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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시가 뮤지컬로 각색되는 과정을 다룬다. 문학, 연극, 드라

마, 만화와 같은 1차 창작물을 뮤지컬로 각색하는 작업은 오래 전부터

실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이론이 확고히 정립된 상태

는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T. S. 엘리엇(Eliot)의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The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라는 시집이 어떤 방식으로 <<캣츠>>(Cats)로 각색되었

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엘리엇의 시집에 포함된 시들은 하나의 이

야기로 연결된 형태가 아닌 까닭에 이 시들을 토대로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은 이 장르의 핵심적 요소인 플롯의 형성에 치중하게 되었음에 주목

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반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플롯은 레뷔(revue)와 엑스트라

버겐자(extravaganza)로부터 뮤지컬의 장르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작품 안에서 플롯이 기능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에 레뷔에 가까웠던 뮤지컬이 점차 기승전결의 구도를 갖게 되고, 이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만의 양식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뮤지컬은 레뷔와 오페라의 중간 정도에서 스스로

의 장르적 정체성을 굳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정체성은 뮤지컬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도 음악극이라는 범주 안에서 기능한다.

이러한 뮤지컬과 플롯의 관계성은 <<캣츠>>라는 작품을 탐색하는

데 대한 의의를 제공하기도 하며, 동시에 기존의 비평적 논의들로 하여

금 작품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분분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

존의 비평들에 의하면 본 작품은 주로 빈약한 플롯으로 극적 호소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지점을 지적받는데, 이 맥락과 유사하게 작품에는 장

면 단위로 연결성이 떨어지는 몇 부분이 눈에 띤다. 예를 들면, 장면과

장면 사이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사회자의 역할을 맡은 먼커스

트랩(Munkustrap)이 등장하는 부분이 해당한다. 이 등장인물은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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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악곡에서는 플롯의 일부를 직접적으

로 관객에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때 극의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은

시가 뮤지컬로 각색되는 데 어려움이 따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부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캣츠>>라는 작품

이 시를 각색하여 성공한 뮤지컬임에 주목하여 그 각색 과정을 고찰하고

자 한다. 특히 플롯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그 과정 안에서는

<<캣츠>>의 내용적 중심이 되는 극적 사건을 이룰만한 소재들, 즉 ‘극

화소재’들이 어떻게 뮤지컬의 가사와 음악이 작품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

결되며 작품의 통일성을 형성하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주요어: 앤드류 로이드 웨버, T. S. 엘리엇, 캣츠, 뮤지컬, 각색, OSMU

학 번: 2014-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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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플롯

뮤지컬의 대본을 포함한 희곡이란 범주 안에서 사용되는 플롯의 정의

는 일반적으로 “사건과 행동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예술적이고 감

정적인 어떤 효과를 내고자 만들어지고 배열된 것”이다.1) 이보다 큰 문

학적 범주에서의 플롯이란 “문학작품의 전반적인 구조 혹은 양식”으로도

일컬어진다.2) 플롯은 자주 ‘스토리’라는 용어와 동일시되거나 혼용되기도

하지만 E. M. 포스터(Forster)는 두 개념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언

급한다. 그는 스토리와 플롯이 모두 사건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스토리’란 시간의 연속(time-sequence)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이며,

‘플롯’은 인과 관계(causality)를 강조하는 서술로 기능함을 명시한다.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뮤지컬로의 각색 과정에서 생성된 하나의 인

과관계는 플롯과 그 의미가 부합하는 것이다.

뮤지컬이라는 장르 안에서, 특히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형성되

는 과정에서 플롯은 우연히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뮤지컬이 발전

을 거듭하여 이룬 현황을 토대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플롯이라는 장치가

뮤지컬 양식에서 중추적 역할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그것

은 플롯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뮤

지컬을 유사한 장르들로부터 구분하는 지표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여기에서 유사한 장르들이라 함은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 레

뷔(revue), 오페레타(operetta), 코믹 오페라(comic opera), 오페라 부파

(opera buffa), 오페라 코미크(opera comique), 그랜드 오페라(grand

opera), 그리고 바그너 류의 악극(Wagnerian music drama)을 포괄한

1)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09, 265쪽.

2) Sam Smiley, P laywriting – The structure of Ac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75쪽.
3) Edward Morgan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78, 87쪽.
4) Leonard Bernstein, The Joy of Music, Simon & Schuster, Inc., 1959, 1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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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뮤지컬이 앞서 명시된 근친 장르들로부터 고유성을 확립하게 된 계

기는 뮤지컬의 초기 성립 과정을 파악함에 따라 가능하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자율적 정체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약 백 여 년

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최초의 형태는 1866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 볼 수 있다. 1866년에 창작된 <<검은 도둑>>(The Black Crook)이

라는 작품이 바로 우발적이며 우연한 계기로 창조된 뮤지컬의 시초가 된

다.6) 작품 창작의 계기는 한 프랑스 발레단이 미국 공연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상연을 예정해 놓은 극장이 화재로 소실되

었기에 공연 장소를 잃은 발레단은 뉴욕의 니블로 가든(Niblo’s Garden)

에서 상연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곳에서는 찰스 M. 바라스

(Charles M. Barras)라는 극작가가 집필한 독일식 멜로드라마 <<검은

도둑>>이 상연 예정이었는데 결국 공동 상연으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로 프랑스 발레단의 춤과 독일식 연극 대본, 그리고 미국식 코미디 음악

을 한 무대에서 공연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약 다섯 시간 반 동안

이나 지속되는 상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 공연은 이후 약 25년 동안 인

기를 누리며 뮤지컬 코미디 장르의 성공적 시작을 알렸다.7)

<<검은 도둑>>에서 대본, 음악, 춤을 한 무대에 올렸다고 하여 이

조합을 현재의 북 뮤지컬(book musical)과 같은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대본과 음악이 전혀 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

작품의 의의는 세 가지의 음악극적 요소가 하나의 극작품 안에 들어갔다

는 사실에 있다. 더 나아가, 본 공연이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인

기가 있었던 이유는 바라스의 독일식, 즉 유럽식의 이국적 대본 덕택이

5) Bernstein, 153쪽.
6)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엑스트라버겐자, 벌레스크, 스펙터클의 공연 양식들은
자주 혼용되었다. 그 최초의 작품으로 작곡가 토마스 베이커(Thomas
Baker)와 작가 바라스가 창작한 <<검은 도둑>>이 손꼽힌다. 작품은 멜로드
라마와 판타지, 발레, 스펙터클한 장면, 화려한 의상, 그리고 정교한 무대 장
치들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Katherine K. Preston, American musical
theater before the twentieth century, Everett and Laird(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Mus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9, 20쪽.

7) Bernstein, 위의 책,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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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라이선스 뮤지컬(license musical)이라고도 불리

는 수입 뮤지컬 작품들이 뮤지컬계에서 파급력이 큰 이유와도 유사하다.

이국적인 내용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대중의 선호도에 따른 이국적 대본에 대한 선호가 점진적으로 미국식

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1890년의 <<차이나타운으로의 여행>>(A Trip

to Chinatown)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8) 특히 이 작품의 악곡 중 하나

인 「루벤과 신시아」“Reuben and Cynthia”라는 악곡은 미국식 뮤지컬

대본이 브로드웨이에 정착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좋은 예시인데, 이 악곡

이 작품에 차용되기 이전에도 존재하던 미국의 민요곡이라는 사실 때문

이다.9)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에 미국의 민요를 삽입했다는 점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미국인들이 대본 창작 과정에서 이국적 사건

만을 선호하던 관례를 바꾸어 미국에 고유한 문화적 내용 또한 대본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악곡의 가사에서 미국인이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는 발화 패턴들을 작품에 적용했다는 것이다.10)

미국의 정서가 담긴 이야기와 언어적 특성이 뮤지컬 작품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롯과 음악 간의 ‘융합’(integration)이

완성되었다고 부를 수 있는 통합 뮤지컬(integrated musical)의 형태는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는다. 사건의 상황과 부합하는 악곡을 동시에 표

현하는 형태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브로드웨이 뮤

지컬은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음악과 연극적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음악적으로는 유럽의 오페레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오페라와 같은 수준 높은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감정 표현의 조화

8) Bernstein, 위의 책, 163쪽.
9) “루벤, 루벤, 있잖아 / 만약 남자들이 보내지면 말이야 / 폭풍우 치는 바다
너머로 / 여자들 모두 기뻐하겠지.”(Reuben, Reuben, I’ve a notion / If the
men were sent a-way / Far be-yond the stormy ocean, / Female hearts
would all be gay)는 악곡의 가사 일부이다. 전체 가사의 내용은 루벤과 신
시아라는 미국인 두 명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진다. “Reuben And
Cynthia” I Wants to Be a Actor Lady and Other H its from Early
Musical Comedies, Recorded Anthology of American Music, Inc., 1978,
LP: track B3.

10) Bernstein, 위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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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는 과정에 들어섰다. 영국의 코믹 오페라의 형식으로 된 오페레

타 스타일의 작품은 길버트(W. S. Gilbert)와 설리번(Arthur Sullivan)

콤비에 의해 창작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뮤지컬은 이제 음악적으

로 대위법,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 그리고 긴 음악적 시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다.11) 그리고 이와 맞물리는 시기에 뮤지컬은 타국의 음악극 형식

인 오페레타와 더불어 미국의 민속적 연극에 속하는 버라이어티 쇼, 그

리고 미국의 도회적인 느낌이 강한 레뷔, 그 중에서도 특히 재즈적인 영

향 또한 받게 된다. 오페레타, 버라이어티 쇼, 그리고 레뷔와 같은 연극

적, 음악적 특성들이 동시에 버무려진 뮤지컬은 미국 고유의 음악적 스

타일을 가지면서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음악극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음악 뿐 아니라 극과 무용, 그리고 스펙터클의 사용이 종합

적으로 얽힘에 따라 뮤지컬에는 다양한 예술 양식이 공존하게 되었고 이

와 유사한 형식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분류되기 쉽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작곡가 중 한 명인 레너드 번스

타인(Leonard Bernstein)은 비교적 명쾌한 방식으로 뮤지컬과 유사 장르

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는 레뷔와 뮤지컬, 오페레타, 오페라

(opera)와 같은 유사 종류들을 구분하고자 먼저 이 집합 전체를 ‘음악극’

이라는 공통분모로 범주화한다.12) 이 범주에 속하는 형식들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작품 창작에 대한 ‘의도’가 그 첫 번째 차이점이다. 번스타인은

버라이어티 쇼를 창작하는 의도는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페라의 창작 목표는 관객에게 고상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고귀한 경험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작품을

창작하는 ‘의도’가 달라짐에 따라 그 작품들을 구성하는 ‘속성’들도 다름

을 보이며, 이것이 위의 형식들에 존재하는 두 번째 차이점에 해당한다.

앞에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극의 의도가 있는 버라이어티 쇼가 가지

는 속성은 어떠한 맥락이 없이 그저 노래, 춤, 소극, 촌극, 재주넘기, 개

11) Bernstein, 위의 책, 166쪽.
12) Bernstein, 위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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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등의 다채로운 것들을 한데 집어넣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관객

에게 고상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페라의 속성은

전달하려는 플롯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13)

이들은 뮤지컬에서 플롯이 임하는 역할을 드러내준다. 플롯은 ‘의도’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속성’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플롯의 유무,

더 나아가 플롯이 뮤지컬에서 강화되는지 혹은 약화되는지에 따라 작품

의 구성과 속성은 전혀 달라진다. 플롯을 통해 생성된 서사적인 내용을

작품의 중심적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 위에 음악과 무용을 비롯한 뮤지

컬의 여타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부과하는지에 따라 작품의 통일성이

흐려질 수도, 혹은 강력해질 수도 있게 된다. 그 반대로, 플롯이 존재하

지 않는 작품은 음악극 범주 안에서 버라이어티 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이다. 즉, 플롯의 강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극의 정체성까지 구별할 수 있

는 기준점이 형성된다.

플롯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극이 통일성을 갖게 되는 양상이 뮤지

컬과 다른 종류의 형식들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면 음악극이라는 범주

에 있는 버라이어티 쇼, 오페라, 그리고 뮤지컬의 위치 또한 파악할 수

있다.14) 아래의 표 1과 같이 음악극 범주의 선상에서 관객을 즐겁게 하

고자 노래, 춤, 소극 등을 얽어 놓은 버라이어티 쇼는 가장 왼쪽에 놓일

수 있다. 또 관객에게 고상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플롯

을 이용하는 오페라는 오른쪽 극단에 위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뮤지

컬 코미디는 오페라와 버라이어티 쇼의 속성을 모두 적절하게 버무린 특

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관객에게 논리가 있는 연속적인 이야기를 전달하

는 동시에 극장을 나설 때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두

장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15)

13) Bernstein, 위의 책, 153쪽.
14) Bernstein, 위의 책, 190쪽.
15) Bernstein, 위의 책,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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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악극의 범주 속 뮤지컬의 위치

표 1에 따라 현존하는 한 뮤지컬이 개연성이 강하고 드라마적인 흐름

이 뚜렷한 플롯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과 안무를 포함하는 무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엮었다면 그 작품은 오페라와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 기승전결의 흐름이 약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플롯이 음악과

무용 등의 요소들과 함께 공연을 이끄는 주도권 다툼을 한다면, 작품은

버라이어티 쇼에 가깝게 된다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번스타인이

“어떤 음악극이 오락만을 위한 오락을 덜어내고 관객의 관심과 정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그 작품은 오페라에 가까워지며, 더 나아가

플롯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을 더 사용할수록 점점 오페라와 비슷

해진다”고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16)

작품 별로 예를 들자면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이나 <<오

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과 같은 뮤지컬은 소설로부

터 비롯한 플롯을 뼈대로 잡고 음악, 무용, 무대장치가 조화를 이루는 통

일성이 강한 작품들로서 오페라적인 특성을 가진다.17) 이 같은 작품들은

아래의 표 2에서처럼 뮤지컬의 기준점인 정 중앙에서 오른쪽에 놓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는 측면에서 개연성과 호소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스펙터클과 같은 볼거리, 뮤지컬 음악, 혹은 무용 요소

가 강조되는 <<맘마미아!>>(Mamma Mia!), <<시카고>>(Chicago),

16) Bernstein, 위의 책, 153쪽.
17) 예시에 사용된 작품들은 브로드웨이에서 창작된 뮤지컬만을 범주로 잡지

않았다. 현대의 뮤지컬 작품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창작되지만 특히 브로드
웨이의 창작 스타일의 영향을 받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뮤지컬의 경우에도
브로드웨이 스타일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예시를 두는 데 있어서 굳이
미국의 작품들로만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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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라인>>(A Chorus Line) 같은 작품은 버라이어티 쇼(show)적

인 정체성이 커지면서 아래의 표에서 중앙보다 왼편에 놓인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캣츠>>의 경우 또한 버라이어티 쇼 쪽으로 치우

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작품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보는 뮤지컬 작품들

위와 같이 플롯의 역할에 따른 작품의 내용적 통일성의 강화 혹은 약

화로 뮤지컬 작품들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뮤지컬의 하위 양식들

인 -북 쇼, 주크박스 뮤지컬, 댄스 뮤지컬, 드라마컬, 노블컬, 콘셉트 뮤

지컬–또한 음악극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플롯은 이처럼 뮤지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소인 동시에 작품을 창

작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 구성을 결정한다. 즉, 내용의 주제의식을 작

품 전체에 엮어 뼈대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

정에서도 사용되지만, 시나 소설과 같은 장르를 뮤지컬로 극화하는 과정

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한다. 플롯의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선형

적(線形的)인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

에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영국의 오페레타와 레뷔 등에서 새롭게

분파되어 형성되는 시기에 성행했다.18) 선형적 플롯의 구조에 대한 모범

18) 이춘길, 「21세기 뮤지컬산업의 양식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

구』 제19권(2014), 35-62쪽.



