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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식기반 경제에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행위 주체 간 학습과 지식 창출이다 지금까지 

문화산업에 대한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문화산업에 있어서의 지식 창출과그행위 주체에 대한 연구는상대적으로큰주 

목을 받지 못 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산업 중 서울시 뮤지컬 산업을 대상으로， 주요 생산 주체라 할 수 있는 뮤지컬 

제작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조직 특성과 제작 조직 구성의 기준 및 역할 구분을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는 대체적으로 제작과 기획， 홍보 . 

마케팅 관련 인력만을 갖추고 있고 작품을 제작할 때만 일시적으로 제작 조직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형태를 보 

이고 있다. 작품 제작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할 때는 작품의 콘셉트와 해당 인력에 관한 뮤지컬 업계 내 평판을 조 

직 구성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며， 공통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다음 작품을 할 때도 우선적인 섭외 대상 

이 된다. 구성원의 교체는 작품 콘셉트가 바뀌었거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을 경우 혹은 작품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 

하파 할 때 발생하거l 된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 내 업무는 제작 · 기획 업무와 홍보 · 마케팅 업무가 흔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예술 부문은 연출가， 이외 제작 업무와 조직의 전체적인 조정은 제작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국내 뮤지컬 업계에는 연출가 출신 제작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예술 부문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요어 : 문화산업， 뮤지컬 산업， 프로젝트 기반 조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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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α : The critical factors that lead industrial growth and development in knowledge-based economy are 

learning among principal agents and knowledge creation. Even 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on 

cultural industry , the study on knowledge creation and its main agent in cultural industry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Among different kinds of cultural industry , this study focuses on musical industry in 

Seoul and musical production company, which is the main production ag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musical production company , criteria of composition of 

production organization and task classification from a perspective of project-based organizations. As a 

result, most musical production companies in Seoul are project-based organizations , which originally 

consist of staffs in planning, public relation , and marketing dep따tment but organize a temporary production 

team in case they plan to give a performance. When these organizational units work for production , they 

utilize concept of certain musical and musical actors’ reputation as crucial information. As the companies 

develop mutual trust with their counterparts prep따ing a performance , they tend to work with those p따tners 

by priority. Bad evaluation on a performance or change in its concept or pursuit of novelty usually result in 

replacement of existing casts or staffs. The tasks of production . planning and public relation . marketing 

department are mingled to some extent. Overall , directors play a pivotal role regarding art , whereas 

producers lead organizational 따rangement and production tasks. In Korean musical industry, since there 

exist a number of producers who worked as director, their excessive interference with art sector is also 

observed. 

Key Words : cultural industry, musical industry , project-bas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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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에서는 문화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이 수렴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견 

되었고， 문화가 자본주의적 상품화의 대상이 되었 

q(Scott, 200이. 이를 통해 경제활동은 미적이고 

기호적인 속성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Lash & Urry, 

1998) , 즉 문화상품의 생산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 

었으며， 문화경제(cultural economy)의 출현을 이 

끌게 되었다. 문화 경제는 공예， 패션， 미디어， 엔 

터테인먼트， 보석， 향수， 의류， 영화 등에 이르는 

폭 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머， 뉴욕， 파리， 

밀란， 도표 등 세계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 

적하여 발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cott ， 1999; 

Iρrenzen et al. , 2008). 

이러한문화경제의 흐름속에서，문화산업은 ‘문 

화’ 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적 포괄성 혹 

은 다양성으로 인해 쉽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문화적 상품을 공급하는 일군의 산업들(Scott ， 

200이을 지칭한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영화， 멀티미디 

어， 디자인， 건축등다양한문화산업 부문들이 매 

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Wenting ， 2004). 일례 

로， 대표적인 문화산업 도시라 할 수 있는 LA는 총 

고용 부문에서 문화산업의 비중이 첨단기술 산업 

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로 발 

돋움했다(Scott ， 200이. Power & Scott(2004)은 문 

화산업의 특정으로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상품 

의 가치는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인 내용과 

소비자의 경험적인 반응에 기반하고， 둘째，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높은 비용을 문화상품 소비 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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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경쟁적이고 조 

직적인 압력에 노출되어 있어 전문화된 클러스터 

나 산업지구에 집적하지만， 그들의 상품은 세계 시 

장을 순환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 

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산업 부문으로， 과 

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계와는 다른 특성을 내포 

하고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프트 파 

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라는 비전을 세우고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을 추진 중(문화체 

육관광부， 2009)이며， 이러한 배경 하에 다양한 문 

화산업들이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 중 공연 

산업은 지금까지 다른 문화산업에 비해 산업적 특 

성보다 예술적 특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뮤지 

컬， 오페라， 콘서트 등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양 

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산업들 가운데 뮤지 

컬 산업은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뮤지컬 산업은 2001년 LG 아트센터에서 공 

연한 라이선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이 약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약 192억 원의 매출을 기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 

다(원종원， 2005). 이후 ‘난타’ , ‘명성황후’ 등이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대중적으로도 뮤지컬에 대 

한 인지화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뮤지컬 산업이 

아직은 초기 산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삼성경 

제연구소， 2003) 2006년과 2007년， 1년 사이에 작 

품 수가 2배 , 공연 건수는 3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다른 공연산업 분야에 비해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 

르다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러한 

뮤지컬 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공연 문화산업의 

양적 팽창을 가져오고， 공연이라는 예술적 장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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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산업 중 뮤지컬 산업 

을 대상으로， 주요 생산 주체라 할 수 있는 뮤지컬 

제작사에 관하여 연구하과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조직 특성과 제작 조직 

구성의 기준 및 역할 구분을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묶것이다. 

2) 연구방법과내용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뮤지컬 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조직 특성과 지식 창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 

여 각종 문헌 연구와 「한국뮤지컬협회」에서 제공 

받은 회원 뮤지컬 제작사를 비롯하여 서울시 내에 

입지한 뮤지컬 제작사 91개 중 157ß , 무대기술 · 

제작 전문 업체， 배우 등 관련 인력 6명까지 총 21 

개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인터뷰는 2010년 8 

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 수행을 하였으 

며，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가소요되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 

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기반 조 

직 논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전반적인 특성과 

조직을 구성할 때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 

고， 조직 내에서 업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줄 것 

이다. 이러한 논의는 서울시 뮤지컬 산업의 전반적 

인 제작 조직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습 

과 지식 창출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배경이 될 

수있다. 

