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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뮤지컬 ≪카바레≫가 어떠한 방법으로 상연 시점의 사회 현실

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인물과 극 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처음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연출한 해롤드 프린스 버

전의 1966년도 ≪카바레≫와 이것을 재해석한 샘 멘데스의 1993년도 버

전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시공간을 배경으

로 하는 스토리와 대중을 대표하는 등장인물, 그리고 작품을 구성하는 두 

개의 구조를 연결 및 통합하는 엠씨라는 존재가 작품의 사회 현실 반영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고찰하였고, 나아가 이와 같은 작

품 자체의 내적 요소가 작품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뮤지컬 ≪카바레≫가 프린스의 주도 아래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의 원작 소설 �베를린이여 안녕�에서부터 뮤지컬 장르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훑었다. 다음으로는 작품의 공연 역사에서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네 개 버전들을 리뷰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마지막으로 멘데

스가 초연을 각색하여 재해석 버전으로 완성하기 위해 실행했던 일련의 과

정을 알아 보았다.

≪카바레≫의 구조는 북 뮤지컬 양식과 레뷰 양식이 결합되어 있다. 북 

뮤지컬 양식에 해당하는 선형적 구조는 등장인물들이 재현하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공간이며, 독일의 공연 예술 장르인 카바레에 해당하는 레

뷰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선형적 구조는 서사적 인물 엠씨가 쇼를 진

행하는 공간이다. 3장에서 다루는 선형적 구조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은 작

품의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이들은 초연에서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작품의 주제인 나치즘 확산에 따라 붕괴되는 소시민

들의 일상적 삶을 구현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쟁거리를 품

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베를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스토리와 다

수의 대중을 유형화하고 있는 여섯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과 그들 간에 설

정되어 있는 인물 관계, 선형적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엠씨 이 모든 요소

들이 극의 현실 투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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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은 극의 구조적 특성과 엠씨의 역할을 중심으로 작품의 현실 반영 방

식을 논하고 있고, 이것은 작품의 형식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프린

스 버전의 엠씨는 두 구조의 경계에서, 그리고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비교

적 자유롭게 두 구조를 넘나들면서 극을 통합하고 있다. 또한 프린스 버전

의 엠씨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배자를 상징하고 멘데스 버전의 엠씨

는 대중을 상징하면서 상연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린스 버전의 엠씨가 대중의 무관심과 묵인이 계속

된다면 나치즘이 대표하는 전체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풀이될 것이라

고 경고하였다면,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다수의 대중이 갖고 있는 무관심

과 편견으로부터 빚어지는 소수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고는 ≪카바레≫가 작품의 내적 요소들을 통해 동시대적 공

감을 환기하는 현실 반영 뮤지컬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특히 엠씨는 변화

하는 시대 정신과 사회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극 중 장치로서의 역할을 맡

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카바레≫가 앞으로도 시대와 호흡하

면서 지속적으로 상연될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현실 반영, 엠씨, 해롤드 프린스, 샘 멘데스, ≪카바레≫

학  번 : 2006-20105



- iii -

목     차

1.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내용 ·······································1

2) 선행 연구 검토 ················································5

2. 뮤지컬 ≪카바레≫의 창작 과정과 역사 ···············9

1) ≪카바레≫ 초연의 창작 과정 ······························9

2) 작품의 공연 역사 ·············································12

3) 1993년 ≪카바레≫ 각색 과정 ······························19

  

3. 스토리와 등장인물이 반영하는 현실 ··················21

1) 스토리의 고유성 유지 ·······································21

2) 인물이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과 인물의 유형화 ·········24

3) 인물의 변화 ···················································35

4) 스토리에 참여하는 서사적 인물 엠씨 ·····················48

4. 극 구조의 특성과 엠씨가 반영하는 시대상 ·········54

1) 극의 통합 장치로서의 엠씨 ·································56

    (1)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결합 ·····················56

    (2) 공간 활용에 따른 엠씨의 성향과 역할 차이 ···············63

2) 시대상을 반영하는 장치로서의 엠씨 ························72

    (1) 전체주의적 현상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경고 ··················75

    (2)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에 대한 고발 ···················85

5. 결론: 동시대적 공명을 이끄는 현실 반영 뮤지컬 ····98



- iv -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 v -

표   목   차

[표 1] ···································································································· 58

[표 2] ···································································································· 62

그 림  목 차

[그림 1] ······················································································ 57

[그림 2] ······················································································ 63

[그림 3] ······················································································ 64

[그림 4] ······················································································ 68

[그림 5] ······················································································ 73

[그림 6] ······················································································ 73

[그림 7] ······················································································ 74

[그림 8] ······················································································ 74

사 진  목 차

[사진 1] ······················································································ 56

[사진 2] ······················································································ 56

[사진 3] ······················································································ 65

[사진 4] ······················································································ 70

[사진 5] ······················································································ 97

악 보  목 차

[악보 1] ······················································································ 83

[악보 2] ······················································································ 83



- 1 -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내용

“뮤지컬 그 이상이다!”1) 이는 1966년 뮤지컬 ≪카바레(Cabaret)≫의 첫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의 평이었다. 이후 이것은 ≪카바레≫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용문이 되었다. 이 작품은 1940~60년대 뮤지컬의 황금

기를 이끌었던 로저스와 해머스타인(Rogers & Hammerstein) 콤비가 확

립한 사실주의적 통합 뮤지컬의 전형적 문법에서 벗어나 있었고, 남녀 주

인공이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결합하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두 쌍

의 커플들이 모두 결별에 이르는 줄거리로 그 때까지의 뮤지컬 작품들과 

확연히 차별화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말 나치즘에 물들어가는 베를린을 

배경으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당시 소시민들의 불안하고 비극적인 삶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

에서도 기존의 뮤지컬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나아가 작품 속에서 그려지

는 나치의 유대인 탄압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을 휩쓸었던 흑인 차별 및 

인권 운동과 겹치면서 미국 관객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성찰하게 하는 계기

가 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카바레≫의 제작 및 연출을 맡았던 해롤드 프린스(Harold 

Prince)는 스스로 “상당히 관습적인 뮤지컬 극 속에서 자랐다”2)는 자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통해 당시 브로드웨이의 타성적이고 무비판적이었던 

관습에 저항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적당히 

웃고 울다가 재미와 감동을 느끼며 극장을 나서게 하던 기존의 뮤지컬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카바레≫에 

대해 뉴욕 타임스의 월터 커(Walter Kerr)는 “놀라운” 뮤지컬3)이라고 하

1) Foster Hirsh, Harold Prince and the American Musical Theatre (New York: 

Applause Theatre & Cinema Books, 2005), 21.

2) Harold Prince, Contradictions (The Cornwall Press, 1974), 127.

3) Walter Kerr, “The Theater: ‘Cabaret Opens at the Broadhurst,” New York Times, 

November 2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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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뉴스위크의 리처드 길먼(Richard Gilman)은 “심각하면서도 재미있

는”4)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맥밀린(Scott McMillin)은 『드라마로서

의 뮤지컬(Musical as Drama)』에서 ≪카바레≫를 콘셉트 뮤지컬을 향한 

전환점에 위치하는 초기 콘셉트 뮤지컬의 한 작품으로 서술했고,5) 에단 

모든(Ethan Mordden)은 ≪카바레≫를 1960년대에 탄생한 최초로 완전하

게 실현된 콘셉트 뮤지컬로 정의6)하며 이 작품이 1970년대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뮤지컬, 특히 콘셉트 뮤지컬 양식을 태동시켰다는 의견에 동의한

다. 하지만 스콧 밀러(Scott Miller)와 같이 이 작품이 1970~80년대에 콘

셉트 뮤지컬이 훨씬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으며 뮤지컬 장르에서 획

기적인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형태의 반쪽짜리 콘셉트 뮤지컬에 불과했다7)는 견해를 밝힌 경우도 있다. 

네이션의 해롤드 클러먼(Harold Clurman)은 ≪카바레≫를 “놀랍도록 추하

다”8)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것을 진정한 스타일의 브로드웨이 공연도 아니

고 심지어 패러디도 아닌 작품9)이라고 악평을 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

과 낯선 형식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카바레≫는 초연에서부터 관객 및 평론가들로부터 감탄과 당혹

감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얻었다.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이 작

품이 몰고 온 반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점이다. ≪카바레≫는 

해를 거듭하면서 리바이벌되고 재해석 버전을 탄생시키면서 동시대 관객들

을 매료시켰다. 1993년 런던 돈마 웨어하우스에서 상연되었던 ≪카바레≫

를 연출했던 샘 멘데스(Sam Mendes)는 이것이 고전으로 추앙받는 20세

기 연극 작품들에 필적할 만한 가치를 지닌 뮤지컬 작품 중 하나라고 말했

4) Richard Gilman, “I Am a Musical,” Newsweek, December 5, 1966.

5) Scott McMillin, The Musical as Drama: a study of the principles and conventions 
behind musical shows from Kern to Sondhei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22-24.

6) Ethan Mordden, Open a New Window: the Broadway Musical in the 1960s (New 

York: Palgrave for St. Martin's Press, 2002), 279.

7) From Assassins To West Side Story의 저자 밀러가 2장 Cabaret를 개정해서 웹에 

올렸다. "Inside CABARET Background and Analysis by Scott Miller," Newline Theatre 

Website, 2018년 4월 19일 접속, http://www.newlinetheatre.com/cabaretchapter.html.

8) Harold Clurman, “Review of Cabaret by Joe Masteroff,” The Nation, December 

12, 1966.

9) Clurman,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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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0) 뉴욕타임스의 미치코 카쿠타니(Michiko Kakutani)는 1998년 브로

드웨이에서 멘데스의 각색 버전을 본 후 이 작품이 매우 독창적이고 충격

적이며 셰익스피어와 같은 고전 텍스트처럼 계속 재창조될 가능성이 있다

고 평했다.11) 고전에 비견될 만큼의 가치가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

하는 이러한 의견들은 ≪카바레≫가 수십 년에 걸쳐 당대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감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관객을 

당혹스럽게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반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재공연되고 재해석되어 무대에 올랐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모든 해답을 밝힐 수는 없으나 ≪카바레≫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분명한 이유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에 기반하여 상연 시점의 현실

을 반영함으로써 동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바레≫에

서 재현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스토리는 단지 몇십 년 전 먼 나라

를 배경으로 하는 허구적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무대를 마주하고 있

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확실하게 미국은 정치적 뮤지컬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카바레≫가 

1966년 11월 시작되었다.”12)

위에 언급한 밀러의 말로부터 1960년대 후반 인종 차별과 베트남 전쟁 

등 정치적 이슈들로 극명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던 미국에서 1920년대 

말 나치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를 다룬 뮤지컬 작품 ≪카바레≫가 시의적절

하게 공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몬드 냅(Raymond Knapp) 역시 

프린스가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를 표명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 후기의 상황을 극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10) “Director Sam Mendes reflects on his Broadway play "Cabaret" and his 

upcoming projects "King Lear" an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Internet site of The Charlie Rose Show, 2018년 5월 24일 접속,  https://charlierose.

com/videos/16915.

11) Michiko Kakutani, “Window on the World,” New York Times, April 26, 1998.

12) Scott Miller, From Assassins to West Side Story: the director’s guide to 
musical theatre (Heinemann, 199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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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그렇다면 이 작품은 특정 시공간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에 기반

한 스토리를 매개물로 하여 공연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

로 무대 위에서 풀어냈던 것일까? 상연 시점의 사회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

영하기 위해 사용된 연출 기법과 장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카바레≫가 당대의 시대 정신과 시사점을 구현하는 방식

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세대를 거쳐 재공

연되고 있는 작품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므로, 작품의 공연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개의 버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1966년 브로드웨

이 공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카바레≫의 공연 연대기를 비교적 중요하

고 가시적인 변화를 꾀한 버전들을 중심으로 훑어본다. 또한 ≪카바레≫의 

첫 틀을 형성한 1966년 초연작과 최근까지 리바이벌되고 있는 버전의 기

틀이 된 1993년 재해석 작품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는 예비적 고찰을 제시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작품 내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

는 초연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인물 중심으로 

탐구한다. 이 작품의 스토리가 큰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고찰해

보고,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인물 간의 관계를 작품

의 주제와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4장은 극의 구성 방식과 서사

적 인물 엠씨의 역할, 그리고 작품의 현실 투영 방식에 대해 논할 것이다. 

북 뮤지컬 스타일과 레뷰 스타일이 결합된 극 구조와 그 두 구조를 연결하

고 있는 서사적 인물 엠씨는 ≪카바레≫ 스토리의 사실적 재현과 시대상 

반영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3장과 4장에서 진행될 작품 분석은 결국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아우르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대본과 공연 실황 영상을 1차 자료로 

활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연구 대상인 1966년 초연 버전과 1993년도 

버전의 모든 대본과 영상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966년도 대본과 

1987년 프린스의 리바이벌 공연 영상, 1993년 멘데스의 재해석 버전의 녹

13) Raymond Knapp, The American Musical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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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영상과 1998년도 멘데스와 롭 마샬(Rob Marshall)의 브로드웨이 리바

이벌 공연 대본을 참고로 한다. 

본 연구는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던 프린스의 오리지널 프로덕션과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었던 멘데스의 공연을 비교, 분석하면서 여전

히 주목할 만한 ≪카바레≫의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그 내재된 특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시대를 반영하는 뮤지컬로

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뮤지컬 ≪카바레≫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는 반 세기 동안 이 작품

이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쌓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우선 1966년도 ≪카바레≫를 콘셉트 뮤지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라고 의견을 밝힌 경우는 적지 않다. 앞서 소개

했던 맥밀린과 모든, 밀러 외에 포스터 허쉬(Foster Hirsch)도 프린스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탐구한 연구서『해롤드 프린스와 미국 뮤지컬극

(Harold Prince and the American Musical Theatre)』에서 ≪카바레≫를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이정표를 남긴 작품”14), “스타일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뮤지컬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작품”15)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카바레≫의 초연이 1970년대부터 등장하는 콘셉트 뮤지컬의 

양식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카바레≫의 오리지널 프로덕션이 뮤지컬 장르의 역사에서 차지

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부분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작품

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회 현실과 시

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상세히 고찰한 경우는 찾아

14) Foster Hirsh, Harold Prince and the American Musical Theatre, 김지명 옮김, �

해롤드 프린스와 미국 뮤지컬극� (서울: 현대미학사, 2008), 59.

15)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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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힘들다. 

니콜라스 지 리날디(Nicholas G. Rinaldi)의 연구16)는 1966년도에 상연

되었던 ≪카바레≫를 대상으로 심도있게 연구한 유일한 영미권 논문이다. 

그는 작품을 제시적 틀과 재현적 플롯으로 나누어 각 구조에 해당하는 음

악의 성격과 역할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음악이 이 작품의 

콘셉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콘셉

트 뮤지컬로서의 ≪카바레≫와 뮤지컬의 필수 요소인 음악의 상관 관계에 

대해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음악에 주목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극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초연 버전만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서

는 전혀 논하지 않았다.

리날디의 연구가 1966년 초연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미랜다 

런즈캐어-닐젠(Miranda Lundskaer－Nielsen)의 연구17)는 미국 브로드웨

이에서 탄생했던 작품을 새롭게 연출해서 재공연한 영국 연출가들 중 하나

의 사례로써 프린스의 오리지널 프로덕션 ≪카바레≫를 리바이벌한 멘데스

를 소개하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60~70년대 주목을 받았

던 프린스의 뮤지컬 작품 연출 방식과 경향이 1980~90년대 영국 출신 신

진 연출가들에게 하나의 틀로써 제시되었고 여러 작품들이 이들로부터 새

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리바이벌되는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런즈캐어

-닐젠은 멘데스가 각색한 ≪카바레≫ 버전을 원작의 의도 및 주제에 충실

하면서도 동시대성을 획득하였고 변화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

품으로 평가한다.   

새러 콜래트(Sarah E. Kolat)의 연구는 멘데스 버전의 ≪카바레≫ 음악

을 분석하고 상징으로서의 엠씨가 그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서술하

고 있다.18) 이 연구는 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논문이 그러

16) Nicholas G Rinaldi, “Music As Mediator: a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Concept Development in the Musical, CABARET,”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2).

17) Miranda Lundskaer－Nielsen, “Life Ain’t A Cabaret: Theatre Directors and the 

Rise of Musical Drama in the 1980s and 90s,” (Ph.D., Columbia University, 2005).

18) Sarah E. Kolat, “Stripping the Veneer and Exposing a Symbol in Mendes's 

Cabaret,” (MA, University of Washingt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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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음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은유와 상징의 대상으로 

기능하면서 작품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 엠씨를 연구 대상에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키쓰 개러비안(Keith Garebian)은『카바레 제작(The Making of 

Cabaret)』이라는 연구서에 ≪카바레≫가 제작될 시점에서부터 멘데스의 

재해석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캐스팅 과정이나 제작진의 창작 과정, 그리

고 무대 디자인 관련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과정 등을 서술함으로써 작품

과 관련한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한정아의 논문「서사극 관점으로 바라본 뮤지컬 <캬바레> 

연구」가 작품으로서의 ≪카바레≫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유일한 선행연구

이다. 한정아는 ≪서푼짜리 오페라(The Threepenny Opera)≫의 서사극적 

요소가 ≪카바레≫에 어떻게 적용, 흡수되고 변화했는지를 서술하며, 서사

극적 요소가 관객과 무대 간 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카바레≫를 

초기 콘셉트 뮤지컬로 분류한다. 그러나 ≪카바레≫의 서사극적 특징만으

로 이 작품을 콘셉트 뮤지컬의 효시라고 지칭하거나 뮤지컬사에서 ≪카바

레≫가 차지하는 유의미한 지점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수정의 연구

「미국 현대 뮤지컬의 ‘전복적 환상성’과 비판적 현실인식 연구 – 존 칸더 

‧ 프레드 엡과 스티븐 손드하임을 중심으로」는 존 칸더와 프레드 엡19), 

그리고 스티븐 손드하임이 작곡과 작사를 담당했던 뮤지컬 작품들이 드러

내는 현실 인식을 고찰하고 있으며, ≪카바레≫의 음악을 그 분석 대상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송윤주는「뮤지컬에 나타나는 서사적 인물 활용 연

구」에서 ≪카바레≫의 서사적 인물 엠씨를 사건개입형 서사적 인물의 한 

예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카바레≫에 대한 영미권의 학술 연구는 뮤지컬의 필수불가

결한 요소인 음악을 중점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고, 국내에서는 작품이 갖고 있는 성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서사극으로서

의 특성을 통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카바레≫의 의의를 찾고 있는 연구

19) 작곡가 칸더와 작사가 엡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에서 42년 동안 콤비를 이뤄 활동

했고 1970년대 재즈 뮤지컬의 시대를 연 장본인들로 불리기도 한다. ≪카바레≫, ≪시카

고(Chicago)≫, ≪조르바(Zorbá)≫, ≪거미여인의 키스(Kiss of the Spider Woman)≫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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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상연 시

점의 시대상과 현실을 예리하게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관객의 비판적인 성

찰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작품의 특성

이나 연출 방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프린스의 오리지

널 버전과 그것의 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동시대적 해석을 가능케 한 멘데

스 버전을 함께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는 전무하다. 

본 논문은 프린스와 멘데스가 연출한 두 개의 ≪카바레≫ 버전의 작품 

내적인 요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프로덕션이 상연 시점의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작품의 요소들에 주목하여 미진한 논의를 보완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깊이 고찰하고 반영하는 뮤지컬 작품으로

서 ≪카바레≫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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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뮤지컬 ≪카바레≫의 창작 과정과 역사

1) ≪카바레≫ 초연의 창작 과정

뮤지컬 ≪카바레≫의 원작은 1939년 발표된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Christopher Isherwood)의 소설『베를린이여 안녕(Goodbye to Berlin)�

과 1951년 상연된 극작가 존 반 드루텐(John Van Druten)의 연극 ≪나는 

카메라다(I Am a Camera)≫이다. 이셔우드의 소설은 작가의 반자전적 작

품으로 나치스 제3제국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베를린에서 그가 만난 

인물들에 대해 집필한 6편의 단편과 중편 소설들을 모은 것이다.「샐리 보

울스(Sally Bowls)」편에 등장하는 베를린 어느 카바레에서 노래 부르는 

젊은 영국 여성 샐리 보울스가 뮤지컬 ≪카바레≫의 중요한 극 중 인물 샐

리의 전신이다.

드루텐은 샐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카메라다≫를 만들어 브로드웨이 무대에 먼저 올렸다.20) 그는 원

작 소설을 순박하지만 도덕 관념이 부족한 영국 출신 신여성을 둘러싼 러

브 스토리로 각색했고 나치즘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았다.21) 이 극작품은 

이듬해 뉴욕드라마비평가협회 최우수미국연극상을 수상했고 샐리 보울스 

역을 맡았던 배우 줄리 해리스(Julie Harris)는 처음으로 토니 여우주연상

을 받았다. 연극에서 무대 및 조명 디자인을 맡았던 보리스 아론슨(Boris 

Aronson)은 뮤지컬 ≪카바레≫의 오리지널 프로덕션에서도 무대 디자인을 

맡았다. ≪나는 카메라다≫는 1955년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연극 ≪나는 카메라다≫를 다시 뮤지컬로 만드는 것을 계획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프린스는 스타 채용을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작성된 초안에 마

음이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22) 그

20) Joe Masteroff, John Kander and Fred Ebb, Illustrated Book and Lyrics (New 

York: Newmarket Press, 1999), 11.

21) Keith Garebian, The Making of Cabaret (Canada: Mosaic Press, 1999), 1; 

Rinaldi, “Music As Mediator,” 16.

22) 프린스는 작품 흥행을 목적으로 유명한 스타에게 배역을 맡기거나 작품이 스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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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베를린의 이야기가 “미국 동시대의 문제

들과 아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구하고 나서야 이 프로젝트(뮤

지컬 ≪카바레≫ 제작)에 흥미를 느꼈다.”23)고 밝혔다. 다시 말해, 프린스

는 쉽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1930년

대 베를린의 사회상이 1960년 후반 미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충분

히 납득한 후 작품 제작에 착수한 것이다. 프린스에게는 동시대 관객에게 

공명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가 작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었다.24) 작품이 오랜 생명력을 갖고 다양한 시공간에서 관객을 만나기 위

해서는 동시대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프린스의 이와 같은 작품 선택

의 기준은 관객으로 하여금 ≪카바레≫의 무대에서 재현하는 현실과 관객

의 현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나아가 역사의 반복성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공감을 유도하는 근간이 된다. 

프린스는 초연의 크리에이티브 팀을 조직한 주축이었다. 그는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던 작품 ≪그녀는 나를 사랑해(She Loves Me)≫에서 함께 일

하고 있던 대본 작가 조 마스터로프(Joe Masteroff)에게 연극 ≪나는 카

메라다≫를 뮤지컬로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고, 앞서 제작 권한을 갖고 있

던 사람의 지분에 대한 몫을 협상하고 처리하는 우여곡절 끝에 제작권을 

획득한다.25) 프린스와 마스터로프는 샌디 윌슨(Sandy Wilson)이 ≪나는 

카메라다≫를 뮤지컬화한 작품을 위해 이미 써 둔 곡들이 1920년대 후반 

베를린의 정수를 잘 포착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았고, 프린스와 친분이 

용문처럼 쓰이는 것을 경계했다. ≪나는 카메라다≫를 뮤지컬화하기 위해 작성된 초안들

은 당대의 스타였던 그웬 버돈(Gwen Verdon)이나 타미 그림스(Tammy Grimes)를 기

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것들이었기 때문에 프린스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Carol Ilson, 

Harold Prince: a Director’s Journey (New York: Limelight Editions, 2000), 137.

23) Interview with Harold Prince, “The New York Harold,” Theatre One,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of the U.S. (New York: DBS Publications, 1969), 38. 

quoted in Carol Ilson, Harold Prince: a Director’s Journey (New York: Limelight 

Editions, 2000), 137.

24) Garebian, The Making of Cabaret, 2.

25) 1953년 ≪남자친구(The Boy Friend)≫로 성공을 거두었던 작사가이자 작곡가였던 

윌슨은 드루텐의 연극 ≪나는 카메라다≫를 뮤지컬로 만들 계획으로 각색한 ≪굿바이 

투 베를린(Goodbye to Berlin)≫의 대본과 작곡을 거의 다 완성한 상태였다. 그리고 원

래의 제작자였던 데이비드 블랙(David Black)이 갖고 있던 연극 ≪나는 카메라다≫와 

원작 �베를린 이야기�에 대한 권한이 소멸되고 프린스에게 넘어온다. Ilson, Director’s 
Journey, 13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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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지는 않지만 ≪플로라, 붉은 위협(Flora, The Red Menace)≫ 공연에서 

눈여겨 보았던 존 칸더와 프레드 엡에게 음악 작업을 맡겼다.26) 그리고 

칸더와 엡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론 필드(Ron Field)를 안무가로 기용하는

데 필드는 그때까지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 라이자 미

넬리(Liza Minnelli)의 나이트클럽 작업에서만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었

다.27)

≪카바레≫는 원작 소설이 이미 연극으로 한 번 각색되었을지라도 여러 

면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작품이다. 노래와 춤에 

재능이 없는 삼류 여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뮤지컬이 과연 가능할 것인

지, 이셔우드가 소설에서 양성애자로 설정한 해설자28)의 성 정체성을 그

대로 따라야 할 것인지, 당시의 브로드웨이가 동성애, 낙태, 난혼, 독일의 

정치 상황 등을 뮤지컬 극의 소재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29)

프린스와 마스터로프 이하 제작진은 연극 ≪나는 카메라다≫를 뮤지컬 

버전으로 각색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지만, 더 내실있는 자료를 얻

기 위해서 원작 소설『베를린 이야기』로 돌아가 베를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30) 칸더와 엡은 장면

들 사이에 그들이 작곡한 노래들을 배치하면서 이 작품의 스토리는 전통적

인 북 뮤지컬 구조로 재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 노래들

을 플롯과 더욱 밀접한 선율로 바꾸기도 하였다. 초연을 올리기까지 여러 

번의 스크립트 수정을 거쳐 결국 베를린의 삼류 카바레 킷캣클럽에서 공연

되는 일련의 레뷰 공연들과 클리프와 샐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플

롯 중심 공연이 결합한 모습으로 작품 구조를 갖추게 된다.

