 이 시험의 결과대로 극의 배역과 무대에서의 위치를 배정받는

다. 시험과목은 연기, 댄스, 노래이며 심사자는 감독. 조감독. 안무가

등이다.67) 연구생이 된 후 9∼10년째부터는 보통 수업을 듣지 않는

데, 특히 톱스타들은 수업 외에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참석이 어렵다.68)

연구과 7년까지는 신인으로 불리며, 본 공연의 주연을 하루 동안

맡는 신인공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 신인공연에서의 관객 호

응도와 무대 장악력을 통해 나중에 어떤 배역을 맡게 될지 결정된

다. 연구과 7년까지의 과정을 마치면 계약 사원이 되어 가극단의 공

헌도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1972년도에 57세 정년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만 60세로 연장되었다.69)

66) 연구과 1년. 다카라즈카가극의 무대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졸업생이 연구

한 것을 발표하는 장소”라는 대전제가 있고, 이에 따라 연구과라고 부른다.

滝田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70

67) Berlin Zeke(1988). Takarazuka : A history an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all-female Japanese performance company. New York University. p.231

68) Berlin Zeke(1988). 위의 책. p.233∼236

69) Berlin Zeke(1988). 위의 책. 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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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라즈카 가극단은 미혼여성으로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연애는

가능하나 결혼을 하게 되면 퇴단을 해야한다. 그 외에 건강상, 경제

적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단을 하게 된다. 다카라즈카 가극

단을 퇴단한 사람을 old girl의 약자를 사용해서 다카라즈카 OG, 혹

은 모토(元)다카라즈카라고 불리는데, 보통 다카라즈카 OG를 더 많

이 쓴다. 다카라즈카 OG 중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활동을 마치

고, 가극단 퇴단 후에 아마미 유키(天海祐希), 쿠로키 히토미(黒木

瞳), 마야 미키(真矢み) 등과 같이 연예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가극단의 퇴단한 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

한 주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과거의 다카라즈카 가

극단에서 활동한 경력을 살려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는 개인교습학원을 차리거나 공연기획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

으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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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1.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역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설립목적은 ‘다카라즈카 가극단 학생의 양

성기관으로...’로 시작된다. 이처럼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활동할 학

생들에게 음악, 무용, 연기 등의 예술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다카

라즈카 음악학교는 1913년 발족되어 2013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다

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의 두 기관 출발은 ‘다카라즈카 창가대’

로 서로 같지만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경우는 다카라즈카 창가대 발

족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극단의 첫 공연일인 1914년 4월 1일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다카라즈카 창가대’

가 발족된 1913년 7월 15일을 창립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

정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학교는 기업이 창립한 후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카라즈카의 경우는 학교를 모체로

가극단이 발전해왔다. 다카라카 음악학교는 가극단의 양성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 졸업을 해야만 다카라즈카 가극단

의 무대에 설 수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13년 7월 15일이다.

오사카의 번화가인 우메다와 당시 농촌마을이었던 다카라즈카시를

연결하는 한큐전철의 다카라즈카 본선의 철도 이용객을 늘리기 위

해 기획된 ‘다카라즈카 신온천’70)의 파라다이스 극장에서의 공연을

위해 제 1기생 16명으로 ‘다카라즈카 창가대(宝塚唱歌隊)’가 창립되

었고, 같은 해 11월에 제 2기생 4명이 추가적으로 채용되었다. 이들

20명은 모두 15세이하의 소녀들이었다. 12월에 ‘다카라즈카 창가대’

는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 양성회’로 개칭되었고, 현재의 도쿄예술대

70) 지금의 다카라즈카 패밀리랜드이다.



- 40 -

학교 음악학부의 전신인 도쿄음악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3년

교육과정으로 성악, 기악, 서양무용, 가극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다

음은 다카라즈카 잡지인 1919년에 발행된 가극(歌劇) 제 4호에 나타

난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의 설립 취지이다.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의 설립71)>

∙ 조국의 신민인 취미자녀의 취미 향상과 참신한 가정음악 발흥을

위하여 미약하게나마 내가 처음으로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단 양

성회를 창설한 지 어언 7년이 되었다. 다행히도 제자들의 찬동을

얻어 해가 갈수록 그 모습이 성대해지고 있다. 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조국음악 가극계 현장에 귀감이 되어, 이것이 장래의 진보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소녀 가극단 양성회의 조직은 새로이

음악가극학교로 바꾸고 참면목으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전부터

감독 관청에 출원해왔다. 덕분에 작년 12월 8일부로 인가를 받아,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단 양성회를 해산하고, 이곳에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를 설립하였다.

∙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는 도쿄음악학교 불국(佛國)가극학교를

본받아 학과를 예과1년, 본과1년, 연구과로 나눈다. 예과는 일반

음악에 관한 학과를 교수하고, 본과는 다소 전문적으로 음악, 가

극에 관한 학과를 수득하며, 연구과는 오로지 그 전수과목을 연

구하도록 따로 년수를 한정하지 않는다.

∙ 본교는 학생의 기예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지도하며 또한 그 품성

수양(인격교육)에도 엄격히 유의하는 등의 특색을 지닌다.

∙ 본교이 입학자격은 소학교 혹은 여학교 졸업 14세 이상으로 시험

을 통해 입학한 자에게는 따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악기를

대여하며 상당수당을 지급한다.

∙ 본교학생 또는 다카라즈카가극단의 일원으로서 본교에 입학하는

자는 실습발표를 해야한다.

∙ 타카라즈카 소녀 가극 양성회 학생은 동회 해산과 동시에 각각

본교 각 과에 입학한다.

71) 宝塚歌劇団(1919). 歌劇　第4号. 雄松堂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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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직원은 아래와 같다.

교 장 코바야시 이치조우

가 탁 쓰보우치 시코우

교 원 타카기 카즈오

히사마쯔 잇세이

하라다 준

우메모토 리쿠헤이

김 건이(金 健二/김 켄지)

김 광자(金 光子)

간 사 하야시 후지노스케

이 사 요시오카 주자부로

설립당시 고바야시는 음악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과 창작을 담당

하도록 하였다. 음악부분에는 안도 히로시(安藤弘), 타카기 카즈오

(高木和夫)였고, 그 이후 1915년에는 하라다 준(原田潤)을 추가 채용

했다. 그들은 모두 도쿄음악학교를 졸업한 음악가였다. 또한 그는

음악적 소양과 지식을 가진 작가와 연출가 초빙과 등용에도 적극적

이었다. 무용과 연출을 위해 초빙한 일본무용가 우메모토 리쿠헤이

(楳茂都陸平)를 비롯해서 1917년에는 츠보우치 시코우(坪内士行), 다

음해에는 키시다 타츠야(岸田辰彌)를 연출가로 초빙하였다. 우메모

토는 고바야시 요청에 의해 피아노 레슨을 받아 일본무용 레슨을

피아노 반주로 진행하였으며, 키시다는 성악과로 활동한 이력을 가

지고 있었다. 이렇듯 음악적 소양과 이해가 있는 스태프가 더해져서

지도레벨이 현저하게 높아졌다.72)

1918년부터 ‘다카라즈카 소녀가극양성회’에서는 성악, 기악, 무용의

3부분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73) 수도인 도쿄에서의 공연성공으로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가 인정받게 되었고 문부성 사립학교령

에 의하여 1919년부터는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로 개칭되며 정

72) 矢野恵二(2009). 宝塚という装置. 青弓社. p.131∼132

73) 宝塚歌劇団(2004). 宝塚歌劇90年史. 宝塚歌劇団.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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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학교가 되었다. 이때의 교장은 고바야시 이치조였다. 그는

학교를 음악과 가극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1년의 예과와 1년의 본과, 그리고 본과 졸업

후 수업연한을 정하지 않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연마하는 연구과가

있었다.74) 1922년 잡지 가극에 교장 고바야시 이치조, 이사장 요시

오카 주자부로가 적은 내용을 보면 당시 그들이 만들고자 한 교육

의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조직 및 내용75)>

∙ 다카라즈카 음악가극학교는 외국 가극학교를 본으로 삼아 학과를

예과 1년, 본과 1년, 연구과로 나눈다. 예과는 일반음악에 관해 배

우고, 본과는 다소 전문적으로 음악가극에 관하여 수양하고, 연구

과는 오직 그 전수과목에 정진하도록 따로 년수를 한정하지 않는

다.

∙ 본과는 음악 일반의 학과 외 대략 아래와 같은 과목을 교수한다.

서양무용 · 연극사 · 각본강의 · 표정학 · 분장학 · 낭독법 · 외국

어학

∙ 본교 입학자격은 소학교(초등학교) 혹은 여학교를 졸업한 14세

이상의 소녀로 한다. 시험을 통해 입학허가를 받은 자에겐 수업

료를 징수하지 않고, 악기를 대여하며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다.

∙ 본교학생은 기예향상을 위해 항상 열심히 수양하고 또한 그에 상

당하는 품성수양에도 엄격히 유의하는 등의 특색을 지닌다.

∙ 본교학생 혹은 타카라즈카 소녀 가극단의 일원으로서 본교에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한다.

∙ 본교는 타카라즈카에 숙사(기숙사) 설비를 갖춘다.

교장 고바야시 이치조

간사 요시오카 주자부로(吉岡重三郎)

74) 宝塚歌劇団(2004). 宝塚歌劇90年史. 宝塚歌劇団. p.182

75) 宝塚歌劇団(1997). 歌劇　第22～27号. 雄松堂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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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체계와 교

육내용이 확립되게 되었다. 이 시점에 다라카즈라 음악가극학교의

학생과 졸업생으로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을 조직하고, 음악, 가극,

연극, 무용극을 발표하는 기관으로 정해졌다. 지금도 가극단에 출연

하는 배우를 ‘학생’, 연습실을 ‘교실’, 입단 후 1년째 학생을 ‘연구과

1년생(연1)’이라고 불리는 것은 학교와 가극단이 분리되기 전인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남은 것이다.

