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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뮤지컬에서 노래가 드라마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분

리의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뮤지컬의 구조와 근본적 원리를 규명하려 

한다.

  19세기 오페라에서는 요소들의 통합성을 중시하였고 이는 말과 음악

이 하나로 결합하여 드라마를 전달해야한다는 원칙을 의미했다. 그 영향

은 20세기에 나타난 뮤지컬에 대한 분석에까지 이어졌고 1990년대까지

도 뮤지컬에 대한 평가는 통합성에 기준을 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뮤

지컬은 극중 인물들이 대사를 하다가 노래와 춤을 시작하고, 이 장면이 

끝나면 다시 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구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의 보드빌이나 레뷰처럼 짧은 공연들이 한 프로그램을 이루

었던 공연들에 기원을 두고 있어 뮤지컬에서 노래와 드라마의 결합은 드

라마에 다양한 노래와 춤 양식이 삽입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

서 뮤지컬은 통합보다는 분리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뮤지컬에 

있어서 분리에 대한 연구는 통합에 비하여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인식하에, 통합보다는 분리의 원리에 따라 뮤지컬을 분석하려 하였

다.

  노래가 드라마와 결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에

서는 극에서의 시간과 ‘노래의 시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관객은 실제 삶

에서 시간을 연속적인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허구인 극의 시간도 연

속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래에는 대사와는 다른 음악

적 시간성이 있다. 노래에서 달라지는 시간성은 관객에게 드라마의 연속

성이 단절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의 변화는 시간뿐 아니라 인

물과 장소를 포함한 차원의 변화이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은 드라마의 

일부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노래는 그 활용에 따라 드라마를 보충하고 

돕거나 그 차이를 강조해 드라마와는 다른 것을 전달할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고 하겠다.

  이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2장에서는 기본적인 연극 시간의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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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의 시간’을 정의한다. 연극에서의 시간은 공연이 상연되는 물리적인 

시간인 ‘무대의 시간’과 이야기가 서술되는 허구의 시간인 ‘무대 밖의 시

간’, 혹은 ‘드라마의 시간’으로 나뉜다. 드라마의 시간은 극의 서술에 따

라 달라지지만, 언제 시간의 연속을 벗어나는지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 그러나 음악극에서의 ‘노래의 시간’은 구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무대의 시간’을 T, ‘무대 밖의 시간’을 t라고 하

면 음악극에는 t에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

를 기본적인 드라마의 시간인 t1과 변화한 시간 단위인 t2, 즉 ‘노래의 

시간’이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정밀히 살피려 한다.

  3장에서는 오페라에서 통합을 추구한 양상을 고찰한다. 오페라에서의 

통합은 그 출발에서부터 중시되었다. 오페라는 처음부터 극 전체를 음악

으로 포섭하려 하였고 희극 오페라 시기에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사이

의 분리가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이를 비판하고 통합을 지향

하였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나타난 바그너의 악극은 음악극에서의 통

합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극 중

에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사이의 음악적 차이를 줄이며 양자를 연결하

였다. 그 결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노래 속에서 사랑을 이루고 결합하

며 현실에서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두 

사람은 노래 속에서 현실의 시간을 한없이 지연하지만 이 시간은 겉보기

에 그들의 현실의 시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노래의 시간 속에서 일어

난 환상도 현실인 것처럼 전달된다. 이 극에도 여전히 분리는 있지만, 

t1과 t2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숨김으로써 관객이 이를 혼동케 하는 효

과를 얻는 것이다. 분리를 숨기고 노래가 드라마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

때의 오페라에서 지향한 통합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뮤지컬의 구조와 노래를 분리의 원리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통합 뮤지컬의 정립 후에도 뮤지컬에서는 대사와 노래가 전환되는 교차

가 일어나고 노래들이 끼어드는 특성이 유지되었다. 노래가 외부로부터 

동원되는 뮤지컬에서, t1과 t2사이에는 더 거리가 생기며 이 사이를 연

결해야하는 관객의 인지가 자극된다. 이 거리는 단순한 교차로서 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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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으로 전환되는 즐거움을 줄 수도 있으나 다른 가능성 역시 지니고 있

었다. 작곡가 바일이 예견하였듯이, 뮤지컬에서는 노래가 드라마로부터 

떨어져 나와 작가적이거나 주제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뮤지컬에서는 다양해진 노래의 기능들이 노래가 드라마에 거리를 두면서 

그 표현 가능성이 확장된다. 또한 노래 내부의 AABA 형식은 자체적인 

완결성을 띠며 드라마의 진행 중에 노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 결

과 어떤 노래든 극에 삽입될 수 있는 뮤지컬은 변화하는 노래들을 쉽게 

수용하며, 극과 노래의 결합에서 새로운 표현을 계속 획득한다.

  5장에서는 통합 뮤지컬과 비-통합적인 뮤지컬들의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한다. <오클라호마!>는 통합 뮤지컬의 시작으로서 인물의 감정을 전

하고 드라마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노래들을 활용하였지만 노래의 분리를 

드러낸 뮤지컬의 구조를 정립한 의의가 있다. <카바레>는 카바레 무대

에 특정 시대의 노래를 집합시키고 별도로 선형적 서사를 둔 이중적 구

조를 보이며, <암살자들>은 비선형적이며 파편화된 플롯을 각각의 파편

화된 노래와 결합한 구조를 보인 사례이다. 또한 <스위니 토드>는 선형

적 서사에 파편화된 노래가 각각 결합한 경우로서 선형적 서사에서도 노

래가 인물의 감정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거리를 둘 

수 있게 하였다.

 뮤지컬에서는 t1과 t2사이에 나타나는 교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관객

은 그 교차에서 인과 관계를 인식하기 위하여 더 바쁘게 사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t2가 t1에 대하여 보이는 관점에 따라, 관객은 극의 의미를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다. 드라마와 거리가 멀어진 노래들은 드라마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 쉬워진다. 여기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들어

온 노래들은 드라마 외적인 배경을 가지며, 그 결과로 드라마와 중첩되

며 사건을 강화하거나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드라마를 

보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t1과 t2 사이의 균열을 통해 관객

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다.

  결국 어떠한 플롯에서도 뮤지컬의 노래가 가지는 분리적 속성은 인물

이나 드라마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뮤지컬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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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의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따른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는 t1과 t2 사이의 분리와 교차라는 뮤지컬의 구조를 통하여 관

객의 인지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조는 

뮤지컬이 현재까지 새로운 주제를 받아들이며 변화할 수 있게 만든 동력

이다. 뮤지컬에서의 ‘분리’는 뮤지컬이 지금까지 주요한 음악극 장르가 

되게 한 고유한 원리이며 앞으로도 이 장르가 시대에 따라 발전할 수 있

는 가능성이라 하겠다.

주요어 : 분리, 통합, 뮤지컬의 구조, 드라마의 시간, 노래의 시간, 
비-통합 뮤지컬

학  번 : 2012-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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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뮤지컬의 구조 안에서의 노래에 주목하여 뮤지컬에서 노래

가 드라마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뮤지컬의 근본적 

원리를 규명하려 한다.

  뮤지컬은 극중 인물들이 대사를 하다가 노래와 춤을 시작하고, 이 장

면이 끝나면 다시 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대사와 노래 

사이의 교차와 반복은 서양 음악극1)의 역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정착

한 형식이다. 뮤지컬 이전의 주요한 음악극인 오페라에서는 ‘말’2)과 ‘음

악’3)이 극 전체에서 통일성 있게 결합한 구조를 추구하였으며 말로 대

사를 하는 것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오페라에서 ‘통합’ 혹은 ‘통일성’은 

그 발생부터 추구되었으며 극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음악과 말이 결합

하여 드라마4)를 전달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특히 19세기 이후 오페

라에서는 이 경향이 더욱 강해졌고 음악극의 연구에서도 ‘통합’이라는 

가치가 더 중시되었으며 이는 곧 음악이 드라마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5) 

1) 한국에서 “음악극”이라는 용어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포함하여 창극과 실험적인 극에 이
르기까지 음악에 중요한 비중을 둔 극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통
용되는 대로 음악과 말이 함께 드라마를 형성하는 공연들을 통칭하여 음악극으로 부를 
것이며, 영문표기로는 “music theater”에 해당함을 밝혀둔다.

2) 본고에서는 대사, 가사, 현실에서의 언어 등 모든 음성기호로서의 언어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서 ‘말’을 사용하려 한다.

3) 본고에서는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 일정한 법칙과 형식을 가진 음과 소리의 개념으
로서 ‘음악’을 사용하려 한다. 사람의 목소리도 이처럼 일정한 법칙을 따랐을 때에만 음
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드라마는 극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음악극에서 말이나 음악을 넘어 인물
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극 내부의 텍스트를 언급하기 위해서도 ‘드라마’라는 용어를 사
용할 것임을 밝힌다. 

5) 오페라 학자인 커먼(Joseph Kerman)은 19세기와 20세기의 음악극에 미친 바그너의 영
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작곡가는 드라마 작가(dramatist)가 되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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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은 말과 음악의 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특성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뮤지컬의 고유한 원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뮤

지컬의 분석은 1990년대 이전까지도 주로 작품의 소개나 역사적 정리, 

짧은 비평들에서만 이루어졌고6) 분석의 방향이나 원리에 대한 관점 역

시 통합성에서 출발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뮤지컬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의 보드빌(vaudeville)7)이나 레뷰(revue)8)같은 형태의 대중

적인 공연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연들은 여러 개의 독립된 공

연들을 이은 형태로서 노래, 토막극, 춤, 기예 등의 짧은 공연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었다. 이때의 상업적 공연들이 점차 플롯(plot)을 

갖춘 것이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라 불렸고, 여기에서 진지한 

내용까지 다루도록 발전한 것이 현재의 뮤지컬이라 할 수 있다. 뮤지컬

의 대사와 노래 사이의 전환은 레뷰와 같은 19세기의 대중적 공연 형식

작곡가의 힘이 드라마의 ‘통합성(integrity)’을 결정한다. Kerman, Joseph, Opera as 
Drama: Fiftieth Anniversary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 
21.

6) 제프리 블록은 1990년대 이전의 뮤지컬 연구에 대하여, 뮤지컬에 관한 책들이 대체로 
수많은 뮤지컬 작품을 다루면서 작품에 대한 사실들, 가십, 비평만 간략히 제공했으며 
음악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드라마적 맥락 안에서 노래가 어떻게 가사와 상호작용하는지
를 밝히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있다. Block, Geoffrey, Enchanted 
Evenings: The Broadway Musical from 'Show Boat' to Sondheim and Lloyd 
Webber,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2009, p. ⅹⅲ 참조.

7) 보드빌은 원래 프랑스에서 15세기에 시작된 노래와 곡예, 독백으로 이루어진 공연이었
으며 18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경 보드빌은 스크리브, 라비슈 등에 의해 지적
인 부분이 결여된 가벼운 희극이 되었다. (파비스, 파트리스. 『연극학 사전』, 신현숙, 윤
학로 역, 현대미학사, 1999, p. 186 참조.) 뮤지컬이 영향을 받은 것은 미국으로 건너간 
보드빌이다. 미국에서 보드빌은 다시 다양한 기예나 노래, 토막극 등을 선보이는 형태
로 대형 주점 등에서 공연되었으나 공연 기획자인 토니 패스터(Tony Pastor)가 극장에
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여성 관객이 올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건전한 공연으로서 장수하
며 성공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보드빌은 서사가 강화된 공연으로서 발전하지는 못했
지만 그 번성은 뮤지컬이 보드빌에서 상연되던 노래와 춤 양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
다. Knapp, Raymond. The American Musical and the Performance of Pers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 62 참조.

8) 레뷰는 원래 ‘시사풍자극’을 의미하는 불어로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처음 공연되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초기에는 특정한 주제가 
없었으나 점차 하나의 주제를 갖춘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1930~4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아직도 공연되고 있다. 시트론, 스티븐. 『뮤지컬: 기획·제작·공연의 모든 것』, 
정재왈, 정명주 공역, 미메시스, 2007, p.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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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며 이는 뮤지컬의 기본적 특성을 통합보다는 ‘분

리’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음악극에서 통합과 분리는 극의 구조 내에서 말과 음악이라는 근본적

으로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드라마를 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특성으로, 

그 결합에 대한 다른 해결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말과 음악의 결합은 

극 내부에서는 말과 음악, 즉 대사와 노래의 문제로 나타난다. 일차적으

로 ‘노래’에서 말과 음악의 결합은 이루어지지만, 극을 전달할 때 대사로

서의 말이 노래 사이에 또다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극에서의 대사와 노

래는 더 복잡한 문제를 포함한다. 인물이 현실에서의 말과 유사한 대사

를 통해 극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노래를 부를 때 극의 허구는 흔들리

게 된다. 이는 말과 음악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드라마에 생기는 균열

이며 이에 대한 해결은 음악극의 구조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대사와 노래가 교차할 때 생기는 이질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에서의 연속적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극의 시간은 허구이지만 

관객은 현실에서 인지하는 연속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사건들의 인과관계

를 이해해나간다. 그런데 대사와 노래는 각기 다른 시간성을 띤다. 대사

는 말의 시간성을 따르므로 관객 현실에서의 시간성과 유사하다. 반면, 

노래는 가사에 이미 시적 언어로서의 운율과 고저가 있으며 여기에 음악

이 결합하여 분명한 음악적 시간성을 띠게 된다. 음악에는 강박과 약박

이라는 분절된 시간단위의 구조가 있으며, 음악적 리듬과 함께 템포, 화

성 진행과 조성 변화, 형식 구성, 모티브 전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음악적 시간성을 형성한다.9) 관객들의 현실에서의 시간

은 기본적으로 말의 시간성과 더 유사하기 때문에, 관객은 인물이 말할 

때를 기본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인물이 노래할 때를 이질적 시간으로 

9) 오희숙은 음악에서의 ‘리듬’과 ‘템포’가 “독자적인 시간적 질서의 원칙 및 형상의 원칙”
으로서 음악적 시간성을 구축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17세기 이후 형성된 전통적인 작곡
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20세기 이후의 음악에서 규칙적 주기성을 깬 작곡에서는 새
로운 시간의 형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오희숙, 「음악적 시간성의 변화에 대한 미학적 연
구-20세기 후반 이후 음악에 나타난 시간성 개념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49, 
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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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 쉽다. 

  그러므로 극 안에서 노래가 나타날 때, 극에서 대사로 형성한 허구의 

시간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변화를 겪는다. 이때 극중에서 인물들이 노

래하는 동안의 시간을 극의 시간과 구분하여 ‘노래의 시간’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은 극중 대사를 통해 전달되는 시간성과는 달리 

음악적 시간성을 지니며, 관객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노래 부분은 종종 기초적인 허구로서 익숙한 극중의 

시간을 깨고 다른 시간적 차원에서 드라마를 진행하는 것처럼 전달된다. 

이로 인해 대사가 노래로 전환되거나 노래가 대사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극의 허구에 균열이 생긴다. 이 균열은 드라마를 진행하던 시간이 변화

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노래가 극에 균열을 내며 진행 중인 

드라마가 가상임을 드러내는 지점이며 극중에서 노래의 ‘분리’가 드러나

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에서 진행되던 사건의 시간성과

는 구분되는 기초적 단위로서 ‘노래의 시간’을 언급할 것이지만, 이는 시

간뿐 아니라 장소와 인물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단위임을 밝혀두려 한다. 

극중 인물이 처한 가상적인 현실의 시간이 변화할 때 인물의 현실을 구

성하던 세계의 질서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첨예한 갈등의 순간이나 죽음

을 목전에 둔 순간에 인물들이 노래를 시작하면 위기나 죽음은 지연된

다. 이때 노래를 부르는 동안의 장소 역시 조용히 인물의 노래를 들어주

는 곳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래가 특정한 장소를 표

현하는 선율이나 리듬을 가져올 때 극중 장소는 그 음악과 관련된 곳으

로 변화한다. 인물 또한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다른 인물이 된다. 연인을 잃고 비탄에 빠진 주인공이 그 감정을 유려한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에서라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음악극에

서 대부분의 노래는 숙련된 기교가 있어야만 소화할 수 있으며 이 특성

은 대개 극중 인물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극중 인물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인물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음악극에서 ‘노래의 시간’이 가져오는 변화는 사실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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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속한 차원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래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진행을 돕거나 방해할 가

능성을 모두 지닌다. 노래는 대사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인물의 내면

을 전달하고 사건이나 정서를 보충할 수 있다. 반대로 노래는 인물이 처

한 현실을 깨고 거리를 두며 다른 관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노래는 

드라마와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다른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음악극이 주제를 표현하는 방향은 달라진다고 

하겠다. 이 선택에서 오페라가 주로 노래의 분리를 숨기고 노래가 드라

마를 뒷받침하게 하려 한다면, 뮤지컬은 노래의 분리를 겉으로 드러내고 

노래가 드라마에 거리를 두고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볼 

수 있다.

  오페라는 시작부터 극중의 대사까지 음악과 결합하여 노래와 대사 사

이의 분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식

이 ‘레치타티보(recitativo)’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보다는 말의 고저장

단을 더 중시하며 극 중 대사에 해당하는 말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양식

이다. 오페라 중에서도 18세기 무렵의 희가극에서는 레치타티보를 바꾸

어 말에 더 가까운 음악을 사용하거나 때로 음악 없이 대사로만 장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벌어진 부퐁논쟁(La Querelle 

des Bouffons)은 말과 음악의 통합을 지향한 오페라의 방향성이 굳건하

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19세기에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의 작품에 이르면 말과 음악의 통합은 더욱 철저히 추구되

고 실현된다. 그의 작품에서 노래는 극 전체에서 강력하게 드라마를 이

끌도록 활용된다. 바그너의 작품을 비롯하여 통합을 추구한 오페라들은 

음악극에서 말과 음악이 고도로 통합되었을 때 어떠한 드라마가 형성되

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뮤지컬에서는 대사를 말로 전하면서 분리를 드러낸다. 뮤지컬에

서는 대신 대사와 노래 사이의 연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노래를 시작하는 

도입부들을 사용하고, 극중에 삽입되기 용이한 노래의 형식과 종류들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극의 일부가 된 노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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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연결되어 사건을 이어가면서도 노래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을 드러내는 이중성을 띤다. 뮤지컬 형성 초기의 뮤지컬 코미디

에서는 드라마의 전달이 빈약하였지만 1940년대에 ‘통합 뮤지컬

(integrated musical)’이 등장하며 뮤지컬에서 노래들이 드라마와 잘 연

결되며 대본과 결합한 형식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구조상의 분리를 드

러내면서도 드라마와 결합하는 노래의 법칙들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레치타티보가 없는 것 이상의 변화를 뮤지컬에 가져온다. 각각의 

노래들이 개별적으로 극에 삽입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과거의 음악 형

식뿐 아니라 발달하는 대중가요의 형식들을 극중에 계속해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통합 뮤지컬이 정립된 후의 뮤지컬들에서는 

노래가 분리되어있는 구조 내에서의 더 다양해진 노래와 드라마의 결합

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뮤지컬이 어떤 표현의 가능성

을 지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극에서의 분리 대 통합의 문제에서, 통합이란 말과 음악이 기본적

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지향이며 통합된 구조가 전혀 없다

면 분리 역시 개별적 나열이나 집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페라에서 

보이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교차적 구조에도 노래의 분리는 내재되어 

있으며, 뮤지컬에도 통합이 선행되어야 얻을 수 있는 분리의 효과가 있

다. 그러나 오페라에서 추구하던 통합의 원칙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것에 비해, 뮤지컬에서 강화된 분리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

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뮤지컬뿐 아니라 음악극의 역사에서도 

주요한 기저의 원리였던 분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래의 분

리가 뮤지컬의 드라마에 가져오는 효과를 중심으로 뮤지컬의 구조와 원

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통합 뮤지컬의 시초로 여겨지는 <오클라호마! Oklahoma!>(194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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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을 때, 미국의 비평가들은 뮤지컬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

가해 환호한 반면10) 에릭 벤틀리(Eric Bentley, 1916-2020)는 비판적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이 엇갈린 평은 당시 음악극에서의 말과 음악의 

결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벤틀리는 『사색하는 극작가 The 

Playwright as Thinker』에서 “드라마가 순수 음악이나 순수 무용의 추

상적 특성을 띨 때, 그것은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니며 절충적으로 드라마

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과 결합하려고 할 때, 언제나 드라마가, 

언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한다.11) 그는 뮤지컬인 <오클라호마!>의 

언어가 약하다고 평가한 반면, 바그너의 작품에서는 바그너가 가급적 많

은 드라마를 음악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언어가 약해지는 것을 막았다고 

보았다.12)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그너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가 보기

에, 바그너가 시도한 음악에 의한 드라마는 적절치 못한 것이었으며 각

각의 예술영역을 흐릴 뿐 통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수단으

로 드라마를 전달한다는 개념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13) 그러므

로 그가 <오클라호마!>에 가한 비판은 첫째로는 그 작품이 통합성을 지

향한 것에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그 방식이 바그너를 단순히 따라한 것으

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벤틀리의 비평에서 보듯 뮤지컬에서의 통

10) <오클라호마!>는 2248회 연속 공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공연 첫 날의 비평은 열광
적이었다. 당시의 평가에서는 이 공연이 대단히 매력적이며 미국 뮤지컬에 있어서의 발
전이고, 이야기와 음악, 인물, 안무 등 모든 것이 “한 극작품에 녹아들었다(all melded 
into a theatre piece)“는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Jones, John Bush. Our musicals, 
ourselves: a social history of the American musical theatre, Waltham, Ma: 
Brandeis University Press, Hanover;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3, p. 141-142 참조.

11) “When drama takes on the abstract character of pure music or pure dance 
it ceases to be drama; when, as a compromise, it tries to combine the 
abstract with the concrete it is invariably the drama, the words, that suffer.” 
Bentley, Eric. The playwright as thinker: a study of drama in modern times,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7, p. 283.

12) 위의 책, p, 284.
13) 그는 “음악에 의한 드라마(drama by means of music)”라는 공식이 때때로 편하지

만, 오페라의 가능성은 언어로 전하는 극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을 모두 드라마
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바그너가 예술 사이의 진정한 차이를 
얼버무리고 한 가지 (예술의) 작업이 다른 것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고 상상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위의 책, p.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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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오페라에의 어설픈 지향이나 불완전한 시도로 인식되곤 했다. 이 

당시에도 뮤지컬에 있어서는 19세기 오페라에서부터 이어진 음악극에서

의 통합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으며 그 외의 원리에 대한 파악은 부족했

다고 할 수 있다.

  음악극에서 통합을 벗어난 원리를 먼저 제시한 것으로는 베르톨트 브

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의 서사극(Episches Theater) 이론

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930년대에 바그너적 통합에 반대하면서 음악극

에서의 노래의 ‘분리’를 주장하였고, 작곡가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과 함께 서사적 음악극의 이론을 실천하였다. 그는 노래가 

극에 끼어들 때 노래로의 전환을 겉으로 드러내었고 노래가 드라마의 전

달을 돕는 것 외의 역할을 하게 했다. 노래가 극중 진행되고 있는 사건

에 거리를 두고 극의 상황을 논평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관객이 드라마에

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브레히트와 바일

이 제시한 음악극에서의 노래의 분리에 대한 관점은 통합을 중시하던 당

대 음악극의 풍토 속에서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브레히트는 뮤지

컬의 전신이기도 한 20세기 초의 대중적인 공연의 노래들을 활용하였으

며, 그의 파트너인 바일이 미국에 망명한 후의 활동에서 초기 뮤지컬의 

성립기에 영향을 주고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뮤지컬의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이론이 바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세기 후반까지도 뮤

지컬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작품의 비평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전의 주된 

음악극인 오페라가 지향하던 통합의 원리, 즉 노래가 드라마와 잘 통합

되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뮤지컬에서 통합을 기준으로 삼은 연구로서는 조셉 스웨인(Joseph P. 

Swain)이 1989년 발표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비평적이고 음악적인 조

사 The Broadway Musical: A Critical and Musical Survey』14)가 대

표적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전의 단편적인 작품정리를 벗어나 이론적인 

깊이를 가지고 작품들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기준을 오페라에서부터 

14) Swain, Joseph P. The Broadway Musical: A Critical and Musical Survey; 2nd 
Edition, Scarecrow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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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통합성에 두었다. 그는 음악과 드라마의 결합에 있어 오래된 관

점을 적용할 것임을 밝힌다. 좋은 뮤지컬의 음악은 그것이 담고 있는 드

라마를 충실히 알려야 하며, 작곡가가 드라마작가라는 것이다.15) 그는 

이 관점이 1952년 발표된 커먼의 『드라마로서의 오페라 The Opera 

as Drama』에서 매우 잘 다듬어졌다고 말한다. 제프리 블록(Geoffrey 

Block)과 같은 뮤지컬 연구자도 이 관점에 찬성하며, 커먼의 관점이 뮤

지컬에 기여한 바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통합 뮤지컬들을 중점적으로 

논한 바 있다.16) 커먼의 저서가 드라마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바그너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바그너적 

통합은 오페라 뿐 아니라 뮤지컬의 논의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7)

  이처럼 뮤지컬 연구에 있어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도 통합이 중심이

었으나 90년대에 이르면 이에 반대하며 ‘비-통합 뮤지컬들

(non-integrated musicals)’의 원리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 스티븐 밴필드(Stephen Banfield)의 『손드하임의 브로드웨이 뮤지

컬 Sondheim's Broadway Musicals』18)이 그 주요한 연구 중 하나이

다. 그는 이 책에서 통합 중심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티븐 손드

하임(Stephen Sondheim)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뮤지컬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스웨인이나 커먼같은 연구자에게서 보

이는 이전의 비평적 방법론들이 뮤지컬이 오페라를 지향한다는 전제를 

모든 뮤지컬에 너무 쉽게 가져갔다고 말한다. 그는 뮤지컬에서는 음악을 

15) 위의 책, p. 1 참조.
16) 1997년 발표된 초판본의 서문에서 블록은 커먼의 관점과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러나 그는 2009년 발표된 재판본의 서문에서는 통합 뮤지컬의 개념이 다시 진단되어야
할 필요성도 말하고 있어, 통합 뮤지컬 이외의 뮤지컬들이 발표되고 연구되는 양상에 
따라 뮤지컬 비평에 있어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Block, p. 
ⅹⅳ 참조.

17) 맥밀린 역시도 『드라마로서의 오페라』가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시대까지 비평의 공고
한 기초가 된 영향력 있는 책이라고 언급한다. McMillin, Scott. The Musical as 
Drama: a study of the principles and conventions behind musical shows from 
Kern to Sondhei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3-4 참조.

18) Banfield, Stephen O. Sondheim's Broadway Musical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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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까지 포함한 ‘노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는 오페라에

서는 음악이 특정한 관점을 영화의 카메라처럼 지휘하지만, 뮤지컬에서

는 “무대에서 종종 표현의 주체이고, 종종 드라마로 드나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자체에도 드나들 수 있으며, 드라마적으로 더 민첩하고, 

그러므로 아마도 대부분의 오페라에서보다 훨씬 더 (인간의 자기 인식의 

모델로서 기능하며) 인식론적으로 지각된다”고 지적한다.19) 그는 뮤지컬

의 노래가 오페라와 다른 면에 주목하였고, 그 예로 뮤지컬에는 “서술적 

노래(diegetic song)”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이 인물이 자신이 

노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노래로서, 통합 뮤지컬에서는 주목받지 못하

던 기능이라고 보았다.20) 이 연구와 유사한 시기인 1990년 발표된 조앤 

고든(Joanne Gordon)의 『예술은 쉽지 않다: 손드하임의 극 Art Isn't 

Easy: The Theater of Stephen Sondheim』21) 역시 뮤지컬 노래가 가

지는 다양한 기능에 주목한 연구이다.

  손드하임의 작품을 비롯한 1960년대 이후 뮤지컬들은 구조나 내용 면

에서 이전의 통합 뮤지컬들과는 달리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

보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비-통합’으로만 구분되던 뮤지컬들은 더 정확

히 정의되고 분석된다. 존 부시 존스(John Bush Jones, 1940-2019)의 

저서 『우리의 뮤지컬, 우리 자신들: 미국 뮤지컬 극의 사회적 역사 Our 

Musicals, Ourselves: A Social History of the American Musical 

Theatre』에서는 통합 뮤지컬뿐 아니라 1960년대부터 2000년대의 뮤

지컬까지를 사회적 경향과 함께 살피며 뮤지컬에 대한 분류를 새로이 시

도한다. 그는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나타난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들에 

19) “[...], music is often the subject of representation on the stage; it can 
often(...) not just move in and out of the drama but in and out of itself, and 
is more dramatically agile, perhaps therefore even more epistemologically 
aware (thus serving as a model of human self-knowledge), than in most 
opera.” 앞의 책, p. 6-7 참조.

20) 그는 이 노래가 자신이 노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에 의해 불리며, 무대 위의 다
른 인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노래라고 설명한다. 위의 책, p. 184 참조.

21) Gordon, Joanne. Art isn't easy: the theater of Stephen Sondheim, New York: 
Da Cap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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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마틴 고트프리드(Martin Gottfried)가 제시한 콘셉트 뮤지컬

(concept musical)22)이라는 개념에 반대하며 ‘콘셉트’라는 단어가 너무

나 광범위하여 <오클라호마!>와 같은 통합 뮤지컬도 아이디어가 있으므

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며 당시의 뮤지컬들을 더 정

확히 정의하려 하였다. 그는 새로 나타난 작품들을 60년대의 “쟁점중심 

뮤지컬(issue-driven musical)”23)과 70년대 이후의 “파편화된 뮤지컬

(fragmented musical)”24)로 분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재정의와 재분류를 통해 통합 뮤지컬 이후 분리적 특성이 더 드

러난 형식의 뮤지컬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레이몬드 냅(Raymond Knapp)은 『미국 뮤지컬과 국가 정체성의 형

성 The American Musical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

y』25)에서 뮤지컬의 초기 정립과정을 정밀히 살피며, 과장적인 노래와 

춤 장면이 가져오는 이중적 인식의 효과가 뮤지컬의 중요한 정체성임을 

22) 이 용어는 연극 평론가 고트프리드가 1979년에 뉴요커 지(New Yorker magazine)에
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손드하임의 <컴퍼니 Company>를 설명하기 위해 콘셉트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플롯보다는 아이디어나 인물이 극을 이끌어가는 뮤지컬
(more idea- or character-driven than they are plot-driven)”이라고 정의했다. 
그 뒤 이 용어를 평론계가 받아들이면서 “콘셉트 뮤지컬”이라는 분류가 일반적으로 통
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든은 콘셉트 뮤지컬이 손드하임의 뮤지컬을 위해 처음 사
용된 단어이며 손드하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본다.(Gordon, p. 7 참조.) 또한 
콘셉트가 없는 공연은 없으므로 이 용어 자체에도 애매함이 있다. 

23) 존스는 작가가 이야기나 인물이 아닌 주제나 논쟁에서 시작한 작품 뿐 아니라 사회적
이고 정치적인 주장이 플롯과 함께 무대의 중심이 되며 이야기와 분리할 수 없는 뮤지
컬들을 “쟁점 중심의 뮤지컬”로 분류한다. 그는 이러한 뮤지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가 미국에서 베트남 전 이후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미국 젊
은이들과 흑인, 신  좌파(New Left)와 히피, 반전운동과 여성인권운동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정부와 공공제도, 사회 현실을 바꾸려는 목소리가 높아진 시기였다고 분석한
다. 그는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1965), <카바레 Cabaret>(1966), <셀
러브레이션 Celebration>, <1776>(1969), <헤어 Hair>(1967) 등의 작품을 “쟁점 중심
의 뮤지컬”로 분류한다. Jones, p. 237 참조.

24) 존스는 ‘자기 중심주의 세대(Me Generation)’의 분열적이고, 내면으로 향하는 관점을 
지닌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공동체의 감각을 전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파편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극들을 ‘파편화된 뮤지컬’로 칭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극들이 자기
중심적인 관객들이 자신을 여러 관점에서 비추어보게 한다고 말한다. 위의 책, p. 270 
참조.

25) Knapp, Raymond. The American Musical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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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국가적 필요성과 결부하여 뮤지컬이 발달한 과정

을 추적함으로써 뮤지컬의 내적 동력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그는 뮤지컬

의 기원 중 하나인 민스트럴시(minstrelsy)26)에서 찾을 수 있는 과장적 

특징이 음악을 추가했을 때 그 순간을 자연스럽지 않게 만들어서 장면을 

과장하고 인위성을 지니는 뮤지컬의 특성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미국 뮤

지컬을 지탱하는 잠재력이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뮤지컬은 이러한 

과장으로 인해 관객에게 음악이 표현하는 인물로서의 감정적 실제와 그

것을 배우나 가수가 연기하는 상황이라는 이중적인 집중을 가져온다. 그

러므로 뮤지컬에는 음악을 추가했을 때의 층위가 있고 삽입된 노래가 확

장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순간들은 주제를 더 잘 인식하거나, 작가

적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이 각각이 하나의 관점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27) 그의 분석은 통합 뮤지컬까지 포함하는 노래의 역할을 

그 근원에서 다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뮤지컬에서 노래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뮤지컬에 삽입된 노래들이 가지는 이중

성이 뮤지컬에서의 중요한 동력인 것으로 간주한다.

  ‘분리’가 뮤지컬의 주된 원리임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연구자로는 스콧 

맥밀린(Scott McMillin)이 있다. 그의 저서 『드라마로서의 뮤지컬 The 

Musical as Drama』은 커먼의 『드라마로서의 오페라』에 대응하는 제

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세기의 오페라로부터 넘어와 뮤지컬을 재단했

던 통합성 중심의 관점들에 반대하고 뮤지컬이 드라마로서 가지는 고유

한 미학을 찾으려 한다. 그는 통합 뮤지컬의 원칙이 제대로 진단되지 않

았다고 지적하면서, 뮤지컬에서는 대본과 넘버들 사이, 노래와 춤 사이, 

춤과 대사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에서 재미가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가 

26)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공연되었으며 백인이 흑인 분장(black face)을 하고 
흑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쇼이다. 흑인의 노래, 흑인풍의 노래나 춤을 중심으로 하였으
며 토막극이나 잡다한 기예를 덧붙이는 일도 많았다. 민스트럴시는 흑인을 희화화하였
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스트럴시는 백인들이 흑인들의 노래와 춤을 공
연함으로써 재즈를 미국에 대중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특히 음악에 있어 뮤지컬에 
영향을 미친다. Stearns, Marshall W. The Story of Jazz, Revise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09 참조.