프린스는 이 수월해 보이지 않았던 장르 간 이동과 변형의 작업 과정 전

반을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진두지휘했다. ≪카바레≫를 미국의 뮤

지컬 공연 레퍼토리에서 낡은 브로드웨이의 틀을 벗어나 변화를 주도한 중

26) Ilson, 같은 책.

27) Ilson, 같은 책, 139.

28) Ilson, 같은 책, 1.

29) Ilson, 같은 책.

30) Rinaldi, “Music As Mediator,”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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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관습을 거부하고 과감하고 소신있는 

태도로 크리에티브 팀을 조직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극에 대한 밑그림을 

충분히 그리고 있었던 프린스에게 그 공이 있다고 하겠다. 

2) 작품의 공연 역사 

≪카바레≫는 총 21번의 프리뷰 공연을 마친 후 1966년 11월 브로드웨

이 브로드허스트 극장(Broadhurst Theatre)에서 첫 공연을 올렸다.31) 도

중에 임페리얼 극장(Imperial Theatre)과 브로드웨이 극장(Broadway 

Theatre)으로 두 번이나 장소를 옮겼지만 초연에서부터 곧바로 만 3년에 

가까운 장기 공연에 들어갔고 그 기간 동안에만 무려 1,165회라는 상연 

기록을 남겼다. 이듬해인 1967년 토니상 시상식에서는 최고작품상을 비롯

하여 음악, 연출, 안무, 무대, 의상, 연기 부문에서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

루었다. 상연과 수상 횟수가 공연 작품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절대적 기준

이 될 수는 없지만, 공연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고 여러 부문에서 토니상

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관객 및 

평론가들의 적지 않은 관심 또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뉴욕 타임스의 월터 커(Walter Kerr)는 “거칠고 틀린 음 하나가 있는 놀

라운 뮤지컬”이라고 소개하면서 초연의 리뷰를 시작했다. ‘거칠고 틀린 음’

은 질 헤이워쓰가 샐리 보울스 역을 맡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이

것이 이 작품의 유일하고 명백한 실수이며 프린스가 판단 착오로 그녀를 

선정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리스 아론슨의 무대와 론 필

드의 안무를 높이 평가하는 한 편, 샐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등장인물인 

클리프, 슈나이더, 슐츠 역의 캐스팅과 엠씨 역에 조엘 그레이를 기용한 

것은 모두 적절하거나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32) 이 때의 ≪카

바레≫는 무대 세트와 음악이 바이마르 제국 시기의 타락한 베를린을 훌륭

31) 샐리 역에 질 헤이워쓰(Jill Haworth), 클리프 역에 버트 콘보이(Bert Convoy), 슈

나이더 역에 로테 레냐(Lotte Lenya), 슐츠 역에 잭 길포드(Jack Gilford), 엠씨 역에 

조엘 그레이(Joel Grey), 에른스트 역에 에드워드 윈터(Edward Winter), 코스트 역에 

페그 머레이(Peg Murray)였다.

32) Kerr, “The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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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33) 예쁜 것 하나 없이 추한 면들을 표

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리가 있다는 평을 얻었다.34) 하지만, 역시 질 헤

이워쓰가 샐리 역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기도 했다.35)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받은 관심은 런던 공연으로도 이어졌다. 1968년 2

월 웨스트엔드의 팰리스 극장(Palace Theatre)에서 ≪카바레≫가 상연되

었고 1986년에는 런던의 스트랜드 극장(Strand Theatre)에서 또 한 번 무

대화가 이루어졌다.

1972년에는 밥 파씨(Bob Fosse)가 감독 및 연출을 맡아서 동명의 영화

를 제작했다. 영화에서 파씨 특유의 관능적이고 인상적인 안무가 효과적으

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부각되면서 ‘밥 파씨의 ≪카바레≫’로 많이 알려

졌다.36) 엠씨 역은 뮤지컬 초연에서 열연했던 그레이가 맡았고 샐리 보울

스는 미넬리가 연기했는데, 미넬리의 짧은 헤어컷과 그레이의 독특한 화장

은 당시 대중문화 아이콘이 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로 파

씨는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수상했고 조엘 그레이는 남우조연상을, 미넬리

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원래 샐리 보울스는 노래를 못하는 실력 없는 

카바레 가수이기 때문에 미넬리처럼 노래 솜씨가 뛰어난 배우가 샐리 역을 

하는 것은 스토리와 인물의 설정에 어긋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카바

레≫의 영화 버전은 큰 인기를 끌었다. 

1987년 프린스는 브로드웨이에서 다시 ≪카바레≫를 연출했다. 그는 마

스터로프에게 주요 인물들을 재해석해서 대본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슐

츠가 자신이 유대인 신분임을 공개하게 되는 “메스키테(Meeskite)”는 삭제

되었고37) 클리프가 샐리를 향해 불렀던 노래 “내가 왜 깨어 있어야만 되

33) Whitney Bolton, “Inventive ‘Cabaret’,” The Philadelphia Inquirer, November 27, 

1966.

34) Ernest Albrecht, “"Cabaret" Depicts Ugliness on the Night Club Circuit,” The 
Central New Jersey Home News, November 25, 1966.

35) Albrecht, 같은 글.

36) 1966년 초연과 1987년 리바이벌 버전에서 안무는 론 필드가 모두 담당했음에도 불

구하고 밥 파씨의 영화 버전이 연출한 시각적 효과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탓인지 밥 파

씨가 뮤지컬의 안무를 맡았다고 잘못 기록된 문헌이 종종 있다. 론 필드는 뮤지컬 ≪카

바레≫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안무를 맡아 1967년 토니상에서 최고안무상을 수상했다.

37) 프린스는 독일계 유대인이 이미 독일 사회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경험

하게 되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더욱 충격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1966년 초

연에서 길포드가 묘사했던 슐츠는 ‘독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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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Why Should I Wake Up?)”는 “가지 마요(Don’t Go)”로 대체되었다. 

주인공 클리프를 양성애자로 설정한 것은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가져 

온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의 극장 무대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다. 

공연은 8개월 가량이나 지속되면서 총 261회 상연되었지만 초연에서의 

긍정적이었던 반응과는 많이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프랭

크 리치(Frank Rich)는 1987년도 리바이벌은 1966년 초연과 ≪카바레≫

의 영화 버전에 이어 연속해서 엠씨 역을 맡게 된 그레이에게 너무 크게 

의지한 공연이라고 했다.38) 그는 비록 그레이가 본인의 역할을 매우 훌륭

하게 수행했지만, “엠씨에 의존해서 ≪카바레≫를 공연하는 것은 주드 역

을 맡은 배우를 위한 스타 등용문으로 쓰려고 ≪오클라호마!(Oklahoma!)

≫를 재공연하는 것과 거의 같다”39)고 했다. 그리고 슈나이더를 연기한 리

자이너 레스닉(Regina Resnik)만이 그 배역에 적합했고, 무대 세트와 의상

은 초연보다 형편없었다고 비판했다.40) 리치는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피력했지만, 그의 평가로부터 ≪카바레≫의 무대가 엠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엠씨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 역을 맡았던 그레이의 

입지 또한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리치의 리뷰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당시의 리바이벌 공연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것은 다른 리뷰들을 살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프린스의 재공연 버전은 엠씨 역을 맡은 그레이를 제외한 모든 배역을 바

꾸고 인물의 성격과 노래에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서 인물을 재해석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관객의 변화에는 잘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키쎌(Howard Kissel)은 1987년도 리바이벌 버전이 초연과는 분명 

다른 공연이지만 관객도 그 때의 관객과 다르게 매우 냉소적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41) 그 외 스타 배우인 앨리슨 리드와 그레이를 기용했고 클리프

그래서 슐츠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너무 명확하게 밝히는 노래는 삭제되었다.  June 

Skinner Sawyers, Cabaret FAQ (Applause Theatre & Cinema Books, 2017), 145.

38) Frank Rich, “Cabaret and Joel Grey Return,” New York Times, October 23, 

1987.

39) 주드(Jud)는 ≪오클라호마!≫에서 주인공 남녀가 사랑을 이루기까지 걸림돌처럼 작

용하는 비중이 높은 남자 조연 역이다.

40) Rich, “Cabaret and Joel Grey Return.”

41) Howard Kissel, “Mirror, Mirror on the stage,” Daily News, October 18, 1987.



- 15 -

의 성 정체성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바이벌 버전은 낡은 것

이 되었다42)고 평한 리뷰도 확인된다. 하지만 시카고 트리뷴에 실렸던 리

뷰는 그레이가 한 역할을 오랫동안 맡은 배우가 저지르기 쉬운 경솔하거나 

과도한 행동 없이 사악하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엠씨 역을 잘 소화했다고 

평가함으로써43) 그레이와 엠씨 역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상의 리뷰들에 근거해서 볼 때 1987년 프린스의 리바이벌 공연은 썩 

좋지 못한 점수를 얻었지만, 이 때부터 엠씨의 역할이 작품에서 더욱 두드

러지면서 중요해졌고 특히 그레이가 다른 배우들이 넘보기 힘든 독특한 그

만의 엠씨를 창조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카바레≫는 그 때

까지의 작품 공연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엠씨 역을 

맡게 된 그레이의 존재감이 부각44)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 등용문

(star-vehicle)’처럼 보이게 된 것이 사실이다. 작품이 ‘스타’에 의존하는 

공연계의 관행은 흥행을 위한 맹목적 스타 채용을 기피했던 프린스가 달가

워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레이가 엠씨 역을 거듭하면서 ≪카바레≫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은 엠씨라는 극의 요소의 성장과 변화가 

작품의 역사와 의미 있는 연관을 맺게 될 것을 예고하는 현상이기도 했다. 

프린스가 다시 연출한 20년 만의 재공연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는 1972년 파씨의 영화 버전이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했던 것에서 1차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매체 특성상 무대 예술보다 파급력이 더 큰 영상 미

디어가 젊은이들의 대중문화 아이콘이 될 만큼 인상적인 이미지와 음악을 

관객들에게 이미 각인시킨 다음이었다. 막이 없는 오프닝과 대형 거울 사

용 등 1966년에 썼던 연출 기법을 계속 구사했던 1987년의 ≪카바레≫ 

무대는 식상하고 구태의연해 보였을 것이다. 1966년 ≪카바레≫ 초연의 

실험적 성격에 버금갈 만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뮤지컬 작품들을 경험한 

1980년대 후반의 관객들에게는 이 리바이벌 작품이 더 이상 혁신적이거나 

독창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42) Simon Saltzman, “New ‘Cabaret’ no longer dazzles,” Daily Record, October 29, 

1987.

43) Richard Christiansen, “Joel Grey presides over a ‘Cabaret’ that glitters with his 

brilliant work,” Chicago Tribune, November 9, 1988.

44) Sawyers, Cabaret FAQ, 144.



- 16 -

1987년 브로드웨이 리바이벌은 작품에 동시대적 의미를 담아 현실을 반

영하고자 했던 프린스의 의도가 초연만큼 잘 전달되지 못 했던 경우였다. 

하지만, 1993년 런던 웨스트엔드 돈마 웨어하우스(Donmar Warehouse) 

극장의 젊은 예술 감독이었던 멘데스가 ≪카바레≫를 새롭게 연출하면서 

이 작품의 역사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었다.45) 멘데스의 ≪카바레≫는 단

순한 리바이벌이 아니라 재창조에 가까울 정도라는 의미에서 ‘재해석’ 버

전이라고 불리며46)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그의 ≪카바레≫ 버전은 롭 마

샬(Rob Marshall)이 공동 연출 및 안무가로 참여하면서 1998년 브로드웨

이로 역진출되었고, 이것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해외 및 북미 

투어 공연과 런던 리바이벌, 브로드웨이 리바이벌의 기본 틀이 되었다.

가디언의 마이클 빌링턴(Michael Billington)은 이전에 관극했던 공연이 

베를린의 쾌락주의에 대한 향수처럼 그려졌던 것과 달리 1993년도 버전은 

납득과 이해가 가능한 “낭만화하지 않은(de-romanticised)” ≪카바레≫라

고 하였고, 특히 엠씨 역의 앨런 커밍(Alan Cumming)과 샐리 역의 제인 

호럭스(Jane Horrocks)를 칭찬하고 있다.47) 데이비드 리스터(David 

Lister)는 바이마르 시대 나이트 클럽을 재현한 무대와 극장의 면면을 언

급한데 이어 커밍과 호럭스가 자신들의 배역을 매우 잘 소화했다는 내용을 

리뷰에 담았다. 그는 호럭스가 나약함과 성숙함을 완벽히 혼합한 샐리를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를 재정의했다고 보았다.48)

멘데스의 재해석 버전에 기초한 1998년의 두 번째 브로드웨이 리바이

벌49)은 37번의 프리뷰 공연 이후 200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총 2,377회 

상연되었다. 멘데스의 ≪카바레≫는 킷캣클럽 극장50)에서 처음으로 막을 

45) 1993년도 영국 돈마웨어 하우스의 공연에서는 커밍이 엠씨를 맡았고, 호럭스가 샐

리를, 아담 고들리(Adam Godley)가 클리프를, 사라 케스틀맨(Sara Kestelman)이 슈나

이더를 맡았다. 당시 이 작품으로 케스틀맨은 올리비에 우수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커

밍은 아쉽게도 우수남우주연상에 지명되는 것에 그쳤다. 

46) Sawyers, Cabaret FAQ, 148.

47) Michael Billington, “Welcome, the party’s over,” The Guardian, December 11, 

1993.

48) David Lister, “First Night: Musical glories in the seedy smell of success: 

Cabaret - Donmar Warehouse,” Independent, December 10, 1993.

49) 커밍이 엠씨 역을 계속 맡았고, 샐리는 나타샤 리차드슨(Natasha Richardson)이 연

기했다. 토니상에서 최고의 리바이벌 작품상을 비롯하여 10개 부문에 걸쳐 수상했다.

50) 지금의 스티븐 손드하임 극장(Stephen Sondheim’s Theatre). 원래 헨리 밀러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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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8개월 간 공연되다가 다시 스튜디오 54(Studio 54) 극장으로 공간을 

옮겨 그곳에서 롱런을 이어갔고, ≪오! 캘커타!(Oh! Calcutta!)≫와 ≪시카

고≫에 이어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세 번째로 오래 공연한 리바이벌작

으로 기록을 남겼다. 

멘데스의 ≪카바레≫ 프로덕션에는 1997년부터 마샬이 공동 연출이자 

안무가로 참여해서 함께 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영국 런던에서 재해석되어 

공연되었던 작품을 브로드웨이의 무대에 올리기 적절한 뮤지컬 작품으로 

다듬기 위해서였다. 마샬이 참여했던 ≪시카고≫ 작업 경험은 영국에서 먼

저 공연된 멘데스의 재해석 버전을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작품으로 완성하

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1993년 버전에서 1998년 버전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사항들은 주로 브로

드웨이 역진출을 위해 수정된 사항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51) 1998년 버

전은 음악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편곡했고, 킷캣클럽의 카바레 걸과 카바레 

보이 역의 배우들이 악기 연주까지 하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52) 형식을 취

하게 되었다. 1972년 파씨의 영화 버전에서 사용되었던 두 곡이 추가되는 

등 노래에서도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고,53) “두 아가씨(Two Ladies)” 노래 

장면에는 여장 남자가 등장하고 그림자극을 삽입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1998년 브로드웨이의 ≪카바레≫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카쿠타

니는 뉴욕타임스에서 커밍의 엠씨가 주도하는 이 킷캣클럽 쇼가 이셔우드

의 원작 소설 �베를린 이야기�, 드루텐의 연극 ≪나는 카메라다≫, 파씨의 

영화에 등장하는 미넬리, 프린스의 오리지널 무대의 그레이 모두를 잊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았다.54) 뉴요커의 낸시 프랭클린(Nancy 

(Henry Miller's Theatre)이었던 곳을 ≪카바레≫ 공연 기간 동안 ‘킷캣클럽’ 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 2010년부터는 스티븐 손드하임 극장이 되었다.

51) “Director Sam Mendes reflects on his Broadway play "Cabaret" and his 

upcoming projects "King Lear" an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Internet site of The Charlie Rose Show, 2018년 5월 24일 접속, https://charlierose.

com/videos/16915.

52)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 노래, 춤 외에 악기 연주도 하는 뮤지컬. 

53) 영화에 사용되었던 “나의 님(Mein Herr)”(1993년 버전에서부터 사용)과 “어쩌면 

이번에는(Maybe This Time)”이 삽입되었고, 1993년 버전에서는 삭제되었던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Don’t Tell Mama)”가 부활했다. 1993년 버전에서 삭제되었던 “예쁘게 앉

아서(Sitting Pretty)”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지만, “예쁘게 앉아서”처럼 돈을 숭앙하고 

물질을 쫓는 세태를 풍자하는 노래 “돈 노래(The Money Song)”가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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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은 관객과 배우가 굉장히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을 이 공연의 특

징으로 지적했으며 커밍의 연기가 돋보인다고 적고 있다.55) 킷캣클럽에서 

스튜디오 54로 공연이 자리를 옮긴 후, 뉴욕 타임스의 빈센트 캔비

(Vincent Canby)는 바뀐 공연장에서도 관객은 극장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

간 진짜 베를린 카바레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엠씨 역

의 커밍은 매우 대단한 모습을 보인다고 적었다.56)

이 시기에 커밍57)을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로스앤젤레

스 타임스에서는 ‘그의 카바레로 오라’는 제목 아래 ‘조엘 그레이를 잊어

라’라는 부제까지 달고 배우 커밍에게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취재한 내

용을 실었다.58) 뉴욕 주의 지역 신문에도 ≪카바레≫ 공연에 대해 소개하

는 짤막한 기사 옆에 커밍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은 

‘피어싱을 하고 배회하는 엠씨’이고 부제는 ‘앨런 커밍이 공연의 알짜 역할

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였다.59) 이 리뷰들은 그레이의 엠씨가 그랬던 것

처럼 커밍 역시 그의 엠씨를 독보적인 캐릭터로 굳혔음을 확인시켜 주는 

한 편, ≪카바레≫라는 작품에서 특정 이름도 없이 ‘엠씨’라고만 불렸던 이 

존재가 작품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라운드어바웃 씨어터에서는 멘데스와 마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출한 1998년 버전으로 브로드웨이 해외투어팀을 조직했고, 그 해 한국

에서도 한 달 남짓 이 해외투어팀의 ≪카바레≫ 공연이 이어졌다. ≪카바

레≫는 2006년과 2012년의 런던 리바이벌, 2014년의 브로드웨이 리바이

벌, 그리고 최근에는 2016~17년 북미 투어 공연을 이어갔는데 이 모든 

재공연들은 멘데스의 1993년도 재해석 버전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은 채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54) Michiko Kakutani, “Window on the World.”

55) Nancy Franklin, “The Gathering Storm,” New Yorker, April 6, 1998. 

56) Vincent Canby, “Theater; In ‘Cabaret’, Evolution Repositions the Stars,” New 
York Times, January 10, 1999.

57) 커밍은 ≪카바레≫로 브로드웨이 데뷔를 했고 1998년 토니상 최고남우주연상을 받

았다. Sawyers, Cabaret FAQ, 153.

58) Patrick Pacheco, “Come to His ‘Cabaret’,” The Los Angeles Times, March 29, 

1998. 

59) Jacques Sourd, “A pierced, prowling emcee,” The Journal News, March 2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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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3년 ≪카바레≫ 각색 과정 

멘데스는 ≪카바레≫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대본을 읽은 후 그 버전과 파

씨의 영화 버전 사이에 차이가 꽤 크다60)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엇이 그 

둘 사이에 다른 것인지, 작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썼

고,61) 원래의 출처들-초연의 대본, 파씨의 영화, 이셔우드의 �베를린 스토

리�, 드루텐의 ≪나는 카메라≫-에 대한 천착62)에서부터 각색 작업에 착

수했다. 멘데스는 매트 울프(Matt Wolf)에게 ≪카바레≫가 “≪시련≫, ≪

귀향≫, 또는 세대에서 세대로 재창조되고 재발견될 가치가 있는 20세기의 

다른 어떤 연극”63)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그가 극작품으로서의 ≪카바레≫가 보유한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카바레≫의 무대화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구상안은 돈마 웨어하우스의 

극장 내부를 아예 실제 베를린의 킷캣클럽처럼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는 

로즈와의 인터뷰에서 극장을 카바레 클럽으로 바꾸는 계획은 온전히 그의 

아이디어였고 그렇게 자유로운 발상에서부터 비롯한 구상이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 작품과 관계를 맺게 했다고 밝혔다.64) 돈마 극장의 내부

를 바이마르 시대의 킷캣클럽 그 자체로 만든 멘데스의 계획은 여러 매체

에서 회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리바이벌 공연이 재창조에 가깝다는 평

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기도 한다.

그 밖에도 멘데스는 이 작품의 각색 과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 이셔우드

와 동시대 인물이며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스티븐 스펜더(Stephen 

Spender)를 자문으로 모셔 조언을 구했다. 스펜더는 스태프들에게 작품의 

60) Sawyers, Cabaret FAQ, 152.

61) Matt Wolf, “London pares down ‘Cabaret’,” The Tennessean, December 19, 

1993.

62) Sawyers, Cabaret FAQ, 147.

63) Sawyers, 같은 책, 147, 148.

64) “Director Sam Mendes reflects on his Broadway play "Cabaret" and his 

upcoming projects "King Lear" an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Internet site of The Charlie Rose Show, 2018년 5월 24일 접속, https://charlierose.com

/videos/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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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인 바이마르 제국 말기 시대의 분위기, 특히 이셔우드도 베를린 체류 

중에 즐겨 방문했다고 하는 베를린의 바와 카페에서의 삶에 대해 알려주었

다.65) 멘데스는 바이마르 시대 카바레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출연진이 

떠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게오르게 그로스(George Grosz)66)와 오토 

딕스(Otto Dix)67)의 그림들을 리허설 룸의 벽에 붙였고 킷캣클럽 코러스 

멤버들이 엡의 가사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이 수행하는 캐릭터

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쓰도록 권하기도 했는데,68) 이 모든 것들이 ‘멘

데스의 ≪카바레≫ 재해석 버전’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65) Sawyers, Cabaret FAQ, 148.

66) 독일 베를린에서 1893년 출생한 그로스는 전후 독일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

인 인물로서 베를린 다다이즘과 신 즉물주의 운동에 가담하였다. 베를린 다다이스트 중

에서도 극적인 구성과 가장 신랄한 시선으로 당대 독일의 사회상 및 인간 욕망의 추악

성과 부르주아 사회를 풍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지배층의 모순적 입장을 비판하는 

작품을 남겼다. 1959년 사망했다.

67) 1891년 출생한 독일의 화가인 딕스는 연민과 표현주의자의 절망을 결합하여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전쟁을 표현했고 사회비판적이며 신랄하고 정치적인 비평을 거침없이 

화폭에 담았다. 조지 그로스와 함께 베를린 다다에 가담했고 신 즉물주의 운동을 벌였으

며 1969년 사망했다.

68) Sawyers, Cabaret FAQ,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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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와 등장인물이 반영하는 현실

≪카바레≫는 선형적 장면들과 비선형적 장면들이 교차하는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선형적 장면은 순차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허구의 스토리가 

재현되고 있으며, 비선형적 장면은 서사적 인물 엠씨가 전적으로 이끌어가

는 쇼 공연이 펼쳐진다. 3장에서는 먼저 선형적 장면을 구성하는 두 요소

인 스토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작품이 극 외부의 현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작품의 스토리는 시간의 흐름과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인물들이 변

화하기는 했지만, 줄거리의 흐름과 결말에서 어떠한 변형도 일으키지 않고 

초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반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작품의 스토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를 먼저 찾아볼 것이며, 대사 및 노래를 통하여 각 등장인물의 성향과 유

형을 파악하고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정치적 외압에 대처하는 방식을 확인

해 볼 것이다. 그리고 대본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과 삭제 및 추가된 음악

을 토대로 연출 의도에 따라 일부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보완되고 있

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선형적 장면과 비선형

적 장면을 넘나들면서 활약하고 있는 엠씨가 스토리 상에 존재하는 인물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띄고 선형적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스토리와 등장

인물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의 특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확인할 것이

다. 

1) 스토리의 고유성 유지

이셔우드의 소설 �베를린이여 안녕�에 기반한 스토리가 재현되고 있는 

선형적 장면들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베를린의 표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스토리는 약간의 수정이 계속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1966년부터 지

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다음은 이 작품의 스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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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집필할 계획으로 베를린을 찾은 미국인 작가 클리프는 기차 안에서 에른

스트를 만나 슈나이더의 하숙집과 나이트클럽인 킷캣클럽을 소개받는다. 하숙집에

는 슈나이더와 연인 관계에 있는 과일가게 주인이자 유대인인 슐츠와 킷캣클럽에

서 일하면서 해병에게 몸을 파는 코스트도 살고 있다. 

킷캣클럽의 신년 파티에서 클리프가 만난 삼류가수 샐리는 영국 출신의 젊은 여

성으로 다음 날 해고를 당하자 클리프를 찾아와 동거를 요청한다. 클리프는 샐리

에게 푹 빠져들고 함께 베를린의 향락적인 삶을 즐기며 연인이 된다. 샐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클리프는 돈을 벌기로 하고, 때마침 에른스트는 손쉬운 일거리를 

제안한다. 

한 편, 코스트가 하숙집으로 해병을 끌어들이는 것을 심하게 나무랐던 슈나이더

가 슐츠와의 밀회를 코스트에게 들킨다. 난처해진 슈나이더를 위해 슐츠는 3주 후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임기응변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중년 커플은 결혼을 약속

하고 약혼 파티를 연다. 

약혼 파티에서 클리프는 에른스트가 팔에 두른 나치 완장을 발견하고, 에른스트

의 제안으로 했던 일이 나치당을 돕는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슐츠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에른스트는 슈나이더에게 그들의 결혼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코

스트는 파티장을 떠나려는 에른스트를 붙잡아 “내일은 나의 것(Tomorrow 

Belongs to Me)”을 부르며 좌중을 선동한다. 

슈나이더와 슐츠는 파혼한다. 클리프는 일자리를 못 구했지만, 샐리가 킷캣클럽

에 다시 나가서 일하는 것에 반대한다. 클리프는 샐리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하지만 샐리는 베를린에 남기로 결심하고 클리프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낙태한다. 

클리프는 킷캣클럽으로 가서 샐리를 재차 설득하지만 샐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다. 에른스트가 클리프에게 나치당과 관련한 일거리를 또 제안하지만 클리프는 에

른스트에게 주먹을 날리고 곧바로 달려든 나치당원들에게 심하게 맞는다. 그 와중

에 샐리의 공연이 이어진다. 