8

적 예시로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Ⅱ)와 리처드 로저

스(Richard Rogers)가 함께 창작한 첫 작품인 <<오클라호

마!>>(Oklahoma!)를 들 수 있다. 작품은 하나의 이야기가 대본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된 최초의 뮤지컬로 알려져 있다.19)

<<오클라호마!>>는 레뷔와 비슷한 양식이 유행했던 당시의 브로드웨

이 뮤지컬의 분위기를 플롯이 강력한 통합 뮤지컬(integrated musical)의

흐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작품은 린 리그스(Lynn

Riggs)의 <<푸르게 자라는 라일락>>(Green Grow the Lilacs, 1931)이

라는 연극 원작에서 각색을 출발했다. 내용을 비롯한 음악, 무용과 같은

관행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품의 연극 원작

과 뮤지컬의 플롯은 모두 로리라는 소녀와 카우보이인 컬리, 그리고 로

리를 짝사랑하는 지터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로리와 컬리는 연인

사이였는데 그들이 결혼한 첫날밤에 로리를 짝사랑하던 지터가 들이닥친

다. 그는 컬리에게 시비를 걸다가 실수로 자신의 칼에 찔려 죽게 되며,

이러한 삼각관계가 극에서의 주요한 갈등에 속한다. 연극의 내용이 뮤지

컬로 각색되면서 발생한 내용적 차이점은 바로 결말 부분에 있다. 연극

은 비극적인 결말을 위해 주인공 컬리가 지터를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유죄 혐의를 받고 교도소로 끌려간다는 설정을 한다. 그런데 뮤

지컬 <<오클라호마!>>에서는 이 부분이 희극적인 결말로 전환된다. 지

터(뮤지컬에서는 이름이 주드로 바뀐다)에 대응한 컬리의 행위는 자신과

배우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명된다. 컬리는 연행되지 않

으며 작품은 결국 해피엔딩(happy ending)으로 막을 내린다.20)

이 작품을 통해 레뷔의 특성에 더 가깝게 여겨지던 음악과 무용의 관

행들 또한 중심적인 플롯에 연관되도록 수정된다. 하나의 극적 플롯을

중심으로 작품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음악적 측면에서는 한

19) 한재은, 「콘셉트 뮤지컬의 분리구조 연구 – 스티븐 손드하임의 작품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11, 23쪽.

20) Ann Sears, “The coming of the musical play: Rodgers and
Hammerstein”, Everett and Laird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Mus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9-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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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을 부르는 길이와 악곡이 들어있는 장면은 더욱 길어졌으며 주제와

연관된 악곡들 또한 반복 형식으로 강화되었다. 주제에 해당하는 악곡의

주제선율은 리프라이즈(reprise)라는 장치를 통해 반복되며 플롯을 강화

하는데 일조했다. 마찬가지로 무용 또한 플롯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

아름다운 쇼걸(show girl)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가무로 극을 시작하던

관행이 점차적으로 사라졌고, 대신 막이 오름과 동시에 바로 극의 주인

공이 등장하도록 하는 플롯과 연관된 장면이 최초로 삽입되었다. 그리고

쇼걸들의 안무는 발레와 미국의 전통적 춤으로 대체하여 플롯의 흐름과

등장인물에 걸맞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오클라호마!>>의 “유기적인

플롯의 흐름은 작품에 드라마적 흐름의 가속성과 통합성을 부과하여

1943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뮤지컬(musical play)을 형성해 내었

다.”21)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콤비가 뒤이어 창작한 <<남태평양>>(South

Pacific), <<왕과 나>>(The King and I),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

직>>(The Sound of Music)은 앞서 그들이 <<오클라호마!>>를 통해

기틀을 잡은 극적 체계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22) 이후 플롯에

중점을 둔 많은 작품들이 잇따라 창작되었으며 이는 통합 뮤지컬 혹은

북 뮤지컬이라는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현대에 북 뮤지컬로 분류된 작

품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음악과 춤이 개연성 높은 내용과 맞물려 기승전

결 구조로 진행됨에 따라 관객으로 하여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라마적

목표로 꼽은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흥행 영화를 뮤

지컬로 각색한 무비컬, 인기 드라마로부터 각색한 드라마컬, 소설에서부

터 각색한 노블컬이 일반적으로 이 양식에 해당한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청년기로 접어들고 성숙

해감에 따라 플롯을 구성하는 방법 또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통합 뮤지컬적인 플롯에 대한 반발도 생겨났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독일

의 극작, 연출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서사적 기법’으로

21) Sears, 위의 글, 151-154쪽.
22) 이춘길, 위의 글,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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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비롯되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이 많다. 브레히트는 『시학』에서 관

객이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방식이 ‘감정 이입(empathy)’을 통해서라고

생각했으며, 이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극문학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속 개인이 가져야 하는 의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는 기존의

수직적인 플롯 전개의 구조로는 관객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자유롭고 비

판적인 성찰을 하도록 만들기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였다.23) 그리고 ‘서사

적 기법’을 통해 기승전결을 통한 몰입을 방해하는 극적 요소들을 삽입

한 새로운 플롯 양식을 개발했다.24)

브레히트는 <<서푼짜리 오페라>>(The Threepenny Opera, 1928)를

통해 노래를 비음악적인 연기로 활용하는 등 뮤지컬에 영향을 주었으며,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그 영향력이 브로드웨이까지 도달하며 선

형적인 플롯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난 <<카바레>>(Cabaret)와 <<시카

고>> 등의 창작에 영감을 주었다.25) 이어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이 콘셉트 뮤지컬(concept musical) 혹은 개념적 뮤지컬로 불

리는 양식을 통해 선형적인 플롯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그는 작

품 <<친구들>>(Company), <<숲속으로>>(Into the Woods), <<조지와

함께 한 일요일 공원>>(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을 통해 파편

적인 플롯이라는 형식의 극을 생산해냈다.26) 손드하임 외에도 해롤드 프

린스(Harold Prince)와 조나단 라슨(Jonathan Larson)과 같은 창작자들

을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유사한 형식으로 뮤지컬 플롯을 전개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7)

23) Bertolt Brecht, 김창주(역), 『새로운 예술을 찾아서』, 도서출판 새길,
1998, 161쪽.

24) 조준희, 「뮤지컬 <렌트(Rent)>의 브레히트 서사극적 특성 연구」, 『인문
콘텐츠학회』, 35, 2014, 53쪽.

25) 조준희, 위의 글, 57쪽. 제임스 레비(James Leve)의 연구는 <<카바레>>와
<<시카고>>를 포스트모던 시기의 새로운 형태의 음악극으로서 개념적 뮤
지컬, 은유적 뮤지컬, 단편적 뮤지컬로 설명하고 있다. James Leve,
Kander and Ebb, Yale University Press, 2009, 77-102쪽.

26) 한재은, 위의 글.
27) “최근 한국에 라이선스 뮤지컬로 들어온 작품 중에 이러한 서사극적인 특징

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카바레>>(Cabaret), <<시카고>>(Chicago),
<<피핀>>(Pipin), <<에비타>>(Evita), <<어쌔신>>(Assassins),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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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 플롯이나 파편적인 플롯에 속하지 않는 양식들 또한 존재한다.

이 작품들은 플롯에 중점을 두는 대신 뮤지컬 장르 요소들 중 하나를 집

중적으로 부각하려는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 예를 들면, 무용에 초점을

두는 댄스 뮤지컬(dance musical)이나 비언어를 사용하는 넌버벌 퍼포먼

스(non-verbal performance)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언어를 배제하

고, 비언어적 기호들 -몸짓, 표정을 비롯한 오감, 다양한 무대 장치들과

같은 표현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진다.28) <<탭덕

스>>(Tapducks), <<스톰프>>(Stomp), <<난타>> 등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존의 틀을 흔들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플롯을 창조하는 실험적인 형태의 작품들이 계속하여 생성되고

있다.

위의 북 뮤지컬의 시초를 언급한 부분에서처럼 <<오클라호마!>>와

같은 작품은 레뷔로부터 벗어나 뮤지컬이 확립한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

으로 새로운 양식적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는 본고의

<<캣츠>>가 추구하려던 각색의 방향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원작의 형

태가 연극과 시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캣츠>> 또한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인 극을 만들고자 내용, 음악과 무용, 그리고 무대 장치들을 사용

하여 유기적인 흐름의 창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캣츠>>의 스펙터클,

군무,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음악의 훌륭함은 비평가들로 하여금 북 뮤지

컬이 요구하는 플롯의 촘촘함과 일관성의 결핍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지

못했다. 플롯의 구조적 양식이 가지는 결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비판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캣츠>>를 쇼(show)적인 측면이 강한 레뷔

적인 뮤지컬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아예 뮤지컬이 아니라 레뷔 혹

은 엑스트라버겐자 작품으로 보는 의견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29)

“그 어떠한 플롯도, 서브텍스트도, 어떠한 맥락상의 포인트조차 없는

자벳>>(Elisabeth), <<요셉 어메이징>>(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쓰릴미>>(Thrill Me), <<숲속으로>>(Into
the Woods) 등이 있다.” 조준희, 위의 글, 56쪽.

28) 이춘길, 위의 글, 56쪽.
29) Richard Hummler, “Review: ‘Cats’”, Variety, October, 1982, 13.

http://variety.com/1982/legit/reviews/cats-120042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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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30) “작품은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아니지만 훌륭한 쇼이며,

최신식의 엑스트라버겐자로서 무대효과를 통한 스펙터클로 관객을 이끈

다.”31)는 평을 비롯하여 “플롯은 없음,”32) “내러티브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양이 캐릭터들이 각자 소개되는 식의 전개이며...어떠한 스토리

도 없다,”33) “<<스쿨 오브 락>>(School of Rock)을 제외하고는 로이드

웨버의 일관된 북 뮤지컬을 창작하는 능력은 언제나 불안했다,”34) “젤리

클 고양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 이외에 플롯은

없다.”35) 와 같이 비평가들은 북 뮤지컬의 특성인 일관적인 플롯의 결여

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다.

이들의 주장처럼 <<캣츠>>의 플롯은 소설이나 희곡, 혹은 드라마로

부터 각색된 작품이 취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형적 구조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 기승

전결적인 구도로 보기에 그 짜임새가 허술하다는 지적 또한 일리가 있

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캣츠>>

는 원작의 시들 사이가 이어지는 일부 지점에서 매끄러운 연결성이 부재

30) Emma Brockes, “Cats review-kitsch, dated...yet strangely adorable”,
The Guardian, August, 2016. 1.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6/jul/31/cats-review-broadway-leo
na-lewis-andrew-lloyd-weber

31) Hummler, 위의 기사.
32) Lisa Birnabach, “We Love ‘Cats.’ We Hate ‘Cats.’”, The New York

Times, July, 2016, 20.
https://www.nytimes.com/2016/07/24/theater/just-say-cats-and-watch-the
-fur-fly.html?mcubz=0&_r=0

33) Christopher Zara, “‘Cats’ Broadway Review: Where hell hath no furry”,
Newsweek, August, 2016, 5.
http://www.newsweek.com/cats-broadway-revival-review-486624

34) David Cote, “Broadway review: Cats at the Neil Simon Theater”,
TimeOut, July, 2016, 31.
https://www.timeout.com/newyork/blog/broadway-review-cats-at-the-neil
-simon-theatre-080116

35) Matt Windman, “‘Cats’ Broadway revival: Classic musical is back but
not better“ amNEWYORK, July 2016, 31.
http://www.amny.com/entertainment/cats-broadway-revival-classic-music
al-is-back-but-not-better-1.121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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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인다. 이 지점들은 시라는 장르에서 뮤지컬로 각색하는 행위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 중의 한 예는 극 안에 사회자 역

할을 맡은 먼커스트랩(Munkustrap)을 등장인물로 개입시킨 것이다. 이

인물은 플롯에 연관되는 내용의 일부를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그

느낌이 <<엘리자벳>>(Elisabeth)에서 극중 인물 ‘루이지 루케니’(Lougi

Lucheni)를 사회자로 등장시켰거나, <<에비타>>(Evita)에서 ‘체’(Che)를

내레이터로 사용하여 극의 내용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것과는 다르

다. 인물에 대한 설정이 단순하고 전달하려는 내용적 측면이 조악하여

장면의 연결성은 매끄러워졌을지 몰라도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급작스럽

다. 이는 관객의 극에 대한 몰입도를 급격히 하락시킨다.

그래서 본고는 <<캣츠>>가 선형적인 플롯을 가진 작품의 전형이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캣츠>>에 북 뮤지컬적인 특성이 부족하

다고 해서 작품 전체가 비난과 조소를 면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비

평적 공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뮤지컬의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형적인 북 뮤지컬의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관습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비단 브로드웨이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양 국가에서 웰 메이드(well-made) 작품으로 불릴 수 있는 뮤지컬은 기

존의 선형적인 플롯으로 이루어져 통일성이 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캣츠>>는 번스타인이 언급한 음악극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버

라이어티 쇼와 음악적 요소의 월등함이 돋보이는 뮤지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선형적인 플롯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캣츠>>

의 가치를 폄하하기에는 이 작품이 예술가들과 대중에 선사한 의의가 크

다. 시에서 뮤지컬로 각색하여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이 드물기에 이 작

품은 장르적 변환을 연구하는 데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영화,

웹툰, 1인 미디어방송 등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대중 매체가 관심을 받

는 이 시대에도 각색을 통해서라면 엘리엇과 같은 서구의 대문호가 20세

기에 지은 시집 또한 그 중심에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도왔다.