그리고 뮤지컬에 관한 각종 문헌들을 통해서는 

뮤지컬의 정의와 분류， 제작과정， 역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뮤지컬의 정의 

를 비롯한 다양한 설명들은 아직 학문적인 측면에 

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상태이므로뮤지컬에 대한 연구그자체의 측 

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뮤지컬 산업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 

료는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연 

매출， 제작사의 입지와 같은 정보를 비롯하여 연도 

별 · 장르별 · 지역별공연수와같은기초적인 

통겨l 수치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뮤지컬 산업 

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뮤지컬협회」에서 

제공받은 공연 목록 자료(2000년-2007년)를 토대 

로 연도별 공연 수 추이， 서울시 지역별(구 단위， 

공연장 기준) 공연 수 추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한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티켓 대행판매 업체인 「인터파크 플레이 

DBJl)를 이용하여， 2009년 창작 뮤지컬과 라이선 

스 뮤지컬을 공연한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했다 

사례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토 

대로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조직 특성을 파악하 

고， 이를 통해 뮤지컬을 제작할 때 왜 프로젝트 기 

1)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입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수의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현재 구득할 수 있는 제작사 정보는 「인 
터파크 플레이 DBJ가 가장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기에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수 
준은 아니지만 제작사에 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는 전혀 집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써 제작사 현황에 대한 간접적 
인 이해는 가능하다. (http://www.play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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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직이 필요한것인지를설명하고자한다.또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 

려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구성원의 교 

체 및 프로젝트 기반 조직 내 업무의 구분은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 문헌연구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혁신을 통 

한 지식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경제가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불확실성 

을 감내해야만 한다. 또한 이로 인한 위험 (risk)은 

기업으로 하여금 활동에 제약을 가져다주고， 업무 

에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 

(project -based organizations , PBOs)은 이 와 같은 

현실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기업의 위 

험부담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기업 

은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신 경제 

(new economy)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과 시장 압 

력 속에서도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하여 인적 자원 

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자기영속적 

(self -perpetua ting) 구조로부터 벗 어 날 수 있다 

(DeFillippi, 2001). 따라서 차별화된 수요와 불확 

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컨설팅과 전문 

서비스(회계， 광고， 건축디자인， 법률， 경영 컨설 

팅) , 문화산업(패션， 영화， 비디오게임， 출판) , 첨단 

기술(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 

복합제품과 시스템(건설， 교통， 전자통신， 기반시 

설)에 걸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Sydow et al. , 2004).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개념은 1960년대 미 

국군-산업 복합체에 의해 발전해온 것으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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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분야로 점차 확장되어 Goodman & 

Goodman(1976)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분 

석적인 프로젝트 개념이 제시되었다(Grabher ， 

2002a). 그들은 프로젝트 조직을 ‘일시적 체계 

(temporary system)’ 라 지 칭하며 , ‘제한된 시간 동 

안 복합적인 과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숙 

련 노동력 집단’ (p. 494)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 

념적 토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는 일시적으로 상 

호 관련된 과업들의 집합(Sydow & Staber, 2002) ,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 기반 과 

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일시적 조 

직 혹은 하위 단위로 정 의 할 수 있다(DeFillippi ， 

2001). 또한 Sydow et al. (2004)은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프로젝트 과업 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체계 

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적 자원과 지식들이 통합 

되는조직적 형태로설명한다. 

이러한정의로부터 프로젝트기반조직에 내포 

된 독특한 특성들을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프로 

젝트 기반 조직은 오로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해당 과업이 완수되면 조직 

이 해체되는 과업특수적(task -specific) 특성이 있 

다. 황은정 & 이희연(2008)은 이와 유사하게 프로 

젝트 기반 조직을 ‘목표지향적’ 이라 표현하며 프 

로젝트 과업이라는 상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라 주장 

한다. 또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수해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 

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 

이 프로젝트 조직의 구성과 해체를 결정짓는 요소 

임을지적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과업을 수행하 

는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일시성이라 

할 수 있다(Grabher， 2001; 2002b). 프로젝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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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조직의 구성과 해체가 프로젝트 과업에 의 

해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프로젝트 과업의 종 

류와 성격에 따라 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 일반적인 기업처럼 영구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감시한(deadline)에 

따라 해체된다는 것이다. Grabher(2002b)는 런던 

소호의 광고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마감시한 

의 존재가 조직 구성원들 간 예술적 논리와 과학적 

논리 사이의 경쟁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이자， 

조직이 지배적인 관점에 고착(lock-in)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즉， 프로젝트 과업을 수행하면 

서 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여 갈등 

이 빚어지더라도 마감시한에 맞추어 끝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조정과정을거쳐 합치된동의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일시성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이자 또 다른 특성인 전문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전제라할수있다. 

전문적 다양성은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과업에 

대한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거나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게 한다 

(Gann & Salter, 200이. 이 러한 구성원들은 이전 프 

로젝트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멤버들이나 프 

로젝트를 조직하는 관리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채워진다(Jones ， 1996). 특히 프로젝트 관리 

자가 멤버를 구성할 때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상호관계， 신뢰， ‘집약적’ 정보 

교환과 같은 ‘교환되지 않는 상호의존성’ (Maskell 

& Malmberg, 1999)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잘 

알려져 있거나 자신과 밀접한 유대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Ekinsmyth ， 2002). 또한 단기간의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통해서는 공유된 경험이나 

개인적인 신뢰를 쌓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화된 평판， (ιG히l패üc아ckler & Armbruster , 

2003) 이 조직 구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Grabher, 2004). 따라서 사회적으로 착근된 네트 

워크와 유대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하고 해 

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황은정 & 이 

희연， 2008). 이렇게 형성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적 배경을 지닌 전문가들이 일 

시적으로 동시에 참여를 함으로써 다성(多聲)의 

조정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혁신 

을 유발한다(김광선 , 2007). 

111 서울시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 현황 

1) 뮤지컬의 정의와 분류 

뮤지컬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대의 

연극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강석균， 

2006). 그리고 19세기 후반 유럽의 경가극 

(operetta)과 발라드 오페라 등의 음악극 형 식 이 영 

국의 연극문화계에서또다른대중극양식인보드 

벌(vaudeville)과 융화되 면서 뮤지컬 파스(musical 

farce) 혹은 뮤지컬 코미 디 (musical comedy)2)를 형 

성(원종원， 2005)하게 되어 소위 뮤지컬이라 불리 

는독립적인 장르가탄생하게 되었다. 또한뮤지컬 

코미디가 유럽에서 신대륙 이주민들과 함께 미국 

으로 전파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 

2) 뮤지컬 코미디나 뮤지컬 플레이를 줄여 뮤지컬이라 부르기도 함(김성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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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뮤지컬이 출현하게 된다(원종원， 2005). 

뮤지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뮤지컬을， “기 

악과 노래， 드라마퇴한 연기， 역동적인 무용 그리 

고 무대 메커니즘이 종합 구성되어 관객과 같이 호 

흡하는 극 예술，" (차태호， 2006) , “미국적 성향의 

대중 오락물， 특히 대중 음악극으로서 연기와 노 

래， 춤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공연 문화의 

한 장르" (원종원， 2005) , “음악과 가사， 대본， 작콕， 

안무， 무대 디자인， 의상， 무대 제작， 연기， 연출 그 

리고 홍보까지 수많은 분야의 예술적 집합체” 

(Citron , 2001)라고 다양하게 정 의하고 있다. 즉 아 

직까지 학문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 

급된 정의들에서 주요한 요소들을 추출해 보자면 

‘연기，무대 등 연극과유사한극적인요소와노래 

를 포함한 음악， 안무 등의 음악적 인 요소가 결합 

하여 만들어진 종합극’ 이라는 정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연기와 무대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연극 

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음악과 안무라는 뮤지컬만 

의독특한요소가가미되면서새로운성격 · 유형 

의 극 장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강석균(2006)은 뮤지컬의 종류를 표현 수단 · 극 

장 · 장르 · 브로드웨이 분류에 따라 각각을 세분 

화해서 표현했다 5)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 특성으로 인해 분류에 있어서도 다양 

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뮤지컬을 작품의 원천과 국내 인력의 참여 방식에 

地理學論훌훌 제57호 (2011.3) 

따라， 국내에서 음악과 대본 혹은 음악을 순수하게 

창작하는 ‘창작뮤지컬’ 외국의 대본과음악을가 

져와 국내 배우와 스태프들이 제작하는 ‘라이선스 

뮤지컬’ , 외국의 공연팀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공 

연하는 ‘오리지널 투어 뮤지컬’ 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원종원， 2005; 김균형 , 2009; 최승연， 2006). 