그 이후 최초의 레뷰를 확립시킨 1927년의 <몬파리> 공연이후

<파리젯토>, <화시집> 등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1934년에 도쿄 다

카라즈카 극장이 개장하는 등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황금시대를 맞

이하게 되면서, 더불어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 학교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흰구름 나부끼는 롯코산(六甲山)의···’로 시작되는 교가76)도

이 때 만들어졌다. 학생 모집인원도 늘어나 현재의 모집인원77)보다

많았고, 1935년의 경우는 100명 이상이 입학하였다. 입학연령도 시

대에 따라 변경되었다. 고등 여자학교 졸업자는 본과 2년의 2년제,

소학교 졸업자는 예과 1년, 본과 2년의 3년제 였던 제도는 1936년에

는 예과 1년으로, 1945년도에는 예과 1년, 본과 1년의 2년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1939년 12월에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분리되고, ‘학교의 학생은 흥행단체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라는 정부

의 방침애 따라 ‘다카라즈카 음악 무용학교’로 개칭되었다.78) 원래

학교 이름이었던 ‘가극’이라는 단어 대신 ‘무용’을 쓰게 된 것은 전쟁

76) 타카라즈카 음악학교 교가

1절 흰구름 나부끼는 롯코산의/ 소나무 푸르름에 어우려져/수려한 산의 정기를

받아/우리들 요조숙녀 여학교는/가극의 나라 타카라즈카/가극의 나라 타카라즈카

2절 희망은 청아한 무코가와의 강/물줄기는 끝없이 영구하여/물의 영롱한 순수함을

담은/우리들은 오로지 요조숙녀/가극의 나라 타카라즈카/가극의 나라 타카라즈카

3절 설령 피안이 멀지라도/이상은 높이 구름의 저편/구원의 전당으로 날아오르

자/우리들은 숙녀 봄의 새/가극의 나라 타카라즈카/가극의 나라 타카라즈카

77) 2014년 현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모집인원은 약 40명정도이다.

78) 1943년에 다카라즈카소녀가극이 다카라즈카가극단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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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흥행단체에 대한 엄격함이 반영된 것이었다. 전쟁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면서 1944년 3월에 마침내 휴교를 하게 된다. 재학생은 물론

그 해 졸업생들은 전원 카와니시항공기 다카라즈카제작소(川西航空

機宝塚製作所)에 동원되어 비행기 부품을 만들었다.

이들이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종전 후 다음연도인

1946년이었다. 다카라즈카 음악 무용학교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로

개칭하였고, 예과 1년 제도를 실시하였다. 1949년도부터는 학생들에

게 수업료를 받게 되었고, 의무년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가극단의 학생들이 아닌 학교의 재학생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되었고,

그 대신 본과 졸업 후 연구과 2～3년까지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의

무였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수업료를 받고, 졸업 후 진로는 개인

의 선택에 맡겨졌다.

입학연령 또한 시기에 따라 다른데, 전쟁 중에는 구제도 여자고등

학교(旧制高等女学校) 졸업자는 본과 2년의 2년제, 소학교 졸업자는

예과 1년, 본과 2년의 3년제였으나, 1936년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로 재개되면서 예과 1년제가 되었고, 1957년도의 입학생부터는 지금

과 같은 예과 1년, 본과 1년의 2년제가 되었다. 1974년에 전국적으

로 큰 영향을 끼친 <베르사이유의 장미>의 붐에 따라 다음해인

1975년부터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학교 창립부터 1940년까지 고바야시 이치조가 교장으로 근무하였

고, 모리슌이치(森隼一), 히키다 이치로(引田一郎), 히키다 이치로(引

田一郎), 쿠마노 키이치(態野紀一)를 거쳐서 현재의 교장은 이키 츠

네오(伊木常雄)이다.

이와 같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가극단과 함께 더불어 약 100년

정도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 입학연령, 학칙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과 같은 학교의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 45 -

시간이 걸렸고, 덕분에 체계적이고, 다카라즈카만의 학교스타일과

교육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림 8>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2. 학교의 운영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음악학교’라고 일컫지만, 학교 안에서 음악

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학칙 제 1장 총칙의 제

2조에 의하면 ‘본교는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예능을 연마하고, 깨끗

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인격과 폭넓은 교양을 기르는 사회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극 무

대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음악, 무용, 연극을

배운다. 또한 동시에 인간으로의 교양을 쌓고, 보다 완성된 여성을

기르는 이념으로 수련을 하고 있다.79)

79) 2013년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안내책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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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세부과목
연간학업시수

예과 본과

음악

성악 363 349

악전 54 0

기악 43 52

무용
일본무용 114 128

서양무용 461 513

연극 연극 175 226

교양 일반교양 40 34

합계 1250 1302

1) 학기와 방학

매년 4월 1일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다음해 3월 31일에 1년 교육과

정이 끝난다. 1년은 전기·후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기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에 끝나고, 후기는 10월 1일에 시작하

여 3월 31일에 끝난다. 이는 매년 학교사정에 의해 조금씩 변경되기

도 한다.

<표 2> 연간 학업시수80)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은 그 지역의 기후

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방학은 크게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으

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봄방학은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여름방학

은 7월말부터 8월말까지, 겨울방학은 12월말부터 1월초경까지이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방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다카라

즈카 음악학교 학칙 제 2장 ‘학년 또는 휴업’에 의하면 봄방학은 3

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여름방학은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겨울방학은 12월 25일부터 그 다음해 1월 7일까지로 정해져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방학과 학기는 일본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80)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학칙 제 4장 ‘학과과정 및 연간수업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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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립학교 다카라즈카 공립학교

수업료 378,624 600,000 -

입학금 160,901 480,000 5,641

시설 정비비 등 170,370 324,000 -

합계 709,895 1,404,000 5,641

2) 학비

일본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비 평균액이 70만엔 정도이지만, 공립

학교는 2012년도부터 수업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총 납부금이 약 6

천엔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81)

<표 3> 2012년 일본 고등학교 학비

다카라즈카 학비의 경우 140만엔 정도로 한화로는 약 1400만원 정

도 금액을 낸다. 이처럼 수업료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학비는 보통 70만엔정도 납부하는

사립학교보다 2배 정도 비싸며, 공립학교의 학비에 비하면 그 차이

가 더 많이 난다. 또한 학비 외에 학교 재학 중이나 가극단에서 활

동 할 때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무대의 소품, 화장품, 악세사리, 의

류, 교재 등 기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집안의 학생일 확률이 높다.

3) 각종학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과정은 총 2년으로 각종학교로 분류되

어 있다. 따라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

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2003년도부

81)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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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교육과정 개혁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미졸업자에 대해 코요다이

(向陽台) 고등학교와 연계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 지원제도’를

시작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고

등학교 졸업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수

업 후 주 1～2회에 수업을 받거나, 여름·봄방학을 이용하여 집중 수

업을 받고 있다. 도입 첫해에 24명, 제도 도입 후 4년동안 가극단

학생을 포함하여 101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면서 일반교과는 제외

하고, 실기위주의 수업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었다. 또한 졸업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취약점을 보안하

고 있다.

3. 입학

1) ‘동쪽의 도쿄대학교, 서쪽의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일본에 ‘동쪽에는 도쿄대학교, 서쪽에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東の

東大、西の宝塚)’라는 말이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하기가

일본의 최고 일류대학인 도쿄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현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약 20대 1이며,

1974년에는 <베르사이유의 장미>의 사회적인 붐 이후에 학교에 입

학하기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더욱 심해져 30대 1, 40대 1까지 경쟁

률이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이처럼 경쟁률이 매우 세기 때문에 음악

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재수생82), 삼수생이 있으며, 다카라즈카 음악

학교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도 있다. 이전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재

82) 이들을 ‘다카라즈카 재수생(로닌浪人)’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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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수를 하며 입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만연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1980년도에 지원자격을 변경하여 현재 재학 중이

거나, 졸업자로 제시하고 있다.83)

3월말이나 4월초가 되면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서 3차에

걸친 입학시험을 치르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 합격하여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입학식이 그 날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표된다. 다카라즈카 음악

학교의 입시가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합격자 발표 현장을 매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졸업생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한 사람

당 4번의 기회가 있으나, 약 2∼3번째 합격을 하는 학생이 제일 많

다고 한다.84) 이처럼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2003년 20.4 : 1 91기

2004년 21.32 : 1 92기

2005년 19.68 : 1 93기

2006년 20.49 : 1 94기

2007년 19.18 : 1 95기

2008년 21.35 : 1 96기

2009년 27.65 : 1 97기

2010년 25.7 : 1 98기

2011년 23.5 : 1 99기

<표 4>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시 경쟁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입시 경쟁률이 세다는 것은 다카라즈카 가

극단의 인기를 반영한다. 다카라즈카 무대에 서기를 꿈꾸는 학생들

이 많으며, 가극단에서 예술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음악학

교를 졸업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음악학교에 지원하고 있

83) Berlin Zeke(1988). Takarazuka : A history an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all-female Japanese performance company, New York University. p.189

84) 江藤茂博 외 4명(2007). 宝塚歌劇団　スタディーズ. 戎光祥出版株式會社.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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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인

원

여자 약 40명

지

원

자

격

만 15∼18세

- 수험당시에 중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

- 용모단정하고, 졸업후 다카라즈카 가극단 학생으로 무대인에 적합한자

수

업

연

한

예과 1년·본과1년 합계 2년

제

출

서

류

입학서류, 건강진단서, 주민증, 성적증명서 등

수

험

료

제 1차 수험료: 10,000엔

제 2차 수험료: 20,000엔(제 3차수험료 포함)

- 제 1차 수험료는 은행에서 수납하고, 제 2차 수험료는 수험일

시험장 접수처에서 현금으로 수납함

(수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치룰 수 없음)

다.