본고는 시가 뮤지컬 작품으로 극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창작진이

원작에 뮤지컬의 장르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



14

는지 고찰한다. 특히, 극화 과정에서 플롯의 형성이 작품의 가사와 음악

에 어떤 영향을 주어 작품의 통일성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그 논의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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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뮤지컬 <<캣츠>>의 각색 과정

2.1. 플롯의 형성

<<캣츠>>의 원작인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

이 이야기』(The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이하 『주머니

쥐』) 시집의 내용에는 중심 소재가 존재한다. “고양이들의 이름, 개별적

성격, 그리고 비밀스런 의식을 통해 엿보는 그들의 신비로운 세계”가 그

것인데, 베이-쳉(Bay-Cheng)은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고양이를 ‘자신만

의 이름(by his name)’으로 부르게 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36) <<캣

츠>>의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 또한 엘리

엇의 시집이 뮤지컬의 창작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완벽한 아웃라인”을 제

공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시집에서 고양이들의 생활상을 다룬 내용은 공

통적으로 등장한다.37) 그러나 『주머니쥐』에는 플롯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에 속한 시들은 서로 내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개별성 혹

은 독립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은 레뷔라는 양식이 하나

의 공통적 대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어지지 않는 다른 배경과 내용

을 나열하여 공연했던 측면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웨버는 1977년부터 시집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음악을 덧입히

는 작업을 시작하여 갈라 콘서트(gala concert)의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

했다. 이렇게 완성된 뮤지컬 <<캣츠>>의 전신은 1980년 여름, 시드몬튼

축제(Sydmonton Festival)에서 콘서트로 상연되었다. 그러나 제작자 카

메론 매킨토시(Cameron Mckintosh)와 연출가 트레버 넌(Trevor Nunn)

은 본 작품에 드라마 혹은 플롯이 필요함을 느꼈다.38) 매킨토시와 넌이

느낀 바와 같이 시집이 기반인 대본에 플롯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개연성

있고 긴밀히 연결된 극적 사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극적 사건은 원작

36) Sarah Bay-Cheng, ““Away We go”: Poetry and Play in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 and Andrew Lloyd Webber’s Cats”, Chinitz,
David E.(Ed.), A Companion to T. S. Eliot, Wiley-Blackwell, 229쪽.

37) Birnbach, 앞의 기사.
38) Citron, 앞의 책,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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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뮤지컬 <<캣츠>>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두 작품의 비교에 따르면 원작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요소들이 뮤

지컬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요소가 극화하는 과정

에서 플롯을 형성하기 위해 원작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사건, 배경과 같

은 소재(material)(줄여서 이하 극화소재)을 들 수 있다. 이 소재들은 엘

리엇의 미망인 발레리 엘리엇(Valerie Eliot)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서,

<<캣츠>>의 각색에 도움을 주고자 시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지인들

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포함한다.39) 구체적으로는 「글래머 고양이 그리

자벨라」에 관한 여덟 줄의 메모, 시집을 만화로 만들자던 월트 디즈니

(Walt Disney) 사의 제안과 이를 거절한 엘리엇의 편지, 그리고 작곡가

알란 로스톤(Alan Rawsthorne)이 『주머니쥐』 시집을 그의 음악으로

공연화한 일인극(모노드라마) 또한 포함되어 있다.40) 이 중에서 ‘젤리클

무도회,’ ‘헤비사이드 레이어,’ 그리고 ‘그리자벨라’가 뮤지컬의 주요한 갈

등을 형성하고 극의 전개를 진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극화소재로

선택된다. 이들은 뮤지컬 속의 하나의 큰 사건으로 연결되어 작품의 플

롯으로 귀결된다.41) 다음은 작품에서 사용한 극화소재들에 대한 소개이

다.

1) ‘젤리클 무도회’를 통한 사회의 형성

‘젤리클 무도회’(Jellicle Ball)라는 극화소재는 시집의 등장인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끔 하는 장소로 작용한다. 이 소재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엘리엇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에서 비롯된 내용이며, 「젤리클 무도

회로의 초대」악곡의 리드액터(lead actor)인 먼커스트랩이 본 극화소재

를 소개한다. 해당하는 가사는 다음과 같다.

39) Bay-Cheng, 위의 책, 217쪽.
40) Stephen Citron, Sondheim & Lloyd-Webber: The New Music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72-273쪽.
41) 스토리는 연극의 소재들이 배열되는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이며 사건을 배

열하는 순서(sequence)로서 희곡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제공한다. Smiley,
위의 책,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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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클 고양이들은 일 년에 한 번 만나지요.

모두가 환호하는 젤리클 무도회에서요

그리고 젤리클 지도자가 곧 나타나

젤리클 선택이라는 행사를 치릅니다

Jellicle cats meet once a year

At the jellicle ball where we all rejoice

And the jellicle leader will soon appear

And make what is known as the jellicle choice

위의 가사와 같이 ‘젤리클 무도회’는 부족이 매년 만나는 행사이자 장

소를 의미한다. ‘젤리클 고양이들은 일 년에 한 번 만나지요 / 모두가 환

호하는 젤리클 무도회에서요’처럼 등장인물들은 젤리클 무도회라는 행사

에 참석하기 위해 무대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모이게 된다. 이는 젤리클

무도회가 원작인 시집의 객체들을 뮤지컬 작품 속 젤리클 사회의 일원으

로 변모시켜 등장인물들을 사회화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각자

의 시 속에서 일상적 면모를 보여주던 등장인물들은 그 고정된 역할을

넘어서 뮤지컬 속 젤리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시 속의 인물들은 무대화된 배경에서 지인(知人)의 관계가

되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자아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는 원작인

시집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개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이들은 젤리클 무도회를 개최하면서 공동의 선(善)을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그리자벨라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함에 따라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개인을 배척한다. 또한, 매캐비티라는 인물과 대치하며

위험한 인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선지자 듀터러너미가 젤

리클 선택을 하는 과정에 순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의 제의를 지낸

다. 젤리클 무도회란 젤리클 부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신성성을 띤 제의

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폐쇄적인 동시에 공동체가 단합하는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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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을 유도하는 ‘헤비사이드 레이어’

두 번째 극화소재인 헤비사이드 레이어(Heavyside Layer)는 일종의

동물들의 천국을 상징한다. 엘리엇은 헤비사이드 레이어가 젤리클 고양

이들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라고 여겼으며, 오직 아홉 번의 불행한

생을 거친 동물들만이 이곳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42) 헤비사이드 레이어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위로, 위로, 위로, 러셀 호텔을 지나

위로, 위로, 위로, 천상의 나라(헤비사이드 레이어)로

Up, up, up past the Russell Hotel,

Up, up, up, up to the Heavyside layer

비교적 짧은 원문이지만 <<캣츠>>에서 헤비사이드 레이어는 젤리클

부족이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장소, 즉 새로운 삶으

로의 구원을 이루어줄 꿈의 장소이다. 선지자 듀터러너미가 단 한 마리

의 젤리클을 선택하면 그 점지된 고양이는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이동하

여 새로운 삶을 얻는다. 그래서 이 극화소재는 등장인물들이 젤리클 축

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적 보상, 즉 새로운 삶으로의 구원을 상징

한다. 작품의 피날레 부분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선택된 자에 대한 축하

의 의미로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 악곡을 통해 위의 가사를 반복적으

로 가창한다.

헤비사이드 레이어는 또한 단 한 마리의 젤리클 고양이만 승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젤리클 부족의 경쟁을 유도한다. 선의의 경쟁에

따른 동기 부여로 기능하는 것이다. 승천의 기회를 얻기 위해 다수의 등

장인물들은 극에서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2) Official Theatre UK, “Andrew Lloyd Webber Trevor Nunn Gillian
Lynne interview 2014”, YouTube. 2014, 7, 9.
https://www.youtube.com/watch?v=_m3NqP5gvnQ (201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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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롯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 ‘그리자벨라’

마지막 극화소재인 그리자벨라는 작품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엘리엇의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라는 시에서 가져온 내용이다.43)

그녀는 싸구려 유흥가를 자주 드나들었죠.

토튼햄 코트 근처의 더러워진 거리를,

사람 살 데 못되는 곳을 활보하고 다녔죠.

술집 ‘떠오르는 태양’부터 ‘가까운 친구’까지.

우체부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쉬었죠.

그녀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고양이가 바로 글래머 그리자벨라라고44)

She haunted many a low resort

Near the grimy road of Tottenham Court.

She flitted about the no-man’s land

From “The Rising Sun” to the “Friend at Hand.”

And the postman sighed as he scratched his head

You’d really have thought she’d ought to be dead.

And who would ever suppose that

That was Grizabella, the Glamour Cat?

위의 시는 출판 이전의 『주머니쥐』 시집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으나, 베이-쳉은 엘리엇이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를 불명

확한 이유로 출판 이전에 목록에서 탈락시켰다고 언급한다.45) 그 이유로

싸구려 유흥가를 드나들던 그리자벨라가 그의 전처였던 비비안을 상징하

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돌았으나, 엘리엇에 대한 전기와 같은 공식적 기

록들에 따르면, 그리자벨라가 시집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작가의 독자

43) Citron, 위의 책, 272쪽.
44) <<Cats>> DVD 버전(2002)의「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가사에서 차용.
45) Bay-Cheng, 앞의 글,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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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배려로 본다. 인물의 삶이 주요 독자층인 아동이 읽기에 슬프지

않을까 하는 시인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극적 인생의 굴레 때문에 시집에 수록되지 못한 그리자벨라의 이야

기는 <<캣츠>>에서 오히려 극적인 갈등을 형성하는 주인공으로 낙점된

다. 술집을 전전했다는 그녀의 과거는 성스러운 젤리클 부족에게 일종의

오점이자 수치로 여겨지고, 그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리자벨라와 부족 사

이에 갈등을 형성한다. 특히, “그리자벨라의 발라드 「메모리」를 제외하

고 모든 곡을 제거한다 해도 <<캣츠>>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

라고 줄 스타인(Jule Styne)이 언급한 것처럼, 그리자벨라의 기구한 사연

을 비롯하여 부족의 품에 돌아가려는 그녀의 의지는 「메모리」를 통해

플롯의 극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중추적으로 작용한다.46) 뮤지컬의 주

인공이 탄생함에 따라 작품의 극적 플롯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위에서 소개된 젤리클 무도회, 헤비사이드 레이어, 그리고 그리자벨라

라는 극화소재들은 플롯으로 완성되기 위한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 젤리

클 무도회는 그리자벨라를 비롯한 시집의 등장인물들을 동일한 장소에

묶어줄 사회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헤비사이드 레이어라는 상징적 보상

체계는 젤리클 선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경쟁의 심리를 심어 젤리클 부족

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주인공 그리자벨라는 자신의 과거의

사연을 통해 젤리클 부족과의 갈등을 심화하거나 해소하는 역할을 맡으

며 플롯의 완성도를 높인다.

본고는 위의 극화소재 중에서도 시가 극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을 젤리클 무도회에서 찾는다. 젤리클 무도회를 통해 개별적 인물들을

하나의 사회 안에 묶어 연결한 방안은 시집 속 인물을 각각의 등장인물

로 상정하여 사회를 형성케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창조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에 새로운 사건 혹은 배경을 집어넣어 내용

을 확장시키는 시도는 최근 인문학과 예술이 발전을 꾀하고자 창작물을

통합하는 시도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완전히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예시로서 영화 산업에서 마블 사(Marvel

46) Citron, 앞의 책,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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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의 영화 시리즈물을 들 수 있다.

마블 사는 만화 원작의 한 인물인 ‘아이언 맨’을 주인공으로 <<아이

언 맨>>(Iron Man) (2008)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동일한 원작 속의

다른 등장인물인 ‘토르’를 중심인물로 선정하여 <<토르>>(Thor, 2009)

라는 영화 또한 창작했다. 이 두 인물들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에서 각각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마블 사의 차기작인 <<어벤저

스>>(The Avengers, 2012)라는 영화에서는 영웅 집단를 일컫는 어벤저

스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는 두 인물의 세계관이

하나로 통합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세계가 팽창한다.

이 같은 내용의 입체적 확장은 <<캣츠>>가 양식적인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에 속한다. 『주머니쥐』의 인물들이 <<캣츠>>에

서 젤리클 세계라는 집단 속의 구성원이 되며 그 세계를 팽창하기 때문

이다. 현실의 고양이가 엘리엇의 시 속에서 의인화되어 한 인물로 탄생

했다면, 시 속 고양이는 <<캣츠>>가 각색되는 과정에서 젤리클 사회의

일원으로 변모한다. 이들은 작품의 젤리클 부족 간의 축제에서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재탄생한다.

<<캣츠>>와 위의 시리즈물이 가지는 차이점이라면 마블이 선택한 원작

에는 이미 집단 영웅 체제로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고, <<캣츠>>에는 원작의 시집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창작진의 선택에

따라 인물들이 통합되어 확장된 세계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

다.

흥미롭게도 완성된 <<캣츠>>의 플롯 내용을 일반화한다면 이것은

비단 <<캣츠>>에만 국한된 전개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곡가이자

제작자인 웨버의 전성기이자 청년기에 속했던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에 창작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에비타>>(Evita),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 내용은 ‘신비로운 인물

이 사회에서 배척당하다가 구원되거나 버림받는다’는 플롯을 토대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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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작품의 플롯에서 먼저 주인공의 특성이 유사한 지점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각각 젤리클 고양이, 예수, 그리고 팬텀

인데, 이들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신비로운 인물 유형에 속한다. 주인

공이 집단에 의해 배척되는 갈등의 구조 또한 작품마다 유사하게 비춰진

다. <<캣츠>>의 그리자벨라는 유흥가를 전전했다는 이유로 젤리클 부

족에게 배척당한다. 예수 또한 폰티우스 아래에 있는 군중에게, 팬텀도

마찬가지로 흉측한 외모를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학대당한다. 결말 부분에 주인공이 구원되거나 버림받

는다는 결말마저 유사성을 띤다.47) 그리자벨라의 경우, 젤리클 부족 안으

로 받아들여져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승천하는 구원을 성취했으나, 예수

는 폰티우스 집단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팬텀 또한 크리스

틴의 사랑이라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간략한 비교만을 통해서 보아도 위의 작품들은 <<캣츠>>의 배경과

주인공이 다르지만 그 정수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 가능하다. 사회의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 관계는 비록 명시된 뮤지컬의 원작들이 웨버의

것이 아니라 타 장르의 작가의 것이라고 해도 각색을 통해 작품의 주제

로 강조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화된 플롯이 1970-80년대에 웨버가

작품을 통해 일관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더불

어, <<캣츠>>의 극화소재들이 단순히 흥행 전략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

합한 소재들이라기보다는 웨버가 그의 작품들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공

통적인 주제와 연관된 것들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된 <<캣츠>>(1980)의 전신과는 다르게, 극화

소재들을 통해 플롯을 갖게 된 뮤지컬 <<캣츠>>(1981)는 가사가 음악

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품의 통일성을 이룬다.48) 각각의 악곡은 다른

47) “웨버의 주인공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어떤 구원을 찾는 것이다.” Paul
Prece, and William A. Everett, “The megamusical: creation,
internationalisation and impact”, Everett and Laird(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Mus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59쪽.