클리프는 샐리가 낙태한 사실을 알게 되고 샐리 몫의 파리행 기차표를 남긴 채 

다시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떠난다.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여섯 인물들은 클리프-샐리, 슈나이더-슐츠, 에

른스트-코스트의 세 조합을 이루고 있다. 클리프와 샐리는 뮤지컬에 전형

적으로 등장하는 잘 싸우는 젊은 커플이며69) 이들의 러브 스토리는 드라

69) 허쉬, �해롤드 프린스와 미국 뮤지컬극�,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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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중심축을 이루는 메인 플롯이다. 희극적인 중년 커플인 슈나이더와 

슐츠가 엮어가는 사건들의 전개는 서브 플롯에 해당하며, 에른스트와 코스

트의 조합은 이 작품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인 나치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를 보여주는 서브 플롯처럼 작용하고 있다. 

클리프와 샐리는 둘 다 베를린에서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클리

프가 정치적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지적인 인물인 반면

에 샐리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현실적인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설

정되어 서로 상반된 성향과 태도를 보인다. 슈나이더와 슐츠 커플의 공통

적 속성은 둘 다 독일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고, 슈나이더가 매우 현

실적이라면 슐츠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역시 대조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쌍의 커플이 똑같이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은 

거대한 정치적 외압이 개인의 삶과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현실을 나타낸

다. 

나치당원인 에른스트와 창녀 코스트는 이셔우드의 원작 소설에는 없었지

만 마스터로프가 의도적으로 창조하여 배치한 인물들이다.70) 그들은 스토

리 전반을 지배하는 중심 사상인 나치즘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형적 장면의 스토리는 등장인물들의 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따른 사건의 전개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

바레≫의 스토리가 줄거리의 흐름과 결말에서 어떠한 변형도 일으키지 않

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30년대 후반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는 독재자 히틀러가 패전 이후 

우수한 아리안 민족의 재건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직전이었다.71) 개인의 삶과 무관해 보였던 정치 

이데올로기나 공적인 이슈들이 대중들의 묵인과 동조 아래 일상에 침투해

서 개인 또는 개인들 간의 문제가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동성애자를 비롯

70) Christopher Isherwood, Goodbye to Berlin, 성은애 옮김, �베를린이여 안녕� (파

주: 창비, 2015).

71) Sebastian Haffner, Von Bismarck zu Hitler: ein Ruc̈kblick, 안인희 옮김, �비스마

르크에서 히틀러까지� (파주: 돌베개, 2016), 19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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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적 소수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주장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72) 즉,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영역이 

공공의 문제로 확장되었던 동시에 공적인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

향을 끼쳤던 시기였다.

나치즘이 세력을 얻어가면서 소시민적이거나 범상한 등장인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은 어떤 시대가 되었든 다수의 거대한 폭력성에 의해 개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

대의 베를린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도

시였다. 당시 그곳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상황들은 단지 그 시대

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으며,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카바레≫의 스토리는 바이마르 말

기의 실제적 삶을 반영하는 동시에 상연 시점의 시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논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

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물이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과 인물의 유형화

여섯 명의 중심 인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치 독재 체제가 확

고해져 가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이 이데올로기에 반응하는 

시점과 순응하는 정도는 인물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다르다. 사회를 장

악하기 시작하는 지배적 정치 권력에 대응하는 이들 각자의 방법은 바이마

르 공화국 말기 베를린에서 삶을 이어갔던 대중의 생존 방식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인물들은 허구적 존재이지만 당시 실재했던 대

중들을 여섯 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각자 하나의 유형을 맡아 대표하고 있

는 것과 같다.

첫 번째로 1막 13장 약혼 파티 장면을 통해 클리프와 샐리가 정치 이데

올로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확인해보자. 다음은 에른스트가 제안한 일을 끝

마치고 파리에서 돌아온 클리프가 에른스트의 나치 완장을 확인한 후 그에

72) 성은애, ｢제국과 소설과 ‘나’: 이셔우드의 베를린 소설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29(2015): 57-8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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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샐리

클리프

에른스트

샐리

클리프

에른스트

클리프

에른스트

클리프

에른스트

서류 가방 가지고 있어요?

(클리프는 스와스티카 완장을 가리킨다)

아, 회의에서 바로 왔어요.

(에른스트는 코트를 벗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다.)

미안해요, 클리포드-당신이 내 정치색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요. 서류 가방 좀 주세요. 가지고 있나요?

(클리프는 망설인다. 샐리가 에른스트에게 건넨다.)

여기 있어요.

(에른스트에게)

당신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맞게 기억한다면.

그럼요! 우리 정당은 새로운 독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돕고 있구요! 자-여기-

(에른스트는 클리프에게 봉투를 내민다. 클리프는 받지 않는다.)

뭐가 잘못됐나요?

(샐리가 봉투를 낚아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고마워요, 에른스트.

(에른스트에게)

당신네 지도자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 네. 나의 투쟁.

읽어봤어요?

물론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나는-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

요. 모든 페이지에 나와요...

클리포드-여기는 그런 토론을 할 시간도 장소도 아니에요. 아마

도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내가 상

대를 좀 찾고-파티를 즐겨야겠어요.

(에른스트는 클리프와 샐리를 떠나 슈나이더에게 간다.)

Ernst

Sally

Cliff

Ernst

You have the briefcase?

(Cliff Points to the swastika armband)

Oh – I come direct from the meeting.

(Ernst takes his overcoat off. He is wearing a business suit)

I am sorry, Clifford-since you did not wish to know my politics. 

However-the briefcase, please. You have it?

(Cliff hesitates. Sally hands it to Ernst)

Here it is.

(To Ernst)

You said it was a good cause-if I remember correctly.

And so it is! Our party will be the builders of the new 

Germany. And you are helping! So-for you-

게 나치당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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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y

Cliff

Ernst

Cliff

Ernst

Cliff

Ernst

(Ernst extends an envelope to Cliff. Cliff doesn’t take it)

Something is wrong?

(Sally takes the envelope)

No. Of course not. Thank you, Ernst.

(To Ernst)

I’ve been reading your leader’s book...

Ah, yes. Mein Kampf.

Have you read it?

Certainly!

Then I don’t understand. I mean-that man is out of his mind. 

It’s right there on every page...

Clifford-this is not the time nor the place for such a discussion. 

Perhaps you would never understand. At any rate-now I find 

myself a flapper-I enjoy the party.

(Ernst leaves Cliff and Sally. He goes up to Fraulein Schneider)

여기서 클리프는 에른스트가 나치당원이라는 사실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바로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일이 나

치를 돕는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에른스트에게 관련 사항들을 날카롭게 물

어보기 시작한다. 클리프는 샐리의 매력에 빠져 한동안 그녀와 함께 베를

린의 퇴폐적인 삶을 즐겼지만,73) 나치 세력이 본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괴로워하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에른스트에게 밝혔듯이 

클리프는 히틀러를 정신나간 정치 지도자로 인지하고 있으며 히틀러의 사

상에 매료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같은 장면에서 샐리는 클리프와 매우 대조적이다. 나치즘에 대한 거부감

을 바로 나타내는 클리프와 달리 샐리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중요할 

뿐이다. 그녀는 클리프가 망설이면서 에른스트에게 건네주지 않았던 서류

가방을 대신 전달하고 에른스트가 주는 돈 봉투도 클리프를 대신해서 받는

다. 아래는 2막 4장 클리프와 샐리의 대화 중 일부인데, 이것은 1막의 마

지막 약혼 파티 장면에서 에른스트의 나치당원 신분과 슐츠의 유대인 신분

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이후의 상황으로 샐리가 얼마나 정치에 무지하고 무

관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73) 본 논문 77쪽 참고.



- 27 -

샐리

클리프

샐리

당신 이해 안 돼요. 정말로. 먼저, 더 이상 에른스트 일로 파리에 

가지 않겠다고 당신 내게 말했죠-세상에서 돈 벌기 제일 쉬운 방

법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거나.

(샐리는 그를 멍하니 쳐다본다)

언제 당신을 앉혀두고 신문을 읽어줘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랄 거에요.

정치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Sally

Cliff

Sally

I don’t understand you. Really I don’t. First you tell me you’re 

noit going to Paris for Ernst any more—even though it does 

seem the very easiest way in the world to make money...

Or the hardest.

(Sally looks at him blankly)

Someday I’ve simply got to sit you down and read you a 

newspaper. You’ll be amazed at what’s going on.

You mean-politics? But what has that to do with us?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그는 어떤 정당을 위해 밀수하거든요.

에른스트가 정치를 해요?

몰랐어요? 그 사람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리에 가서 돈 엄청 갖고 

돌아와요. 

그가 밀수해야 한다고요?

그건 끔찍하게 위험해요. 그러나 에른스트가 기지를 발휘했죠. 그는 

세관원들이 독일 사람이 아니면 가방을 거의 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국경 바로 전에, 순진하게 생긴 영국인이나 미

국인을 찾아요.

(그녀는 프레리 오이스터를 완성한다)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미국인을 상상하기란 어렵군.

Sally

Cliff 

Sally

He smuggles it in for some political party.

Ernst is in politics?

You didn’t know? He goes to Paris about once a month and 

샐리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유를 거부하고 그

것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자각에 이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

만 샐리는 원래 무식하거나 사리 분별력이 모자란 인물이 아니다. 이것은 

1막 6장에서 샐리가 에른스트의 정치색과 밀수 요령에 대해 말하는 대목

에서 잠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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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Sally

Cliff

brings back pots of money.

He has to smuggle it in?

It’s terribly dangerous. But Ernst is so resourceful. He’s discovered 

the Customs people almost never open the bags of non-germans. 

So, just before the border, he finds some innocent-looking 

Englishman-or American...

(She completes the Prairie Oysters)

It’s hard to imagine an American that gullible.  

(말하듯이)

50마르크의 차이-

왜 그게 우리의 길을 막아야 하죠?

빈 방으로 두지 않으면,

내가 어제보다 50마르크 더 버는 것인데, 그렇죠?

(Spoken)

DIFFERENCE OF FIFTY MARKS -

WHY SHOULD THAT STAND IN OUR WAY?

AS LONG AS THE ROOM’S TO LET,

THE FIFTY THAT I WILL GET

그녀는 에른스트가 재력을 갖춘 정치 활동가이고 영악한 방법으로 밀수

하고 있는 현실을 간파할 만큼 분별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

하기 싫어한다. 그녀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괴로워지는 역설을 알고 있

다. 진실을 숨기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1막 4장에서 부르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Don’t Tell Mama)”와 2막 5장의 “카바레

(Cabaret)”에서 확인할 수 있다.74)  

두 번째로 슈나이더와 슐츠는 뮤지컬에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희극적인 

커플이지만 정치적 외압이 이유가 되어서 갈라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75) 먼저 슈나이더처럼 현실적인 인물은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녀

의 현실적인 면모는 1막 3장에서 클리프와 방값을 흥정하면서 부르는 노

래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So What?)”에서 잘 드러난다. 다음은 그 노래

의 도입부이다.

74) 두 노래와 관련한 자세한 서술은 본 논문의  40, 41, 45-48쪽 참고.

75) Miller, From Assassins, 34.



- 29 -

IS FIFTY MORE THAN I HAD YESTERDAY, JA?

슈나이더

슐츠

슈나이더

슐츠

슈나이더

슐츠

슈나이더

슐츠

슈나이더

슐츠

내게는 새로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파티에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요?

나는 더 이상 나치를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하면 갑자기 그들은 내 친구들이고 이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리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

면,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이랑 결혼할 것이구요.

(놀라서)

세를 놓으려면 면허증이 필요해요!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가져간

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에요. 제가 당신에게 약속할

게요.

(부드럽게)

당신에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 같은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나요?

너무 늙었죠. 나는 줄리엣이 아니에요. 당신은 로미오가 아니구

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혼자 살지요. 혼자서 밥을 몇 끼나 먹었나요? 천 번? 만 

번?

5만 번요.

그러면 분별력을 가져요. 정부는 왔다가 가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Schneider

Schultz

Schneider

Schultz

New to me - because I have not thought about it. But at the 

party my eyes were opened.

And?

I saw that one can no longer dismiss the Nazis. Because 

suddenly they are my friends and neighbors. And how many 

others? And - if so - is it possible they will come to power?

And you will be married to a Jew.

슈나이더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방세로 100마르크를 받아야 한다

고 클리프에게 주장했지만 빈 방으로 두느니 50마르크라도 버는 것이 낫

다고 하면서 실용성에 기반한 현실적 판단을 내린다. 다음은 2막 2장 파혼

을 결심한 슈나이더가 과일 가게를 찾아가서 슐츠와 나누는 대화의 일부인

데 슈나이더와 슐츠의 대조적인 성향과 함께 이 두 사람의 나치즘을 대하

는 상반된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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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r

Schultz

Schneider

Schultz

Schneider

Schultz

(Frightened)

I need my license to rent my rooms! If they take it away...

They will take nothing away. I promise you.

(Softly)

I feel such tenderness for you. It is difficult to express. Are we 

too old for words like "love"?

Far too old. I am no Juliet. You are no Romeo. We must be 

sensible.

And live alone. How many meals have you eaten alone?

A thousand? Ten thousand?

Fifty thousand.

Then be sensible. Governments comes. Governments go.

How much longer can we wait?

클리프

슐츠

당신이 맞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는 걸 난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독일인을 이해하거든

요... 결국 내가 누굽니까? 독일인이죠.

Cliff

Schultz

I hope you’re right.

I know I am right! Because I understand the Germans... After all, 

what am I? A German.

슈나이더에게는 어떠한 체제 아래에서라도 하숙집을 운영해서 생존을 보

장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녀는 유대인인 슐츠와 결혼했을 때 주변

의 인물들이 적대감을 나타내게 되고 하숙집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는 현

실적 위험이 잇따라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갈등을 시작했다. 

슐츠는 이러한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나치즘에 대해 무방비에 가까울 정도

로 낙관적이다. 그는 극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종일관 진지하며 지

나치게 낙천적인 인물이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 출신임

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독일인이며 독일인을 매우 잘 안다고 굳게 믿고 있

기 때문에 나치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인물 중에서 가장 반응이 느리

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2막 6장의 도입부에서 그가 클리프에게 작

별 인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에른스트와 코스트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류에 올라타

는 인물들이다. 나치당원으로서의 에른스트의 신분은 1막 6장에서 샐리의 

대사를 통해 잠깐 암시되었지만 1막의 마지막인 약혼 파티에 이르러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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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코스트

난 이 파티가 재미없어요.

아 — 하지만 이제 막 시작했어요! 오셔요. 자, 우리가 이 

파티를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과 내가요. 그렇죠?

(그녀는 에른스트를 가게 한가운데로 당긴다)

신사 숙녀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

(에른스트에게)

루드비히 씨 - 이건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녀가 노래한다)

반복-내일은 나의 것

여름 들판 위에 태양은 따뜻하고

숲 속의 수사슴들 자유롭게 뛰논다.

하지만 폭풍을 맞기 위해 모여라, 

내일은 나의 것.

그렇죠?(대사)

보리수 나무의 가지는 초록빛이 무성하고,

라인강은 황금빛으로 바다까지 흐른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영광이 기다린다.

내일은 나의 것.

Ernst

Fraulein Kost

I do not find the party amusing.

Oh — but it is just beginning! Come — we will make it 

amusing — you and I, ja?

(She pulls Ernst back into the center of the shop)

전하게 밝혀지고, 클리프에 대한 그의 양면적이고 이중적이었던 태도도 함

께 드러난다. 그는 클리프의 베를린 정착을 돕는 조력자였지만, 실상은 당

을 위한 비밀스러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클리프를 이용하고 있었다. 코

스트는 경박하고 무지한 창녀로 정치와는 가장 무관하고 거리가 멀었지만 

지배 이데올로기에 재빨리 편승하는 인물이다. 1막 13장 약혼 파티76)에서 

나치즘의 부상을 암시하고 국가 권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 “내일은 나

의 것”이 합창에 이르게끔 선동하는 인물이 코스트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다음은 약혼 파티에서 코스트가 좌중을 압도하는 선동의 주체가 

되어가는 장면이다.

76) 1966년도 공연에서는 1막 13장이, 1993년 공연에서는 1막 12장이 약혼 파티 장면

이다. 대본은 1966년도 버전을 기본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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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and gentlemen - quiet please! Quiet!

(To Ernst)

Herr Ludwig - this is for you.

(She sings)

REPRISE - TOMORROW BELONGS TO ME

THE SUN ON THE MEADOW IS SUMMERY WARM,

THE STAG IN THE FOREST RUNS FREE.

BUT GATHER TOGETHER TO GREET THE STORM,

TOMORROW BELONGS TO ME.

Ja?

THE BRANCH OF THE LINDEN IS LEAFY AND GREEN,

THE RHINE GIVES ITS GOLD TO THE SEA.

BUT SOMEWHERE A GLORY AWAITS UNSEEN,

TOMORROW BELONGS TO ME.

코스트

코스트, 에른스트

코스트

루드비히 씨! 나랑 같이 노래해요!

(에른스트는 스와스티카 완장을 두른 코트를 입고 그녀 

옆으로 간다.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손님들이 그

들 주위에 원을 형성한다)

(노래한다)

요람 속 아기는 눈을 감고

꽃들이 벌을 끌어안는다.

곧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일은 나의 것.

이제, 모두 함께!

(손님들이 노래에 참여한다 –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슐츠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에른스트가 슈나이더에게 유대인과의 

결혼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떠나려고 하자 코스트가 그를 만

류한다. 그녀는 “우리가 이 파티를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과 내가

요.”라고 말하며 에른스트를 붙잡아 무대 가운데로 이끌어 세운다. 코스트

의 대사에서 ‘당신’과 ‘나’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치 정권에 이미 몸담고 있

는 ‘지배자’ 에른스트와 무비판적으로 나치에 동조하는 ‘소시민’의 전형 코

스트이다. 코스트는 에른스트를 쳐다보면서 노래의 초반부를 부르기 시작

했고, 아래와 같이 노래 중간에 에른스트에게 둘이 같이 부르자고 요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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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 에른스트, 

손님들

커져서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슈나이더, 슐츠, 클리

프, 샐리 네 사람만 원 바깥에 남아 있다) 

(노래한다)

오, 조국이여, 조국이여. 신호를 주셔요.

당신의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나의 것,

내일은 나의 것.

Kost

Kost & Ernst 

Kost

Kost, Ernst & 

guests

Herr Ludwig! Sing with me!

(ERNST, wearing the coat with the swastika armband, 

goes to her side. The guests form a circle around 

them, as if magnetically attracted)

(Singing)

THE BABE IN HIS CRADLE IS CLOSING HIS EYES,

THE BLOSSOM EMBRACES THE BEE.

BUT SOON, SAYS A WHISPER, ARISE, ARISE,

TOMORROW BELONGS TO ME.

And now - everyone!

(The guests join in the singing - their voices growing 

louder and louder, even rather frightening. Only 

FRAULEIN SCHNEIDER, HERR SCHULTZ, CLIFF and 

SALLY remain outside the circle)

(Singing)

OH, FATHERLAND, FATHERLAND, SHOW US THE SIGN

YOUR CHILDREN HAVE WAITED TO SEE.

THE MORNING WILL COME WHEN THE WORLD IS 

MINE,

TOMORROW BELONGS TO ME.

코스트의 요청에 부응한 에른스트는 그녀와 나란히 서서 노래를 함께 부

르기 시작함으로써 독창은 이중창으로 변한다. 그리고 자석에 이끌리듯 두 

인물 주위로 원을 형성했던 손님들에게 코스트가 “이제, 모두 함께!”라고 

외치자 이중창은 다시 합창으로 바뀌는데, 무서울 정도로 큰 소리로 다들 

입을 맞춰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경쾌하고 밝았던 슈나이더와 슐츠의 약

혼 파티가 엄숙하고 다소 공포스럽기까지 한 분위기로 반전을 이루는 장면

으로 나치 정권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일반인들의 일상적 삶에까지 침

투하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내일은 나의 것”이 불리는 이 장면은 에른스트와 코스트 두 인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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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이데올로기에 반응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실재했던 독일인들

을 대표하는 인간 유형으로 뚜렷하게 형상화되는 지점이다. 특히 무지한 

창녀 코스트가 나치즘의 부상을 알리는 곡을 부르기 시작해서 합창을 주도

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것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인물이 오히려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가 기존 계급 사회의 체제를 무너트릴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코스트의 행동은 깊은 사고와 신중한 판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회 

현실에 무관심하고 확고한 사상과 철학, 가치관이 없는 인물일수록 변화하

는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올라타기가 오히려 쉽다. 이데올로기와 무

관한 존재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도 쉽지만 그에 편승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코스트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 등장인물

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카바레≫의 인물들은 나치즘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제각

각의 방법으로 반응하지만, 클리프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결국 그것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체주의에 물들어가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에른스트와 코스트조차도 거대한 이데올로기 앞에서 개인의 힘

이나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 본질적으

로 동일하다. 이들은 각자 어떤 이유에서이건 무비판적으로 나치즘에 물들

어가는 다수 군중을 대표하고, 이는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일반인들에

게 내면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77) 따라서 독일의 제3제국

이 시작되기 전 불안한 정세 속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시대 

흐름에 대처하는 양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며, 

각자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하나의 대표적 유형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

이다.78)  

클리프가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대표라면 샐리는 현실적 욕

망을 대표하고 있으며, 슈나이더와 슐츠는 각각 현실주의자와 낙천주의자

의 전형이다. 에른스트는 자신이 생존하는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이데올

로기를 따라 그 핵심 세력의 일부가 된 인물을 상징한다. 코스트는 정치, 

77) 현수정, ｢미국 현대 뮤지컬의 ‘전복적 환상성’과 비판적 현실인식 연구 – 존 칸더 ‧ 

프레드 엡과 스티븐 손드하임을 중심으로｣ (박사, 중앙대학교, 2016), 87.

78) Miller, From Assassins,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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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는 무관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에 영합하는 소시민의 전형이자 

하층민의 전형이다. ≪카바레≫의 등장인물들이 스토리 안에 갇힌 허구적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의 이념을 상징하기 위해 유형화되었

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들의 갈등 관계를 살펴 보면, 인간 군상의 다양한 

면을 구현하고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반응하는 사실적 모습을 재현하기 위

해 작품의 인물들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클리프와 샐리의 만남은 자유와 욕망의 대립을 뜻한다. 처음에 클리프는 

샐리의 욕망이 대표하는 베를린의 향락적 생활에 빠져 세상을 제대로 바라

보지 못했지만, 결국 나치의 영역을 벗어나 자신의 사상적 자유를 수호한

다. 클리프와 에른스트는 자유와 나치즘의 충돌이다. 클리프는 처음에는 

호의와 경제적 도움으로 포장된 에른스트의 저의에 속아 이데올로기에 농

락당했지만 나치즘을 상징하는 에른스트에게 저항하고 베를린을 벗어남으

로써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지성인이자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클리프와 코스트는 극 중에서 상호작용하면

서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는 아니지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코스트

는 무지의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나치즘 확장에 앞장서

는 인물이다. 그와 반대로 극에서 가장 유식한 인물인 클리프는 2막 5장 

킷캣클럽에서 만난 에른스트에게 반감을 표시하며 폭력을 썼다가 다른 나

치당원들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 맞는다. 클리프와 에른스트의 관

계가 나타내는 자유와 나치즘의 대립만큼이나 대조적인 클리프와 코스트의 

행동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형상화하고 있고 그 두 인물이 대

표하는 성향과 이념을 명확하게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 있다. 

3) 인물의 변화

1966년 이래 스토리 상에서 극의 흐름이나 결말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1993년 멘데스 버전에서 주인공 커플인 클리

프의 성 정체성과 샐리의 성향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은 여러 번 재공연되면서 작품 안에서 변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던 요소

들이 발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리프의 성 정체성이 시대의 흐름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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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변화한 것이라면 샐리는 멘데스 버전의 제작 의도와 연출 방향에 맞춰 

그 성격이 보강되고 있는 경우이다. 

클리프는 프린스의 오리지널 프로덕션에서 이성애자였지만 1987년 리바

이벌 공연에서부터는 양성애자로 바뀌어 나온다. 클리프는 소설을 쓰기 위

해 베를린으로 왔고, 작품에서 전개되었던 이야기가 결국 그가 집필한 소

설의 내용이었음이 엔딩에서 밝혀진다. 원작 소설이 작가 이셔우드의 베를

린 체류 경험을 풀어낸 반자전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클리프는 이셔우드를 

모델로 한 인물이다. 1막 2장에서 클리프와 에른스트가 서로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클리프의 본명이 ‘클리포드 브래드쇼(Clifford Bradshaw)’라는 것

이 밝혀지는데 이 때 클리프의 성(姓)인 ‘브래드쇼’는 이셔우드의 본명 ‘크

리스토퍼 윌리엄 브래드쇼 이셔우드(Christopher William Bradshaw 

Isherwood)’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클리프가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소설

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을 떠나는 설정은 고국을 떠나 망명하다가 미

국에 귀화한 소설가 이셔우드의 삶과 흡사하다. 

이셔우드가 젊은 날 첫 번째 망명지로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베를린을 

선택했던 직접적 이유는 그의 동성애 성향 때문이었다.79) 그러나 1966년

의 뮤지컬 무대에서 이셔우드의 실제 성 정체성까지 클리프에게 투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였다. 나치즘이라는 심각하고 암울한 정치적 사상과 실패로 

끝나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뮤지컬의 내용으로 선택한 것도 그 때까지 

통용되던 뮤지컬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동성애 성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

리고 나치즘에 물들어가는 베를린의 삶을 바탕으로 전체주의 정권의 폭력

과 그에 대한 대중의 묵인을 주제로 표출하고자 했던 프린스의 공연에서 

클리프의 성 정체성은 극의 방향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에 불과했다. 1987년도 공연에서 클리프가 일단 성 소수자로 탈

바꿈했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되거나 시사적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반면에 1993년 멘데스의 버전에서는 극의 진행자 엠씨의 

성적 매력이 매우 부각되는 한 편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까지 들어간다. 

79) 1904년 영국에서 태어난 이셔우드는 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자각했

고, 1929년 친구이자 때때로 연인이기도 했던 시인 오든(W.H. Auden, 1907~1973)을 

따라 베를린으로 가서 1933년까지 체류한다. Sawyers, Cabaret FAQ, 71, 72.