2) 지원자격 및 시험일정

다음은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안내에 관련된 내용이다.85)

<표 5> 음악학교 입학안내 사항

학교의 정원은 약 40명으로 예전에는 50명까지 모집했으나,86) 최근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다. 인원이 40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매

85) 2013년도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안내책자

86)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학칙 제 1장 총칙 중 제 2조에 의하면 예과와 본과의 최

대의 정원을 50명으로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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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변경되고 있으나, 최근 3년 정도는 4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지원자격은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여학생들,

즉 만 15～18세의 여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와 고

등학교 졸업을 한 자가 아닐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아란케이87) 등 재일교포가 입학한 사례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대중매체나 공연을 통해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다카라즈카 공연을 본 적이 없었어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지원을 하

기도 한다.88)

제출서류로 입학서류, 건강진단서, 주민증, 성적증명서 등이 있다.

입학서류에서 특이한 점은 이름, 가족, 주소, 증명사진, 전신사진 등

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외에 다양한 문화활동경력을 가진 수험생

의 성장을 알기위한 항목으로 클럽활동, 스포츠 등의 특기, 수상경

력, 자격, 예능활동경력유무, 그리고 이 외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100자 이내로 기입하는 항목이 있다.89) 이는 학생들을 기술

로만 평가하지 않고,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는 요소이다.

수험료는 1차 수험료 10,000엔이고, 2차 수험료는 20,000엔이다.

2009년도 이전에는 처음 한 번에 금액을 다 지불했으나, 새로이 입

학과정이 개정되고 나서는 1차, 2·3차로 따로 지불하고 있다.

입시는 매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이루어지며 시험 종료 후 다음

날 혹은 모레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 시험은 총 3차 시험까지 진행

된다. 1차 시험합격자만 2차 시험을 치룰 수 있고, 2차 시험합격자

만 3차 시험을 치룰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제 1차 시험을 가장 먼

87) 재일 한국인 3세인 아란케이(安蘭けい)가 1991년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입단

을 하고, 2006～2008년까지 남자역 톱스타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아란 케이 "韓日 문화 사다리 되고파". 연합뉴스. 2011년 11월 25일

88) 滝田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66

89) 2013년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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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치르는 도쿄의 경우 3월 20일에 시작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3

월 29일이었다. 총 3차까지의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가 10일 안에

이루어지는 빠듯한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

학시험을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은 도쿄와 다카라즈카 두 지역에서

나누어 시험이 치워진다. 동북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도쿄에서 시

험을 보고, 서남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다카라즈카에서 시험을 본

다.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2·3차는 다카라즈카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도쿄에서 보았던 학생들도 다카라즈카시로

이동해서 시험을 보게 된다. 1차 시험에서는 약 900명 정도가 응시

하고, 그 중 정원의 3배수인 120명 정도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

으며, 이 중 약 40명이 최종합격을 하게 된다.

이처럼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시의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고, 도쿄

와 다카라즈카 두 지역에서 시험을 보며, 시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전형구분 일정 장소 및 비고

원서접수 1월10일～2월 5일 우편접수

수험표발송 2월 20일경 우편발송

제1차시험
3월 20일

20일(도쿄), 23일(다카라즈카)
3월 23일

제1차 합격자

발표
3월22일, 3월 24일 22일(도쿄), 24일(다카라즈카)

제2차시험 3월 25.26일 다카라즈카

제 2차

합격자 발표
3월 27일

제3차시험 3월 28일 다카라즈카

최종합격자

발표
3월 29일

학교에 거재

발표후 당일 입학설명회 진행

<표 6> 2013년도 전형일정90)

90) 2013년도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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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다카라즈카 입학시험은 총 3차 시험까지 진행된다. 1차에는 면접,

2차에는 면접, 가창, 무용, 3차에는 면접, 건강진단을 본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입학의 전형과목은 발레, 성악, 면접이 있

다. 매년 각 과목 7～10명의 심사자들, 예를 들면 다카라즈카 가극

단이사와 연출가, 강사, 안무가 등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선생님들

에 의해 채점된다. 채점방법은 1차 시험은 각 과목에 대해 심사자

한명이 10점 만점을 2차 시험은 각 과목에 대해 심사자 한명이 100

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다.

면접에서는 용모와 자태, 말투, 동작, 태도, 화려함 등 다카라즈카

가극 무대의 적성을 심사한다. 1차, 2차 시험에서는 단체면접으로

신장, 체중, 연령, 출신지 등 간단한 것을 묻고, 3차의 최종면접에서

는 개인면접으로 시험횟수 등 개인마다 질문이 다르나, 내용보다 말

하는 법, 표정 등을 중시하고 있다.91)

가창시험은 원서와 함께 배부된 6～8곡의 과제곡 중 1곡을 뽑아

시험을 보는 가창, 새로운 악보를 받고 노래를 부르는 시창, 음정

연습을 하기 위한 성악 교본인 코르위붕겐의 5도음정 가창을 통해

성량, 음색, 음정 등을 심사한다. 1차에서는 코르위붕겐과 과제곡, 2

차에서는 신곡시창과 과제곡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무용시험에는 클래식 발레를 기본으로 본과생들이 모범연기를 보

여준 후 따라하는 시험을 통해 리듬감 등 기본적인 운동능력과 유

연성 및 서양무용의 적성 등을 심사한다.

발레와 가창을 잘하고 몸매의 균형이 좋은 수험생돌이 합격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두 번에 걸친 면접을 통해서 아직 기술적으로 완

성되지는 못해도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장래성을 가지고 있는 수

91) 하라 미츠코(原みつ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시학원 원장) 인터뷰. 2013년 8월 14일

우에노 미사오(上野操,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무용 강사) 인터뷰. 2013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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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생들도 뽑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

격자는 매년 3월 말부터 4월초쯤에 발표된다.

제 1차시험 면접

제 2차시험

면접

가창

무용

제 3차시험
면접

건강진단

<표 7> 전형방법92)

<그림 9>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광고

92) 2013년도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안내책자



- 55 -

4. 학교생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규칙이 엄격하게 정

해져 있다. 입학할 때 규칙집이 배부되고, 그 책에는 교복, 머리모양

등 학교에서의 생활, 기숙사에서의 생활, 각각이 상세한 규칙이 설

치되어 있다.

1) 학교 규칙

(1) 학교에서의 규칙

학교의 생활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이다. 이는 다카라즈

카 음악학교의 예과생에 전해지는 대표적인 전통 중에 하나로, 매일

아침 예과생은 6시 전후에 등교해서 청소의 준비를 한다. 청소는 본

과생들의 지도 아래에 약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진다. 청소의 분담구

역은 입학식 이후 정해지고, 정해진 분담구역은 일 년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청소는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서 수업과 레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과생들은 예과생들에게

자신이 해왔던 것을 가르치고, 예과생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기숙사에서의 규칙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희망자는 기숙사에 들

어갈 수 있다. 학교가 있는 관서(関西)지방에 살아도 통학하기 힘든

경우 기숙사에 들어간다. 전교생의 반 이상인 약 4분의 3의 학생이

친가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통학을 한다. 처음의 방배정은 학교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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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1차 입학시험

제2차 합격자발표

제2차입학시험

합격발표

가이던스/집단훈련

입학식

수업시작

10월
가을 음악회

교류 페스티발

5월 제비꽃모금 11월 교내발표회

6월
하복착용

전기중간시험
12월

극장실습

후기중간시험(예과)

겨울방학

7월 1월 졸업시험(본과)

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입학 때 결정한다. 방은 1년마다 바

꾸기 때문에 예과에서 본과를 올라갈 때 이동을 한다. 이때에는 학

교에서 방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방을 배정한다.

그 외의 기숙사 안에서의 문제와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들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학교원칙에 따라 기숙사위

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을 한다. 스스로의 결정권과 그에 대한 책

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2) 예술관련 행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가을의 음악회, 문화제, 극장실습 등

우수한 무대인으로의 교육을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기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있으면 외부극장 견학, 외부이벤트, 기념행사의 출현 등

을 행하고 있다. 단, 학교장 허가하지 않은 영화, 방송, 음악회에 출

연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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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강습

8월 여름방학 2월 문화제

9월

교내발표회

전기기말시험

동복착용

수학여행

3월

졸업식

후기기말시험(예과)

봄방학

도쿄제1차입학시험

도쿄합격자발표

<표 8> 학사일정93)

(1) 제비꽃 모금

매년 골든위크94) 즈음에 다카라즈카 패밀리 랜드에서 사회를 밝게

만드는 운동의 일환으로 제비꽃 조화를 팔아서 모금을 하는 ‘제비꽃

모금’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01기생, 102

기생에 의해서 6월 18일에 행해졌다. 예과생은 오전 9시부터 30분부

터 10시 15분까지 약 45분 동안, 본과생은 예과생의 모금활동 이후

인 10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약 50분 동안 참여하였다. 2014년

제비꽃 모금 행사에서 모인 기부금은 총 1,470,090엔으로 한화로 약

1500만원이 모였다. 모금활동에서 모인 돈은 일본 유니세프95)협회에

전액 기부되어 진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무대가 아닌 곳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카라즈카 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들에게 격려

의 인사 등을 받는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팬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

우고, 더불어 기부금을 모으면서 사회봉사에 일조하고 있다.

93)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홈페이지

94) 일본에서 4월 맡부터 5월초까지 공휴일이 모여 있는 일주일을 가리킨다. 골든

위크(ゴールデンウィーク) 또는 황금 주간(黄金週間)이라고 불린다.