48) Citron, 위의 책, 273쪽.



23

악곡들과 연관성을 촘촘히 하게 되어 복합적인 관계를 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극화소재와 플롯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극화소재들이 가사와

음악적 측면에서 하나의 플롯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

고자 한다.

2.2. 극화소재의 활용

아래 표 3은 『주머니쥐』의 목차로서 표 4의 뮤지컬 악곡 목록과의

비교를 통해 시가 대본으로 변화하는 지점들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표 3 The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 Faber and Faber, 1952.

먼저 표 3의 나열적 구성의 포문을 여는 「고양이들의 이름짓기」는

젤리클 개체들의 신비로운 모습을 비롯하여 젤리클 무도회와 같은 비밀

스러운 의식을 표현한다. 이어 각각의 독특한 이름을 가진 고양이들에

편 『주머니쥐』의 목차

1 고양이들의 이름짓기(The Naming of Cats)

2 늙은 검비 고양이(The Old Gumbie Cat)

3 럼 텀 터거(The Rum Tum Tugger)

4 버스토퍼 존스(Bustopher Jones: The Cat About Town)

5 먼고제리와 럼플티저(Mungojerie and Rumpleteazer)

6 선지자 듀터러너미(Old Deuteronomy)

7 피크스와 폴리클들의 전투
(The Awful Battle of The Pekes and the Pollicles)

8 연극고양이 거스(Gus: The Theatre Cat – Asparagus)

9 그로울타이거의 최후(Growltiger's Last Stand)

10 열차고양이 스킴블섕크스(Skimbleshanks: The Railway Cat)

11 매캐비티(Macavity: The Mystery Cat)

12 미스터 미스토플리스(Mr. Mistoffelees)

13 고양이 이름 부르기(F inale: The Ad-Dressing of Cats)

14 고양이 모건의 자기소개
(Cat Morgan Introduces H imself)” (1952년도 판본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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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열 한 편의 시들은 전반적으로 “가벼움(frivolity)”과 “감추어둔 장

난기(concealed playfulness)”가 가득한 어조로 그들의 개성과 생활을 묘

사한다.49)

베이-쳉은 위의 열 네 편의 시들을 통해 시인이 도출한 결론이 고양

이를 “그만의 이름으로(by his name)”으로 부르기 위함이라 언급한다.50)

이름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시 「고양이 이름 부르기」와 열세 번째 시

「고양이들의 이름짓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

혹은 생활에 대한 신비로움은 작품의 진행 상 풀릴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다. 시집이 고양이들의 이름에 대한 화자의 호기심과 더불어 열한 마리

의 독특한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특성을 나열식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 Bay-Cheng, 위의 글, 228쪽.
50) Bay-Cheng, 위의 글,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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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악곡 주역

「서곡」“Overture” 오케스트라
「젤리클을 위한 젤리클 노래」

“Prologue: Jellicle Songs for Jellicle Cats”
앙상블

「고양이들의 이름짓기」“The Naming of Cats” 앙상블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

“The Invitation to the Jellicle Ball”

빅토리아, 콰소,

먼커스트랩
「늙은 검비 고양이」“The Old Gumbie Cat” 제니애니닷츠
「럼 텀 터거」“The Rum Tum Tugger” 럼텀 터거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Grizabella the Glamour

Cat”
그리자벨라

「버스토퍼 존스」

“Bustopher Jones: The Cat About Town”
버스토퍼 존스

「먼고제리와 럼플티저」 “Mungojerrie and Rumpleteazer”
먼고제리, 럼플티

저
「선지자 듀터러너미」 “Old Deuteronomy” 듀터러너미
「피크스와 폴리클들의 전투」“The Awful Battle of The

Pekes and the Pollicles”
앙상블

「젤리클들의 노래」“The Song of the Jellicles” 앙상블
「젤리클 무도회」 “The Jellicle Ball” 오케스트라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리프라이즈)」

“The Grizabella the Glamour Cat (Reprise)”
젤리로룸, 제미마

「메모리(프리류드)」“Memory Prelude” 그리자벨라
2막

「행복의 순간들」“The Moments of Happiness” 듀터러너미
「연극고양이 거스」 “Gus: The Theatre Cat–Asparagus” 아스파라거스

「그로울타이거의 최후」“Growltiger's Last Stand” 그로울타이거

「열차고양이 스킴블섕크스」

“Skimbleshanks: The Railway Cat”
스킴블섕크스

「매캐비티」“Macavity: The Mystery Cat” 드미터,봄발루리나

「매캐비티와의 전투」“Macavity Fight” 매캐비티
「미스터 미스토플리스」“Mr. Mistoffelees” 미스토폴리스

「젤리클 초이스」“Jellicle Choice” /「여명」“Daylight”
먼커스트랩, 제미

마
「메모리」“Memory” 그리자벨라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 “The Journey to the Heavyside

Layer”
앙상블

「고양이 이름부르기」 “The Ad-Dressing of Cats” 앙상블

표 4 <<캣츠>>의 악곡 목록, Really Useful Grou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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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2002년도에 출시된 <<캣츠>> DVD판의 뮤지컬 악곡 목록이

다. 표 3의 「주머니쥐」 목차에 담긴 열네 편에 비해 악곡의 수가 현저

히 늘어났다. 내용은 1막에 열다섯 곡, 2막의 열한 곡을 더하여 총 스물

여섯 곡이다. 각색 과정에서 첨가된 열 두곡의 악곡에는 기존의 열 네

편의 시와 더불어 플롯과 연관된 악곡들, 주제를 강조하는 리프라이즈

악곡, 그리고 서곡과 같은 배경음악이 포함된다. 시집의 목록보다 약 두

배가량 그 목차의 수와 내용이 증가하였음에도 기존에 전개되는 목록의

순서는 바뀐 부분이 없기에 원문에 대한 보존의 노력이 보인다. 이는 엘

리엇이 생전에 2차 창작자들이 각색을 통해 원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미망인 발레리 또한 각색에 제한적인 조건을 걸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뮤지컬의 대본은 간략한 시어의 부분적 변경을 제외하고

는 원문을 온전히 차용하였다.51)

위의 표 4에서 획이 굵게 적힌 부분은 극화소재들인 젤리클 무도회,

그리자벨라, 헤비사이드 레이어가 개입된 부분이고, 옅은 색의 글씨로 된

부분은 기존 시집에서 존재하던 시이다.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 시 목록

에 그 순서가 큰 변화 없이 잔존하고 극화소재들이 사이사이에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극화소재들과 연관된 악곡들

이 눈에 띄게 그룹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1막과 2막의 시작

과 끝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극화소재가 개입한 목적이

플롯을 구축하고자 함이지, 다른 악곡과 다를 바 없는 일화를 덧붙이려

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의 주제의식을 각 막의 처음과

끝에 강조하는 것은 뮤지컬에서 일반적인 구성에 속한다.

악곡 구성적 측면에서 보았듯이 젤리클 무도회, 헤비사이드 레이어,

그리고 그리자벨라를 포함하는 <<캣츠>>의 극화소재들은 원문의 시들

사이사이에서 플롯의 일부가 되어 매끄럽게 전체적 내용을 연결하여 뮤

지컬 대본을 완성한다. 다음은 각각의 극화소재들이 원문과 함께 뮤지컬

의 가사로 흡수되어 작품의 내용이 가사로 완성된 과정에 대한 분석이

51) Andrew Lloyd Webber, Cats the Musical, “Beverley Knight and
Andrew Lloyd Webber discuss Cats!”, YouTube. 2015, 7, 31.
https://www.youtube.com/watch?v=A1_SGS9oegU (2016, 9, 21.)



27

다.

1) 젤리클 무도회

‘젤리클 무도회’와 연관된 악곡은 1막의 「젤리클을 위한 젤리클 노

래」,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 그리고 「젤리클들의 노래」를 포함

한다.52) 젤리클 무도회는 시집의 등장인물들을 젤리클 사회의 구성원들

로 상정한다. 그래서 플롯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

이 아니라 인물, 배경과 같은 전반적 이야기가 제시되는 1막에서 다루어

진다. 젤리클 무도회는 등장인물의 공동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악곡들에서는 다수의 앙상블이 장면 전개에 참여한다.

제시곡인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는 극화소재인 젤리클 무도회와

헤비사이드 레이어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악곡은

프롤로그 「고양이들의 이름짓기」가 젤리클들의 신비한 이름과 연관된

일화들을 제시하는 내용에 이어, 등장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진전

되는 ‘아이엠’ 송(‘I am’ song)인「늙은 검비 고양이」사이에 개입하여

플롯의 배경을 설명한다. 가사는 사회자 역할의 먼커스트랩이 전달하는

데 이 역할은 뮤지컬의 플롯을 비롯한 각 장면을 매끄럽게 이어주기 위

해 내레이터로 개입된 것이다. 악곡의 가사는 엘리엇이 남긴 메모에서

발췌한 젤리클 무도회와 헤비사이드 레이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젤리클 고양이들은 일 년에 한 번 만나지요

모두가 환호하는 젤리클 무도회에서요

그리고 젤리클 지도자가 곧 나타나

젤리클 선택이라는 행사를 치릅니다.

52) 「젤리클을 위한 젤리클 노래」의 가사에도 젤리클 무도회라는 극화소재가
언급된다. 그러나 본 악곡은 젤리클이라는 개념과 젤리클 고양이들의 특성
을 소개하는 데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젤리클 무도회’라는 극화소재
는 단순하게 단어만 포함되어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 악곡을 통해 젤리클 무도회 소재를 설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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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선택된 고양이는 환생하여

다른 젤리클 인생으로 돌아오지요

저 곳 헤비사이드 레이어가 당신을 기다려요

오직 한 젤리클만이 볼 수 있는 경이로 가득한 곳

Jellicle cats meet once a year

At the jellicle ball where we all rejoice

And the jellicle leader will soon appear

And make what is known as the jellicle choice

(중략)

Announces the cat who can now be reborn

And come back to a different jellicle life

For waiting up there is the heaviside layer

With wonders one jellicle only will see

위의 가사 중 ‘젤리클 고양이들은 일 년에 한 번 만나지요 / 모두가

환호하는 젤리클 무도회에서요’ 와 ‘저 곳 헤비사이드 레이어가 당신을

기다려요’ 에서는 극화소재들이 먼커스트랩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플롯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의

일부가 정확하고 간결하게 관객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이렇게 관객을 향

해 설명식의 내용을 곧장 드러내는 행위가 <<캣츠>>의 내용적 통일성

을 강화하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오히려 단순히

제 4의 벽(the fourth wall)이라는 연극적 약속을 깨뜨려 관객의 몰입도

를 하락시키는 측면이 더 컸던 부분이다. 그만큼 플롯을 전달하는 방식

이 매끄럽지도, 호소력이 있지도 못했기에 극화소재와 기존의 시들을 연

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 각색을 통해 수정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적 지점들

또한 먼커스트랩이라는 인물 장치를 통해 전달한다. 예를 들어, 선지자

듀터러너미가 헤비사이드로 승천할 고양이를 발표하는 장면에서도 먼커

스트랩은 위의 예시와 동일한 직접 전달의 방식으로 관객에게 발표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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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된다는 내용을 알린다. 사회자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는 1막과 2막에서 인물들이 줄지어 소개되는 장면들에서도 무대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장면적 예시를 들자면, 먼커스트랩은 이

미 관객에게 소개된 등장인물들에게는 그 다음 인물에 관한 내용을 넌지

시 언급한다거나, 앙상블을 무대로 모으는 몸짓을 취하기도 한다. 사회자

에게 주어진 대사는 대부분 단순하고 설명적이지만, 배우는 어조, 제스

처, 어휘에 입히는 강세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취한다.

젤리클 고양이들이 오늘밤 나온다

젤리클 고양이들이 하나씩, 무리지어 나온다

젤리클 달이 밝게 빛나면

젤리클들이 젤리클 무도회로 모인다

Jellicle cats come out tonight

Jellicle cats come one, come all

The jellicle moon is shining bright

Jellicles come to the jellicle ball

「젤리클 무도회」는 1막의 하이라이트로서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화

합의 장을 표현한다. 젤리클 무도회가 진행되는 장면에는 대사가 존재하

지 않으며 발레형식의 군무로만 진행된다. 그래서 바로 이전까지 병렬식

으로 인물을 소개하던 진행방식을 아무런 연결 없이 무도회의 장면으로

바로 맞대어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위의 가사가 속해 있는

「젤리클들의 노래」라는 악곡이 그 두 장면 사이에 개입되어 자연스레

연결성을 높인다. 위의 ‘젤리클 고양이들이 오늘밤 ... 젤리클 무도회로

모인다’는 가사는 등장인물들을 무대로 모으는 신호로 작용한다. 음악 또

한 「젤리클 무도회」에서 연주될 발레 형식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소개

될 기악곡으로의 연결성을 수월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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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비사이드 레이어

‘헤비사이드 레이어’는 선지자 듀터러너미가 점지한 한 고양이만이 구

원될 수 있는 환생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불행한 생을 거친 동물만이 도

달한다는, 일종의 동물들의 천국과도 같은 이 극화소재는 젤리클 부족

모두가 경쟁에 활발히 참여토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극화소재는 엘리엇

의 메모에서 가져온 내용을 각색 없이 악곡의 가사로 사용한 것이며,

“위로 위로 위로 러셀 호텔을 지나 / 위로 위로 위로 천상의 나라로”가

가사의 전체 내용에 해당한다.53) 가사의 길이가 짧은 만큼 내용 자체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소재는 그 존재의 언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1막에서 먼커스트랩이

젤리클 무도회를 설명할 때 미리 소개된다. 그리고 2막의 피날레에 주요

악곡으로 등장하여 경쟁을 통해 성취되는 대상으로 그 내용이 두드러진

다. 특히, 2막의 피날레 부분에 해당하는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에서

는 그리자벨라가 듀터러너미의 손을 잡고 승천하는 모습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장면화되는데, 이는 극에서의 중심 갈등이 해소됨과 동시에 극

의 대단원을 드러내는 중추적인 장면을 형성한다. 그리자벨라가 헤비사

이드 레이어로 향하는 무대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모든 등장인물

들은 위의 가사를 반복 합창하며 환호한다.