여기서 라이선스 뮤지컬은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국내에서만 특수하게 통용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ú"2008 뮤지컬 실 

태조λh 에서는 이러한 3가지 분류 이외에도 ‘넌버 

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를 또 하나 

의 장르로포함시켜 조사를수행했다. 이는 엄밀히 

구분할 경우 넌버벌 퍼포먼스가 뮤지컬 영역이라 

할수 없으나음악적 요소가가미된 대중적인 성격 

의 공연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2) 국내 뮤지컬 산업의 발전과정 

(1 ) 국내 뮤지컬의 역사와 산업화 

우리나라의 뮤지컬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연구별로 관점과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예그런 

악단’ 의 ‘삼천만의 향연’ (1962) , ‘살짜기 옵소예’ 

(1966) 혹은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 (1962) 

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성희， 2003; 

김균형 , 2009; 노영해 ， 200이. 이 중 ‘살짜기 옵소 

예’ 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뮤지컬로 평가받고 

3) 강석균(2006)은 표현 수단에 따른 종류로 연기기반 뮤지컬， 노래기반 뮤지컬， 댄스기반 뮤지결， 리듬기반 뮤지컬로 구분했고， 극 
장에 따른 종류로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뮤지컬로 구분했다. 또한 장르에 따라 코믹， 비극， 드라마， 스릴러， 가족극， SF, 컬트 
리바이별로 구분했으며， 브로드웨이 분류에 따른 것으로는 레뷔，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드라마， 브로드웨어 오페라， 뉴 오페레 
타， 플레이 위드 뮤직(play with music)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외에도 전기 뮤지컬， 뮤지컬 퍼레이드， 원맨쇼， 보드벌 
또는 버라이어티 , 벌레스크(burlesque) , 콘셉트 뮤지컬도 뮤지컬의 한 종류로 여긴다. 

4) 기존 전통극의 경우，뮤지컬과유사한형태를보인다고할수 있으나본논문에서는 연구자의 목적에따라 이를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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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배비장전을 주제로 한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그린 악단’ 은 후에 ‘서울시뮤지컬 

단’ 으로 계승되어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 

고 있다(김성희， 2003). 

원종원 (2005)은 우리나라의 뮤지컬을 태동기 

(1966-1977년) , ‘아가씨와 건달들’ 과 같은 브로드 

웨어 뮤지컬이 소개되기 시작한 유년기(1978-1987 

년) , ‘사랑은 비를 타고’ , ‘명성황후’ , ‘난타’ 동의 

창작 뮤지컬과 ‘켓츠’ , ‘브로드웨이 42번까 등 라 

이선스 뮤지컬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장기 

(1988-1999년)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을 기점으 

로 대형화， 현대화 추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청년기 (2000년~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2003)는 뮤지컬을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정， 선진국(미국， 일본) 공연산업의 발전과정과 비 

교를 통해 국내 뮤지컬 산업이 현재 초기 산업화 

단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 LG 아트센터 에서 

공연한 라이선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은 흥행 

과 작품성 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국내 뮤지컬 

을 산업화 단계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종원， 2005). 이후 다양한 뮤지컬들이 국내에서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대중적 인지도도 크게 성장 

했으며， 다른 공연산업 분야에 비해 그 성장세도 

매우 가파르게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2) 국내 뮤지컬 산업 현황 

현재 국내 뮤지컬 산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 í) 뮤지컬을 다룬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민간 업체의 자료 혹은 언론 보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뮤지컬 산업의 현황 

혹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관객 수， 공연수익 등 

의 지표는 제대로 조사된 적도 없을뿐더러 , 제작사 

측에서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뮤지컬 산업의 현황을 나타내 

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에서 제공받 

은 ‘뮤지컬 연보(2000-2007)’ (，)를 토대로， 2000년 

에서 2007년까지의 공연 수， 서울시 지역별(구 단 

위) 공연 수， 뮤지컬 제작사 수의 변화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뮤지컬 산업의 현 

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기 

먼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연 수(서울)는 

다음 〈표 1)과 같이 변화해왔다. 

위 표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국내(서울) 뮤지 

컬 공연 수는 전체적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매우 

5)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뮤지컬 현황에 대해 조사한 '2008 뮤지컬 실태조사J (문화체육관광부， 2(08)가 유일한 공적 
자료이다. 하지만 작품， 제작사， 인력 둥에 관한 기본적 인 기초자료 없이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 
다 또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2007년 당해 연도만을 대상 기간으로 삼음으로써 뮤지컬 산업의 성장이나 추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뮤지컬 산업의 창작 · 제작부문， 유통 · 배급부문， 인력부문， 교육부문， 뮤지컬 관련행사부 
문(축제， 어워드둥) 동을폭넓게 다룸으로써 뮤지컬 산업에 관한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며，특히 공적 부문에서 최초로뮤지 
컬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다. 

6) ‘한국뮤지컬협회’ 의 ‘뮤지컬연보(2어0-2(07)’ 에는 2애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연목록을 기준으로， 공연명， 공연장， 제작사， 공 
연시작， 공연종료， 작가， 각색/번역， 작곡， 연출， 안무， 음악감독， 출연 동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공연명과 공연장， 제작 
사， 시작 · 종료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7)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가 과연 국내 뮤지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가 송}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 
만국내 뮤지컬 산업에 관한조사가 전무한실정에서 명목상으로나마한국뮤지컬을대표하는단체의 내부자료이기에 어느 정도 
는 신뢰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현황자료로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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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간 뮤지컬 공연 수(서울) (단위: 편) 

뜸 
창작 32 30 40 58 88 73 103 110 

라이선스 22 23 17 25 31 44 42 76 

오리지널 
2 0 6 8 6 4 6 7 

0 3 2 2 
1 125 124 153 19 

자료: 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연보(2000-2007)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표 2) 언간 서울시 지역별(공언장 기준) 공연 수 (단위:편) 

강남구 

강동구 0 0 0 0 0 0 

강서구 0 0 0 0 0 0 0 
광진구 1 5 7 9 5 8 
구로구 0 0 0 0 2 0 
노원구 0 0 0 0 2 0 2 

도봉구 0 0 0 0 2 0 4 
동대문구 0 0 0 0 0 0 0 
마포구 0 0 3 6 
서대문구 0 0 0 0 0 0 
서초구 10 11 17 16 19 14 11 12 
성북구 0 0 0 0 1 2 0 
송파구 0 5 2 1 4 3 
양천구 0 0 0 0 0 0 3 
영등포구 0 0 2 0 0 0 0 
용산구 0 0 0 0 0 2 4 
종로구 28 25 26 32 46 53 82 95 
중구 13 13 12 22 26 28 28 30 