95)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

기금으로 국적이나 이념,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상설보조기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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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발표회 및 가을음악회

교내발표회는 학생들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연습의 성과를 발표하

는 것으로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말과 가을 음악회가 끝난

후인 11월말에 연 2회 실시된다. 이 발표회는 가을 음악회와 더불어

큰 발표회 중 하나이며, 연극과 일본무용, 서양무용 등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연습성과를 발표한다. 이 발표회에서는 예과생은

일부분 피아노, 코러스, 보컬 등의 일부분에 출현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연준비, 조명 등을 담당하고, 본과생의 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을음악회는 9월초와 11월말에 있는 교내발표회의 중간인 10월에

개최된다. 가을음악회에서는 성악은 물론 피아노, 샤미센, 합창 등

학내발표회 때 발표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공연한다.

교내발표회와 가을음악회에서의 총 3번의 공연은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무대에 올리면서 예술가로 데뷔하기 전에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고, 음악학교에서 중요한 무대인 문화제 전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다.

(3) 문화제

여름이 되면 본과생들의 가극단 입단준비와 관련된 행사가 많아

진다. 그 중에 하나가 ‘예명제출(芸名)’이다. 예명은 다카라즈카에 있

는 동안 개명을 하지 않는 한 공연 프로그램 등에 실리는 등 가극

단에서 퇴단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과 여

름방학 동안에 친구, 가족,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여 예명을 짓고,

선배들의 예명과 겹치지 않게 주의해서 제 2지망까지 제출한다. 이

후 가극단 심사를 거쳐 11월경에 예명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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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예명이 정해져도 음악학교에 있는 동안은 쓸 수 없다.96) 보통 고

향, 모친의 이름, 예전 스타이름, 존경하는 인물, 이름사전 등을 참고

하고, 각자의 분위기에 맞추어 정한다.97) ‘아름다움, 아이, 꽃, 달, 행

운, 진실, 큰, 대단한, 빛나는, 사랑스러운’ 의미를 지닌 한자가 가장

인기가 많다.98)

예명이 정해지면 ‘문화제’라는 음악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다.

문화제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졸업을 앞둔 본과생들의 졸업공

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 배운 2년간의 예

술적 성과를 선보이는 것이다. 매년 문화제 전에 본과생은 무대를

위한 준비로 극장실습과 화장방법을 배운다.99) 극장실습에서는 다카

라즈카 대극장과 바우홀의 내부, 대도구실과 소도구실, 연습실 등의

견학을 한 후 무대의상 시착 등을 한다. 화장강습에서는 무대용 메

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현역 다카라젠느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다.

문화제의 공연일시는 매년 2월 마지막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이

틀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12시 공연, 16시 공연으로 하루에 두 번

이루어진다. 즉 총 4번의 공연을 한다. 장소는 다카라즈카 바우홀에

서 이루어진다.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일본무용과

예과생 코러스, 클래식보컬, 포퓰러 보컬 등의 성악 위주의 공연이

고, 2부는 연극을 하며, 3부는 재즈댄스, 발레, 재즈댄스, 모던댄스,

모던발레, 탑댄스의 무용 위주의 공연을 한다. 이는 음악·무용·연기

등을 배우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반영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며, 매년 곡이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기는 하지만 1

부에서 일본무용과 성악, 2부 연극, 3부 댄스의 공연형태는 매년 유

지되고 있다.100)

96) 滝田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70

97) 麻乃佳世(1989). 宝塚音楽学校, 入学から卒業まで. 白水社. p.126

98) Berlin Zeke(1988). Takarazuka : A history an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all-female Japanese performance company. New York University. p.200-207

99) 麻乃佳世(1989). 宝塚音楽学校, 入学から卒業まで. 白水社.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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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제99기생 문화제

일시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12시, 16시

24일 일요일 12시,, 16시

장소 다카라즈카 바우홀

1부

일본무용

예과생 코러스 4곡

클래식 보컬　２곡 솔로

포퓰라 보컬:다카라즈카 주제곡 메들리16곡

2부
연극<성냥 1개의 행복(マッチー一本の幸せ)＞

ー프레데릭 6세의 청춘(ブレデリク六世の青春)ー

3부

댄스콘서트

(재즈댄스,발레,재즈댄스,모던댄스,모던발레,

발레,재즈댄스,탑댄스)

<표 9> 제 99기생 문화제 프로그램101)

문화제가 끝나면 바로 졸업시험 그리고 2년간 학교생활의 최종일

인 졸업식이 행해진다. 그 날 오후에는 가극단의 입단식이 있다.

문화제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모든 성과물들을 발표하는 자리

이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이 올려지는 다카라즈카 바우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예비 다

카라즈카 가극단의 학생으로서 무대경험을 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예과 1년생과 본과 1년생의 2년 과정으로

100) 제 95～99기생 문화제 프로그램북

101) 제 99기생 문화제 프로그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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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육과목 및 수업시수

세부

과목
음악 무용 연기 기타

예과

합창(1),

성악(클래식)(3),

성악(대중)(2),

성악(솔페지)(1),

악전(솔페지)(1),

피아노(1),

보이스트레이닝(1),

성악(코르위붕겐)(1)

총 11시수

필라테스(1),

발레(5),

탑댄스(1),

모던댄스(4),

일본무용(3)

총 14시수

연극(3)

총 3시수

특강

(1)

총

1시수

본과

성악(1),

합창(1),

성악(클래식)(2),

피아노(1),

성악(대중)(1),

보이스트레이닝(2),

성악(솔페지,코르위붕겐)(1)

총 10시수

탑댄스(1),

발레(4),

모던댄스(5),

일본무용(3),

필라테스(1)

총 14시수

연극(4)

총 4시수

특강

(1)

총

1시수

이루어져 있다. 각 학년은 A조와 B조의 2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

고, 본과에 올라갈 때 반을 바꾼다. 성적으로 A와 B반으로 나누지

않고, 남자역과 여자역 혹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 등 전체

의 균형을 생각하여 결정된다.102)수업 시간표를 살펴보면 수업이 A

조와 B조가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함께 같은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수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주 6일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평일의 경우 아침 9시부터 저

녁 5시정도까지이며, 토요일의 경우는 3시 반까지 수업을 한다.

<표 10> 교육과목 및 수업시수

102) 滝田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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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때 학생들의 본인이 의사를 반영해 남자역, 여자역을 정한

다. 이렇게 정해진 남자역과 여자역의 수업내용이 일부분 다르다.

예를들면 남자역의 경우 무용을 할 때 여자역을 리드하는 레슨을

받거나,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에서 남자발성을 낼 수 있도록 배운

다. 연기도 남자다운 행동을 배운다. 여자역은 여자역대로 여성적인

춤, 발성, 연기를 익힌다.103)

음악의 과목을 살펴보면 성악, 피아노, 보이스트레이닝, 합창104), 악

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악의 과목에서는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 솔페지를 배우며, 독일의 피아니스트

이자 지휘자, 작곡가인 뷜너(Wüllner, F.)가 지은 세 권으로 음정 연

습을 하기에 효과적인 코르위붕겐과 이탈리아의 음악 교육가이자

작곡가인 콩코네가 지은 다섯 권의 성악교본인 발성 연습에 효과적

인 콩코네를 교재로 한다.105) 발성, 음정 등 기초적인 내용뿐 아니라

대중음악, 클래식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배운다. 또한 악전과 같은

음악이론수업과 보이스 트레이닝, 피아노와 같은 음악성을 기르는

과목,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하면서 음악을 익혀나가는 합창과목

을 배운다.

무용의 경우 일본무용, 발레, 모던댄스, 필라테스, 탑댄스, 재즈댄스

로 전통과 현대장르를 고르게 배우고 있다. 또한 일본무용의 경우

각 유파별로 배운다.106) 이 중에서 발레와 모던댄스의 수업이 가장

많은데, 이는 다카라즈카 가극에서 보여지는 라인댄스와 뮤지컬적인

요소를 위해 교육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음악, 무용, 연기 등 배운 모든 과목에 대한 성과를 하기위해 정기

적으로 시험을 본다.107) 시험은 전기, 중기, 후기 년 3회가 있다. 예

103) 滝田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69

104) 합창수업은 주 1회 있고, 그 성과는 가을에 있는 합창대회에서 발표한다.

麻乃佳世(1989). 宝塚音楽学校, 入学から卒業まで. 白水社. p.126

105) 우에노 미사오(上野操,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무용 강사) 인터뷰. 2013년 8월 25일

106) 江藤茂博 외 4명(2007). 宝塚歌劇団　スタディーズ. 戎光祥出版.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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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생은 7월에 전기, 12월에 중기, 3월에 후기, 본과생은 6월말에 전

기, 9월 중순에 중기, 1월에 졸업시험을 본다.108) 시험결과는 예과부

터 본과까지 클래스를 나누는 데에 영향을 주고, 교내발표회, 문화

제 등의 배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전에 샤미센, 고토와 같이 전통악기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

으나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무대 위에서 이를 연주할 기회가 사라

짐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109)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천리 국제 학원에서 파견된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을 주1회 실시하

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필라테스’‘보이스 트레이닝’ 과목을 신설하

였다. 또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내용 중 특징적인 부분은 시

간표에 있는 수업 외에 외부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행사

와 이벤트에 대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참가한다. 이는 수업이외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로 학생들이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학생들이 적은 기회라도 실제 공연을 접하여 자극을 받고,

실제 공연의 예술과 연기를 배울 수 있도록 외부극장에 공연 관람

을 하러 간다. 노나 가부키와 같은 전통예능은 물론 다카라즈카 가

극 이외에 다른 극단의 공연,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한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다양한 장르, 그리고 ‘남자역’‘여자역’

중 자신이 맡은 역할에 알맞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위한 성과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은 다

카라즈카 가극단에서 활동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107) 江藤茂博 외 4명(2007). 위의 책. p300  
108) 滝田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69

109) 하라미츠코(原みつ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시학원 원장) 인터뷰. 2013년 8

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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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교육관

다카라즈카의 음악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음악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인 예술계 각종학교, 예술고등학교와 다른 몇가지 면모를 발견

할 수 있다.