- 37 -

바비

클리프

바비

클리프

바비

클리프

바비

런던 나이팅게일 바에서 너 소개받은 적 있어. 너 거기에 있었던 

것 맞지?

맞아.

나는 단계적인 것이 좋아. 춤출래?

아, 지금은 아니야.

오, 하지만 여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춤춰.

지금은 싫어. 어쨌든 고마워.

오, 너희 미국인들은 너무 눌려있어. 하지만 여기는 베를린이야. 

그냥 긴장풀지 그래? 이유들을 없애버려. 자연스럽게 해.

(클리프와 바비는 진짜로 키스한다.) 

Bobby

Cliff

Bobby

Cliff

Bobby

Cliff

Bobby

I was introduced to you in London at the Nightingale bar. But 

you were there, correct?

Correct.

I knew it I’m fabulous with phases. Would you care to dance?

Ah, not right now.

Oh, but everybody dances together here.

Not right now. Thanks anyway.

Oh, you Americans is so inhibited. But this is Berlin. So, why 

don’t you just relax? Take off your causes. Be yourself.

(Cliff and Bobby have a real kiss)

샐리 그러면 당신이랑 바비는 연인 관계였나요?

프린스가 작품의 제작 및 연출을 맡았던 시기에는 성 소수자 관련 이슈가 

무대에 올리기 민감한 주제였지만, 멘데스가 연출을 맡은 공연은 이 문제

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게 된다. 

1993년 멘데스의 공연 버전에서 클리프의 성 정체성은 다음 장면들에서 

드러난다. 1막 5장에서 킷캣클럽 보이인 바비가 클리프에게 다가가 런던의 

바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아는 척을 하고 키스를 시도한다. 클리프는 처음

에는 거부했지만 바비의 키스를 결국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관객

은 그의 동성애 성향을 확인하게 된다.80)

1막 6장에서 클리프는 동거를 요청하는 샐리에게도 자신이 동성애자임

을 확인시켜준다.

80) 1987년 프린스의 리바이벌 버전에서는 클리프가 바비와 런던의 나이팅게일 바에서 

만났던 사실은 기억하고 인정하지만 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바비를 거절한다. 두 

남성이 키스하는 장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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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프

샐리

클리프

그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가 넌지시 비췄어요.

바비에 대해 사실은... 그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Sally

Cliff

Sally

Cilff

And did you and Bobby have an affair?

Did he say that?

He implied it.

The truth about Bobby is... He’s not my type.

샐리

클리프

샐리

(대사) 오, 클리프!

(노래) 나 멍청한 짓을 말했다는 끔찍한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난 좁은 침대 하나뿐이라구요.

우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죠.

Sally

Cliff

Sally

(Spoken) Oh, Cliff!

(Sings) I have a terrible feeling I’ve said a dumb thing. Besides, 

I’ve only got one narrow bed.

We’ll think of something.

이와 같이 극의 초반에서 클리프는 동성애자로 그려졌지만, 샐리와 동거

를 시작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동성애자였다

가 양성애자로 판명되는 클리프의 성 정체성에 맞춰 대본에서 부분적인 수

정이 이루어졌지만, 클리프가 샐리와 연인이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플롯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사건의 향방이나 결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샐리가 클리프의 동성애 성향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지만 1

막 6장의 이중창 “정말 대단한(Perfectly Marvelous)”은 이 두 사람이 나

중에 연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래는 “정말 대단한”

의 마지막 부분으로 클리프가 샐리의 동거 요청을 수락하는 내용 바로 다

음에 이어지는 장면이다.

‘샐리와의 동거는 멍청한 짓인 것 같고 내게는 좁은 침대 하나만 있을 

뿐이다’라고 노래하는 클리프에게 샐리는 조금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코

믹한 목소리로 “우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죠.”라고 응답의 노래를 하는데, 

이는 그들이 남녀 간의 애정을 나눌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들의 관계가 더 진전된 1막 10장에서 클리프는 떠나려는 샐리를 붙잡으면

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 지점에서 클리프는 양성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정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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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심지어 바비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오늘 전화했어요.(샐리는 

여행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한다)

(갑자기) 가지 마요.

뭐라고요?

제발 가지 마요.

당신 진지한 거에요?

난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은 내가 

바라던 유일한 여자에요. 난 누구에게도 지금처럼 느낀 적이 없어요.

당신 정말이에요?

Sally

Cliff

Sally

Cliff

Sally

Cliff

Sally

Not even Bobby? He phoned today, by the way.

(She picks up her suitcase and starts to exit)

(Suddenly) Don’t go.

What?

Please, don’t go.

Are you serious?

I like you here. I need you. You’re the only girl I want. I’ve never 

felt like before about anyone, anyone at all.

You truly mean this?

1966년 초연에서 이성애자였던 클리프가 1987년부터 양성애자로 설정

되고 1993년 공연에서는 다른 남성과 짧으면서도 강력한 키스 장면을 연

출하는 지점까지 변화하는 모습은 대중과 사회의 수용력이 높아지면서 성

과 관련한 금기 사항들이 완화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클리프의 성 정체

성을 멘데스가 더 부각시킨 이유는 성 소수자 문제를 자신의 버전에서 궁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 관련 주제를 표출하는 멘데스의 제

작 의도와 연출 방식에 맞추기 위해 진실을 회피하고 실체를 은폐하는 인

물이었던 샐리의 성향 역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는 그녀와 관

련된 노래들이 삭제 및 추가되는 현상과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변화한 태

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966년의 프린스 버전에서는 불렸으나 멘데스 

버전에서 찾을 수 없는 노래들은 모두 세 곡으로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

요”, “예쁘게 앉아서(Sitting Pretty)”, “메스키테”이고, 1993년에 추가된 

곡은 “나의 님(Mein Herr)”과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I Don’t Care 

Much)”인데, 이 중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 “나의 님”,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 세 곡이 모두 샐리와 관련이 있다.81) 즉, 1993년 버전은 “엄마에

81) “예쁘게 앉아서”는 비선형적 장면에서 엠씨가 불렀던 노래이고, “메스키테”는 슐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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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엄마는 눈치조차 못 채요.

내가 레이스 팬티 차림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러니, 손님, 우리 엄마를 마주친다 해도 

제발 내 무분별한 행동을 숨겨주셔요.

일하는 아가씨에게 기회를 줘요.

쉿, 엄마에게 말하지 마요.

쉿, 엄마에게 말하지 마요.

무엇을 하든 엄마에게 말하지 마요.

(중략)

우리 아빠에게는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는 매일 밤 여기 오니까요.

하지만 손님이 본 것을 엄마에게는 말하지 마요.

(생략)

Mama doesn’t have an inkling

That I’m working in a nightclub

In a pair of lacey pants.

So please, sir, if you run into my Mama,

Don’t reveal my indiscretion-

게 말하지 말아요”가 삭제되었고 “나의 님”과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 두 

곡이 추가되었다.

1966년 1막 4장의 킷캣클럽 쇼 무대에 샐리가 처음으로 나와서 불렀던 

노래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는 1993년 “나의 님”으로 대체된다. 샐리의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 공연은 삼류 나이트클럽에 가수로 출연하면서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그녀의 헛된 욕망을 분출하는 무대이다. 그

녀는 여자 주인공이 되어 킷캣클럽의 무대와 객석을 누비고 다니지만, 현

실의 그녀는 밤무대에서 일하는 실력 없는 가수일 뿐이다. 아래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의 가사는 나이트클럽 무대에 출연하는 젊은 여성 화자가 

주 고객인 남성에게 클럽에서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자신의 처지를 아버

지, 삼촌, 할머니에게는 알려도 괜찮지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

하는 내용이다.

약혼 파티에서 불렀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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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a working girl a chance.

Hush up, don’t tell Mama,

Shush up, don’t tell Mama,

Don’t tell Mama whatever you do.

(중략)

You can tell my Papa, That’s all right,

‘Cause he comes in here every night,

But don’t tell Mama what you saw!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 해요, 나의 님.

호랑이는 호랑이지, 양이 아니에요, 나의 님.

결코 식초를 잼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나의 님.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해요.

내가 끝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끝내요. 나는 끝내요.

여기서 엄마는 화자에게 정말 소중한 대상을 의미한다. 그런 엄마에게만

큼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화자의 욕구는 스스로에게조차 떳떳하지 않

은 현실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반어적으로 나타낸다. 이 노래는 프린스 버

전에서는 샐리의 성격과 욕망을 드러내는 요소로 활용되었지만, 자신의 진

짜 모습을 숨기는 화자의 태도는 내면의 갈등과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

러내고자 하는 멘데스의 의도와는 상반되므로 1993년도 공연에서 삭제되

었다.

이 노래를 대체한 “나의 님”은 파씨가 1972년 영화 ≪카바레≫에 쓰기 

위해 칸더와 엡에게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두 곡 중 하나이다.82)

“나의 님”은 여성인 화자가 연인이었던 상대 남성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작별의 순간에 원래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상대에게 이해받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실체를 감추고 싶

어하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의 화자가 지닌 태도와 상반된다. 같이 

사랑하는 동안 꽤 좋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며, 본인이 없는 편이 상대 

남성에게도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노래의 화자는 결국 샐리 자

신이다. 다음은 이 노래의 일부이다.

82) 파씨가 영화에 쓸 음악으로 새로 두 곡을 칸더와 엡에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는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스타일의 발라드인 “나의 님”이고 다른 하나

는 “예쁘게 앉아서”를 대체할 새로운 “돈 노래(Money Song)”였다. James Leve, Kander 
and Ebb (Yale University Press, 2009),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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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 안녕, 내 사랑하는 님,

작별이에요, 내 사랑하는 님.

좋은 연애였지만, 이제 끝이에요.

난 관심이 있었지만 더 열린 공기가 필요해요.

당신은 내가 없는 편이 나아요, 나의 님.

YOU HAVE TO UNDERSTAND THE WAY I AM, MEIN HERR.

A TIGER IS A TIGER NOT A LAMB, MEIN HERR.

YOU’LL NEVER TURN THE VINEGAR TO JAM, MEIN HERR.

SO I DO - - - WHAT IDO,---

WHEN I’M THROUGH - - - THEN I’M THROUGH - - - AND I’M THROUGH -

TOODLE-OO!

BYE-BYE MEIN LIEBER HERR,

FAREWELL MEIN LIEBER HERR.

IT WAS A FINE AFFAIR, BUT NOW IT’S OVER.

AND THOUGH I USED TO CARE, 

I NEED THE OPEN AIR.

YOU’RE BETTER OFF WITHOUT ME, MEIN HERR.

“나의 님” 공연을 끝낸 후 샐리는 클리프의 테이블로 전화를 걸고 그것

이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 된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짧은 순

간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했으나 결국 극의 말미에 이르러 의견의 불일치

로 헤어진다. 이 노래는 1993년의 샐리가 지닌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동

시에 샐리와 클리프 커플의 파국을 미리 암시한다. 1966년의 샐리도 “엄마

에게 말하지 말아요” 공연을 끝낸 후 클리프의 테이블로 전화를 걸었고 그

것으로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된다. 즉, 클리프와 샐리 사이의 플롯은 버전

에 무관하게 똑같이 진행된다. “나의 님”이 1993년 멘데스의 연출 방향에 

맞춰 샐리의 성격을 보완하기도 하면서 연인 관계의 파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면,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는 샐리라는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설명

해주는 노래로서의 역할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는 1993년 버전의 2막 5장에서 엠씨가 검은 원

피스에 반짝이는 헤어핀과 귀걸이로 여장을 하고 부르는 노래이다. 이 곡

은 2막 4장에서 미국으로 함께 가자는 클리프의 갑작스러운 제안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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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엠씨

(타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이것을 팔 거야. 그 돈으로 우리 파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

리고 집에 배삯을 달라고 전보를 치겠어.

무슨 말이야?

우리 가능한 한 빨리 베를린을 떠나야 해. 내일!

하지만 우리 여기 너무 좋아했잖아!

샐리, 깨어나! 파티는 끝났어! 아주 재미있었지만, 이젠 끝났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어?

하지만 미국이 답이야?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집으로 가는 거야.

오, 물론, 당신한테는 좋겠지. 하지만 나는 어쩌고? 내 경력은?

당신은 새로운 경력을 갖게 될 거야.

(클리프에게로 간다.)

나 적어도 몇 달 동안 클럽에서 일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때

는...11월에... 오, 클리프, 난 우리 아기를 위한 세상을 원해, 모든 

것이 우아하고 비싼 것들이고...

우리 내일 이야기할 거야. 기차에서.

(클리프가 타자기를 닫고 코트를 가지러 간다.)

클리프, 기다려! 그렇게 빨리 우리 삶을 뽑아낼 수는 없어!

오, 안 돼? 한 시간만 내게 줘! 앉아!

(아래로 앉힌다)

그리고 움직이지 마! 아니면, 짐을 싸는 게 좋겠다! 쌀 게 많을 거야.

(그는 문 쪽으로 타자기를 들고 간다.)

클럽에 전화해.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해.

(그는 나간다. 샐리는 혼자 앉아 있다. 그녀는 생각한다.)

(엠씨가 나타나서 노래한다.)

난 신경 쓰지 않아,

떠나든지 머물든지.

난 신경 쓰지 않아,

어느 쪽이든.

Cliff

Sally

Cliff

(indicating the typewriter)

I’m going to sell this. The money should get us as far as Paris. 

And I’ll cable home for steamship fa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ve got to leave Berlin as soon as possible. Tomorrow!

따른 말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샐리의 내면을 반영한다. 다음은 2막 4장 마

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는 클리프와 샐리의 말다툼 일부와 엠씨가 부르는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의 시작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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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y

Cliff

Sally

Cliff

Sally

Cliff

Sally

Cliff

Sally

Cliff

Emcee

But we love it here!

Sally, wake up! The party's over! It was lots of fun, but now it’s 

over. So how could we live here? How could we raise a family?

But is America the answer? Running away to America?

We’re not running away. We’re going home.

Oh, certainly, that’s fine for you. But what about me? My career?

You’ve got a new career.

(Goes to Cliff)

But I can work at the Klub for several months at least. And 

then...in November... Oh, Cliff, I want the world for our baby, all 

the most elegant, expensive things.

We’ll talk about it tomorrow, on the train.

(Cliff closes the typewriter and goes to get his coat)

Cliff, wait! We can’t just uproot our lives that quickly!

Oh, no? You give me one hour! Sit down!!

(He pushes down)

And don’t move! Or, better yet, start packing! There’s plenty to do.

(He goes towards the door, carrying his typewriter)

Call the Klub. Tell them goodbye.

(He exits. Sally sits alone. She thinks.)

(The Emcee appears and sings)

I DON’T CARE MUCH,

GO OR STAY,

I DON’T CARE VERY MUCH

EITHER WAY.

클리프는 슈나이더와 슐츠의 약혼 파티에서 베를린의 암울한 정치적 현

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상태이다. 그는 “샐리, 깨어나! 파티는 끝났어! 아주 

재미있었지만, 이젠 끝났다구.”라고 말할 때 소리를 지른다. 클리프의 이 

말은 베를린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치에 무

관심하며 본인이 바라는 삶에 대한 욕구가 큰 샐리에게는 연인의 각성된 

상태가 폭력처럼 비쳤을 것이다. 

클리프가 타자기를 팔러 밖으로 나가면 엠씨가 2층에서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혼자 앉아 있는 샐리에게 이 쪽(킷캣클럽)으

로 오라는 손짓을 하고, 엠씨 쪽을 바라본 샐리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방을 나선다. 엠씨의 노래는 무대가 그 다음 2막 5장의 배경인 킷캣클럽으

로 바뀐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그곳으로 샐리를 찾아온 클리프와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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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프

샐리

클리프

샐리

이것? 도대체 이게 뭔데? 당신은 이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계

속 말하고 있어. 이 일을 얻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랑 자는 

것이라고, 언제 당신 인정할 거지?

입 닥쳐!

이 모든 것이 당신 “경력”에 대한 얘기라고. 세상에, 당신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라고!

그럴 거야. (소리 지르며) 이제, 당신 차례라고 생각하지 않아?

Cliff

Sally

Cliff

Sally

This? What the hell is this? You keep talking about this as if it 

really existed. When are you going to admit—the only way you 

got this job—any job—is by sleeping someone!

Will you shut up?

All this talk about your “career”. My god—for once in your life—

face the truth about yourself!

Maybe I will. (Shouting back) Now, don’t you think it’s your turn? 

가 계속 말다툼할 때 배경 음악처럼 사용된다. ‘떠나든지 머물든지 신경쓰

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사는 정황상 샐리가 클리프에게 했을 법한 말들이

다. 2막 4장에서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라고 했던 클리프

에게 대차게 대응하지 못했던 샐리는 2막 5장에서 클리프에게 똑같이 소

리지르며 분노를 표시한다.

1993년의 샐리도 별 볼 일 없는 나이트클럽의 형편 없는 가수라는 점에

서는 1966년의 샐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멘데스는 작품에서 인물들과 

엠씨의 실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

킬 뿐만 아니라 관객이 대표하고 있는 대중의 무의식에 가까운 본성마저 

들추어내고 있다. 샐리 역시 그러한 연출 방향성에 부합하기 위해 실체를 

숨기고 허영과 욕망에 들떠 있던 성격이 탈색되었다. 샐리에게 클리프의 

직언은 그녀 자체와 그녀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처

럼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라는 클리프의 말에 샐리는 분

노에 차서 ‘이제는 클리프가 현실을 받아들일 차례이다’라고 되받아친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기를 요구하는 “나의 님”과 

연인이 떠난다 하더라도 크게 마음쓰지 않겠다는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

는 1993년도 버전의 ≪카바레≫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춰 샐리의 성격

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샐리가 변화된 성격에 따라 자신의 실체와 스스로의 선택을 끌어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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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혼자 앉아 뭐하나요?

와서 음악을 들어요.

인생은 카바레에요, 오랜 친구여.

카바레로 와요.

(중략)

나는 엘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첼시에서 지저분한 방 네 개를 같이 썼죠.

그녀는 조신한 타입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시간당 돈을 내고 빌리는 여자였어요.

그녀가 죽던 날 이웃들이 와서 낄낄댔어요.

“약과 술을 너무 먹어서 결국 저렇게 된 거지.”

하지만 난 여왕처럼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내가 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중략)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이죠,

첼시에서 다시 결심했어요.

내가 갈 때, 나는 엘시처럼 갈 거에요.

WHAT GOOD IS SITTING ALONE IN YOUR ROOM?

COME HEAR THE MUSIC PLAY.

LIFE IS A CABARET, OLD CHUM,

COME TO THE CABARET.

(중략)

I USED TO HAVE A GIRLFRIEND KNOWN AS ELSIE,

WITH WHOM I SHARED FOUR SORDID ROOMS IN CHELSEA.

SHE WASN’T WHAT YOU’D CALL A BLUSHING FLOWER.

AS A MATTER OF FACT SHE RENTED BY THE HOUR.

THE DAY SHE DIED THE NEIGHBORS CAME TO SNICKER:

“WELL, THAT’S WHAT COMES OF TOO MUCH PILLS AND LIQUOR.”

BUT WHEN I SAW HER LAID OUT LIKE A QUEEN,

SHE WAS THE HAPPIEST CORPSE I’D EVER SEEN.

고 애쓰는 모습은 2막 5장에서 작품의 타이틀 송인 “카바레”를 부르는 태

도에서도 드러난다. 무대 한가운데에 등장한 샐리는 무엇인가를 굳게 결심

한 듯 긴장한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다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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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AND AS FOR ME, AS FOR ME,

I MADE MY MIND UP, BACK IN CHELSEA,

WHEN I GO I’M GOING LIKE ELSIE.

점점 고조되던 그녀의 감정은 노래의 후반부 “내가 갈 때, 나는 엘시처

럼 갈 거에요.”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노래를 부른다고 하

기보다는 거의 악을 쓰다시피 소리를 지르다가 끝마친다. 샐리는 ‘와인과 

음악이 있는 카바레로 오라’고 관객들에게 노래하고 있지만, 카바레가 더 

이상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관객은 이미 알고 있다.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샐리가 다시 돌아온 카바레는 곧 베를린을 의미한

다. 그 곳은 마약과 알콜에 취한 킷캣클럽 멤버들의 모습이 암시하는 타락

과 에른스트와 코스트가 선동했던 약혼 파티가 보여주었듯 나치 정권의 폭

압이 난무하는 세계가 되었다. 그런 세계를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오라

고 권하는 것은 거짓이다. 샐리의 절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노

래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고, 비록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의 모든 선

택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처연한 모습으로도 비친다. 샐

리는 ‘약과 술에 취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엘시의 시체가 여왕같았고 자신

도 그런 엘시처럼 가겠다’고 노래한다. 그녀는 자신이 삼류 가수에 불과하

다는 사실에서부터 낙태를 하고 다시 베를린의 킷캣클럽 무대로 돌아온 것

까지 모두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받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카바레”는 베를린에 남기로 하는 샐리의 선택과 직접 연결이 되는 노래

인 동시에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막 5장에서 항상 불

리는 곡이지만, 1993년 멘데스 버전에서는 연출 의도에 따라 바뀐 샐리의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 1966년 대본에서는 “카바레”의 노

래 중간에 킷캣클럽 무대가 사라지면서 샐리가 무대 앞으로 걸어나와 혼자 

서 있을 것을 지시하는 지문 외에 연출과 관련한 사항을 더 확인할 수 없

다. 하지만 1987년 영상에서 샐리가 처음에는 힘없는 목소리와 어설픈 자

세로 박자까지 놓치다가 노래 중반부터 생기를 띄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는 킷캣클럽 스테이지를 벗어나 홀로 무대에 선 순간부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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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까지는 힘차게 노래를 부르다가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듯한 

자세를 보이며 곡을 끝마치는데, 이것은 1993년 멘데스 버전이 같은 지점

에서 샐리를 형상화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샐리라는 인물을 구현했음

을 보여준다. 

4) 스토리에 참여하는 서사적 인물 엠씨

≪카바레≫의 서사적 인물 엠씨는 선형적 장면과 비선형적 장면을 넘나

들면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특히 비선형적 장면의 주 공간인 킷캣클럽 진

행자이자 극 전체의 진행자로서 작품 내에서 재현되는 스토리와 작품이 상

연되는 시점의 시대 문제를 연결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

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4장에서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여기서는 

엠씨가 인물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선형적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프린스 버전에서의 엠씨

는 공간적 배경이 킷캣클럽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형적 장면에서 등장인물

의 하나인 킷캣클럽의 쇼 호스트로 출연하고 있고,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다른 인물들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선형적 장면에 참여하는 경

우가 두드러진다.

프린스 버전에서 엠씨가 킷캣클럽의 쇼 호스트라는 주변적인 극 중 인

물로서 등장하는 장면은 1막 4, 5장과 2막 5장 두 곳 뿐이다. 엠씨가 쇼 

호스트이고 샐리가 가수로 있는 킷캣클럽이 이 장면들의 공간적 배경이고, 

샐리와 클리프의 플롯이 이 두 장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1막 4, 5장은 킷캣클럽의 신년 파티가 펼쳐지는 가운데 클리프와 샐리가 

처음으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줄거리의 일부가 전개된다. 무대 

위의 무대인 킷캣클럽 스테이지에서 엠씨는 신년 파티 공연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앞뒤로 ‘시간의 할아버지(Father Time)’와 

‘새해의 아기(Infant New Year)’로 분장해서 희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2막 5장은 미국으로 떠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

던 클리프와 샐리의 다툼이 킷캣클럽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에 이어서 클

리프가 에른스트에게 반감을 표시하다가 나치당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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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프

에른스트

엠씨

나한테서 손 치워요.

(에른스트는 손을 치운다)

클리포드 – 당신 돈 필요한 것 압니다. 그러니 가지 그래요? 파

티 자리에 있던 그 유대인 때문이요?

(클리프는 에른스트를 쳐서 쓰러뜨린다. 나치 완장을 찬 두 남자

가 즉시 클리프에게 달려들어 의식을 잃도록 때린다. 그들은 손

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를 클럽 밖으로 끌어낸다. 에른스트는 

일어나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다. 엠씨는 마치 그 싸움이 플로

어 쇼의 일부인 것처럼 다소 흥분한 것처럼 웃는다.)

자 – 다시 - 샐리 보울스 양을 소개합니다!

Cliff

Ernst

Emcee

Take your hands off me -

(Ernst does)

Clifford – I know you need the money. So why won’t you go? 

It is because of that Jew at the party?

(Cliff socks Ernst, knocking him down. Immediately two men 

wearing Nazi armbands jump on Cliff – beating him 

unconscious. They drag him out of the Klub as the patrons 

watch. Ernst rises and goes back to his table. The Emcee 

appears – laughing rather hysterically – as if the fight were part 

of the floor show) 

And now – once again – Fraulein Sally Bowles!

이 나온다. 다음은 클리프, 에른스트, 나치당원들 간에 폭력이 오간 다음 

킷캣클럽 무대에서 샐리의 공연이 시작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엠씨는 폭력 사건이 마치 하나의 쇼인 것처럼 바라보고 히스테릭

하게 웃으면서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킷캣클럽의 쇼 호스트로서 샐리가 쇼

에 등장할 차례임을 알린다. 클리프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관조하는 엠씨의 

태도와 행동은 극 중 인물로서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때 엠씨의 시선 처리와 웃음은 그를 등장인물로서의 쇼 호스트 역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고 극의 경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서사적 인물로 

변모시킨다. 하지만, 2막 5장에 등장하는 엠씨는 1막 4, 5장에서와 마찬가

지로 선형적 장면 안에서 킷캣클럽의 쇼 호스트라는 주변적 인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엠씨가 등장인물로서 나오는 두 장면은 극 

자체가 킷캣클럽의 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구조와 관련하

여 극중극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작품의 스토리가 비선형적 장면들과 긴밀



- 50 -

슈나이더 하지만 제게 파인애플은 더 이상 갖다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

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건 젊은 남자가 연인한테 주곤 하는 선

물이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져요.