27)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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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통합되었다고 주장되는 뮤지컬들에서도 그 핵심적 재미는 넘버

들의 분리에 있으며, 결국 뮤지컬이 가지는 미학은 ‘차이’와 ‘반복’에 있

다. 그는 또한 뮤지컬에는 두 종류의 시간, ‘대본의 시간(book time)’과 

‘가사의 시간(lyric time)’이 있는 것으로 보고, 뮤지컬에 있어서의 노래

가 가지는 층위를 시간을 기준으로 대별한다. 그는 가사의 시간은 플롯

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지연시키며, 지연된 노래 속에서는 반복이 일어난

다고 말한다.28) 이렇게 삽입된 가사의 시간은 플롯 외에 노래와 춤의 반

복이라는 또 다른 질서가 존재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레뷰로부터 온 

뮤지컬에서 ‘분리’의 원리는 바로 벤틀리가 통합 뮤지컬에 부족하다고 

보았던 “사회적으로 연관된 극(socially relevant theatre)”이 될 잠재력

이라고 그는 평가한다.29) 맥밀린이 제시한 ‘가사의 시간’과 ‘대본의 시

간’의 개념은 노래와 드라마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에서의 분리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이 관점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그는 인물과 오케스

트라 등 다면적으로 뮤지컬을 분석하고 있기에 뮤지컬의 구조나 ‘가사의 

시간’에 대한 고찰은 직관적이고 간략한 편이다. 또한 그가 말하는 ‘가사

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음악적 층위까지 말하기 어려우며 가사는 대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나누어 설명하기에 모호한 면이 있

다.3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을 비롯한 음악극에서 가사와 음악

이 결합한 ‘노래’와 말로 된 ‘대사’ 부분이 각각 음악과 말의 시간성을 

띠며, 그 차이가 드라마의 시간에 분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 ‘노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가사의 시

간’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고 이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뮤지컬에서의 분리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로는 밀리 타일러(Millie 

Taylor)의 저서 『뮤지컬, 사실주의와 엔터테인먼트 Musical Theatre, 

Realism and Entertainment』31)가 있다. 그는 뮤지컬을 사실주의와 엔

28) McMillin, p. 8 참조.
29) 위의 책, p. 14 참조.
30) “book”은 뮤지컬의 대본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뮤지컬 외의 음악극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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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테인먼트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는 ‘심리적 사실주의’를 따르는 것으

로 통합 뮤지컬을 꼽고, 통합 뮤지컬은 발화와 노래와 춤에서 이 사실주

의를 이어가려 하지만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여러 난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뮤지컬 구조에서는 장면으로부터 분리된 노래 각각이 

플롯이나 인물의 다른 측면이 드러나게 하므로 뮤지컬에서의 부족한 사

실주의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가 ‘엔터테인먼트’에 기댄다고 보는 것

은 연행자와 관객 사이에 여러 가지로 거리를 둔 다른 뮤지컬들이다. 콘

셉트가 강한 극들은 음악과 서사 혹은 가사를 병치하고, 인물과 연행자 

사이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서술이나 합창 등으로 소외를 일으키기도 한

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장치들은 연행자와 이를 읽는 사람들의 “심리

적 연속(psychological continuity)”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통

합 뮤지컬의 사실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며, 형식의 다양성은 그것이 어떻

게 관객을 즐겁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

한 뮤지컬들에서는 통합에만 기대는 것 대신, 병치, 반영성, 패러디, 소

외 등이 고려되며 이것이 곧 뮤지컬의 엔터테인먼트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란 관객이 능동적으로 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에 가까우며, 그는 이것이 뮤지컬이 그 구조상 기댈 수 

있는 핵심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다.32) 그의 관점은 노래의 ‘분리’가 어

떻게 관객의 인지를 활성화시키고 극에 효과를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뮤지컬 연구들에서는 뮤지컬의 근본적인 원리

를 분리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노래와 춤’ 장면이 극에 다른 층위를 더

하는 것이 뮤지컬 고유의 특성임을 주장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국내

에서는 주로 2010년 이후로 손드하임의 작품에 대해 분석한 논문 등에

서 통합성 이외의 특징을 연구한 경우가 있으나 뮤지컬 장르 전반의 원

리를 연구한 경우는 아직 드물거나 뮤지컬 자체의 역사나 맥락에서 접근

31) Taylor, Millie. Musical Theatre, Realism and Entertainment, Ashgate 
Publishing, Ltd., 2012.

32) 앞의 책,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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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높아지는 뮤지컬에 대

한 연구의 빈도에서 볼 때 뮤지컬의 고유한 원리를 연구할 필요는 분명

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짧은 공연 장면들의 혼합에서 탄생한 뮤지컬에서 ‘통합’은 일관

성을 가지는 음악극으로서 선취되어야 하는 가치였지만, ‘분리’ 역시도 

뮤지컬의 출발점이자 핵심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노래의 분리가 겉

으로 드러나는 뮤지컬을 통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벽히 통합되지 못

한 지점들은 뮤지컬이 오페라를 따르려했지만 그보다 못한 장르로 평가

받게 하는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분리에 대한 인식은 뮤지컬 작품들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뮤지

컬을 중심으로 분리와 통합의 원리를 살펴보되, 통합 뮤지컬이나 오페라

와 같이 통합이 주요한 가치였던 작품들에 대해서도 분리의 관점을 포함

하여 분석하려 한다.  

  극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뮤지컬에서의 ‘분리’가 극에서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선형적인 플롯에서 극의 시간은 

보통 연속적으로 서술되지만, 뮤지컬에서의 노래는 그 연속적인 시간질

서를 변형하며 균열을 일으킨다. 관객은 자신의 실제 삶에서 시간을 연

속적인 것으로 인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극의 시간도 연속성을 바탕으

로 인식한다. 이때 달라지는 시간성은 드라마로부터의 분리된 것으로 인

지되며 이때의 변화는 드라마의 기초적 연속성의 변화로서 인물과 장소

를 포함한 차원의 변화로도 확장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생각할 것은, 뮤지컬에서 노래라는 구조적인 분리가 존

재하더라도 그 활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뮤지컬의 구조에 ‘분리’가 

내재된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이지만, 이 시간은 이야기와 인물

에 기초하고 있으며 드라마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때 이것이 드라마에서 

그 균열을 강조하는지, 혹은 드라마를 보충하고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는 더 섬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맥밀린이 지적하듯 

<오클라호마!>에도 구조상 노래의 분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 극이 분리

를 이용하여 사회적인 비평을 시도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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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서는 분리된 노래의 활용이 드라마에 대하여 어떤 방향성을 취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각의 노래가 극 내부에서 드라마와 연결될 때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를 

작품 내에서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연구는 분리와 통합의 핵심으로서의 ‘노래’가 드

라마에 삽입되는 뮤지컬의 구조를 극의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파악하

려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본적인 연극 시간의 차원에서 ‘노래의 

시간’의 특성을 먼저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뮤지컬에 선행한 주요한 

음악극인 오페라에서의 통합 양상과 함께, 오페라의 드라마에서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 구체적인 결합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바그너의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4

장에서는 뮤지컬의 노래에 있어서의 ‘분리’가 어떻게 뮤지컬에서 구조화

되었는지를 살피고,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이 어떻게 기능하며 드라마와 

결합하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5장에서는 통합 뮤지컬과 비-통합적인 뮤

지컬들의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노래의 분리가 극 내에서 어떻게 작

용하며 관객에게 인지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래의 시

간’이 음악극에서 가지는 층위를 분석함으로써, 뮤지컬의 내적 원리와 

관객에게 일어나는 인지적 효과를 규명하려 한다.

  본 연구는 뮤지컬의 구조와 원리를 노래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노래의 

분리적 성격에 그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보고, 통합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부족하였던 ‘분리’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나 분

리 중 어느 한 쪽의 논리가 더 우월한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래

의 분리가 내재한 구조가 뮤지컬 뿐 아니라 음악극 전체에 어떠한 가능

성을 부여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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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악극에서의 노래와 시간

  2.1. 극의 시간과 ‘노래의 시간’

  연극과 음악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되는 예술이다. 그러나 

이때 시간이란 정의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연극과 음악에서 사람

이 인지하는 시간은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주

관적인 시간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시간을 정의하기란 어렵지만, 여기

에서의 시간은 음악학자인 토마스 클립턴(Thomas Clifton)이 말하듯이 

“시간은 사람들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건 사이의 관계이다.(Time is a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 events they perceive)”33)라고 

제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인지는 주관적인 것이며 사건의 

인과에 따라 인식된다. 관객은 공연을 볼 때에도 현실에서의 시간을 모

방한 허구로서 제시되는 극의 시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지만, 다음에는 

극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인과를 연결하며 보게 된다. 극에서 허구는 

대체로 관객들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말을 모방한 대사로 진행된다. 그런

데 음악극에서는 이 사건 사이의 연결에 ‘노래’라는 다른 시간적 질서가 

존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악극에서의 ‘노래’는 극의 시간 속에 있

지만 가사라는 운문으로 되어있어 말과는 달리 운율과 리듬과 고저가 있

으며 음악 형식과 결합하여 음악적 시간성을 띤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 별개의 시간성은 유지된다. 관객이 순서대로 인지하던 사건 사이에 

끼어드는 노래라는 이질적인 시간의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

가는 자연히 음악극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관객이 어떻게 극의 시간과 ‘노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시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극은 

33) Clifton, Thomas. Music as Heard: A Study in Applied Phenomenology, Yale 
University Press, 1983,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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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실제 상연시간에 해당하

는 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관객이 극을 보는 물리적인 시간이다. 파

비스(Patrice Pavis)는 『연극학 사전』에서 이 시간을 ‘무대의 시간

(temps scénique)’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 시간은 무대에서 극이 펼쳐지

는 상연 동안의 시간으로 연속되는 현재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연

대기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동시에 지속에 대한 관객의 주관적 감각과 심

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34) 관객이 극 안의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은 ‘체험된 사건적 시간(관객이 참여하는 

시간)’35)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무대 밖의 시간(temps 

extrascénique)’으로, ‘드라마의 시간’, 혹은 ‘연극 시간(temps théâtral)’

이라고도 한다.36) 이 시간은 이야기가 서술되는 허구의 시간으로, 극의 

구성에 따라 자유로운 길이와 진행이 가능하다. 이 시간은 허구의 시간, 

서사적 시간, 재현된 세계의 시간, 텍스트에 의해 묘사된 시간37) 등으로

도 표현되며 그 다양한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극에서의 서술에 따라 시간

이 변화할 수 있다. 이 시간은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오가는 대서사시일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일생이나 한 가족의 연

대기일수도 있고, 압축된 24시간일 수도 있다. 이 시간은 대체로 측정되

는 상연시간보다 길지만 드물게는 상연시간과 일치하거나 짧을 수도 있

다. ‘무대 밖의 시간’은 무대에서 보이는 것 외의 시간을 포함하며, 현실

을 모방하지만 가상의 시간이기에 ‘무대의 시간’에 속해있으면서도 가변

적인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신현숙은 “이 허구의 시간은 이야기상의 지

시를 통해 구조화된 시간이며, 실재 시간의 구조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

에서 사실임을 가정하나 동시에 실재 시간의 구조들로부터 벗어나는 시

간이기도 하다”38)라고 설명한다. 드라마의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4) 파비스, 파트리스. 『연극학 사전』, p. 249 참조. Pavis, Patrice. Dictionary of the 
Theatre: Terms, Concepts, and Analysi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8, 
p. 409 참조.

35) 신현숙, 『희곡의 구조』, 미학과 지성사, 1990, p. 157 참조. 
36) 파비스, 위의 책.
37) 신현숙, 위의 책.
38) 신현숙, 위의 책,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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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연속적 시간을 모방하여 진행됨으로써 관객이 이 시간의 규칙

을 믿고 따르게 한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은 현실의 시간을 모방할 뿐 

현실의 시간은 아니므로 인물이 겪는 사건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

니라 극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축약될 수도 있다.

  보통의 연극에서, 이 드라마의 시간은 노래의 개입 없이 연속적으로 

흐른다. 막과 장 사이의 중단을 제외하면 어디에서 시간이 축약되거나 

확장되는지, 언제 시간의 연속을 벗어나는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다. 그러나 음악극에서는 구분이 가능한 ‘노래의 시간’이 있어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노래의 시간’은 양식적으로 반복되며, 다른 

시간성을 보이며 연속성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때 관객은 이 균열을 연

결하여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며, 그 연결에 실패한다면 몰입이 

깨지고 극의 가상적 세계를 의심할 수도 있다.

  음악극에서의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시간의 연속체

를 벗어난 단위이며, 양식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으로서 인식이 가능하다. 

관객이 극을 보고 있는 극의 진행 시간인 ‘무대의 시간’을 T,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밖의 시간’을 t라고 하면 음악극에는 t에 구분이 가능한 

두 개의 시간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차이에서 오는 구

조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드라마의 시간을 t1, 거기에서 시간이 도약

하거나 압축되는 등 변화되는 것이 구분 가능한 단위를 t2, 즉 ‘노래의 

시간’이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한다. 뮤지컬에서 대사로 

진행하는 부분은 t1에 해당하며 이는 연극에서의 드라마의 시간과 같지

T: 극의 실제 진행 시간

t1: 드라마의 시간, 허구의 시간

t2: t1 중 확장되고 도약하는 시간
무대 밖 

무대

[표 1] 극 중 노래의 시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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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노래하는 동안의 시간인 t2는 t1과는 구분된다. t1과 t2는 모두 드라

마의 시간에 해당하며 t1 중에도 시간의 압축이나 도약이 있지만, t2는 

시간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른 시간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끝

나는 구간으로서 분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간대의 존재는 음악극이 노

래가 없는 연극과 구분되는 점이다. 

  ‘노래의 시간’처럼 드라마의 시간이 변화하고 유지되는 부분이 음악극

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래가 극중에 삽입되지 않은 극이라 해도 

시적인 독백이나 방백 등에 특별히 할당되는 시간이 있으며, 이때는 시

간적 연속이 끊어지며 사건이 벌어지던 시간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 시간 역시 t2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노래의 시간’이 극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햄릿>에서 햄릿이 숙부를 찌르기 전 독백으로 길게 고민

하는 시간은 극이 진행되던 속도로 보면 과도하게 긴데, 이는 인물의 내

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진행을 잠시 멈추거나 느리게 하고 한 순간

을 길게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간은 극중 서사가 연속체적인 

시간질서를 이루는 t1이 아니라 햄릿이 지각하는 한 순간이 확장된 것으

로서 t2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예로 <페드라>에서 머릿속으로 품

은 비밀스러운 정념을 고백하는 페드라의 대사는 하인에게 말하는 대답

이지만 사실상 독백에 가까우며 그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시적이며 정련

된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도록 할당되어 방해받지 않는다. 이 시간 역시

도 그녀가 처한 극중 사건의 흐름을 멈추고 그녀의 내면의 추상적인 감

정을 보여주는 별개의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들에서는 

대사에도 음악적 리듬이 실리며 시적인 언어에 가까워진다. 기초적인 언

어의 리듬과 속도가 달라지는 동안 이 시간은 사건에서의 시간적 연속을 

떠나 다른 시간성을 보인다. 변화하는 언어의 리듬과 시간성은 이처럼 

고전적인 연극의 시간에서도 활용되어 온 요소라 하겠다. 이 변화에 힘

입어 진행되던 이야기는 멈추거나 한없이 느려지며, 어떤 결정적 순간은 

무한히 증폭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은 현실적 시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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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다. 이 시간에서는 

인물의 생각이나 인물 감정의 상태 혹은 변화 등이 전달될 수 있다. 이

를 통해, 극은 인물의 외적 행동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인물의 내적 상

태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인물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사건의 의미

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노래가 인물로부터 뻗어 나온 감정과 생각의 

확장으로서 드라마를 보충하는 기능이다.

  드라마의 한 순간을 확장하고 인물 행동의 이면을 설명하는 것은 t2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음악극에서의 ‘노래의 시간’ 역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극에서의 노래는 연극에서의 t2보다 드라마에 큰 변화

를 가져온다. 노래에는 음악이라는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음악적 시간

성은 강화되며, t1에서 서술된 시간과 t2라는 시간 사이의 균열은 한층 

더 두드러진다. 또한 ‘노래의 시간’은 일정한 비율로 극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리성은 전체 극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확장된다. 뮤지컬에서 t1과 t2의 교차에서 생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균열은 이 장르의 핵심이 되는 구조이자 원리가 되며, t2는 t1과의 관계

를 통해 드라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t2는 

기본적인 드라마의 보충 외에, 고정적인 시간으로서 존재하면서 극 전체

에서 작용하며 그 역할을 확장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2.2. ‘노래의 시간’의 반복과 극의 구조

  뮤지컬에서 t2는 t1과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 

반복이 곧 극의 구조가 된다. 즉 뮤지컬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단절되거

나 변화하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래의 시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음악극들에도 내재된 특성이다. 극의 시간에 삽입되는 

‘노래의 시간’ 동안 인물은 t1에서의 연속적이고 인과적인 시간성을 벗

어나 활동할 수 있다. 이때 ‘노래의 시간’은 t1과는 다른 음악적 속도의 

개입으로 인해, t1의 흐름을 변화시키며 t1이 형성한 허구의 시간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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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이 있다. t2는 t1에서 형성한 허구의 시간을 벗어나 또 다른 허구

의 시간을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구조에서 노래가 시작되는 순

간과 끝나는 순간에 생기는 균열은 모두 t1이 형성한 질서를 깨고 관객

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드라마에 균열을 낼 위험

성 또한 지닌다. 게다가 t2는 반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때문

에 이 시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전체 드라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t2의 내용은 t1의 사건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의 시

간’은 여전히 t1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노래의 시간’은 독백이 그러

하듯이 드라마의 진행 중에 잠시 전면에 나서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t2는 t1에 대하여 중첩되

는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t2는 기본적으로는 t1에서 뻗어 나와 인물의 

행동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을 강화하고 설명할 수 있다. 반

대로, t2는 t1에서 뻗어 나왔더라도 다른 시간성을 지니므로 그 상황에 

대하여 조금 떨어져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t1과 t2의 결합은 

반복되기 때문에 각각의 균열점에서 t1과 t2의 결합방식도 매번 다르게 

T: 극의 실제 진행 시간

t1: 드라마의 시간, 허구의 시간

t2: 노래의 시간

무대 밖

무대 위

⬀ ⬊ ⬀ ⬊ ⬀ ⬊ ⬀ ⬊ ⬀ ⬊ ⬀ 

[표 2] 음악극에서의 노래의 시간의 반복

t1
t2

[표 3] ‘노래의 시간’의 교차에서 발생하는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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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될 수도 있다. 서로 화합할 수도, 충돌할 수도 있는 이 두 질서의 

교차는 뮤지컬을 포함한 음악극들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구조이다. 음악

극에서 관찰되는 t1과 t2의 반복과 교차는 성격이 다른 두 텍스트, 말과 

음악이라는 두 요소가 한 가지 드라마를 전달하는 데 있어 이중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내재한다.

  t2가 t1에 적절히 연결되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관객은 t1과 t2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인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관객은 자신이 살고 

있는 T라는 시간을 연속적인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극을 볼 때도 t1

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연결하며 그 인과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t1에서의 사건이 잠시 멈추어지고 시간의 질서가 t2로 바뀌면, 관

객은 이 두 시간대 사이를 연결해서 그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t2는 관객의 이러한 인지적 노력에 따라 여전히 드라마와 연결될 

수 있으며 혹은 관객의 인지적 재구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사가 종종 노래와 춤으로 전환되는 뮤지컬에 있어, 

t1과 t2 간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인지작용은 t2에서의 내용

에 따라 다양하게 자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레뷰처럼 t1의 시간성이 아예 존재치 않거나, 

t1과 t2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인과를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관객

이 재구성에 실패할 위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극의 목표가 t1에서의 드

라마에 관객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라면 t2의 차이는 최대한 숨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t2이 t1에 어떻게 연결되며, 사건에 대하여 어떤 역할

을 할 것인가는 음악극에서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이때 t1까지 음

악으로 포섭하여 t1과 t2 사이의 분리를 숨기면서 t1과 t2가 최대한 일

치하여 선형적 서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페라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구조상의 분리를 드러내고 t2의 개별

성을 유지하면서 그 차이에서 오는 전환을 활용한 사례가 뮤지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오페라는 뮤지컬의 전신으로서가 

아니라 t2를 활용하는 방향에 있어서 드라마와 노래의 일치를 추구한 장

르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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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떻게 t1과 t2를 일치시키며, 이를 통해 어떤 드라마를 전달하는

지를 먼저 파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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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페라 구조에서의 노래

  3.1. 레치타티보를 통한 통합성 추구

  오페라는 그 시작에서부터 말과 음악의 화합을 지향하고 극 전체를 음

악적 질서로 통일하려 하였으며 이 지향은 오페라의 역사에 계속해서 영

향을 주었다. 오페라에서는 극 전체에서 음악이 거의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노래의 시간’이 명료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음

악의 질서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 아리아나 합창 등과 구분되는 레치타

티보는 사실상 대사에 가까운 부분이며 오페라에서 말을 대신하여 드라

마를 전개하는 바탕이다. 주로 대화를 전달하며 사건을 전개하는 레치타

티보는 인물들이 사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t1에 가까우

며 드라마상의 인물에게는 대사를 대체하는 부분이다. 특히 일부 희극 

오페라에서 레치타티보 부분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체되기도 하였다는 것

은 오페라에서 레치타티보가 t1의 질서에 대응하는 부분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에는 약한 음악적 질서가 있지만 이것은 

극의 바탕이 되는 시간이며 그 위에 아리아나 합창과 같은 ‘노래의 시

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오페라에도 노래의 분리는 있

으나, 음악적 질서 안에서 그 차이를 줄이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오페라에서 통합성을 추구한 것은 드라마를 통해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레치타티보를 비롯한 오페라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든 연구단체는 16세기 말 피렌체의 귀족 문인 모임인 카메라

타 피오렌티나(Camerata  Fiorentina)39)였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대

39) 카메라타는 이탈리아어로 ‘동호회’ 혹은 ‘사교모임’이라는 의미이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문화 운동을 전개하려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는데, 카메라타 피오렌티나는 그 중 피
렌체의 바르디 백작(Giovanni de' Bardi, 1534-1612)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었다. 시인 
리누치니(Ottavio Rinuccini, 1562-1621), 타소(Torquato Tasso, 1544-95), 작곡가 
야코포 페리(Jacopo Peri, 1561-1633)와 에밀리오 데 카발리에리(Emili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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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인 통속극을 대신할 모범적인 극으로 그리스 비극에 주목하였고, 이

를 자신들의 시대에 되살리려 하였다. 그리스 비극은 공연되지 않은 지 

오래였으므로 그들은 그리스 비극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음악

극을 고안하였다. 『시학』에서는 디튀람보스(dithyrambos)와 송가

(nomos)와 비극과 희극을 “율동과 노래와 운문을 모두 사용하는 예술”

로 꼽고 있으며40) 피리의 취주나 키타라의 탄주 등을 언급하고 있어 반

주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 반주가 어느 범위까지 말과 결

합하였는지는 논의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리스 비극은 전체가 운문이었

지만 노래라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낭독이었는지 노래였는지는 명확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그리스 비극을 편집한 학자인 메이

(Girolamo Mei, 1519-1594)는 극 전체가 노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

지고 있었고 이 견해는 카메라타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회원이었던 바르

디에게 전해졌다. 바르디 역시 『시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

(catharsis)’41)라는 강렬한 감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인물들이 경험하는 

것을 관객이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정화였는데42), 그는 이러한 반응은 

시만으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며 노래를 통해 기적적인 효과를 냈

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즉, 행동이나 노래, 춤 사이에 음악을 넣는 것

이 아니라, 음악이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43) 그러므

로 대본의 모든 부분은 음악과 결합하여야 했다. 레치타티보는 말과 음

Cavalieri), 줄리오 카치니(Giulio Caccini, 1545경-1618), 가수이자 류트 연주자인 빈
첸초 갈릴레이(Vincenzo Galilei, 1527-1591) 등이 주요 참여 인물이었다. 세광음악출
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용어사전』, 1986. p. 106 참조, 박을미, 『서양음악사 
100장면 1:고대의 음악에서 바로크 음악까지』, 가람기획, 2001, p. 198 참조.

40)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문예출판사, 천병희 역, 2002. p. 30.
4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역자 천병희는 카타르시스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이상 설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고 덧붙이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보아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정화’를 의미
한다는 윤리적 견해와 ‘감정적 배설’을 의미한다는 의학적 견해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위의 책, pp. 49-50 참조.

42)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석은 다음 책의 서술을 따른 것이다. Abbate, Carolyn. & 
Parker, Roger. A History of Opera, WWNorton & CoInc, 2015, p. 43 참조.

4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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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음악의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결합을 위해서는 드라마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작곡이 

필요했다. 당시 유행하던 마드리갈(madrigal)도 가창을 위한 작곡법이었

지만, 가사의 의성적 묘사나 시각적 묘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44) 카

메라타는 이를 비난하고 극에서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작곡법

을 개발하려했다. 이를 위해 갈릴레이는 가사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가사 

전체가 지닌 감정 상태가 고려되는 한 차원 높은 선율의 표현 개념을 주

장한다. 음악에서 가장 우아하고 중요한 부분은 가사에 의해 표현되는 

영혼의 개념이며, 모든 가사에는 그것에 꼭 맞는 선율과 리듬이 한 가지

씩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처럼 극의 대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전하고 감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 음악과 비슷한 짜임

새로 돌아가 연극조로 낭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를 

위해 카메라타의 작곡가인 줄리오 카치니와 야코포 페리가 고안한 것이 

모노디(monody) 양식이다.45) 모노디는 통주저음(通奏低音)46)이라는 간

단한 형식의 반주가 따르는 단선율의 노래로, 가사와 감정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표로 했다.

44) ‘가사 그리기(word painting)’나 ‘눈-음악(eye-music)’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사 
그리기’는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산으로 오르다”라
는 가사의 경우, ‘산’에는 높은 음이 붙고 ‘오르다’에는 상행하는 선율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태양’, ‘하늘’ 등은 높은 음으로, ‘땅’, ‘바다’, ‘죽음’ 등은 낮은 음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눈-음악’은 가사의 의미를 실제 소리와는 상관없이 외관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기법으로, 예를 들면 밤이나 어둠 등에는 검은 음표를, 빛이나 밝음을 나
타낼 때는 흰 음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마드리갈이 연주회용 음악이기보다는 작
곡가나 연주자들 자신이 즐기기 위한 음악이었음을 시사한다. 박을미, p. 169 참조.

45)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모노디 양식의 음악은 카치니가 1602년에 출판한 『신음
악 Le Nuove Musiche』이라는 가곡집이다. 이 가곡집은 통주저음의 반주를 가지는 모
노디 양식으로 작곡된 아리아와 마드리갈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책, p. 199 참조.

46) 통주저음은 극히 축소된 간단한 형식의 반주로서 저음 성부에 간단한 베이스가 주어지
고, 화성의 보충은 반주자의 즉흥연주에 맡겨진다. 솔로 성부가 쉬는 동안에도 저음 성
부는 계속해서 연주한다고 하여 통주저음(thorough bass) 또는 계속저음(basso 
continuo)이라고 하며,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반주의 화성은 베이스 선율 위에 나와 있
는 숫자에 따라 연주되므로, 숫자저음(figured bas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의 책, 
pp. 199-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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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모노디가 비교적 단순한 선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감정적

인 표현 이외에도 극에서 필요한 사건을 전개하고 정보를 전달할 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곡법이 필요했다. 카치니와 페리는 이 양식을 

‘스틸레 라프레젠타티보(stile rappresentativo)’라고 칭했고, ‘스틸레 레

치타티보(stile recitativo)’로도 알려진 이것은 더 간단한 통주저음 반주

에 맞춘 선율로, 불협화음까지 사용하며 말을 표현한 양식이었다.47) 이

것이 현재의 레치타티보로서, 오페라는 처음부터 레치타티보를 통해 대

사에 음악을 입힘으로써 t1과 t2의 분리를 숨기고 전체가 노래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레치타티보는 ‘노래의 시간’이 극에 가져오는 균열을 최소

화하고, 드라마의 흐름을 음악이 계속해서 표현하게 한다. 레치타티보를 

통해 사건을 음악적으로 연결하는 이 구조는 아리아와 같은 본격적인 노

래에서 인물의 고양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다.

  초기 오페라 중 악보 기록이 남아있으며 오페라의 원형이라 할 수 있

는 것은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의 <오르페오 

L'Orfeo>(1607)이다.48) <오르페오>는 노래에 있어 합창과 이중창 등 

다양한 작곡방식을 사용하여 이전 작품에 비해 다채로운 기법으로 극적

인 면을 부각시켰고 이때부터 아리아와 이중창, 합창 등의 노래부분이 

기악반주로 더욱 확실히 구분되었으며 레치타티보 역시 뚜렷하게 구조화

된다. 몬테베르디는 마드리갈에 정통한 작곡가로서 마드리갈적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말의 질서가 필요한 부분은 레치타티보에 해당하도록 작곡

하여 오페라의 형식을 이었다.49) 레치타티보는 감정이 아닌 말을 더 중

47)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 2013, pp. 147-148 참조.
48) 오페라의 시초는 작곡가 페리와 대본가 리누치니가 만든 <다프네 Dafne>(1592)와 이

어서 발표된 <에우리디체 L’Euridice>(1600)로 모두 피렌체에서 카메라타에 의해 공연
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공연들은 악보 등의 문서가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
연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위의 책, p. 151 참조.

49) 당시 피렌체와 만토바는 예술 면에서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몬테베르디는 페리의 성과
를 능가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몬테베르디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페리의 음악
작곡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페리의 영향은 <오르페오>의 구성상의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두 작품은 5막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막이 합창으로 끝나고 
장면의 설정이 3단계로 이루어진 점, 님프나 목동 및 연옥의 혼령들의 행동이 비슷하고 
은유적 존재가 프롤로그를 전달하는 점 등 구조나 인물 면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보인
다. Kelly, Thomas Forrest. First nights: five musical premieres, Y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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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방법으로서 노래의 리듬과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말보다는 노래

에 가깝다. <오르페오>의 상연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당시 청중

들에게 극 전체가 노래인 것으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음악이 가사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당시에 감상의 요체였

다.

모든 배우가 자기 파트를 노래로 할 거라니까 그 공연은 아주 특이할 거야. 

모든 면에서 큰 성공작이 될 거라고들 말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

지만 않는다면 나도 호기심이 일어서 분명 보러 갈 거야.50)

시는 관념에 있어 아름답고, 형식은 더 아름다우며, 발음은 가장 아름답습

니다. [...] 게다가 음악은 적절한 예의범절을 준수하면서 시를 매우 훌륭히 

받쳐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51)

  <오르페오>의 소재인 오르페우스 신화52)는 음악의 기적적인 힘에 대

한 찬사를 담고 있다.53) 음악의 신성을 지닌 반인반신인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되살리기 위해 저승에 데려가 연주를 통해 저승의 왕을 감

동시키고 죽음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극화되었을 때 강한 음악의 힘을 필

University Press, 2000, p. 24-25 참조. 
50) 만토바의 카를로 마뇨(Carlo Magno)가 로마의 동생 지오반니(Giovanni)에게 보낸 

1607년 2월 23일자 편지. 앞의 책, p.56 재인용.
51) 밀라노의 케루비노 페라리가 만토바의 빈첸초 곤자가 공작에게 보낸 1607년 8월 22일

자 편지. 위의 책, 재인용.
52) 이 신화는 <에우리디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70여 편에 이르는 오페라의 소재가 

되었다. <다프네> 역시 음악의 신인 아폴론의 일화이며 오르페우스는 때로 아폴론의 아
들이나 아폴론 그 자체로 해석되는 것을 생각하면, 초기 오페라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소재에 대한 강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53) 대략적인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음유시인인 오르페우스는 음악적인 신성을 지
닌 인물로, 그의 음악은 사람들은 물론 동물, 새, 심지어 나무와 바위들까지 듣고 감동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나무의 요정인 에우리디케와 사랑하여 결혼하는데, 그녀가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뱀에 물려 죽자 저승까지 내려가 음악으로 저승의 왕 하데스마저 
감동시켰고 그녀를 지상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는 에우리디
케를 데려가되 지상의 빛을 보기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지키지 못해 
그녀를 돌아보고, 결국 아내를 다시 잃고 슬픔에 잠겨 들판을 떠돌다 비참한 죽음을 맞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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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한다.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잃고 비탄에 빠지고, 그의 음악에 지하

의 영혼들이 감화되는 부분 등은 드라마의 설득력이 노래로 전달되어야 

한다. 음악을 통해 사랑을 이루고 죽음을 이기는 과정이 결국 관객까지 

노래에 감화시켜야 성공하기 때문에, 노래는 관객에게 오르페우스의 감

정을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아내를 지

하세계에 빼앗긴 오르페우스의 탄식을 표현한 비탄가(lament)는 감정표

현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탄의 노래들은 이후의 오페라들에

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오페라에서 연인을 잃고 부르는 비탄가들

은 이런 점에서 오르페우스적 탄식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오르페우스

의 비탄가는 노래에서의 감정을 통해 결말까지 바꾸는 힘을 발휘한다. 

원래대로라면 오르페우스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많은 오페

라들에서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아폴론 신의 도

움을 얻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54)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적인 결말은 죽음마저 이기는 음악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이다.

  이때 극의 구조에서 오르페우스는 ‘노래의 시간’을 이용하여 죽음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에우리디케의 죽음은 원래 인간의 힘으로 극복

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이란 인간의 유한한 생물학적 시간으로 인해 발

생하는 가장 큰 비극이다. 에우리디케의 죽음은 인물들의 현실로서 t1에 

속해있다. 그들의 사건은 현실의 유한한 시간을 모방하며 연속적으로 무

대에 펼쳐진다. 레치타티보로 전해지는 t1의 시간에서 오르페오55)가 에

우리디체의 죽음을 전해들을 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그는 절망한다. 

그런데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유한한 인물로서의 한계는 연속적 시간이 

아닌 ‘노래의 시간’에서는 극복이 가능해진다. 오르페오는 에우리디체의 

죽음을 전해들은 후 유명한 비탄가, “그대가 죽었다니 Tu se' morta”를 

54) 원래 신화에서 오르페우스는 잔인하게 찢겨 죽지만 <에우리디체>는 결혼식 축하연에서 
상연되었으므로 이 결말은 적절치 않았다. 리누치니는 오르페오가 여인들에게 찢겨죽는 
부분을 빼버리고 대신 그가 에우리디체를 돌려받아 행복하게 사는 결말로 바꾸었다. 
<오르페오>에서는 에우리디체를 돌려받지는 않지만 대신 오르페오가 신들의 자리에 가
는 것으로 끝난다.

55) 오페라 <오르페오> 내의 설명에 있어서는 오페라 대본 내의 인물 성명 표기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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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다음은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악보 1] <오르페오> 2막, ‘그대가 죽었다니’의 도입 부분

오르페오 

그대가 죽었다니, 내 사랑, 나는 

아직 숨을 쉬는데? 

그대 나를 떠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다니, 나만 

남겨지다니? 

안 된다, 혹여 내 노래에 조금

이라도 힘이 있다면 

기꺼이 심연 가장 깊이 내려가 

어둠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다시 그대를 데려와 별을 보게 

하리라 

오, 잔인한 운명이 이를 허락지 

않을지라도 

Orfeo:

Tu se' morta, mia vita, ed io 

respiro?

Tu se' da me partita

Per mai più non tornare, ed io 

rimango?

No, che se i versi alcuna cosa 

ponno,

N'andrò sicuro a' più profondi 

abissi;

E intenerito il cor del Re 

dell'ombre,

Meco trarrotti a riveder le 

stelle,

Oh, se ciò negherammi em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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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이 에우리디체의 죽음을 전해준 후 오르페오는 전령과 “맙소사, 내

가 무엇을 들었는가?(Ohimè, che odo?)” 등의 짧은 대화를 나눈다. 이 

부분은 레치타티보로 오르페오의 현실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 t1에 가까

운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양치기들의 합창은 오르페오를 걱정

하는 내용으로, 오르페오가 노래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게 한다. 

오르페오의 노래는 레치타티보나 합창과 달리 감정을 표현하는 선율의 

노래이다. 이 시간은 t2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노래의 시간’으로,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감정만을 확장한다. 

  노래 부분은 레치타티보와 달리 감정적인 표현을 중시하며 전개된다. 

곡은 느린 템포로 출발하여 가사에서 ‘그대가 죽었다니’ 부분에서는 불

협화음으로 불길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하행하는 선율은 심

연으로 내려가는 행동과 심정을 전달한다.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고음

의 밝은 선율이며, 이후 다시 하행하는 선율과 느려지는 템포로 ‘죽음의

(di morte)’에서는 최저음에 이르는 등 음악을 통해 가사의 슬픔과 비탄

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극중에서 오르페오의 노래의 목적은 음악을 통해 어둠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에우리디체를 데려오는 것이다. 현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인 

오르페오는 죽음에 맞설 힘이 없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는 현실의 자신이 

속한 시간과는 다른 시간적 질서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어

둠의 왕은 현실의 한계와 죽음 그 자체이며 그를 설득하면 죽음을 극복

할 수 있다. 오르페오는 결국 노래를 통해 어둠의 왕의 마음을 돌려 에

우리디체를 돌려받는데, 여기에는 음악의 절대적 힘에 대한 당시의 인식

이 담겨있다. 이 장면에 대해 “음악은 신성을 움직여 굴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다. 음악은 죽음 자체에 도전할 수 있다.”56)라고 돌라르는 해석한

죽음을 벗 삼아 그대 곁에 남으

리 

대지여 안녕히, 하늘과 태양이

여 안녕히, 안녕히.

destino,

Rimarrò teco in compagnia di 

morte.

Addio terra, addio cielo e sole, 

ad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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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르페오는 극 안에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의 시간’ 속에서 초월적 

질서에 있는 다른 인물이 됨으로써 기적을 이루어낸다.