우선, 학교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음악학교의 창시자인 고바야

시 이치조는 ‘맑고, 아름답게, 바르게’라는 모토로 학교와 극단을 설

립하였다. 이는 예절교육의 일종인 씨스케 교육 등 지금까지도 학교

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교육과

정에 구성되어 있다.110) 하지만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경우에는 음

악과 관련된 이론과목을 빼고는 모두 실기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졸업자들은 모두 극단에 취직을 할 수 있다. 이

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레슨이나 강

사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음악계의 모습과 대조된다.

위와 같은 특징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

관을 교육목표 측면, 교육내용 및 방법 측면, 졸업 후 진로 측면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목표 - ‘맑게, 바르게, 아름답게’의 영향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창립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맑고, 바르고,

아름답게’111)를 모토로 하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을 창시

110) 교육과정 ‘전문교과’부분 참고

111)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단가는 ‘다카라즈카 우리 다카라즈카 맑고, 바르고, 아름

답게..’로 시작한다. ‘맑고, 바르고, 아름답게’는 창시자 고바야시 이치조의 위훈이

다. 이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의 본질을 결정하는 말이다. 현재 가극단

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고, 가극단의 공연을 본적이 없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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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음은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음악학

교의 교육방침과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관련된 책에서 언급된 교

훈에 관련된 내용이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다카라즈카 가극단 학생의 양성기관으로, 음

악, 무용, 연극 등의 기예를 연마하고, 무대인으로서의 소양을 습득하

고, 청순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인격과 교양을 길러, 훌륭한 무대인의

육성에 노력합니다. 그를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엄격한 레슨에 견

딜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동시에 예의범절도 중시합니다.

맑게,는 항상 깨끗한 심신을 지키는 것. 바르게는 규칙을 지키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아름답게는 외모 뿐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운 것,

이 것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훈입니다.‘112)

위의 음악학교의 교육방침과 ‘맑게, 바르게, 아름답게’의 의미를 살

펴보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무대인으로서 필요한 기술의 습

득 뿐 아니라 교훈인 ‘맑고, 올바르고, 아름답고’와 같이 예의범절과

매너를 배우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교훈의 영향으로 예의범절과 매너를

강조하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쓰케(仕付け) 교육113)이라

는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쓰케는 일본어로 ‘예의범절을 가르

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의, 행동 등의 매너를 교육하는 것으

로 우리나라의 예절교육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예과생 때 배운

소양은 무대생활의 기초가 된다’라는 기저 아래에 엄격한 규칙이 정

해져 있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일본의 시쓰케 교육에 있어서 제

지라도 이 말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모토를 기본으로 다카라즈카 가극과

음악학교의 교육목표가 정해졌다.

112) 田辺節郎(1994). タカラジェンヌへの道. 堅省堂. p.19～20

113) 이마니시 마사코(今西正子 1999). 일본의 다카라스카의 연극교육. 여성국극 50

주년 기념국제학술 세미나: 동아시아 전통공연예술교육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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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엄격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 입학하면 ‘예과생의 소양’이

라는 규칙집이 배부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이 규칙집에는 다

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생활, 기숙사에서의 생활 등 교복, 머리모양,

차도, 통학로, 여행이나 외부 출연시에 관한 내용의 규칙이 상세하

게 정해져 있다.114)

이러한 시쓰케 교육의 시작은 입학식이 끝난 직후, ‘가이던스’라는

집단훈련, 즉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교육을 통

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생활관리,

건강관리, 집단생활의 기초지식을 지도받는다. 교실내외에서의 예의

범절과 규칙, 주의사항 등을 몸에 익히며, 본과생들에게 선배로서의

자각을 시키려는 의도로 교사가 아닌 본과생들에 의해 지도된다.

가이던스에서의 교육내용을 예를 들면 일본무용의 연습시간은 선

생님과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일어서서는 안 된다. 눈앞에 있는 사

람에게 눈을 내려서 말해서는 안 된다. 열차의 제일 마지막 칸에 타

야 한다. 특정한 식당과 커피숍을 이용이 제한된다. 선배를 볼 때

눈을 마주쳐서는 안된다.115) 등으로 식생활, 무용을 하기 전에 몸을

푸는 방법, 연습복을 입는 법과 관리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연습할 때의 매너, 행동, 태도, 훈련 등의 예의범절 등을 배운다.116)

114) 제복을 입을 때는 제모를 반드시 쓸 것, 오바코트 착용시 머플러와 장갑은 흰

색, 학교뱃지의 위치 등이 정해져 있다. 여름제복 때 볼레로와 모자 착용은 금

지, 학교지정 가디건만 착용이 가능, 신발은 흰색 3번 접힌 양말 등등 머리모양

은 앞머리 내려오는 거 금지, 머리장식 금지, 화장 금지, 교문 출입시 반드시

묵례, 복도와 계단을 일렬로 걷음, 꽃의 길 가까운 곳 이용 금지 등

115) Berlin Zeke(1988). Takarazuka : A history and descriptive analysis of the

all-female Japanese performance company. New York University. p.200-202

116) 그 밖의 가이던스 내용

<학교내에서의 인사>

- 수업 시작 전에는 ‘안녕하세요’

- 수업이 시작하면 묵례

- 수업이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 화장실 안에서 묵례

<학교외에서의 인사>

- 학교 밖에서 선생이나 상급생을 만났을 때 오후 3시까지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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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쓰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아침청소’이다. 예과생들은 6시전

후로 등교하여 약 1시간정도동안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을 청소한다.

아침청소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예과생들에게 전해지는 대표적

인 전통 중 하나로 엄격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정신력을 강화하

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을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2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서 정신력 그리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을 기

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예과생 1년 동안 매

일아침 7시까지 등교를 해서 학교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좁은 곳에 살면서도 청소에 대해서 청소기를 사용하여 20분

만에 끝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기가 나오기 이전에 청

소할 때에는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예과생들은 매일아침,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빠짐없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117)

위의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관계자의 말을 비추어보면 학교에서 아

침청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가이던스, 아침청

소와 같은 시쓰케 교육을 통해 그들은 예절과 매너를 몸에 익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내심, 정신력을 기르며 예술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러한 시쓰케 교육과 같이 학교에서 교육된 기초적인 지식과 기

- 오후 3시 이후는 ‘수고하셨습니다’

- 길에서 선생님이나 상급생의 앞을 지나쳐서는 안되고, 급할 경우에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나간다.

<각 교실에서의 출입>

- 반드시 노크한다.

- 입실할 때, 문을 반쯤 열었을 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간다.

- 퇴실할 때, 문을 닫으며 ‘실례했습니다’라고 말한 후 나온다.

滝田 誠一郎(2003)．focus on 異色分野, 育つ！. p.67

田辺節郎(1994). タカラジェンヌへの道. 堅省堂. p.37~38

117) 영화 Dream girls. Longinotto, Kim. Distributed by Women Make Movies. 2007.

6분 46초～8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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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

의 무대에서 보여지는 질서정연한 라인댄스는 음악학교에서 습득한

성과 중 하나이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무대에서 통일미를 구축하는

데 시쓰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교육내용 및 방법 - 실기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학교가 도입되기 전에는 한 선생님 밑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

는 도제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은 제자의 수행

수준, 제자의 이해 수준, 제자가 갖고 있는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 한 사람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형태보다 최소한의 수로 이루

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118)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경우 정원이 40∼50명이다. 다른 음악학교

정원에 비하면 학생들의 숫자가 적다. 각 학년은 A조와 B조의 2개

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A조와 B조가 따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 학년 정원이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반을 나누어서 수업을

할 때에는 20명 정도만 함께 수업을 받는다. 예과생과 본과생 모두

총29시간 중에 20시간의 수업을 A와 B반으로 나누어서 배우고 있

다. 또한 연극, 포퓰라, 성악(클래식), 발레, 피아노, 일본무용, 필라테

스, 보이스트레이닝, 코르위붕겐, 모던댄스, 솔페지 과목이 나누어서

진행되고, 발레, 모던댄스, 합창, 탑댄스 과목들은 함께 진행된다. 함

께 진행되는 과목들은 주로 댄스이고, 그 외에 수업들은 소수의 인

원으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중 주목할 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일반 고등

118) 김한미(2012). 도제식 교육으로 본 성악 레슨: 오페라 성악가가 되기까지. 서울

대학교 출판부. p.197



- 69 -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반교과와 관련된 과목이 없고, 음악, 무용, 연

기 등 예술관련 전문교과와 관련된 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행해지는 수업은 모두 예술가로 성장을 위

한 교육만 실시되고 있다. 음악의 과목을 살펴보면, 성악, 피아노, 보

이스 트레이닝, 합창119), 악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용의 경우 일본

무용, 발레, 모던댄스, 필라테스, 탑댄스로 전통과 현대장르를 고르게

배우고 있다.

이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전공자, 무용전공자, 연기전공자들이

배우는 과목들을 한 사람이 모두 배우고 있는 것이며,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에 음악, 무용, 연기가 모두 필요한 만큼 다양한 내용

과 많은 수업을 받고 있다.

3) 졸업 후 진로 - 학교와 가극단의 연계성

 다카라즈카 가극단와 음악학교는 지리적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꿈을 꾸는 무대를 매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극단과 음악학교가 서로 함께 운영된다

는 것은 많은 장점을 지닌다.