53) Citron, 위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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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승천하는 그리자벨라를 환호하는 젤리클 부족

그림 1과 같이 젤리클 부족이 그리자벨라에게 환호하는 장면은 선지

자가 그리자벨라를 승천할 존재로 지정한 것에 대한 암묵적 찬성이기 때

문에 그 해소의 감정이 더욱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헤비사이드

레이어로의 이동 장면에서 형성된 본 이미지는 그리자벨라가 처음 등장

했을 때 모든 인물들이 보였던 조롱과 멸시의 이미지와 완전하게 반전된

모습이다. 부족과 그녀의 관계가 배척관계에서 화합의 관계로 극명하게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극적 관계의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

되고 젤리클 부족은 포용을 통한 통합을 이룩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리자벨라

그리자벨라는 작품의 갈등과 해결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다. 그녀의

사연은 극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술집을 전전하며 젊

음을 보낸 과거의 사연과 늙고 초라하게 돌아온 그리자벨라의 현재의 모

습이 부족에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녀를 멸시하는 부족과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그리

자벨라 사이의 대립관계는 플롯에서 가장 큰 갈등 소재로 파악할 수 있

다. 이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갈등은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과 맞물리며 극의 전개를 절정으로 몰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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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자벨라와 부족 간의 갈등에 연관되는 악곡은 「글래머 고양이 그

리자벨라」, 「메모리(프리류드)」, 「메모리」를 포함한다. 뮤지컬 작품

을 대표하는 프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들이 그렇듯, 극의 1막의

중간과 마지막 부분, 그리고 2막의 마지막 부분에 나뉘어 위치한다. 위

악곡들의 가사는 그리자벨라의 사연을 강조하며, 해당 가사는 엘리엇의

노트에서 참조한 것 이외에도 그의 다른 작품에서 가져온 부분들도 많

다. 따라서 시가 뮤지컬의 가사로 각색되는 과정을 상세히 짚어 비교하

는 것이 가능하다.54)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의의는 그

리자벨라를 소개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의의는 그녀와 부족 간의 대립을

형성하여 갈등을 급속도로 심화하는 것이다. 본 곡은 부족의 스타인 럼

텀 터거(Rum Tum Tugger)를 소개하는 악곡 뒤에 삽입되어 그에 대한

부족의 환호 섞인 분위기와는 이미지가 대비된다. 그리자벨라의 솔로 가

창에 이어 드미터, 봄발루리나가 그녀를 번갈아가며 소개하는 부분에서

대립은 점차 심화된다.

드미터의 가사인 “그녀는 싸구려 유흥가를 자주 드나들었죠 / 토튼햄

코트 근처의 더러워진 거리를 / 살 데 못되는 곳을 활보하고 다녔죠.”를

통해 그리자벨라의 과거가 조소적인 느낌으로 공공연히 드러난다. 뒤이

어 봄발루리나가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 /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로 그 고양이가 그리자벨라였다고.”라는 내용을 통해 그리자벨라를 비

54) 각색을 통해 가사가 변화된 부분들은 다음의 예시들에도 존재한다. 「럼 텀
터거」는 『주머니쥐』에서 원문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악곡이지만 소소한
내용적 각색은 실행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는 주어의 지칭에 관한
것이다. 시에서는 화자인 올드 포섬(Old Possum)이 럼텀 터거를 소개하며
그를 3인칭 서술인 ‘그’(He)로 지칭한다. 뮤지컬에서 이 인물은 직접 무대에
등장하여 스스로를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는 1인칭 시점으로 변환되어
자기표현을 하는 ‘나’(I)로 그 호칭이 각색되었다.
이외에도 「광상시」 1연의 ‘저 여자를 보라’(Regard that woman)는 ‘리

마크 더 캣’(Remark the Cat)으로 변한다. 시에서 ‘여인’(woman)으로 명시
된 대상이 뮤지컬에서는 의인화된 소재인 ‘고양이’(cat)로 각색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뮤지컬의 주요 인물들의 종(種)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주어를
여인에서 고양이로 교체한 것은 <<캣츠>> 작품 전체에서 전면적으로 걸
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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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봄발루리나는 위의 가사를 드미터와 중창하며

반복하고, 이어 모든 앙상블이 가사를 반복 제창하여 그리자벨라를 향한

조소적인 반감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본 악곡의 가사 내용은 엘리엇의 메모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내용의

양적 확장을 위해 엘리엇의 「바람부는 밤의 광상시」(Rhapsody on a

Windy Night)의 일부를 더하였다. 각색된 가사는 그리자벨라가 처한 모

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시에서 상징성을 내재한 일부 시어들은

그리자벨라의 모습과 닮아있다. 예를 들어, 원문의 2연에서 10연까지 등

장하는 인물은 가로등(streetlamp) 아래에서 ‘싱긋 웃는 듯한’(like a

grin)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은 술집의 여인이던 그리자벨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엘리엇의 다른 작품인 「나이팅게일에

둘러싸인 스위니」(Sweeney Among the Nightingales)에서 창부들이

‘금빛 싱긋 웃음’(a golden grin)을 보인 것과 「영생불멸의 속삭임」

(Whispers of Immortality)에서 나타난 ‘입술 없는 싱긋 웃음’(a lipless

grin)과도 상응하며 이미지의 일관적인 유사성을 보여준다.55)

그리자벨라는 “다 낡아 찢어진 가죽을 보세요 / 지지도 않을 때가 묻

었어요 / 또 그녀의 눈가를 보세요 / 다 일그러졌어요” 라며 자신의 모

습을 묘사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56) 이 가사에서

‘구부러진 핀처럼’(like a crooked pin) 뒤틀린 자아의 눈꼬리에 대해 원

문에서 ‘성적 상품화된 여성의 뒤틀린 행태’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

는 것처럼 성적 대상화가 된 여성은 그리자벨라의 모습과 상징적으로 오

버랩(overlap)된다.57) 본 악곡은 그리자벨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상

징적 시어들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그리자벨라와 젤리클 부족 간의 갈

등을 심화시킨다면 「메모리」는 극적 갈등이 진행되는 장면마다 주인공

의 내면적 감정과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의 대표 악곡이다. 「메

55) 윤희억, 「베르그송의 철학을 통한 T. S. 엘리엇의 바람 부는 밤의 광상시
연구」, 『현대영미시연구』 21.1 (2015), 102쪽.

56) <<Cats>> DVD 버전 속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 가사에서 인용.
57) 윤희억, 위의 글, p. 102.



34

모리」의 제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해당 시어는

엘리엇의 「바람부는 밤의 광상시」의 7연 4행에 등장하는 ‘메모

리!’(Memory!)라는 시어와 「재의 수요일」(Ash-Wednesday)의 II 2연

4행의 ‘기억의 장미’(Rose of Memory)와 같은 시어에서 나타난다. 이 악

곡의 주요한 선율과 가사는 작품 속에서 「메모리(프리류드)」와 「메모

리」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메모리」를 통해 리프라이즈 됨에 따라

그녀의 내면의 이야기가 부각되고, 악곡들의 가사 속에는 그리자벨라가

부족과의 화합을 염원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전체 작

품에서 플롯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메모리(프리류드)」는 그리자벨라의 쓸쓸한 처지와 외로운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악곡이다. 젤리클 무도회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화합

의 장을 이루고 난 뒤 초대받지 못한 그녀가 홀로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

에서 삽입되어 이미 화합한 젤리클 부족과 그녀의 소외된 모습이 대비된

다. 따라서 장면과 부합하는 본 악곡은 그리자벨라의 불쌍한 처지를 최

대한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악곡의 시작은 콰소와 빅토리아가 「광

상시」에서 “그녀의 가죽을 보세요 / 찢어지고 때가 묻었어요 / 보세요

그녀의 눈가를 / 다 일그러졌어요” 라는 가사를 복창하는 데에서부터 시

작한다. 이들이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후 그리자벨라의 가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녀의 가사는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와

동일하게 「바람부는 밤의 광상시」에서 가져온 내용을 가사의 바탕으로

하고, 원문의 쓸쓸한 감정을 표현하는 함축적인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데 그 특징을 갖춘다.

“깊은 밤, 거리에는 적막만이 감돌고 / 저 달은 추억을 잊었나요 / 홀

로 미소만 짓고 있어요.”라는 가사에서 ‘홀로 미소만 짓고 있어요’(She is

smiling alone)라는 문장은 원문 4연 5행의 ‘구석을 향해 웃는다’(She

smiles into corners)와 11행의 ‘그녀는 혼자다’(She is alone)의 일부를

조합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자벨라가 쓸쓸히 웃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

현한다. ‘저 달은 추억을 잊었나요?’(Has the moon lost her memory)는

시 4연 7행의 평서문에서 의문문의 형태로 변환하여 그리자벨라가 혼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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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되뇌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그리자벨라의 쓸쓸한 모습은

낙엽과 바람과 연관되는 시어와 시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가사의

넷째 줄 ‘시든 나뭇잎들은 내 발치에 쌓이고’(the withered leaves collect

at my feet)는 「프리류즈」(Preludes) 7행과 유사하다.58) 가사 5번째 줄

의 의인화된 바람의 이미지도 『네 개의 사중주』(Four Quartets)의

「번트 노튼」(Burnt Norton) III 15-17행, 「이스트 코우커」(East

Coker) V 19행에서 차가운 바람의 의미로 사용된다.59)

한밤중과 새벽 사이에 그때에 과거는 모두 거짓이 되고,

미래에는 미래가 없다. 그것은 새벽 五更전 60)

Between midnight and dawn, when the past is all deception,

The future futureless, before the morning watch.

I, 31-32행, 「드라이 설베이지스」(The Dry Salvages)

그리자벨라는 ‘이제 곧 아침이 되겠죠’(and soon it will be morning)

라는 가사를 통해 어두운 새벽에서 밝은 아침으로 변하는 모습을 마치

명암이 변하는 심상을 통해 자신의 운명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

다. 이는 『네 개의 사중주』의 「드라이 설베이지스」 I, 30-32행에 나

오는 “새벽 五更”(the morning watch)의 이미지와 상응한다. 또한, 명암

을 대조하는 이미지는 ‘모든 가로등이 던지는 듯 하네요 / 운명의 경고

를요’(Every street lamp seems to beat a fatalistic warning), 그리고

「바람부는 밤의 광상시」 8,9행의 ‘지나는 모든 가로등이 운명적 소리를

두드린다’(Every street lamp that I pass Beats like a fatalistic drum)와

내용상 유사하게 보인다.

58) ‘당신 발치의 시든 나뭇잎들’(Of withered leaves about your feet)
59) ‘찬 바람에 휘몰리는’(whirled by the cold wind), ‘불건전한 폐 속으로 드나

드는 바람’(Wind in and out of unwholesome lungs) Eliot, Thomas
Sterns, 이창배 역, 『T. S. 엘리엇 전집: 시와 시극』,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125쪽. ‘바람소리’(the wind cry) 이창배, 앞의 책, 135쪽.

60) 이창배, 위의 책,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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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시어 중 하나인 ‘달’(moon)은 본

악곡에서 그리자벨라의 이미지와 같은 맥락으로 비춰진다. 달의 모습은

그리자벨라의 모습과 동일시되어 작품 전반적으로 반복된다. 달은 ‘가냘

픈 눈’, ‘지워진 천연두 자국’, ‘먼지’ 등과 연관되어 가사에서 묘사되는데,

이는 의인화되어 기억을 잃고 외로워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관객에게 그

리자벨라의 모습을 전달하는 장치로 역할한다.

심상의 유사성 외에도 달에는 이상향의 세계라는 상징성이 담겨있다.

윤희억에 의하면 엘리엇은 광기의 세계는 달무리로, 이성의 세계를 태양

의 빛으로 대변하여 빛과 달의 시어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여기서 광기

의 세계란 “속세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현대화된 기계 사회에서 벗어

난 세계”를 의미하며, 이 세계 안에서의 달은 “아무런 원한 없이 가냘픈

모습으로 풀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행위를 통해 인류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윤희억은 “이러한 달의 주술적 속삭임 속에서 모든

“관계”(relations)와 “구분”(divisions)과 “정확성”(precisions)은 융해”된다

고 언급한다.61) 그리자벨라 또한 악곡을 통해 ‘달이 기억을 잃었다’, 혹은

‘달빛을 향해 얼굴을 돌리라’ 라는 가사를 반복적으로 읊으며 그녀가 생

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달’이라는 시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2막의 열 번째에 리프라이즈된 「메모리」는 추억을 통해 행복의 의

미를 찾고자 하는 그리자벨라의 강한 의지가 담긴 넘버(number)이다.62)

본 악곡은 「메모리(프리류드)」보다 그리자벨라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강

해진 내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 악곡을 통해 극은 클라

이막스에 이른다. 또한 그리자벨라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

로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포기할 순 없어요 / 동이 트면 오늘 밤 또한

61) 윤희억, 위의 글, p.99.
62) 악곡의 가사 중 일부이다. “추억이여 / 달빛을 바라보아요 / 추억에 당신을

맡겨요 / 마음을 열고 들어가요 / 그 곳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는다면 새로
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 추억이여 달빛 아래 홀로 / 옛날을 생각하며 미소
지어요 / 그 때 난 아름다웠죠 / 기억나요 행복이 뭔지 알던 때가 / 추억이
여 다시 돌아와 줘요” <<캣츠>> DVD버전 (2002)의 「메모리」 가사에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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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으로 남겠죠 /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라는 가사를 통해 호소하는 그

리자벨라의 손은 그림 2와 같이 부족에서 가장 어린 빅토리아(Victoria)

의 손과 처음으로 맞닿아진다. 이어 다른 젤리클들도 그녀와 손을 잡아

주며 적대감은 서서히 거두어지며, 그리자벨라는 결국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림 2 그리자벨라의 손을 잡는 빅토리아

그런데 이 악곡이 끝나자마자 선지자는 그리자벨라를 헤비사이드 레

이어로 승천할 고양이로 갑작스럽게 점지한다. 갈등의 해소가 이루어지

고 곧이어 연결되는 극화소재로 연결된 플롯의 결말은 각색을 통한 내용

의 개연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듀터러너미의 행동은 갑작스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다. 작품에서 관객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이 불친절한 개연성은 「행복의 순간들」이라는 악곡에서

비롯한다. 악곡의 내용은 엘리엇의 「드라이 설베이지스」의 II 6행, 9

행에서 16행까지 수정 없이 옮겨왔다.

행복의 순간들

경험한 적은 있지만 그 의미를 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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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되찾게 된다면 경험 또한 기억나겠지요

그 어떤 다른 의미보다

행복에 의미를 두어요

과거의 경험은 그 의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건 오직 한 번의 삶에서 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지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억하며 말이에요

The moments of happiness

We had the experience but missed the meaning,

And approach to the meaning restores the experience

In a different form, beyond any meaning

We can assign to happiness.

The past experience revived in the meaning

Is not the experience of one life only

But of many generations - not forgetting

Something that is probably quite ineffable.