  또 다른 기적은 신화에는 없지만 극에서는 가능한 일이 된다. 지옥에

서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나오다가 두 번째로 그녀를 잃은 오르페오는 다

시 한 번 애절한 비탄의 노래를 부른다. 그는 에코(Echo)를 향해 나의 

불행을 보고 있다면 “나의 모든 비탄가에 응답해달라(Rendimi tutti 

integri i miei lamenti)”고 탄원하고, 비탄가는 다시 음악의 힘을 발휘

한다. 그의 노래에 대한 응답으로 아폴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 그를 자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천상에 올려주는 것으로 극은 마무리된다.

  <오르페오>에서 ‘노래의 시간’은 오르페오의 현실에서 진행되는 사건

을 중단하고 또 다른 허구의 시간을 연다는 점에서 인물이 죽음에 맞서

게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노래의 시간’인 t2는 인물 현실의 연속적인 

시간을 벗어나 있으며 여기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노래

의 시간’은 드라마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며, 레치타티보를 통해 드

라마의 현실과 하나의 질서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르페오가 연

인을 잃는 것이 t1에서 일어나고 음악이라는 마법적 도구를 통해 t2에서 

연인을 찾아 t1으로 돌아왔을 때 인물들이 처한 현실의 죽음도 극복되는 

기적은 타당한 것이 된다. t2가 가진 별도의 질서는 오페라에서도 여전

히 그 분리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레치타티보를 통해 연결된 음악적 

질서는 분리된 시간의 층위가 하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드라마 안에서 t2

에서의 사건이 t1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로 인

해 t2는 드라마에서 인물 현실의 한계를 넘는 힘을 발휘한다. 

  돌라르는 오페라가 음악의 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음악으로 이를 표현

해야한다는 자기 반영적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

의 표상을 공연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그 효과들을 무대에 올린다.”57)

고 그는 지적하는데, <오르페오>는 그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오페라 중 하나라 하겠다. 그는 또한 오페라 자체가 시간-너머라는 성격

56) 지젝, 슬라보예. & 돌라르, 믈라덴. 『오페라의 두 번째 죽음』, 민음사, 2010, p. 28.
57) 위의 책,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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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며, 오페라가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너머의 전설적 과거

를, 환상의 시간성으로까지 고양된 과거를 제시한다고 말한다.58) 오페라

의 이러한 특성은 ‘노래의 시간’이 극 전체에서 음악적으로 연결되고 확

장되면서 타 음악극에 비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성에도 불구하고, <오르페오>의 ‘데우스 엑스 마키

나’적 결말은 이 작품이 ‘노래의 시간’ 내에서 인물의 현실은 초월했을지

라도 당시 군주제의 풍토를 초월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아폴론이

나 하데스는 신이지만 절대 권력자들을 상징하기도 한다.59) 이 맥락에서

는 비탄가에서 신들에게 구하는 자비는 절대왕정에 구하는 자비와도 연

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르페오> 이후의 오페라 공연에서도 신이나 

왕에게 탄원하여 극중 인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은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오페라에서 말과 음악의 통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

이 단일한 질서에 종속하기를 바라던 군주제의 가치관과도 연결된다. 오

르페오의 비탄가는 최종적으로 절대적 힘을 향한 탄원을 위해 쓰인다. 

그는 디오니소스적 충동에 빠졌을 때는 벌을 받아 에우리디체를 잃지만, 

아폴론적인 질서를 따르며 음악으로 탄원하였을 때는 잘못에 대한 용서

를 받게 된다. 극 안에서 말과 음악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질서를 따르고

자 한 원칙은 통일성을 중시한 당시의 미학과 관계있으며 이러한 미학의 

원인으로는 절대자에의 복속이 중요한 가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에 있어서도 ‘노래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시간성의 개입이

라는 점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지향한 것은 오페라 탄생의 기초가 된 미학이며, 이때 노래가 드라마를 

뒷받침하며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도록 활용되었음을 초기 오페라는 보여

준다. 다음에서는 오페라의 역사에서 t1과 t2의 분리가 드러난 사례와 

이에 대한 논쟁을 통해 오페라에서 계속 통합성이 추구된 양상을 고찰해

58) 위의 책, p. 23-24.
59) 당시의 여러 연극에서는 왕이나 귀족층의 자비를 보여주는 결말이 지배층을 위해 종종 

등장했으며, 실제로 왕이 이러한 역할을 무대에서 대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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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3.2. 오페라에 드러난 ‘분리’와 부퐁논쟁

  18세기에 발전한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60)와 오페라 부파(opera 

buffa)61)의 형식을 두고 유럽의 귀족층에서는 비판과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오페라 세리아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 구조가 점차 단순화되고 도

식화된 것이었다. 대사를 통한 사건의 전달은 레치타티보 부분이 맡고, 

이에 따르는 감정의 전달은 아리아가 맡게 되면서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레치타티보-아리아의 반복 구조가 고착된다. 이 시기에 발달한 다 카포 

아리아(da capo aria)62)는 A-B-A의 세 도막 형식의 반복적 구조로 노

래의 호소력을 증폭시켰고 극의 내용과 상관없이 감정을 전하기 위해 카

스트라토(castrato)63)의 기교 넘치는 발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64) 

60) 오페라 세리아는 진지한 오페라라는 뜻으로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페라 세리
아의 표준적인 형태는 이탈리아의 시인 메타스타시오(Pietro Metastasio, 1698-1782)
의 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의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나 영웅담을 토대로 한 3막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극은 언제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교대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
다. 2중창이나 3중창은 드물었으며, 레치타티보가 사건을 진행시키고 아리아가 지나간 
장면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 민은기, 신혜승, 전지호 공저, 『서
양음악의 이해』, 예솔, 2000, p. 378, p. 382 참조.

61) 오페라 부파는 오페라 세리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18세기의 희극 오페라를 의미한다. 
17세기 중엽부터 다소 지루한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을 이용하여 짧은 희극이 상연되었
고 이러한 전통에서 발전한 것이 희극 오페라의 일종인 오페라 부파이다. 오페라 부파
의 효시로 꼽히는 페르골레지(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의 <마님이 된 
하녀 La Serva Padrona>(1733)도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극(intermezzo)이었다. 위의 
책, pp. 125-126 참조.

62) 다 카포란 처음으로 돌아가 ‘fine(끝)’ 혹은 ‘페르마타’ 표시에서 끝내라는 의미의 용어
이다. 다 카포 아리아란 첫 부분이 되풀이되는 아리아를 뜻한다. 서울대학교 서양음악
연구소 편, 『Dictionary of Music』, 음악세계, 2002, p. 98 참조.

63) 카스트라토란 ‘castrate(거세하다)’에서 나온 용어로, 소프라노나 콘트랄토(알토) 음역
을 유지하기 위해 변성기가 되기 이전에 거세한 남성 가수들을 일컫는 말이다. 카스트
라토들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에 특히 이탈리아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며, 당시에는 이
들을 카스트라토라는 직설적인 명칭을 피해 무지코(Musico)라고 불렀다. 카스트라토들
은 파리를 제외한 유럽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활약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특히 
165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박을미, p. 224, p. 226 참조.

64) 카스트라토를 위시한 가수들은 극적이거나 음악적인 적합성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을 위해 아리아를 수정하거나, 새로 써넣어줄 것을 시인과 작곡가들에게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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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적이고 유려한 발성은 당시 궁정 귀족이 지향하던 귀족적인 몸가짐

과 발성에도 부합했다. 노래는 여전히 인물의 감정을 전하기 위한 것으

로, 바로 그 극장에서 노래를 듣고 있을 왕과 같은 절대자의 자비를 구

하는 것 같은 애절함도 전했다. 당시 새로 지어진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들은 지배계층에게 그들의 발아래에 자리한 피지배계층을 한눈에 만족스

럽게 조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들에게 객석과 무대는 영지의 축소판

이었다. 무대 위의 기계장치의 신이 객석의 피지배계층에게 자비를 베푸

는 모습은 현실에서의 권력자의 반영이기도 했다.65) “바로크 시대 궁정

귀족들에게, 세계는 무대였고 자신과 친구들은 그 위의 배우였다.”66) 

  그러나 인물의 감정만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구조에서, 오페라가 처

음에 추구했던 드라마와의 관련성은 점차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아리아가 공연의 중심이 되고, 드라마의 전달은 약해지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양분화는 극의 구조에서 분

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개혁 오페라의 등장은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작곡가 글루크(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는 극적 사실감이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오페라를 목표로 

하여,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기계적인 순환을 멈추고 음악과 극을 긴밀

하게 결합하려 하였다.67) 그는 초기 오페라에서 애호하던 소재인 오르페

우스 신화로 돌아가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Orfeo ed 

Euridice>(1762)를 작곡하며 음악이 드라마를 다시 충실히 전하게 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레치타티보-아리아의 반복을 벗어나 합창, 발레, 레치

타티보, 아리아의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려 하였다. 이 극에서 레치타티

경우가 많았다. 민은기, 『서양음악의 이해』, p. 379 참조.
65) 루이 14세가 실제로 극장에서 빛나는 태양왕의 모습으로 발레를 공연하기도 했던 것은 

당시 무대에서는 신적인 인물과 권력자가 서로 등치였음을 보여준다. 왕들의 관람석은 
때로 무대 위였으며, 오페라 무대의 로열 박스(royal box)는 왕족과 귀족에게 주어졌고 
1층의 객석은 계급대로 나누어졌다. Carlson, Marvin A. Places of Performance: 
The Semiotics of Theatre Architec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49 
참조.

66) John D. Drummond, Opera in Perspectiv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0. p. 142.

67) 민은기, 『서양음악사』, p. 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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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아리아는 3막에서만 전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식으로 교대하고, 1

막과 2막에서는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이어진다. 또한 유명한 

아리아인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Che farò senza Euridice”

에는 다 카포 형식이 아닌 론도(rondo) 형식이 사용되었다.68) 그는 전체

적 작곡에 있어 레치타티보에는 아리아에 가까운 반주로 즉흥적인 변형

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아리아에서는 더 단순한 음으로 둘 사이의 연결

이 통일성을 보이도록 하였다.69) 그의 일련의 개혁 오페라 작품들은 오

페라가 다시 그 통일성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오페라 세리아 이후 발전한 가벼운 오페라들에서는 분

리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 희극 오페라(comic opera)로 분류되는 이러

한 오페라들에서는 대사가 음악성을 벗어나 더 말에 가까워지면서, 노래

의 분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된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 프랑스

의 오페라 코미끄(opéra comique), 독일의 징슈필(Singspiel), 영국의 

발라드 오페라(ballad opera) 등이 여기에 속한다. 희극 오페라는 진지

한 오페라 세리아에 비해 풍자적이고 희극적인 내용과 인물을 다루었으

며 레치타티보를 사용하지 않고 노래에서는 각각의 국가의 고유한 선율

을 사용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탈리아의 오페

라 부파에는 레치타티보가 남아있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장터에서 상연되

던 전통적인 희극인 꼬메디아 델라르떼(commedia dell'arte)의 풍자적 

요소를 받아들였고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벗어나 귀족의 행태를 

풍자하거나 서민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 느린 곡으로는 빠른 대화나 재

치 있는 표현을 담기 어려웠던 탓에 준-레치타티보 양식인 파를란도

(parlando)70)를 사용하여 음악이 약화되었고71) 노래 역시 장중하기보다

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띠었다. 

68) 이경희, 「글룩의 개혁오페라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이화음악논집 vol. 17』, 2013, 
p. 14-15 참조.

69) Kerman, p. 32 참조.
70) ‘parlare(말하다)’에서 온 말로 ‘이야기하듯이 라는 뜻’. 한 마디 한 마디를 확실하게 

악센트를 붙여서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는 양식이다. 『음악용어사전』, p. 559. 
71) 김학민, 『오페라의 이해』,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p.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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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주로 향유되던 오페라 세리

아에 대한 비판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라드 오페라를 대표하는 

존 게이(John Gay, 1685-1732)의 <거지 오페라 The Beggar’s 

Opera>(1728)는 도입부 대사72)에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오페라를 풍자

하고 있다.

거지. [...] 저는 모든 유명 오페라들처럼 직유를 도입했습니다. 제비, 나방, 

꿀벌, 배, 꽃 등등. 게다가, 저는 감옥 장면도 넣었죠. 여성분들이 항

상 거기서 매력적으로 불쌍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배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두 여성 가수 분들에게 공정성을 준수하였으므로 그들 중 어

느 쪽도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건대, 나는 내 오페라

를 유행하는 것들처럼 내내 부자연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레치

차티보가 없지요. 이걸 제외하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없애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모든 형식에 있어서 오페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Beggar. [...] I have introduced the Similes that are in all your 

celebrated Operas: The Swallow, the Moth, the Bee, the Ship, 

the Flower, &c. Besides, I have a Prison-Scene, which the 

Ladies always reckon charmingly pathetic. As to the Parts, I 

have observed such a nice Impartiality to our two Ladies, that 

it is impossible for either of them to take Offence. I hope I 

may be forgiven, that I have not made my Opera throughout 

unnatural, like those in vogue; for I have no Recitative; 

excepting this, as I have consented to have neither Prologue 

nor Epilogue, it must be allowed an Opera in all its Forms.73) 

이 대사는 오페라 세리아의 여러 관습들을 비꼬고 있다. 당시 오페라 세

리아에서는 가수에의 주목이 과도해져 소프라노들의 경쟁이 심했는데, 

역할분배 이야기는 그런 점을 꼬집는 것이다.74) 작가의 대변인으로 보이

72) 오버추어 연주 전, ‘거지(beggar)’가 작가로 나타나 이 공연이 오페라라고 주장하는 부
분이다.

73) Gay, John. The Beggar's Opera, Penguin Books Ltd, London, 1986,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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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지는 레치타티보를 없애고 말로 대신한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귀족들의 고상한 언어형식을 흉내 

내지 않더라도 오페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레치타티보가 

어떤 계층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입증하듯 <거지 오페라>는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흥행에 성공하였다. 오페라 세리아의 많은 관습들

은 귀족들의 어휘, 억양, 태도와도 관련이 있었고, 레치타티보의 폐지는 

이 가장(假裝)적 언어관습75)을 거부한 것이기도 했다. 오페라 세리아는 

레치타티보-아리아 구조에서 분리를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 희극 오페라

는 이 어색하게 남아있던 가장을 벗겨내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한계를 폭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18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2년간 벌어진 부퐁논쟁은 

오페라에서의 통합적 지향이 여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가 프랑스

의 ‘부퐁(Bouffon)’76) 극단을 통해 1752년 파리에서 공연된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 오페라와 다른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두고 귀족층은 그 형식

의 우수성을 논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라모(Jean Philippe Rameau, 

1683-1764)와 같은 기성 프랑스 음악계의 추종자들은 프랑스 오페라를 

옹호했으나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나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와 같은 백과전서파들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음악

74) 당시 소프라노들의 경쟁을 의식하여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년-1759)은 
자신의 작품에서 소프라노들에게 같은 분량을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소프라노 간의 싸움
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드메토> 공연에서 두 소프라노 프란
체스카 쿠초니(Francesca Cuzzoni, 1696-1778)와 파우스티나 보르도니(Faustina 
Bordoni, 1697-1781)의 경쟁은 심화되었으며 보논치니(Giovanni Bononcini, 
1670-1747)의 <아스티아나테 Astianatte>에서는 진위가 정확치는 않지만 두 소프라노
의 싸움으로 공연이 중단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다.(Vickers, David. Handel, 
Routledge, 2002, p. 337 참조.) <거지 오페라>에서 매키스를 놓고 두 여자가 싸우는 
장면은 이를 풍자한 것이다.

75) 오페라 세리아 및 오페라 부파에는 유난히 귀족의 “변장” 모티브가 자주 등장한다. 이
는 당시 귀족들이 외양에 관심이 많았던 것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바로크 궁정 귀족
의 외양에 대한 관심은 오페라 세리아 플롯에서의 가장(disguise), 위선
(dissimulation), 기만(deceit)의 잦은 사용으로 반영된다. 즉, 관객들은 현재의 관객들
보다 서사의 피상적인 면들에 더 익숙하였을 것이다.” Drummond, p. 148 참조.

76) ‘어릿광대’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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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수함을 주장하며 기존의 프랑스 오페라를 비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로 편지와 설전이 오가며 논쟁이 크게 번지게 되었다. 이때의 논의들

에서는 레치타티보 없이 대사와 노래의 분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

한 반대 의견을 알 수 있다. 루소는 프랑스 오페라를 비판할 이유로서, 

이탈리아어 억양으로 작곡된 레치타티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려함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취되기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버니에게 쓴 편지

(Letter to Burney)”77)에서 오페라에서 음악만이 극을 이끈다면 지루하

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억양의 강세를 “음악적 시간에 맞추

어서(by setting it to musical time)” 말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전달하는 

레치타티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것이 단순한 레치타티보이고, 이 레치타티보는 최대한 단순한 발화에 

가까워야 한다. 음악이 오페라의 언어이므로 그것[레치타티보]은 당연히 음

악에도 가까워야 한다. 이곳의 희극 오페라에서처럼, 말과 노래를 번갈아서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언어의 연속적인 표현이 되어서, 하나에서 다른 하

나로 넘어가는 과정이 언제나 충격적이고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정의 순간에 우리가 노래로 말하기 위해 목소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부

조리의 극치이기 때문이다.78)

루소는 레치타티보 없이 ‘말’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식이 곧 말과 노래의 

교차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조리하다고 지적하며 통합에 대한 지

향을 보여준다. 또한 ‘열정의 순간’이 노래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

77) 찰스 버니(Charles Burney, 1726-1814), 영국의 작곡가.
78) "This is simple recitative, and this recitative must be as close to simple 

speech as possible; it must stay close to the music simply because music is 
the language of opera and because speaking and singing alternatively, as in 
the comic opera here, makes for successive expression in two different 
languages, and the passage from one to the other is always shocking and 
ridiculous; and because it is the height of absurdity that at the instant of 
passion we should change voices to speak a song." Rousseau, Jean-Jacques. 
“Écrits sur la musique”, Poizat, Micheal. The Angel's Cry: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in Oper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5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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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초기 오페라의 노래가 전달하는 강한 감정에 대한 추구와 같은 관점

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완고함은 레치타티보는 반드시 있어야 하

며 언어의 차이로 인해 레치타티보를 붙이기 어렵다면 오페라를 만들어

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까지 이른다. 그는 결국 이탈리아어가 음악적으로 

잘 맞고 우수한 언어이고 자국어인 프랑스어에는 음악성이 없다는 결론

을 내린다.

[...] 그리고 프랑스어 레치타티보는 전혀 레치타티보가 아니다. 이상으로 

보아 나는 프랑스어에 음악이 없고 가질 수도 없다고 결론내리며, 설령 있

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안 된 일일 것이다.”79) 

비록 루소는 레치타티보의 약화가 음악과 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낼 것이

라고 걱정하였지만,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유려한 아리아가 끝나고 레치

타티보로 돌아가는 것이 지루하다는 관객의 항의가 많았고 아리아가 끝

난 후 바로 다음 아리아로 넘어가기를 요구하기도 했다.80) 이 일화는 이

때에도 이미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부분의 차이, 즉 노래의 분리는 명확

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쟁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

후 라모의 죽음과 계몽주의파의 우세로 인해 오페라 부파는 프랑스에서

도 자리를 잡는다. 

  레치타티보가 약화되거나 없는 희극 오페라들에서는 노래가 장중하고 

깊은 감정을 전하는 것 외의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

79) “Je crois avoir fait voir qu'il n'y a ni mesure ni mélodie dans la musique 
française, parce que la langue n'en est pas susceptible; que le chant 
français n'est qu'un aboiement continuel, insupportable à toute oreille non 
prévenue; que l'harmonie en est brute, sans expression, et sentant 
uniquement son remplissage d'écolier; que les airs français ne sont point des 
airs; que le récitatif français n'est point du récitatif. D'où je conclus que les 
Français n'ont point de musique et n'en peuvent avoir, ou que, si jamais ils 
en ont une, ce sera tant pis pour eux.” Rousseau, Jean-Jacques. “Lettre sur 
la musique française”, https://gallica.bnf.fr/essentiels/rousseau/lettre-
musique-francaise/musique-francaise

80) Poizat, p. 5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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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오페라부파뿐 아니라 징슈필까지 작곡했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징슈필 <마술피리 Die 

Zauberflöte>(1791)에서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명랑한 노래를 

부르며 등장한다. 파파게노가 부르는 “나는야 새잡이 Der Vogelfänger 

bin ich ja”는 자신의 직업과 성격을 소개하는 노래이다. 

이 곡은 일상에서 흥얼거릴만한 민요풍이기 때문에 인물이 노래를 시작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

럼 희극 오페라에서는 오페라 세리아에서보다 일상에 근접한 노래들이 

발견되며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이나 내용 역시 인물이 살고 있는 현실과 

더 가까워진다. 또한 강한 감정을 전달하는 아리아라 해도 절대자에 대

한 탄원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다. 예를 들어 ‘밤의 여왕의 아리아’로 잘 

알려진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 Der Hö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는 밤의 여왕의 신경질적인 분노를 콜로라투

라 소프라노로 표현한 유려한 아리아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

하는 것이며 절대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여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

이 아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1786)에서는 노래가 드라마의 상황과 어긋나게 배치되어 희극

파파게노:

나는야 새잡이,

언제나 밝고 즐거워, 하이

사, 홉사싸!

새잡이인 나는 유명해

이 나라 남녀노소 모두 날 

알지

덫을 놓을 줄 알고 

피리도 잘 불 줄 알아.

그러니 기쁘고 즐겁다네,

모든 새가 나의 것이니까.

Papageno:

Der Vogelfänger bin ich ja,

Stets lustig, heissa, hopsassa!

Ich Vogelfänger bin bekannt

Bei alt und jung im ganzen Land.

Weiß mit dem Locken umzugehn

Und mich aufs Pfeifen zu 

verstehn.

Drum kann ich froh und lustig 

sein,

Denn alle Vögel sind ja mein.



- 43 -

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초야권을 소재로 귀족의 위

선을 풍자한 이 작품에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이중창이 많지만 극중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다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아름다운 선율의 이중창인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Che soave zeffiretto”는 사랑의 노래지만 극적 

순간에서는 수잔나와 백작 부인 두 사람이 알마비바 백작을 속이려는 상

황에서 쓰는 편지이다. 또한 극의 결말부에서 수잔나가 부르는 “어서 오

세요, 내 사랑 Deh, vieni, non tardar”은 전형적인 사랑의 아리아이지

만 드라마의 상황과 겹치면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 노래는 피가로가 숨

어서 엿듣는 것을 눈치 챈 수잔나가 일부러 백작을 기다리는 척 하는 상

황에서 불린다. 드라마에서는 피가로의 질투를 유발하려는 거짓말이지만 

형식은 사랑의 노래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선율이 아름다울수록 희극성

이 증폭된다.

노래들의 역할 변화는 극의 주제와도 연관된다. 알마비바 백작은 오페라 

세리아의 구도에서라면 수잔나의 탄원을 들어주는 절대자에 해당하는 계

층이지만 그는 이 극에서는 희극적 소동을 통해 자신을 잘못된 행동을 

어서 오세요, 지체 말고, 아름다운 

즐거움이여,

사랑이 그대를 즐거움으로 부르는 

곳으로

별이 밤하늘에 빛날 때

공기는 아직 흐리고, 대지는 고요

할 때.

여기 시냇물이 속삭이고 미풍이 

장난치네요

[...]

오세요, 내 사랑, 나무그늘에 숨은 

사람

오세요, 오세요! 이마에 장미 화관 

씌워드리리!

Deh, vieni, non tardar, o gioia 

bella,

vieni ove amore per goder 

t'appella,

finché non splende in ciel 

notturna face;

finché l'aria è ancor bruna, e il 

mondo tace.

Qui mormora il ruscel, qui scherza 

l'aura,

[...]

Vieni, ben mio, tra queste piante 

ascose.

Vieni! vieni! Ti vo' la fronte 

incoronar di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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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하고 수잔나의 재치에 굴복한다. 이는 인물들이 처한 문제를 절대자

의 자비에 기대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와 행동으로 절대자를 변

화시켜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노래가 극의 현실에 

가까워진 만큼 인물들의 문제 해결 방식도 현실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

겠다.

  이와 같이 희극 오페라들에서의 노래들은 분리를 드러내지만 여전히 

극과 연결되어 있는 이중성을 이용해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t1과 t2 사이의 분리가 분명해졌을 때 노래가 드

라마를 뒷받침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도록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논쟁에서 살펴보았듯 희극 오페라들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예술적인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귀족층의 반발을 샀다. 빈의 귀족들은 <피가로의 결혼>의 공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영국에서도 <거지 오페라>의 후속작의 상연이 

금지되어 희극 오페라는 짧은 번성기만을 누린다.

  이후 오페라에서는 다시금 말과 음악의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

된다. 이 시기의 오페라들 중 통합성에 있어 가장 정점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뮤지컬에까지 영향을 끼친 사례는 명실상부하게 바그

너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바그너가 이룬 오페라에서의 통합의 양

상을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3.3. 드라마와 통합된 노래: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는 미래의 예술작품으로서 극의 제반 구성요소들이 통합된 ‘종

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81)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한 

자신의 작품을 ‘악극(Musikdrama)’이라고 칭하며 여타 오페라들과 구분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비극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구상을 하

81) 1850년경 바그너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 바그너 오페라의 미학은 음악과 문학, 미술, 
조각, 건축, 무대조형 등을 종합한 ‘최상의 공동체적인’ 작품을 추구한다. 파비스, p.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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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의 저술에서 오페라의 역사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

에서 오페라의 맥락 안에서 다시금 초기 오페라적인 정립을 목표로 하였

다고 할 수 있다.82) 그의 ‘악극’은 그리스 비극을 이상으로 삼아 음악과 

시를 비롯한 제반 요소가 통합된 새로운 극을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표

명이라 하겠다.

  종합예술작품을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모든 예술장르들의 통합이었

지만 그중에서도 중시한 것은 음악과 시의 통합이었다.83) 그러므로 전체 

드라마에서 ‘말’과 ‘음악’의 고유한 차이는 극복되어야 하고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했다. 바그너는 이를 위해 음악에 있어 

‘유도동기(Leitmotiv)’와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유도동기는 이전의 오페라들에도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사용

되었던 선율의 개념이지만, 바그너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그프리트

의 ‘칼’의 동기 등과 같이 특정 인물, 물건, 상황 등에서 선율이 기호성

을 가지고 장면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사용한다. 음악은 유도동기를 통

해 기호화됨으로써 드라마의 진행과 더욱 밀착된다. 무한선율은 휴지와 

82) 그는 1850년 10월부터 1851년 2월까지 집필한 논문인 “오페라와 드라마 Oper und 
Drama”에서 공동의 예술적 열망과 공동의 이해가 결합될 때에라야 비로소 생의 즉각
적인 표현으로서의 성공적인 극이 탄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그러한 극을 위
한 시는 민족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춤과 음성에 의해 생명력을 얻는 것이었
다. 그는 이 성취를 위해 그리스 비극부터 중세의 기사 설화를 거쳐 셰익스피어와 라신
느의 업적에 이르기까지 극예술의 역사를 추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오페라의 역사
도 살피고 있는데, 글루크, 모차르트,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 
1792-1868),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 마이어베어(Giacomo 
Meyerbeer, 1791-1864)에 이르는 과정에 역점을 둔다. 바그너에게도 그리스 비극의 
재구성이라는 이상은 끝없이 지속되어야하는 것이었다. 바그너는 글루크가 18세기의 개
혁자였다면, 자신은 19세기의 글루크라고 자부한다. 그는 자신을 당시 독일에 있어서의 
그리스의 아이스킬로스(Aeschylos, B.C. 525(?)-B.C. 456)와 같은 인물로 간주하였고, 
이 사명을 위해 ‘악극’이라는 자신만의 음악극 개념을 생각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유행
하던 마이어베어의 그랜드 오페라와 이를 대체할 자신의 작품들을 구분하려 한 시도이
기도 했다. 김문환, 『바그너의 생애와 예술』, 느티나무, 2006, pp. 223-224 참조.

83) 바그너는 예술적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고 있다. 그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예술 영역에 무용, 음악, 시를 두고, 자연적 요소로부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는 
건축, 조각, 회화를 두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서정극의 완벽한 형식이란 시에 맞춰 노
래 부르고 연기를 비롯한 동작을 첨가하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베토벤의 음악은 하나를 이루어야 할 거대한 절반이며, 이 두 절반을 하나로 결
합하는 일이 미래의 예술에 남겨진 과제가 된다. 위의 책, p. 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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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를 회피함으로써 얻어지는 선율기법으로, 이 기법에서는 각각의 곡

에서 종지감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다른 모티브가 시작되므로 아리아나 레

치타티보의 끝맺음이 겉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레치타티보

와 아리아 사이의 분리를 감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균열 없이 드라마

가 이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요약하면 그는 음악이 극 전체에 걸

쳐 끝없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이전의 오페라보다 더 성공적으로 노래와 

드라마를 결합하였다고 하겠다. 

  바그너에 대한 평가들은 그가 이룬 통합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니체는 초기에 바그너에 매료된 열렬한 지지

자로서 그의 성취를 열정적으로 해석하였다.84) 음악극의 본질을 논한 그

의 저서 『비극의 탄생』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책이면서 바그너에게 바

쳐진 책이기도 하다.85) 그의 평가는 바그너가 극 안에서 이룬 통합과 관

련되어 있다. 니체는 바그너와 마찬가지로 독일 민족이 공동체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술적 힘, 디오니소스적 도취에서 오는 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러한 힘은 인간 예술가의 손을 거

치지 않은 상태의 것이다. 그는 조형 예술가인 아폴론의 예술과 비조형 

예술가인 디오니소스의 음악예술은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충동으로서 대

립하지만 새롭고 힘있는 탄생물을 낳도록 서로 자극하는 것이며, 이 두 

충동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기적을 통해서 서로 짝을 맺게 될 때에 비로

소 비극작품이 산출된다고 보았다.86) 이 두 충동은 음악극에서의 말과 

84) 니체는 바그너를 무시한 채 지낼 수 있는 철학자는 있을 수 없다고 그를 높이 평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생각하는 철학자라면 바그너주의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
한 바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바그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 철학자는 자
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음에 걸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그러기 위해 그는 그 시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현대 영혼의 미궁의 내막에 대해 바그너보다 
더 정통한 인도자를, 바그너보다 더 유창한 영혼의 고지자를 어디서 발견하겠는가?” 니
체, 프리드리히. 『바그너의 경우 외(1888-1889)(니체전집15)』, 백승영 역, 책세상, 
2002, p. 13. 

85) 이 책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바치는 서문”으로 시작하는데 니체는 여기에서 “예술이 
이 삶의 최고 과제이고 본래적인 형이상학적 행위”라고 확신하며, 바그너를 “이러한 확
신에 이르는 길에서 앞서 나간 나의 숭고한 투사”로 칭하고 있다. 니체, 프리드리히. 
『비극의 탄생』, 박찬국 역, 아카넷, pp. 43-45 참조. 

86) 위의 책, pp. 50-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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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대입된다. 그의 기준에 따르면 언어는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로서 

개별화의 세계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디오니소

스적 음악의 힘이 반드시 작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현실

의 개별적인 상황을 잊고 그 너머의 어떤 황홀경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과 음악이 고도로 결합한 바그너의 작품은 디

오니소스적 힘과 아폴론적 힘의 조화이며, ‘비극의 재탄생’이었다.87) 그

는 바그너가 성취한 통합이 구조의 통합일 뿐 아니라 고양된 기분을 통

해 공동체적 통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니체는 후일에는 이 통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비극

의 탄생』의 1886년 재간행판에서 이 책을 청년의 용기와 우수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평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는 새로 쓴 서문에

서 염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원천적 욕구로서의 디오니소스적 힘을 다

시 분석하면서, 독일음악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경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도취시키는 것과 동시에 몽롱하게 한다는 이중의 속성을 갖는 마취제라

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88)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는 바그너의 통합성에 대하여 

더 정밀한 비판을 제시한다. 그는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통합이 발생시키

는 효과를 ‘판타스마고리(Phantasmagorie, 요술환등)’라는 용어로 요약

한다. ‘판타스마고리’는 주로 요술 등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시각적 착

각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에 따르면 “비현실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현

존한다는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것(the concept of illusion as the 

absolute reality of the unreal)”89)이 ‘판타스마고리’의 핵심적인 의미

87) 니체는 이 책을 저술할 당시 바그너에 매료된 상태로, 만하임에서 바그너가 지휘한 공
연을 보고 고양된 전율을 느꼈음을 친구에게 고백하기도 하였다. 앞의 책, p. 30 참조.

88) 그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독일 통일 제국의 출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럽
을 지배하려는 의지, 유럽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독일 정신이 제국 건설이라는 
화려한 구실로 ‘근대적 이념들’로 옮겨가버린 시기에 자신이 그리스적인 문제와 근대적
인 사태를 혼합해버림으로써 자신의 처녀작을 “망쳐버렸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pp. 25-33 참조.

89) Adorno, Theodor. In search of Wagner, Rodney Livingstone 역,  London; 
New York: Verso, 2009,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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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각각의 요소에 내재되어 있는 차이를 모두 숨

기는 총체성을 통하여 인공적인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그너의 문제

였다.

  (종합예술작품은) 미적인 혼합가능성을 추구하는 동안, 그리고 최종적 예

술작품에서 모든 이음매를 은폐하고 심지어는 작품과 자연 그 자체 사이의 

차이를 흐릴 정도로 완벽한 책략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은 모호하게 설정되

어 통일된 ‘다른 자연’으로서 스스로를 구축하려는 만큼 어떤 자연스러운 것

으로부터도 근본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90)

그에게 있어 바그너의 통합은 실체가 없는 공허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었다. 게다가 작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간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현실사회에서의 모순과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 버리

려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그는 지적한다.91)

  그는 이러한 통합이 완전하지도 못하다고 보았다. 바그너가 통합을 위

해 노래 부분에서는 말을 따라 작곡하고, 레치타티보에는 음악을 붙인 

것이 노래에 있어서는 음악의 양식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게 하고, 말

에 있어서는 음악이 설명이 되게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양쪽 모두 완전

한 통합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면서 모호하고 부자연스러운 가공물

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그는 바그너가 통합이 부족하다고 

90) “For in seeking an aesthetic interchangeability, and by striving for an 
artifice so perfect that it conceals all the sutures in the final artefact and 
even blurs the difference between it and nature itself, it presuppose the 
same radical alienation from anything natural that its attempt to establish 
itself as a unified ‘second nature’ sets out to obscure.” 앞의 책, p. 86.

91) 아도르노의 이 문장은 바그너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해 그 원인인 인습적 요소를 미래지향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대신, 영주제도의 온존을 
정당화해주는 원초적인 상태로의 복귀를 통해 대처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결국 바그너가 당대에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을 ‘없던 일’로 
치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을 아도르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
러한 환상은 현실에서 보이는 모순과 갈등에 대한 직시와 반성 대신에(이른바 ‘부정의 
부정’ 대신에), 현실을 호도하는 총제성의 창출을 시도하려는 퇴영주의적인 사고가 당시 
만연하였음을 비추어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경향은 도취적 세계를 
대량 생산하는 문화산업의 시작이기도 했다. 김문환, pp. 204-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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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한 모차르트와 같은 이전의 오페라들은 분리된 영역을 존중하며 통

일했다는 점에서 바그너보다 훌륭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바그너에 있

어서는, [통합] 그 자체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는 통합의 근본적인 과정

이 이미 잠재된 분열의 덮개에 지나지 않는다.”92) 그러므로 그는 바그너

의 종합예술작품은 실패라고 결론 내린다. 

  바그너의 작품들은 오페라에서 추구해오던 통합의 이상을 철저히 추구

한 경우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비판들에서는 바그너

의 작품이 관객의 비판력을 흐릴 정도로 몰입하게 한다는 사실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아도르노의 경우처럼 그러한 효과가 노

래와 말의 진정한 통합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분리가 숨겨지고 바그너 특유의 환상이 구

현되는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남아있는 분리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 중 <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und Isolde>(1859)는 바그

너가 자신의 이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한 극이다.93) 바그너는 이 작품을 

‘한틀룽(Handlung, ‘플롯’ 또는 ‘행동’)’이라는 부제와 함께 발표함으로써 

이전의 오페라들과 구분하고 있다.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3막에 

등장하는 “사랑의 죽음  Liebestod”이라는 아리아는 오페라에서 계속하

여 추구되어 온 정서인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과 연인의 죽음에 대한 슬

픔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이전의 비탄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이전의 비탄가들과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지만 이루어지

92) “In Wagner, however, the radical process of integration, which assiduously 
draws attention to itself, is already no more than a cover for the underlying 
fragmentation.” Adorno, p. 93.