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엠씨는 스토리가 관객 시점에서의 현실과 연

관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멘데스 버전의 엠씨가 스토리 상에서 등장인물인 킷캣클럽 쇼 호스트로 

나오는 경우는 프린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1막 4, 5장과 2막 5장 두 군데 

뿐이다. 엠씨는 스토리의 흐름에 해당하는 장면에서 킷캣클럽 가수로 활동

할 때의 샐리와 잠깐 소통하는 것 외에 선형적 장면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

들과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다. 1막 4장에서 엠씨가 자신의 소개로 

등장한 샐리를 안아서 의자에 앉혀주고 공연을 끝낸 샐리에게 입맞춤을 한 

후 그녀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면서 퇴장을 돕는 모습을 1993년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1막 5장과 2막 5장에서도 킷캣

클럽의 쇼 호스트로서 무대 위에 등장한다. 그러나 극장에 입장하는 순간

부터 킷캣클럽의 손님으로 설정된 관객들83)은 이 장면들이 선형적 장면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킷캣클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더라

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킷캣클럽 쇼의 일부처럼 느끼게 된다. 멘데스 버

전에서 엠씨가 선형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부각되는 지점은 1막 8

장과 2막 2장인데, 이 때의 엠씨는 킷캣클럽 쇼 호스트로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면에 출연하는 인물들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출

연하고 있다. 

첫 번째 1막 8장은 슈나이더의 하숙집 거실에서 슐츠와 슈나이더가 “이

보다 더 기쁠 수는 없어요(It Couldn’t Please Me More)”를 부르는 장면

이다. 이 노래는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과일이었을 파인애플을 선물받고 

감동한 슈나이더와 슐츠의 이중창이다. 슐츠가 노래 부르는 중간에 문으로 

들어온 엠씨는 두 사람보다 조금 뒤에 위치한 의자에 올라서서 슈나이더로

부터 파인애플을 건네받는다. 이 때부터 엠씨는 이들의 대사에 맞춰 코믹

한 표정과 자세를 취하거나 파인애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면서 관객에게 

웃음을 주기 시작한다. 다음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의 마지막이다.

83) 본 논문 69-7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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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

둘이서

슐츠

슈나이더

셋이서

하지만 파인애플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온 베를린에서 (슈나

이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 

방을 온통 파인애플로 채울 거요.

(노래한다)

파인애플...

당신을 위한,

당신으로부터의.

아.....

아.....

Schneider

Shultz

Both

Shultz

Schneider

All

But you must not bring me any more pineapples. Do you 

hear? It is not proper. It is a gift a young man would present 

to his lady-love. It makes me blush.

But there is no-one -- no-one in all of Berlin who is more 

deserving. If I could, I would fill your entire room with 

pineapples!

(Sing) 

A PINEAPPLE...

FOR YOU,

FROM YOU.

AH.....

AH.....

위 장면에서 슐츠는 “하지만 파인애플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온 베를

린에서 (슈나이더 말고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 방

을 온통 파인애플로 채울 거요.”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익살스럽기도 하면

서 그가 슈나이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정말 낭만적

인 대사이다.84) 엠씨는 슐츠가 이 대사를 할 때 굉장히 애절한 표정을 지

었다가 슐츠의 “당신을 위한”, 슈나이더의 “당신으로부터의”라는 가사에 맞

춰서 파인애플 방향을 차례로 두 사람을 향해 바꿔든다. 그리고, 마지막 

“아.....”에 맞춰 노래를 부른 후 파인애플을 슐츠에게 건네주고 문으로 퇴

장한다.  

여기서 슈나이더와 슐츠는 엠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엠씨는 그들

84) 슈나이더와 슐츠는 전통적인 뮤지컬에서 주인공 커플 이외에 희극적으로 나오는 다

른 한 쌍의 커플이다. 이 커플의 희극성은 특히 이 ‘파인애플 송’ 장면에서 엠씨에 의해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이렇게 희극적이고 낭만적으로 그려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나치

즘이 조장하는 반유대주의 때문에 파국을 맞이하면서 현실적인 슬픔과 모순을 더 부각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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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들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

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는 같은 선형적 장면 안에 있는 인물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래와 연기에 표정과 자세로 일종의 논평을 

함으로써 관객들과 상호 소통하고 있다. 즉, 엠씨는 선형적 장면에 하나의 

인물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객과 같은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으므

로 관객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의 희극적인 표정과 자

세는 스토리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는 않지만 선형적 장면에 적극 참여해서 

보조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 중년 연인의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엠씨가 이와 같이 선형적 장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번째 장면은 2

막 2장으로 파혼을 결심한 슈나이더가 과일 가게로 슐츠를 만나러 왔을 

때이다. 하얀 양복 상의를 입은 엠씨는 역시 두 인물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슐츠가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슈나이더 옆에

서 “결혼(Married)” 노래의 일부를 부를 때 뒤에서 다가와 두 사람을 번갈

아 쳐다보더니 그 사이로 벽돌을 던진다. 프린스 버전에서는 과일 가게 창

문이 날아든 벽돌에 의해 깨지는 사건이 사실적으로 처리되었는데 멘데스 

버전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등장인물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엠씨가 무대

에 출연하여 벽돌 소품을 던지는 방식으로 연출되고 있다. 놀란 슈나이더

가 관객석 방향으로 퇴장하자 엠씨는 악동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미소짓는

다. 그는 이 장면에서도 중년 커플의 파국을 암시하고 그들의 애정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멘데스의 엠씨는 선형적 장면인 1막 8장과 2막 2장에 참여하면서 소품

인 파인애플과 벽돌을 사용하고 있다. 파인애플은 슐츠의 진심이 담긴 사

랑의 매개체이다. 봉투에 담겨 있던 슐츠의 선물이 파인애플인 것을 알게 

된 슈나이더는 “하지만 이걸 받는 것은 너무 과분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사치스러운데요(But this is too much to accept. So rare, 

so costly, so luxurious).”라고 말한다. 스토리의 전개에 비추어볼 때, 이 

대사는 슐츠의 사랑이 이 파인애플처럼 슈나이더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크

고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귀하고 비싼 파인애플

이 슈나이더의 손을 거쳐 엠씨에게 들려 있다가 다시 슐츠로 옮겨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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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엠씨에 의해 희화화된다. 선량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그 시대의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무참히 파괴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벽돌은 유대

인을 향한 적대감과 폭력을 형상화한 상징물이다. 벽돌이 과일 과게 창문

의 유리를 와장창 박살내었듯이 슈나이더와 슐츠의 결혼 약속도 깨졌다. 

엠씨가 그 상징물을 들고 나와서 무대 바닥에 직접 던지는 행위를 보여줄 

때 그는 선형적 장면에서 사건을 조롱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반유대주

의를 조장하는 지배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스토리의 흐름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 매개물들이 다른 등장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엠씨의 손에서 상징

성을 띄고 구체화하는 것은 엠씨가 이 극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요약하자면 프린스의 엠씨가 스토리를 선형적 장면 바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등장인물의 하나로써 기능했던 것이라면, 멘데스의 엠씨는 스토리에

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선형적 장면에 등장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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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 구조의 특성과 엠씨가 반영하는 시대상

선형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스토리를 다루었던 3장이 주로 작품

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4장은 극의 구조적 특성과 극 안에서 일

종의 장치로써 기능하는 엠씨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작품의 형식을 

고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두 개의 양식이 결합된 작품의 구조에서부터 

엠씨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극 구조의 특성을 엠씨와 분리해서 서술하

기는 힘들다. 따라서 4장에서는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두 개로 

구분되는 구조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엠씨의 역할을 먼저 살펴본 연후에 

극을 주도하는 장치로서의 엠씨가 어떤 방식으로 상연 시점과 관련한 이슈

를 활용하여 현실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카바레≫는 극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비선형적 구조가 전체 틀을 이

룬 가운데, 스토리가 전개되는 선형적 구조와 쇼 장면이 펼쳐지는 비선형

적 구조가 장면별로 교차하면서 구성되어 있다. 두 구조는 독자적 성격을 

보유하였으나 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 안에서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며 결합되어 있다. 프린스 버

전에서는 두 구조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멘데스 버전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작품은 엠씨가 진행하는 하나의 쇼에 가까워지는 모

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프린스의 엠씨가 주로 제3의 공간을 이용하여 

관객과 소통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고 극 속의 허구 세계를 통해 현

실을 투영하고 있다면, 멘데스의 엠씨는 과거 속 베를린의 킷캣클럽을 실

제 체험하는 것에 가까운 극장 공간을 활용하여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사

회적 이슈를 구현하는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장의 첫머리를 시작하기 전에 엠씨의 탄생 배경, 외양과 성격에 대

해 소개하도록 한다. 프린스는 1951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처에서 군생

활을 할 때 맥심스(Maxim’s)라는 나이트클럽에서 난쟁이 엠씨의 공연을 

보았던 경험으로부터 ≪카바레≫의 엠씨라는 존재를 설정했다고 밝혔

다.85) 마스터로프는 프린스가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대본과 음악 사이

에서 중간세계를 관장할 장치로서 엠씨를 활용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

85) Prince, Contradictions,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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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회상했다.86) 여기서 대본이란 선형적 장면들에서 전개되는 스토리를 

의미하고 음악은 비선형적 장면에 해당하는 킷캣클럽 무대에서 불러지는 

카바레 송을 의미한다. 이들의 발언으로부터 엠씨는 프린스가 의도했던 작

품의 콘셉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형적 장면과 비선형

적 장면을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장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멘데

스는 프린스가 설정했던 엠씨의 기본틀을 따르되 그에게 더 많은 역할과 

적극성을 부여하였다. 두 버전의 엠씨는 모두 작품의 연출 의도를 명확히 

구현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상연 시기마다의 특수한 시사성을 작

품에 담아냄으로써 뮤지컬 ≪카바레≫를 논하는 데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1966년의 엠씨와 1993년의 엠씨는 기이하고 이질적인 분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대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갖고 있다. 두 엠씨 모두 얼굴을 매우 하얗게 칠했는데 서커스의 광

대나 삐에로에서 유래된 이러한 백색 분장은 공연에서 탈정체성이나 이중

적 인물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87) 이들의 과한 분장과 독특한 

말투, 과장된 몸짓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매우 이질적이다. 

환영의 뜻을 전하는 인사말을 독어, 프랑스어, 영어 세 개의 언어로 중복

해서 발화88)하는 엠씨의 행위는 낯선 느낌을 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엠씨는 구체적인 차림새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프린스 버전

의 엠씨는 빨간 연지를 양 볼에 칠했으며 검은 연미복 차림에 지팡이를 들

었고, 가운데 가르마를 탄 그의 머리는 기름을 바른 듯 반질거리는 상태로 

두피에 달라붙어 있다. 그는 다소 중성적인 느낌을 지녔고 독특한 발성과 

몸짓을 보인다.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성적 매력이 부각된 이질적이고 파

격적인 차림새에 짙은 화장을 했고, 역할에 맞추어서 비교적 여러 번 의상

을 바꾼다. 처음에 검은 가죽 코트 차림으로 등장했던 그가 킷캣클럽 걸들

86) 허쉬, �해롤드 프린스와 미국 뮤지컬극�, 118.

87) 김은정, 곽태기,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캐릭터분장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2권 3호(2012): 59-77, 67.

88) 영어 외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을 

수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을 상징한다. 두 나라

는 당시 원수 관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엠씨는 양 국가의 언

어를 연달아 사용하여 인사를 함으로써 ≪카바레≫ 무대에서는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카바레의 손님과 관객 모두 동일한 대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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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998년 엠씨 역의 앨런 

커밍 https://www.popwrapped.com

과의 공연을 위해 코트를 벗으면, 상의는 탈의한 채 검은 턱시도 바지를 

입고 사타구니까지 감싸는 특이한 멜빵 차림을 한 기괴한 의상이 드러난

다. 그는 능글맞고 음흉한 느낌으로 발화하고 연기함으로써 퇴폐적 분위기

를 짙게 풍긴다. 현재는 멘데스의 재해석 버전에서 커밍이 만든 엠씨의 이

미지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친숙해졌다.

1) 극의 통합 장치로서의 엠씨 

(1)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결합

≪카바레≫의 스토리가 담당하는 영역인 선형적 장면은 북 뮤지컬 양식

에 해당하고, 비선형적 장면은 레뷰 양식89)에 해당한다. 이하 전자를 선형

적 구조, 후자를 비선형적 구조라고 부르기로 한다. 선형적 구조는 이미 3

장에서 보았듯이 등장인물들의 플롯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며 각 장면에 등

장하는 인물들이 본인과 관련된 노래를 주로 부르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대본에 충실한 북 뮤지컬의 전형과 관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89) 레뷰는 1943년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에 의해 통합적인 뮤지컬 극의 양식과 원칙이 

성립되기 이전에 뮤지컬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중적 쇼의 한 형태로 시사풍자극을 의미

하기도 하고 춤과 노래, 촌극으로 구성된다.

[사진 1] 1966년 엠씨 역의 조엘

그레이 https://www.oper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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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카바레≫에서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나열 

(1966년 ≪카바레≫ 대본)

카바레 ‘킷캣클럽’에서 공연되는 쇼는 비선형적 구조로서 분명한 이야기나 

플롯은 없지만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춤과 노래 위주의 공연이 주가 

되는 레뷰 양식에 해당된다. 특히 ≪카바레≫의 비선형적 구조에 해당하는 

레뷰 양식은 독일에서 성행한 공연 예술 장르 ‘카바레(Kabarett)’로, 이것

은 장르의 명칭인 동시에 공연이 연행되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카바

레는 당대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성격이 강한 장르이므로, 다수의 

카바레 극단과 카바레티스트들은 나치에 저항하다 예술 활동을 정지당하거

나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90) 이 작품에서 ‘카바레’는 부패하고 타

락한 베를린을 은유하는 장소이자 작품의 제목이며, 동시에 공연 장르로서 

카바레가 그러했듯이 나치 세력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 부조리함을 고발하

는 중의성을 띤다. 

1966년의 초연 버전은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연 버전의 극을 순서에 따라 

두 구조로 나누고 해당 장면에서 사용한 곡의 제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

다. 극의 장면들은 킷캣클럽과 킷캣클럽이 아닌 장소들-기차 안, 클리프의 

방, 슈나이더 부인의 하숙집 거실, 슐츠의 과일 가게-이 교차하고 있다. 비

선형적 구조가 외부에서 틀을 형성하고 있다면, 선형적 구조 안에서 전개되

는 스토리가 그 틀 내부에서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다. 상연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90) 정민영, �카바레: 자유와 웃음의 공연예술� (서울: 유로서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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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 구조 선형적 구조

막 장 장소 곡명 노래 부르는 주체 장소 곡명 노래 부르는 주체

1막

1장
제3의 공간

킷캣클럽
Willkommen 엠씨

2장 기차 안 Willkommen 일부(Rep.) 엠씨

3장 클리프의 방
So What? 슈나이더

Telephone Song의 일부 카바레 걸

4장 킷캣클럽 Don’t Tell Mama 샐리

킷캣클럽 (킷캣클럽에서 샐리와 클리프의 첫만남)

5장 킷캣클럽 Telephone Song 카바레 걸과 보이들

6장 클리프의 방 Perfectly Marvelous 샐리와 클리프

7장 킷캣클럽 Two Ladies 엠씨와 두 명의 킷캣클럽 걸

8장 슈나이더의 하숙집 거실 It Couldn’t Please Me More 슈나이더와 슐츠

9장 나선형 계단 Tomorrow Belongs To Me (1st) 웨이터들과 엠씨

10장 클리프의 방 Why Should I Wake Up? 클리프

11장 킷캣클럽 Sitting Pretty 엠씨

12장
슈나이더의 하숙집 

거실
Married 슈나이더와 슐츠

13장 슐츠의 과일 가게

Meeskite 슐츠

Tomorrow Belongs To Me (2nd)
코스트, 에른스트, 

손님들

2막

1장 킷캣클럽 Kick Line 엠씨와 킷캣클럽 걸들

2장 슐츠의 과일 가게 Married의 일부(Rep.) 슐츠

3장 킷캣클럽 If You Could See Her 엠씨

4장 클리프의 방 What Would You Do? 슈나이더

5장
킷캣클럽 (앞 장에서 클리프와 샐리의 말다툼이 킷캣클럽으로 연결)

킷캣클럽 Cabaret 샐리

6장 클리프의 방

7장

기차안

제3의 공간

킷캣클럽

Willkommen 엠씨, 클리프, 코러스

Cabaret의 일부 샐리

［표 1］≪카바레≫의 구조와 장면별 노래 제목(1966년 ≪카바레≫ 대본)



- 59 -

[그림 1]에서 극의 처음과 끝은 엠씨가 주도하는 킷캣클럽의 쇼가 여닫

는다. 1막 1장에서 쇼가 열리고 나면 다음 1막 2장에서 클리프가 기차로 

베를린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스토리가 시작되고 2막 6장에서 샐리와 이별

한 클리프가 2막 7장 초반에 베를린을 떠나는 기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가 떠나면서 스토리가 끝난다. 2막 7장의 나머지 장면들은 1막 1장에서와 

같이 엠씨의 주도 아래 마지막 쇼 무대가 펼쳐지므로 두 구조는 모두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다.

다시 [표 1]로 돌아가 극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선형적 구조의 장면

과 비선형적 구조의 장면이 거의 정확하게 교차하면서 작품이 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막의 2장과 3장은 베를린에 처음 온 클리프가 에른스

트를 기차 객실에서 만나 그의 소개로 슈나이더 부인의 하숙집으로 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여주므로 내용상 하나의 장처럼 묶여 있다. 

1막의 4장과 5장은 대본에서 구분되지 않은 채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엄

밀히 보면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선형적 구조에 해당하지만, 4장

을 여는 샐리의 공연과 5장을 닫는 노래 및 군무가 킷캣클럽 출연자의 무

대이기 때문에 비선형적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막의 

12장에서는 슈나이더와 슐츠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왈츠를 추며 퇴장하

는데 13장에서 두 사람의 약혼 파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12장과 13장

을 하나의 장처럼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2막 5장은 1막 4, 5장과 마찬가

지로 정확히는 선형적 구조에 해당하지만, 후반부 샐리의 독창 “카바레” 

중간부터는 비선형적 구조의 장면으로 바뀌고 샐리의 공연이 끝나면 2막 

5장도 닫히므로 비선형적 구조로 분류한다. 극의 마지막인 2막 7장은 클

리프가 기차에 탑승해 있는 선형적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엠씨가 등장하면

서 무대는 지금까지 설정되었던 선형적 구조의 그 어떤 장소도 아닌 제3

의 장소였다가 다시 비선형적 구조의 킷캣클럽 무대로 변한다. 이와 같이 

엠씨가 존재하는 공간 중에서 두 구조에 모두 속하지 않는 곳을 ‘제3의 공

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림 1]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킷캣클럽 쇼 장면들의 나열이 ≪카바레≫

의 구조에서 외부적 틀이라면 스토리가 전개되는 장면들은 틀 안의 내용에 

해당한다. 만약 외부의 틀을 모두 제거한다면 남아 있는 장면들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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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완성도 있는 연극이 나올 수 있다. 역으로 내부의 장면들을 제거

한다면, 남아 있는 킷캣클럽 쇼 장면들도 극의 배경인 1920년대 말 베를

린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회상을 표현하는 레뷰 양식의 공연으로서 손

색이 없을 것이다. 각각 독립적인 공연으로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양

식이 작품 안에서 교차하며 공존하고 있는 현상은 ≪카바레≫에서 가장 눈

에 띄는 구조적 특성이다. 이것은 1966년 ≪카바레≫의 초연이 나오기 이

전에 확립된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의 북 뮤지컬 양식의 스토리 전개 

방식을 받아들여 플롯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북 뮤지컬의 관행에서 벗어

나 실험을 시도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1970년대부터 이른바 콘셉트 뮤지

컬로 통칭되는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형식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리날디는 ≪카바레≫ 초연이 “제시적인 프레임을 

재현적인 플롯과 합성하여 뮤지컬 극 구조의 발전에서 뛰어난 진전을 이루

었다.”91)고 밝혔으며 이후 프린스 본인의 다른 연출작뿐만 아니라 파씨의 

≪피핀(Pippin)≫, ≪시카고≫,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t)의 ≪코러스 

라인(A Chorus Line)≫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92)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 모두 나치즘의 대

두와 이에 대응하는 소시민들의 무기력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선형적 장면들에서 쓰인 노

래 “두 아가씨”, “예쁘게 앉아서”, “당신이 그녀를 보게 된다면(If You 

Could See Her)”의 가사와 이 노래들의 역할93)을 통해 확인된다. 부패한 

베를린의 상황과 반유대주의를 암시하고 표현한 이 곡들은 선형적 구조의 

장면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인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북 뮤지컬과 그들의 삶의 이면 

및 당시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는 레뷰의 결합은 이 작품이 현실 세계를 반

영하는 뮤지컬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하는 첫 번째 특징이다. 

멘데스 버전도 극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비선형적 구조가 전체의 틀을 

이룬 가운데 두 구조가 장면별로 교차되는 모양새는 프린스 버전과 동일하

다. 그러나 엠씨의 성향 변화와 역할의 극대화, 선형적 장면에서 배경의 손

91) Rinaldi, “Music As Mediator,” 11.

92) Rinaldi, 같은 논문, 11-13.

93) 본 논문 75-7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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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전환과 간소화된 소품 등 달라진 무대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형적 장

면과 비선형적 장면의 연결이 훨씬 매끄러워졌고, 두 구조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면서 공연 전체가 하나의 쇼로 통합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93년 ≪카바레≫의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는 [표 2]와 같이 정리

된다. [표 1]과 비교했을 때 “예쁘게 앉아서” 장면이 삭제되면서 1막에서 

한 장이 줄었고 제3의 공간이 모두 사라졌지만, 선형적 구조가 외부의 틀을 

이루고 있으며 두 구조가 모두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점, 그리고 선형적 장

면들과 비선형적 장면들이 차례로 교차하며 진행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프린스 버전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차별화되는 멘데스 버

전의 특징은 선형적 장면과 비선형적 장면들의 매끄러운 연결과 그로 인해 

두 공간의 경계가 겹치는 현상이다. 엠씨가 선형적 장면과 비선형적 장면

을 중첩시키는 대표적인 장면은 1막 6장에서 7장으로의 전환이다. 샐리가 

“정말 대단한”의 가사 중 “우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죠”까지 부르고 나서 

그녀의 동거 요청을 수락한 클리프를 대면하고 멈추었을 때, 무대 뒷면의 

문을 벌컥 열면서 등장한 엠씨는 “보셨죠, 베를린의 모든 이들이 완벽하게 

훌륭한 룸메이트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명 있어요.(So you see, 

everyone in Berlin has a perfectly marvelous roommate. Some people 

have two people).”라고 외치고 두 명의 킷캣클럽 걸들과 “두 아가씨” 공

연을 시작한다. 이것은 선행했던 장면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인물이 불렀

던 노래의 내용을 엠씨가 이어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두 아가씨” 공연을 

끝낸 세 명의 배우가 사라지면 암전 속에서 또 한 명의 배우가 의자 두 개

를 무대 가운데에 갖다 두고 코스트와 해병이 무대 뒷면의 문을 통해 등장

하면서 1막 7장과 8장이 바로 연결된다. 킷캣클럽 멤버들의 공연이 끝나

자마자 무대는 슈나이더의 하숙집 거실로 전환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엠씨

는 2막에서도 두 구조를 계속 겹치면서 장면의 연결을 주도한다. 2막 1장 

킥라인 무대의 맨 마지막에 홀로 남은 그가 문을 열면 빗자루를 든 슐츠가 

나오면서 무대가 바로 2막 2장의 배경인 과일 가게로 변한다든지 2막 4장

의 마지막에 홀로 클리프의 방에 가만히 앉아 있던 샐리를 향해 2층에 선 

그가 유혹의 손짓을 하면서 “나는 신경쓰지 않아요”를 부르면 샐리가 문으

로 뛰쳐 나간 뒤의 무대가 자연스럽게 킷캣클럽으로 바뀌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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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 구조 선형적 구조

막 장 장소 곡명 노래 부르는 주체 장소 곡명 노래 부르는 주체

1막

1장 킷캣클럽 Willkommen 엠씨

2장 기차 안 Willkommen 일부(Rep.) 엠씨

3장 클리프의 방 So What? 슈나이더

4장 킷캣클럽 Mein Herr 샐리

5장 킷캣클럽 (킷캣클럽에서 샐리와 클리프의 첫만남)

6장 클리프의 방 Perfectly Marvelous 샐리와 클리프

7장 킷캣클럽 Two Ladies 엠씨와 두 명의 킷캣클럽 걸

8장 슈나이더의 하숙집 거실 It Couldn’t Please Me More 슈나이더와 슐츠

9장 킷캣클럽 Tomorrow Belongs To Me (1st) 축음기

10장 클리프의 방

11장
슈나이더의 하숙집 거실 Married 슈나이더와 슐츠

킷캣클럽 Married 여가수(킷캣클럽 멤버)

12장 슐츠의 과일 가게 Tomorrow Belongs To Me (2nd)
코스트, 에른스트, 

손님들

2막

1장 킷캣클럽 Kick Line 엠씨와 킷캣클럽 걸들

2장 슐츠의 과일 가게 Married의 일부(Rep.) 슐츠

3장 킷캣클럽 If You Could See Her 엠씨

4장 클리프의 방 What Would You Do? 슈나이더

5장

킷캣클럽 I Don’t Care Much 엠씨

킷캣클럽 (앞 장에서 클리프와 샐리의 말다툼이 킷캣클럽으로 연결)

킷캣클럽 Cabaret 샐리

6장 클리프의 방

7장

기차안 Willkommen(처음) 클리프

킷캣클럽

Willkommen
클리프+엠씨, 엠씨, 

엠씨+코러스

Cabaret의 일부 샐리

［표 2］≪카바레≫의 구조와 장면별 노래 제목(1993년 ≪카바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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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속하고 부드럽게 장면들이 연결되면서 조금씩 중첩되는 연

출은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현상을 만들었

고, 이에 따라 멘데스의 ≪카바레≫는 프린스 버전보다 극 전체가 하나의 

쇼처럼 보이는 정도가 훨씬 강해졌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1993년도 버

전에서 시간 순에 따라 상연되는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장면들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장면과 장면의 연

결이 원활해지고 구조 간 경계가 모호해진 이유는 엠씨의 역할이 확장되면

서 그가 극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그림 2］≪카바레≫에서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나열

(1993년 ≪카바레≫ 영상)

(2) 공간 활용에 따른 엠씨의 성향과 역할 차이

1966년 버전의 극 구조와 관련하여 엠씨가 맡은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

된다. 그는 1) 극 전체를 이끌고, 2) 비선형적 구조에서 킷캣클럽 무대를 

이끌며, 3) 선형적 구조 안에서 등장인물 중 하나인 킷캣클럽의 쇼 호스트

로 무대에 등장한다. 프린스 버전의 엠씨는 선형적 장면의 사건 전개에 절

대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두 구조를 연결한다. 엠씨의 특징에 따른 무대에

서의 위치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가 극 전체의 진

행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은 극의 처음인 

1막 1장, 1막 2장의 후반, 1막 13장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극의 마지막인 

2막 7장이다. 1막 1장과 2막 7장은 극 전체의 진행자로서 기능하다가 비

선형적 구조의 진행자로 전환되는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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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프린스 버전 엠씨의 특징에 따른 무대에서의 위치

엠씨

엠씨

환영합니다.(독어, 불어, 영어로 반복)

이방인이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머무셔요.(〃)

환영합니다(〃), 카바레에 오셔서.(〃)

(말한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셔요!(독어, 불어, 영어로 반복)

기분 좋으신가요?(〃)

내가 당신들의 호스트입니다!(〃)

(다시 노래한다)

(중략)

(엠씨가 계속 이어서)

자, 카바레 아가씨들을 소개합니다!