악곡은 선지자인 듀터러너미를 통해 ‘행복’이라는 가치를 중심 메시지

로 전달하고자 한다. 다른 어떤 의미보다 중요하고, 행복했던 경험은 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고 하는 가사의 언급은 악곡

「메모리」에서 행복의 의미를 안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란 내용

을 언급한 그리자벨라의 메시지와 그 맥을 함께 한다. 행복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그리자벨라와 다른 등장인물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

다. 2막의 「메모리」에서 행복을 되찾고 싶다는 그녀의 염원은 반복적

으로 명시되며 점차적으로 그 구분을 뚜렷하게 한다. 행복에 대한 염원

을 전달하는 가사를 다른 등장인물들의 악곡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그리자벨라가 악곡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복에 대한 염원을 언

급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그녀가 선지자가 임명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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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악의 기능

<<캣츠>>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특성들은 작품이 음악적 다원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하다.63) 푸치

니의 오페라를 오마주(homage)하여 만든 팝-발라드 형식의 「메모리」

부터, 80년대 디스코 곡조가 중심적 선율이 되는 「럼 텀 터거」, 그 외

에도 찬송가, 재즈, 팝, 전자음악 등의 형식들이 작품의 음악적 범주에

속한다.64) 음악 구성적 측면에서도 레뷔, 뮤직홀(music-hall), 엑스트라버

겐자(extravaganza), 보드빌(vaudeville), 민스트럴(minstrel), 벌레스크

(burlesque) 등을 포괄하는 공연 음악적 특징을 나타낸다.65) 더욱이, 작

품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단번에 알려주는 아이엠 송으로 정의되

는 악곡들에 고유한 음악적 형식 및 주제선율을 부여한다. 이러한 음악

적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는 <<캣츠>>의 음악은 레뷔와 같은 장르적 특

성을 띠며, “스스로가 자신만의 명확한 특징을 획득하기 위해 공연의 다

양한 견해들을 음악적으로 융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66)

시트론은 <<캣츠>>의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뮤지컬 음악을

창작하는 절차에 대해 웨버가 <<캣츠>>를 창작하기 이전에는 작품의

극적 구조를 만들고자 작사가들과 상의를 거치고는 했으나, 음악의 경우

에는 선율을 중심으로 하고 음악에 가사를 맞추는 편이라고 언급한다.

63) 다양성은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 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웨버가 1970년대에 제작한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
트>>(Joseph and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와 <<지저스 크라이
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스타라이트 익스프레
스>>(Starlight Express)에서도 <<캣츠>>와 같이 다양한 음악 형식들을
사용하는 특징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타라이트 익스프레
스>>의 경우 락, 블루스, 컨트리 음악이 전반적으로 뮤지컬의 분위기를 지
배하다가 마지막 피날레 악곡을 가스펠 형식으로 마무리한다. Prece and
Everett, 앞의 글, 258쪽.

64) Kaelyn Smith(ed.), The musicals of Cameron Mackintosh. 43쪽.
65) Prece and Everett, 앞의 글, 258쪽.
66) Cats the Musical, “How they orchestrated the film– Behind the

Scenes’“, YouTube. 2011, 5, 11.
https://www.youtube.com/watch?v=yrVMyQocfYM&index=3&list=PLlOXH
zxCKa8irqMlKKjlWp3rpI9ZYneNj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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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율에 중점에 두어 음악에 집중된 극을 만드는 데 익숙했던 웨

버는 그러나 <<캣츠>>의 경우, 원작의 시를 작품의 중심으로 두고 극

화 과정에서 선율을 해당 가사에 맞추어야 하는 제한적 상황에 있었다.

“<<캣츠>>에서 이와 반대로 행했을 때에도 전곡을 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기존의 운문에 음악을 입혀보자고 결심했다” 라는 웨버

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작곡가는 시를 중심으로 음악을 형성하였

다.67) 그렇다면 <<캣츠>>의 음악은 극화소재를 어떻게 활용하여 플롯

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 이를 통해 어떻게 음악적으로 극적 통

일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가.

악곡 내에 주제적 선율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음악적 특징에

서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이다. 주제적 선율을 사용하는 것은 음악적 모

티브가 특정한 선율과 리듬을 통해 내용에 걸맞게 주제 음악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뮤지컬 뿐 아니라 오페라와 영화 음악에서도 주제적 선율을

통해 극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은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주제

를 관통하는 악곡의 주제들이 반복하면서 극의 흐름과 더불어 주제를 구

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반복되는 모티브들이 극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68) <<캣츠>>의 주제선율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종류인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과 극의 상황적 ‘분

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극화소

재와 내용적으로 연관되어 여러 악곡에서 반복적으로 차용됨에 따라 극

적인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는 극화소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사와

부합하는 선율을 일컫는다. 이들은 극화소재를 위주로 된 악곡의 주제선

율로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가사를 강조한다. 한 편, ‘분위기

를 이끄는 주제선율’의 경우에는 극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사

가 없이도 선율 자체에 특정한 분위기로 상대적으로 크고 추상적인 흐름

67) Citron, 앞의 책, 267쪽.
68) 노영해, 「19세기 오페라와 현대의 대중적 뮤지컬 사이의 연속성: <<레미제

라블>>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반복의 중요성」, 『서양음악학』, 제3호,
2000,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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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제선율들은 음악을 통해

극을 이끌어가며, 뮤지컬의 가사와 음악의 흐름에 통일성을 부가한다.

2.3.1.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

<<캣츠>>의 극화소재의 주제선율은 플롯의 내용을 강조한다. 그리자

벨라 소재를 표현하는 악곡에는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 「메모

리(프리류드)」, 「메모리」가 있다.69) 그리고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

대」는 젤리클 무도회 소재를,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은 헤비사이드

레이어 소재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다.70) 각 소재 악곡의 주요 선율들

은 해당 소재를 강조하여 작품의 극적인 주제 의식을 표출하는 데 일조

한다.

1) 주인공 ‘그리자벨라’의 삶

그리자벨라는 작품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해당 인물의 외

양, 성격, 삶의 족적, 내적 심리 상태 등은 극적 갈등을 전개하고 해소하

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리자벨라의 면면을 표현하는「글래머 고양

이 그리자벨라」, 「메모리(프리류드)」, 「메모리」는 그녀와 연관된 내

용을 자연스레 강조하는 데 이바지하고 플롯과 관련된 주제선율로 작용

한다. 명시한 악곡들은 1막과 2막의 중간과 마지막 부분으로 나뉘어 존

재한다.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는 열 네 곡으로 구성된 1막에서 일곱

번째 악곡이다. 주인공의 삶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아이엠” 송의 형태를

69) 「메모리」는 작품이 수정될 때마다 제목을 조금씩 바꾸는 듯 보인다. 최근
에는 「메모리(프리류드)」를 「메모리」로, 「메모리」는 「메모리(리프
라이즈)」로 사용하는 글도 보이지만, 정식으로 명칭이 수정되었다고 확인
된 바가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2002년도 DVD 버전의 「메모리(프리류
드)」와 「메모리」로 제목을 통일하였다.

70) 「메모리」이외에도 악곡의 제목들은 악보와 대본의 판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각국에서 상연되며 불리는 명칭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에
서는 2002년도 DVD판을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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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악곡들에 비교하여 그 길이가 60마디로

짧은데 이마저도 세 명의 배우들의 부분 가창으로 나뉘게 되어 악곡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쪼개어진다. 가사의 내용은 젊은 시절 유흥가를 떠

돌던 그리자벨라의 과거와 더불어 초라해져버린 그녀의 현재 이야기이

다. 악곡은 음울하고 조소적 분위기와 내용을 통해 그리자벨라에 대한

이미지를 관객에게 확고히 한다. 그리자벨라와 젤리클 부족 간에 적대적

인 관계를 형성케 하는 것도 본 악곡의 역할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사의

우울한 내용과 부합하도록 악곡은 4/4박자, 템포 50에 선율은 대부분 저

음역대로 조성되어 있다. 악기 편성은 플루트, 클라리넷, 혼, 색소폰, 첼

로, 기타, 베이스, 피아노, 전자피아노, 자일로폰, 드럼을 포함한다.

악보 1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서주 구간

악곡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선율은 위의 서주 구간 네 마디이다. 「글

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서주 부분으로 등장하는 주제선율은 핵심인

물인 그리자벨라의 등장을 무대 위의 다른 배우들과 관객에게 알리는 역

할을 한다. <<캣츠>>에서는 인물 특정적 악곡에 해당하는 인물의 외양

이나 성격을 음형, 박자, 템포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 악

곡에서 또한 그리자벨라가 무대에 등장할 때의 선율이 그녀의 외양과 그

녀가 풍기는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선율의 첫 두 마

디가 이음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음줄의 앞음은 길고 뒷음은

동일한 음고에 박자만 짧게 쌍을 이루는데, 이 음형은 주제선율 안에서

반복되며 음을 한 단계씩 상행한다. 이 청각적인 양태는 마치 절룩거리

는 그리자벨라의 발걸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도 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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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자벨라는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위의 선율에 맞추어 한쪽 발을 절룩

거린다.

또한 첫 두 마디에서는 점차 상행하다가 후반 두 마디부터 하강하는

모습과 이와 더불어 선율의 강세 또한 마지막 마디에서 디크레센도되는

것은 걸음에 힘이 빠지는 그리자벨라의 모습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이

러한 그리자벨라의 이미지는 엘리엇의 「바람부는 밤의 광상시」에서 창

부의 웃음을 지닌 대상인 ‘그녀’와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음울한 분위기와

그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이 같은 서주의 주제선율은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 뿐 아니라 「메모리」와 연관된 악곡들에서도 리프

라이즈되며 반복하는 형태를 띤다. 이 선율은 해당하는 악곡들의 전주에

오스티나토되어 무대에 등장하는 그리자벨라의 존재감을 부각하기도 한

다.

서주의 주제선율은 무대에 등장한 인물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재빠르

게 조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를 들면, 본 악곡은 「럼 텀 터거」라는

악곡 뒤에 이어지는데, 이 악곡의 들떠있고 신나는 음악적 특성은 그리

자벨라의 이미지와 대비된다. 빠르고 리드미컬한 락 장르인데다가 럼 텀

터거라는 캐릭터가 부족의 스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무대의

분위기는 한창 들떠있는데 이를 음울한 느낌의 그리자벨라가 풍기는 분

위기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 두 캐릭터의 상반된 분위기에

서 오는 음악적 괴리감은 저음역대의 에올리언 스케일로 이루어진 서주

의 네 마디를 통해 해결한다. 본 마디는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

의 서주에 배치되며 「럼 텀 터거」의 느낌을 한 순간에 암울한 분위기

로 이끈다. 선율은 그리자벨라가 독창이 시작하는 지점까지 오스티나토

되어 그리자벨라의 음울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지속한다.71)

극의 전개 흐름에 따라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서주 선율은

그 형태를 점차 변화한다. 이것은 그리자벨라와 부족 간의 관계가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의 일환이며 또한 그리자벨라의 존재감이 가

71) 김은유, 「뮤지컬 <캣츠>의 음악분석에 의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적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2014.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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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던 위화감의 정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하다. 아래

의 악보 2는 1막의 「메모리(프리류드)」에서 처음 리프라이즈되는 부분

이다.

악보 2 「메모리(프리류드)」에 리프라이즈된 서주 부분

악보 2에서 리프라이즈된 부분의 음형은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

라」의 서주의 주제선율과 동일하다. 이들의 형태가 동일한 이유는 두

악곡 모두 그리자벨라와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녀

의 음울한 존재감이 주는 위화감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악보를 보

면 두 악곡에서 모두 선율의 반주부가 저음역대에 걸친 포괄적인 음역의

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점과 이음줄을 사용하

여 선율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따라가며 주요 선율을 강조하는 것도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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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메모리」에 리프라이즈된 서주 부분

위의 악보 3의 구간은 2막에서 리프라이즈된 서주의 주제선율이며, 1

막에서 사용된 악보 2와는 선율과 반주적 측면에서 모두 다른 느낌을 제

시한다. 그것은 이 부분이 그리자벨라가 부족과의 화합을 바라는 내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으로서 극의 구조에서 갈등이 해소되기 바로 직

전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악보 3과 악보 2의 선율적인 차이는

먼저 선율에 부점이 있던 자리가 쉼표로 채워진 것이다. 변화는 반주부

에서도 나타난다. 위에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긴 이음줄로 한 음을 지속

하며 주제선율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은 악보 2에서 상행하는 음형을 동

일하게 따라가며 선율을 강조하던 반주부의 모습과 대조된다.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는 서주의 주제 선율을 통해 본격적으

로 전개된다. 그리자벨라와 드미터, 봄발루리나가 번갈아 가며 세 부분으

로 나누어 가창한다. 그리자벨라의 가사는 “다 낡아 찢어진 가죽을 보세

요,” “또 그녀의 눈가를 보세요” 와 같이 3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스스로

를 묘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가사 전달이 스스로에 대한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제 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은 가사의 내용이

엘리엇의 「바람부는 광상시」로부터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이며 체념적인 표현이 가사에 들

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자벨라는 음악적으로, 그리고 연기적으로 스스

로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악구는 악보 4에 표기된 음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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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와 B4 등에 위치하여 감정이 고조되는 분위기와 조화를 꾀하였다.72)

악보 4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에서 그리자벨라의 독창

드미터와 봄발루리나는 그리자벨라의 독창을 이어받는다. 이들은 「글

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시에서 발췌한 가사를 가창하며, 이때부터 등

장인물의 인생에 관한 정보 전달적인 내용이 젤리클 부족과 관객에게 본

격적으로 소개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위의 악보 4를 포함하는

그리자벨라의 독창 구간과 그 독창을 이어받은 드미터와 봄발루리나가

가창하는 악보 5의 선율과 빠르기, 그리고 리듬이 서로 불일치하며, 그

격차가 한 악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 구간

의 선율과 빠르기에 변화가 생긴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두 구간의 원문이 출처가 다른 것에 있다. 그리자벨라의 가사는 「바람

부는 밤의 광상시」에서 발췌한 것이며, 드미터와 봄발루리나의 가사는

엘리엇의 미발표 시인 「글래머 고양이 그리자벨라」에서 발췌한 것이

다.

둘째는 이 악곡을 통해 그리자벨라와 부족 간의 갈등적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함이다. 악곡은 ‘그리자벨라’라는 동일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원 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주인공과 주인공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72) 이 구간의 멜로디는 원본 악보를 찾을 수 없어 표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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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가창 구간을 나눈다. 그래서 그리자벨라

는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신의 가창 구간을 통해 드러내며, 봄발

루리나와 드미터는 그녀의 사연을 공개하여 부족이 그녀에 대한 적대감

을 생성하도록 하는 대조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것은 두 등장인물들이

그리자벨라를 배척하는 부족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악곡을 대

하는 인물들의 시각이 다르고, 가사에 내포하는 감정이 다르기에 배우들

이 표현해야 하는 해당 구간들은 음악적으로도 다른 방식들로 표현되어

있다.