93) 바그너는 1843년과 1849년 사이에 드레스덴 오페라단의 감독으로 일하면서 처음 음악
극의 재능을 선보이게 되는데, <리엔치 Rienzi>(1842), <방랑하는 네덜란드인 Der 
Fliegende Holländer>(1843), <탄호이저 Tannhäuser>(1845), <로엔그린 
Lohengrin>(1850) 등이 이때 작곡되었다. 1849년 악장 신분이었던 그는 드레스덴에서 
일어난 봉기에 가담하고, 이 혁명이 실패하자 스위스로 망명한다. 그는 이때 수배자가 
되어 어렵게 생활하면서 <오페라와 드라마>를 비롯한 많은 에세이를 집필하였으며, <트
리스탄과 이졸데>도 이 기간에 구상하고 완성하였다. 바그너가 이 작품을 구상했던 시
기는 1852년이라고도 하고 1854년 말이라고도 하나, 대본을 완성한 것은 1857년 9월 
18일로 기록되어 있다. 김문환, p. 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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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사랑을 절대자에게 탄원하지 않으며 대신 극 구조를 통해 사랑

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전작들에서처럼 이 작품 역시 바그너가 직접 대본을 썼다. <트리스

탄과 이졸데>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중세시대의 기사 이야기로 여러 정

리본이 있지만 바그너는 고트프리드 폰 슈트라스부르크(Gottfried von 

Straßburg, -1210)의 정리본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주로 참고하되 그 

외의 트리스탄 소재와 관련한 자료들을 연구하여 자신만의 버전을 쓴 것

으로 보인다.94) 작품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이졸데는 배 위에서 트리스탄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거 트리스탄

은 이졸데의 사촌 오빠이며 약혼자인 모롤트를 살해했고, 이때도 그녀는 트

리스탄을 죽이려 했으나 차마 죽이지 못한 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트리스

탄이 모시는 콘월의 왕 마르케가 이졸데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트리

스탄을 시켜 그녀를 데려오게 한 것이다. 이졸데는 이번에는 반드시 트리스

탄에게 독이 든 술을 먹이고 자신도 죽으려 한다. 그런데 시녀 브랑게네의 

실수로 두 사람은 사랑의 약을 마시고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

  마르케 왕의 성에서 두 사람은 왕의 눈을 피해 만난다. 트리스탄과 이졸

데는 영원한 밤과 죽음을 찬미하고, 사랑의 밤에 갇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밀회 중에 마르케 왕이 들이닥친다. 트리스탄의 배신에 마르케 왕은 비통해

하고, 그의 심복인 멜로트가 분노하여 달려들자 트리스탄은 저항하지 않고 

그 칼에 찔려 쓰러진다.

  트리스탄은 부하인 쿠르베날의 치료를 받으며 이졸데가 도착하기를 애타

게 기다린다. 마침내 이졸데가 도착하지만, 이졸데를 끌어안은 순간 트리스

94) 트리스탄 소재는 켈트족 신화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ristan”은 콘월의 사
랑의 세 신 중 한명인 “Drystan”에서 왔으며 중세 연대기 기록자들이 주인공의 비극적 
성격을 부여하여 “슬픔(tristesse)”을 결합해 이름을 바꾸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트
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의 윤곽은 12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프랑스의 『이야기 Estoir
e』에서부터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기사문학 시기에 여러 버전으로 정리되나 1210년경
의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가 작성한 버전이 가장 문학적으로 완성도 있는 것으
로 평가받으며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Roger Scruton, Death-Devoted Heart: Sex 
and the Sacred in Wagner's Tristan and Isol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2. 참조.) 창작시기상 바그너는 1844년 번역된 고트프리트의 독일어 번역본
을 참조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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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은 죽는다. 이졸데 역시 그 위에 쓰러지고, 곧 마르케 왕과 브랑게네가 

도착해 벌어진 참극에 충격을 받는다. 마르케 왕은 두 사람을 용서하러 온 

것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이졸데는 트리스탄의 시체 위에서 숨을 

거둔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원전인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바그너가 창작한 이 대본만의 개성은 인물들이 행동이 죽음으로 이어지

면서도 한없이 지연된다는 점이다.95) 바그너는 이 작품의 창작 당시 쇼

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가 말한 죽음에 대한 상념

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96) 그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

서의 세계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를 읽고 “하늘의 선

물”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이를 읽고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발상을 부

분적으로 떠올렸다고 회고한 바 있다.97)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죽음은 필

연적인 것이며 표상에 귀속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존재는 표상, 즉 현

상 속에 주어져 있는 한 생성하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95) 이 작품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에 빠져있던 바그너 자신의 모습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바그너는 스위스 망명 중 자신을 도와 준 상인인 오토 베젠동크(Otto 
Wesendonck)의 부인 마틸데를 사랑하게 되었고, 바그너는 이 시기에 이 작품 뿐 아니
라 5편의 시로 된 <베젠동크 가곡>까지 남기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바
그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애초에 불륜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가 있었고 그 자신은 이미 혁명에 실패한 망명자로서 수세에 몰린 처지였다. 사랑으로 
인한 좌절과 이에 대한 발각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주된 플
롯은 당시 바그너가 심취할만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의 현실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현실은 출구가 없다는 면에서 겹쳐진다. 

96) 여기에는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대한 미학사상이 잘못 이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
이 들게 하는 면도 있다고 한다. 트리스탄의 죽음의 형태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살려
는 의욕의 소멸로서의 자멸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
다. 김문환, p. 87 참조.

97) “내가 음악창작에 활발하게 몰입해 있을 때는 대개 그렇듯이 시적 충동 역시 자극되었
다. 쇼펜하우어가 만들어준 정신의 성실한 틀이 이제 그 근본적인 특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발상을 떠오르게 한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As usually happened with me whenever I 
was actively engaged in musical production, my poetic impulses were also 
stimulated. It was no doubt in part the earnest frame of mind produced by 
Schopenhauer, now demanding some rapturous expression of its fundamental 
traits, which gave me the idea for Tristan und Isolde.)” Wagner, Richard. My 
Life, translated by Andrew Gray, Da Capo Press, 1992,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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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형식은 시간, 공간 및 인과성에 기반하며, 이 형식에 의하면 필

연적으로 개체가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삶에의 의지의 현상

인 개체는 말하자면 개별적인 실례나 견본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 전체

가 한 개체의 죽음에 상심하지 않는 것처럼 삶에의 의지는 개체의 생성

과 소멸에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98) 즉 표상에 속한 개체에게 죽음

은 필연적이지만 의지는 개체의 죽음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어떤 매개적인 표상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삶

에의 의지’라는 형이상학적인 본체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음

악을 꼽았다. 아마도 이 점이 바그너에게 음악을 통해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극 내에서 표상과 의

지를 위치시킨다면 극중 인물들이 처한 현실은 표상 안에 있으며 그 안

에 시간이나 사건의 인과성으로 인한 죽음이 있지만, 이들의 본질인 의

지는 음악 내에서라면 표상에서의 생성과 소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극중의 내용에서는 표상으로서의 인물들에게 죽음이 일어날지

라도 음악 내에서 그들의 삶에의 의지는 죽음과 관계없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구조나 표현에서 뚜렷하

게 드러난다. 바그너는 원래 언어의 효과를 고조시켜 시적인 감각에서 

선율을 이끌어내려 하였다.99) 이 균형에 있어서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음

악이 드라마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실마리를 바그너에게 

제공하였다.100) 쇼펜하우어는 ‘계류음(繫留音, suspension)’이라는 화성

학의 기술적 장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이것은 계류를 만들어내는 

음으로, 협화음으로 종결이 일어나리라 기대되는 지점에서도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이어짐으로써, 듣는 사람의 긴장감을 끊임없이 연장시킨다. 

98) 쇼펜하우어, 아르투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권기철 역, 동서문화사, 2016, p. 
329 참조.

99) 매기, 브라이언.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와 철학』, 김병화 역, 심산, 2005. p. 219 참
조.

100) 벤틀리는 이 점에 있어서도 바그너가 쇼펜하우어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지적한다. 바
그너의 음악은 표제음악적 성질이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음악 철학은 절대음악에 훨씬 
더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Bentley, The playwright as thinker, p.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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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음에서 마지막 종결이 일어날 때의 위력을 더 크게 만든

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이것은 분명히 연기됨으로써 더욱 고조되

는 의지의 만족감과 닮은꼴이다”라고 말했고, 이 글을 읽고 바그너는 한 

오페라 작품 전체를 계류음을 활용하여 작곡한다는 아이디어를 얻는

다.101)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자는 불협화음 속에서 오지 않는 해결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기다리게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작곡이다. 이 기획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의 ‘지연(suspension)’, 마르케 왕에 의한 두 사람의 사랑의 중단, 그리

고 결정적으로 트리스탄에 이은 이졸데의 죽음의 지연과 관련이 있다.

  위 악보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주곡 중 시작부분이다. 표시 부

분이 ‘트리스탄 화성’102)이며 이 마디의 불협화음이 4마디 뒤에서 반복

된다. 이렇듯 각각의 불협화음은 새로운 불협화음이 만들어지는 방향으

로만 해결되며, 이것이 작품 내내 이어진다. 이 이중의 불협화음은 듣는 

사람에게 이 화음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게 한

다.103) 그러나 이 갈망은 이 작품의 마지막 화음, 즉 이졸데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해결된다. 종지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는 무한선

율은 이 작품 전체에서 내용과 결합하며 강력하게 작용한다. 

101) 매기, p. 334 참조.
102) 바, 나, 올림라, 올림사(F, B, D♯, G♯)로 이루어진 화음이다.
103) 위의 책, p. 335 참조.

[악보 2] 트리스탄 화성(Tristan Ch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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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법을 통한 ‘지연’과 ‘유보’ 외에도 극의 전반적인 시간의 속

도는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는 인물의 현실을 표현하는 레치타티보까지

도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극의 대본에서 대사와 가사는 

대부분 짧고 반복적인 말로 되어있으며, 그 속도가 느리면서도 종지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의 진행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리면서도 종결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극에서 시간

은 한없이 느리게 흐르며, 인물들의 현실의 시간과 ‘노래의 시간’의 구분

이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간질서가 제시된다.

  이러한 특성은 이야기와도 연관되는데, 극은 처음부터 ‘지연된 죽음’의 

상태에서 시작한다. 1막부터 트리스탄은 이졸데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

를 넘긴 상태이며, 이졸데 역시 그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를 결심하고 있

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들에게 현재의 삶은 죽음을 앞에 두

고 유예된 상태이다. 이 상태는 극 내에서 죽음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갈

망하는 듯한 인물들의 태도로 표현된다. 죽음의 목전에서 유예를 받아 

사는 것 같은 인물들의 현실은 여타 오페라에서보다 더 음악적으로 충실

한 레치타티보 속에서 ‘노래의 시간’에 근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극에

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노래의 시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중창

이나 독창에서는 음악이 더욱 중시되고 드라마의 속도가 한층 더 느려진

다. 이 시간 중에는 인물들에게 사건이 잠시 멈춰지거나 짧은 순간이 끝

없이 증폭된 듯하다. 이 시간은 극에서는 주로 ‘밤’으로 표현된다. 트리

스탄과 이졸데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밤’이라는 현실을 벗어난 

시간이며, 이를 깨는 것은 ‘낮’이라는 현실의 시간이다. 2막에서 트리스

탄과 이졸데가 이중창으로 사랑을 몰래 속삭이는 부분은 극 전체에서 가

장 관능적인데, 이중창 전에 트리스탄은 다음과 같이 밤에 대한 숭배를 

표현한다.

  트리스탄:

이제 우리는 밤의 숭배자, 

밤에 바쳐진 몸이오. 

Tristan:

O, nun waren wir

Nacht-Gewei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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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밤’의 질서 안에 머물고자 하며 이 시간은 그들이 노래하는 동

안 감상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노래의 시간’을 벗어나면 그들이 현

실의 제약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상은 깨지고 만다. 그 시간이 가

상이었다는 것, 즉 ‘노래의 시간’이 끝나면 현실의 질서가 다시 찾아온다

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뚜렷한 예는 2막에서 두 사람의 사랑의 이중창

을 가르는 브랑게네의 대사이다. 두 사람이 이중창을 부르고 꽃밭에서 

고개를 숙이는 낭만적인 순간에, 브랑게네의 목소리가 탑에서부터 들려

온다. “조심하세요! / 조심하세요! / 밤이 곧 물러가요.(Habet acht! / 

Habet acht! / Bald entweicht die Nacht.)”105) 현실로 돌아온 두 사람

은 레치타티보에 가까운 속도로 돌아간다.

104) Wagner, Richard. Tristan und Isolde, Wilhelm Goldmann Verlag, 1983. pp. 
123-125.

105) 위의 책, p. 133.

간교한 낮이 

질투에 가득 차 

속임수로 우리를 갈라놓지만 

더 이상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

지는 못하리!

[...]

사랑의 눈으로 

죽음의 밤을 바라본 우리에게, 

그 밤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낮의 속임수, 

명성과 영예, 

권력과 이익은 

그저 햇빛에 비치는 

먼지의 반짝임일 뿐, 

우리 앞에서 그들은 흩어져버릴 

뿐!

Der tückische Tag,

der neidbereite,

trennen konnt’ uns sein Trug,

doch nicht mehr täuschen sein 

Lug!

[...]

Wer des Todes Nacht

liebend erschaut,

wem sie ihr tief

Geheimnis vertraut:

des Tages Lügen,

Ruhm und Ehr',

Macht und Gewinn,

so schimmernd hehr,

wie eitler Staub der Sonnen

sind sie vor dem zersponne

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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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경고를 외면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해, 이번에는 이름조차 잊

고 사랑 안에서 용해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표상’에서의 호칭인 이름을 

버리고, 노래 안에서 ‘의지’로서 살기를 바란다. 이때 두 사람의 결합은 

가사에서 자아조차 용해되는 것으로 표현되며, 음악은 극 안에서 가장 

관능적으로 흐른다.

106) 앞의 책, pp. 133-135.
107) 위의 책, p. 137.

  이졸데: 

(부드럽게) 

들어봐요, 내사랑!

트리스탄:

(부드럽게) 

차라리 죽었으면!

이졸데: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샘 많

은 파수꾼이네요!

트리스탄:

(여전히 기댄 상태로) 

절대 깨지 않겠어요!

이졸데:

그래도 낮이

트리스탄을 깨우게 될까요?

트리스탄:

(고개를 조금 들고) 

죽음이 낮을 물리치게 놔둡시

다!

Isolde:

(leise)

Lausch, Geliebter!

Tristan:

(ebenso)

Laß mich sterben!

Isolde:

(allmählich sich ein wenig erhebend)

Neid'sche Wache!

Tristan:

(zurückgelehnt bleibend)

Nie erwachen!

Isolde:

Doch der Tag

muß Tristan wecken?

Tristan:

(ein wenig das Haupt erhebend)

Laß den Tag

dem Tode weichen!106)

함께: 

이름도 없이

사랑에 감싸여 

우리 자신을 버리고

사랑만을 위해 살겠네!

Beide:

namenlos

in Lieb' umfangen,

ganz uns selbst gegeben,

der Liebe nur zu lebe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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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미 나와 상대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이다. 그들은 현실에서

는 결합할 수 없지만, ‘노래의 시간’ 안에서는 자기 자신조차 소멸할 정

도의 결합을 이룬다. 이때 언어는 서로를 반사하며 짧아지는데, 지젝은 

여기에서 언어적 퇴행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말소의 최고 행복을 향한 

억압할 수 없는 고양”이라고 해석한다.108) 이들의 행복한 결합이 ‘노래

의 시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브랑게네의 비명같은 대사가 다시 

경고한다. “조심하세요! / 조심하세요! / 밤이 곧 물러가요.(Habet acht! 

/ Habet acht! / Schon weicht dem Tag die Nacht.)”109) 그러나 두 

사람은 브랑게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며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와 도

피의 열망을 표현한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소멸하는 것, 

곧 ‘사랑의 죽음’이다. 두 사람은 함께 “간절히 그리며 갈망하던 / 사랑

의 죽음!(sehnend verlangter / Liebestod!)”110)이라고 노래한다. 두 사

람은 이제 자신들이 이름이 없는 존재로서 떨어져있지 않으며, 새로운 

지각을 얻고 기쁨을 느낀다고 선언한다. 이들은 노래 안에서 기적적이고 

깊은 결합을 이룬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면 그들이 처한 현실상의 문

제는 바뀌지 않고 진행된다. 들이닥친 마르케 왕과 멜로트로 인해 난투

극이 벌어지고, 트리스탄은 그의 부하인 멜로트의 칼에 다쳐 죽어간다. 

그러나 극은 죽음으로 향하기 직전의 시간을 다시 한없이 늦춘다. 그의 

죽음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3막은 내내 죽음 직전의 두 사람에 집중한다.

  이 극에서 인물들의 현실은 보통의 오페라보다 음악적으로 강화된 레

치타티보라는 가상적 시간성에 기반한다. 여기에 더 강한 음악적 질서를 

띠는 ‘노래의 시간’이 개입되더라도 이 시간적 질서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래의 차원도 그들이 처한 현실의 시간의 일부인 것처럼 전달되

기 용이하다. 그러나 여전히 ‘노래의 시간’은 인물들의 현실을 벗어나는 

성질을 갖는다. 이 시간 동안에는 현실이 유예되고, 자아가 용해되고, 연

108) 돌라르, 지젝, p. 207.
109) Wagner, Tristan und Isolde, p. 139.
110) 위의 책,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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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시간을 벗어나 죽음이 극복된다. 2막의 유예가 더없이 긴 이중창

을 통해 인물들이 사랑 안에서 결합하는 시공간을 제공했다면, 3막의 유

예는 죽음을 유예하는 시공간으로서 기능한다. 현실과 다른 흐름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노래의 시간’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 시간은 드라마와의 결합에 따라 느릴 수도, 빠를 

수도, 시간을 역행할 수도 있지만 이 극에서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물이 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느린 속도

로 흐르는 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노래의 시간’은 인물의 현실로부터 뻗

어 나온 시간으로서 현실에서 다 전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내면을 설명하

며 인물의 현실과 매우 유사한 가상 안에서 사건을 유예하는 역할을 한

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죽음이 한없이 유예되는 환상을 구축하는 것이

다.

  3막에서 ‘노래의 시간’은 이들의 죽음에 다른 의미를 더한다. 죽어가는 

트리스탄은 3막 1장 내내 이졸데가 와서 자신을 치료해주기를 기다린다. 

그는 노래하는 시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연인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는 쿠르베날에게 반복적으로 이졸데가 

보이지 않느냐고 묻는데, 그는 현실에서 아직 이졸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지만 ‘노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그녀를 만나고 있다.

트리스탄: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이졸데가, 

어떻게 손을 흔드는지, 

속죄의 잔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나를 향해 들어 올리는지

그녀가 보이는가? 

아직도 안 보이는가?

그녀가 상냥하게, 

담대하고 온화하게

망망한 바다를

가로질러 오는 것이? 

기쁨에 찬 꽃송이들의

Tristan:

Und drauf Isolde,

wie sie winkt, -

wie sie hold

mir Sühne trinkt:

siehst du sie?

siehst du sie noch nicht?

Wie sie selig,

hehr und milde

wandelt durch

des Meers Gefilde?

Auf wonniger Bl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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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극도의 고통 속에 착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노

래의 시간’ 동안의 부드러운 선율은 그의 고통이나 착란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환상을 표현한다. 이 시간은 그가 처음 이졸데를 

만나 속죄의 잔을 마신 과거, 꽃밭에서 밀회를 가진 과거, 그리고 치료

약을 가지고 배에서 이졸데가 내리는 미래의 시간 등을 모두 혼합한 상

태이다. 그의 기다림의 노래는 극중의 현실에서는 머릿속에서 이졸데의 

환상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지만 관객이 겪고 있는 무대의 시간상에서

는 절대적으로 길게 표현되므로 관객의 시간관념을 흐리게 한다. 이 가

상의 긴 시간을 지나면 마침내 이졸데의 배가 당도한다. 그 배의 깃발을 

보고, 트리스탄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배로 다가간다. 그는 너무 오

래 죽음을 지연하며 기다렸다. 그는 마치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

처럼, 나아가면서 붕대를 찢고 피를 흘린다. 그는 이졸데를 보자마자 쓰

러져 죽고, 이졸데가 그를 끌어안는다. 

  마지막 3장에서 드디어 브랑게네와 멜로트, 마르케 왕의 배가 도착하

는데, ‘노래의 시간’이 아닐 때 이들의 사건은 두 주인공의 시간에 비하

면 매우 빠르게 전개된다. 분노한 쿠르베날은 멜로트를 죽이지만 곧 마

르케 왕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며, 마르케 왕은 오해로 일어난 연이은 

111) 앞의 책, pp. 187-188.

부드러운 물결 위로 

그녀는 부드럽게

육지에 내리고 있네.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위안과 달콤한 평화를 주네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원기를 주겠지.

아, 이졸데! 이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쿠르베날, 말해줘, 

그녀가 보이지 않나? 

lichten Wogen

kommt sie sanft

ans Land gezogen.

Sie lächelt mir Trost

und süße Ruh,

sie führt mir letzte

Labung zu.

Ach, Isolde, Isolde!

Wie schön bist du!

Und Kurwenal, wie,

du sähst sie nicht?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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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안타까워하며 두 사람을 결혼시켜주려고 했다는 속사정을 전달한

다. 이 과정은 레치타티보의 간략한 선율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

졸데의 마지막 노래인 “사랑의 죽음” 아리아에서는 극의 속도가 다시 한

없이 느려진다.

이졸데의 말은 트리스탄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반사하고 있다. 

2막의 이중창에서 그들은 이미 용해된 하나가 되었고 그 상태는 3막의 

‘노래의 시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노래의 끝에 이졸데는 어떤 소리

의 진동, 파동을 문득 느끼고 거기에 빠지고 싶어 한다. 그녀는 “... 의식

을 벗어나 / 너무나 행복하겠지!(... unbewußt / höchste Lust!)”라는 말

과 함께 트리스탄 위로 겹쳐져 죽는다.113) 그녀의 시각은 수면 밑에서 

가라앉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어 그녀의 죽음이 마치 물속에서의 자살

인 것처럼 전달된다. 이졸데의 죽음은 이 노래를 부르는 7분여 뿐 아니

라 3막 내내, 더 확장하면 이 오페라 내내 지연되어왔던 결말이다. 두 

사람은 각각 편안한 휴식을 얻은 듯 죽음을 맞이한다. 이졸데의 죽음과 

함께 그동안 이어지던 불협화음이 끝나고 음악은 드디어 극 내내 주어지

112) 위의 책, p. 207.
113) 위의 책, p. 209.

이졸데:

얼마나 온화하고 고요하게 

그가 미소짓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눈을 뜨는지

보이나요, 친구들,

그대들은 보지 못하나요? 

그가 얼마나 점점 밝게

빛나는지 

별들에게 둘러싸여

높이 솟아오르는 그가

보이지 않나요? 

Isolde:

Mild und leise

wie er lächelt,

wie das Auge

hold er öffnet, -

seht ihr’s, Freunde?

Säht ihr’s nicht?

Immer lichter

wie er leuchtet,

stern-umstrahlet

hoch sich hebt?

Seht ihr’s nicht?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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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종지음을 내려준다. 이때 음악은 단조에서 편안한 장조로 바

뀌며, 화성 진행은 전형적인 Ⅳ-Ⅴ-Ⅰ도 종지 느낌을 준다. 죽음 이후 

이어지는 해방과도 같은 종결의 밝은 코드와 안정적인 화성 진행은 비극

적 감정보다는 성취감과 완성감을 전달한다. 종지부는 이 오페라가 이 

결말을 위해 달려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

어지지 못했지만 이것이 극에서 보여주려는 결말이다. 

  그들의 죽음은 ‘사랑해서 함께 죽는 연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장엄하

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는 함께 죽지 못했다. 이 사실은 이들의 

긴 기다림, ‘노래의 시간’에서의 지속적인 유예된 시간들로 인해 잘 드러

나지 않는다. 트리스탄이 바라던 끝인 둘의 죽음은 죽음으로 이루는 사

랑인 ‘정사(情死)’와도 차이가 있다. 그들은 동시에 죽지도 않으며 그 시

간차는 아주 길게 표현된다. 이 때문에 지젝은 이 노래의 환상적인 성격

으로 볼 때 이졸데가 트리스탄의 증상일 뿐이며, 그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트리스탄은 그녀와 대면하여 환상을 부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114) 

[악보 3]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3막 3장 마지막 부분



- 62 -

  그러나 ‘노래의 시간’에서 보면, 죽음의 시점은 갈리지만 그들은 ‘노래

의 시간’ 내에서 결합을 이룬 것처럼 전해지며 그들 현실에서의 비극성

은 보완된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따로 죽지만 반복되는 같은 노래 안에

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노래의 시간’ 안에서는 함께 죽는 과정을 

성취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래의 시간’은 인물들이 현실의 시간

에서 이루지 못한 한계를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드라마에 의미

를 부여한다. 그들의 사랑은 인물들의 현실에서는 단순한 개별적인 죽음

일 뿐이지만, ‘노래의 시간’에서는 현실을 초월한 ‘사랑의 죽음’이 된다.

  3.4. 노래를 통한 인물 현실의 초월

  오페라에서 아리아와 같은 노래는 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드라마를 뒷받침하고 보충하는 역할로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노래의 시간’은 극에서 벌어지던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으로 이어진 감정을 표현하며 그 사건의 시간으로부터 확장된다. 이는 

극의 시간 중 한 순간의 증폭이라 할 수 있으며, 사건과 구분되지만 사

건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된 노래는 사건 가까이

에서 드라마를 돕고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극에서 t1과 t2의 연결은 새로운 시간의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이전의 

오페라와도 차별되는 시간질서를 만들어낸다. t1의 질서가 t2에 근접하

고 또한 t1과 t2가 다양한 장치로 연결되면서, 두 개의 다른 시간은 하

나로 이어져 보이며 극 전체는 단일한 질서를 가진 것처럼 전달된다. 이

때 t2과 t1 사이에도 시간성의 차이는 있지만, t2가 t1을 충실히 뒷받침

하면서 ‘극의 시간’의 연장인 면이 더 강조된다.

114) 돌라르, 지젝, pp. 209-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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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2

[표 4] ‘노래의 시간’이 연결된 음악극의 구조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는 레치타티보가 전하는 인물 현실의 질서가 

음악과 강하게 결합하여서 관객이 알고 있던 레치타티보와도 다른 속도

로 진행된다. 여기에 이어지는 노래 역시 레치타티보와 음악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래의 시간’인 t2가 t1의 시간을 멈추거나 

더 느리게 하더라도 그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노래

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t1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인물의 현실에

서 일어나는 일들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오페라에서보다 훨씬 

높다. 이는 ‘노래의 시간’이 드라마의 시간에 매우 가까이 밀착되어 있으

며, 노래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다. ‘노래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다

른 차원에서 인물 마음속의 허구적 일들이 묘사되는 것까지도 인물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으로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

객들은 T라는 관객들의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드라마의 시간을 인지하

며 연속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t1과 t2의 차이가 적을 때에는 더욱 쉽

게 양자를 연결하고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의 ‘사랑의 죽음’은 한 순간

의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의 비탄가들과 다른 

면이 있다. 이는 바그너가 이룬 성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절대자에게 탄원하고 기적을 빌지 않고서도, 인물들이 ‘노래의 시간’ 내

에서 사랑을 이룸으로써 절대자가 해결해주던 현실에서의 한계의 극복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극의 구조에서 노래가 가지는 별개의 시간성

을 이용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결말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사랑은 현실에서는 기다림으로만 끝났지만 ‘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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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서는 이미 순수한 결합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의 시간’을 이용하여 일어나는 혼동은 아도르노가 지적한 

‘판타스마고리’라는 마취적 효과가 일어나는 구체적 원인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아도르노는 바그너의 통합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는데, 

그의 말처럼 내적 구조에서 본다면 바그너에게도 t1과 t2 사이의 ‘차이’

는 남아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숨긴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극에는 종지음

은 없지만 음악적 질서가 강한 노래 부분과 현실적 질서에 해당하는 레

치타티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드라마에서 

‘노래의 시간’을 제외한다면 이 둘은 기다림 그 자체이기만 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되며, 인물들의 현실 자체에는 기적적 변화가 없으므로 

그의 극은 마취적 효과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음악을 최상의 단계로 보았다는 것에서 바그너가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

다는 것을 생각하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이 ‘음악’ 속에서만 온전

히 이루어지며 이 이중성에서 혼동이 일어난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노래의 시간’을 현실과 정밀하게 연결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나 

죽음과 같은 인물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절대자에

게 탄원하여 변화시킴으로써 인물 현실을 t1에서 극복하던 극의 방식보

다 더 구조적으로 완결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이 보기에는 사랑

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극중 현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중적 상태가 가능한 것은 ‘노래의 시간’이라는 

시간질서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은 ‘노래의 시간’으

로서의 t2의 차원을 이상적 세계로 둔 채로 t1과 연결하여 드라마에서 

처한 인물들 현실의 극복을 t2의 차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한다. ‘노래의 시간’을 통해 인간의 한계인 현실의 시간, 때로 죽음

까지 넘는 것은 <오르페오>부터 사용되어 온 비탄가의 성격이다. 그러

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둘의 사랑을 허락하는 것은 절대자가 아니

라 다른 시간의 차원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노래의 시간’의 성질을 

이용해 인물의 현실을 표현한 시간인 t1에서는 각자 허망한 죽음을 맞이

하더라도 t2 안에서는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랑의 죽음’ 아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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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극적 구조 내에서만 죽음-너머의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트리

스탄과 이졸데>에서 추구한 통합성이 가져오는 효과라 할 것이다.

  오페라는 그 시작부터 말과 음악의 통합을 추구해왔으며 드라마를 통

해 기적적 힘을 발휘하려 했다. 바그너는 이전의 오페라보다도 더 높은 

통합을 이루면서 인물들이 노래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는 

데서 오페라의 이상을 계승하면서도 ‘노래의 시간’의 또 다른 활용을 제

시한다. 그의 극 구조는 음악극에서 통합이 고도로 추구되었을 때 ‘노래

의 시간’이 가지는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노래의 분리가 성공

적으로 숨겨지고 드라마에서 전달하려는 감정이나 인물의 바람과 일치하

는 방향으로 인물들을 뒷받침할 때, 정교한 환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노래의 시간’이 인물들이 기거하는 다른 

세계로서 존재하여 인물들의 소망을 이루거나 현실을 초월하는 별도의 

시공간으로 기능하고, 그 차원에서 인물들이 보낸 시간이 극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노래의 시간’이 극에서 이루지 못

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이 작품을 통하여 말과 음악이 고도로 결합되어 보이더라도 

드라마의 시간 내에서 ‘노래의 시간’은 여전히 드라마의 시간과의 차이

를 유지하는 특성이 남아있으며, 드라마에서 인물들이 이루지 못한 이상

향을 이루는 시공간으로서 ‘노래의 시간’이 기능하면서 통합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음악극에서 노

래의 분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며, 다만 그 분리를 감

추고 t1과 t2를 매끄럽게 연결하였을 때 드라마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인물들의 현실에서는 전달하지 못하였던 감정이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인물의 목표 등을 ‘노래의 시간’에서 전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통

합을 강조할 때의 음악극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리를 숨기고 드라마와 노래를 연결하며 드라마를 뒷받침하

는 오페라와 달리, t1과 t2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한 뮤

지컬에서는 노래가 드라마 상의 인물들의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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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드러낸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다음

에서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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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뮤지컬 구조에서의 노래

4.1. 분리된 노래들의 조합으로서의 뮤지컬 

  뮤지컬은 극중 인물의 현실을 일상적 언어인 대사로 진행하면서 그 사

이에 노래가 삽입되는 구조를 보인다. 특히 노래가 삽입될 때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그 변화는 더욱 강조된다. 이는 

극에서 노래가 드라마와 분리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뮤지컬에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통해 뮤지

컬에서 분리된 노래들이 드라마와 결합하게 된 맥락을 고찰하고 이에 대

한 관점을 점검해보려 한다.

  뮤지컬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번

성했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공연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뮤지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히는 것은 오페레타(operetta), 

뮤직홀 쇼(music hall show)115), 보드빌, 벌레스크(burlesque)116), 엑스

트라버갠저(extravaganza)117), 민스트럴시, 레뷰 등이다. 이 공연들은 

명칭이나 공연의 방향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오페레타를 제외하면 

구조는 대체로 다양한 짧은 공연을 연결한 형태였다. 내용은 가볍고 희

극적이었고 시사 풍자적이거나 성적인 소재도 종종 다루었다. 각각의 짤

막한 쇼들은 사회자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제적인 연결 없이 다

른 장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115) 뮤직홀은 음악적 오락을 제공하는 극장을 말하며, 특히 영국에서는 노래와 춤, 촌극 
등을 결합한 보드빌을 상연하는 극장을 말한다. 『Dictionary of Music』, p. 259 참조.

116) 벌레스크는 보드빌과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되는 외설적인 공연이었다. 
과감한 성적인 농담과 배우의 노출로 인기가 있었으며, 짧은 토막극이 주를 이루었다. 
시트론, p. 34 참조.

117) 엑스트라버갠저는 보드빌보다는 우아한 벌레스크에 가까운 성격이었으며 말 그대로 
규모가 크고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했다. “막대한(extravagant)” 비용을 들였다는 홍보
문구가 공연의 명칭이 되었다. 시트론, 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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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레타는 이 중 플롯을 갖춘 편이었으며, 희극 오페라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118) 오페레타에는 19세기 오페라에서 보이던 

통합에의 지향이 희박했으며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레치타티보 

대신 대화를 사용하고 유행하던 춤을 삽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오

페레타는 당시의 오페라를 패러디하여 웃음을 주기도 할 만큼 이전 시대

의 주류를 이루던 진지한 오페라와는 구분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오페

레타는 유럽에서 인기를 끌며 19세기 후반에 번성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오페레타 콤비인 시인 길버트(William S. Gilbert, 1836-1911)

와 작곡가 설리번(Arthur S. Sullivan, 1842-1900)은 미국에 진출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며 뮤지컬이 플롯을 갖춘 음악극으로서 성립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남긴다.

118) 레슬리 오레이는 프랑스에서는 오페라 코미크 이후 그레트리(Andre Gretry, 
1741-1813), 몽시니(Pierre-Alexandre Monsigny, 1729-1817), 필리도르
(François-André Danican Philidor, 1726-1795)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 속에서 계속 
희극 오페라가 그 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어진 결과물이 오페레타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Orrey, Leslie. A concise history of opera, Thames and 
Hudson, 1972, p. 201 참조.) 램은 뮤지컬을 희극 오페라, 오페라 코미크, 오페레타, 
보드빌 등 19세기 무대 장르들의 자연스러운 발전물로 보고 있다. 램, 앤드루. 『150년 
뮤지컬의 역사』, 정영목 역, 풀빛, 2004, p. 9 참조.

[그림 1] 영화 <위대한 지그필드 The Great 

Ziegfeld>(1936)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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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뷰는 보드빌과 엑스트라버갠자, 벌레스크를 혼합한 쇼로 볼 수 있으

며 때로 이러한 공연들을 레뷰라 통칭하기도 한다.119) 레뷰는 당시의 대

중적인 공연들 중 통일성이 있는 편으로, 하나의 주제 하에 여러 짧은 

공연을 모은 형식이었다. 여기에 점차 주제와 스토리를 갖추어가던 레뷰

의 발전 과정은 뮤지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뮤지컬에

서는 레뷰에서 공연되던 춤과 노래의 형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여

러 종류의 춤과 노래가 모여 하나의 극을 구성하는 방식도 유사하였다. 

<지그펠드 폴리스(Ziegfeld Follies)>(1907-1931)120)가 대표적인 공연

이며, 짧은 의상을 입은 무희들과 조명으로 장식된 계단 같은 화려한 브

로드웨이 공연의 이미지의 원천이 레뷰이다. 

  이러한 공연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새로이 창작된 음악극들은 어느 

정도의 드라마 전개를 지닌 희극적 내용인 경우가 많았고, 가벼운 플롯

을 갖추면서 대사로 극을 진행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을 삽입한 

형식이었다. 이러한 극들은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121)라고 

불렸으며 1866년의 <블랙 크룩 The Black Crook>이 그 시초로 언급

된다. 뮤지컬 특유의 ‘노래와 춤 루틴(song and dance routine)’은 이때

부터 자리 잡혔다고 할 수 있다.