자료: 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연보(2000-2007)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전반 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7~의 공연 중 국내 

적으로 창작 뮤지컬이 국내 뮤지컬 공연의 절반 이 창작물은 단 한 편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작품 

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에 은 라이선스 뮤지컬이나 오리지널 내한 투어 뮤지 

는 창작 뮤지컬이 100여 편을 념어섬으로써 공연 컬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수의 관점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라이선스 혹은 오리지널 내한 투어 뮤지컬이 얼마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간 티켓판매 대행업체인 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 인 예라 

‘인터파크’ 의 ‘2007 공연결산’ 자료를 토대로 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뮤지컬 시장 자체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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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간제작사수 
(단위:개) 

자료: 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연보(2000-2007)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일로를 걷고 있지만 창작 뮤지컬의 시장 기반은 그 

리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지역별(구 단위， 공연장 기준) 

공연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공연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학로’ 가 위치한 종로구를 

비롯하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뮤지컬연보(2000-2007)를 토대로， 연간 1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 추이도 확인해볼 수 

있다. 아래의 〈표 3) 에서 볼 수 있듯， 뮤지컬 제작 

사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06년에 큰 폭 

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H) 

(3)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입지 

뮤지컬 제작사에 관한 자료 역시 아직까지 공적 

으로 조사된 적이 없기에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정 

리하였다. 먼저 한국뮤지컬협회의 회원사 %개와 

더불어 인터파크 플레이I갱를 기준으로， 2009년에 

1편 이상의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제작사의 주소 

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터파크 플레이DB에서 

2009년에 있었던 뮤지컬 공연의 제작사 목록을 연 

구자가 직접 만든 후9) ， 1차적으로 인터파크 플레이 

DB에서 알아낼 수 있는 주소지를 정리하였고， 여 

기서 찾을 수 없는 제작사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917ß의 제작사 주소지를 확보하여 서울시 

지 역구별로 〈표 4) 와 같이 정 리하였고， [그림 1]과 

같이 서울시 내 입지 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는 종로구와 강남구에 집적해있고，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산발적으로 분포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종로구를 중심으로 마포구， 중구， 성북 

구등지에 제작사가다른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모여서 입지해 있는것을볼수있다. 

IV 서울시 뮤지컬 산업의 프로젝트 
기반조직 

1)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조직 특성 

(1 ) 제작사 내 인력 

국내 뮤지컬 제작 시스댐은 크게 동인제 시스햄 

과 프로듀서 시스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인제 

시스댐은극단중심의 연극계에서 도입된 것으로， 

8) 본 제작사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연도별 제작사 입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대한 자료가 전혀 구축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할수 없었다. 특히 작품을 1편 제작하고계속해서 작품활동을하지 않고쉬는제작사도 매우 
많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9) 인터파크 플레이DB에서 공연 목록에는 나와 있으나 제작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더 뮤지컬’ 사이트 
(http://www.themusical. co.kr/)를 참고하여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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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4)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입지 현황 (단위:개) 

강남구 21 서초구 5 

강동구 성동구 2 
강서구 성북구 6 

관악구 2 송파구 

동대문구 2 영등포구 3 
동작구 종로구 30 
마포구 9 중구 5 

서대문구 2 합계 91 

자료: 한국뮤지컬협회 회원사목록과 인터파크플레이DB를 이용하여 연구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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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의 입지 현황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조화된 

무대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공분야， 작 

가， 연출， 미술， 음악， 연기 등을 극단에 제공" (김 

언， 201이하는 것을 일컴는다. 이에 반해 프로듀서 

시스댐은 제작사에서 오로지 뮤지컬 ‘제작’ 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제작(기획) 업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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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제작을 할 때마다 

고용하여 진행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해외 뮤 

지컬의 국내 도입에 저작권료가 발생하여 경제적 

인 문제가 불거지고lO) ， 이와 더불어 뮤지컬 제작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프로듀서 시스댐이 공연 제작 

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최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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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또한 동인제 시스렘을 중심으로 출발한 제 

작사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뮤지컬 제작에 필요 

한 모든 인력(크리에이터)을 갖추기는 힘든 실정 

이기에 필요한 인력은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에 의 

존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들은 조직 규 

모를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 

결과， 대상 제작사들은 대부분 제작(기획) , 마케팅 

(홍보) 등 제작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력만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요 인력들은 

외부의 프리랜서를 고용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뷰에 웅한 제작사들의 경우 대부분 제작 업무 

를 담당하는 제작자(대표) , 마케팅(홍보) 담당 직 

원， 기획 담당 혹은 제작감독을 기본으로 하는 내 

부 인력에 업체마다약간의 차이가존재하는형태 

로 나타났다 [[l 특히 제작사들 가운데 철저한 프로 

듀서 시스렘을 토대로 하는 업체의 경우， 제작(기 

획) 업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업무들은 일시적으 

로 외부 프리 랜서를 고용해 진행하고 있었다. 여타 

제작사들의 경우 마케팅(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는 순수 제작(기획) 인력만을 갖춤으로써 보다 제 

작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수있다. 

(2)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뮤지컬 제작사는 내부적 

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따 

라서 작품을 제작할 때는 내부적으로 수행할 수 없 

는 다른 연출， 작가， 음악(작사 · 작곡) , 안무， 무 

대， 조명 동의 업무를 맡을 외부 인력(프리랜서)을 

일시적으로 고용했다가 작품 활동이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 

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비용 문제를 들 수 있다. 국 

내 뮤지컬 제작시들은 대부분 상당히 영세한 규모 

로 운영된다. 뮤지컬 시장이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고， 나름의 산업화 단계를 밟고 있지만 현실 

적으로는 여전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제작사 

가 대다수이다.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인력 

들을꾸릴만한형편이 되지못해 기획이나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원래는 무대감독， 음향 디자이너도 있었 

고， 그 밑에 팀도 있었죠. 소품 디자이너 밑에소품 

팀도 있었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월급을 준다 

든가 하는 식으로 인력을 다 감당을 못해서 ...... 그 

러기에는 1 년 365일 공연이 돌아가는게 아니잖아 

요. 그러면 외주를 주는 게 비용 변에서도 훨씬 싸 

니까. 어차피 다들 나가서 각자 일도 하고 그 돈을 

취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 

었는데， 지금은 다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로나가서 일을하죠" 

- p4 제작사，기획 · 제작자-

10) 최승연(2006)에 따르면， 국내 뮤지컬계는 1980년대까지 영미권 뮤지컬을 불법 복제의 형태로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고 공연해왔 
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87년 세계 저작권 조약(UCC)에 가입하고， 1996년 베른협약에도 가입하게 됨에 따라 수입 뮤지컬에 대 
한 저작권료 지급 부담0] 가속화되었다. 

11) 뮤지컬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 · 공립 단체의 경우， 다른 민간 제작사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조명， 음향， 무대 관련 기술 인 
력을보유하고 있었다.하지만국 · 공립 단체를제외한나머지 모든민간제작사중기술부문에 관련된 인력을보유한곳은거 
의없었다. 