악보 5 드미터와 봄발루리나가 독창하는 구간

그래서 악보 4와 같은 그리자벨라의 독창 부분은 서주의 선율을 오스

티나토한 반주부 위에 자조적이기는 하나 본인이 처한 안타까운 모습을

선율과 가사로 묘사한다. 반면, 악보 5를 포함하는 드미터와 봄발루리나

의 음악은 그녀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리드미컬한 음형 위에 조소 섞인

연기적 감정 표현을 엮어 전달하여 플롯에서 갈등 상황이 전개됨을 효과

적으로 표현한다. 두 구간에는 템포와 리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

리자벨라의 독창 부분까지 유지되던 60 빠르기는 드미터와 봄발루리나의

대목에서는 68 빠르기로 변한다. 그리고 전주에서 그리자벨라의 독창까

지 오스티나토되던 그리자벨라의 등장 선율 또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

며 두 구간의 차별화를 꾀한다.

이렇게 한 악곡 내에서 극적 갈등을 형성함에 따라 음악적 흐름이 불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 작곡가는 음악적 양식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악곡에 통일성을 부과한다. 악곡에서 사용된 장르는 블루스(blue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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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해당하는 음악적 양식은 19세기 후반에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위

로가(慰勞歌)와 유사하게 전승되다가 점차적으로 미국의 대중음악 중 한

종류로서 독자적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 음악은 유흥가를 드나들던

그리자벨라의 하층민의 삶과 그녀가 현재 겪는 고난을 토로하는 데 효과

적이다. 그래서 악곡은 재즈와 블루스 장르에서 공용되는 블루스 음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선율의 흐름을 형성했다. 김미정은 그리자벨라를 나

타내는 악곡에서 “블루스 장르를 사용하여 그리자벨라의 애환과 비애가

담긴 심정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행적을 나

타낸다”고 밝힌다.74) 김은유 또한 “선율 라인이 블루노트로 구성되어 그

리자벨라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미묘하고 독특한 분위기로 곡을 마무리한

다.”고 유사하게 분석하고 있다.75)

이어 주인공의 내적 심리를 드러내는 주요 악곡은 「메모리」이다. 이

악곡은 작품 <<캣츠>>의 역사보다 자체적 역사가 더 길다. 시트론에

따르면, 이 주제선율은 1979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브

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상연되던 당시 이미 지어졌다. 그것은 웨버

가 푸치니(Puccini)와 레온 카발로(Leon-cavallo) 사이의 우정에 관한 1

막짜리 오페라를 하기 위해 푸치니의 작품을 오마주한 선율을 작곡한 것

에서 비롯된다.76) 아래의 악보 6이 바로 그 선율이다.

73) 홍세진,「뮤지컬에서 나타나는 음악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뮤지컬 ‘캣
츠'를 중심으로」,상명대학교 대학원, 2005, 65쪽.

74) 김미정,「뮤지컬 캣츠 <Cats>의 음악 분석 연구: 뮤지컬 넘버의 악곡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2010, 39쪽.

75) 김은유, 위의 글, 48쪽.
76) Citron, 앞의 책, 266쪽.



49

악보 6 훗날 그리자벨라의 주제곡이 되는 선율

이 구간은 후에 악보 7과 같이 <<캣츠>> 속 「메모리」의 주제선

율로 자리 잡는다. 이 선율은 주인공인 그리자벨라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녀의 내적 심리 상태와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간접적으로 암

시하기에 극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메모리」의 주제선

율은 「메모리(프리류드)」, 「메모리」, 「행복의 순간들」(The

moments of Happiness), 그리고 「여명」(Daylight)에서 사용된다.

1막의 「메모리(프리류드)」와 2막의 「메모리」는 음악적 진행 측면

에서는 유사하지만 후자가 악곡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길고 선율 라인 또

한 비교적 확장된 형태를 띤다. 두 악곡의 공통점으로는 “메모리, 달빛

아래 혼자 / 예전을 생각하며 웃지요 / 그 땐 내가 예뻤는데 / 난 행복

을 알았던 때를 기억해요 / 다시 그 기억이 살아나게 해주세

요.”(Memory, all alone in the moonlight / I can smile at the old days / I

was beautiful then. / I remember the time I knew what happiness was. /

Let the memory live again.)라는 가사 부분을 동일한 주제선율 아래에 반

복 사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주제선율과 함께 강조하려는 그리자

벨라의 중심적 메시지이다. 이외의 가사 내용은 극의 전개 양상이 바뀌

게 됨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 의지, 감정의 변화에 맞추어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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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메모리」의 주제선율

「메모리(프리류드)」의 경우에는 엘리엇의 「광상시」를 비롯한 시들

로 구성되어 그리자벨라가 부족과의 대립에 직면한 처지에서 느끼는 외

로움과 쓸쓸함을 극대화한다. “그녀는 혼자 웃고 있어요 / 가로등 아래

시든 낙엽이 발에 채이면 / 바람은 탄식하기 시작하네요.”(She is

smiling alone / In the lamplight the withered leaves collect at my

feet / and the wind begins to moan)와 같이 외로움이 시청각적으로 극

대화되며 젤리클 무도회에서 모두가 화합의 장을 벌이고 난 후 초대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그리자벨라의 심정을 드러낸다. 따라서 주인공의

외로운 감성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악곡의 큰 목적이며, 연민을 불

러일으키기 위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팝 발라드(pop ballad)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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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한 음악적 구성을 뒷받침한다. 홍세진은 팝 발라드의 장르가 사

용된 이유로 “그리자벨라가 보여주는 보편성, 대중성을 띠며 그리자벨라

의 이야기가 대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언급한

다.77) 이 주제선율은 악곡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특히, 4/4 박자

는 악곡 전체적으로 변박이 없이 지속되며, 음정도 변주 없이 단순 반복

되는 형태를 유지하여 그리자벨라의 지속되는 안타까운 감정을 일관적으

로 전달하는 데 일조한다.

프리류드 악곡이 그리자벨라의 안타까운 처지를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면, 2막의 10번째에 리프라이즈된 「메모리」는 그리자벨라가 행복의 순

간들을 되찾기 위해 환생을 염원하는 희망과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악곡이다. 음악적 구성은 6/8박자, 아다지오 안단테 템포, 81마디로 구성

되어 1막의 「메모리」(프리류드)와 선율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악곡을 변주하고 확장한 구조를 보인다.

가사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메모리」(프리류드)가 주로 그녀의 쓸쓸

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충실했다면, 「메모리」의 가사는 수동적이고 정

적이었던 그리자벨라가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메모리 달빛으로 얼굴을 돌려요 / 당신을

이끄는 기억을 열고 들어가요 /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된다면 / 당신의 새

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Memory turn your face to the moonlight

/ Let the memory lead you, open up, enter in / If you find that

meaning of what happiness was / Then your new life will begin)라는

가사 안에서 ‘얼굴을 돌리’거나, ‘기억을 열고 들어가’거나, ‘새로운 인생

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능동적인 표현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

진 주인공의 심리는 곧 “여명이여 / 나는 해가 뜨기를 기다려야만 해요

/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야만 해요”(Daylight / I must wait for the

sunrise / I must think of a new life)라는 가사처럼 강한 의지를 표명

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메모리」라는 악곡을 통해서는 동일한 주

제를 가진 두 악곡 안에서 수동적이었던 인물의 심리가 능동적으로 변하

77) 홍세진, 위의 글,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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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 나아가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게 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표현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자벨라의 삶에 대한 의지는 악곡이 진행될수록 그 표현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따라 악곡은 단순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성과 박자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박자의 경우 12/8박에서 10/8박으로, 또 6/8박으로

변박되고 이음줄이 곡의 당김음 효과를 만들어 박자의 균일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또한, 복합적 감정을 다양하게 드러내고자 B플랫 메이저

조성을 기본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율에 알맞은 반주가 마이너인

경우가 많아서 우울한 느낌이 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78)

악보 8「메모리」의 클라이막스 부분

「메모리」의 클라이막스 구간인 악보 8에서 그리자벨라의 새로운 인

생을 향한 절실한 의지와 호소력은 극대화된다. “날 어루만져 주세요 /

날 떠나는 건 너무 쉬워요 / 좋았던 날들의 추억과 나만 홀로 남기고/

날 어루만지면 행복이 뭔지 이해할 거예요 / 보세요, 새로운 날이 시작

됐어요.”(Touch me / It’s so easy to leave me / All alone with the

memory of my days in the sun / if you touch me, you will

understand what happiness is / look, a new day has begun.)의 가사에

서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을 어루만져 달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자벨라

가 부족과의 화합을 강렬하게 염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음악적으로도

주제선율이 음고가 도약하고 반주의 강세 또한 매우 강하게(ff)로 변화되

78) 김미정, 위의 글,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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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선율을 폭넓고 강렬하게 장식하여 고조되는 감정을 드러냄을 확인

할 수 있다.

「메모리」의 주제선율은 그리자벨라가 이끄는 악곡에 등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품 전체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반복된다. 특히 인

물의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내면적 심리가 리프라이즈 장치를 통해 작

품 곳곳에 등장하여 해당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관객에게 상기시키는 역

할을 맡는다. 대표적인 예시는 「행복의 순간들」이다. 55마디의 이 짧은

악곡은 듀터러너미가 핵심인물로 가창을 맡는다. 그러나 악곡이 후반부

로 진행되며 제미마가 무대에 등장하여「메모리」의 주제선율 또한 함께

부른다. 그래서 마디 41부터 제미마가 등장할 때 6/8의 박자는 12/8로

변하고, D 메이저로 전조되면서 밝은 분위기로 반전한다.

제미마는 추억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가사의 내용은 「메모리」의 주제선율로

되어 있다. 그리자벨라의 주제선율이 선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부

합되는 악곡에 주제선율로 리프라이즈되어 그녀의 존재가 주제 의식과

연관되어 강조되는 것이다. 제미마의 독창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 전체는

「메모리」 선율로 된 제미마의 노랫가사를 합창한다. 그리고 「메모

리」의 주제선율은 아래의 악보 9에서처럼 기악 연주만으로 재반복되며

그리자벨라의 삶과 선지자가 중시하는 가치가 엮여 있음을 거듭 강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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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행복의 순간들」의 끝부분에 삽입된「메모리」의 주제선율

2) 젤리클 무도회와 헤비사이드 레이어의 주제선율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는 ‘젤리클 무도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다. 악곡은 1막의 네 번 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작품에서 등장인물

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아이엠 송 형식의 악곡들이 연이어 전개되기

이전의 위치이다. 그래서 본 악곡은 극적 전개를 위해 관객이 알아야 하

는 내용을 소개하는 제시곡의 성격을 갖는다. 악곡을 주도하는 사회자

먼커스트랩에게 고유한 주제선율이 부여되지 않으나 대신, 「서곡」의

제 2 선율이 악곡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주제선율로 사용된다. 본 선율

은 본고의 2.3.2절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에서 설명되는 것으로서,

젤리클 부족의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

다. 악곡의 가사가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곡에 해당하므로 갈등

의 해소를 드러내는 선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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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속 ‘해소’의 주제선율

먼커스트랩의 사회는 악곡의 마디 105부터 템포가 느려지며 시작되는

데 이 때 위의 악보 10과 같이 ‘해소’를 표현하는 주제선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가사의 내용을 장식하는 데 집중한다. 해소의 주제선율은 조금

씩 변주되는 형식으로 먼커스트랩이 언급하는 주제적 플롯을 풍성하게

하고 강조한다. 반주부는 전자피아노와 벨 정도로 부드럽게 음악을 제한

하고 느린 템포 아르페지오가 이어지도록 하여 플롯을 소개하는 배우의

목소리에 집중하게끔 한다.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은 듀터러너미가 그리자벨라를 환생할 젤리

클로 선정하고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이끄는 순간 등장하는 악곡이다. 작

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외에도, 극적 갈등이 해결되는 대단원의 분

위기를 형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아래의 악보 11은 헤비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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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의 주제선율이다.

악보 11「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의 주제선율

등장인물들은 그리자벨라가 선지자가 선택한 최후의 고양이임을 듣는

장면에서 “위로(up)”라는 가사를 반복 합창하며 그리자벨라의 천상행을

축하한다. 이 때 악보 11 속 한 도막으로 된 매우 짧고 단순한 선율이

울린다. 주제선율은 전체 59마디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동일하게

단순명료한 가사를 조화롭게 강조한다. E메이저의 유니즌(unison)으로

된 가창 표현 또한 그리자벨라와 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젤리클 부

족이 통합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합창은 위와 같

이 4성부로 나뉘어 코랄 형식으로 제창되며 성가대의 느낌을 주기도 하

고, 뒤이어 장식적인 음을 첨가해서(ornamentation) 활발하고 능동적인

심상을 형성한다.79) 선율은 기본 모티브를 변주하는 측면을 부각시켜 반

79) 조현일, 「플롯을 위한 Leitmotif 사용과 변용」, 『한국영상학회논문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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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함으로서 음악적으로 내용적 통일감을 형성한다.