  오락중심의 다소 저속했던 공연들에서 출발하여 초기에 희극적이고 가

벼운 내용을 다루던 뮤지컬이 드라마를 갖추며 발전한 과정은 유럽의 오

페레타의 수용,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발생 및 성장과 연관이 있다. 

신생국가였던 미국은 오페라에 대적할 자국의 새로운 문화를 가질 필요

가 있었다. 냅은 장엄한 유럽의 오페라 전통에 대처하기 어려워하던 미

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면이 오페레타에 있었다고 지적한다.122) 당시 문

화적 역사가 부족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자신들의 예술수준이 형편없다

119) <캣츠 Cats> 역시 레뷰에 해당하며 현재도 새로운 레뷰 작품들이 공연된다. 시트론, 
p. 38 참조.

120) 미국에서 흥행사 플로렌츠 지그필드가 제작한 레뷰로, 코미디언·미녀·호화로운 의상·
장치를 내세운 <지그필드 폴리스>를 매년 상연하면서 레뷰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121)  <42번가>, <바넘>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위의 책, p. 46-47 참
조. 

122)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p. 19-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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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페레타는 새로운 

음악극 장르로서 희극적인 내용으로 접근이 쉬우면서도 오페라의 전통들

을 비웃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오페레타의 작품들은 점잖은 체하는 음

악과 음악가들의 허세와 기만을 폭로하고 조롱하였고 재치있고 해학적이

며 현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123) 특히 길버트와 설리번의 세 번째 

작품인 <전함 피나포어 H. M. S. Pinafore>의 1879년 미국 공연과 성

공은 미국 대중에게 뮤지컬 극장에의 관심을 자극하였고 뮤지컬이 형식

이나 내용뿐 아니라 의도에서도 더 사회와 연관된 공연이 될 수 있는 모

델이 되었다.124) 길버트와 설리번의 공연들은 높은 수준의 영감과 기교

를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어로 되어있어 쉽게 미국에 수용되었다. 

그들이 작품에서 드러낸 품위(respectability)에 대한 추구는 당시 대중

적인 공연에서 부족한 점으로서 미국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가치였으

며,125) 그러면서도 작품 내부에 위트와 풍자를 갖춘 점은 뮤지컬에도 적

용될 수 있는 방향이었다. 길버트와 설리번의 가장 큰 공헌은 뮤지컬에 

극이 재미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사회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126) <전함 피나포어>가 영국보다 미국에서 더 흥행에 성

공하자, 길버트와 설리번은 양쪽을 오가며 작품을 상연하였다.127) <펜잔

스의 해적 The Pirates of Penzance>(1879)과 <미카도 The 

Mikado>(1885)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남태

평양 원주민을 소재로 한 <유토피아 리미티드 Utopia Limited>(1893)

123) 위의 책, p. 261 참조.
124) <전함 피나포어>의 런던 초연은 1878년이었으며 다음해 바로 미국 각지에서 공연이 

이어졌다. Jones. p. 4 참조.
125)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33 참조.
126) 재미있는 것은 <전함 피나포어>에도 영국의 계급제도에 대한 변호가 있었지만 이것

이 미국에서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여져 흥행했다는 점이다. Jones, 
p. 9 참조.

127) 당시 국제적인 저작권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미국에서 <전함 피나포
어>를 공연할 수 있었다. 길버트와 설리번은 <전함 피나포어>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미
국에서 공연하였고 이후에는 양쪽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 양쪽에서 
공연했다. 이들의 다음 작품인 <펜잔스의 해적>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공연
이 올라갔으나 영국에서는 초라한 극장에서 <전함 피나포어>의 의상을 입고 대본을 읽
는 수준의 공연을 한번 했을 정도였다. 램, p. 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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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의 모순까지 풍자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

용은 미국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길버트와 설리번의 오페레타들은 뮤지컬도 진지한 주

제를 다루도록 발전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128) 

  이 교류에서 오페레타와 뮤지컬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페레타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 인기 있는 쇼(sho

w)129)의 공연양식을 극 안에 받아들이며 ‘미국 오페레타’로서 자리 잡았

다. 런던에서 시작한 <전함 피나포어>는 레치타티보-아리아 구조를 가

져와 패러디하였으나 미국대중에게는 낯선 면이 있었고, 길버트와 설리

번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점차 미국적 음악을 반영했다. 그들은 <미카

도>에서는 민스트럴을 언급하고 있으며 <유토피아 리미티드>에서는 민

스트럴 넘버를 패러디한 바 있다.130) 이러한 교환 속에서, 뮤지컬도 오

페레타를 참고하며 드라마를 갖추어나갈 수 있었다. <전함 피나포어> 

이후로 미국의 수많은 뮤지컬들은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대의 사

회적 이슈를 희극적으로 혹은 진지하게 다루었다. 미국에서는 길버트와 

설리반을 흉내내는 추종자들이 생겨났으며, 잘 알려진 작곡가인 존 필립 

수자(John Philip Sousa, 1854-1932) 역시 그들의 공연양식을 따라한 

작품들을 발표했다.131) 이 점에서 뮤지컬의 성립에는 오페라보다는 오페

레타의 영향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오페레타 특유의 오페라의 권위를 

비웃는 경향과 풍자성이 미국대중의 성향에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나타난 진지한 뮤지컬들에는 “뮤지컬 극(musical play)” 등의 명

칭이 붙기 시작하였고 이 ‘뮤지컬-(musical-)’이라는 수식어는 곧 뮤지

컬이라는 장르의 명칭이 되었다. 그 발전과정을 보면 뮤지컬의 구성은 

128) 냅은 <유토피아 리미티드>에 등장하는 원주민들이 미국 노예의 모순적 상황, 즉 흑인
들이 열등하다고 여겨지지만 민스트럴시 안에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한다는 
모순성을 드러냄으로써 영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문제까지 풍자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p. 64-66. 

129)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대중적으로 성행하던 레뷰나 보드빌, 엑스트라버갠자 등의 공연
들에 대하여 “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130) 시트론, p. 50 참조. 
131) Jones,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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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 오페라부터 축적된 가벼운 음악극들의 전통이 새로 출연한 상업적

인 공연의 형식들과 결합하면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

러 장르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뮤지컬에서 일관되게 지켜진 원리는 레

치타티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드라마의 진행 중에 각각의 기예, 춤, 노래 

장면이 자유롭게 끼어드는 것이다. 단일한 질서로 전체 극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분리된 채로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이 오페

라와 뮤지컬의 가장 다른 출발점이다. 뮤지컬은 형식에서는 노래의 분리

를 유지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풍자와 위트를 유지해 재미를 잃지 않

으면서 드라마와 주제를 전달하는 법을 계속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으며 형식에 있

어 현재 공연되는 뮤지컬의 범형이 된 뮤지컬은 1946년에 발표된 로저

스와 해머스타인(Rodgers and Hammerstein)132)의 <오클라호마!>였다. 

이 극은 미국의 건국과 관련된 화합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전하면서도 대

중적인 음악과 춤이 삽입되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이전에도 진지한 

내용을 다루려 한 시도가 뮤지컬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오클라호마!>

의 성공은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후 이 극을 노래와 대본이 잘 통합되

었다는 뜻에서 ‘통합 뮤지컬’로 불렀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뮤지컬의 

대본이 완숙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의 뮤지컬들이 노래들을 통해 드라마를 통일성 있게 전달하는 데

에 집중한 것은 사실이나, 이때의 뮤지컬을 평가하는 관점에는 19세기 

뮤지컬에서부터 이어진 통합에의 추구가 절대적이었다. 미국의 평론가들

은 <오클라호마!>를 두고 일관성 있게 드라마를 전하는 미국적 음악극

의 발전을 환영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벤틀리는 이에 대해 비판적

이었으며, <오클라호마!>에 대해 ‘걸작’이라고 평가하며 뮤지컬이 오페라

에 가까워졌다고 기뻐한 베이스웽어(George Beiswanger)의 리뷰133)를 

132)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 작사가이자 극작가인 오스
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 콤비를 말한다.

133) 벤틀리가 인용한 베이스웽어의 리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오늘 한 무대에서 모든 연
극예술이 행복한 결합 속에서 통일되어 단순하고 광대하며 내적 긴장이나 투쟁이 없는 
극을 만들었다. 나는 뮤지컬 무대를, <어둠 속의 여인 Lady in the Dark>과 <오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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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다. 미국적인 가치를 담은 미국적인 연극의 탄생과 성공을 기뻐하

는 베이스웽어의 자세에는 바그너의 민족주의와 그 역사적 필요성에 대

한 옹호까지 담겨 있으며, 이는 “부활하고 재즈화된 바그너주의(revived 

and jazzified Wagnerism)”이라는 것이다.134) 그는 음악을 드라마에 삽

입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바그너는 음악에 드라마를 넣어서 드라

마의 언어가 약해지는 것을 막았지만 오클라호마는 이것조차 해내지 못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벤틀리는 근본적으로 극 안에서 예술 요

소들 간의 통합에 회의적이었으므로 뮤지컬에서의 통합이 불완전하기 때

문에 비판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오클라호마!>의 내용도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벤틀리는 문화적 국가주의를 경계하여, 이 작품

에서 보이는 미국적 배경과 서민적 정서와 감상성을 비판하였다.135) 

1930년대까지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뮤지컬과 레뷰들이 있었으며, 

벤틀리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맥밀린은 말한다.136) 벤틀리에게 

뮤지컬이 레뷰의 풍자적 특성을 버리고 통합을 추구하여 감수성을 강조

하는 것은 초기 뮤지컬들의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페라를 어설프게 

따라가는 것으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또한 <오클라호마!>는 카우보이와 

미국적 농장을 배경으로 하여 낭만적 감수성을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호마!>같은 미국 연극의 상상력이 거둔 자연스런 승리를 다시 언급한다. 이런 작품들은 
셰익스피어, 에우리피데스, 단테의 작품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아리스
토파네스나 몰리에르의 작품이 되는 것에 가까워진다. 점점 더 오페라에 접근한다. 그
리고 이 작품들은 우리 고유의 것이며, 미국적 기질의 순수한 도출이며, 현재의 우리에 
대해 정직하게 비추어보는 것이다. [...](There is one stage today on which all the 
theater arts unite in happy combination to produce theater that is sheer, 
ample, and without inner tension or quarrel. I refer again to the musical 
stage, to such natural triumph of the American theater imagination as Lady 
in the Dark and Oklahoma! Grant that these are not Shakespeare nor 
Euripides nor Dante. But they come close to being Aristophanes or Molière. 
Increasingly they approach opera. And they are our own, genuine 
outpourings of American temperament, honest mirrorings of what we are. 
[...])” Bentley, The Playwright as thinker, pp. 281-282 재인용. 

134) 위의 책, p. 309.
135) Bentley,  Eric. What is theatre?: Incorporating The dramatic event, and 

other reviews, 1944-1967, Atheneum, 1968. p. 354 참조. 
136) McMillin, p.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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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2차 대전 이후 황폐해진 국가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해야 했던 

미국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틀리는 바그너의 민족적 소재들이 독일국민에게 환영받았던 상황을 떠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어진 통합 뮤지컬의 소재들은 확실히 2

차 대전 후에 상처받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판에 반론의 여지가 있다. 비록 미

국의 평론가들이 <오클라호마!>에서 과거에 비해 강화된 통일성을 호평

했으나, 벤틀리가 음악에 여전히 드라마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듯이 <오클

라호마!>에서는 재즈양식이나 미국적 감수성을 지닌 음악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대사가 갑자기 드라마와 큰 관계없는 노래와 춤 장면으로 전

환되었으며 이는 오페라에서 추구하던 통합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

다. 이는 드라마가 통합되어 보이도록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다른 ‘노래

의 시간’이 끼어드는 레뷰의 특성들이 남은 결과였으며 이 작품이 선보

인 미국 뮤지컬에서의 통합의 모습이었다. 맥밀린은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통합은 각각의 쇼들의 통합일 뿐 각각의 요소들의 용해가 아니었

다고 주장한다.137)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공적은 뮤지컬을 유사-오페

라적인 형태로 변형한 것이 아니라, 뮤지컬이 오페라를 포함하며 발전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뮤지컬의 발전과정에서 종종 오페라의 노래들이 

등장하고 오페라 가수들도 등장해 노래를 불렀으나, 이것은 여전히 뮤지

컬에서 웃음을 자아내고 새로운 충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다. 그는 <남태평양 South Pacific>에서 연인관계를 맡았던 오페라 가수 

에치오 핀자(Ezio Pinza, 1892-1957)138)와 미국 대중음악 가수 메리 

마틴(Mary Martin, 1913-1990)139)이 각기 다른 양식으로 노래를 부른 

사례를 든다.

137) McMillin, pp. 13-15 참조. 
138) 이탈리아출신 오페라가수로 <남태평양> 등의 뮤지컬에 출연하였다.
139)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배우로 <사운드 오브 뮤직>, <남태평양>, <오페레타의 왕> 등에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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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음악적인 양식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요점이었다. 뻔뻔스럽고 

절충적으로, 뮤지컬은 스타일의 충돌을 셀링 포인트로 만들었으며, 대본 역

시 두 어울리지 않는 연인들 사이의 양식의 충돌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오페라가 되어가는 뮤지컬이 아니다. 이것은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뮤지컬이다.140)

그는 이어서 레뷰와 오페레타의 형식을 구성했던 대본과 넘버 사이의, 

한 넘버와 다른 넘버 사이의 분리의 원칙이 여전히 뮤지컬을 특징지으

며, 이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대본과 노래

를 분리된 것으로 조합한 형식이 “쇼에 무엇이나 넣을 수 있는 허가증(a 

license to put anything into a show)”이 된다는 것이다.141) 그가 보기

에, 통합 뮤지컬은 “더 좋은 대본(the better book)”으로 가는 과정이었

을 뿐이다.142)

  뮤지컬은 레뷰부터 이어진 특성으로서 노래가 분리된 구조를 유지하였

고 이는 곧 노래가 각각 다른 양식이나 장으로서 전환되며 드라마에 끼

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정립에 있어 뮤지컬

은 초기에 오페레타와 영향을 주고받은 바 있지만 이는 오페라에의 지향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노래의 집합으로서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드라마

를 진지하게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여러 장르의 노래 

중 오페라나 오페레타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의 수용력이 높

았다고 하겠다. 뮤지컬의 구조는 여러 상업적인 음악극들의 집합적인 면

에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뮤지컬의 노래는 드라마나 인물의 행동과 같

은 극의 내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외부의 공연으로부터 그 형식

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물의 내면으로부터 노래를 시작하던 

140) “Their musical styles did not belong together, but that was the point. 
Impudent and eclectic, the musical made the clash of styles into a selling 
point, with a book that also involved a clash of styles between these two 
unlikely lovers. This is not the musical becoming the opera. This is the 
musical expanding its capabilities.” McMillin, p. 22.

141) 위의 책, p. 10.
142) 위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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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와의 차이로서, 외부로부터 삽입된 노래들은 기본적으로 드라마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뮤지컬은 이러한 노래들을 드라마와 연결하기 위해 

오랜 정립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뮤지컬에서의 통합은 궁극적인 지향이

었다기보다는 정립의 초기 과정에서 분리된 노래들의 조합이 드라마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뮤지컬의 구

조와 노래에 대해서는 통합이 아닌 분리의 관점에서 그 원리와 효과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뮤지컬을 분석하는 데 있

어 바탕이 될 수 있는 음악극에서의 ‘분리’의 이론과 함께 뮤지컬의 구

조와 노래를 살펴보려 한다. 

  4.2. 뮤지컬의 구조와 ‘분리’의 이론

  뮤지컬에서는 대사가 노래로 전환될 때 노래의 양식이나 인물, 연출까

지 변화한다. 뮤지컬에서 보이는 노래와 춤 장면으로의 전환은 레치타티

보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레뷰와 같은 양식에 플롯이 갖춰지며 생

긴 것이기 때문이다. 오페라에서의 노래가 드라마의 내부에서부터 레치

타티보를 이어서 작곡된 노래들인 반면, 뮤지컬에서의 노래는 외부로부

터 들어와 드라마에 맞도록 연결되었다.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은 드라마

와 근본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뮤지컬에서 노래는 드라마와 

더 거리감을 두게 되고 노래는 음악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삽입되며, 거

의 모든 시대의 노래의 양식이 하나의 극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때 뮤

지컬에서의 노래는 인물의 내면이나 사건으로부터, 즉 드라마의 시간으

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어울리는 노래나 춤의 자원들을 동원

하여 맞추는 개념이 된다. 뮤지컬에서의 ‘노래의 시간’은 t1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시간의 속성이 있는 t2가 t1의 적절한 지점에 조립

된 것에 가깝다. t2는 t1의 연속성에 대하여 더 분리되고, 거리를 두며 

그 결과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와는 다른 차원의 관점이나 함의를 가질 

가능성을 얻게 된다. 



- 77 -

  뮤지컬에서 근본적인 개별성을 유지하며 드라마에 들어오는 외부의 노

래들을 연결한 방법은 드라마의 진행 중에 삽입될 수 있는 노래의 형식

을 찾고, 노래와 대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조합에서는 시간은 물론 인물의 변경, 노래 양식의 변경, 노래 

양식에 맞춘 장소의 변경 등이 급격히 일어나며, 이를 위해 각각의 노래

가 삽입된 지점마다 드라마와 노래의 새로운 결합이 일어난다. 

  노래가 드라마에 어울리도록 끼워 맞춰졌으므로 t1과 t2의 연결 부분

에서는 가파른 진입이 생긴다. 또한 각각의 노래는 개별성이 있다 해도 

내부의 드라마와 결합하며 드라마를 진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뮤지컬 

코미디 형태는 20세기 초부터 있었지만 통합 뮤지컬로서의 정립이 

1940년대에서야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원칙하에 드라마를 통일성 있게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t2가 개별성을 유지하는 것은 뮤지컬

의 핵심적 특징이지만, t2가 t1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레뷰

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노래가 개별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드라마

와 연결되므로 t2는 이중성을 띠며, 관객들에게 t1과 t2를 오가는 활발

한 인지작용을 요구한다. t2는 노래와 춤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관객에게 t2가 t1의 드라마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된 것

인지를 고민하게 할 수 있다. 관객은 T의 연대기적 시간을 바탕으로 사

건을 인지하기 때문에 t2가 t1과 거리가 있을 때, 이 차이를 연결해 파

악하려 하게 된다. 이때 관객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t1과 t2는 적

t1t1

t2 t2

t1

t2

t1

T(무대의 시간)

노래의 시간

드라마의 시

간

[표 5] 뮤지컬에서의 ‘노래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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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정도에서 연결성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야 한다. t1과 t2사이의 인

과가 너무 희박하다면 관객은 인과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뮤지컬에서의 통합은 노래가 개별성을 유지하며 

드라마와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래가 분리를 드러냈을 때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음악

극에서 요소간의 분리를 주장하고 실행한 브레히트의 이론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음악극에 있어서 브레히트의 이론은 하나의 질서 하에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에 반대하며 출발한다. 그는 이론적으로 바그너의 대척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게 바그너의 ‘종합예술작품’의 이상은 모든 

요소를 녹이는 것이며143) 이러한 통합은 끝내 관객까지 용해해버리는 

것이므로 극에서 마술과 최면을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지양되어야 했다. 

오페라를 혁신하기 위해 그가 생각한 방법은 카바레와 같은 대중적인 오

락양식에서 보이는 ‘근본적인 요소들의 분리’였다. 그의 이론은 ‘생소화 

효과(Verfremdungseffekt)’144)로 대표되는데 이는 극에서 부드럽게 연

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관객이 극에서 벌어지

고 있는 사건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다. 관객은 극의 사

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몰입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오페라에도 도입하여 언어와 음악 그리

고 연기와 같은 오페라의 구성요소를 분명하게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드라마적 오페라’에서 음악이 텍스트의 내용을 고조시키고 

심리적 상황을 그렸다면, 그의 ‘서사적인 오페라’에서는 음악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태도를 제시한다고 말한다.145) 그는 새로운 

음악극에서의 노래가 전통적인 오페라에서처럼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드라마를 돕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생각하며 보도록 촉구하는 기제가 되

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음악극에서 노래의 삽입을 드러내는 것은 드라

143) 브레히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연극이론』, 송윤엽 외 역, 연극과 인간. 2005. p. 
106 참조.

144) 혹은 ‘소외효과’라고도 불린다.
145) 송동준, “소외극과 게스투스극으로서의 서사극”. 『브레히트의 서사극』, 1993. p. 

1-52. p.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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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진행을 방해하고 관객의 몰입을 깨뜨려 관객이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할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극을 위해 기존의 오페라 음악과는 다른 방향의 음악들을 

시도한다.146) 브레히트는 신음악운동의 대표적 음악제인 ‘바덴-바덴 실

내악 음악제(Deutsche Kammermusik Baden-Baden)’147)에서 바일이나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와 같은 작곡가들과 협업하였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의 브레히트 작품들은 대부분 이 음악제를 계기

로 이루어진 작곡가들과의 공동 작업에서 탄생하였다. 신음악 운동은 전

통적인 콘서트홀 형식의 고전음악이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이 된 상황

에, 라디오와 음반의 발전까지 겹쳐 점점 입지가 좁아지던 전통적인 음

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콘서트 형식의 음악을 

벗어나 관객의 참여를 촉진하려던 이 운동의 방향은 연극을 통해 관객의 

생각을 촉구하려던 브레히트의 생각과도 일치하였다. 특히 1927년 3월 

바덴-바덴 음악제의 주제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대규모 오페라들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무대와 장치로도 쉽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대안 

오페라’였고 음악제에서는 바일을 비롯한 음악가들에게 작곡을 의뢰했

다. 일종의 안티-오페라를 찾던 이 음악제에 브레히트가 바일과 함께 출

품한 것이 <마하고니 노래극 Mahagonny Songspiel>(1927)이며, 이 작

품은 오페라 <마하고니 시의 흥망성쇠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1930)로 발전하였다. 다음 해 그가 바일과 함께 발표한 

<서푼짜리 오페라 Die Dreigroschenoper>(1928)는 자신의 서사극 이

론을 실현한 음악극이었고, 힌데미트와 작업한 <학습극 

Lehrstück>(1929)은 그의 교육극의 기본적 형태가 되었다.148) 오페라는 

146) 브레히트는 원래 음악에 관심이 높았고 지휘에도 관심이 있어 <트리스탄과 이졸데>
의 악보를 놓고 혼자 지휘를 연습하며 공연 후의 긴장감을 해소하곤 할 정도였다. 이승
진, “브레히트와 음악”,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4권, 2016, p. 14 참조.

147) 1926년 이 음악제에서 처음으로 ‘실용음악(Gebrauchsmusik)’이라는 개념이 등장하
였고, 이러한 개념을 통해 작곡가들은 ‘함께 부르기(mitsingen)’와 ‘함께 연주하기
(mitspielen)’ 등의 시도로 관객의 음악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통적인 음악의 저변을 
넓히려 하였다. 위의 글, p. 16 참조.

148) 위의 글, pp. 16-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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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가 주도하는 것이 전통적이나, 브레히트는 이 작업을 통해 작곡가

들과 교류하는 한편 극작가의 역할 역시 부각시키며 자신의 고유한 음악

극 원칙을 발전시킨다.

  브레히트가 서사극을 위해 활용한 또 다른 음악은 카바레(cabaret)149)

에서 불리던 대중음악이었다. 카바레는 뮤지컬에 영향을 준 20세기 초의 

상업적 공연형태들 중 하나이다. 그는 이 점에서 뮤지컬이 뿌리를 둔 공

연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카바레는 20세기 초의 일반적

인 대중적 공연양식 중 하나로 레뷰나 보드빌과 유사한 공연형태를 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다.150) 카바레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예술적 유흥공간의 

이름이면서 그 공연양식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카바레는 원래 다른 버

라이어티 쇼보다 풍자적이며 예술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특히 1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이곳에서 사회 문제와 정치적 이슈 등을 다루면서 사회적 

의식이 있는 예술가들의 모임장소가 되었다. 브레히트는 학생시절부터 

대중음악을 좋아했고, 뮌헨과 베를린의 카바레에 즐겨 출입했으며 카바

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151) 브레히트는 분리를 위한 새로운 

149) 카바레는 프랑스에서 문인들의 모임인 이드로파트(Hydropathes)의 회원들을 중심으
로 시작한 예술적 유흥공간이었다. 최초의 카바레는 1881년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세
워진 ‘검은 고양이(Chat Noir)’로, 여기에 문인들이 모이면서 술을 팔고 손님이나 운영
자들이 공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카바레의 프로그램은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여러 짧
은 공연이 혼합된 형태로 노래, 일인극, 짧은 소품, 시낭송, 춤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졌으며 즉흥적으로 무대가 꾸며지기도 했다. 카바레는 구성에 있어서는 당시 성행하던 
서커스나 버라이어티 쇼와 같은 상업적 공연들과 유사했지만, 그 내용에서는 의식 있는 
예술인들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유흥 중심의 공연에 대한 반발감을 가지고 풍자적 내용
들을 실험하며 관객과 소통하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피나녜시, 
리사. 『카바레: 새로운 예술 공간의 탄생』, 강수정 역, 에코리브르, 2007. p. 13-23 참
조. 

150) 일반적인 카바레의 한 회 공연 전체는 프로그람(Programm)이라 하며 프로그람은 대
개 10여개 이상의 독립된 짧은 장면(Nummer)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짧은 장면들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주제를 암시하는 공연 제목 하에 느슨하게 병렬적으로 조립되며 일
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길어도 짧은 단막극의 길이를 넘지 않아 각각의 공연이 독
립적인 구성을 보인다. 정민영, 「독일어권 카바레 연구(2)—카바레의 구성과 기능」, 『브
레히트와 현대연극』 13권, 2005, p. 220 참조.

151) 브레히트는 카바레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1922년 2월 재정난에 시달리
고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베를린의 가장 정치적인 카바레 중 하나인 ‘거친 무대
(Wilde Bühne)’에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브레히트는 일기에 ‘거친 무대’를 베
를린에 새로 연 배우, 트루데 헤스테베르크(Trude Hesterberg)를 방문했고 6일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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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위해 카바레에서 불리는 것과 같은 대중적인 노래들에 주목하였

다. 그는 카바레의 대중음악과 그곳의 쇼가 관객에게 미치는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브레히트는 생소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악을 ‘게스투스적 

음악(Gestische Musik)’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오페레타와 카바레 음

악에 있었다고 말한다.

  게스투스적 음악은 배우가 어떤 기본적인 게스투스를 무대에서 행하는 것

을 가능케 하는 음악이다. 소위 말하는 ‘싸구려’ 음악, 특히 카바레와 오페레

타의 음악은 한동안 게스투스적 음악의 한 종류였다.152)

  브레히트가 생소화 효과를 위하여 주장한 연기의 방식인 게스투스

(Gestus)를 음악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은 인물의 내면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관점에서 인

물을 바라보게 하고, 이를 통해 관객이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야 한다. 당시 카바레의 음악들은 주로 재즈로, 즉흥적으로 연주되며 당

김음을 사용하여 관객들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였다. 그는 재즈밴드를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고, 바일은 블루스(blues), 폭스트로트(foxtrot), 탱

고(tango), 쉬미(shimmy) 등의 다양한 리듬을 그들의 극음악에 활용하

였다.153) 또한 브레히트와 바일은 노래를 뜻하는 영단어 ‘송(Song)’을 

대문자 ‘S’로 표기하며 이 단어를 독일어에서 노래를 뜻하는 ‘리트

(Lied)’와 구분하여 대중적이고, 카바레 등에서 불리며, 저속하다고 여겨

마르크를 지불받고 무대에 서기로 한 것을 1921년 12월 23일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는 1922년 1월에 데뷔해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의 무대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이 경험이 그의 카바레에 대한 애정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Thomson, Peter. & Sacks, Glendyr. The Cambridge Companion to Brec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43 참조. 

152) “Gestic music is that music which allows [ermöglichen] the actor to exhibit 
certain basic gests on the stage. So-called ‘cheap’ music, particularly that of 
the cabaret and the operetta, has for some time been a sort of gestic 
music.” Calico, Joy H. Brecht at the Ope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68 재인용. 

153) 김미선, “브레히트와 바일의 <서푼짜리 오페라> 음악에 나타난 ‘생소화 효과’”, 『브레
히트와 현대연극』, 제 10집, 2002. p.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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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양식을 칭하기 위해 사용했다.154) 이 ‘송’이란 명칭은 브레히트가 

‘싸구려’ 음악에 붙인 것으로 리듬감이 강하고 풍자에 사용되던 대중적

인 음악들을 일컬으며 그가 보기에 게스투스를 만들기에 알맞은 음악이

었다.155) 그는 이러한 노래의 양식이 극에 삽입되었을 때 노래가 극중 

인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건에 대해 비평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래가 극 내부에서 드라마와 결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브레히트는 

카바레의 양식을 활용한다. 그는 전설적인 카바레티스트인 카를 발렌틴

(Karl Valentin, 1882-1948)과 절친한 친구였고 공연에 대해 그와 많은 

것을 논의하였다. 브레히트는 직접적으로 카바레 양식을 무대화하기도 

했는데, 그가 1922년 9월 30일 캄머슈필레(Kammerspiele)에서 올린 

<빨간 건포도 Die rote Zibebe>는 ‘문자 그대로 카바레를 위한 극장 공

간을 개척하려는 시도(an attempt to exploit the theatrical space for 

a literary cabaret)’라 회고될 정도로 배우와 무대장치 등 모든 면에서 

카바레의 양식을 활용한 공연이었다.156) 그 후에도 그는 카바레 경험이 

있는 가수들을 <서푼짜리 오페라>, <억척어멈 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1941) 등의 극에 출연시키기도 했다.157) 

  이러한 카바레 양식에 대한 탐구는 브레히트의 극 구조에 반영된다. 

그는 드라마를 진행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노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노

래의 분리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이때 카바레에서의 장면전환에서 보이던 

연출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서푼짜리 오페라>에서는 노래들이 확실히 

장면을 전환하며 시작되고 현수막이나 조명을 배치하는 등의 연출로 인

물들이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158) 

매크:  [...] 아 재키, 자네와 내가 함께 군인으로 부대를 따라 인도에서 근

무하던 일이 기억나지 않나? 아 재키, 이제 그 대포노래나 함께 부르세! 

154) Calico, p. 50 참조.
155) 이 ‘송’의 개념은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156) Thomson & Sacks, p. 45.
157) McMillin, p. 45-46 참조.
158) 위의 책,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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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탁자 위에 앉는다.)

(노래를 위한 금빛 조명. 오르간이 조명을 받는다. 조명등 세 개가 장대에 

매달려 위에서 내려오고, 판자 위에 제목이 적혀 있다.)

대포 노래

1

거기 존 있고 짐도 있었네

조지, 그는 중사가 됐어 [...]159)

노래가 시작될 때 조명은 스포트라이트처럼 화려하게 바뀌고, 오르간에

도 조명이 비추어져 인물이 가수처럼 노래를 시작할 것임을 알린다. 마

치 카바레의 사회자가 곡을 소개하듯이, 노래의 제목이 판자를 통해 소

개된다. 브레히트는 인물에 있어서도 “배우가 노래를 할 뿐 아니라 노래

하는 사람을 보여주기도 해야 한다(the actor must not only sing, but 

show a man singing”160)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인물은 드

라마 속에서 연기하던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 마치 카바레 무대

에 올라 노래하는 것처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외에도 브레

히트는 노래의 시작 부분에 막을 내린 후 배우가 그 앞에서 노래하고 조

명이 배우를 비추게 하거나161), 배우가 직접 손풍금을 연주하도록 하는 

등의 연출을 대본에 지시하고 있다.162) 이러한 장치들 역시 인물이 ‘노

래의 시간’ 동안 다른 인물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레히트의 이론은 노래들이 전환을 강조하며 드라마에 거리를 둘 때, 

인물이 그 사건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거

159) 브레히트, 베르톹트. 『브레히트 희곡선집 1』, 임한순 편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 32.  

160) Styan, J. L. Modern Drama in Theory and Practice: Volume 3, 
Expressionism and Epic Theat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 146 재
인용.

161) 위의 책, p. 79. 
162) 위의 책,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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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두고 자기 자신이나 극중 인물들의 상황을 논평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드라마의 진행 중 일어나는 노래로의 분명한 전환은 ‘노래의 시간’

이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 드라마의 인물들

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인물은 드라마의 인물인 동시

에 다른 시간대의 인물이 되어 드라마에서의 자신을 논평할 수 있게 된

다. 본래 ‘노래의 시간’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지만 오페라에서는 이를 노

래가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드라마를 보완하도록 활용하였다면, 브레

히트는 노래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강조하여서 드라마에 대한 다른 관점

을 제시하도록 노래를 활용한다. 

  브레히트의 미국진출은 그의 생전에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그와 서사

극에서 협업한 작곡가인 바일의 미국에서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바일

은 브레히트와 함께 서사극을 만든 협업자로서 그 역시 ‘송’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1935년 브레히트보다 먼저 미국에 망명해 브로

드웨이에서의 창작활동을 시작했고 브레히트를 포함한 다른 망명자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163) 

  브레히트와 바일의 작품은 미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성공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서푼짜리 오페라>는 1933년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엠파이어 극장(Empire Theater)에서 초연되었으나 완전히 실패했고 비

평가들의 혹평과 함께 단 2주 12번의 공연으로 끝난 바 있었다. 브레히

트는 뉴욕에서의 실패가 곧 미국에서의 실패라고 생각해 좌절하였다.164) 

그리고 1935년 중반에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이 유니온 

극장(Union Theater)에서 다시 공연되지만, 이 공연에 대한 미국 관객

의 반응도 좋지 못했다. 이후 바일은 생전에 자신이 독일에서 브레히트

와 만든 작품이 공연되는 걸 원치 않았을 정도로 완전히 미국에 적응하

려 노력했으며165), 브레히트와 바일의 사후인 1955년 <서푼짜리 오페

163) 1933년 나치즘이 득세하자 많은 예술가들이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했고 브레히
트와 바일도 그러한 경우였다. 유태인이었던 바일은 1935년에 브레히트보다 먼저 미국
에 정착했고, 브레히트는 1941년 미국에 망명하였다가 1947년 독일로 귀국한다.

164) Lyon, James K. Bertolt Brecht in America, Methuen. 1980. p. 6 참조.
165) 바일은 미국에 오기 이전의 삶을 지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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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재연에서야 비로소 미국에서 이들의 작품이 인정받는다. 브레히트

는 미국에서 자신의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며 교류하였지만 공산주의자

였을 뿐 아니라 작가로서는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언어적인 제약이 있었

기 때문에 미국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곡가로서 언어의 

제약이 적었던 바일은 미국의 작가들과 협업하여 차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유럽에서 온 대부분의 작곡가는 영화 쪽에서 작곡을 시작했고 브로

드웨이 뮤지컬에서 작곡을 하고 있는 작곡가는 없었다. 바일도 처음에는 

헐리우드에 도전했지만 그에게는 잘 맞지 않았고 그는 유럽에서 자신이 

했던 일을 미국에서 하기로 한다. 작가를 찾아 브로드웨이에 맞는 예술

적인 뮤지컬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166) 그는 작가 맥스웰 앤더슨

(Maxwell Anderson, 1888-1959)과 협업한 <니커보커 휴일 

Knickerbocker Holiday)>(1938)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작사가 아

이라 거쉰(Ira Gershwin, 1896-1983), 극작가 모스 하트(Moss Hart, 

1904-1961)와 함께 작업한 <어둠 속의 여인>(1941)은 큰 성공을 거두

었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예술가들은 많았지만 대부분은 미국

에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바일은 그 중 미국 예술계에 가장 잘 적

응하고 성공한 작곡가가 된다. 

  <어둠속의 여인>은 ‘뮤지컬 극(musical play)’의 시작이자 진지한 뮤

지컬의 성공으로 꼽히며167) 특히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콤비의 <오클라

호마!>의 성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168) 극작가인 하트의 목표 

중 하나는 지속적인 문제였던 뮤지컬에서의 사실주의(realism)를 실현하

고는 평소에 독일어를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 역시 미국식 영어로 발음했다. 그는 
“독일 작곡가”로 쓰인 라이프(Life) 지의 소개글 때문에 불만을 표한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 Grant, p. 75 참조.