-120-



이처럼 처음에 동인제 시스댐으로 제작을 하던 

한 업체가 기업 내 인력들에게 제 때 월급을 주지 

못해 결국 프로듀서 시스댐으로 제작 시스렘을 전 

환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뮤지컬 한 편을 제작하 

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구상에서 공연까지 상당 

한 기간이 소요121되지만 실제 작품이 공연되는 기 

간은 그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 

내에는 다양한 뮤지컬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 

사가 공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영세한 제작사일수록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여건은 제작사로 하여금 충 

분한 내부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할수있다. 

둘째 , 프로듀서 시스템을 갖춘 제작사는 제작 이 

외의 인력을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 프로듀서 시 

스템은 제작 그 자체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연출， 마케팅(홍보) , 작가， 음악(작사 · 작 

곡) 등의 작업은 애초에 제작사가 담당해야 할 업 

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로듀서 시스템은 원래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근 해외 유학을 

다녀온 제작자들에 의해 국내로 도입되었다. 이는 

제작사가 순수한 제작 업무에만 몰두함으로써 보 

다 전문적 인 뮤지컬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 

다수의 제작사가 프로듀서 시스템 혹은 부분적으 

로 프로듀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프로듀서 

地理學論흙 제57호 (2011.3) 

시스템으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한 업체의 제작감 

독은 제작사의 인력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우리는 프로듀싱 컴퍼니에요. 홍보 · 마케팅도 

따로 없고 외주(업체)를 써요. 순수하게 제작만 하 

니까 사실 우리 회λ}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 

요. 프로듀서 한 명， 제작감독 한 명， 컴퍼니 매니 

저 한 명， 3명이면 끝나요. 그리고 작품 할 때 마다 

(필요한 인력을) 불러오잖아요. 작품 할 때만 

50-60명쯤 되고 끝나면 다시 3명 이런 식이에요. 

단기 고용을 하는 거죠. 재무관리팀， 홍보 · 마케 

팅팀， 프로모션팀 같은 것도 외주를 주는 거죠. 제 

작에는 (사람이) 그 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 P2 제작사， 제작감독 -

프로듀서 시스햄이 점차 국내 뮤지컬계에 지배 

적 인 제작 시스댐으로 자리잡아 가는 상황에서 , 프 

로젝트 기반 조직은 제작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합 

리적인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각자 전문적 

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문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작품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국내 뮤지컬 시장이 외 연적으로는 많이 확대 

되었지만 섬층 인터뷰 결과， 다수가 아직 전반적인 

작품의 수준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는 미 

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는 물론 좋은 작품을 제 

작하기 위해 필요한자금이 충분치 못한 데서 기인 

한 것이 크지만， 제작사 내 소수의 인력으로 제작 

이외의 업무도 신경을 써야하는 국내의 여건상 쉽 

12) 심층 인터뷰 결과， 뮤지컬 제작 기간은 제작사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6개월-1년이 가장 많았고， 긴 경우에는 2년-3년인 제작사 
도 있었다 특히 구분 짓기는 어 렵지만 제작자가 최초로 제작 아이디어를 구상한 순간부터 제작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것을 
구체화하고 무대에 작품을 올리기까지 3년 이상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제작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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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하는 작품의 콘셉트가 작품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은무대 위에서 펼 

칠 수 있는 예술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이 

야기의 측면에서 코믹한 내용의 뮤지컬도 있을 수 

있고， 비극적인 내용의 뮤지컬도 있을 수 있다. 하 

물며 음악이나 안무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추구 

하는 바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작품에서 음악 

이 중심이라면，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음악인지 아 

니면 전통적인 음악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다 

르게 표현된다. 따라서 작품의 콘셉트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필요한 인력 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밝은 분위기의 뮤지컬을 제작한다면 제작자는 이 

러한 콘셉트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연출 

가나무대 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등을섭외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제작λ봐다 추구하는 예술적 

취향이 존재하겠지만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 아이 

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콘셉트는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내부 인력에게 계속 맡 

기기 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작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작품의 질적 

인 측면에서도 가장 나은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 

다. 

이처럼 뮤지컬 제작사는 내 ·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해 작품을 제작하 

는 것이 보편적인 조직 형태라할수 있다. 즉，프 

로젝트 기반 조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합 

리적인 형태이고， 작품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인력들이 지닌 예술적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서 부문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프로젝트 기반 조직 

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고，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조직이 해체되는 방식은 뮤지컬 제작 시스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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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내재된보편적인유형이라할수있다. 

2)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구성 

(1 ) 작품의 콘셉트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외하고자 하는 

인력이 제작하려는 작품의 콘셉트에 얼마나 부합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앞 절에서 작품의 콘셉트 

가 뮤지컬 산업에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필요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뮤지컬이라는 작품 양식에는 수많은 예술적 요소 

들이 존재하고， 제작자는 그 중 자신이 구상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이를 재조합하고 창조 

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셉 

트라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예술성을 

좌우하고， 나아가서는 시장에서의 흥행 여부도 결 

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 

반 조직의 구성은 자신이 생각했던 콘셉트를 잘 살 

려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함께 발전시켜 나 

갈 수 있는 공동 작업 파트너를 정하는 중요한 일 

이다. 

“뮤지컬 작품을 만들 때 구성되는 스태프들은 작 

품의콘셉트에맞는， 색깔있는 디자이너나스태프 

들을 1차적으로 섭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안무도 

발레를 주로 하는 안무가 있고， 재즈를 주로 하는 

안무가 있고， 현대무용을 주로 하논 안무가 있고， 

심지어는 한국무용을 주로 하는 안무가 있어요. 그 

렇게 되면 수많은 안무가， 파트 디자이너들 중에 

자신들만의 색깔을 잘보여주는스태프들이 있거 

든요. 그런 스태프들을 우선적으로 섭외를 하는 거 

죠” 



- Pl 제작사， 제작감독 -

작품 콘셉트를 고려해 주요 인력들을 구성할 때 

는 특히 연출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는 

연출가가 가진 예술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으로， 작품 제작에서 연출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방 

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출가들은 작품에서 드 

러나는 저마다의 독특한 콘셉트와 분위기가 존재 

하기 마련이고， 제작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 작업 

을타진하게된다. 

“작품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데는 연출(가)의 몫 

이 되게 크거든요. 연출(가)의 콘셉트에 이 사람들 

(연출 이외의 인력)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콘셉 

트를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거죠" 

- Pl 제작사， 제작감독 -

“제작진 구성할 때는 사실 연출(가)이랑 상의를 

많이 해요. 연출(가)자신이쓰고 싶어하는제작스 

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는제작자랑 연 

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작품에 맞는 무대 미 

술가 누가 있나. 이야기를 해보고， 컨택을 해보고， 

프로펼도 받고 미팅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중략) 

연출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스태프를 고집할 때. 