119) 합창수업은 주 1회 있고, 그 성과는 가을에 있는 합창대회에서 발표한다.

麻乃佳世(1989). 宝塚音楽学校, 入学から卒業まで. 白水社.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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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음악학교

  
과거부터 음악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음악가이면서 작곡이나 연주보다도 더 효율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이 주로 선택하

는 부업은 악기나 악보 판매의 중개업, 출판 특히 악보 출판 등 이

었다.120) 한국에서 현재의 예술가들의 생활은 안정적이지 않다.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 중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다.121) 이

는 대학을 졸업을 한 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거나 고용불안에 시

달리는 20대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대학 졸업을

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취직이 가능했던 시대와 달리 취직을 하더라

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높은 스펙122)을 보유하고

있어도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렵고, 불안정한 취업

을 포기하고, 석사 및 박사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공무원,

임용고시 등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120) 니시하라미노루(2013). 음악가의 생활사. 이언숙 옮김. 열대림. p.97∼99

121) 작가 우석훈이 2007년에 쓴 책의 제목인 ‘88만원 세대’에서 시작된 말로, 우리

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119만원에 20대의 평균 소득 비율인 74퍼센트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일컫는다.

122) 2004년 국립국어원 신어에 수록된 단어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

력·학점·토익 점수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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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음악대학 졸업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

니다. 매년 음악대학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사회에 배출되고 있으

나, 자신의 연주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며 레슨, 강의 등 연주 이외의 활

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음은 음악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희망직업 음악대학

연주자 184(25.2)

교수 144(19.7)

교사 111(15.2)

음악인 41(5.6)

작곡가 35(4.8)

피아니스트 22(3)

오페라가수 21(2.9)

음악치료사 11(1.5)

음악 작가평론 10(1.4)

개인레슨 8(1.1)

기타 143(18.5)

<표 11> 졸업 후 희망직업123)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 후 희망직업으로 연주자가 184명이 응

답하여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수가 144명

응답으로 19.7%, 교사가 111명 응답으로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음악대학 재학생 중 많은 수의 학생이 졸업

후 연주자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신

의 흥미와 재능에 관계없이 연주자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있

는 것이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현주소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음악교육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23)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2003), 음악대학 재학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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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문음악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전문음악교육이

있다. 각각은 장단점을 지니는데, 전자의 경우 학력인정이 되지만,

졸업 후 음악가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후자의 경우 음악가로 활

동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만, 학력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자의 장점만 택하면 학력인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음악가로 활동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로는 과거의 국

립국악원과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이다.

1951년에 국립국악원이 설치되었고,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의 설치를 위해 1954년 10월 1일 문교부령 제 28호로 국악사 양성

소 규정이 공포되었고, 1955년 국악원에 국악사양성소가 부설되어

설립되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한 남학생 30명을 모집하였고, 중등부

3년과 고등부 3년의 학제로 되어있었다. 이들 모두는 국비장학생으

로 교과서, 학용품 등을 무료로 제공받았으며, 장학금으로 매월 300

원을 받았다.124) 국악사 양성소 규정 11조에는 ‘국악사양성소 졸업자

는 졸업일로부터 6년 동안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무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악사 양성소 졸업생은

모두 국악원에서 근무할 의무를 가졌고, 국악사 양성소와 국악원이

연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립국악원에서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

편이 아니었다. 그 이후 졸업생의 진로 문제가 제기되어 각자의 희

망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을 권장하게 되어 1961년 2월 11일에 문

교부 장관으로부터 동계 상급 학교 입학 자격 학력 인정을 받았다.

제 1회 졸업생 17명은 7명은 서울 음대에 진학하고 몇 명은 국악원

에 채용에 되었다.125)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는 1972년에 국

립국악고등학교로 바뀌었고, 1975년에는 국악사양성소가 완전히 해

체하게 되면서 국립국악원과의 연계는 없어지게 되었다.126)

124) 국립 국악중,고등학교(2007). 국악교육 50년. 우성인쇄. p.203

125) 국립 국악중,고등학교(2007). 위의 책. 우성인쇄. p.242～243

126) 국립 국악중,고등학교(2007). 위의 책. 우성인쇄.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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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학교와 가극단과 연계되어 있는 예로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이 유일하다. 즉, 학교에서 예술가에게 필요한 기

술을 습득하고, 졸업 후 바로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졌

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만 15∼18세 나이로 음악 등의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졸업 후 전원이 가극단의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즉,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카라즈카 극단에 속한 단원들은 회사 사원으로 대우를 받

고 있으며, 다른 회사 직원들처럼 월급을 받는다. 전원이 학교 졸업

후 가극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가극단의 연

계성은 예술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도 예술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우리나라의 음악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제고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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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의 전문음악교육에 적용가능성 모색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경우는 특수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한큐그룹이라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음악학교와 자체적으로 자생이 가능한 가극단이 연계되어 있으며,

정규학교가 아닌 각종학교에 속해있다. 이 학교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 이와 같은 체

제를 갖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도 전문음악교육을 행하고 있는 학교

로 오랜 역사동안 음악학교를 유지해오고 있고, 학교운영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추어 우리나라 전문음악교육

에 시사점을 얻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

관을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음악교육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1. 교육목표

1) 기본방향

교육목표는 교육활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구

체적인 사항으로 각 학교의 교육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목표 아래에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이 목표와 연관성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급학교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천되기 위

해서는 먼저, 그 하위 교육목적 또는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 진술되

어야 하며, 이어서 이러한 목적이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뒤따라야 한다.127)

127) 이상섭·오만록(1994). 인간과 교육: 인간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형설출판



- 75 -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경우는 ‘맑고, 바르고, 아름답게’라는 교훈이

있다. 이 교훈에 맞게 교육의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깨끗한 마음,

바른 규칙,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각각의 목표에 맞게 학교의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 특히 예절교육인 시쓰케 교육을 통해 예절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규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선후

배 사이가 엄격하며, 규칙을 몸에 익히는 시간들이 따로 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바른 무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각자 학교의 교육방향에 맞게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목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가르

침인 교훈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목표를

향상하여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교훈을 설정하고, 각 학교의 교육목

표에 맞게 교육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교훈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서 학생들이 꼭 실천해야 할 인격형성의 속

성이며, 도덕적인 생활규범이다. 그러므로 교훈 속에는 학교가 목표

로 하는 교육이념이나 교육철학은 물론 교육목표가 담겨져 있는 것

이다.128)

2) 적용의 예시

학교 전문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예술계 각종학교, 예술고등학

교에는 각 학교만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아래에 교육내용

들을 편성하고 있다. 교훈이나 교육목표는 교육의 방향성으로 구체

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교육내용이 잘 시행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

육과정은 물론 교육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학교규칙,

사. p.80

128) 지형태(1987). 교훈과 학교경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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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등을 통해서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문음악교육을 실시하는 예술고등학교의 하나인 국립

국악고등학교에서는 ‘신념(信念), 정진(精進), 봉사(奉仕)’라는 교훈

아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았다.

신념

1) 전통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다.

2) 전통 예술의 부흥이 주체적인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길임을 믿는다.

3)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진다.

정진

1) 전통 예술의 심미적 가치관을 형성한다.

2) 학업에 힘쓰고, 인격을 도야하며, 실기를 원숙히 연마하여, 유능한 전

통예술인이 된다.

3) 전통 예술의 선양을 위하여 다함이 없이 굳세게 나아간다.

봉사

1) 창조적인 계승자로서, 전통 예술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전통 예술 보급의 선봉이 되어 전통 문화를 꽃 피운다.

3) 전통 예술은 민족 예술임을 자각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된다.

위와 같은 교훈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학교교가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 학교의 교가는 1954년에 이병기 선생님에게 가사를 위촉하

고 김기수 선생님이 곡을 붙여 만들어진 곡으로 1절에는 신념, 2절

에 정진, 3절에 봉사로 교훈의 뜻이 담겨 있다.129) ‘역사가 길고오

129) <국립국악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 교가>

1절: 역사가 길고오랜 우리의 나라 / 찬란한 빛을 내는 고유한 예술 / 진실로

보배로운 이한재산을 대대로 끔찍하게 물려받았다 / 원대한 뜻을 품은

어린형제들 / 이 문에 모여들어 크고 자란다

2절: 이걸음 걷고걸어 성급히마라 / 아무런 천재라도 훈련에 있다 / 악성의

하나이신 난계선생은 가슴에 손을대고 공부하셨다 / 오로지 마음을써 배

우고 익혀 / 부지런 부지런히 나아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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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찬란한 빛을 내는 고유한 예술’, ‘진실로 보배로운 이한재산’으

로 신념을 표현하고, ‘ 성급히마라’, ‘아무런 천재라도 훈련에 있다’,

‘부지런 부지런히 나아를 가자’으로 정진을 표현하며, ‘일생을 여기에

몸을 바치고 이나라 이겨레를 도와봅시다’으로 봉사를 표현한다. 이

러한 교가는 학교의 행사때마다 학생들에 의해 불려지고 있으며, 교

가를 제창함으로 교훈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게 한다. 교육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와 같이 시쓰케 교육이나 국

악고등학교의 교가처럼 학교의 교육의 방향을 인지하고, 상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드러나야 할 요소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사회 전문음악교육의 경우 교육제도 아래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전문음악교육

과 같이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사

회 전문음악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등에서도 교육의 방향성과 지향

점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목표이기 때문에 교육목표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이에 맞게 학교 전문음악교육의 경우처럼 교육과정, 교훈,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절: 내마다 우리국악 예술가로서 / 능하고 고지식한 보람이 되어 / 일생을 여