2.3.2.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

앞서 소개한 주제선율들이 플롯을 이루는 극화소재들을 직접적으로 강

조하는 역할을 했다면,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들은 보다 큰 흐름으

로 작품의 내용을 주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갈등’, ‘해소’, 그리고 ‘승화’를

상징하는 주제선율들이 작품 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악곡 간의 매

끄러운 연결을 도맡아 작품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를 이끄는 주제 선율들은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처럼 구체적인 인물

이나 배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형식과는 다르게 작용한다. 구체적으

로 「서곡」의 두 주제선율은 ‘갈등’과 ‘해소’를 주제로 한 멜로디를 가진

다. ‘갈등’의 주제선율은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분

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며, ‘해소’의 주제선율은 반대로 감정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마지막으

로 ‘승화’의 주제선율은 「젤리클들을 위한 노래」에서 표현하는 분위기

로서, 젤리클 부족 간의 갈등이 완전한 해소를 넘어 부족이 스스로에 대

한 경이를 표하는 정신적인 승화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1) 갈등과 해소의 주제선율

오케스트라 연주로만 진행되는「서곡」은 1막의 첫 악곡인 만큼 관객

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80) 악곡에는 ‘갈등 혹은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주제선율과 ‘해소’의 분위기를 나타

내는 주제선율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데, 이들은 서로에게 반의적인

9권, 70쪽.
80) “본 악곡의 모드는 E플랫 키의 믹소리디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B플랫

메이저의 I도 화성이 하행 진행하다가 화성의 V에 해당하는 분산화음으로
상행 진행하며 전개된다. 화성의 제 7음에 해당하는 음을 반음 내려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앞선 갈등의 주제선율이 순차진행인 것에 비해 해소의 주제
선율은 완전 4도 중심의 도약 진행과 분산화음으로 구성된다.” 김은유, 위
의 글,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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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극에 갈등과 해소의 분위기가 필요한 장면에 삽

입되어 해당하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갈등을 표현하

는 주제선율은 앞서 밝혔듯이 극 중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를 나타낸

다. 작품의 흐름에서 등장인물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내용상 해소될 법

하지 않은 분위기가 생성될 때 이를 강조하기 위해 주로 등장한다. 그것

은 예를 들어 전투 장면과 같이 인물들이 물리적 갈등을 빚는 부분, 젤

리클 부족의 신비롭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장면 등을 포함한

다. 갈등의 주제선율은 음악적으로는 단 2도 간격으로 상행했다가 반음

계로 하향하는 순차 진행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인다.81) 그리고 반주부가

메이저 세컨과 마이너 세컨으로 이루어진 밀집코드의 구조를 통해 협화

와 불협화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해소될 듯 해소되지 않는 감정을 음

악적 선율로 표현한다.82)

악보 12 ‘갈등’의 주제선율

악보 12와 같이 갈등의 주제선율은 「고양이 이름짓기」,「젤리클들

의 노래」,「젤리클 무도회」그리고 「매캐비티와의 전투」등 작품 속

다수의 악곡에서 반복적으로 쓰인다. 「고양이 이름짓기」의 경우 ‘인간

이 형언할 수 없는 고양이들의 세 번째 이름’과 그들의 신비로운 생활을

표현하는 가사가 본 갈등의 주제선율 위에서 가창된다. 반주부는 리듬만

바뀐 채 동일하게 사용되며 전자피아노와 피아노를 통해 갈등의 주제선

율을 변주하여 반복한다. 또한, 악보 13는 갈등의 주제선율의 멜로디가

81) 김은유, 위의 글, 27쪽.
82) 홍세진, 위의 글,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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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부로 오스티나토 된 부분이다. 이처럼 갈등의 주제선율은 악곡의 선

율로 차용되거나 아래와 같이 반주부로 사용되는 등 형태를 변화하여 갈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

악보 13 「고양이 이름짓기」에 사용된 ‘갈등’의 주제선율

「매캐비티와의 전투」에서 또한 갈등의 주제선율이 변주 형태로 사

용된다. 듀터러너미를 납치한 매캐비티와 그를 되찾으려는 먼커스트랩

간의 싸움이 본 악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들의 해소되지 못하는

감정은 악곡 내에서 음악적으로 극대화한다. 갈등의 주제선율은 변주되

다가 두 마디의 연결구를 거쳐 「서곡」의 해소의 주제선율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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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해소’의 주제선율

악보 14의 ‘해소’의 주제선율은 ‘갈등’의 주제선율에 비해 길고 복잡

한 것이 특징이다. 해소의 주제선율은 갈등이 해소되며 화합적인 분위기

를 암시한다. 그래서 그리자벨라가 부족과의 화합을 희망하는 부분, 그리

고 젤리클 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흐름에 부합하는 분위기를 상징할

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젤리클 무도회」에서 그리자벨라는 해소의

주제선율에 맞추어 부족의 군무를 재현함으로써 부족에게 화합되고자 하

는 희망을 표현한다. B플랫 메이저, I-V/V-V-I의 화성 진행으로 구성되

는 이 여덟 마디의 선율은 악보 14와 같은 음형으로 볼 수 있다.

2막의 「메모리」에서도 악곡이 마무리 될 때 갈등이 해소되며 화합

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해소의 주제선율이 반주부에 삽입되어 부족으로

귀속되고 싶은 그녀의 간절함을 암시한다. 아래의 악보에서 찾을 수 있

듯이 악곡의 마지막 부분에 해소의 주제선율이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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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메모리」에서 사용된 ‘해소’의 주제선율

갈등의 주제선율이 작품 곳곳에서 반복되는 것과 같이, 해소의 주제선

율 또한 갈등이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가 드는 장면에서는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리프라이즈된다. 일례로 「고양이 이름짓기」에서는

빅토리아와 미스터 미스토플리스가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

출 할 때 해소의 주제선율이 배경음악으로 쓰인다. 이 장면은 작품의 흐

름 상 갈등이 아닌, 등장인물간의 아름다운 감정 표현이 교차하는 화합

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뒤이어 먼커스트랩의 사회로 「젤리

클 무도회로의 초대」가 소개될 때에도 해소의 주제선율이 다시 등장하

며 젤리클 무도회가 모두를 초대하는 화합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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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젤리클 무도회로의 초대」 속 ‘해소’의 주제선율

(2) ‘승화’의 주제선율

「젤리클들을 위한 젤리클 노래」에 등장하는 ‘승화’의 주제선율은 젤

리클 부족이 스스로를 찬양하여 그 고양된 분위기가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사용된다. 승화의 주제선율은 동일한 가

사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총 두 번 등장하며 가사는 다음과 같다.

담대한 고양이의 신비스런 신성함이여

대성당 주변을 울리는 ‘만세’ 소리로

영원히 삶을 지속할 고양이에게 생명을!

The mystical divinity of unashamed felinity

Round the cathedral rang ‘Vivat’

Life to the everlasting cat!

승화의 주제선율은 1막의 「젤리클들을 위한 젤리클 노래」이 진행되

는 중간에 갑작스레 개입한다. 젤리클 고양이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언급

하는 내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악곡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디

135부터 갑자기 모든 등장인물들은 성가대의 모습을 재현하는 포즈를 취

한다. 그리고 4성부의 합창으로 된 코랄 형식의 주제선율을 악보 1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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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니즌으로 합창한다. 스스로의 존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지는 가사의 내용과 4성부 유니즌의 합창 형식으로 짜여진 선율은 작품

에서 등장인물들을 가장 고취시키는 내용과 분위기를 가진다.

악보 17 「젤리클들을 위한 젤리클 노래」속 ‘승화’의 주제선율

승화의 주제선율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은 2막의 피날레 「천상의 세

계로의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이다. 선지자 듀터러너미가 그리자벨라

를 다시 환생할 젤리클로 선포하며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걸음을 옮기는

장면에서 모든 앙상블이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을 합창하고, 그 뒷부

분에 악보 18의 주제선율이 덧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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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천상의 세계로의 여행」속 ‘승화’의 주제선율

위의 악보에서처럼 등장인물들은 4성부로 된 유니즌으로 승화의 주제

선율을 부른다. 선율은 장엄하고(maestoso) 포르티시모(ff)로 강하게 울

리며 등장인물들의 얽힌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부족이 스스로를

고무하고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승화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과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은

작품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작품의 플롯과 연관된 장면, 감

정, 분위기 등을 강조하여 극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크게 나누어진 두 종

류의 주제선율의 차이점을 들자면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들은 주로

배경 음악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여

가사와 함께 사용되는 성악음악인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들보다 기

악음악 형태로 되어 있는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들이 비교적 더 포괄

적인 분위기를 전달할 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선율’들이 작곡가가 음악을 통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전달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청자가 듣기에

음악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간다고 말할 수 있다. 성악적 주제선율들에

포함되는 ‘플롯을 강조하는 주제선율’은 작품의 가사를 강조하는 데 열중

하여 플롯을 강조하며, 주로 기악음악으로 구성된 ‘분위기를 이끄는 주제

선율’은 가사를 통해 중재되지 않기에 음악 자체만으로 작곡가가 작품의

흐름에 개입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이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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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작곡가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

다고 볼 수 있다.83)

이렇게 가사와 함께 사용된 주제선율들과 기악으로만 구성된 주제선

율들은 통합하여 <<캣츠>>의 플롯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드워드 콘(Edward Cone)에 의하면 엘리엇이 시와 노래의 차이

점에 대해 “시는 시인이 화자의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는 작곡가가 시인

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였듯이84) 본 장에서는

작곡가인 웨버가 자신의 방식으로 극화소재로 비롯한 플롯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83) Edward T. Cone, The Composer’s Voi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108쪽.

84) Cone, 위의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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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더 나은 각색을 향하여

뮤지컬 <<캣츠>>는 1971년 5월 웨스트엔드의 뉴런던 극장(New

London Theater)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브로드웨이에서는 약 18년, 웨

스트엔드에서는 약 21년 동안 연속적으로 공연한 기록을 세웠다. 2018년

현재에는 세계 투어의 일환으로 내한하여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등에

서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수십 년간 관중을 이끄는 본 작품이 흥

행한 이유를 음악, 무용, 그리고 스펙터클이 어우러진 공연요소들로 본다

고 하더라도 그 창작의 원천을 제공한 엘리엇의 원작 시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어떻게 시가 뮤지컬이 될 수 있을까. T. S. 엘리엇의 『주머니쥐』의

목차에 병렬식으로 나열된 시들이 어떻게 뮤지컬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의식을 통해 본고는 시가 뮤지컬의 가사와 음악으로 구현된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그 각색 과정을 플롯이라는 장치의 형성 과정 속에서 찾고

자 했다. 또한 작품의 스펙터클에 묻혀 미처 인식되지 못한 <<캣츠>>

의 각색 과정에서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나를 숙고하고 그 방법을 플롯

과의 관계성 안에서 모색하였다.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극화소재들이 작품의 가사와 음악의 형성

에 각각 작용하여 하나의 통일성 있는 작품으로 연결되도록 기여했다는

것이다. 극적인 사건이나 배경이 될 가능성을 지닌 극화소재들이 엘리엇

의 시집 혹은 그와 연관된 자료를 통해 선택되었고, 그 중에서도 돋보이

는 극화소재들인 ‘그리자벨라’, ‘젤리클 무도회’, 그리고 ‘헤비사이드 레이

어’는 ‘젤리클 무도회를 통해 헤비사이드 레이어로의 구원을 갈망하는 젤

리클 부족과 그리자벨라’라는 플롯으로 엮인다. 이들은 시들 사이사이에

개입하고, 충실히 시들을 하나의 플롯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뮤지컬로 전

환하는 일에 임한다.

그래서 뮤지컬의 가사의 경우, 극화소재들이 작품의 내용 전체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극적인 흐름에 통일성을 주었는지 각색 이전의 시와

<<캣츠>>의 가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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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극화소재들이 시를 가사로 변모하는데 영향을 주는지의 탐색이

있다.

물론 시가 뮤지컬이 되기 위해 단순히 텍스트를 접합하고 이동하는

것만을 통해 각색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 여기에는 뮤지컬에 대본 못지

않게 중요한 음악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극화소재들은 연관된 악곡의 주제선율을 통해서도 작품의 통일성을 이루

는데 기여하며, 두 가지의 기능적 종류로 나뉜 주제선율의 형태 - 플롯

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형태와 좀 더 큰 흐름이나 추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형태 - 가 작품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가

사와 음악이 함께 기능하면서 플롯의 중추적인 역할을 생성하고 강화할

때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장르로의 성공적인 장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위와 같은 각색 과정을 통해 작품을 창작할 때의 주의점 중 하나는

원작의 특성이나 의도를 퇴색시키지 않는 선에서 과정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각색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작의 내용이나

특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비단 본 작품만의 것 뿐 아니라 뮤

지컬 각색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원작에 대한 훼손 여부는 바로 각색 과정의 어려움과도 직결된다.

비평가들은 <<캣츠>>가 플롯이 빈약함을 지적했지만, 실상 작품은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엘리엇의 원문을 수

정 없이 차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극화소재들을 비롯한 내용적인

몸집을 불릴만한 자료들까지 모두 원작자의 작품에서부터 가져왔기 때문

이다. 그 과정에서 장면을 매끄럽게 잇는 부분들은 다소 어색했으며, 선

형적인 플롯의 모범적 형태는 되지 못했으나 이 작품이 원작자의 작품들

에 대한 경의와 배려를 표한 노력은 높게 살만하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색 이전의 시의 특성들이 <<캣츠>>

의 극적인 특성들에 의해 의도적이거나 우연적으로 가려지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일례로 스펙터클(spectacle)적인 측면이 강한 본 공

연을 관람하면서 원작 속 시어와 시구를 음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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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먼고제리와 럼플티저」와 같은 악곡에서는 두 등장인물들이 화

려한 아크로바틱 쇼를 선보이며, 이러한 시각적인 스펙터클로 인해 각

시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상상하며 음미하는 자유는 화려한 쇼(show)를

감상하는 즐거움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시 속의 작은 드라

마들은 사라지고 화려한 스펙터클과 굵직한 전개만 살려진다.85)

위의 언급은 단지 각색의 어려움 중 한 부분만을 명시한 것이다. 시에

서 뮤지컬로 각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원작의 특성이 부득이하게

삭제될 수 있는 부분을 비롯하여 각색이 진행되며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

움들, 그리고 동시에 도착 장르의 특성 또한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의 한 방안으로 본 작품이 가지

는 특성과 맞물리는 특징을 가지는 1차 창작물을 각색하는 데 있어서 쇼

뮤지컬의 형태보다는 낭독 공연의 형식으로 구성을 꾸려 작품을 설정하

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향후 뮤지컬로 각색을 진행한

다른 예술 작품들에 대한 고찰을 희망한다. 그리고 극화소재를 이용하였

거나 다른 방안을 채택하여 시에서 뮤지컬로 극화된 향후의 작품들을 기

대하며 이와 관련된 각색 과정 연구의 진행 또한 희망한다.

85) Michael Billington, “Cats review – glamourous Nicole Scherzinger hits

high notes in carnival revival”, The Guardian, 2014, 12, 12.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4/dec/12/cats-review-nicole-scherzi

nger-andrew-lloyd-webber-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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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Poems to a Musical:

The Adaptation of Cats

Na Rae Kw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adaptational work departing from

poems to a musical. In detail, it is a study on how The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 (1939) written by a British poet

Thomas Stearns Eliot was adapted to the lyrics and music of Cats

(1981).

Although theatrical adaptations have been practiced for more than

a century, theoretical approaches of them are not thoroughly

discussed within the related context. Generally, in order to proceed a

theatrical adaptation for the musicals, materials from original artistic

medium such as a novel, film, and cartoon are restructured and

re-written in accords with the required theatrical elements.

This thesis therefore compared the lyrics of Cats to the original

poems as a basic research method. The drawn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while the original poems do not contain a particula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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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content materials were selected from the existing works by T.

S. Eliot, and connected each other to create a unified event or a

so-called plot for Cats. Therefore, the newly generated plot worked to

dramatize the poems, and bridged the gap between the two difference

artistic medium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his paper, therefore,

takes into account of more detailed content analysis on both lyrics

and music of Cats.

keywords: Andrew Lloyd Webber, T. S. Eliot, Cats,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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