(카바레 걸들이 들어온다. 거울이 기울어서 객석보다 무대를 비춘다.)

Emcee WILLKOMMEN, BIENVENUE, WELCOME

FREMDE, ETRANGER, STRANGER

GLŰCKLICH ZU SEHEN

JE SUIS ENCHANTE

HAPPY TO SEE YOU

BLEIBE, RESTE, STAY

WILLKOMMEN, BIENVENUE, WELCOME

다음은 대본에서 1막 1장 중 텅 비어 있던 무대에 엠씨가 처음 등장한 

후의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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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ee

IM CABARET, AU CABARET, TO CABARET!

(Spoken)

Meine Damen und Herren - Mesdames et Messieurs - Ladies and 

Gentlemen! Guten abend - bon soir - good evening! Wie geht's? 

Comment ca va? Do you feel good? Ich bin euer conf rencier - 

je suis votre compere - I am your host!

(He sings again)

(중략)

(Con’d)

And now – presenting the Cabaret girls!

(The Girls enter. The mirror tilts upward – reflecting the stage 

rather than the auditorium)

[사진 3] 1966년 초연, 대형 거울이 있는 킷캣클럽 무대 장면

(www.playbill.com)

엠씨가 “환영합니다”를 부르면서 관객들을 맞이한 뒤 “내가 당신들의 호스

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극 전체의 진행자인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역

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관객은 현재 ≪카바레≫를 관람하는 관객이며, 엠

씨는 킷캣클럽 무대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공간, 즉 제3의 공간에 위치한다. 

이어서 엠씨가 “자, 카바레 아가씨들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면 관객석을 비추

던 무대 위의 대형 거울이 각도를 틀어 무대를 비춘다. 관객들은 무대 위 오

케스트라 밴드와 킷캣클럽 걸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과 같은 시공간

에 있는 베를린 킷캣클럽의 고객으로 부지불식간에 변하고 엠씨는 제3의 공

간에 있던 극 전체의 진행자에서 비선형적 구조의 킷캣클럽 진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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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엠씨

알겠죠! 알겠죠! 당신 새 친구가 생겼어요, 에른스트 루드비히! 

좋은 거처도 생겼구요.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영어 과외 학생도 

생기겠군요!

(그는 자신을 가리킨다. 클리프는 많이 놀란다.)

네! 그러니 친구, 베를린에 온 것을 환영해요. 

베를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음악이 시작된다.)

(그들은 악수를 한다. 엠씨가 무대 앞으로 오면서 기차가 무대   

뒤로 이동해서 사라진다.)

(대사) 베를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Ernst

Emcee

You see! You see! You have a new friend – Ernst Ludwig! You 

have a fine place to live! And you have perhaps even your first 

English pupil.

(He indicates himself. Cliff is quite surprised.)

Ja! So welcome to Berlin, my friend. Welcome to Berlin!

(Music Starts)

(They Shake hands. The train moves upstage and disappears as 

the Emcee crosses downstage)

(Spoken) Welcome to Berlin!

엔딩인 2막 7장도 1막 1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엠씨와 관객의 정체성

이 바뀐다. 클리프가 베를린을 떠나기 위해 올라탄 기차 안을 배경으로 하

는 마지막 선형적 장면에 엠씨가 나타난다. 클리프가 부르고 있던 “환영합

니다”를 엠씨가 함께 부를 때부터 제3의 공간이 존재하다가 오케스트라 밴

드와 킷캣클럽 걸들이 등장하면 거울의 각도가 틀어져서 무대를 비춘다. 

엠씨가 극의 진행자로 활약하다가 다시 비선형적 구조의 킷캣클럽 진행자

로 변하는 순간이다. 

1막 2장은 선형적 공간의 시작으로 베를린행 기차 안에서 클리프가 에

른스트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다음은 1막 2장의 마지막 대사인 에른스

트의 대사에 이어 엠씨가 등장하는 지점이다.

엠씨는 기차 장면이 사라질 때 나타나서 클리프를 환영하는 에른스트의 

대사 “베를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를 이어받아 똑같이 외치고 “환영합

니다”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 때 엠씨는 제3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선형적 

장면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이어받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극 전체의 

진행자 입장에서 클리프의 베를린 입성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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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13장의 공간적 배경은 중년 커플의 약혼 파티가 열렸던 슐츠의 과

일 가게이다. 무대 우측에 놓인 나선형 계단 꼭대기에서 손님들이 “내일은 

나의 것”을 합창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던 엠씨가 계단을 내려오면 과일 가

게는 사라지고 무대 위 인물들은 모두 어둡게 변한 무대를 배경으로 움직

이지 않고 그대로 멈춘다. 엠씨가 선형적 장면으로 진입할 때부터 나선형 

계단에 한정되어 있던 제3의 공간이 무대로 확장된 것이다. 엠씨는 극 전

체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다가 관객을 향해 어깨를 

으쓱하고 웃음을 지은 다음 퇴장한다. 이 때의 엠씨는 전지적 시점에서 극

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냉소적 태도를 가진 관찰자 노릇을 하고 있다.

위 장면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첫째, 엠씨가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

할을 할 때에는 제3의 공간이 수반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제3의 공

간에서는 무대 장치인 대형 거울과 나선형 계단이 사용되거나 엠씨가 등장 

인물의 대사나 노래를 이어받는 모습이 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3의 공간은 엠씨가 객석과 직접 만나는 지점이며 그와 관객이 시공

간을 공유하는 장소가 된다. 특히 오프닝과 엔딩에서 무대 위에 걸린 대형 

거울은 엠씨가 제3의 공간에 있는 극의 진행자에서 비선형적 구조의 킷캣

클럽 진행자로 변모함을 암시하는 한편, 거울을 통해 무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관객을 극 속의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다.  

엠씨가 비선형적 구조의 진행자로만 등장하는 장면은 1막 7, 9, 11장과 

2막 1, 3장이다. 비선형적 구조에서 킷캣클럽의 쇼 호스트 역할을 맡은 엠

씨는 다른 멤버들과 동반 출연해서 쇼를 이끄는데, 특히 엠씨가 중심이 되

어 부르는 세 곡의 노래 1막 7장 “두 아가씨”, 1막 11장 “예쁘게 앉아서”, 

2막 3장 “당신이 그녀를 보게 된다면”은 선행하는 선형적 장면의 내용을 

논평94)하는 역할을 하면서 두 구조를 연결한다. 즉, 비선형적 구조에서 엠

씨가 중심이 되어 이끄는 카바레 송 공연 장면은 극을 하나의 유기체로 통

합하는 것에 일조한다. 1막 9장은 관객을 항해 일렬로 서서 “내일은 나의 

것”을 부르는 킷캣클럽의 웨이터들 앞에서 엠씨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걷다가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장면이고, 2막 1장은 여장을 한 

엠씨가 킷캣클럽 걸들과 함께 군무를 펼치다가 군대식 움직임으로 무리를 

94) 현수정, ｢미국 현대 뮤지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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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멘데스 버전 엠씨의 특징에 따른 무대에서의 위치 

이끄는 장면이다. 두 장면 모두 엠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킷캣클럽 무

대의 쇼이다. 

이와 같이 프린스 버전의 엠씨는 거울과 나선형 계단의 지원, 등장인물

들로부터의 대사나 노래 이어받기, 그리고 선행하는 장면과 관련이 깊은 

노래로 극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멘데스 버전의 엠씨도 프린

스 버전의 엠씨처럼 극 전체의 진행자, 비선형적 구조의 진행자, 등장인물

로서의 킷캣클럽 쇼 호스트 역할을 모두 맡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들 간

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극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모습이 큰 차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구조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극을 통합하는 

멘데스 버전 엠씨의 특징에 따른 무대에서의 위치는 다음 [그림 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프린스 버전의 엠씨와 마찬가지로 1막 1장, 1막 

2장의 후반, 1막 12장의 마지막95), 그리고 극의 마지막인 2막 7장에서 

극 전체의 진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엠씨가 극의 처음(1막 1장)

95) 프린스 버전의 1막 11장 “예쁘게 앉아서” 장면이 1993년에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1993년도 공연의 1막은 한 장이 삭제되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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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지막(2막 7장)을 여닫을 뿐만 아니라 클리프가 베를린으로 들어왔다

가(1막 2장) 다시 떠나는(2막 7장) 선형적 장면들에 등장하는 것도 두 

버전이 동일하다. 프린스의 엠씨와는 매우 다른 방식이지만 1막 12장 약

혼 파티에서 엠씨가 극 전체를 이끄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제3의 공간이 사라진 것은 큰 변화이다. 이것은 극장 자체를 진

짜 카바레처럼 만들고 무대의 3면에 달하는 객석 외에도 무대 후면의 2층 

공간을 객석화한 물리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돈마 웨

어하우스 극장 내부에는 일반적인 객석이 아니라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고 

배우들이 관객에게 직접 음료와 음식을 날랐다.96) 프린스 버전은 선형적 

장면의 공간적 배경이 킷캣클럽이면 극장 무대 위에 킷캣클럽 스테이지를 

또 설치했으나 멘데스 버전은 3면이 모두 관객석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개방형 무대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다른 공간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

라 관객들은 극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베를린 킷캣클럽으로 소환된 손님

이 되었고, 엠씨가 극 전체를 진행할 때와 비선형적 구조를 진행할 때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었다. 

1993년도 ≪카바레≫는 나선형 계단과 사진틀 형태의 구조물을 활용해

서 무대를 1, 2층으로 구분해서 활용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1층 무

대 후면의 벽에는 배우가 등퇴장하는 문이 세 개 달려 있고, 그 위로 사진

틀 모양의 구조물이 전면에 부착된 2층 공간이 좌우 두 개의 계단으로 1

층과 연결되어 있다. 2층 공간과 계단은 [사진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연행 순서가 아닌 배우들이나 엠씨가 무대를 내려다보는 장소로 활용

되었기 때문에 배우가 관객의 입장이 되어 무대를 관전하는 관객석의 연장

이 되었고, 결국 무대는 4면이 모두 관객석에 둘러싸인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극장의 공간 변화는 극과 관객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엠씨

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프린스도 관객이 마치 1920년대 말 베를린의 카바레에 정말로 온 것처

럼 느끼게 하기 위해 무대 시작 전에 사용되었던 막을 없애고 ‘Cabaret’ 

네온사인으로 극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뮤지컬 관습을 파괴한 연출을 했다. 

96) Sawyers, Cabaret FAQ,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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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멘데스 버전의 무대(좌우측 나선형 계단과 2층의 사진틀 

속에서 킷캣클럽 멤버들이 객석의 손님과 마찬가지로 클리프의 하

숙방에서 진행되는 1막 6장의 장면을 관람하고 있다.)

(1993년도 공연 영상)

하지만 멘데스 버전의 완전히 카바레화(化)한 소규모 극장과 2층 구조의 

무대를 활용한 물리적 조건이 주는 효과 만큼에는 못 미친다. 멘데스 버전

에 이르러서야 프린스가 의도했던 ‘극장 관객=킷캣클럽 손님’이라는 공식

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졌고, 엠씨와 관객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프린스 버전에

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대형 거울도 불필요해졌다. 

멘데스 버전의 1막 2장에서 엠씨는 에른스트가 클리프에게 “베를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역무원 복장으로 그들의 바로 뒤에 나타나서 

그 대사를 이어받고 노래를 시작한다. 이 때의 엠씨는 극 전체의 진행자로

서 선형적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옴으로써 선형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의 

중첩 현상을 일으킨다. 엠씨는 계속 “환영합니다”를 부르면서 창 밖을 두

리번대며 구경하는 클리프를 희롱한다. 그는 클리프의 겉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빼고 그의 코를 톡 건드린 다음 무대 우측 계단을 향한다. 그는 노

래 가사 중 “머물어라(Bliebe, Reste, Stay)”를 발화하는 순간에 맞춰 클리

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클리프가 베를린을 떠나는 2막 7장에서도 이와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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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버전의 엠씨가 스토리 바깥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베를린에 입

국하는 클리프를 환영하고 있다면, 멘데스의 엠씨는 아예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클리프를 맞아들인다. 물론 그를 희롱하는 태도로 보

아 순수한 환영이라기보다는 ‘베를린에서 클리프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 

지켜보자’는 식의 조롱의 뜻이 담겨 있다. 더군다나 노래 중 ‘머물다

(Bliebe, Reste, Stay)’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클리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

는 부분은 엠씨가 마치 명령을 내리는 지배자처럼 비치는 장면으로 엠씨가 

이전 버전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극 속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

이다. 

멘데스 버전의 1막 12장은 슈나이더와 슐츠의 약혼 파티가 열리는 과일 

가게가 배경이다. 무대 좌측 계단을 통해 약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1층 

무대로 내려온 엠씨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무대에서 기타를 치는 흉내를 

내며 춤추다가 우측 계단으로 올라가고, 오르던 중간에 잠시 멈칫하고 뒷

걸음치더니 익살맞은 표정으로 관객을 향해 손짓으로 인사한다. 이 때 엠

씨는 극 전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선형적 장면에 들어온 서사적 인물이

다. 그는 흥겨운 자리에서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흉내내어 관객의 웃음을 

유발했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파티에 참석한 인물들을 조롱하고 

있다. 그는 이 파티가 즐거운 분위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말로 끝

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바로 코 앞에 닥칠 미래가 어떠할 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 그는 킷캣클럽 멤버들

이 1층 무대에서 극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파티의 손님이라는 등장인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극에서 2층 공간을 홀로 점유하면서 아래를 내

려다보고 있다. 그는 코스트가 나치 찬가 “내일은 나의 것”을 합창으로 이

끌며 선동할 때 장단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관전하고 있으며, 클리

프가 에른스트의 나치당원 신분을 알게 되면서 그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의 모든 상황을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에 

맞춰 몸을 돌려 빨간 스와스티카가 그려진 자신의 맨 엉덩이를 관객들에게 

내 보인다. 여기서 멘데스의 엠씨는 똑같은 장면에서 프린스의 엠씨가 그

랬듯이 전지적 시점에서 극을 관찰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만, 선형적 

장면에 직접 들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훨씬 적극적이다. 그는 다수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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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장면에 자신의 존재를 낙인찍듯 출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작품

의 장면들과 구조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비선형적 구조에서 킷캣클럽 쇼 호스트로 활동하

면서 선행하는 장면의 내용을 노래로 연결하여 두 구조를 통합(1막 7장, 

2막 3장)시키거나 쇼를 주도(1막 9장, 2막 1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는 프린스 버전의 엠씨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버전의 엠씨는 모두 선형적 구조 내에서 펼쳐지는 사건의 내용을 꿰뚫

어 보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냉소와 조롱의 태도를 보이지만, 사건의 흐름 

자체에는 둘 다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97) 하지만, 프린스 버전의 엠씨가 

제3의 공간이라는 중간 지대를 필요로 하고 선형적 구조 안으로 직접 들

어가지 않는 반면에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극장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장면들과 구조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 

2) 시대상을 반영하는 장치로서의 엠씨

프린스 버전의 엠씨 역에 최초로 오디션 없이 캐스팅되었던 그레이는 극 

중 인물들 누구와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름과 성격조차 부여되지 않았

던 이 캐릭터에 실망했다고 한다. 그가 엠씨 역에 캐스팅되었던 시점은 프

리뷰 공연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므로 현재 전해지는 1966년도 대본과 

1987년도 영상처럼 작품이 다듬어지기 이전이었으며, 그 당시 대본의 2막 

3장까지는 엠씨가 등장조차 하지 않는 상태였다.98) 그러나 그를 처음 실

망시켰던 엠씨의 바로 그러한 특징이 이 극에서 엠씨를 중요한 역할로 변

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정 이름이나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이 특이

한 존재는 다양한 역할로 변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극 안에서 여러 대상을 

상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등장인물보다 한 단계 높은 시점에서 극의 흐름

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물이기에 사건에 대한 암시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엠씨는 극을 통합하는 장치

97) 송윤주, ｢뮤지컬에 나타나는 서사적 인물 활용 연구 –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을 중

심으로｣ (석사, 단국대학교, 2014), 35.

98) Sawyers, Cabaret FAQ, 13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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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66년부터 1967년까지 뮤지컬 

≪카바레≫와 조엘 그레이 연계 검색 결과

[그림 6]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뮤지컬 

≪카바레≫와 조엘 그레이 연계 검색 결과

로서도 존재하고 극 속의 현실과 극 밖의 현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장치로까지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엠씨의 특성과 

역할은 멘데스 버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레이가 1966년 초연에서 엠씨를 처음으로 연기했던 것에 이어 1972년 

영화와 1987년 프린스의 재공연에서 또 엠씨 역을 맡은 것처럼 커밍도 

1993년 멘데스 버전의 첫 공연에서 엠씨로 출연한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1998년부터 6년 동안 상연된 멘데스 버전의 ≪카바레≫ 재공연 무대에 엠

씨로 또 출연했다. 그레이와 커밍은 각자 자신의 시대에서 엠씨를 중요하고 

독창적인 캐릭터로 확립시켰다. 그들은 ≪카바레≫에서 엠씨가 갖는 존재감

을 확실하게 굳혔고 엠씨를 자신들의 대표적인 배우 경력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17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미권에서 발행된 8,600여 개의 

신문 기사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사이트99)에서 검색한 결

과이다.

프린스의 ≪카바레≫가 처음 공연되었던 1966년부터 1967년까지 1년 

동안 이 사이트의 아카이브에 저장된 기사들에서 ‘musical cabaret’와 ‘Joel 

Grey’가 함께 언급된 횟수는 878건([그림 5])이었고100), 프린스의 리바이

벌 공연이 있었던 1987년부터 1988년까지 1년 동안에는 2,017건([그림 

6])이 확인101)되었다.

99) Newspapers.com, 2018년 6월 13일 접속, https://www.newspapers.com.

100) https://www.newspapers.com/search/#lnd=1&query=musical+cabaret%2C+Joel+grey

&dr_year=1966-1967 (2018년 6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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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뮤지컬 

≪카바레≫와 앨런 커밍 연계 서치결과

[그림 8]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뮤지컬 

≪카바레≫와 앨런 커밍 연계 서치결과

같은 방식으로 멘데스의 재해석 버전이 공연되었던 1993년부터 1994년

까지와 그 버전이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1년 동

안 ‘musical cabaret’와 ‘Alan Cumming’을 검색어로 넣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25회([그림 7])102)가, 1998년부터 1999

년까지는 720회([그림8])103) 기사에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신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가 몇 회 언급되었는지

를 검색하는 방식은, 각 버전이 처음 공연되었을 때보다는 두 번째로 공연되

었을 때 더 많이 회자되었고 각 연출가의 버전에서 엠씨와 그 역을 맡은 배

우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거칠게나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기묘하고 독특한 캐릭터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매 순간의 역할에 충실하며,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분장과 저속하고 

야한 농담이나 노래, 춤 등을 통해서 베를린의 혼돈과 무질서, 타락을 표

현하였다. 그는 어느 순간 독재자 히틀러 그 자체가 되었고, 반유대주의에 

반감을 품은 노래를 불렀다가도 냉소적이거나 조롱하는 태도로 사건을 관

조하기도 하였다.104) 본 절에서는 엠씨가 상징적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지

점, 그리고 스토리가 재현하는 현실과 작품 밖의 현실을 연결하는 장치로

101) https://www.newspapers.com/search/#lnd=1&query=musical+cabaret%2C+Joel+grey

&dr_year=1987-1988 (2018년 6월 13일 접속)

102) https://www.newspapers.com/search/#lnd=1&query=musical+cabaret%2C+Alan+cumming

&dr_year=1993-1994 (2018년 6월 13일 접속)

103) https://www.newspapers.com/search/#lnd=1&query=musical+cabaret%2C+Alan+cumming

&dr_year=1998-1999 (2018년 6월 13일 접속)

104) Billington, “Welcome, the party’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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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들

엠씨

아가씨들

엠씨

모두

첫 번째

엠씨

두 번째

엠씨

아가씨들

두 아가씨

비들 디 디 디 디

그리고 그는 유일한 남자야!

자!

비들 디 디 디 디

그가 그것을 좋아해.

비들 디 디 디 디

우리는 그걸 좋아해. 

비들 디 디 디 디

하나를 위한 이 둘.

서 기능하는 장면을 선택하여 두 버전의 엠씨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방

식과 그들이 전달하는 작품의 주제를 고찰하도록 한다.

(1) 전체주의적 현상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경고

프린스 버전의 비선형적 구조에서 엠씨가 주도하는 세 곡의 카바레 송인 

“두 아가씨”, “예쁘게 앉아서”, “당신이 그녀를 보게 된다면”은 3장에서 언

급했듯이 두 구조를 연결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치즘

이 횡행하기 시작하는 베를린의 타락한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노

래들은 나아가 그 시절의 사회상이 공연 시점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

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카바레 무대에서 불리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모두 흥겹고 쉬운 선율에 대체로 가볍고 밝은 느낌이지만, 가사의 내용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시사적 문제들을 담고 있다. 

“두 아가씨” 는 바로 앞의 1막 6장에서 클리프가 샐리의 동거 요청을 거

절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과정을 노래하는 “정말 대단한”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며, 엠씨와 두 명의 킷캣클럽 걸이 세 명의 남녀가 한 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외설스럽고 희극적인 안무와 함께 부른다. 아래 제시된 

“두 아가씨”의 가사에서 ‘셋이 사는 생활을 그도, 그녀도, 나도 좋아한다’, 

‘우리는 매일 파트너를 바꾼다’라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것은 작품 속의 배경인 1920년대 말 베를린에서 만연했던, 때로는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로웠던 성 문화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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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두 번째

엠씨

첫 번째

엠씨

두 번째

첫 번째

엠씨

두 번째

엠씨

아가씨들

엠씨

나는 요리를 해요.

나는 잠자리를 정돈해요.

나는 매일 우리가 먹을 빵을 구하러 일하러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공유하는 게 하나 있죠. 

그!

그녀!

그리고 나!

열쇠!

비들 디 디 디 디

열쇠!

비들 디 디 디 디

열쇠!

비들 디 디들 디 디들 디디!

(그들은 춤을 춘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파트너를 매일 바꿔요.

Ladies

Emcee

Ladies

Emcee

All

First lady

Emcee

Second lady

Emcee

Ladies

First lady

Second lady

Emcee

First lady

Emcee

Second lady

First lady

Emcee

Second lady

Emcee

Ladies

Emcee

TWO LADIES

BEEDLE-DEE-DEE-DEE-DEE

AND HE’S THE ONLY MAN!

JA!

BEEDLE-DEE-DEE-DEE-DEE

HE LIKES IT.

BEEDLE-DEE-DEE-DEE-DEE

WE LIKE IT.

BEEDLE-DEE-DEE-DEE-DEE

THIS TWO FOR ONE.

I DO THE COOKING.

AND I MAKE THE BED.

I GO OUT DAILY TO EARN OUR DAILY BREAD.

BUT WE'VE ONE THING IN COMMON,

HE!

SHE

AND ME!

THE KEY!

BEEDLE-DEE-DEE

THE KEY!

BEEDLE-DEE-DEE, THE KEY!

BEEDLE-DEE, DEEDLE-DEE, DEEDLE-DEE-DEE!

(They dance)

WE SWITCH PARTNERS DAILY TO PLAY AS W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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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돈을 버는 방법은 많답니다!

             (엠씨는 노래한다)

샐리

클리프

샐리

클리프

내 잘못이에요. 내가 파티에 파티로 당신을 늘 끌고 다니지 않았다

면...

하지만 난 그 파티들이 좋은데요. 사실, 나는 이 도시 전부가 좋아

요. 이곳은 정말 조잡하고 엄청나-모두 너무 즐거워해. 이게 영화

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아요?

(중략)

당신이 맞아요-나는 너무 이상하고 보기 드물어요! 너무! 그리고 

너무 산만하고...

산만하다고? 말도 안 돼요! 

Sally

Cliff

Sally

Cliff

It’s my fault. If I weren’t always dragging you off to party after 

party...

But I like those parties. The truth is, I like this whole city. It’s so 

tacky and terrible-everyone’s having such a great time. If this 

were a movie, you know what would happen? 

(중략)

You’re right-I’m much too strange and extraordinary! Much! And 

much too distracting...

Distracting? Nonsense!

이와 같이 위 노래의 화자들이 맺고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남

녀 관계는 퇴폐적이고 혼란스러운 베를린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클리프가 욕망을 상징하는 샐리의 매력에 빠져 

방탕하고 향락적이었던 베를린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한동안 세상을 제대

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1막 10장 

클리프와 샐리의 대사를 보면 지식인인 클리프조차 아직 베를린의 향락적 

삶에 매혹되어 깨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1막 6장에서 클리프의 방에서 지내게 해 달라고 하는 샐리더러 ‘산만해

서(distracting)’ 같이 살기 힘들다고 했던 클리프가 위 장면에서는 샐리와 

베를린의 쾌락을 즐기느라 바쁜 상태이고 그녀가 절대 산만하지 않다고 강

조하고 있다. 

“예쁘게 앉아서”는 각 나라를 상징하는 동시에 성적 소비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상징하는 쇼걸들과 돈놀이로 편하고 풍족하게 돈을 버는 포주 역을 

연기하는 엠씨가 부르는 노래이다. 다음은 이 노래의 도입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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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는 돈이 필요해,

             우리 아저씨는 돈이 필요해,

             우리 어머니는 갈대처럼 말랐지.

             하지만 나는, 나는 예쁘게 앉아 있지 -

             나는 필요한 돈을 모두 벌고 있지.

You see? There's more than one way to make money!

             (He sings)

             MY FATHER NEEDS MONEY,

             MY UNCLE NEEDS MONEY,

             MY MOTHER IS THIN AS A REED.