166) 위의 책, p. 74 참조.
167) 시트론, p. 47.
168) 존스는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혁명”에는 모든 혁명이 그렇듯 그 선조가 있으며, 

1920년대 작곡가 제롬 컨(Jerome Kern, 1885-1945)과 극작가 가이 볼튼(Guy Bolton, 
1884–1979), 컨과 해머스타인의 <쇼 보트>에서의 협업, <팰 조이 Pal Joey>(1940)와 
<어둠 속의 여인>이 뮤지컬이 어떻게 이야기와 인물을 사실주의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기반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Jones, 
p.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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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고 이 작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대사로 진행하는 진지하

고 실제적인 장면들은 라이자의 사무실이나 그녀의 정신과 의사인 브룩

의 사무실에서 사실적으로 진행하면서, 장난스럽고 표현적이고 요술환등

적인(phantasmagoric) 노래들은 완전히 분리하여 모두 라이자의 잠이나 

꿈, 악몽에 배치한 것이다.169) 이야기상으로는 뉴욕의 잡지 편집자인 엘

리엇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노래는 꿈 장면에

만 있기 때문에 노래로 진행하는 장면들과 대사로 진행하는 장면들은 완

전히 다른 두 공연처럼 보인다. “한 번의 삶 One Life of Live”, “제니

의 무용담 The Saga of Jenny” 등의 주요 노래는 라이자의 꿈속에서만 

불리며 현실과의 층위를 달리한다. 인물이 자신의 현실에서 부르는 유일

한 노래인 “나의 배 My Ship”는 라이자의 신경증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그녀가 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게 되자 신경증은 사라진

다.170) 이 작품은 ‘노래의 시간’을 꿈속의 환상적 세계에만 위치시켜 인

물의 현실과 분리함으로써 노래가 그녀의 내면세계를 대변하면서도 다양

한 형식의 노래와 춤, 서커스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연결되도록 만든

다. 대사로 진행되는 그녀의 현실은 사실적이지만, 노래들은 그녀의 정

신세계로서 존재하므로 어떤 환상의 장면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 노래 

장면들은 그러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와 화해하는 돌파구가 

되므로 플롯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맡는다. 이러한 해결은 분리된 노래 

장면들이 어떻게 사실적인 인물의 상황과 연결되면서도 드라마에서 유의

미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이 된다.

  바일이 미국에서 발표한 그의 뮤지컬에 대한 에세이들에서는 그가 뮤

지컬의 형식에서 ‘노래’의 가능성을 본 것이 드러난다. 그는 현대음악에

서 출발한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자신의 작품에 레치타티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자의 질문에서 이것이 미국 대중의 취향에 맞춘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171) 또한 그는 1937년 발표한 에세이인 “음악의 연금술

169) 앞의 책, p. 139 참조.
170) 램, pp. 306-307 참조.
171) Grant,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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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 of Music)”에서 노래가 드라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점을 말한다. 그는 음악극에서 말과 음악이 합쳐진 ‘송’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래는 그것 없이도 잘 진행될 수 있었던 행동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극과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이 된다. 그것은 

그 극의 행동을 하나의 다른 더 높은 차원으로 투사한다. 장면이 닿는 곳을 

넘어 그것은 보편적 관점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행동에 대한 논평을 제공

하기도 하며, 인물이 극의 틀로부터 나와 직간접적으로 작가의 철학을 말하

게 한다.172)

그의 관점은 ‘분리’된 노래가 뮤지컬에서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용점을 제시한다. 다른 차원에 머무는 노래가 비판적 관점에서 논평을 

하는 목적 이외에도 작가의 목적에 따라 드라마와 다각도로 묶일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시인과 작곡가의 기본적인 과업은 넘버들이 장면으로부터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사들이 음

악 없이도 음악적 자질을 띤다면 배우가 발화에서 노래로 전환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이 오페라처럼 대사를 노래

로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한다. 배우들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노래함으로써 오페라에서처럼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

인 인물로써 나타나며 이러한 방식이 더 시대에 맞는 주제를 다룰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연결에 성공한다면, 노래는 여전히 그것이 독창

172) “Song is not a simple interruption of action, which could proceed very well 
without it. It is an indispensable aid to comprehension of the play and its 
nature; it projects the actions of the play to a different and higher level; 
over a stretch of scenes it provides a commentary on the action from a 
human, universal point of view; it lifts the characters out of the frame of 
the play and makes them express, directly or indirectly, the philosophy of 
the author“ Weill, Kurt. ”The Alchemy of Music: Music may be the ingredient 
that will transmute the play into living theatre“, Stage, vol. 14, no. 2, 
November 1936,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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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이중창이든 합창이든 무한한 가능성을 쥐며, 환상의 영역으로 들어

가며 인물에게 “초인간(superhuman)”적인 발화를 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173) 그의 의견은 기술적으로 뮤지컬에서 대사 부분과 노래 부분

에 대한 연결의 고민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며, 뮤지컬에서의 노래가 논

평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특성을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바일의 작품들과 이러한 이론적 활동은 미국에서 통합 뮤지컬의 형성단

계에 진행되었으며 뮤지컬 구조에서의 노래의 개념을 잡는 데 일조하였

다고 볼 수 있다.174)

  그러나 바일도 미국 뮤지컬에 대한 대중의 선호나 상황을 토대로 작품

을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듯이, 그들의 이론이 일방적으로 전파되었다기보

다는 뮤지컬의 발전단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일뿐 아니라 브레히트도 미국에서의 생활 동안 뮤지

컬의 기술을 받아들이려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뮤지컬의 노래와 춤이 

초기적인 생소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뉴욕에서 자신

의 공연인 <말피 공작부인 The Duchess of Malfi>(1945)이 실패했을 

때 배우들이 미국 뮤지컬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면서 미국 뮤

지컬의 춤, 배경, 행동 등에 서사극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보드

빌 연극에서 단련된 배우인 모스텔(Zero Mostel)과 랭캐스터(Elsa 

Lancaster)에게 자신의 극에 출연할 것을 제안하였고,175) 1946년에 브

로드웨이에서 <오클라호마!>를 직접 본 후에는 곡을 ‘삽입’하기 위해 ‘발

판(scaffolding)’을 둔 플롯을 칭찬하기도 하였다.176) 이러한 정황들에서 

173) 앞의 글.
174)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이스웽어는 <어둠 속의 여인>과 <오클라호마!>를 미국 연극의 

승리라 말했다. 또한 바일의 작품들을 연출한 카잔(Kazan)은 바일이 미국으로 망명해 
뮤지컬에 적응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바일이 독일을 떠나 자바에 정착했
다면 그 지역에서 사원 음악을 작곡해 존경받았을 것이며, 아프리카에 갔더라도 부족의 
음악에 통달했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말한다. Grant, p. 77. 또한 바일은 <오클라호
마!>의 원작 희곡의 뮤지컬화 기획 단계에서 작곡을 의뢰받기도 하였다. 비록 바일이 
거절하여 작곡이 리처드 로저스에게로 넘어갔지만 만일 이것이 성사되었다면 미국 뮤지
컬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D'Andre, David Mark. “The Theatre Guild, 
“Carousel”, and the cultural field of American musical theatre“, Yale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0, p. 52 참조.

175) Weill,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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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브레히트와 바일이 생각한 음악극의 형식, 특히 바일의 ‘송’에 대

한 관점은 뮤지컬 구조의 정립 과정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뮤지컬에서 노래가 분리

를 드러낼 때 드라마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을 포착하였으며 그 가능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하겠다. 

  이후 나타난 통합 뮤지컬은 뮤지컬로서 진지한 내용을 통일성 있게 다

루었지만 대사를 말로 하면서 노래를 삽입하는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러

한 발달과정에서 뮤지컬은 고유한 고안들을 통해 노래를 드라마 중에 삽

입할 때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며 발전하였다. 특히 대사와 노래의 연

결을 위해 노래로 진입하는 여러 방법들과 노래의 형식들이 고안되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바일이 말한 음악 없이도 음악적인 대사나 브레히트가 

말한 ‘발판’에 해당하는 연결부분이 될 것이다. 그 결과 한층 자유롭게 

연결된 노래들이 ‘노래의 시간’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 이외의 역할을 하

는 것이 뮤지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히트가 본 ‘발판’들은 뮤

지컬에서 노래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드라마와 연결되게 하는 장치들

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뮤지컬의 노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라

마와 연결되는지를 노래가 시작하는 순간과 노래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4.3. 뮤지컬에서 노래와 드라마의 결합 양상

    4.3.1. ‘노래의 순간’과 노래의 다양화

  뮤지컬에서는 레치타티보 없이 노래의 시작점을 처리할 기술이 필요했

고, 각각의 작품들에서는 노래 시작 전에 노래를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브레히트는 노래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

176) 브레히트는 1946년 9월 30일에 퍼디난드(Ferdinand)와 함께 <오클라호마!>를 보았
다고 퍼디난드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Lyon, pp. 148-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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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합 뮤지컬에서는 이와 달리 노래가 드라마와 연결되는 지점을 만

들어 노래를 삽입하려 한 노력이 발견된다. 뮤지컬에서 노래로 들어가고 

나오도록 연결하는 극중의 기제들은 노래를 극 안에 결합시키는 기술들

과 거기에 연결되는 노래의 특성을 보여준다.

  뮤지컬처럼 노래가 극의 사이에 삽입되는 구조에서는 노래의 존재 이

유에도 변화가 생긴다. 노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념에서, 노래는 인

물의 감정이 넘쳐흐를 때뿐 아니라 드라마와 적절히 결합할 수 있는 어

느 위치에든 자리할 수 있게 된다. 뮤지컬에서 노래를 삽입할 곳을 결정

하는 것을 ‘노래 위치 정하기(song spotting)’라 한다.177) 이것이 정해지

고 나면 그 위치에서 대사가 노래로 전환되는 ‘노래의 순간’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음악극에는 노래로의 전환을 타당하게 만드는 유용하고 오랜 극구조가 

있는데, 뮤지컬 역시 이 구조를 적극 활용한다. 이것은 주요 인물의 성

격을 음악과 관련지어 무대 위와 아래를 오가게 하는 것이다. 인물이 일

상적으로 노래하는 인물이라면,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전하더라도 관객

에게 용인되기 쉽다. 오페라에서의 주요 소재인 오르페우스 역시 음악가

임을 생각하면 이는 고전적으로 애용되는 방식이라 하겠다. 뮤지컬에서

도 특정한 음악 공연 장르를 배경으로 삼는 방식을 자주 택한다. 다만 

대중음악의 발달에 따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물의 폭도 넓어진다. 

<카바레>178)를 필두로 <코러스라인 A Chorus Line>(1975)179), <브로

드웨이 42번가 42nd Street>(1980)180), <드림걸즈 Dream 

girls>(1981)181)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198

177) 시트론, p. 227 참조.
178) 1930년대 베를린의 카바레 킷캣클럽이 배경이다. 이 곳에서 일하는 댄서이자 가수인 

샐리 볼이 영어 교사로 일하는 영국인 브라이언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
다. 

179) 1970년대 쇠퇴기의 뮤지컬 오디션장을 배경으로 오디션을 보는 코러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다.

180) 1930년대를 배경으로 시골 출신의 무용수인 페기 소여가 브로드웨이에 화려하게 데
뷔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원제는 브로드웨이의 주소인 <42번가 42nd Street>이지만 한
국 라이선스 공연에서는 <브로드웨이 42번가>로 표기한 것을 따랐다.

181) 196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R&B 여성 그룹 슈프림스(Supremes)의 이야기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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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헤드윅 Hedwig And The Angry Inch>(1998)183) 등 수많은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작품들을 한 데 묶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로 무대 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트론과 존스는 

이러한 뮤지컬 작품들을 ‘무대 뒤 뮤지컬(backstage musical)’로 분류하

고 있다.184) 유럽의 오페라 극장이나 브로드웨이의 무대, TV쇼, 클럽 등 

노래와 춤이나 화려한 장면들을 삽입하기 쉬운 배경이 뮤지컬에 활용되

어왔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음악과 관련 없는 인물이 노래를 시작

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들에 다양한 도입부가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오클라호마!> 이후 뮤지컬 황금기의 통합 뮤지컬들에서는 각

각의 노래를 대사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도입부들이 개발된다. 통

합 뮤지컬의 발전은 뮤지컬이 노래가 대사와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드

라마와 연결되는 음악극으로 발전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물은 

노래로 진입하기 위해 질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주제를 반복하여 생각

하기도 하고, 슬픔이나 기쁨 등의 깊은 감정을 토로할 시점을 조성하기

도 한다.

  뮤지컬에서 이러한 선택과 적용이 가능해진 배경으로는 고전음악과는 

상황이 달라진 대중음악의 발달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세기 이후 녹음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급속히 성장한 대중가요로 인해 대중은 고전음악보

다 쉽게 일상적인 노래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변화는 극중의 인

물들에게도 반영되어 새로운 ‘노래의 순간’이 개발될 수 있었다. 대중이 

일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늘어나면, 극중 인물 역시 자신의 삶 안에서 부

르는 노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레뷰 같은 화려한 무대의 전환 없이

도 극중 인물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다.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노

티브로 하여 쇼비즈니스 세계에서 성장해 나가는 가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82) 1861년을 배경으로 한 언제나 오페라 극장에 나타나는 괴신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183) 동독을 탈출하기 위해 트렌스젠더 수술을 받고 미군을 따라 미국으로 왔지만 성공하

지 못한 록가수 헤드윅(Hedwig)의 이야기이며 무대 위에서 밴드의 공연 형태로 펼쳐진
다.

184) 본고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 Jones, pp. 66-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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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순간’들은 대중가요를 통해 현실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보편화되어 

갔다. 이러한 순간들이 작품에 활용되면서 노래들은 극 안에서 예전보다 

다양하게 각각의 장면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뮤지컬에서 유지된 노

래의 개별성은 뮤지컬이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의 양식을 극 안에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뮤지컬의 혼합물적인 특성은 뮤지컬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이다. 여

러 노래 양식들이 하나의 극 안에 혼합될 수 있는 이 성질은 뮤지컬을 

난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도 하지만, 그 활용에 따라 뮤지

컬이 노래를 통해 특정한 시간대와 공간을 시사하고 드라마와는 다른 의

미를 내포할 수도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극중에 어느 시대의 유행가가 

삽입될 때, 그 노래는 특정한 시공간을 극 안에 가져올 수 있다. 군가, 

록, 헤비메탈, 발라드, 판소리 등에는 각각의 시대와 맥락이 있다. 노래

의 고유한 맥락이 드라마와 겹쳐짐으로써 노래는 드라마 안에서 중첩되

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중음악은 고전음악보다 훨씬 다양한 시

대와 장소적 배경을 가지는데, 노래의 삽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뮤지컬은 

각각의 노래들을 그대로 작품에 가져오며 일종의 기호로 활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음악들이 삽입될 때 ‘노래의 시간’에서의 인물과 질서의 변화

는 커지고 t1의 시간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된다.

  또한 뮤지컬은 노래의 분리를 드러내면서도 노래를 드라마와 연결하는 

여러 기제를 발전시킨다. 언제 노래를 시작하는지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노래의 순간’의 예로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My 

Fair Lady>(1956)의 “스페인의 비 The Rain In Spain”를 들 수 있다. 

언어학자인 히긴스(Higgins) 교수는 피커링(Pickering) 대령과의 내기 

때문에 꽃 파는 하류층 여성인 일라이자(Eliza)를 데려와 교육해서 상류

층 여성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는 일라이자에게 고급 억양과 발음을 가

르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발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던 

일라이자는 문득 신문을 읽다가 실패했던 문장인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185)

를 처음으로 제대로 발음한다. 일라이자와 히긴스, 이들을 지켜보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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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링 모두에게 엄청난 환희가 생겨나고, 그들은 환희의 에너지를 노래로 

전환한다.

일라이자:  (천천히)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

히긴스:    (바로 앉으며) 방금 뭐였죠?

일라이자: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

히긴스: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해봐요.

일라이자: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

히긴스:    (피커링에게) 그녀가 해낸 것 같아! 해냈다고!

일라이자: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

히긴스:    (의기양양하여)

    맙소사, 그녀가 해냈어!

    맙소사, 그녀가 해냈어!

    자, 한 번 더, 비가 어디에 오는 거죠? 

일라이자: 평원에! 평원에!

히긴스:   그럼 그 축축한 평원은 어디에 있죠?

일라이자: 스페인에! 스페인에!

(피커링도 벌떡 일어나고 세 사람은 기쁨에 차 노래한다)

세 사람: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

 (히긴스가 흥분해 실로폰으로 달려간다)

Eliza:  (Slowly)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Higgins:  (Sitting up) What was that?

Eliza: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Higgins:  (Rising, unbelievably) Again.

Eliza: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Higgins:  (To Pickering) I think she’s got it! think she’s got it!

Eliza: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185) 앞에서 일라이자는 “Ay”와 “I” 발음을 어려워하는 노래를 부른다. 각각 [ei]와 [ai]발
음으로, 이 문장은 [ei] 발음으로 가득 차있다. 일라이자는 이 문장을 처음에 “The rine 
in spin sties minely in the pline.”로 읽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
장을 겹치는 한글모음을 사용해 번역하였다. Lerner, Alan Jay. My Fair Lady, The 
New American Library, 1958, p. 36 참조.



- 94 -

Higgins:  (Triumphantly)

  By George, she's got it!

  By George, she's got it!

  Now, once again where does it rain?

Eliza:   On the plain! On the plain!

Higgins:  And where's that soggy plain?

Eliza:   In Spain! In Spain!

(Pickering jumps to his feet and the three sing out joyously)

The Three: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Higgins walks excitedly to the xylophone)186)

노래는 일라이자가 “스페인에서 비는 대체로 평원에 내린다.”를 네 번째

로 발음할 때부터 시작된다. 이 반복적인 말은 리듬을 만들고, 이 리듬

은 서로가 공유하는 환희의 감정이 집중되는 순간에 노래로 전환된다. 

이러한 도입부는 대사의 반복으로 언어적 리듬을 미리 만들어 음악적으

로 노래와 이어지도록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환희가 진해지면서 

노래는 점차 본격적이 되고, 피커링까지 합세하며 세 사람은 함께 발로 

박자를 맞추다가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박수를 치는 등 스페인의 민속

무용인 판당고(fandango) 동작을 하고 캐스터네츠 반주까지 더한다. 자

연스러운 전환이지만 ‘노래의 시간’에서의 인물과 공간의 변화는 분명하

다. 차분하던 언어학자의 집은 한순간에 스페인의 열정적인 민속공연무

대로 변한다. 대사를 하는 동안에 히긴스는 절대로 판당고를 출 수 있는 

인물이 아니지만 노래를 하는 동안에는 능숙한 댄서가 된다. 부드러운 

연결일지라도 ‘노래의 시간’으로 진입하면 인물의 성격은 물론 공간과 

인물마저 변화한다. 

  통합 뮤지컬의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콤비

의 작품들에서는 드라마와 연결되는 이러한 도입부들을 찾을 수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1959)에서 주인공인 마리아

186) 앞의 책,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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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수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다. 이 특

성은 그녀가 폰 트랩 가의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며 서로 마음을 

여는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져 일상적인 노래의 순간들이 극중에 연결되

면서도 드라마를 진전시키도록 작용한다. “도레미 Doremi”는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며 즉석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내가 좋아하

는 것들 My Favorite Things”는 아이들이 천둥을 무서워하자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덜 무섭다고 달래며 시작하는 노래이다. 두 노래 모두 

마리아가 노래를 가르쳐주거나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연출되어 인물

의 현실에서 노래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납득되면서도 아이들과 친해진

다는 인물의 목표와 연결된다. 노래는 기타반주의 간단한 선율로, 대중

음악이 발달하여 평범한 인물도 기타를 치며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능해진 변화가 이 도입을 편안하게 한다. 

  통합 뮤지컬이 뮤지컬의 구조에서 분리된 노래를 드라마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을 실현한 후, 뮤지컬에서는 말에서 노래로 넘어갈 때의 

전환부분에 적절한 발판을 만들며 연결하는 기술들이 계속 강구되었다. 

그 결과 노래를 인물의 현실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례는 작품마다 축

적된다. 통합 뮤지컬은 감성의 전달이나 관객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였지

만, 대중음악을 극 안에 가져오는 방식을 고수하였고 노래의 분리적 특

성이 드러난 채로 드라마를 진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래들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한다. 먼저, 일상적인 노

래들이 드라마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노래는 인물의 깊은 내면

을 말할 뿐 아니라, 사건을 진전시키고 정보를 전하거나 상황을 평하는 

등 기능의 확장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뮤지컬의 노래들은 노래에 대한 

대중의 달라지는 인식에 어울리는 노래의 시작점을 극에 넣을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의 노래와 대중의 관계에 따라, 극과 노래의 결합이 만드

는 새로운 표현을 계속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뮤지컬에 남긴다. 영웅

적이지 않고 비장한 감정이 없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극에 적용하고 변화

하는 노래들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주제 역

시 쉽게 극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뮤지컬의 발전과 함께 그 구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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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의 자리와 유형들은 점차 공식화되고 유형화되었다. 이는 뮤지컬이 

대중적인 음악을 계속해서 드라마 내에 수용하기 쉽도록 발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뮤지컬 노래의 유형들에서는 어떻게 노래들이 분리되면서도 

드라마에 기여하도록 연결되는지, 또한 노래의 기능이 어떻게 확장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3.2. 드라마와 결합하기 쉬운 노래의 유형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은 드라마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개별성을 유지

하면서도 드라마에서 필요한 기능을 하며 극에 조립되는 면 역시 가지고 

있다. 오페라에서도 비탄가와 같은 유형화는 있었지만 그 기능이 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은 감정 표현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의 유형을 보인다. 뮤지컬의 노래 전체를 분류하기

는 어렵지만 몇몇 공통되는 노래의 유형들은 뮤지컬에서 노래가 어떻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극 진행 단계에서 삽입될 수 있는지를 보

여준다. 

  뮤지컬 노래의 오랜 관습적인 분류는 극 안의 노래들을 ‘아이 엠 송(I 

am song)’과 ‘아이 원트 송(I want song)’, 그 외의 ‘뉴 송(new song)’

으로 크게 나누는 것이다.187) 이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태를 말하는 노래

들로서 고전적인 음악극들과도 공통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뮤지컬에서 

이 노래들은 더 정확하게 목적을 드러낸다. ‘아이 엠 송’은 내가 어떤 인

물인지를 설명하는 노래로, 일차적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직업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인물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플롯에서 인물이 할 

일을 예고하기도 한다. 시점에 따라 인물의 소개뿐 아니라 인물이 이야

기의 진전에 따라 느끼는 상태를 전할 수 있어 모든 음악극에서 인물의 

심정을 전하는 많은 노래가 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나는야 새잡이”, <맨 오브 라만차>에서 “나는 나 돈키

187) Frankel, Aaron, Writing the Broadway Musical, Da Capo Press, 2000,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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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테 I am I Don Quixote”와 같은 노래가 대표적이다. ‘아이 원트 송’은 

인물의 욕망을 표현하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노래

들이며 이 역시 고전적인 음악극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랜 노래의 기능이

다. <지킬 앤 하이드 Jekyll & Hyde>(1990)에서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과 같은 노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노래의 두 종류는 

뮤지컬에서 노래들을 삽입하는 데 기본이 되는 방식으로, 뮤지컬에서 인

물의 내면을 묘사할 때 필수적인 노래들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노래

들은 ‘뉴 송’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노래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

며188) 여기에 해당하는 노래들, 혹은 다른 방향의 분류들은 뮤지컬 노래

들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을 보여준다.

  이 고전적인 분류 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드라마의 전개와 

관련 깊으며 더욱 분화된 노래들이다. 뮤지컬에는 1막 끝 노래, 2막 시

작노래, 밤 11시 정각의 노래(eleven o’clock number)189), 쇼 스타퍼

(show stopper)190) 등 많은 노래의 별칭들이 있다. 이 별칭들은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분류하기 어렵지만 기능들에서는 공통되는 지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래들을 프란켈(Aaron Frankel)의 분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의 구분이 극 안에서 노래가 플롯에서 기능하는 바

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래의 분류들은 때로 ‘아이 엠 송’이나 ‘아이 

원트 송’의 성격도 지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① 정립(establishing)의 노래, 혹은 오프닝(opening) 노래: 극의 시작에 인

물들이 행동을 하기 위한 상태를 정의하고 상황을 만들어주는 곡이다. 보통 

188) 앞의 책, p. 95-99 참조.
189) 시트론, p. 204-205 참조. 극이 절정에 달할 때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부르는 멋진 

노래를 말한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공연은 보통 8시에 시작하고 11시 15분 경 막
을 내렸는데 이 경우 11시경에 2막의 절정에 달하는 노래가 나올 수 있었다. 현재 이런 
노래는 구식 수법으로 취급받으며 즐겨 사용되지는 않고 절정에 달하는 노래가 나오는 
시간 역시 변하였지만 명칭은 남아있다.

190) 원래는 박수갈채를 받을 정도의 명연기를 뜻하지만, 뮤지컬에서는 플롯을 잠시 중단
하고 노래와 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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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라고 불리는 대규모 앙상블 혹은 모든 

인물이 나오는 오프닝 곡들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플롯과 흥미요소를 비롯

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카바레>의 “어서 오세요 Willkommen”, <포기와 

베스 Porgy and Bess>(1935)의 “서머타임 Summertime” 등이 여기에 속

한다. 2막의 시작에는 다시 오프닝 노래가 들어가기도 한다.

② 리프라이즈(reprise) 노래: 앞에서 제시했던 곡이 뒤에서 반복되는 것으

로 보통 다른 상황에서 변주되며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어 행복했던 시절

의 곡이 불행해졌을 때 반복되며 대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사가 바뀔 

수도 있다.

③ 세구에(segue)191), 혹은 브릿지(bridge) 노래: 보통 가사가 없지만 가사

가 삽입되기도 한다. 하나의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때 이를 연결하

기 위한 짧은 노래이다. 이야기를 진전시키면서도 다음 장면으로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④ 쉬어가기(relief) 노래: 숨 돌리기(respites), 장난(novelty), 막간

(interlude) 노래 등의 유형이 있다. 코미디 노래(comedy song), 코미디 릴

리프(comedy relief), 쇼 스타퍼(show stopper)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갑자

기 장면이 전환되어 드라마 상 인물의 행동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 보

이지만,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으며 동시에 플롯을 진전시킬 수

도 있다. ‘코미디 노래’나 ‘코미디 릴리프’는 모든 유형에 쓰일 수 있으나 여

기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다. ‘나열 노래(list song)’192) 역시 여기에 속하는 

191) ‘뒤따라 나오는 것’의 의미로, 한 작품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곡을 가리킨다. 악보에
서는 앞 페이지는 비어있으나 뒷 페이지에 바로 음악이 나올 때 페이지를 빨리 넘기도
록 ‘segue’를 표시한다.(『Dictionary of Music』, p. 353 참조.) 여기에서는 두 개의 곡
이 이어지는 부분을 말한다. 

192) 갖가지 소재의 구절을 계속 나열해가는 노래로, 오페라 이후 뮤지컬에서 계속 활용되
어왔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Don Giovanni>(1787)에는 돈조반니의 하인이 주인나
리가 여자를 유혹했던 나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관객을 웃기
는 목적으로 나열을 늘어놓는 곡들이 ‘리스트 송’이라 할 수 있다. 1930-40년대 나열 
노래의 거장으로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와 노엘 카워드(Noel Coward, 
1899-1973)를 들 수 있는데, 콜 포터의 노래 중 “내과 의사 The Physician”는 의사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할 자신의 신체 부위를 일일이 다 열거하고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에 대한 나열까지 곁들임으로써 다른 어떤 나열 노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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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노래이다. ‘장난’ 역시 플롯이나 인물의 행동과 큰 관계가 없지만 

‘숨 돌리기’와는 반대로 극의 긴장감을 더 높여주는 장난스러운 노래들이다. 

‘쇼 스타퍼’는 이러한 종류의 쉬어가기 노래를 부르는 명칭이나 극의 드라마

를 중단하고 더 화려한 장면으로 전환되는 기능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막

간 노래’는 극의 긴장이 고조에 달했을 때 장면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 삽

입되는 노래로 이 역시 드라마의 진행에서 잠시 벗어난 노래이다. 

⑤ 논평 노래(comment song): 인물의 상황, 벌어지고 있는 사건 혹은 주제 

등에 대해 논평하는 노래이다. 비평을 하기 위해 행동을 멈추고 끼어드는 

노래도 있고, 인물의 행동과 겹쳐지며 다른 시각을 환기시키는 노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논평 노래는 인물의 행동을 증폭시켜 보여주기 위해 행동으로

부터 한 발짝 밖으로 나온다. 논평 노래들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다른 시각

을 주고, 대조되어 보이게 하며, 층위를 더한다. 브레히트의 극에 삽입된 바

일의 많은 노래들, <마라/사드 Marat/Sade>(1964)의 노래들, <서푼짜리 오

페라>의 “해적 제니 Pirate Jenn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West Side 

Story>(1957)의 “아메리카 America”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논평 노래의 다

른 종류는 손드하임이 <컴퍼니>에서 보여준 곡들인데, 노래의 절반정도가 

새로운 지점의 곡들이며 쉬어가기 노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논평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극에서 분리되어 논평을 하면서도 극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

으므로 인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한다는 것이 이 논평 노래가 성취한 

점이다.193)

위와 같은 노래의 유형들에는 과거의 음악극에서 온 것들도 있지만, 뮤

지컬을 통해 새로운 유형이 개발되고 더 명확히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숨 돌리기’ 노래들은 뮤지컬에 남은 레뷰의 전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논평 노래의 경우, 브레히트가 활용하던 논평적인 노래와도 

유사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다 큰 인기를 얻었다. 보통 익살이 섞여있고 작사가가 재능을 발휘한 화려한 각운으로 
재미를 준다. 플롯에서 벗어나있어 단순한 쉬어가기의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활용에 
따라 단순한 나열에서 벗어나 인물 성격까지 드러낼 수도 있다. 시트론, pp. 262-265 
참조. 

193) Frankel, pp. 102-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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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류들은 뮤지컬의 노래들이 드라마의 진행에 따른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유형 자체에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들이 고려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다양화된 유형 중 인물의 상태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 외

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래들은 뮤지컬의 노래가 이전과는 다른 지점에서 

드라마와 결합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노래들은 드라마 내부로

부터 뻗어 나와 인물이나 플롯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레뷰가 대중적

으로 유행하는 선율과 춤 양식을 끌어오듯이 드라마 외부로부터 온 것이

다. 이러한 노래들은 극에서 단순히 분위기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사용에 따라 극과 거리를 두고 다른 관점을 제시

하는 기능, 즉 진행되던 극과 떨어져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

    4.3.3. 노래 내부의 반복과 완결성

  뮤지컬에서 노래의 종류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드라마와 연결되도록 유

형화하였다면, 노래 내부의 형식(song form) 역시도 당시의 대중가요 

양식을 수용하며 극에 삽입되기 쉽게 발달한 면이 있다. 모든 노래가 그

러한 것은 아니지만, 노래의 리듬이나 선율 등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뮤지컬 노래의 틀이 생긴 것이다. 이 장에서는 뮤지컬 노래 내

부의 형식이 뮤지컬의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뮤지컬에서 기본이 되는 노래 형식은 보통 공연을 위한 선율이라는 뜻

에서 ‘쇼 튠(show tune)’이라 불리며, 그 노래 내부의 구조로는 ‘AABA’

가 대표적이다. ‘AABA’ 형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다.

A: 멜로디가 처음으로 서술된다.

A: 똑같은 멜로디와 가사가 반복되어서 이 부분을 학습시킨다. 

B: 대조적인 선율이 나온다. 

A(혹은 A’): 원래의 멜로디가 반복되어 시작점으로 돌아왔다는 느낌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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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각의 길이는 8마디 정도로, 변형이 있거나 길이가 다를 수 있

지만 합치면 대략 32마디 정도가 된다.194) 

  이 ‘32-마디 노래(32-bar song)’는 대중음악의 산실인 틴 팬 앨리

(Tin Pan Alley)195)로부터 왔다. 19세기 말엽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발

달하여 미국 대중음악의 중추가 된 틴 팬 앨리는 브로드웨이와 지리적으

로도 상업적으로도 가까웠다. 1920-30년대 사이 성행한 브로드웨이의 

레뷰와 보드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연 중간에 새로운 노래를 마음껏 

넣어도 되는 헐거운 구성이었고 틴 팬 앨리의 신곡들은 그 공연에서 빠

르게 발표되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틴 팬 앨리의 작곡가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형식을 만들기 위해 19세기부터 내려온 대중음

악의 형식을 면밀히 탐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전의 대표적인 노래 형

식인 AABA 형식과 ‘버스-코러스(verse-chorus)’ 형식을 결합한 것이었

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버스-리프레인(verse-refrain)’ 형식으로, 

AABA 부분이 리프레인에 해당한다. 버스 부분은 가사의 맥락이나 감정

적인 어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19세기 대중음악에서는 중요

한 부분이었으나, 1920년대에 와서는 일종의 도입부 역할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196) 그런데 이 대중음악 형식은 극에 삽입되었을 때 자연스

럽게 노래로 진입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었다. 약해진 버스 부분은 뮤지

컬에서 ‘노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도입부로 활용되기에 적절했으며 또

한 리프레인에 이르기 전의 설명적인 버스 부분을 드라마에 노래를 연결

하는 도입부로 활용한다면, 본격적인 노래는 AABA라는 반복적인 구조

194) Frankel, p. 79 참조.
195) 19세기 후반 노래 출판 업체가 밀집하여 대중음악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던 뉴욕 28번

가 지역을 이르는 말로, 여러 가지 조성과 박자에 맞추어 양철소리 같은 요란스러운 소
음을 울려대던 피아노음을 빗댄 표현이다. 이곳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미국 대중음악 산
업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음악 시장을 겨냥한 히트곡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양산되
었으며, 곡당 100만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베스트셀러’가 등장한 것도 이 시점
이었다. 스타, 래리. & 워터먼, 크리스토퍼. 『미국 대중음악-민스트럴시부터 힙합까지, 
200년의 연대기』, 김영대, 조일동 역, 한울, 2018, p. 62-63 참조. 

196) 위의 책, p. 112-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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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기 때문에 노래가 부드럽게 도입되면서도 가사와 선율은 빠르

게 전달될 수 있었다. 