그런 결 들어드리기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 

에 안 들지만 ‘이 사람하고 해야 편안하다. ’ 하시 

면그냥들어드리기도 해요" 

- P2 제작사， 제작감독 -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제작자에게 

주어진다. 연출가의 예술적 취향과작업방식이 조 

직 구성에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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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제작자는 연 

출가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 

에 위치해 있다. 또한 연출가를 포함한 전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과 운영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제작자가 연출가 출신이라면 조직을 

구성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하려는 경 

향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인력 섭외 과정에서는 제작자 혹은 

제작감독의 인적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 

다. 음악은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 무대 디자인은 

누가 콘셉트에 맞게 잘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 

보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인적 구성을 위해 필수 

적이다. 따라서 제작자와 제작감독은 다른 제작사 

에서 만든 작품을 직접 보러 다니기도 하고， 특히 

자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스태프에게는 개인적으 

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중요성은 뮤지컬 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업 

무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작품 해왔던 스타일을 보는 거죠 이 

전 작품 스타일이나 그 사람들 일하는 방식이라든 

지. 이것도 보거든요. 그 때 작업했던 제작사에 전 

화해서 작업 스타일 어떤지도 물어보고. (중략) 어 

떤 새로운 작품 하면 저는 배우량 스태프진을 살펴 

보러가요. 보면 ‘어， 이사람새로운사람이네.’， 

‘뭐하는사람이지? 하다가작품을보러가면나오 

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만의 스태프 · 배우 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하기 위해서니 

까. 대표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바로 추천할 수 있 

어야 하니까. 이건 저의 재산이죠 어차피 사람 싸 

움이거든요. 새롭게 데뷔하거나 주목해서 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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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예술가들 있으면 보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하고 이런 것도 다 일이죠" 

- P2 제작사， 제작감독 -

이처럼 작품의 콘셉트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구성에 근간이 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해당 인력 

이 어떤업무를담당하는지，제작사는어떤특성을 

지니고있는지에따라다양한기준이 적용될수있 

겠지만， 일단 ‘작품의 콘셉트에 부합’ 하는 것은 모 

든 기준들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전제 

조건이다. 어디까지나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전문지식을 동원해 하나의 작품을 만 

들어내는 만큼， 콘셉트에 맞는 이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은 작품의 성공을 위한 토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판과 신뢰 
원시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발전시켜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주체들에게는 높은 

창조성이 요구되며， 그들은 누구보다 실험적이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 

해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 

할 때는 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그들 

은 매우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도 시장의 불확실 

성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피하기 위한 전략을 취 

한다.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작품의 콘셉트는 인력 구 

성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제작자는 자신이 구상한 

콘셉트에 맞는 인력을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인가? 심층 인터뷰 결과， 국내 뮤지컬 제작사들은 

해당 인력의 업계 내 평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 

다. 즉， 엽외하고자 승F는 인력이 뮤지컬 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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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한다. 그 사람의 예술적 스타일은 어떠 

한지， 업무방식은 어떠한지， 성격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평판을 통해 입수하고 이를 조직 

구성에활용한다.특히 이러한평판의 형성에는해 

당 인력이 이전에 어떤 작품들을 해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느냐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 

공한다. 한 제작감독은 이렇게 조직 구성을 평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검증이죠. 검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뮤 

지컬은 굉장히 치열한 상품 전쟁이에요. 공연예술 

분야 중에 매출액의 총 50%를 뮤지컬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뮤지컬 시장의 경우에는 작품끼리의 전쟁 같은 싸 

움을 해요. 대관이라든지， 배우를 누구를 쓴다든지 

하는모든부문에서정말전쟁이라그러거든요. 너 

무 치열한 전쟁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 

는인력들을선호할수밖에없는거예요. ‘내가어 

느 어느작품을봤는데조명이좋더라.’， ‘껴음향 

잘 잡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거죠" 

- P3 제작사，기획 · 제작감독-

이처럼 뮤지컬 업계에서는 조직을 구성할 때 평 

판에 따른 검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뮤 

지컬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현재 국내 공연업계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제작사들이 치열한 경쟁 시 

장에 뛰어들어 작품을 제작하여 소비자들을 공연 

장으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외 연적 

팽창 이면에는 수많은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감당 

하지 못한 채 적자만을 가득 떠안고 도산하는 경우 



가 부지기수이다. 실제로 국내 제작사들은 매우 빈 

약한 재정을 가지고 작품 제작비를 후원받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지만， 호황을 누리던 뮤지컬 

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 이후 침체기로 접어든 상태 

이다. 한 제작감독은 최근 뮤지컬 시장의 분위기를 

‘빙하기’ 에 비유하면서 ‘먹고 사는 것조차 버겁 

다.’는현실을인정했다. 이러한분위기 속에서 제 

작사들은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보다 검증된 스태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이전 작품에 대해 평판이 좋은 사람 

과 작업을 하려하고， 이전에 같이 작업을 해본 경 

험이 있다면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평판을 기반으로 섭외한 프리 랜 

서와의 공동작업을통해 상호간 예술적 감성이나 

작업방식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면 이후의 작품을 

할 때도우선적인 업외 대상이 된다. 

“이전에 같이 작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유 

리하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특정 컴퍼니에서 쓰는 

스태프들이 있죠. (중략) 그렇게 같이 작업해서 파 

트너섭이 되면 다음 작품도 같이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컴퍼니(제작사)랑 친하고 요구에도 잘 따라 

오고，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하고. 컴퍼니마다 친한 

스태프는 다 따로 있어요. αP 연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A 제작사랑만 같이 작업하시죠，6.，6.，6. 

무대 디자이너는 B 제작사. 이렇게 ‘어디 제작사 

전문스태프’가 다 있어요" 

- P2 제작사， 제작감독 -

제작사와 인력 간 형성된 신뢰는 제작사 입장에 

서 인력에 대한 탐색 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제 

작사 입장에서는 이전의 공동 작업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의 작업방식을 비롯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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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해당 인력 또한 제작사의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제작과정 상에서 갈둥이 발생 

할 소지가 그리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 

품의 콘셉트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기존 

에 작업을 해봤던 인력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제작사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외부 인력들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 

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평판 의존적인 프로젝트 기반 조 

직 구성은 새로운 제작 인력들에게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된다. 뮤지컬의 호황 속에서 많은 선 

진 인력들이 연출이나 무대， 조명 디자인 등 제작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소위 

‘뉴-페이스(new-face)’ 가 곧바로 뮤지컬 제작에 

뛰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이전의 작품을 

통해 검증을 받지도 못 했고， 설사 한두 작품을 성 

공적으로 작업했다 하더라도 축적된 경험이 없는 

이상 뮤지컬 업계에서 쉽사리 인정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신인을 선택을 할 때는요， 정말 긴 시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기존에 이사람이 어떤스타일로 

무대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 

제이고요. 그러나 작품을 많이 해봤다면 검증도 되 

어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평판들이 있을 거 

고 ...... (중략) ...... 평판이나 어떤 업계에서의 작품 

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올렸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 

는 연출가가 연출을 해나가고 무대그림을그려 나 

가잖아요. 시각적인 것까지 연출을 하다보면， 기존 

에 어느 정도 뭘리티가 감지가 되어있는 디자이너 

들을쓰면 연출가의 작업에 더 안정감을가지게 돼 

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인이랑 붙여 놓 



서울시 뮤지컬 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조직 구성 

으 면 연출가의 걱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런 상황 

에서는 연출가의 걱정이 더 커지기 때문에 디자이 

너에게 훨씬 더 많은 요구를， 디테일하게 하게 되 

없는데 크게 작품의 성격과 관계가 없는 그룹이 있 

어요. 분장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작품의 성격에 영향을 덜 받는 스태프들이에 