             BUT ME, I'M SITTING PRETTY -

             I'VE GOT ALL THE MONEY I NEED.

엠씨

(계속한다)

내가 돈을 어디에서 버는지 궁금한가요? 나는 팔 것이 있어요.

사랑! 모든 취향을 위한! 온 군데에서! 내 러시아 루블인 올가를 

만나봐요!

(아름다운 러시아 소녀가 들어온다. 그녀의 가슴은 루블로 덮여 있

다. 엠씨는 루블 몇 개를 가진다) 

러시아 루블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에요! 스시, 내 일본 엔화!

(멋진 일본 여자가 양 가슴에 엔화를 하나씩 걸고 들어온다. 엠씨

는 1엔을 가져간다)

Emcee

(Cont'd)

You wonder where I get my money? I have something to sell.

Love! For all tastes! From all over! Meet Olga, my Russian ruble!

(A beautiful Russian Girl enters, her bosom covered with rubles. 

The EMCEE helps himself to a few rubles)

The Russian ruble will never collapse! Sushi, my Japanese yen!

(A stunning Japanese Girl enters, a yen on each breast. The 

노래의 중반부에는 러시아의 루블화, 일본의 엔화, 프랑스의 프랑화, 미

국의 달러화, 독일의 마르크화를 상징하는 여성들이 순서대로 등장해서 돈

이 사회 최고의 가치가 된 세태를 풍자하고 비정상적인 화폐 가치에 따른 

혼란을 표현한다. 다음은 러시아 루블화를 상징하는 쇼걸이 등장해서 일본 

엔화를 상징하는 쇼걸이 나올 때까지의 장면으로 엠씨는 뻔뻔한 포주이자 

능글맞은 진행자로서 여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과 각 나라의 경제 상황

을 암시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이면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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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EE takes one yen)

이 노래는 샐리의 임신을 알게 된 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도된 

클리프가 에른스트가 제안하는 손쉬운 일거리를 받아들이는 장면 다음에 

나오는데,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인물인 클리프조차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

아보지도 않고 나치당에 도움이 되는 일거리를 덥석 받아들이는 모습에 빗

대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현실의 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당신이 그녀를 보게 된다면”은 파혼을 결심한 슈나이더가 슐츠의 과일 가

게에 찾아갔을 때 벽돌이 과일 가게 창문을 깨고 날아드는 장면 다음에 엠

씨가 여자 고릴라로 분장한 인물과 함께 등장해서 부르는 곡으로 반유대주

의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이 노래들은 모두 선행하는 장면에

서의 사건과 인물들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바이마르 말기 난잡한 성문

화, 경기적 침체와 배금주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 등이 소용돌이치던 시대

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105) 세 곡의 카바레 송 장면은 모두 비선형적 구

조에서 엠씨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스토리의 시공간적 배경인 바이마르 

말기 베를린의 현실을 암시한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베를린의 현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 이데

올로기인 나치즘이 잠복기와 부상기, 그리고 안착기의 단계를 밟아 확산되

는 과정을 살펴본다. 엠씨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장면마다 극 전체의 진행

자로 등장하면서 나치즘이 성장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다. 나치즘

이 잠복되어 있는 상태는 선형적 장면에 해당하는 1막 2장에서 이방인 신

분인 클리프가 ‘지배 세력’을 상징하는 에른스트를 기차 안에서 만났을 때

이다. 에른스트의 나치당원 신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에른스

트는 밀수라는 의심쩍은 행동을 함으로써 나치즘이 불투명한 상태로 베를

린 사회에 이미 잠재되어 있음을 알린다. 이때 엠씨는 제3의 공간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관찰하고 에른스트와 함께 클리프의 베를린 체

류를 환영한다. 나치즘이 본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는 부상기는 역시 선형

적 장면인 1막 13장 슈나이더와 슐츠의 약혼 파티 장면이다. 이 지점은 

비교적 밝았던 작품의 분위기가 갈등과 혼란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다. 약

105) Rinaldi, “Music As Mediato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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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파티 무대는 나치의 억압이 일상에까지 스며든 현실을 재현하고 있고, 

엠씨는 제3의 공간에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 무대를 훑어 보며 조롱한다. 

1막 2장과 13장을 거치며 차츰차츰 확산되던 나치즘은 극의 엔딩인 2막 7

장에 이르면 불협화음으로 뒤틀린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혼란스럽게 

무대 위를 오가는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베를린 사회에 안착되었음을 형상

화하고 있다. 여기서 엠씨는 극의 오프닝에서와 마찬가지로 극 전체와 무

대를 진두지휘한다. 

이 과정 중간에 나치즘의 발전 양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곡 “내일은 나의 것”이 1막 9장과 13장에서 반복되어 불리고 있다. 이 노

래는 3/4박자의 민요풍 노래로 아름다운 선율과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106)

이지만, ≪카바레≫의 모든 노래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치의 득세를 직접 

암시한다. 이것은 먼저 1막 9장에서 말쑥하고 젊은 킷캣클럽의 웨이터들에 

의해 맑은 목소리로 아름답게 불리지만, 노래의 시작부터 지속되는 불길한 

배경음과 노래의 끝에 음흉하게 웃는 엠씨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비추다가 

서서히 꺼지는 조명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온 나라를 뒤덮기 바로 전의 

마지막 고요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이 장면은 1막 8장 슈나

이더와 슐츠가 파인애플 선물을 매개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일상적 

삶에서 누리는 화기애애함이 깃든 장면의 다음에 이어지면서 이 커플의 미

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107) 이 노래는 1막 13장 코스트가 주도

하는 합창의 형태로 한 번 더 불리면서 나치즘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지배

적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전체주의가 그 지배력을 서서히 드러내다가 사회를 완전히 압도하고 개

인의 일상적 삶으로까지 침투해 올 때 한낱 소시민에 불과한 개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클리프처럼 전체주의 정권의 폭력을 인지하였

다 하더라도 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포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형적 장면의 마지막인 2막 7장에는 클리프를 포함한 ≪카바레≫의 등장 

106) 현수정은 이 곡이 아름다운 화성과 가사 속에 반유대주의를 미화하여 관객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수정, ｢미국 현대 뮤지컬｣, 88.

107) 현수정, 같은 논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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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클리프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역무원이 모자에 손을 얹고 나간다. 클리프는 노트를 바라본다. 

그는 단어 몇 개를 지우고 몇 개를 더 쓴다. 그는 자기가 쓴 것을 

읽는다)

“카바레가 있었고 사회자(엠씨)가 있었고 독일이라는 나라에 베를

린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다-

(음악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샐리 보울스와 춤을 추었다-우리는 둘 다 빨리 잠이 

들었다...”

(노래한다)

환영합니다.(독어, 불어, 영어로 반복)

(이하 생략)

Officer

Cliff

A good journey, sir.

(The officer tips his cap and exits. Cliff looks at his writing pad. 

He crosses out a few words, then adds a few. He reads what he 

has written)

“There was a cabaret and there was a master of ceremonies and 

there was a city called Berlin in a country called Germany. It was 

the end of the world-

(Music starts)

-and I was dancing with Sally Bowls-and we were both fast 

asleep...”

(Singing)

WILLKOMMEN, BIENVENUE, WELCOME, 

(이하 생략)

인물들이 나치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2막 7장 전반부에서 클리프가 베를린을 떠나는 기차 칸에 앉아 

자신이 그 곳에 체류했던 동안 겪었던 경험담을 소설로 쓰기 시작하는 장

면이다. 이 마지막 선형적 장면에서 관객은 지금까지 무대에서 전개되었던 

작품의 스토리가 클리프가 집필한 소설의 내용이었음을 알게 된다.

클리프는 나치에 저항했고, 저항의 대가로 구타를 당했으며,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했을 타자기를 팔아 베를린을 떠날 여비를 마련

했다. 그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른 후에야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장소를 떠

날 수 있었다. 소설을 쓰기 위해 베를린을 찾았던 클리프는 체류 중에는 

쓰지 못했던 글의 첫머리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다. 클리프의 소설은 소설

의 형식을 빌린 에세이이자 그가 실제 경험했던 현실이 된다. 클리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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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 방법으로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실체에 

정면 대응했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수호했다. 그가 무대에서 사라진 후, 제

3의 공간에서 나타난 엠씨는 킷캣클럽의 진행자로서 극의 마지막 무대를 

펼친다. 클리프가 떠난 후 무대에 남아 배회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방식

으로든 나치즘에 순응한 존재들이다. 무대를 비추는 거울을 통해 관객은 

1920~1930년대 베를린 킷캣클럽의 손님이 되었고, 클리프가 쓴 이야기는 

관객의 현실이나 마찬가지이다. 클리프처럼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방관한다면, 관객 역시 변명하면서 무대 위를 헤매는 

등장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나치즘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스러지는 인물들의 모습은 실제 그 시기를 살다간 사람들의 모습이자 작품

을 보고 있는 관객의 모습과도 겹친다. 

엠씨는 무대 전체에 어둠이 가라앉자 관객들에게 “다시 봅시다!(Auf 

Wiedersehn! A Bientot!)”라는 인사([악보2]의 가사)를 남기고 서둘러 사

라진다. 이것은 마치 극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리게 한다. ‘환영’을 뜻하는 노래가 극의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것은 

엠씨의 어색한 인사와 마찬가지로 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 엔

딩 장면에서 엠씨가 막 뒤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악보1]에서 이미 여

러 번 되풀이되어 관객의 귀에 각인된 구절이 다 들리지도 않은 채 끝나버

리는 것도 반복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장치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치

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에 물든 사회가 다시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108)

≪카바레≫의 엠씨는 극 중 인물들처럼 전체주의적 폭력을 방관하거나 방

임하는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히틀러의 모습을 띈 본인을 또 만나게 될 것

이라고109) 경고하고 있으며, 관객의 자각이 없다면 극의 결말과 같은 현실

이 반복될 것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엠씨의 경고는 1960년대 말 미국의 관객들에게 유효했다. 그것

은 작품에서 재현되는 바이마르 말기의 혼란한 사회 현실이 당시 미국의 

상황과 유사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먼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사회적 

108) 현수정, ｢미국 현대 뮤지컬｣, 93.

109) “Prince’s Theatre: Harold Prince has always made work that matters to him—and 

most often to a wide audience," American Theatre: a publication of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18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americantheatre.org/2016/10/25/princes-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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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오프닝의 “Willkommen” 일부 [악보 2]  엔딩의 변형된 “Willkommen” 일부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떠

안게 된 배상금 지불 문제와 1929년 미국 경제공황의 여파로 실업, 영양

실조, 불안한 주식 시장 등 경제적 불안이 매우 심각했다. 1922년에 1달러

의 가치가 2만 마르크를 넘을 정도110)로 독일의 경제 상황은 불안정했고,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두 번째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정

치적 혼란이었다. 공화국 초기부터 우익보수파와 좌익급진파의 대립이 심

각했던 독일 정세는 군부, 관료와 합세한 우익파의 세력에 맞서 사민당과 

공산당 세력이 커지면서 내내 불안정한 내각을 형성했다. 이어서 우파는 

나치스를 중심으로 단결했지만, 사민당과 공산당이 좌파 내부에서 격렬한 

대립을 벌였다. 독일 국민들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무엇보다도 질서와 안정을 바랐고, 그러한 기대가 독재자 히틀러를 

국가의 지도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은 미국의 1960년대 사회적 상황을 살펴 볼 차례이다. 첫 번째 미

국은 1960년대 말로 가면서 정부의 실책에 의한 연방정부 지출과 베트남 

전쟁 참여에 따른 군사비 지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전

체적 빈곤 상태를 벗어나고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지는 한참 되

었지만,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 균열의 조짐이 드러났다. 두 번째, 

이 시기 미국을 격렬하게 달구었던 정치적 문제는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 그리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반전 운동이었다. 1964년 미

국 의회가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미국 

110) 하프너, �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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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서 인종 폭동이 발생했다. 1965년 2월, 급진적 흑인 해방 운동을 펼

쳤던 말콤 엑스(Malcom X)가 살해되었고, 1968년에는 흑인 참정권을 주

장하기 위해 첫 셀마-몽고메리 행진111)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도 암살당했지만 시민권 운동은 멈추지 않

았다.112) 그리고 명분도 없이 다년간 계속되었던 베트남 전쟁에 반발한 첫 

반전 시위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1964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벌어졌고, 이것은 이듬해 워싱턴에서의 첫 반전 행진으로 이어졌다. 1960

년대 말 미국은 격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고,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은 

저항과 반체제였다. 

프린스는 ≪카바레≫의 리허설 첫날 출연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1950년대 중반 미국 알칸사스 주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처음으로 등교하는 흑인 아이들을 위협하는 백인 아이들의 모

습이 담겨 있었다.113) 다들 그 사진이 1930년대 초 베를린에서 일어났을 

사건의 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밀러는 “그 일은 여기에서

도 일어날 수 있다”114)는 것이 ≪카바레≫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으며, 프린스는 “1920년대 독일의 정신적 공황과 1960년대 미국의 상황

이 아주 유사하다”고 했다.115) 두 시대 모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격렬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인종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했다. 

사회적 불안과 그에 따른 심리적 공황 상태는 대중들이 체제의 폭압에 둔

감해지게 만든다. 밀러는 “관객들이 도덕성과 사회적 양심을 대표하는 클

리프로부터 자신들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대다수는 슈

나이더이거나 샐리이다”116)라고 하였다. 그는 클리프가 ‘도덕성’과 ‘사회적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클리프를 닮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

111)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주도했던 흑인 참정권 요구 시위이다. 시위대는 주지

사를 만나기 위해 셀마를 출발하여 앨라배마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86km를 행진했는데, 

처음 평화 행진으로 시작했던 시위가 주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유혈사태로까지 번졌다. 이 

행진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발의한 투표권리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112) Miller, From Assassins, 30; Garebian, The Making of Cabaret, 28.

113) 허쉬, �해롤드 프린스와 미국 뮤지컬극�, 84.

114) Miller, From Assassins, 29.

115) Prince, Contradictions, 125.

116) "Inside CABARET Background and Analysis by Scott Miller," Newline Theatre 
Website, 2018년 4월 19일 접속, http://www.newlinetheatre.com/cabaretchap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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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말로 그로부터 닮아야 할 것은 사상이 억압당하던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했다는 점이다. 

엠씨가 떠난 무대는 처음 극이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로등과 거울

과 ‘Cabaret’ 네온사인만 남은 채 텅 비었다. 엠씨가 퇴장하면서 남겼던 인

사말 “다시 봅시다!”는 역사의 실수가 반복된다면 관객 앞에 다시 그가 등

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마지막 그의 모습이 바로 독재자 히틀러

였음을 깨닫게 한다. 극의 첫머리에서 클리프를 환영했던 모습 역시 자신

의 영역 안에 ‘자유’를 억압하고 가두려고 했던 독재자로서의 야욕을 드러

냈던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프린스 버전의 엠씨는 극

에서 구조를 연결하고 극과 쇼를 진행하는 기능적 역할 이외에 극의 내용

과 관련해서는 독재자 하나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가 상징하는 

대상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지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프린스 

버전의 ≪카바레≫는 부당한 권력에 대중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평범하고 선량한 독일인들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가세해서 저질렀던 대참

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재자 모습의 엠씨를 통해 관객에게 알

리고 있다.

(2)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에 대한 고발

멘데스가 연출한 버전은 프린스의 원작과 비교하면 대본에 약간의 수정

이 가해졌고 무대와 극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달라졌다. 그

리고 관객이 현실에서 놓치기 쉬운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프린스의 버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지만117) 상연되었던 

시점인 1993년도의 관객들이 공명할 수 있는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극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멘데스의 무대는 

프린스 버전의 중심적 사상이었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이미 지나간 과

거의 것으로 취급한다. 이전의 ≪카바레≫가 전체주의적 현상의 반복 가능

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면, 멘데스의 버전은 나치가 득세했던 독일의 

117) Miranda Lundskaer-Nielsen, Directors and the new musical drama: British and 
American musical theatre in the 1980s and 90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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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재현하는 동일한 스토리를 이용하여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

중의 무의식적인 폭력을 고발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멘데스는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와 그들을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라는 주제

를 1990년대부터 불거진 사회적 이슈의 하나인 성 소수자 문제를 극에 도

입하여 풀어나갔다. 1993년도의 ≪카바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상적인 방법으로 파헤치고 있다.

멘데스는 1966년의 ≪카바레≫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무대를 

연출했는데 이것은 수십 년 전 뮤지컬 무대에서 터부시되었던 성적 표현과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 소수자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멘데스 버

전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클리프는 1987년 버전에서와 같이 양성애자로 

설정되었고 극의 초반에 그가 동성과 키스하는 짧지만 강렬한 장면이 들어

갔다. 커밍이 연기한 엠씨는 양성적 매력을 고루 갖추었고 분장과 말투, 

몸짓에서 성적 매력을 많이 부각시켰다. 엠씨와 킷캣클럽 걸들이 펼치는 1

막 1장의 오프닝 공연과 1막 7장의 “두 아가씨” 공연은 베를린의 성 문화

를 감각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면들로 성행위를 노골적으

로 흉내내는 안무와 직설적인 대사 및 노랫말로 이루어졌다. 

멘데스 버전이 스토리의 사상적 배경인 나치즘을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초연에서 1막 9장은 나치 찬가에 해당하는 “내일은 나의 

것”을 깨끗한 이미지의 젊은 남자 웨이터들이 나와서 부르는 장면이었는

데, 동일한 장면이 1993년도 무대에서는 엠씨가 홀로 축음기를 들고 나와

서 녹음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흘러나

오는 노래는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박제가 되어버린 음악이다. 엠씨는 무

릎을 완전히 구부리지 않고 반쯤 앉아 축음기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가둔 

듯한 자세로 축음기의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핀을 뽑는다. 그는 “...

내일은 속한다(...Tomorrow belongs)”까지 노래가 흘러나온 다음에 음악

을 중단시키고 자신을 강한 손짓으로 가리키며 마지막 “나에게(to me)”를 

크고 깊게 울리는 목소리로 내뱉는다. 이것은 나치를 찬양했던 노래가 이

제는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치즘

은 이 작품에서 더 이상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아니다.

1막의 마지막 슈나이더와 슐츠의 약혼 파티를 해석하고 연출한 두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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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은 서로 매우 다르다. 멘데스 버전에서 엠씨는 무대의 2층 공간에

서 파티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합창이 끝나자 뒤돌아서서 자신의 엉덩이

를 내보인다. 엠씨의 맨살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붉은색 스와스티카가 그려

져 있는데, 이것은 나치즘과 같은 주의가 이제는 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되

었으며 지나간 독재 체제의 시대를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1막 9장 축음기를 통해 흘러나왔던 박제된 음악이 상징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다. 나치당원들의 모임처럼 변한 약혼 파티 장면이 막 끝난 후 

움직이지 않는 군중 사이로 무대를 휘젓고 다녔던 1966년의 엠씨가 독재

자 히틀러를 상징했다면, 1993년 약혼 파티의 마지막 장면에서 맨 엉덩이

를 보이는 엠씨는 히틀러가 아니라 대중을 뜻한다. 

프린스가 연출한 1966년도 공연은 1막 13장 약혼 파티가 극의 분위기

를 반전시키는 장면이라면 멘데스 버전에서의 극의 전환점은 2막 3장 “당

신이 그녀를 보게 된다면”, 일명 고릴라 송 장면이다. 스토리의 전개상으로

는 1막 13장이 나치 정권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었다는 것

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환적 역할을 하는 것이 여전히 맞다. 하지

만 나치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조롱의 대상이자 구시대 유물처럼 

변한 현실이 축음기 장면에서부터 표현되었다. 더구나 소수들이 차별받고 

방치되는 현실의 표출이 멘데스 버전의 제작 의도라는 점에서 비추어 본다

면 반유대주의와 관련한 고릴라 송 공연 장면이 극에서 실제적인 전환점 

역할을 한다.

이 장면은 노랫말에서 읽히는 반유대주의 감정에 대한 항변을 성 소수자

로 대변되는 소수들이 희망하고 있을 법한 내용으로 확장시킨다. “당신이 

그녀를 보게 된다면”의 가사는 1966년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

으나 1993년 공연에서부터 댄스 타임 바로 다음에 엠씨의 방백이 추가되

었다. 노래를 부르기 전 여장을 한 고릴라가 등장하면 엠씨는 그녀에게 장

난스럽게 애정 표현을 한 다음 가벼운 표정으로 흥겹게 노래를 시작하고 

함께 춤을 춘다. 공연 초반부에 고릴라는 “만약 당신이 나처럼 그녀를 안다

면”이라는 부분에서는 엠씨의 아랫도리에 손을 갖다 대거나 엠씨가 “(나처

럼 흡연하지도 않고) 술을 먹지도 않아요”라고 노래 부를 때는 한심하고 기

막히다는 듯이 손으로 눈가를 치는 제스처를 해서 관객의 웃음을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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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와 고릴라가 들어온다)

나는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해요.

당신은 내가 왜 그녀를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서 

선택했는지 궁금하죠.

그것은 단지 첫인상일 뿐, 

첫인상이 뭐가 좋을까요?

만약 당신이 나처럼 그녀를 안다면 

당신 관점이 바뀔 거에요.

(중략)

내가 어떻게 그녀의 장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음악을 듣고 

흡연하지도 않고 술을 먹지도 않아요(내가 그러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을 때 

내가 그녀 손을 잡으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 눈을 통해 그녀를 본다면 

아마 그들은 전부 이해할 거에요.

(The Emcee and a Gorilla enter)

I KNOW WHAT YOU’RE THINKING:

YOU WONDER WHY I CHOSE HER 

OUT OF ALL THE LADIES IN THE WORLD.

THAT’S JUST A FIRST IMPRESSION, 

WHAT GOOD’S A FIRST IMPRESSION?

IF YOU KNEW HER LIKE I DO,

IT WOULD CHANGE YOUR POINT OF VIEW.

(중략)

HOW CAN I SPEAK OF HER VIRTUES?

I DON’T KNOW WHERE TO BEGIN 

SHE’S CLEVER, SHE’S SMART, SHE READS MUSIC,

SHE DOESN’T SMOKE OR DRINK GIN (LIKE I DO)

YET, WHEN WE’RE WALKING TOGETHER 

THEY SNEER IF I’M HOLDING HER HAND, 

BUT IF THEY COULD SEE HER THROUGH MY EYES, 

MAYBE THEY’D ALL UNDERSTAND.

하지만 노래 중간 댄스 타임의 마지막에 음악이 느려지고 분위기가 차분해

지면 엠씨는 슬픈 표정으로 사뭇 진지하게 아래와 같이 관객을 향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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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신사 숙녀 여러분(독어, 불어, 영어로) - 사랑에 빠지는 게 죄인가요? 심장

이 진정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전부는 단지 약간의 이해에요 --

약간의 이해 --

왜 세상은 그냥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을까요?

(Spoken)

Meine Damen und Herren, Mesdames et Messieurs, Ladies and Gentlemen - 

Is it a crime to fall in love? Can we ever tell where the heart truly leads us?

All we are asking is ein bischen verstandnis -- 

A little understanding --

Why can’t the world “Leben and Leben lassen" -- “Live and Let live?”

난 당신의 반대를 이해해요,

난 문제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눈을 통해 그녀를 본다면...

그녀는 전혀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단지 약간의 이해를 구할 뿐이며 세상에서 그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

다고 호소하는 엠씨는 표면적으로는 고릴라가 상징하는 유대인 여성과 사

랑에 빠진 남자로 보인다. 멘데스 버전에서는 고릴라 그녀가 성 소수자로 

치환이 되고 엠씨의 방백이 추가되면서 작품이 전달하는 주제가 뚜렷해진

다. 유대인에 이어 성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설정된 고릴라는 

이후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동성애자로 밝혀지는 엠씨의 모습으로까지 연

결된다. 1966년 프린스의 공연에서는 고릴라가 말 그대로 유대인을 뜻하

면서 침묵과 방관에 의해 피해자가 된 대상을 가리켰다면, 멘데스 버전의 

고릴라는 편견에 의해 차별의 대상이 된 성 소수자까지로 그 범위를 넓혀

서 이해할 수 있다. 가사 중 “영리하고 똑똑하며 음악을 이해하고 흡연과 

음주도 하지 않는” 그녀의 장점을 언급하는 부분은 성 소수자 역시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없다면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나은 성품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고 읽히면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관을 지

적한다. 이 노래와 함께 방백이 끝나고 다시 발랄한 모습으로 노래를 이어

가던 엠씨는 마지막 가사 “그녀는 전혀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아요”를 낮은 

목소리로 강조해서 말한다. 



- 90 -

I UNDERSTAND YOUR OBJECTION,

I GRANT YOU THE PROBLEM’S NOT SMALL

BUT IF YOU COULD SEE HER THROUGH MY EYES....

SHE WOULDN’T LOOK JEWISH AT ALL
    

린다 선샤인(Linda Sunshine)은 이 지점에서 “극의 분위기가 벌레스크에

서 그로테스크로 변한다”118)고 했다. 그전까지 엠씨와 고릴라의 능청스러

워 보이는 연기에 낄낄거렸던 관객들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재미있어했는지, 그 지점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혼란

스러워진다. 엠씨는 관객을 혼선에 빠뜨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법

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더욱 분명하

고 충격적으로 그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멘데스 버전에서 극의 전환점이 2막 3장 고릴라 송 장면이었다면 작품

의 주제가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지점은 역시 마지막 장이다. 1993년의 엠

씨도 1966년의 엠씨와 마찬가지로 베를린으로 들어오는 클리프를 맞이했

고 베를린을 떠나는 클리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한다. 오프닝에서 베를

린으로 들어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두리번거리던 클리프는 엠씨가 자신

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얼굴을 만져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나치즘이 잠복하고 있는 베를린의 실상을 클리프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엔딩 장면에서 클리프는 소설의 처음을 소리를 내어 읽고 

나서 “환영합니다”를 부른다. 뒤에서 역무원 복장의 엠씨가 나타나서 같이 

부르다가 “만나서 반갑습니다(Happy to see you)” 다음부터는 혼자 노래

를 이어간다. 이때 엠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클리프의 뺨을 손으로 만지자 

클리프는 몹시 싫은 듯 강하게 그 손길을 거부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사라

진다. 이것은 극이 시작할 때 나치즘의 잠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클리프가 

베를린의 실상을 확인하고 각성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배경이 킷캣클럽으로 설정되지 않은 선형적 장면에서 클리프는 이렇게 각

성된 후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엠씨와 상호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유

의미한 연출이다. 