기에 몸을 바치고 이나라 이겨레를 도와봅시다 / 새 새활 새 행복을 누리

면서도 /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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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방법 및 내용

1) 기본방향

(1) 교육방법

전문가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과거에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

로 대면하여 가르침을 주고받는 형태인 도제식 교육이 일반적이었

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스승의 집에 머무르며

1:1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도제식 교육은 개인적, 지속적, 구

체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

라서 도제식 교육에서는 제자의 수행 수준, 제자의 이해 수준, 제자

가 갖고 있는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도제식 교육이 기

나긴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제식 교육

에서의 효과성과 장점을 인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었다.130)

이와 같은 교육의 형태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근대적인 성격을 지

닌 ‘학교’라는 기관이 생겨나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전문

적인 예술가를 교육시키는 분야에서 ‘도제식 교육’과 ‘학교’의 절충안

으로 내놓았던 것은 ‘예술학교’였다. 과거의 도제식 교육과 같은 형

태는 현재 ‘개인레슨’ 혹은 ‘개인과외’로 남아있다. 과거에 예술가를

꿈꾸었던 학생이 스승을 찾아갔었다면 현재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

들은 예술학교를 다니고, 학교 수업 후 개인레슨을 추가적으로 받으

면서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연마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예술고등학

교에는 ‘예술’이라는 학교명에 맞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되

130) 김한미(2012). 도제식 교육으로 본 성악 레슨 : 오페라 성악가가 되기까지. 서

울대학교 출판부. 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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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음악이외에 미술, 연기 등 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다. 이러한 예술고등학교의 인원은 학교에 따라, 각 전공 마

다 다르지만 전교 인원은 약 100～200명으로 교수 1인당 책임져야

할 학생 수가 많다.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책임지고 가르치기

에는 역부족이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학생들도 부족한 부분을 학교 수업 외에

따로 개인 레슨을 받기는 하지만, 학교 자체의 인원이 적다. 다카라

즈카 음악학교의 정원은 약 40명밖에 되지 않는다. 과목에 따라 다

르지만, 40명을 또 A와 B반으로 나누어서 더 적은 인원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수 정예의 실기 수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

으며, 학생들 일일이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2) 교육내용

1957년 세계 최초로 소련의 인공위성인 스프트닉호(Sputnik)가 발

사되면서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브루너(Bruner)을 위시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내놓았다. 소련의 과학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학생

들에게 현대적 수학과 과학 지식을 가능한 빨리 가르쳐 보는데 초

점을 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중요시하게 여겨졌다.131) 그러나 1980

년대로 오면서 ‘예술’을 교육시키는 것이 강조되었다. 예술의 보수적

인 틀에 반발한 예술가들의 전위적인 예술행위의 시도가 계속되었

고 예술의 다양성과 개성 그리고 대중성 등이 무르익어가면서 포스

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예술양식이 전개되었다.132) 포스트모더니

즘이라는 새로운 시대 아래에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다양

한 교육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

131) 이용남 외 11명(2012). 교육학: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p.49

132) 고경화(2013).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학지사.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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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카라즈카의 음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

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음악, 무용, 연기 등의 다

양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또한 무대실습, 화장과 같은 수업도 있으

며, 이벤트 참사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를

받고 있다. 교내발표회, 가을음악회, 문화제의 1년에 총 4번에 걸친

무대경험을 통해 공연감각을 익힌다.

이와같이 소수 정예수업으로 다양한 수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적용의 예시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음악전문교육은 전문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예술계 각종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제약이 커질수록 학교의 자율성이 작아지

고, 자율성이 작아질수록 학교만의 교육을 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학교들에 교육 자율성을 주고,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

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

인 측면에서 가장먼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대학입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의 성공을 중등과정 교육의 성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맞추어서 편성

되고 있으며, 많은 음대 지망생들이 시험곡만을 연마하는 경우가 있

다. 심지어는 시험곡만을 준비해서 입시를 치루는 경우도 있다. 학

생들의 잠재력,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이다.

중·고등학교의 전문음악교육에서는 음악뿐 아니라 제반 학문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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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사고의 폭과 감수성,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하고, 자율성이 보장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면 교육내용은 실기에서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바탕으

로, 다양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며, 미리 예술가의 세계를 경험하고

각자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직업예비체험, 진로교육이 실

시되어야 한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국어, 영어와 같은 보통

교과를 배우지 않고, 음악, 연기, 무용 등 예술과 관련된 전문교과만

배운다. 다양한 예술장르의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극장체험·화장체험·

외부공연 등을 통해 예비 예술가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다. 다카라즈

카 음악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한 것은 비교적 학교

의 교육에 자율성을 주는 각종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중학교 수준인 예술계 각종학교의 경우는 정규학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인 특수목적 고등학교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크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진학해야하

기 때문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

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교육과정처럼 필

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

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자신의 전공은 기악이지만, 성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무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부전공과 같

은 과목을 도입하여 필수 전공 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

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선택과목 수업에서는

한 학급의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 전문음악교육에서는 자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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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국가 교육과정 아래에 음악과 관련된 기초과목들을 포함하

여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실기, 이론과목이 적절하게 배치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학교 전문음악교육과 달리 명확한 교육목표 아래

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기 다소 어렵다. 이러한 취약점의 보완

을 위해 교육과정 등을 편성할 때 교육전문가들에게 자문 등을 통

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졸업 후 진로

1) 기본방향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며 빠른 사회의 변화 수용하기에 학교

교육만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여가

를 즐기면서도 학습을 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회

를 의미하는 ‘평생학습사회’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육이라

는 의미가 더욱 넓어졌다. 음악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시대

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지식이 높아지

고, 주5일제의 도입 등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악기를 배우

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

에서 전문음악교육도 평생교육체제의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음악가로서 배워야할 기술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학사를 졸업하면 음악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실

정이기 때문에 상위 교육과정인 석사, 박사로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음악대학의 경우는 석·박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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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써야하기 때문에 실기를 집중적으로 연마한다기 보다는 학

위취득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경제적

부담도 있을뿐더러 석사, 박사 졸업을 취득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학점들을 이수하느냐 실기실력을 쌓는 것이 뒷전이 되기 마

련이다.

다카라즈카의 경우는 음악학교 졸업 후 가극단에 입단하여 안정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가극단에 들어가서 연구생 7년차까지

꾸준히 실기를 배우고, 연구생 5년차까지 시험을 친다. 이러한 제도

는 학생들에게 생활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실기를 게을리하지 않

아야 한다는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

2) 적용의 예시

이공계에서 먼저 도입된 Post-doctor라는 박사 후 과정이 있다. 이

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대학 혹은 연구소에

서 속해 과정을 밟는 것을 말한다. 예술계에도 이것과 비슷한 과정

을 도입해서 학위취득보다 실기를 집중해서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레슨을 중단하게 되

고, 자신의 음악을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렵게 된다. 실기연마는 예술가로 활동하는 동안 꾸준히 노

력을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 있는 만큼 연

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박사 후 과정과 비슷하게 ‘졸업 후 실

기연수 과정’, ‘연습집중제도’와 같은 제도를 각 학교에 도입하여 학

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꾸준히 실기실력을 쌓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공계의 박사 후 과정은 일정의 금액

을 받고, 교육과정을 밟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

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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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다기 보다 학생의 요구, 학교의 운영, 경제적 및 사회적 고려

등을 검토해서 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측면에서 이러

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 전문음악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전문음악교육과 달리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음악

가로 활동하기에 더욱 수월한 체계를 지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을 하는 현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 전문음악교육만

을 받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 언론기사에 의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에 고등학교 졸

업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전통예술원 일반전형으로 14세에 대학교

입학을 한 사례가 있다.133) 이와 같은 사례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의 학교 전문음악교육을 거치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한 케이스로 사

회 전문음악교육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검정

고시를 비롯하여 학점은행 등과 같이 학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

용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서 학교 전문음악교육 외에 이보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음악교육을 받으면서 일반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 및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133) 김태훈. 14세의 ‘드럼 신동’, 한예종 대학생 됐다. 세계일보. 2015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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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전문음악교

육을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졸업 후 진로 측면에서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문음악교육에 대해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무대에는 미혼 여성인 다카라즈카 졸업생만

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극단과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고바야시

이치조라는 기업가에 의해서 창립된 ‘다카라즈카 창가대’라는 같은

출발점을 공유한다. 현재 2014년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100주년이

라는 기념적인 해이며, 가극단과 음악학교는 1세기동안 지속해온 오

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예과 1년과 본과

1년의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약 40명 정도로 소수

의 인원이 수업을 받는다. 보통 우리나라의 예술 고등학교에서는 국

어, 수학, 영어와 같은 일반과목을 수업받지만,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에서는 그러한 과목들 대신에 음악, 춤, 연기 등 예술가로 양성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습득만을 배우고 있었다.

이러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졸업

후 진로의 교육관을 살펴보았다. 교육목표 측면에서는 ‘맑고, 바르고,

아름답게’라는 교훈 아래에 예절교육인 시쓰케 교육을 하고 있다.