죠" 요. (기술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 

- P3 제작사， 기 획 · 제작감독 -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오던 그룹들을 고집하게 되 

는경우가많죠" 

이와 같이 신진 인력들은 예술적 특성을 검증받 

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정받기도 힘이 들지만， 연출 

가들이 상대적으로 루틴한 작업방식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점 에서 진입 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 뮤지 

컬은 작품의 콘셉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 

와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공연예술이다. 하지만 

작품을제작할 때는다양한 인력들이 각자작품활 

동을 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구축한 특정한 작 

업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그들의 작업방식은 오랜 

세월 경험이 쌓이면서 체화된 것으로， 쉽사리 바뀌 

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신인과 일을 하게 

되면 기존 인력들은 작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심리 

적인 부분에서부터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에 제작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3)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교체 

뮤지컬 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조직은 일시적인 

조직인 만큼， 작품을 제작할 때마다 교체가 발생한 

다. 특히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콘셉트는 조직의 

인력을 교체할 때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따라서 

다음 작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프로 

젝트 기반 조직도 새롭게 구성된다. 

예외적으로， 보다 기술적인 특성이 강한 인력들 

의 경우에는 작품의 콘셉트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경우도있다. 

“(스태프들이) 작품의 성격에 따라 바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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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제작사，기획 · 제작감독-

물론 이들이 지닌 전문적 지식도 심미적이고， 예 

술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부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 

에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know-how)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즉， 콘셉트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으로 다른 

외부 스태프들에 비해 작품을 더 잘 표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공동 작업을 통해 공유 

한 작업방식은 제작의 속도와 질을 높여주므로 특 

별한 문제가 없다면 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통일 작품의 재연을 한다거나 시즌제로 공 

연되는 작품의 경우， 제작사가 판단하기 에 국내 뮤 

지컬 업계에는 적합한 콘셉트를 갖추었다고 평가 

받는 전문가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기에 콘셉 

트에 의한 교체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고볼수있다. 

“그런데 사실 선택할 만한 인력풀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 (국내에서 유 

명한 언력은) 음향서너 명， 조명서너 명， 무대 한 

네다섯 명， 말 그대로 (제작사들끼리) 돌。까면서 

쓰는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름있는사람들은 얼 

마 되지 않거든요. (중략) 그래서 예를 들어 무대 

디자인 그러면 콘셉트 맞는 사람 αXJ， L:, L:, L:, 이 



렇게 두 명 놓고， 먼저 αP 한테 연락해보고 스케 

줄이 안 맞다 하면 L::，L::，L::，로 하고， 이런 식이에 

요” 

- P2 제작사， 제작감독 -

따라서 동일 작품의 재연 혹은 시즌제의 경우， 콘 

셉트에 의한 조직 교체보다는 이전 작품이 성공적 

이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나 새로움(novelty) 

을 추구하기 위해 교체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제작자 스스로도 완성된 공 

연을 보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겠 

지만， 뮤지컬은 공연예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 

중적이고쉽게 접근할수 있는특성이 있어 관객과 

대중의 반응을 통해 작품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제작자는 소비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혹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진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새 

로움(novelty)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예술 

적 느낌에 가장큰 영향을줄수 있는 연출가가주 

로교체되는대상이 된다. 

‘A 공연의 시즌 2라 할지라도 (인력이) 바뀌기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즌 1 때 (작곡)하셨던 

분이 빠지고 시즌 2 때는 작곡가가 바뀌었어요. 리 

뷰를 통해서 음악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좀 더 좋 

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음악가를 바꾸는 거죠. (동 

일 작품의 시즌이 바뀔 때) 연출이 바뀌는 경우는 

많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했던 

분이면도전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 방식이 

다 있으니까. 뭔가 좀 수정， 보완해서 발전하고 새 

로움을 추구한다고 해야 하나. 그건 기존의 스태프 

들로는안되죠" 

- P2 제작사， 제작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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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뮤지컬은 소비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 

없는 쇄신이 필요하다. 창조， 창작이라는 말이 가 

장 어울리는 부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 

떤 산업보다 시장지향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 

해 실시간으로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 

를 통해 형성된 대중들의 평가는 작품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작사는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회의와 더불어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현재 공연이 진행 중일지라도 미흡 

한 것이 보이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서 반복하게 된다. 이는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제 

작 조직 인력은 작은 변화로 작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제작 도중에도 충분 

히바뀔수있다. 

3) 프로젝트 기반 조직 내 업무 구분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 

작자가 작품의 콘셉트와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 

면 고용된 외부 프리 랜서들이 각자 본인의 전문적 

인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의 역할 구분이 명확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특히 제작 

(기획) 부문과 홍보 · 마케팅 부문의 역할이 혼재 

되어 있는 양상이 드러난다. 

“다른 분야들은 경계가 확실합니다. 각자가 맡은 

게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제작(기획)과홍보 . 

마케팅은 펠레야 멜 수가 없어요. 같이 물고 가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는 기획 쪽에서 어 떻게 

움직여줘야 되고， 마케팅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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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해서는 제작을 어떻게 해 줘야 되고. 그 

런 부분에서 상호 간에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구분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 P3 제작사， 기획 · 제작감독 -

이와 같은 제작(기획)과 홍보 · 마케팅 부문 역 

할의 혼재는위 인터뷰내용에서도드러나듯이，다 

른 업무보다두부문의 상호관련성이 유달리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철저한 프로듀서 시스템 

을 채택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홍보 · 마케팅팀을 

보유한 제작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프 

로듀서 시스렘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의 경우， 앞에 

서 언급했듯 홍보 · 마케팅 부문도 외주를 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작(기획)과 홍보 · 마케팅 

사이에 철저한 역할구분이 이루어질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뮤지컬 제작사들의 경우， 프로듀서 시 

스템을 표방한 업체라 하더라도 대다수가 내부적 

으로는 홍보 · 마케팅팀을 보유한 상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기획)팀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한편 제작과정에서 중요한 예술적인 부문은 상 

대적으로 역할 구분이 철저한 편이다. 이는 재정과 

행정적인 업무를전문으로하는제작자， 예술에 관 

한한 가장 큰 힘이 있는 연출가 사이에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한 조정 권력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예술적인 역할은 연출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제작자나 기획， 마케팅팀은 연출가를 비롯한 다른 

예술 스태프들이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전념한 

다. 즉， 연출가를 선택하는 것은 제작자의 몫이지 

만 일단 연출가가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 합류하고 

난 뒤에는 예술적인 것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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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게 되는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 의견 조정하는 건 보통 제작자가 

하죠. 그런데 그들(스태프)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 

렴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려 하죠. 제작 

자 입장에서는 예술적인 것들은 예술 스태프들이 

100% 구축해 준다는 믿음 하에， 그건 예술 그룹들 

의 역할이니까요. 기획이나 홍보， 마케팅은 이들의 

예술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예술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극대화되어 보이게 만드는 역할， 포장하는 역할을 