이제 엠씨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쇼를 진행한다. 뒤

118) Joe Masteroff et al., Illustrated Book and Lyric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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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

슈나이더

샐리

그냥 애들이에요. 학교 가고 있던 장난꾸러기 애들. 당신 이해하

지요?

이해해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다 잘 될 거에요. 그것은 단지 정치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랑 무

슨 상관이 있죠?

Schultz

Schneider

Sally

Just children. Mischievous children on their way to school. You 

understand?

I undrstand. One does what one must.

It’ll all work out. It’s only politics. What is that going to do 

with us?

틀린 음악 소리가 커지면서 뒷벽이 무너지자 수직으로 박혀 있는 수용소의 

창살들이 나타나고 그 창살의 뒤편과 2층 사진틀 속 공간에서는 킷캣클럽 

멤버들이 악기 연주를 하고 있다. 킷캣클럽 걸들은 2막의 시작이었던 “킥 

라인” 공연에서 입고 있던 복장119)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 

엠씨가 양손을 들어 자기 쪽으로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자 샐리, 슈나이

더, 슐츠, 에른스트가 객석 쪽에서 무대로 걸어 들어온다. 그들은 엠씨 뒤

에 일렬로 뒤돌아서 서 있다가 음악이 잦아들자 한 명씩 돌아서서 관객을 

마주 보고 대사를 한다. 

    

이 장면에서 슐츠, 슈나이더, 샐리가 차례로 하는 말은 이미 그들이 선형

적 장면에서 했던 대사들의 조합이다. 위 슐츠의 대사는 2막 2장 슈나이더

가 파혼을 결심하고 과일 가게로 왔던 장면의 마지막에 나온다. 슈나이더

는 이에 “이해해요.”라고 대답했지만, 슐츠의 말대로 과일 가게 창문이 깨

진 것이 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유

대인의 가게라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당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슈나이더의 “이해해요.”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는 1막 12장 약혼 파티에서 에른스

트가 중요한 업무 회의 때문에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슈나이더가 그

에게 응답으로 했던 말이다. 여기서는 슐츠의 대사와 이어지면서 슈나이더

119) “킥 라인”은 2막을 여는 무대이다. 검은 슬립 원피스와 가터벨트 스타킹, 검은색 

모자를 똑같이 착용한 8명의 킷캣클럽 걸들(그 중 한 명은 엠씨였음)이 구스 스텝(무릎

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곧게 뻗는 동작)으로 경쾌한 율동을 만들다가 히틀러의 군대를 

연상케 하는 군대식 행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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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슐츠

에른스트

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나치가 오면 내게 다른 어떤 선택이 

있겠어요?

나는 내가 옳다는 걸 알아요. 결국, 내가 누구겠어요? 독일인이죠.

독일인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Schneider

Schultz

Ernst

I must be sensible. If the Nazis come, what other choice have I?

I know I’m right. After all, what am I? A German.

If you were a German, you would understand.

가 자신의 할 일을 위해서는 슐츠와 파혼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슈나이더 다음으로 샐리가 한 말 “다 잘 될 거에요.”는 슈나

이더를 마치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샐리 자신이 낙태를 했고 클

리프를 따라 베를린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긍정하고 합리화하는 말

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일 뿐이에요.”라는 대사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

가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샐리의 변

명이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는 2막 4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보였던 에른스트의 제안을 클리프가 왜 거절했는

지 이해하지 못했던 샐리가 클리프에게 반문했을 때 사용했던 대사이다. 

이 세 명의 대사는 꼬리를 물고 서로 앞의 사람의 말에 대응하는 것처럼 

연결되지만, 실상은 각자의 독백이자 방백으로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른 

변명을 되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설정된 

등장인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다수

의 그런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참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이어서 무대 위 모든 멤버들이 합창으로 “환영합니다”의 일부인 “만나서 

반갑습니다(독어, 불어, 영어로 반복)”를 부르면 합창 이전 대사의 조합과 

같은 패턴으로 슈나이더, 슐츠, 에른스트가 재차 변명을 열거한다.

     

‘나치 정권 아래 하숙집을 운영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슈나이더의 말 다음에 

슐츠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독일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그를 비웃

듯이 에른스트는 ‘당신이 독일인이라면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을 잇는다. 

다시 무대의 모든 멤버들이 “이방인이여(독어, 불어, 영어로), 반갑습니

다.(독어, 불어로)”를 합창하고 엠씨가 음악에 맞춰 마치 총에 맞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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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듯이 몸을 움직인 후, 샐리는 2막 5장에서 “카바레”를 부를 때 폭발

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일부분 “나는 첼시에서 다시 결심했어

요. 내가 갈 때, 나는 엘시처럼 갈 거에요! (간주) 요람에서 무덤까지 길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카바레에요, 오랜 친구여. 인생은 카바레에요, 

오랜 친구여. 인생은 카바레...”를 부른다. 

그녀가 점점 목소리에 힘을 빼다가 노래를 멈추고 침묵하면서 고개를 숙

이면 엠씨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도 고개를 숙인다. 음악도 없이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엠씨가 목까지 깃을 올렸던 검은 가죽 코트를 벗기 시작한

다. 그가 옷을 벗으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자 관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코트를 벗자 그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노란 

별과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분홍색 삼각형이 왼쪽 가슴에 그려져 있는 유대

인 강제수용소 유니폼을 입고 있다.120) 조금 전 터져 나왔던 웃음이 무색

하게 극장 안에는 침묵만이 감돈다. 엠씨는 홀로 “환영합니다”의 한 소절

인 “또 봅시다! 또 봐요...(Auf Wiedersehen! A Bientot...)”를 읊조리듯 부

르더니 한 손을 든 채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고 전기 철조망에 몸을 던진 

것처럼121)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고개를 꺾어 앞으로 늘어뜨린 자세를 취

한다. 극의 마지막에 무대는 수용소가 되었고 엠씨는 유대인이면서 동성애

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엠씨의 수용소 복장에 유대인과 동성애자의 상징

이 함께 있는 것은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이나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엠씨와 함께 무대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모습은 모르는 척 외면하는 대중을 형상화한 것으

로 보인다. 

1966년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사를 하지 않았던 에른스트가 1993년의 

엔딩에서는 샐리, 슈나이더, 슐츠와 함께 나란히 등장해서 “독일인이라면 

이해할 겁니다.”라고 했던 것은, 지배적 사상을 상징하는 인물과 피지배자

에 해당하는 인물이 모두 소수자의 앞에서는 다 같은 가해자이면서 침묵으

120) 1993년도 엠씨의 수용소 복장에는 노란 별과 분홍색 삼각형 외에 붉은 별 모양도 

있다가 1998년 버전에서부터 사라진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별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자로 몰려서 탄압받은 사람들로 역시 소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

인다.

121) Miranda, Lundskaer-Nielsen, Directors and the new musical drama,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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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1966년 버전에서 나치를 상징

하는 인물 유형이었던 에른스트는 멘데스 버전에서 소수자를 핍박하는 선

동의 주체로도 치환된다. ‘독일인이라면 이해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당

신이 다수에 속하는 이성애자라면 성 소수자를 억압하는 나의 행동을 이해

할 것이다’라고도 해석된다. 

1993년의 ≪카바레≫는 1966년 공연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연 당시의 

관객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실로부터 소재와 주제를 찾았다. 멘데스가 

각색한 버전이 처음 상연되었던 1990년대 유럽은 문화적 예외와 문화다양

성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122)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다

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국가 간의 소통과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인식이 전환되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소수집단의 네트워크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성 

소수자 운동의 형태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

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고 특정 공간에 모이기 시작

했으며 집단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성 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현상이

다. 유럽을 비롯한 북미, 남미, 아시아의 일부 국가 그리고 미국 등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제도 등이 잇따라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69년 스톤월 항쟁123)에서 출발

한 급진적 성 소수자 운동이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양성화하기 시작하였

고 성 소수자와 그 지지자들을 겨냥해 상품을 파는 ‘핑크 경제’124)도 이때

부터 크게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를 향한 대중들의 편견은 크게 줄지 않았고 

성 정체성과 관련한 편견과 차별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

122) 박동준, ｢유럽연합의 문화통합과 문화적 예외 그리고 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

5(2010): 59-99, 67~74.

123)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은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인을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6일 동안 성 소수자들이 경찰과 충돌을 벌였던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 급습에 맞서 동성애자 집단이 스톤월에서 자발적으로 데모를 일

으켰다. 1960년대 미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대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124) 남녀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서비스업, 기업, 출판, 유흥업체 등을 말하는데, 동성연

애를 어느 정도 비난하지 않는 서구 문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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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카바레≫의 공간적 배경인 독일과 1993년 멘데스 버전이 

상연되었던 장소인 영국의 경우를 보아도 명확하다. 지금은 성 소수자 인

권 문제에 관해 유럽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과

거 제2제국과 히틀러의 제3제국 시절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 175조

에 근거한 억압 정책을 고수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멸망한 이후인 

1950년대에는 오히려 제3제국 시기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175조를 

위반했다고 판결받았다. 해당 법의 효력은 1950년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으

며, 1968년 동독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되었고 1994년 통일 독일에서 완전

히 삭제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1974년부터 1991년에 걸쳐 실시된 조사

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0% 정도는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이지만 동성

애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도 그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

다.125) 영국은 오랫동안 청교도 윤리가 강한 위세를 떨쳤던 곳이고 동성애

자 사형 법률이 1861년까지 존재했던 국가였으나 유럽의 전반적 분위기에 

맞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 소수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9년에 조직된 영국 최대의 LGBT 단체 스톤월(Stonewall)은 정치성을 

띤 성 소수자 운동을 전개하였고, 1990년에 설립된 단체 아웃레이지

(Outrage)도 동성애자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26) 2013

년 2월에 이르러 동성결혼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전통적 보수층이 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성 소수자 관련 문화는 하위문화의 일부로 치부되고 있다. 이처럼 

성 소수자들의 인권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편적 인권

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동성애 혐오는 종교적 박해와 깊이 

맞물려 그 역사가 매우 길다. 12세기 십자군 전쟁은 이교도와 이단자를 탄

압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까지 함께 단죄했으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에 동성애자를 포함시켰던 것을 거쳐 현재에 이

르기까지 보수적 기독교의 전통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127) 아직도 70개 

125) Michael Bochow, “Einstellungen und Werthaltungen zu homosexuellen Männern 

in Ost-und Westdeutschland,” In Aids, eine Forschungsbilanz, ed. Cornelia Lange, 

115-128 (Edition Sigma, 1993).

126) 정희라, ｢영국 의회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 논쟁｣, �통합유럽연구�

13(2016): 117-142, 122.

127)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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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나라가 동성 간의 접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성애가 형벌

과 사형 집행의 이유가 되는 현실 속에서 LGBT128)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유명무실한 법 제도와 국가의 묵인 아래 가

족이나 친지의 직접적 처벌이 자행되는 지역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멘데스의 ≪카바레≫는 소수자에 대한 공적인 억압과 일반 대중들의 비

난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실을 관극하고 있는 이들이 깨닫게 함으로써 소수

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프린스 버전의 엠씨

가 지배 세력으로서 대중을 억압하는 주체를 상징했다면,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극이 전개되는 동안 다양한 역할과 상징을 거쳤지만 종국에는 대중

으로부터 억압당한 소수자를 상징하면서 다수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이

것은 대중의 대중 억압을 뜻한다. 프린스와 멘데스의 공연은 양자 모두 다

수의 선량한 독일 사람들이 나치즘에 동조한 바로 그 방식이 관객석에 앉

아 있는 관객이 자각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같다는 것

을 깨닫게 한다. 프린스 버전에서는 그러한 자각이 나치즘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멘데스 버전에서는 마

지막 2막 7장에서 폭발적으로 관객의 각성을 유도하고 있다.

멘데스 버전에서 엠씨가 핑크색 삼각형 모양까지 그려진 유대인 강제수

용소 복장을 입고 무대에 선 순간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반전이었

다. ≪카바레≫에서 특히 이 장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다수를 

대표하는 관객이 여기에 이르기 직전까지 엠씨와 즐겁게 놀았기 때문이다. 

엠씨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매혹적이었고 성적 매력이 넘쳤으며, 양성적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관객은 그런 엠씨가 유혹하는 손짓에 따라 

그와 함께 그가 진행하는 쇼를 즐겼지만, 마지막 엠씨의 모습은 다수에 해

당하는 관객이 편견과 무관심의 태도로 일관했던 소수자이자 희생자였다. 

그에게 강제수용소 복장을 입히고 그를 처단한 대상은 그와 함께 이 사회

를 살아가는 다수, 구체적으로는 상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시간을 보

냈던 관객들이었다. 모든 관객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공모자가 된 셈이

었다. 실제 베를린의 나이트클럽처럼 꾸며진 극장 내부에서 관객은 엠씨와 

(Tajique, NM: Alamo Square Press, 2000), 23-27.

128) LGBT는 성 소수자인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

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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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멘데스의 1993년 공연 마지막 장면

(해당 영상 자료에서)

상호교류하는 카바레 손님이 되었고, 나선형 계단과 2층 공간의 객석화라

는 물리적 조건은 엠씨 역시 관객의 일부로 만들었다. 관객들은 엠씨와 같

은 현실에 있는 다수였고 엠씨는 그들 속에 함께 있던 소수였다. 

멘데스 버전의 엠씨가 성적 매력이 강조된 몸짓과 말투를 구사하고 양성적 

매력을 갖춘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능해진 변화이기도 했고, 1990년대

의 시대상과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수자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극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카바레≫의 원작자 이셔우드의 성 정체성은 

1966년 프린스의 무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1987년 리바이벌 공

연에서 클리프를 통해 처음 반영되었고 1993년 멘데스 버전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클리프의 성 정체성 변화와 엠씨의 진화는 동시대와 공명할 수 있

는 주제로 관객의 자각을 이끌고자 했던 멘데스의 의도와 맞물려 있다. 원작

자 이셔우드의 성향은 클리프와 엠씨 두 인물에게로 양분되어 발현된다. 클

리프의 삶이 이셔우드의 실제 삶의 반영에 가깝다면, 엠씨는 세상의 시선과 

다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셔우드로 대표되는 성 소수자를 투영한다. 이처

럼 엠씨는 이셔우드, 그리고 이셔우드처럼 본인의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지

향성으로 고통스러워했을 사람들을 대변해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멘데스의 ≪카바레≫는 엠씨를 통해서 타고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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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동시대적 공명을 이끄는 현실 반영 뮤지컬

본 논문은 뮤지컬 ≪카바레≫가 어떻게 공연 시점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동시대적 공감을 얻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물과 극 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뮤지컬 ≪카바레≫는 1966년 프린스가 연출하여 처음 세상에 내놓았고 

1993년 영국의 연출가 멘데스가 각색하면서 지금까지 공연되고 있는 작품

이다. 이 작품의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

화하지 않았지만, 쇼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사적 인물인 엠씨라는 존

재는 계속 변화하여 상연 시점의 시대상과 현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중심

적인 매개체로 자리잡았다. 

≪카바레≫의 선형적 장면들은 원작 소설 �베를린 이야기�의 화자이자 

작가인 이셔우드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상적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 미국인 

소설가가 바이마르 제국 말기의 베를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

하여 나치 정권의 영향력이 소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비선형적 장면들은 선형적 장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엠씨가 주축

이 되어 킷캣클럽의 공연을 통하여 노래와 춤으로 논평하면서 극의 처음과 

끝을 여닫고 양자 간의 연관성을 밀접하게 이어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뮤지컬 ≪카바레≫는 선형적 구조만으로도 단독으로 재현이 가능한 하나

의 극과 풍자적 기능과 현실 반영을 특징으로 하는 레뷰 양식의 극 하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서, 나치즘이라는 심각한 정치 

사상,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모습과 결별로 끝을 맺는 연인들의 사

실적 스토리를 기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엔터테이너가 이끄는 레뷰 양식

과 결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통합 뮤지컬의 관습이 남아 있던 1960년

대 후반 뮤지컬 장르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힘들었다. 또한 두 가지 양식이 

결합되어 있는 ≪카바레≫의 구조는 1966년 초연 이전까지는 뮤지컬 장르

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카바레≫의 이러한 특성은 

반감과 거부감을 사기 쉬웠던 사실적 내용과 현실을 굴절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엠씨의 활용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엠씨는 스토리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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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전지적 관찰자이자 진행자로 기능하고, 극 

안의 두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실과 시대상을 반영

하는 가장 중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버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프린스 버전에서의 엠씨가 중간자적 존재로 전달자 및 매개체로 기능하는 

반면 멘데스 버전의 엠씨는 중간자적 역할도 수행하지만 자신 스스로 관객

의 일부가 되어 관객도 공연 속 하나의 장치가 되도록 만들었다. 즉 프린

스의 초연에서 엠씨가 거울을 통해 관객을 극으로 끌어들인 후 ‘그 일은 

여기에서도 반복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면, 멘데스의 버전에 이르러서는 관

객을 관찰자가 아닌 참가자로 만들고 ‘그대도 이곳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

으로 진화한 것이다. 아울러 멘데스의 엠씨는 성적인 매력이 많이 부각되

었다는 특징과 함께 적극적으로 선형적 장면들에 참여하여 보조 장치로서 

기능하거나 장면 간 연결을 주도하며, 관객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진 존재

가 되었다. 이 부분은 1993년도 돈마 웨어하우스 극장 공간과 그 내부를 

베를린의 실제 나이트클럽처럼 바꾸면서 생긴 물리적 변화에 따른 것이기

도 하다. 

결국 엠씨는 본 논문에서 처음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핵심이

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작품이 계속 재공연될 수 있는 이유’이자 ‘특정 

시공간에 한정된 고정적 스토리를 공연 당대의 시사성과 연결시켜 극을 이

끄는 힘’이면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된 연출 장치’

이다. 각 버전이 공연될 때마다 현실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과 지배

적 이데올로기가 엠씨를 통해 반영되면서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일원

으로서의 관객들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 세계의 민낯과 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연출가에 의해 상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

바레≫라는 작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진짜 모습이다. 

이 작품은 나치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베를린에서의 인물들의 삶을 

다룬 고정적 이야기를 통해 상연 시기의 사회 현실을 일차적으로 반영한

다. 이것은 그 당시 베를린이 정치,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서 특수한 상황

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바이마르 말기의 베를린처럼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는 인종 차별, 세대 간 갈등, 명분없이 지속되던 베트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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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등으로 불안한 시대였다. 프린스는 독일의 나치즘이 단계적으로 발전하

는 양상을 무대 위에 재현하면서 나치즘이 대표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가 대중의 침묵과 동조 속에서라면 1960년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라

도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엠씨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작품의 고정적 스

토리에서 발현되는 지배 권력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와 ‘다름’에 대한 편견

은 1993년 멘데스 버전의 상연 시점에서는 그 시대의 소수자 차별 문제와 

맞물려서 다시 활용된다. 1990년대는 ‘다양성’의 개념이 확산되고 인터넷

의 발달과 보편화로 성 소수자들의 연대가 수월해지면서 그들의 인권 운동

이 활발해졌던 때이다. 멘데스 버전의 마지막 장면은 소수자의 대표인 엠

씨가 희생되는 연출을 통해 관객들 모두를 소수자를 차별하는데 일조했던 

다수로 만든다. 과거 권력의 주체가 국가와 지배 집단이었다면 이제는 ‘다

수’라는 이름의 대중이 일상에서 지배적 권력을 휘두른다. 다수의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억압의 대상이 된 소수들의 비참한 현실은 수십 년 전 나치

즘으로 희생당했던 이들의 고통과 기실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할 때와는 다르게 집단 속에 있을 때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기 쉬우며, 책임의 분산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거나 아예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의 실체

는 사라지고 집단이라는 이름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만 남는다. 이런 패

턴으로 역사는 반복되었고 고통의 내용만 바뀌어서 희생자가 양산되었다. 

1966년의 ≪카바레≫는 다수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인류 역사에 오점

으로 남은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스토리 속의 

등장인물들은 지배적 정치 이데올로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

가 있다고 주장한다. 슈나이더는 하숙집 운영이 허가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했고, 샐리는 삼류가수로서의 경력이나마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베

를린에 남았다. 슐츠는 유대인 태생일지라도 본인이 엄연한 독일 국민이기 

때문에 무탈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에른스트는 독일 사람이라

면 나치가 지배하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 변명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나마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대중을 의미했던 이 인물들의 침묵이 프린

스의 무대와 멘데스의 무대에서 확연히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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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을 살아갔던 대중들의 침묵이 베를린의 그 시절을 만들었고 프린스

가 ≪카바레≫를 처음 연출했던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불안에 대

한 침묵으로까지 이어졌다면, 멘데스의 엠씨를 둘러싼 침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다수의 무관심과 선입견이 내포된 침묵이다.

1993년 ≪카바레≫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던 무대를 에워싼 관객석에

서 존재했던 침묵은 관객 스스로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서 오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멘데스의 엠씨는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

은 소수의 희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한다.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별 고민 없이 대세를 따르는 일은 흔한 

현상이다.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주류에 편승하면 질책을 받을 일도 

거의 없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대중의 행태는 진

실을 가리는 편견을 조장하게 되고, 대중의 무비판적인 동조는 소수가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멘데스 버전의 관객들이 극의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 엠씨와 함께 쇼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죄책감조차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연 내내 가장 바

빴고, 제일 많이 관객을 웃겼으며, 사실상 그 날 저녁 공연의 실질적인 주

최자였던 엠씨는 유대인이자 동성애자였고 그 이유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

다. 바로 관객으로 대표되는 대중들의 편견과 무관심이 그를 죽음에 이르

게 한 것이다. 

멘데스 버전은 대중이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이 세상에서 쉽게 소외되고 

제거되는 사실을 엠씨와 등장인물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

었다. 엠씨는 스토리가 흘러가는 선형적 장면에 수시로 등장했지만 등장인

물들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극의 끝 부분에서는 엠씨의 손짓

을 따라 무대에 올라왔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마지막 모습조

차 외면하였다. 그래서 멘데스의 엠씨는 정말로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망

아지처럼 종횡무진 무대를 뛰어다니고 야한 복장으로 킷캣클럽 멤버들과 

음흉한 춤을 추거나 능글맞은 웃음과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나치즘을 조

롱하기도 했던 그가 수형복을 입고 하얗게 분칠한 얼굴로 “다시 봅시다, 

다시 봐요.”라고 말하고 전기 철조망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매우 슬프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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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바로 우리들, 대중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이다. 그를 바라보았던 모

두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멘데스 버전의 결말은 다수에 해당

하는 그 누구라도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이 작품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소수를 

소수로 몰아가는 이유도 시대마다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에 동조했고 그 결과로 희생자가 양산되었던 현실, 그리

고 편견과 무관심에 의한 다수의 침묵이 소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현실. 

이것들은 단지 무대 위에서 순간적으로 극화되었다가 사라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했고 지금도 실재하는 사회 현실의 단면들이다. ≪카바

레≫의 무대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충격적일 정도로 적나라하게 관객

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카바레≫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겼다. 1966년 프린스 버전은 나치즘의 부상을 불러온 다수의 

침묵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했고, 1993년 멘데스 버전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 히틀러를 조롱했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히틀러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몇십 년 후 ≪카바레≫의 엠씨는 지금의 ≪카바

레≫가 반영하고 있는 폭압을 새로운 ‘구시대의 유물’로 삼고 있을지도 모

를 일이다.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공연되었던 이 작품의 버전들을 이렇게 연

결해서 바라볼 때, 프린스와 멘데스가 각자 자신의 상연 시점에서 표현했

던 시류와 현실은 단지 경고와 고발에 멈추지 않는다. 이 작품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맞이할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가 권력을 가진 지배자에 의해서만 주도되었다는 편견을 여지

없이 깨트렸다. 뮤지컬 ≪카바레≫는 대중 의식의 성장이 그만큼 역사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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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usical 

≪Cabaret≫’s Techniques That 

Reflects Reality

- focusing on the characters and the structure 

of the play -   

Hyoin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looks into the way how the musical ≪Cabaret≫ 

reflects the social reality when it was performed, centering on the 

character and the structure of a pla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Harold Prince's 1966 original ≪Cabaret≫ 

version and Sam Mendes's 1993 reinvention version. This study 

examined the fact that a story set in a specific time and spac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public, and the MC connecting and 

integrating the two structures function as devices to reflect the 

work's social reality. Furthermore,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inner elements of the work itself form the basis for maintai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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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ty of the work.

Chapter 2 goes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ng ≪Cabaret≫ from 

Christopher Isherwood’s original novel �Goodbye to Berlin� into a 

new musical genre under the direction of Prince. Next, it examined 

four versions that had a relatively significant meaning in the 

performance history of the work and finally, it looks at the 

sequence of steps that Mendes had undertaken for the reinvention 

version, in which he sought fundamental changes in theater space 

and stage.  

≪Cabaret≫ combines linear and nonlinear structures. The linear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book musical form is where the 

characters’ story unfolds, while the nonlinear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revue style is where the epic character MC performs the 

show. In Chapter 3, the content aspects of the work, which have 

remained unchanged, were analyzed. The analysis is based on a 

story set in late Weimar Republic Berlin, which has a wide range of 

issues throughout society, and the type of major characters that 

have characterized the majority of the public and their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MC is participating 

in linear scenes to project the play's reality.

Chapter 4 focus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lay and 

the formal aspects of the work, while studying how the MC is used 

as a device reflecting the times. Through the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two MCs are unifying the play. The difference is that the 

Prince version of MC unifies the play between the boundaries of the 

two structures, while the Mendes’s MC doing it by relatively freely 

crossing the two structures. Also, if the Prince version of MC 

symbolizes the dictator in relation to the theme of the work, the 

Mendes version of MC is a symbol of the public. They are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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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lay an important role reflecting society at the time of ≪Cabaret≫

performance. Prince's ≪Cabaret≫ warns that if public apathy and 

connivance continue, a totalitarian ruling ideology represented by 

Nazism may repeat and Mendes’s ≪Cabaret≫ is accusing the 

minority of misery arising from the apathy and prejudice of the 

majority of the public.

This study shows that ≪Cabaret≫ is a real-life reflection musical 

that uses the inner elements of a play to inspire contemporary 

sympathy and that MC is especially an important theatrical device 

which presents changing zeitgeist and society. Based on the analysis 

and findings from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Cabaret≫ is a 

work with the potential and value to be performed continuously 

through the years.

keywords : reflection of reality, Emcee, Harold Prince, Sam Mendes, 

≪Caba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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