입학식 전에 가이던스와 예과생 때의 아침청소를 통해서 예술가로

서 지녀야할 매너, 예의범절 등을 몸에 익힌다. 교육내용 및 방법측

면에서는 우선 소수정예의 실기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가

등장하기 전에 예술계에서는 도제식 교육만 이루어졌다. 현대에서는

예술학교가 등장하게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예술학교의 인원이 많

아 교사들이 일일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다카라즈카 음악

학교의 정원은 약 40명의 소수인원으로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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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 또한 예술학교에서 예술관련 과목 외에

일반 과목을 배우지만,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음악, 춤, 연기

등 예술과 관련된 과목만 배운다. 졸업 후 진로측면에서는 학교와

가극단이 연계성을 가진다. 학교 전문학교는 졸업한국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제도, 극단 시키의 배우교육에서도 예술가가 되기 전에, 혹

은 된 후에 교육을 행하고 있지만, 다카라즈카에서는 학교에서 수업

을 받고 졸업 후 바로 예술가로 활동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전문음악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일본에서도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학교가 아닌 각종학교에 속해있어

보통교과는 제외하고 전문교과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비

교될 수 있는 우리나라 학교는 없고, 이러한 체계의 학교를 설립하

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학교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음악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학교 전문음악교육의 경우 학교의 자율성을 최

대한 보장하고, 그 자율성 아래에 다양한 교육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대학교 교육과정처럼 학생 스스로가 흥미를 가진 과목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나누어 편성하여 학생

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졸

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다카라즈카의 경우처럼 학교와 가극단 혹은

음악 단체와 연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졸업 후에도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문음악

교육의 경우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 학위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교육 목표 아래에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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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우선 기초

과목들을 충실하게 익히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다양한 내

용을 다루어야 한다. 자신의 실기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관

련된 지식들, 제분야의 내용들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내

용의 방법은 실기 교습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좋다.

다카라즈카의 팬들은 다카라즈카 가극단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라고 일컫는다. 현실에 지친 많은 팬들이 상상 속에

그려왔던 장면이 담긴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을 보며 즐기고 있

다. 예술의 진정한 목적은 예술을 통해 묘사되는 이상세계를 사람들

이 즐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예술가는 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힘들다.

이러한 과정을 잘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는 음악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음악교육의 하나의 예시로 일본 다카라즈카 음악학

교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전문음악교육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었

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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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7월
다카라즈카 창가대 창립

제 1기생 16명 제 2기생 3명

12월
다카라즈카소녀양성회로 개칭

성악. 기악. 일본무용을 가르침

1914년 4월

첫공연(4월1일∼5월 31일)

다카라즈카 신온천 내 파라다이스 수영장을 개조해서 극

장을 만듬. 혼례박람회의 여흥으로 공연을 함.

신이　난 달마(浮れ達磨), 돈부라코(ドンブラコ), 나비(胡

蝶) 3편

1918년 12월
사립 다라카즈카 음악가극학교 설립

문부성 허가

1919년 1월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 조직

예과 1년, 본과1년, 연구과 5년

1923년

1월 다카라즈카 신온천 시설·학교 화재로 손실

3월 다카라즈카 신가극 극장 완성

4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입학연령 변경

입학연령을 13∼19세로 함

9월 다카라즈카 음악가극학교 신건물 완공

1924년 7월 다카라즈카 대극장 완성

1934년 1월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 개장

1935년
1월

다카라즈카 대극장 화재로 손실

(4월 1일 복구공사 완성, 재개)

3월 다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 신건물 완공

1936년 9월
다카라즈카음악가극학교 학칙변경

1. 재학생의 수당지급을 멈춘다

<부록>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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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시험에서 특히 우수한 자는 본과에 편입한다

3. 본과졸업 후 의무연학을 2∼3년으로 한다

1938년 4월
다카라즈카 음악가극학교, 재단법인이 됨

4월 19일 관내 공포됨

1939년 12월

다카라즈카 음악무용학교로 개칭, 학칙변경

소녀가극단과 분리.

연구과를 없애고 본과 1년부터 2년제로 한다.

또 학교학생은 다카라즈카 가극단 외에 상업극장에 출연

할 수 없다.

1940년 10월
고바야시 이치죠 교장사임

모리 슌이치(森隼一) 교장취임

1944년
3월

여자정신대 결성.

졸업생. 재학생은 여자 정신대로 가와니시항공기다카라즈

카제작소에 출근

4월 1944년도 학생모집중지

1945년 4월 1945년도 학생모집중지

1946년 3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로 개칭

1947년

1월 모리 슌이치(森隼一) 교장사임

2월 히키다 이치로(引田一郎) 교장취임

3월
학칙변경. 입학연령 개정.

6-3-3도에 맞추어 입학연령을 16∼19세로 함

4월
학생정원변경.

1년제, 정원 40명으로 함

1949년 4월
학칙변경. 입학연령개정. 수업료징수

입학연령을 17∼18세로 함. 연학비 3600엔

1950년 11월
학교법인 허가.

사립학교법 부칙 제 6령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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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함

1951년 9월
히키다 이치로(引田一郎) 교장사임

고바야시 이치죠 교장재임

1953년 1월

학칙변경.

입학연령을 15∼18세로함.

일부 남자 입학 허가

1956년

10월
고바야시이치죠 교장사임

히키다 이치로(引田一郎) 교장재임

11월
남자입학중지. 예과 신설

예과 1년, 본과 1년으로 함

1969년 12월
히키다 이치로(引田一郎) 교장사임

쿠마노 키이치(態野紀一) 교장취임

1998년
4월

학생정원변경

45명으로 함

12월 현재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로 이동

2000년 4월
학생최대인원변경

50명으로 함

2003년 7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90주년

2009년 3월 입학시험방법 대폭 변경

2013년 7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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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rainning education of the Takarazuka Music 
School in Japan

: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the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of Korea

Jee Ye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akarazuka is a troupe that is composed of single female 
performers, situated in Takarazuka-si, Hyogo-gen,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Takarazuka was a small rural 
village but, in 1914, Ichijo Kobayashi founded the 
Takarazuka troupe in this area. Nowadays, Takarazuka 
refers to the troupe's name as well as the city's name. 
The Takarazuka troupe is very popular and every year 
inspires about two million audiences on average. It has 
many features. All the performers are female and the 
performance is a combination of musical, singing, and 
dancing. Moreover, there is ‘Takarazuka Music School' 
which trains students to be a glamorous performer on the 
stage.
  The Takarazuka Music School was established in July 
1913, originally named ‘Takarazuka Changgadae'.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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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the school obtained a certification from Moonbusung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Japan). It has a two-year course (1 year for 
Junior class and 1 year for Senior class) and teaches 
various subjects (music, dance, drama, etc.). To enter the 
Takarazuka trope, it is a prerequisite to graduate from this 
music school.
  The aims of this thesis are 1) to find the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in Korea 2) to analyze the Takarazuka 
educ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and contributes to 
the continuous popularity of the Takarazuka troupe.   
  From an educational objectives aspect, the Takarazuka 
Music School emphasizes the aim of healthy and the 
importance of propriety and etiquette as its motto 
indicates : ‘purity, honesty, beauty'. From an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 aspect, only about 40 students take 
the classes and the curriculum contains diverse contents 
like music, dance, and drama not including general subject. 
From an educational career after graduation aspect, as 
being connected music school and troupe, all graduates 
from the Takarazuka Music School can become a member 
of the Takarazuka troupe and make a performance on the 
stage.   
  In conclusion, the Takarazuka Music School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Firstly, the educational philosophy is necessary 
which can determine the value of education like ‘purity, 
honesty, beauty'. Secondly, required is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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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ing of diverse contents that a small number of 
students can learn intensively. Third,  it is worthy of 
notice that all the graduates can debut at the Troupe 
performances as artists. The school should be ensured the 
autonomy in school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the a 
degree recognition system should be instituted in society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keywords : Japan' music education, Takarazuka troupe,

Takarazuka Music School,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Student N umber : 2010-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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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日本宝塚音楽学校の芸術家養成教育研究

韓国の専門音楽教育への適用可能性模索のために

李智叡(イジエ)

音楽教育専攻

ソウル大学　大学院

「宝塚」は日本兵庫県宝塚市に位置し、年平均200万人の観客が訪れ

る未婚女性で構成されている歌劇団である。本来、宝塚は19世紀末に

は平凡な田舎だったが、1914年に企業家「小林一三」がこの町に宝塚

歌劇団を作った。現在、「宝塚」とは都市の名称だけではなく、歌劇

団の名称でもある。歌劇団の重な特徴の一つは歌劇団の舞台に立つ芸

術家を養成するための「宝塚音楽学校」があることである。宝塚音楽
学校は1913年7月「宝塚唱歌隊」という名称で創立され、1918年、文

部省から認可されった。予科1年、本科1年の2年過程で、音楽、舞

踊、演技など多様な教課教育が行れている。また、宝塚歌劇団に入る

ためには、この学校の卒業を前提いしてる。

　本論文は芸術家を養成する専門音楽教育についての研究である。こ

のため、韓国の専門音楽教育を調べ、歌劇団の人気を維持するために

重要な役割と支援しつづいている宝塚音楽学校について教育目標、教
育内容と方法、卒業を終わってからの進路などを調べてみた。教育目

標側面で宝塚歌劇団のモットーあるいは宝塚音楽学校の教訓は「清
く、正しく、美しく」であるように音楽学校で礼儀正い人才に成長さ

せるため、健全さを救めるために、しつけ教育を強調していることが

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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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教育内容と方法側面では、40人の少数の人数で授業を受けている

し、教育課程は実技の中心で音楽、舞踊、演技など多様な内容を学ん

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卒業を終わってからの進路的側面で歌劇団と

音楽学校の学生には卒業生全部が歌劇団で芸術家として活躍できる。

 この研究を通じて、専門音楽学校には「清く、正しく、美しく」の

ような学校の教育価値観あるいは教育理念の設定が必要だし、少数の

人数で多様な内容を学べる教育課程も必要であり、専門音楽教育課程

を終わってから社会で芸術家として活動できる体制が必要であるが分

かった。学校専門音楽教育の場合、学校の自律性を保するし、社会専
門音楽教育の場合、学位認定制度が導入するべきなどの示唆を得た。

キーワード : 日本音楽教育, 宝塚歌劇団, 宝塚音楽学校, 専門音楽教育

学籍番号 : 2010-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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