  <오즈의 마법사 The Wizard of Oz>(1939)의 “무지개 너머 Over 

the Rainbow”, 거쉰(George Gershwin, 1898-1937)의 “나에겐 리듬이 

있네 I Got Rhythm”, <캣츠>의 “메모리 Memory” 등이 AABA 형식의 

곡들이며, 이 외에도 뮤지컬 및 대중가요에서 이 형식은 여전히 애용되

고 있다. AABA 형식은 조금씩 변형될 수 있다. 마지막 A는 종종 A’로 

보는 것이 좋을 만큼 가사 혹은 선율이 바뀌기도 하며, 때로는 AA’BA’’

가 되기도 한다. 이 외에 멜로디의 흐름에 따라 AABABA, ABAC, 

ABAB 등의 변화한 형식이 있을 수 있다.197) 

  또한 대중음악의 발달로 인한 대중의 인지적 변화도 노래들이 극에 등

장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한 요인이다. AABA형식은 당시 일상생활

에서도 종종 불리는 대중가요였으므로 관객들은 뮤지컬의 인물들이 극중

의 현실에서 노래로 사건이나 감정을 전하는 것을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들은 반복을 통해 가사와 선율을 쉽게 전달하면서, 곡 안

에 아주 짧게 한 구조를 완결한다. AABA는 A에서 조성, 선율, 리듬 등

을 처음에 제시하고,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완전히 다른 선율로 간 후에 

다시 원래의 제시부로 돌아오는 구조이다. 청자는 음악을 인지할 때 A

를 처음 접하고 다음에 반복으로 익숙해졌다가, B에서 변화를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낀 후 다시 A로 돌아와 익숙함을 인지하고 종결감을 느끼게 

된다. 극에 활용되었을 때, A의 반복은 인물이 진입한 노래라는 가상의 

질서에 관객이 쉽게 익숙해지게 한다. B라는 극적인 변화를 겪고 나서 

A로 돌아옴으로써 노래는 음악적으로 완결된다. 특히 B는 ‘브리지

(bridge)’, 혹은 ‘미들 에잇(middle eight)’이라 불리는 특별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는 으뜸음에서 딸림음이나 버금딸림음으로 가거나 조가 바뀌

는 등 음악적 변화가 일어나며198) 마디 수까지 길어지기도 하여 관객에

197) Frankel, p. 80 참조.
198) Partinon, Alia.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Music, Lotus Press, 200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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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긴장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 B의 끝에 A로 돌아오면 관객은 안도

하게 되고, 이 종결감은 ‘노래의 시간’ 안에서 다른 차원의 인물이 되었

던 극중의 인물이 모험을 마치고 그들의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 역시 의

미한다. 주인공이 모험을 통해 발전하였듯이 음악도 A’로 변주되기도 하

며, 같은 A라 해도 새로이 인식된다. 이 흐름은 주인공이 집을 출발하여 

모험을 거치고 변화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구조와 유사하다. 소

나타 형식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전음악에서도 나타나는 이 형식은 제시-

발전-재현이라는 형식을 통해 적절한 변화와 종결을 갖는 검증된 기제

이다. 그런데 뮤지컬 노래의 AABA에서 그 기본 패턴은 각각 8마디로 

매우 짧으며 이 구조가 바로 다음 절에서 그대로 등장할 정도로 반복적

이다. 이 형식에서 노래는 그 안에 짧은 기승전결을 음악적으로 형성하

며 가사와 결합하여 효과를 강화한다. 이 노래 형식은 극 안에 들어갔을 

때 반복적인 도입으로 부드럽게 시작하고 끝에는 종결감을 전달하기 때

문에, 드라마 중에서 노래가 자체적으로 개별적 이야기로 돌입하였다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뮤지컬 노래의 형식은 확실한 도입부와 종결부

를 통해 노래라는 질서로 들어가고 나오는 구조를 내부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특성은 뮤지컬에서 노래가 독자성과 완결성을 지니게 하여 극의 흐

름 중에 이중적 의미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음악극에서 노래들은 극의 

일부로서 드라마를 진전시키고, 상황을 발전시키고, 인물을 드러내는 역

할을 수행한다.19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노래들은 인물들의 현실과

는 구분되는 시간성을 띠고 극의 흐름과 거리를 둘 수 있다. 이 분리는 

뮤지컬에서 대사가 노래로 전환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더욱 강화

된다. 이러한 이중성을 오페라에서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뮤지컬에

서는 이를 구조로서 내세우면서 노래 자체의 개별성이 드라마와 가지는 

거리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맥밀린은 AABA에서 조금씩 반복되

며 달라지는 노래의 구조가 교대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이 뮤지컬에 생동

125 참조.
199) Frankel, p.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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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준다고 해석한다.

  넘버 안에서 반복이 만들어지면 대본은 가지지 못한 표현의 형식성이 생

겨나는데, 그 표현의 형식성은 일종의 인물화와 일종의 드라마적인 행동이 

되며 이는 뮤지컬이 아닌 극도 다른 수단을 쓰거나 다른 수단 없이 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뮤지컬 넘버 안에서 표현의 형식성은 끝이 있으며 극은 

대본으로, 즉 반복되는 시간으로부터 전진하는 시간으로, 가사로부터 서사로 

돌아간다. 가사의 시간은 잘 조절될 수 있고, 대본의 시간도 잘 조절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의 교대이다. 그것이 뮤지컬에 고양을, 

에너지를, 행복감을 준다.200)

  여기에 더하여 이 형식은 외부의 음악형식이 노래 부분에 들어오기 쉽

게 하는 면도 있다. 노래가 각각의 드라마의 지점에서 독자적으로 결합

하였다가 종결된다면, 노래는 시작하는 순간마다 다른 양식을 쓸 수 있

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뮤지컬이 비교적 자유롭게 완결성을 가진 노래

를 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페라, 록, 오페레타, 재즈 등 각각의 노래가 

가진 시대적인 배경과 함의들은 드라마와 쉽게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칙들은 이른바 통합 뮤지컬의 시기부터 정립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맥밀린이 말한 것처럼 뮤지컬에는 여전히 분리가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레뷰와 같이 일정한 주제가 없는 형

태에서 발전한 뮤지컬에서 통합이란 기본적인 드라마의 틀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가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과 분리 사이에 있는 뮤지

컬의 노래에 대한 인식 하에, 통합을 추구하며 선형적 서사를 보이는 뮤

200) “The fashioning of repetition in the number creates a formality of 
expression that the book does not have, and that formality of expression 
results in a kind of characterization and a kind of dramatic action that the 
nonmusical play either does without or must attain through other means. Yet 
the formality of expression in musical numbers comes to an end and the 
play returns to the book, a return from repetitive time to progressive time, 
from lyric to dialectic. Lyric time can be well paced, book time can be well 
paced, but what matters most is the alternation between the two. That is 
what gives the musical its lift, its energy, its elation.” McMillin,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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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컬과 분리된 노래가 주는 균열을 활용하며 비선형적 서사를 보이는 뮤

지컬, 또한 선형적 서사를 취하지만 노래에 있어서는 파편적 특성을 보

이는 뮤지컬의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노래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뮤지컬에서 그 분리의 원칙이 작품에 따라 어떻게 주제를 

전달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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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뮤지컬에서의 노래와 드라마

  5.1. 뮤지컬에서의 통합: <오클라호마!>

  뮤지컬에서의 요소들의 통일을 지칭하며 음악극에도 두루 통용되기도 

하는 ‘통합(integration)’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 문제와 관

련이 있다.201) 다민족 국가로 출발한 미국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은 

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였다. 이 단어는 19세기 말 미국 법정

에서 인종 간의 ‘통합’을 언급하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는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다.202) <쇼 보트>에서부터 <오클라호

마!>에 이르는 20세기 초반의 뮤지컬에서 구성원간의 화합은 중요한 소

재였다. ‘통합’이라는 단어도 더 널리 통용되는데, <오클라호마!>의 발표 

시기까지도 해머스타인은 이 극에 대해 ‘통합’이라는 단어 대신 “잘 만

들어진 뮤지컬(well-made musical pla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1950년대는 “잘 통합된(well-integrated musical play)”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말과 음악이 하나의 표현으로 합쳐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이것이 잘-통합된 뮤지컬의 위대한 비밀이

다. 이것은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 혹은 두 개의 마음이 통일을 

이루는 자세에 가깝다.”203)

  그러나 뮤지컬 구조에 있어서의 통합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는 않다. 타일러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통

201) ‘통합’ 혹은 ‘통일성(unity)’은 이전에 음악극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지만 ‘통합 뮤지컬’ 
이후로 뮤지컬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더 빈번히 쓰는 경향이 있다.

202) Block, Geoffrey. “Integration”, Edited by Raymond Knapp & Mitchell Morris 
& Stacy Wolf, The Oxford Handbook of The American Musical,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97 참조.

203) “This is the great secret of the well-integrated musical play. It is not so 
much a method as a state of mind, or rather a state for two minds, an 
attitude of unity.”, 위의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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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라는 용어는 재료들의 특정한 구조, 특히 음악과 드라마가 결합한 

텍스트가 선형적 서사에 집중하도록 발전한 것을 가정한다고 범위를 좁

힌다. 음악극에는 파편에서 통합으로 향하는 것을 발전으로 보던 학문의 

역사가 있으며, 이 기준에 맞는 뮤지컬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분석에 있

어서도 노래가 어떻게 플롯을 뒷받침하는지를 묻게 된다는 것이다.204) 

타일러의 말처럼 뮤지컬에서, 또 음악극에서 통합이란 주로 선형적 서사

를 만드는 데 노래가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기준을 두고 

있다.

  뮤지컬에 있어서는 분리된 노래들이 드라마와 연결되는 것이 주된 문

제로서 통합의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뮤지컬은 

벌레스크, 레뷰, 보드빌 등의 공연문화를 바탕으로 하며, <오클라호마!>

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집합적 공연 형태가 하나의 드라마를 가지기 위해 

소위 ‘암흑기(dark age)’205)의 긴 발전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이전 음악

극들에서의 유럽적 전통을 벗어난 미국의 음악극을 찾으면서도 진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

다. 이 노력은 당시의 대중적 노래들을 극에 넣으면서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드라마와 연결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해머스타인은 로저스와 작

업하기 전 컨과 함께 작업했으며, 컨은 이전부터 뮤지컬이 적절한 인과

관계를 갖추는 것이 뮤지컬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쇼 보트>를 발표하기 10년 전인 1917년, 아직 뮤지컬 코미디가 뮤지

컬의 주류일 때 “드라마적 거울 The Dramatic Mirror”지와의 인터뷰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설득력과 근거는 뮤지컬 극에서 드라마와 코미디에 적용되며, 대본가와 작

곡가들이 이 사실을 빨리 알아볼수록 더 빠르게 인정과 수익이 따라올 것

이다.206)

204) Taylor, p. 4 참조.
205) <오클라호마!> 이전의 30년대를 ‘암흑기’라 부르기도 한다.
206) “Plausibility and reason apply to musical plays as to dramas and comedies, 

and the sooner librettists and composers appreciate this fact the soone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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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뮤지컬 노래가 극의 행동을 이어가야 하며, 노래를 하는 인

물의 성격을 대표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07) 통합이라는 이념적 

가치 이전에도, 설득력 있는 노래의 연결을 고민하는 것은 레치타티보 

없이 노래와 춤을 극에 접합하면서도 극의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단계였다. 

  이러한 고민은 여러 작품에서 조금씩 발전을 보이며 실현되었다. 앞서 

말한 하트와 바일의 <어둠 속의 여인>이 1941년에 발표되었고 여기에 

이어 바일과 작사가 오그던 내시(Ogden Nash, 1902-1971)가 합작한 

<비너스의 손길 One Touch of Venus>(1943)도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

두었다. 램은 <오클라호마!>가 제롬 컨이 <쇼 보트>에서 개척한 것을 

발전시킨 것뿐이며 바일의 작품보다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선구적인 작품으로 칭송받는 데 대해 바일이 짜증을 낸 것도 이해가 간

다고 언급하기도 한다.208) 뮤지컬에서의 통합이 <오클라호마!>로 대표되

긴 하지만 이전의 뮤지컬 작품들이 없었다면 <오클라호마!>의 성공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통합은 오페라를 흉내내며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브로드웨이의 레뷰나 보드빌에서 불리던 대중적인 

노래들을 극에 끌어들이고 대사에 이어지도록 연결하면서도 진지한 서사

를 뒷받침하게 하려는 고민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노

래 앞에 도입부를 두고 노래의 성격을 각기 다르게 활용하여서 당시 대

중가요의 성격을 살리면서도 극에 연결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다른 노래

와 춤 양식들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드라마와 직조한 것, 그리고 대

사를 음악적으로 포섭하지 않고 대사에서 일어나는 인물 현실의 질서와 

음악의 질서를 병행한 것은 뮤지컬에서의 통합이 오페라와 다른 점이다. 

즉 뮤지컬에서의 통합이란 원래 분리되어 있는 외부의 노래들을 극 안에 

come recognition and — royalties.” D'Andre, p. 118 재인용.
207) “[...] the musical numbers should carry on the action of the play, and 

should be representative of the personalities of the characters who sing 
them.” 위의 글 재인용.

208) 램, pp. 308-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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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게 연결하는 구조와 그러한 지향을 모두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오클라호마!>는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물로서 뮤지컬에서의 통합을 

대표한다. 이 극은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처음으로 

함께 한 작품이며 이후로 이 콤비의 대표작들은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하

며 통합 뮤지컬의 표준이 되었다.209) 이 극과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의 

큰 성공은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미국에서 자리 잡고 현재와 같이 번성하

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이후로 뮤지컬은 1940-50년에 걸쳐서 소

위 뮤지컬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이 극의 첫 공연 후 평론들은 노래

나 안무가 하나의 극에 잘 녹아든 점을 짚으며 미국 뮤지컬이 완전히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210) 이렇게 정립된 통합 뮤

지컬은 뮤지컬의 한 장르이자 뮤지컬 구조의 기초적 모델이 되었다.

  이 극의 원작은 린 리그스(Lynn Riggs, 1899-1954)의 연극 <라일락

은 초록으로 자란다 Green Grow the Lilacs>(1931)이다. 당시 연극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 역시 이 극이 <쇼 

보트>를 이어 대본 중심의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게 

하였다.211) 극의 주요 내용은 원작을 따르는데, 1906년 클레어모어

(Claremore)의 외곽에 있는 오클라호마의 농장을 배경으로 한 카우보이 

컬리(Curly McLain)와 농장주의 조카 로리(Laurey Williams)의 로맨스

가 주된 줄거리이다. 컬리는 로리와 함께 댄스 파티에 가고 싶어 하지만 

둘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고, 컬리에게 화가 난 로리는 농장의 일

꾼인 주드(Jud Fry)와 함께 파티에 가기로 약속한다. 그런데 주드의 공

209) 로저스는 작사가 로렌츠 하트(Lorenz Milton Hart, 1895-1943)와 작업해왔으나, 하
트의 알콜 중독은 두 사람의 협업을 점점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123 참조.) 한편 해머스타인 2세는 제롬 컨이 할
리우드로 옮겨간 이후 방황하고 있었다. 리처드 로저스는 <오클라호마!>에서 처음으로 
로렌츠 하트가 아닌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와 결합했다.(하트는 <오클라호마!>의 개막 
직후에 사망했다.) 램, p. 309 참조.

210) Jones, p. 141-142 참조.
211) 당시의 뮤지컬들은 스타들의 역량에 기대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원작이 있는 뮤

지컬 대본은 드물었다.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특정 장면보다 대본을 중시한다는 의미
에서 <쇼보트>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이러한 계보를 잇는 작품들은 ‘대본 뮤지컬’로 
불리기도 한다. 대본이 없는 작품이란 없으므로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명칭
은 당시 뮤지컬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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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성격으로 인해 로리는 곤경에 처하고, 컬리에게 돌아가려 한다. 

로리가 점점 위협받는 상황에서 컬리가 그녀를 다시 찾으려 하며 벌어지

는 세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 극을 이끌어간다.

  <오클라호마!>의 오프닝 넘버는 컬리의 독창곡 “오, 아름다운 아침 

Oh, What A Beautiful Mornin’”212)이다. 이전의 뮤지컬 작품은 대체로 

합창이나 인물들을 소개하는 오케스트라의 서곡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곡

은 주변의 풍광을 낙천적으로 둘러보는 카우보이의 토착적 정서를 전하

며 차분하게 시작한다. 미국 농가의 풍경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의 

조용한 시작은 미국적 배경과 서정성이 극의 중심임을 알린다. 컬리는 

“저 목초지에 드리운 빛나는 금빛 안개 There's a bright, golden haze 

on the meadow.”와 “코끼리의 눈만큼 높은 옥수수 The corn is as 

high as an elephant's eye” 등의 가사에서 미국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

하는데, 선율도 레뷰나 보드빌에서 단독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부드

럽고 낙천적이다. 이 곡은 자유로운 포크 송(folk song) 형식에213) 왈츠 

리듬으로 편안하게 들리며, 미국적인 선율을 극의 중심으로 가져온다. 

“이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 같다네 All the sounds of the earth are 

like music”라는 가사는 컬리의 낙천적인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 

뮤지컬이 노래에 대해 가진 관점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일상적이고 대중

적인, 그러면서 미국적인 노래들이 진지한 극을 구성하는 것은 당시로서

는 중요한 변화였다.

  이 극에서 노래들은 어떻게 대중적인 쇼 튠이 뮤지컬의 대사 부분과 

연결되면서 극을 잇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컬리가 로리를 파티에 데려

가고 싶어서 설득하며 부르는 “지붕에 장식을 한 마차 The Surrey 

with the Fringe on Top”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컬리에게는 멋진 마차

가 없기 때문에 로리는 파티에 갈 때 늙은 말인 던(Dun) 뒤에 날 태워

212) 대본에서 컬리는 거친 카우보이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장주의 조카인 로리보다 투박한 
언어를 구사한다. 이는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컬리 외에도 여러 인물의 대사가 성
격을 반영한 발음으로 표기되어있다.

213) Patinkin, Phillip. "No Legs, No Jokes, No Chance": A History of the 
American Musical Theater,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8, 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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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 거냐며 컬리를 놀린다. 원작 연극에서 컬리의 대응은 그가 환상의 

마차를 묘사하는 한 단락정도로만 표현되었지만,214) 로저스와 해머스타

인은 이 부분을 노래로 처리했다. 이 노래는 전형적인 버스-코러스 양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로리가 그 환상의 마차를 상상하면서 설득

되는 시간을 만든다. 노래의 도입부에서, 컬리는 “내가 너를 오늘 밤 데

려갈 때, 허니, 이렇게 데려갈 거야. When I take you out tonight with 

me, Honey, here's the way it’s goin' to be”라는 가사에 가벼운 선율

로 시작하여 컬리가 로리를 설득하려는 행동이 이어지게 만든다. 노래와 

대사 사이의 연결을 위한 이 부분은 당시의 대중가요에서는 버스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극중에 삽입되면서 마치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처럼 노래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이어지는 가사의 반복은 본격적인 노

래의 시작을 알린다. 코러스는 전형적인 AABA 구조를 보여주는데 아래 

가사에서도 이는 뚜렷하게 보인다.

214) 원작에서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지붕에 4인치나 되는 장식이 달린 새로 나온 마차
—노란색이야! 그리고 달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난리가 난 두 마리 백마! 넌 여왕처럼 
차려입고 그 마차에 올라타겠지! 머리에 금색 왕관을 쓴 것 같이 느껴져. 거위알처럼 
거대한 다이아몬드들... 널 위한 장식으로 사방에 커튼이 둘러있어, 비가 올지 모르니
까. 그리고 밖을 볼 수 있게 투명한 창문도 달려있어! 그리고 마차 앞쪽에는 반딧불처
럼 깜박이는 붉은색 초록색 등불!(A bran’ new surrey with fringe on the top four 
inches long—and yeller! And two white horses a-rarin’ and faunchin’ to go! 
You’d shore ride like a queen settin’ up in that carriage! Feel like you had a 
gold crown set on yer head, ’th diamonds in it big as goose eggs.... And this 
yere rig has got four fine side-curtains, case of a rain. And isinglass 
winders to look out of! And a red and green lamp set on the dashboard, 
winkin’ like a lightnin’ bug!)” Clark, Barrett Harper. & Davenport, William H. 
Nine Modern American Plays, Appleton-Century-Crofts, 1951, p. 93.

215) 컬리의 노래로서 가사가 투박한 언어로 전해지도록 지시되어 있다.

병아리와 오리와 거위는 종종걸

음을 쳐

내가 너를 마차에 태워갈 때,

내가 너를 지붕에 장식이 된 마

차에 태워갈 때!

저 장식이 팔랑대는 것 좀 봐

Chicks and ducks and geese better 

scurry

When I take you out in the surrey,

When I take you out in the surrey 

with the fringe on top!

Watch thet fringe and see h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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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로 된 각각의 단락은 노래에서 A, A, B에 해당한다. 컬리는 이어

지는 A에서도 마차에서 등이 반짝거린다고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그녀를 

환상 속으로 유도한다. 원작에서라면 로리는 아직 컬리에게 호감을 드러

내는 단계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노래의 시간’이라는 개별적 시간의 속

성이 드러난다. 그녀는 ‘노래의 시간’내에서 이미 같은 마차에 타고 있는 

듯하며 숨겨온 호감을 컬리에게 드러낼 수 있다. 2절에서 다시 A로 마

무리되는 노래의 끝에는 마차에 탄 채로 컬리와 나란히 앉아 로리가 잠

든 것 같은 묘사까지 가능해진다.216) 

216) <오클라호마!> 영화버전에서 이 장면은 실제로 로리가 컬리에게 머리를 기댄 것처럼 
연출된다.

내가 힘차게 내딛는 말들을 몰

고 갈 때!

참견쟁이들이 창문으로 훔쳐보

고 눈이 튀어나올 걸!

바퀴는 노랑이고, 덮개는 갈색

이야,

마차 앞은 진짜 가죽이야,

반투명한 커튼도 바로 내릴 수 

있다구

혹시 날씨가 나빠질지도 모르니

까!

flutters

When I drive them high-steppin’ 

strutters!

Nosey-pokes’ll peek through their 

shutters and their eyes will pop!

The wheels are yeller, the 

upholstery’s brown,

The dashboard’s genuine leather,

With isinglass curtains y’c’n roll 

right down

In case there’s a change in the 

weather!215)

쉿! 새야, 우리 아기 잠들었어

아마 지켜줘야 할 꿈을 꾸고 있

을 걸

(부드럽고 더 느리게)

워! 말들은, 타박타박 느리게 조

용히 가자.

Hush! You bird, my baby’s a-sleepin’

—

Maybe got a dream worth a-keepin’

(Soothing and slower)

Whoa! You team, and jist keep 

a-creepin’ at a slow clip-c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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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밀린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의 두 질서’가 나뉘어 보인다고 지

적한다.217) 노래가 끝난 후 컬리가 마차는 없고 자기가 지어낸 거라고 

말하자 로리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이 

곡에서는 ‘노래의 시간’이 가진 다른 차원적인 성격이 인물들의 속마음

을 드러내며 노래가 끝나면 인물들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이 시간의 차

원은 개별적이지만, 노래는 계속해서 인물들 간의 대화와 감정을 보여주

고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여 선형적 서사를 매끄럽게 잇고 있기도 하

다. 맥밀린도 이 곡은 통합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말하며, 통합적이지 못

한 노래로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할 거야 People Will 

Say We’re in Love”를 예로 든다.218)

217)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이 차이를 대본과 가사의 시간 차이로 설명한다. 그는 이 
순간에 대해 “이제 음악적 언더스코어가 끝났다. 우리는 대본의 시간의 질서로 돌아온
다.(The musical underscoring is over now. We are back in the order of book 
time.)“고 말한다. McMillin, p. 39 참조.

218) 위의 책, p. 40 참조.

컬리:

글쎄,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네가 

나에게 반했다고 그래?

Curly: 

Well, whut're they sayin'? That 

you're stuck on me?

지붕에 장식이 달린 마차를 타고 

서두를 것 없으니.

Don’t you hurry with the surrey with 

the fringe on the top.

[그림 2] 영화 <오클라호마!> 중 “지붕에 장식을 한 마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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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아니, 다들 네가 나에게 반했다고 

그러던데.

컬리:

...어떻게 그런 괴상한 소문이 시작

됐는지 당최 모르겠네.

로리:

나도 마찬가지야.

음악 12: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할 거야.

로리: (노래로)

왜 사람들이 너랑 내 이름을 연결해

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지?

컬리: (노래로)

왜 이웃들은 종일 문 뒤에서 뒷말을 

하는 거지?

로리: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 증명

할 방법이 내게 있어.

요지는 이거야, 네가 “하지 말 것”

들의 실제적인 목록이지.

나에게 부케를 던지지 마-

내 가족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

내 농담에 너무 웃지 마-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할 거야!

컬리: (대사로) 누가 니 농담에 웃는

다 그래?

Laurey: 

Uh-uh. Most of the talk is that 

you're stuck on me.

Curly: 

... Cain't imagine how these ugly 

rumors start.

Laurey: 

Me neither.

Music 12: People Will Say We’re 

in Love

Laurey: (Sings)

Why do they think up stories that 

link my name with yours?

Curly: (Sings)

Why do the neighbors gossip all 

day behind their doors?

Laurey:

I have a way to prove what they 

say is quite untrue;

Here is the gist, a practical list of 

"don't's" for you:

Don't throw bouquets at me-

Don't please my folks too much,

Don't laugh at my jokes too 

much-

People will say we're in love!

Curly: (Spoken) Who laughs at 

yer j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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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밀린은 이 노래가 순수하게 사랑 노래를 넣기 위해 삽입된 것이며 

극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곡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가사에서 로

리가 말하는 내용은 컬리가 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극중에서 그들

은 부케를 던진 적도 없고 엘러 이모를 제외하면 로리의 가족들은 등장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할 정도의 교류하는 장면도 앞에서 제

시되지 않았다. 이 곡은 플롯의 전개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를 넣

기 위한 것으로, 뮤지컬의 나열노래가 주는 즐거움을 위해 일반적인 연

인간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219) 무엇보다 이 곡은 플롯을 진전시키고 인

물들이 행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형적인 서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다. 이 곡의 역할은 대중가요에서의 전형적 사랑 노래를 가져와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버스-코러스 

양식을 활용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쇼 튠을 극 안에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과 노래 간에 거리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때에도 위의 “지붕에 장식을 한 마차”와 유사하게 버스-코러스 구조

가 노래의 앞에 자연스러운 도입부로서 기능한다. 노래의 시작 전 두 사

람의 대화는 레치타티보같이 가벼운 곡조의 버스에 해당한다. 노래의 형

식이 잡힌 것은 “Don’t-”로 시작하는 코러스 부분부터이며 여기부터는 

AABA로서 악보에서 이 부분의 선율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며 본격적인 

노래가 된다.220) 이러한 연결에 힘입어 노래는 극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219) 이 곡은 <오클라호마!>에서 작곡이 먼저 된 후에 가사가 붙은 유일한 곡이다. 
Patinkin, p. 13 참조.

220) 악보에는 버스-리프레인으로 부르던 당시의 명칭대로 “refrain”으로 표기되어 있다. 

로리:

한숨짓고 나를 바라보지 마,

네 한숨이 나랑 꽤 비슷해,

네 눈이 나처럼 빛나면 안 돼-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할 거야!

Laurey:

Don't sigh and gaze at me,

Your sighs are so like mine,

Your eyes mustn't glow like 

mine-

People will say we'r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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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도입부는 대화의 상황과 잘 연결된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노력대로, 노래들은 어느 정도 플롯을 진전시

키고 인물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노래들이 선형적 서사를 진

전시키는 정도는 각기 다르다. 특히 춤과 함께 삽입되는 노래들에서는 

서사의 진전보다 그 외의 다른 기능이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캔자스시티 Kansas City”와 같은 노래는 인물의 행동과 어느 정도 

연결되며 플롯을 약간 진전시키지만, 그보다는 춤 그 자체로서 즐거움의 

전달하고 인물들의 흥겨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카우보이인 윌 파커(Will Parker)가 오클라호마보다 큰 도시인 캔자스에

서 열린 밧줄 던지기 대회에서 우승한 후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다는 연결을 통해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시작한다. “저는 분명히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봤어요. I shore did see some things I never see 

before.”라는 말이 노래의 시작이 된다. 이 다음은 노래로 전달된다. “나

는 금요일에 캔자스 시티에 갔고 / 토요일엔 한두 가지를 배웠죠. (I got 

to Kansas City on a Frid'y. / By Sattidy I l'arned a thing or 

two.)” 그는 그 도시에서 왈츠가 아닌 래그타임을 춘다고 말하면서 춤을 

시작하고, 주변 인물들이 추던 발레는 래그타임 군무로 바뀐다. 이를 통

해 극에서는 오페레타의 특징인 왈츠의 시대가 갔음을 선언하고 미국적 

재즈문화에 속하는 래그타임을 극 중에 펼친다. ‘노래의 시간’의 달라진 

질서 속에서 인물들은 숙련된 기술로 춤을 출 수 있다. 노래를 시작하는 

계기와 인물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지만, 이 장면 역시 극의 핵심적인 

문제나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노래의 주된 목적은 

인물들이 다함께 래그타임을 추는 계기를 만들어서 즐거운 춤 장면을 관

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급격히 춤으로 전환되는 이 장면은 극에 즐

거움을 제공하고, 극의 초반에 삽입되어 이 극에서 춤이 계속 이러한 기

능을 할 것임을 알려준다.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유명한 춤 장면은 1막 끝의 ‘꿈속 발레

(dream-ballet)’ 장면이다. 춤과 노래가 잘 통합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장면은 드라마를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야기에 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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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리를 두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장면은 로리의 꿈이라는 설정을 통해 그녀의 극중 현실과 춤 장면을 연

결하는데, 발레 장면에 이르기까지는 4단계로 정교하게 짜여있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춤 장면으로 넘어간다. 음악으로 보면 17번 한 넘버가 (a): 

멜로(Melos), (b): 내 꿈으로부터(Out of My Dream), (c): 발레 간주곡

(Interlude to Ballet), (d): 꿈의 발레(Dream Ballet)의 4단계로 구성된

다. (a)와 (b)는 위의 다른 장면들에서 노래로 도입하기 전에 사용되던 

버스처럼 작곡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현실을 본격적인 꿈속 가상의 시

간, 로리의 환상이 펼쳐지는 것이 가능한 음악적 시간성 속으로 부드럽

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단 춤 장면으로 들어오면, 꿈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미래를 예지하듯이 펼쳐지면서 그녀의 현실에 대한 다

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주드와 컬리에 대한 로리의 심리를 전달

하지만 진행되고 있던 인물의 행동이나 플롯을 진전시키는 장면은 아니

며 인물들에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이 장면에서 아그네스 드 밀

(Agnes de Mille, 1905-1993)221)의 안무는 발레 뿐 아니라 모든 미국

인이 알고 있는 스퀘어 댄스(square dance)222)를 이용해 인물들의 관계

를 표현한다. 컬리와 로리는 “오, 아름다운 아침”의 왈츠 리듬에 맞추어

서, 다른 인물들은 각자의 성격과 어울리는 앞선 곡에 맞추어 춤을 춘

다. 그 후 로리가 주드와 컬리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표현되는데, 

이 불안은 주드가 그녀에게 잔혹하게 행동하다가 마침내 컬리를 죽이는 

장면으로까지 확장된다. 로리는 컬리를 살리려고 주드에게 애원한다. 슬

픔에 잠긴 그녀를 현실에서의 주드가 깨우면서 그녀는 자신의 현실로 돌

아온다.

  이 장면은 춤, 음악, 판토마임 등이 앞서 쌓은 인물의 성격을 반영하

221) 드 밀은 <오클라호마!> 공연 6개월 전에 코플랜드(Aaron Copland, 1900-1990)의 
음악에 맞춰 발레작품인 <로데오 Rodeo>를 발표한 바 있었고, 이 작품에서 선보인 카
우보이들의 음악과 스퀘어 댄스가 <오클라호마!>에도 연결되었다. 그녀는 <오클라호
마!>에서 이야기가 있는 발레라는 새로운 장면을 뮤지컬에 만들었다. Bordman, 
Gerald. American Musical Theater: A Chronicle, Oxford University Press; 3rd 
Edition, 2001, p. 590 참조.

222) 남녀 4쌍이 한 단위로 추는 춤. 램, p.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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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극 전체에서 통일성 있게 전개된다. 이 점에서 이 장면은 잘 통합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형적 서사를 이어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 장면은 서사와 표면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플롯을 진전시키지 않으

며 인물의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녀의 꿈이라는 환상적 영역의 성

격으로 인해 꿈 장면의 표현방식과 내용은 그녀가 살고 있는 드라마의 

현실과는 다르다.223) 서사의 측면에서 이 장면은 꿈을 꾸고 나서 현실로 

돌아온 로리가 주드에게 심한 공포를 느끼는 심리적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극 전체에서는 주드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전개와 인물의 심리를 

보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 효과이다. 이 효과는 이 장면이 노래가 드라마

를 진전시키기 때문에 얻어진다기보다는, 드라마에 거리를 두고 인물이 

살고 있는 시간 밖에서 인물을 조망하기 때문에 얻어진다. 

  이 극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화합, 즉 ‘통합’은 구

조에서보다 극의 내용에 있어서 더 중요한 목표이다. 극의 2막에서는 본

격적으로 인물들이 화합하고 갈등이 해결되면서 극의 주제가 드러난다. 

이 화합의 주요 주체는 컬리가 속한 카우보이들과 로리가 속한 농장주들

이다. 이들은 미국 역사상에서 같은 영토를 놓고 실제로 갈등과 폭력이 

있던 계층이다. 방목지(range land)를 두고 벌어진 이들의 싸움은 실제 

역사에서 방목지 전쟁(range war)이라 불릴 만큼 격렬했다. 2막은 자선

파티에서의 노래인 “농부와 목장사람 The farmer and the cowman”으

로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호다운(hoedown)을 추면서 농부와 

목장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노래한다. 

223) 꿈 속의 환상을 별개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어둠 속의 여인>에서도 
극 전체에서 활용된 바 있는 연결의 기술이다.

지역 사람들은 함께 뭉쳐야 한다

네,

지역 사람들은 모두 친구가 되어

야 한다네.

카우보이들은, 농부의 딸들과 춤을 

!

Territory folks should stick 

together,

Territory folks should all be pals.

Cowboys, dance with the farmers' 

daughters!

Farmers, dance with the ran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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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의 시간’ 안에서 이 단순한 명제와 선율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마

을사람들은 춤을 출 수 있는 다른 인물이 되어 화합한다. 이때 카우보이

와 농부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지만 이 싸움은 엘러 이모의 공포(空砲) 

소리라는 다른 폭력으로 중단되며 다시 노래와 춤의 반복이 이어진다.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강제적인 

봉합을 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래의 시간’ 속에서 드라마 상 현실의 

문제는 곧 잊히고 다시 춤 속에서 쉽게 화합이 이루어진다.

  2막에서 컬리와 로리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주제에 있어서의 통합은 

인물간의 로맨스에서도 일어난다. 이 지역이 카우보이와 농장주 간의 갈

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결합을 통해서이다. 로리와 컬리는 자선파티의 경매를 통해 서로의 사랑

을 확인하고, 앞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에 빠졌다고 할 거야”

를 달콤하게 다시 부른다. 이러한 진전은 주인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리그스의 원작에는 없었지만 뮤지컬에서 창조한 인물인 에이도 

애니(Ado Annie)는 로리의 친구이며 희극적 인물로서 기능하는데, 그녀

도 또 다른 카우보이인 윌 파커와 연인이 되고 결혼에 이른다. 이들 역

시 각각 카우보이와 농장 측에 속해있으므로 두 커플의 결합은 계층 간

의 결합을 한층 강화한다. 

  그런데 카우보이와 농장주 간의 갈등을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간의 로

맨스로 해결하는 방식은 갈등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카우

보이와 농부들이 아닌 다른 계층을 배제한다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컬리와 로리의 사랑은 농장의 일꾼인 주드를 배제함으로써, 윌과 에이도

의 사랑은 이방인인 알리 하킴(Ali Hakim)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드는 로리와 계급적 사이가 있으며 주드도 자신이 일꾼이라는 걸 안다

고 말하며 더욱 분노한다. 에이도와 코믹한 커플의 구도를 이루는 행상

인 알리 하킴도 원작에는 없었으나 뮤지컬에서 추가된 인물이다. 그의 

국적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Ali Hakim”이라는 이름에 페르시아식 인

농부들은, 목장의 여자들과 춤을! g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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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하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된다. 오클라호

마가 추구하는 화합에서 이방인인 주드와 하킴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배척하면서 카우보이와 농장주들은 결합의 계기를 

얻는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화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노래

와 춤으로의 전환은 이 화합이 오클라호마의 구성원 모두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컬리와 로리의 결혼을 축하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 “오클라호마 Oklahoma”는 오클라호마라는 새로운 

땅에 대한 애정과 감수성을 드러내며 점점 인물들 사이로 확장된다. 

  이 ‘노래의 시간’에 모두가 포섭됨으로써 지역의 계층 간의 화합이 마

침내 공동체 전체의 화합으로 확장된다.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주드는 

컬리와 로리의 결혼을 방해하려다가 스스로 휘두른 칼에 찔리고, 주드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아 두 사람은 무사히 신

혼여행을 떠난다. 컬리의 주제곡인 “오,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는 

이제 모든 인물의 노래가 되어, 마을사람들이 두 사람을 배웅하며 이 노

래를 부르는 미국적이고 낙관적인 정서 속에서 극이 마무리된다.

  <오클라호마!>에서 전하는 화합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였

다. 초기 미국 정착민들의 역사에 대한 이상화와 신화화, 더 나아가 미

국인들이 단결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극 전반에 깔린 주제의식

과 낙관적 태도는 대공황과 이차대전으로 지쳐가던 미국인들에게 정체성

의 강화와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냅은 오클라호마가 1930년에서 

1936년까지 지속되었던 미국의 재앙들 중 일부인 극심한 ‘모래폭풍

오클라호마,

바람이 평원을 휩쓸고 내려가는 

곳

흔들리는 보리에서는 

분명 달콤한 냄새가 나지

비가 내린 직후에 바람이 불 때

면.