하죠" 

- P3 제작사， 기획 · 제작감독 -

만약 제작자가 연출가 고유의 영역인 예술에 관 

해서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을 표현하는데 있 

어 존재하는 비용 문제 공연장의 문제와 같은 현 

실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은 공연의 흥행과 제작사 내부적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에 연출가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게 된 

다. 하지만 설사 현실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제작자 

나 제작감독은 연출가의 예술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출가에게 뜻을 전달한다. 만약 제작 

자가 연출가의 작업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직접적 

인 간섭을 하게 되면 이는 대개 연출가와의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된다. 특히 개개인의 특성에 달린 문 

제이기도 하지만 제작자가 연출을 비롯한 다른 예 

술적 부문들에도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게 되면 프 

로젝트 기반 조직의 구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제작자가 예술적인 부문에 관여하는 건 ‘현실 

적으로 극장 구조상 어렵다’， ‘그 동안 공연해옹 

경험을 봐서는 이렇게 갖고 가는 건 호응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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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혹은 ‘제작비상이런부분은지원이좀 결국리허설하다가연출이못하겠다고해서가고，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하죠. 물론 예술적인 것도 제작자가직접(연출을)했다가엉망진창이됐죠" 

‘이런것은어떻습니까7 제안정도는할수있지 - P4 제작사，기획 · 제작자-

만 변형이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거나 그러 

지는 않죠. 물론 그러는 제작자들도 있습니다. 그 위 인터뷰에서 나타난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이 

러다 항상 싸우다가 연출가가 나가는 경우도 많구 긴 하지만 제작자가 본인의 역할이 아닌 연출가의 

요" 역할을과도하게 침범했을때，프로젝트기반조직 

- P3 제작사， 기획 · 제작감독 - 이 와해되는 하나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연출가는 

개인마다편차는 있겠지만대개 예술적인 것에 있 

특히 원래 연출을 하다가 제작사를 설립해 제작 

자가 된 경우에는 따로 연출가를 섭외하지 않고 본 

인이 직접 연출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심층 인터 

뷰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들의 대표 

중 대부분이 전공분야를 연출이라 밝혔다. 제작자 

가 직접 연출을 겸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 

문부터 예술적인 부문까지 제작에 관한 모든 권한 

이 제작자에게 부여된다. 

“지금 보 면 제작사 대표들이 같이 연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αP 대표같은 경우에는 제작자인 

데도 자기가 연출하거든요.L'lL'lL'l 대표도 그 렇고. 

자기가 작품도 고르고，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작사 대표들이 연출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프로덕션에서는 다 

른 연출을 쓰고 싶어도 제작자가 대표고 회사의 대 

표니까그냥하시는 대로 하는거죠. 그 때 이제그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거죠. (중략) 제작자가 연출을 직접 안하면 예술 

적인 걸 크게 간섭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간섭하면 

들어주는 사람(연출가)도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 

도 있고. 자꾸 간섭해서 작업 도중에 바뀌기도 해 

요. 옛날에 소극장에서 했던 작품인데， 연출이 올 

리는 작품이 (제작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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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만큼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다. 따라 

서 연출가는비록제작자가모든제작의 책임자이 

긴 하지만 예술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할 경우 제 

작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를 계기로 해 

당 제작사와는 절대 작업을 같이 하지 않기도 한 

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으로서의 서 

울시 뮤지컬 제작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시 뮤 

지컬 제작사는 기본적으로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제작자를 비롯하여 조직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하 

여 운영하고 있었다. 기본적 인 제작 시스웹 이 어떠 

한 형태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제작사마다 그 편차 

는 존재했지만 기본적인 조직 규모는 작은 형태라 

할수있다. 이러한기업 형태는비용문제를비롯 

하여 제작 시스댐 , 제작하는 작품의 다양한 콘셉트 

로 인해 뮤지컬을 제작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 

한 조직 유형이 프로젝트 기반 조직임을 뒷받침하 

는배경이 된다. 

제작사에서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조직을 구성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 

는 것이 제작하고자 등운 작품의 콘셉트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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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콘셉트는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태프를 섭외하는 

것이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다. 이로 인해 제작자나 제작감독의 인적 네트워크 

는 인력 구성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 또한 제작 조 

직을 구성할 때는 예술 부문의 주요 행위자인 연출 

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콘셉트에 맞는 인력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해 

당 스태프의 업계 내 평판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 사람의 예술적 스타일， 업무방식， 성격 등 평판 

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조직 구성 

에 적극적으로활용한다. 평판은특히 해당 인력이 

이전에 해온 작품들이 어떠한지에 의해 좌우되고， 

최근 뮤지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검 

증되지 않은 신진 인력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신뢰 

가 형성되면 이후의 작품에서도 우선적인 섭외 대 

상이된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교체는 조직 구성과 마찬 

가지로 작품마다 달라지는 콘셉트에 따라 발생하 

게 된다. 또한 스태프의 교체는 부족한 부분을 보 

충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 

다. 

업무 구분에 있어 , 제작 업무는 다른 부문에 있어 

서만큼은 어느 정도 명확한 역할 구분이 가능하지 

만 제작(기획) 부문과 홍보 · 마케팅 부문은 그 역 

할의 특성상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연출가가 

중심이 되고， 다른 제작 업무와 전체적인 조직의 

조정은 제작자가 담당하게 된다. 국내 뮤지컬 업계 

에는 연출가 출신 제작자가 많기 때문에 제작자가 

연출가의 영역을 과도하게 간업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연출가와 제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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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끊어지는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Grabher(2004)가 제시한 독일 뭔 

헨 소프트웨어 산업과 영국 런던 광고 산업의 프로 

젝트 기반 조직과 비교해볼 수 있다. 

Grabher(2004)는 뭔헨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각분야의 전문가들이라하더라도조직 내에서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한 프로젝트 간 인력 

구성이 변화하기 보다는 안정적이라 설명한다. 이 

에 반해 런던광고산업은조직 내 역할구분이 명 

확하며 인력 구성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의 독창성 

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러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뮤지컬 산업의 조직 특성은 

광고 산업의 프로젝트 기반 조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을 구성하거나 교 

체할 때 제작하고자 응}는 작품의 콘셉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뮤지컬 산업은 예술적 

인 특성으로 인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조직 내 역할 구분이 명확한 프로듀 

서 시스댐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있고， 연출가 출신 제작자가 예술적 부문에 개 

입하는 경우도 있어 런던 광고 산업의 조직 특성과 

는차이를보인다. 

뮤지컬은 그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들 간 

공동 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 책임을 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 

도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업계 내 좋은 평 

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는다. 경제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모두 이러한 

스태프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뮤 

지컬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 

이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인 

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작품의 수준이 달 

라지게 된다.따라서 적절한제작조직을구성하는 



일은좋은작품을제작하기 위한핵심적인사안중 

하나라할수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서울시 뮤지컬 제작사를 대상으 

로 국내 뮤지컬 산업의 제작 조직을 체계적으로 분 

석함과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특 

성에 대해 예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관점에서 생산조직에 대한분석을시도했 

다는데 의미를부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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