Oklahoma,

Where the wind comes sweepin' 

down the plain,

And the wavin' wheat

Can sure smell sweet

When the wind comes right behind 

the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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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 Bowl)’과 ‘블랙 선데이(Black Sunday)’(각각 1934, 1935년)로 큰 

타격을 입어 황폐해진 지역이었고, 희망차고 재미있는 노래들을 섞어놓

은 <오클라호마!>는 이차대전 참전의 절정기에 미국의 결의를 세우고 

유지하며 그 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를 재건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

운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말한다.224) 

  그러나 이러한 낙천성에는 역사상의 중요한 사실을 지우는 측면이 있

다. 오클라호마는 미국의 46번째 주로 가장 오랫동안 미국 인디언의 영

토였던 곳이지만, 뮤지컬에서는 여기에 터전을 잡는 내용이면서도 이 역

사성이 보이지 않는다. 냅은 이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이 극에서 각각

의 인물들을 미국에 정착한 농부와 카우보이들의 대표로 본다면 인디언

에 대입할만한 단 하나의 후보는 주드라고 말한다.225) 원작의 작가인 리

그스는 체로키 혼혈이었던 만큼 원작에서는 인물들이 미국 인디언의 유

산을 논하며 미합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이방인인 

주드에 대해서도 더 입체적인 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226) <오클라호

마!>에도 주드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노래들은 있다. “불쌍한 주드가 

죽었네 Pore Jud is Diad”는 컬리가 주드에게 장례식을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관객에게 주드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인물

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주드가 부르는 “외로운 방 

Lonely Room”은 그가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며 부르는 노래로, 극에서 

유일한 단조로 된 곡이면서 주드의 유일한 독창곡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이방인인 그의 목소리를 관객이 듣게 한다.227) 해머스타인도 주

224)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123 참조.
225) 위의 책, p. 134 참조.
226) 원작 희곡의 결말은 뮤지컬의 결말보다 훨씬 어둡고 긴데, 원작에 있는 장면들인 농

장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주드의 시도, 컬리가 3일간 구금당했다가 탈출하는 것 등이 
뮤지컬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주드는 처음부터 오클라호마 주민들 사이에 있었지만 진
정한 주민이 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이며, 오클라호마로 흘러 들어온 착취당하던 사
람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냅의 견해이다 (위의 책, p. 134, p. 125 참조.) 주
드는 그 이름으로 인해 유태인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혹은 원작의 얼굴색에 대한 묘사
를 바탕으로 흑인이나 인디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Carter, Tim. Oklahoma!: The 
Making of an American Musical,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 202 참조. 

227) Carter,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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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이야기의 오케스트레이션에 중심을 준 베이스(the bass fiddle 

that gave body to the orchestration of the story)”라고 말한 바 있

다.228) 그런데 “외로운 방”은 1955년의 영화에서는 빠지면서, 주드는 

더 평면적인 악인으로 취급된 면이 있다.229) 또한 극에서 주드의 죽음은 

제대로 재판받지 않아 역사상 문제였던 이방인 제거에 대한 비판적 관점

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오클라호

마!”의 합창이라는 것은 관객이 이들의 존재를 쉽게 잊게 한다.

  결국 주드나 하킴같은 인물들이 내포하는 문제를 노래들에서 쉽게 넘

기는 것은 역사적 문제를 쉽게 넘기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주드는 영화

에서는 노래가 삭제되고, 뮤지컬에서 더해진 인물인 애니나 하킴은 희극

적 인물로서 분위기의 전환을 돕는 기능만을 하거나 거의 노래를 하지 

않으며, 노래를 하더라도 “난 싫다는 말 못해! I caint say no!”나 “하나

만 택해 All er nuthin’”처럼 코믹 릴리프적 장면을 만든다. 이러한 노래

들과 앞에서 살펴본 군무와 합창은 갈등을 넘기고 마을 사람들이 결속하

도록 만든다. 이는 노래가 플롯과 거리를 두어 그 문제를 잊게 만들며, 

다른 분위기로 전환하기에 일어나는 효과이다. 이 노래들은 앞의 대사와 

부드럽게 연결되며 인물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노래의 시

간’이 서사와 거리를 두고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야기상의 문제로

부터 관객이 눈을 돌리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집중시킨다. 이 극에서 일

어나는 화합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점, 이

방인을 배제함으로써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점, 실제 역사의 문제를 지나

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맹점들은 극에서 잘 드

러나지 않는데, 여기에는 낙천적인 분위기로 쉽게 전환하는 노래와 춤의 

공헌이 있다. 즉 노래들은 인물의 행동이나 극의 서사와 연결되면서도, 

인물 현실의 문제를 우회하고 뛰어넘는 기능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노래들이 이중적인 층위를 지니는 것은 대중적인 음악이 극에 

228) Hammerstein, Oscar 2nd,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Hal Leonard 
Books, 1985, p. 18.

229) 이 곡은 1980년과 1998년 브로드웨이와 런던 공연에서는 다시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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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뮤지컬 구조에서의 ‘통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통합’은 

뮤지컬의 발전방향이라고 여겨졌고 <오클라호마!>는 잘 통합되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극의 중요한 목표인 화합의 분위기의 조성은 사실상 

노래와 춤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성취되며 이는 노래들이 여전히 극에서 

진행되는 현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가능하다. 뮤지컬에서의 통합은 각

각의 개별적이고 분리된 노래의 조합들이 극의 선형적 서사를 지지하며 

삽입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는 노래가 인물들의 행동과 연관

되면서도 거리를 두는 이중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뮤지컬은 드라마의 시간인 t1을 현실적인 말로 표현하면서, ‘노래의 

시간’인 t2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발판으로 쇼 튠의 버스 부분을 활용하

는 등의 고안을 통해 t2를 드라마에 연결하였다. t2에 대중음악의 다양

한 장르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드라마와의 거리감이 있지만, 뮤지컬은 인

물 행동에서 찾은 계기를 통해 이 거리를 극에 접합한다. 그렇게 중첩된 

t2과 t1에서, t1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t2에서의 개별적 시간도 동시에 

관객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오페라에서도 이러한 중첩과 차이는 어느 정

도 존재하였지만, 오페라에서는 t1을 t2에 맞추어 시간의 흐름까지 일관

되게 표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뮤지컬에서는 t2에 각각의 음악이 가진 

자체적인 맥락이 뚜렷하고 개별적이며, 그 시간대로의 전환이 발생하면

서 인물의 현실인 t1과의 차이는 한층 커진다. <오클라호마!>는 이러한 

형식을 정립한 초기 뮤지컬로서 t1에서 일어나는 인물들의 문제의 해결

을 위해 t2를 동원하는 방향으로 이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t2가 t1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t2를 t1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것이 통합 뮤지컬의 특징이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뮤지컬에서의 ‘통합’일 것이다.

  이 구조는 t1과 t2의 연결에 있어, 그 연결부분을 줄이고 더 대담한 

전환을 극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관객의 수용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새로운 음악극 구조 정착의 측면에서 <오클라호마!>

의 성공은 다양한 노래의 양식을 극과 연결한 구성이 대중들에게 수용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본격적인 노래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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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여러 단계의 발판들을 두었지만 이후 작품들에서는 본격적인 노

래로의 도입이 점차 간략해져 뮤지컬의 양식이 점차 대중에게 수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오페레타와 구분되는 미국적인 음색, 미국적인 언어, 

미국적인 일상의 도입은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한 주제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구조에는 미국이 아닌 국가의 정서, 계속해

서 등장할 대중가요 양식, 새로운 춤의 삽입이 뮤지컬 안에서 수용 가능

하다는 확인이기도 했다.

  이후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은 통합 뮤지컬의 공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

며 <회전목마 Carousel>(1945), <알레그로 Allegro>(1947), <남태평양 

South Pacific>(1949), <왕과 나 The King and I>(1951), <플라워 드

럼 송 Flower Drum Song>(1958), <사운드 오브 뮤직 Sound of 

Music>(1959)까지230)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시대”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의 뮤지컬의 황금기를 이끌었다.231)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이 이룬 뮤

지컬 내에서 노래를 연결하는 기술들은 뮤지컬이 노래의 분리적 속성을 

드러내면서도 드라마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통합 뮤지컬로서 분류되

면서 매끄러운 연결을 통해 대중성과 상업성을 보장하는 작품들은 현재

의 브로드웨이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통합 뮤지컬이라는 분류를 그다지 

강조하지 않지만 여전히 뮤지컬들에서 기초로서 언급된다.

  그러나 통합 뮤지컬 속에서도 분리는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서 남아

있었고 이 분리는 ‘노래의 시간’이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었다. 이는 노래가 드라마의 보충물 이외의 기능, 노래가 드라마

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비판적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5.2. 뮤지컬에서의 분리: <카바레>, <암살자들>

230) 해머스타인은 암으로 1960년 사망하였고 이로써 브로드웨이의 역사를 다시 쓴 16년
간의 합작이 끝났다. Jones, p. 159 참조.

231) 위의 책, p.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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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는 노래: <카바레>

  1966년 발표된 뮤지컬 <카바레>는 뮤지컬 황금기가 끝난 후 통합이 

아닌 분리의 측면에서 노래를 활용한 극 구조를 보여준다. 이 극은 선형

적인 서사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노래를 극 전체에 이중적으로 병치함

으로써 인물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관객이 비판적으로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래의 분리를 활용한다. 이는 통합 뮤지컬과는 다른 방향으로 노

래와 드라마를 결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카바레>는 1930년대 나치 치하의 베를린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공간에 가상의 카바레를 설정하고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그 곳에서 공

연하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인물들이 카바레의 노래들을 통해 자신의 상

황을 바라보거나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카바레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뮤지컬의 바탕이 된 19세기 초의 상업적 공연 중의 하나이다. 일종의 레

뷰라 할 수 있는 카바레 양식을 극중에 노래를 삽입하는 고정적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카바레>는 노래들이 극중 인물의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고 말하게 한다.

  <카바레>는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 

1904-1986)의 자전적 소설인 『베를린이여 안녕 Goodbye to Berlin』

(1939)을 원작으로 한다. 연극으로도 만들어진232) 이셔우드의 소설은 

1930-33년경의 베를린에서 그가 만난 인물들에 대해 집필한 6개의 단

편으로 되어있다. 이 단편들의 주인공은 소설의 저자와 이름이 같은 ‘크

리스토퍼 이셔우드’로, 나치즘이 짙어지는 전후 베를린에서 영어 과외를 

하며 살아가는 젊은 영국인 작가이다. 각각의 소설은 ‘나’가 베를린에서 

232) 존 반 드루텐(John Van Druten, 1901-1957)이 소설을 기반으로 1951년 발표한 연
극인 <나는 카메라다 I Am a Camera>가 있다. 1951년 뉴욕의 엠파이어 극장(Empire 
Theatre)에서 공연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샐리 보울즈를 연기한 줄리 해리스(Julie 
Harris)는 이 작품으로 토니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드루텐은 1952년 뉴욕 비
평가 협회(New York Drama Critics' Circle)에서 최고 미국 연극상(Best American 
Play)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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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으며 당시 베

를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회분위기가 그의 시선 속에서 드러난다. 

단편 중 하나인 <샐리 보울스 Sally Bowls>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가지

고 독일로 와 카바레에서 노래하는 젊은 영국인인 샐리에 대한 이야기

로, 그녀는 ‘나’와 친구 이상의 우정을 맺게 된다. 샐리는 매력적이고 짓

궂은 성격으로 소설의 주요 인물들 중에도 단연 인기가 높았다. 뮤지컬 

<카바레>의 플롯이 된 것은 샐리와 ‘나’의 이야기이지만 소설에서 베를

린을 살아가는 인간군상의 이미지도 뮤지컬의 배경과 주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 극은 연출가인 해롤드 프린스(Harold Prince, 1928-2019)의 제안

으로 극작가 조 마스터로프(Joe Masteroff, 1919-2018)가 대본을 썼고, 

칸더와 엡(Kander and Ebb) 콤비로 잘 알려진 작곡가 존 칸더(John 

Kander)와 작사가 프레드 엡(Fred Ebb, 1928-2004)이 협업하였다. 나

치즘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베를린이라는 소재를 뮤지컬로 표현하면서 

그들은 샐리가 카바레에서 일하는 가수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극중에 카바레에서 벌어지는 공연들을 삽입하고, 인물들이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삶과 카바레 무대 위의 노래하는 삶을 오가도록 한 것

이다. 그들은 뮤지컬의 황금기에 정립되었던 통합 뮤지컬처럼 노래가 인

물들의 현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레뷰와 

같은 노래와 춤 장면들을 과감한 전환으로 보여주면서 주제를 전달한다. 

정치적 주제와 브레히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의 전환방식들, 관객을 때

로 불쾌하게 만들고 생각을 촉구하는 장면들로 인해 칸더와 엡은 “신-

브레히트주의적(Neo-Brechtian)”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33) <카바

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제가 뮤지컬에서 표현될 수 있음을 증명

했을 뿐 아니라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이 극은 브로드웨이에서 발표된 

이듬해인 1967년 다수의 토니상을 수상하였고 곧 런던과 뉴욕 등에서 

233) Christiansen, Richard. “‘Cabaret’ Is Life, Old Chum”. Chicago Tribune.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ct-xpm-1988-07-05-8801120826-story.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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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되었다. 1972년에는 안무가 밥 포시(Bob Posse, 1927-1987)에 의

해 영화화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활발히 공연되고 있

다.234) 공연버전에 따라 몇몇 노래가 삭제되거나 삽입되기도 했지만, 드

라마의 진행 중에 카바레 공연이 삽입되는 구조와 이야기는 그대로 유지

되어 왔다. 극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30년대 초 베를린, 킷캣클럽(Kit Kat Klub)이라는 카바레에서 ‘엠

씨’235)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베를린을 찾은 미국인 작가 클리프는 기

차에서 만난 에른스트로부터 킷캣클럽을 소개받는다. 그곳에서 클리프는 샐

리 보울스와 사랑에 빠진다. 클리프는 그녀와의 생활을 위해 에른스트가 제

안한 수상한 서류전달을 돕는다. 한편, 클리프가 기거하는 하숙집의 슈나이

더 부인은 하숙생인 코스트의 문란한 생활을 나무란다. 코스트는 유태인 과

일상인 슐츠와 슈나이더의 약혼 파티에서 에른스트에게 슐츠가 유태인이라

고 알리고, 에른스트는 슈나이더에게 그 결혼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슐츠의 과일상에는 벽돌이 던져지고, 슈나이더와 슐츠는 파혼한다. 변화

하는 분위기에 섬뜩해진 클리프는 샐리에게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하지만, 

샐리는 자신은 정치와 상관없다며 베를린에서의 향략적인 삶을 선택한다. 

클리프가 킷캣클럽으로 가서 샐리를 재차 설득하는데 에른스트가 나타나 

또 서류배달 업무를 주려하고, 이 일이 나치관련이란 것을 알게 된 클리프

는 에른스트에게 주먹을 날린다. 에른스트의 친구들에게 맞고 끌려나가는 

클리프 뒤로 샐리의 공연이 이어진다. 클리프는 결국 혼자서 베를린을 떠나

며 기차 안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234) 주요 공연사례를 살펴보면 1966년의 초연 이후 1987년 다시 해롤드 프린스가 연출한 
브로드웨이 리바이벌이 있었고, 1993년에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돈마 웨어하우스
(Donmar Warehouse)의 젊은 예술감독이던 샘 멘데스(Sam Mendes)가 연출하고 초
연에서 안무를 맡았던 롭 마샬(Rob Marshall)이 공동연출이자 안무를 담당한 런던 리
바이벌 공연이 있었다. 1998년에는 멘데스의 버전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다. 그 후에 
2006년과 2008년에 루퍼스 노리스(Rufus Norris)의 연출로 런던에서 리바이벌되었으
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브로드웨이 리바이벌이 성공을 거두어 2016년까지 해외 투
어 공연을 이어갔다. 이 2016년 공연은 1998년 공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하에 새로이 
정비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영화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998년의 대본이다. 본고에서는 이 대본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235) 대본에서 ‘M.C.(Master of Ceremonies)’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 호칭이 인물의 이름
처럼 통용되므로 ‘엠씨’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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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롯은 클리프와 샐리의 관계이지만 베를린이라는 공간에 나치즘의 

광기가 번져가는 과정은 극에서 모든 인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며 그 

과정은 카바레 무대의 위와 아래에서 다각도로 조망된다. 이 조망에 있

어, 샐리가 카바레의 가수라는 설정이 카바레의 공연들이 이야기에 끼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특히 1930년대 초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의 카바레라는 배경은 카바레를 오가던 당시의 사람들과 카바레의 공연

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무대 위와 아래의 모습을 통해 전달하기에 

적절했다. 이야기는 주로 선형적으로 진행되며 두 사람의 연애와 주변 

상황을 전하지만, 종종 진행이 중단되며 카바레의 공연이 끼어든다. 카

바레의 공연들은 이야기의 진행을 중단하는 듯 보이지만 이곳에서 공연

을 보거나 공연을 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물의 삶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 극은 카바레의 노래와 춤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획득한다. 이야기 자체로는 

나치즘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서 사회

적 문제가 섞여들 때 삽입되는 카바레의 공연들에서는 앞의 사건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카바레>는 관객

에게 익숙한 통합 뮤지컬의 부드러운 연결도 사용하지만 브레히트의 서

사극의 기법처럼 보이는 노래 장면으로의 급격한 전환도 사용한다.

  드라마의 진행 중에 급격히 전환되는 카바레의 장면들은 카바레 무대 

위의 공연들이 별도의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한다. 이 

철저한 분리는 모든 노래를 빼더라도 이야기의 진행에 무리가 없으며, 

노래만 모아도 하나의 카바레 공연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236) 카바레의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인물들은 카바레라는 별도의 차원에서 각각의 이야기에 대한 관점

을 제시할 수 있다. 카바레 무대 위의 공연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일부이

기 때문에, 인물들은 카바레의 춤과 노래 공연을 표방하며 무대 아래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논평할 수 있게 된다. <카바레>가 형성하고 있

236) 이효인, 「뮤지컬 <카바레>의 현실 반영 기법에 대한 연구-인물과 극 구조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 5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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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대 위의 노래와 무대 아래 인물들의 현실을 연결하는 병렬 구조는 

‘노래의 시간’ 동안 인물들을 별도의 차원에 두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드

라마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어져있게 한다. 

  <카바레>의 구성 중 보이는 카바레 공연 장면들의 갑작스런 전환과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노래들, 카바레의 재즈음악들은 서사극의 원리들

을 떠올리게 한다. 카바레에서 불리는 노래 중 상당수는 인물과 연결되

지만 브레히트적인 ‘논평 노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논평 노래들은 

드라마의 시간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며, 사건에 거리를 두고 비웃는 듯한 노래와 춤 장면들은 그 자

체로 정치적 상황에 대한 풍자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카바레의 노래

들은 뮤지컬의 구조 내에 위치하며 기본적으로 그 전형성을 따르더라도, 

서사극적 전환을 보이면서 당시의 카바레처럼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말

하며 웃고 떠드는 시공간이 된다. 레뷰에서부터 내려오던 뮤지컬의 고유

한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은 극에 대한 전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풍자적 

장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기술은 극 내에서 노래의 분리를 이용해 극

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나치즘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촉구

한다는 점에서 서사극의 목표와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카바레>를 시작하고 끝내는 공간은 가상의 카바레인 킷캣클럽237)이

다. 극을 여는 노래인 “어서 오세요 Willkommen”는 <카바레>의 많은 

변천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노래이다. 엠씨가 카바레 가수

들을 소개하며 손님을 맞는 이 곡은 이 작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알

려주는 뮤지컬의 전형적인 ‘시작 노래’, 혹은 ‘정립 노래’의 역할을 충실

히 따르며 작품의 형식과 논조를 빠르게 알린다. 무대에 나와 있는 카바

레 밴드의 흥겨운 선율에 맞춰 등장한 엠씨는 정말로 카바레에 온 손님

들을 맞이하고 호객하는 중인 것처럼 관객들에게 말을 건다. 과거 카바

레의 사회자처럼 현재 객석의 관객과 소통하는 그는 이 극이 당시 독일

237) “Kit Kat Klub”의 이니셜은 인종차별단체인 KKK단(Ku Klux Klan)과 같다. 작가인 
마스터로프는 이것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무의식중에 쓴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답은 그러한 해석이 극과 어울린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고 하겠다. Jones, p. 24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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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바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과 그가 맞이하는 관객이 극의 관객

이면서 이 카바레를 찾은 손님이 된다는 극의 설정을 전달한다.

그는 모든 가사를 독어, 불어, 영어로 부르는데, 여기에서 1930년대 베

를린의 카바레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것, 또 방문하는 

이방인들은 주로 프랑스인과 영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40) 노래는 

전형적인 AABA 형식으로 듣고 나면 기억에 남는 반복적 선율이지만 그 

사이에 엠씨는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다. 그는 

“안녕하세요? Wie geht's?”, “제가 여러분의 엠씨입니다! Ich bin eure 

Conferencier!” 등의 인사말을 어색한 억양으로 관객에게 던지고, 그러

다가도 다시 노래로 돌아가 무대의 일부가 된다. 이 첫 장면으로 인해 

관객은 자신이 뮤지컬 <카바레>의 관객인 동시에 극을 보는 동안 1930

년대 베를린 카바레에 온 손님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대 위의 

유쾌한 노래들과 무대 아래의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말을 거는 엠씨라는 

238) 베를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어가 자국어인 것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엠씨
가 자국어가 아닌 영어와 프랑스어를 일부러 어색하게 발음하는 것을 반영하여 표기하
였다.

239) Masteroff, Joe(book) & Kander, John(music) & Ebb, Fred(lyrics), Cabaret, 
Newmarket Press, 1999, p. 19.

240) 프랑스와 영국은 장차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될 국가들이기도 
하다.

어서 오세요! 비앙버뉘! 웰컴! 

이방인, 에트랑제, 스트레인저 

만나서 반가워요 

쥬 씨 앙샹떼 

해피 투 씨 유 

쉬고 가요, 레스떼, 스테이 

어서 오세요! 비앙버뉘! 웰컴! 

카바레로, 오 카바레, 투 카바

레!238) 

Willkommen! And bienvenue! 

Welcome!

Fremder, étranger, stranger

Glücklich zu sehen 

Je suis enchanté

Happy to see you

Bleibe, reste, stay

Willkommen! And bienvenue! 

Welcome!

Im cabaret, au cabaret, to cabaret!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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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만드는 균열은 <카바레> 전체에 일관된 구조이다.

  노래는 전형적인 뮤지컬 곡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과도한 화장을 하

고 작위적인 웃음을 짓는 엠씨, 카바레 무용수들의 기괴한 춤동작들은 

관객에게 낯설게 다가간다. 엠씨 역으로 유명한 배우인 조엘 그레이

(Joel Grey, 1932-)가 만들어낸 이 배역의 기괴한 웃음과 동작은 <카바

레>를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당시 카바레에서의 사회자처럼, 그는 인물

들이 살고 있는 드라마상의 현실과 그 사이 삽입되는 카바레 공연의 노

래들 사이의 균열을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로 활용된다.

  카바레 밖에서 베를린에 도착한 이방인 클리프는 무대 아래에서 벌어

지는 현실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킷캣클럽을 방문해 무대 위

의 샐리를 지켜보는 객석의 관객 역할에서 시작해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

한다. 이 두 사람은 뮤지컬 코미디의 전형적인 한 쌍으로, 두 사람이 만

나고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극의 중심 줄거리가 된다. 또 다른 중요한 

한 쌍인 슈나이더와 슐츠 역시 뮤지컬 코미디에서 볼 수 있는 나이 든 

연인들이다. 상당히 혁신적이었던 이 작품이 관객에게 익숙한 뮤지컬 코

미디 구조를 활용한 것은 1966년에 관객들이 편히 작품을 볼 수 있게 

한 배려로 보인다.242) 그러나 샐리와 클리프의 만남은 극의 구조를 만드

241) https://tamswitmark.com 제공

[그림 3] (좌) 1972년 <카바레> 영화에서의 엠씨 / (우) 1998년 

브로드웨이 재공연에서의 엠씨241)



- 132 -

는 원천으로 활용된다. 샐리는 클리프라는 카바레 외부로부터 온 사람을 

카바레의 내부로 연결하여 극구조 안으로 가져온다. 샐리는 클럽의 가수

로서 공연할 때는 무대 위를 보여주고 가수일이 끝나면 클리프와 만나며 

카바레 무대 아래의 삶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곧 무대 위와 아

래의 결합이 되어 카바레의 향락적 오락과 일상에서의 나치즘의 득세가 

극에서 교차하며 펼쳐질 수 있다.

  이 구조로 인해 ‘노래의 시간’은 주로 카바레라는 별개의 공간에서만 

벌어지며 인물의 현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인물들은 ‘노래의 시간’ 동안 

드라마상의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극중 현실의 상황에 거리를 두고 객관

적으로 평할 수 있다. 카바레 무대 위의 삶도 샐리의 삶이긴 하지만, 노

래를 부르는 동안은 가수가 되므로 무대 아래의 삶과 기본적인 거리가 

발생하여 그녀의 노래와 클럽의 공연들에는 그녀의 현실에 대한 논평적 

지위가 부과된다. 그녀와 연결된 인물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사는 동시

에, 카바레의 공연들에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비웃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노래의 시간’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샐리가 초반에 카바레에서 부르는 곡인 “엄마에게 말하지 

마 Don’t Tell Mama”는 자신이 클럽에서 야한 옷을 입고 일하고 있다

는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손님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 

노래는 뮤지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아이 엠 송’인 동시에 카바레에서 일하는 자신을 희화화하며 거리를 두

고 있다. 그녀가 카바레에서 부르는 또 다른 노래인 “내 사랑 Mein 

Herr” 역시 마찬가지이다. 클리프는 작품의 초기부터 양성애자로 설정되

어 있었고 클럽에서 만난 다른 남자인 바비와 먼저 키스한 상태이며 샐

리는 클리프에게 자신이 클럽의 주인인 막스와 자고 있음을 밝힌다. 이

242) 스콧 밀러는 자신의 저서인 <From Assassins To West Side Story> 중 2장 
Cabaret에서 <카바레>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가 출판 후 개정하여 웹에 올린 자료가 있
어서 개정된 자료를 참조하였다. Miller, Scott. "Inside CABARET: Background and 
Analysis by Scott Miller," Newline Theatre Website. http://www.newlinetheatre.
com/cabaretchapter.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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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브레히트적인 갑작스런 전환으로 심벌즈가 울리고 조명이 바뀌며, 노

래가 시작된다.

이 노래는 쾌락주의를 대변하는 내용에서는 샐리 자신을 말하는 ‘아이 

엠 송’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분명한 장면 전환과 함께 노래와 춤을 선

보이는 카바레 공연으로 변화해 당시의 분위기를 풍자하는 면도 동시에 

지닌다. 노래들은 공연이 진행되면서 더 논평적으로 활용된다.

  <오클라호마!>에서도 노래들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카바

레>에서의 이와 같은 노래는 인물의 현실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

개의 공연을 하는 상황에서 삽입되며 전환 또한 도입부 없이 급격히 일

어난다. 밀러는 <카바레>에서 논평 노래를 부를 때 인물들이 그들이 노

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뮤지컬의 일반적인 노

래들을 ‘대본의 노래(book song)’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뮤지컬 코미디에

서 볼 수 있는 노래들은 인물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부르는 노래라고 구분한다.244) 그의 분류에 따르면 <카바레>

에서는 카바레 무대의 노래들은 대체로 한 자아가 현실을 인식한 상태에

서 다른 자아를 설명하거나 비평하는 논평 노래가 된다.

  이러한 노래들은 <카바레> 전체에서 인물들의 현실을 비추듯이 반복

243) Masteroff, p. 59.
244) Miller 참조.

내 방식을 이해해야해,  내 사랑

호랑이는 호랑이, 양이 아니야, 

내 사랑.

식초를 잼으로 바꿀 수는 없어, 

내 사랑.

그러니 난 하던 대로 해...

내가 끝낼 때, 끝난 것. 그리고 

난 끝냈어.

투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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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When I'm through... then I'm 

through... and I'm through...

Tootle-oo!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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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카바레의 공연들은 그들의 드라마의 시간에서 일

어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거울처럼 비춘다. 이 반복적 구조로 인해 카

바레는 지속적인 비평과 풍자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힘을 얻는다. 드라마

의 사건이 확장됨에 따라 거울이 비추는 현실의 범위도 갈수록 확장된

다. 인물들의 상황을 평하던 노래들은 점차 사회에 대한 풍자로까지 논

평의 폭을 넓힌다. 

  클리프가 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오도록 할 때 부르

는 “멋진 아가씨 Marvelous Girl”는 뮤지컬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노래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어 바로 엠씨가 장면을 

전환하며 나타나 “보셨죠, 베를린에서는 모두 완벽하게 멋진 룸메이트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명이나 있죠.(So you see, everybody in 

Berlin has a perfectly marvelous roommate. Some people have 

two people.)”라고 말하며 “두 아가씨 Two Ladies”를 부른다.245) 엠씨

의 노래들은 모두 급격히 전환되며 시작하고, 극에 거리를 두며 풍자하

는 명확한 논평 노래들이다. “비들디, 디들디, 디!(Beedle Dee, Deedle 

Dee, Dee!)”라는 흥얼거림으로 시작하는 이 곡은 한 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간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한다. 이 장면은 카바레에서 공연하는 

동안, 드라마에서 샐리와 클리프가 향락에 빠져들어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으리라는 것을 전달한다. 우스꽝스러운 연출과 엠씨의 과장된 움직임

은 관객을 웃게 하지만, 이는 극의 인물들의 향락주의에 대한 비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돈 노래 The Money Song”의 쓰임도 유사하다. 클리프는 샐리의 임

신사실을 알고 부양할 돈을 벌고자 에른스트의 서류가방을 운반하는 수

상한 일을 하기로 한다. 이를 축하하며 건배하는 샐리와 클리프의 장면

에 또 엠씨가 끼어들어 드라마의 진행은 멈추고 논평이 시작된다. “보셨

죠? 돈을 버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So, you 

245) 이 노래는 정치적인 카바레이자 브레히트가 노래했던 ‘거친 무대’의 주인인 트루데 
헤스터베르크가 공연한 실제곡인 “특별히 고상한 아가씨들 Particularly Refined 
Ladies”과 내용이 비슷하여 이 곡에 대한 오마주로 해석되기도 한다.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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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re’s more than one way to make money...)” 영화와 일부 

공연에서는 당사자인 샐리까지 이 공연에 참여해 금전주의에 빠진 자신

을 포함한 사람들을 과장되게 연기한다. 이 곡은 독일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1차 대전에 패전한 후 독일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생겼고 

이로 인해 누적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2차 

대전이 되기도 했다. 이 두 노래는 당시의 베를린의 향락적 문화와 도덕

적 타락, 경제 상황을 암시한다. 이러한 논평 노래들은 급격한 전환으로 

노래의 분리를 드러내며, 과장된 희화화로써 인물들의 장면에 내포된 사

회적 문제를 지적한다.

  향락과 금전주의에 빠진 독일의 위험성은 “내일은 나의 것 

Tomorrow Belongs to Me”에서 폭로된다. 이 노래는 1막 9장에서 먼

저 짧게 등장하는데, 이때는 논평 노래의 성격을 띤다. 유태인 과일상인 

슐츠와 하숙집을 운영하는 슈나이더 부인이 사랑 노래인 “파인애플 노래 

Pineapple Song”을 부르며 애정을 확인한 바로 다음에, 엠씨가 나타나 

축음기로 부드러운 민요풍의 노래를 듣는다.

아름다운 독일의 자연을 말하는 가사와 부드러운 선율은 당시의 유행가

처럼 들리지만, 사실 칸더와 엡에 의해 새로 작사, 작곡된 것이다. 이 노

래는 엠씨가 갑자기 레코드에서 바늘을 빼고, 카바레에서 공연을 할 때 

들리던 날카로운 심벌즈 음이 울림으로써 폭력적으로 중단된다. 이 전환

은 노래의 민족적인 분위기가 앞의 상황에 위험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246) Masteroff, p. 60.

린덴나무 가지는 우거져 푸르고

라인 강은 바다에 그 금을 준다

네.

그러나 어딘가에 감추어진 영광

이 기다린다.

내일은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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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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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두 사람의 약혼파티인 1막 11장인데, 

이때는 인물들이 실제 상황에서 부르는 것처럼 연출되어 밀러의 구분에 

따르면 지극히 뮤지컬적인 ‘대본의 노래’가 된다. 즉 인물들은 자신들이 

극 안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자연히 자신들을 객관

적 시각으로 볼 수 없다. 슐츠의 파티에서 코스트에게 슐츠가 유태인이

라는 사실을 들은 에른스트는 슈나이더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에

른스트와 코스트는 사람들을 선동해 다시 “내일은 나의 것”을 부른다.

노래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의 가사는 군국주의적인 분위기로 흐르

247) 앞의 책, p. 78.

둘다:

요람의 아기는 눈감고 있고 

꽃송이는 벌을 품어주네.

그러나 곧, 속삭임이 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일은 나의 

것” 

코스트:

(대사로) 다같이!

(서서 지켜보는 슈나이더 부인, 슐

츠, 클리프와 샐리를 제외하고  모

두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모두:

이제 조국이여, 조국이여, 부르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신호를 기다립니

다

아침은 올 것이니

세상이 나의 것일 때 

내일은 나의 것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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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äulein Kost:

(Spoken) Everyone!

(All begin to sing except Fraulein 

Schneider, Schultz, Cliff and Sally, 

who stand watching)

All:   

Now Fatherland, Fatherland, show 

us the sign

Your children have waited to see

The morning will come

When the world is mine

Tomorrow belongs to me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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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드럽던 선율은 군가처럼 변한다. 밀러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역

사에서 가장 위험한 힘 중 하나인 광기어린 국가주의, 오늘날에도 여전

히 “인종 청소”와 지구상의 전쟁들을 추동하는 힘으로 변한다”고 지적한

다. 이 노래는 당시 독일인들이 학살을 하려고 나치당에 모인 것이 아니

며 그들은 나치가 독일의 번영과 구원을 약속했다는 것밖에 알지 못했다

는 것을 전한다.248) 지금까지는 주로 카바레 공연 장면들에서 드라마상

의 사건들에 거리를 둔 노래를 삽입하였지만, 이 지점만큼은 인물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노래하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물들이 그들의 현

실에서 노래하는 상황을 통해 나치가 말하는 사상에 대한 동의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스며있다는 것이 표현되며, 거세어지고 고

양되는 합창에서는 나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광기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 전달된다.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카바레>라는 뮤지컬을 보고 있는 관객들

의 시간이다. 이 공연을 보는 관객은 적어도 초연의 시점인 1966년 이

후에 살고 있다. 이 시간의 차이는 극이 시작할 때 카바레의 관객으로 

설정된 관객이 사실은 나치즘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미래의 관객이라

는 중첩을 만들어낸다. 극의 논평은 줄곧 당시 나치가 득세하게 만든 사

람들의 심리적 과정을 향해 있었다. 이 방향은 나치즘의 광기가 일어난 

원인이 작은 이익을 위해 차별을 행하는 사람의 심리에 있으며 이런 일

들이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현재의 관객 사이에

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극중 인물

들은 논평하지 않지만, 관객은 그 광기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1막에서 

드라마에 거리를 두고 보도록 자극받아왔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는 능동

적으로 그 내용을 위협적이고 끔찍한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2막에서는 1막에서의 광기의 결과로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이미 사회

에 만연한 것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2막의 시작에서, 엠씨는 카바레의 

248) “The love of nature is transformed into fanatical nationalism, one of the 
most dangerous forces in history, a force that still today motivates “ethnic 
cleansing” and wars around the globe.“ Mill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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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여자댄서처럼 옷을 입고 관객과 어울리고 있다. 댄서들이 퇴폐

적인 춤을 선보이다가 레뷰 특유의 나란히 서서 다리를 차는 대열인 킥 

라인(kick line)이 무대에 형성되었을 때, 이 춤 대형은 군대 행진으로 

바뀐다. 그들은 행진곡 같은 드럼소리에 맞춰 빳빳한 자세로 과장되게 

군인처럼 행진하다가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를 외치며 경례 동작을 

하고는 무대를 내려간다. 2막 3장의 “당신이 그녀를 볼 수 있다면 If 

You Could See Her”은 “유인원 노래 The Gorilla Song”로도 알려진 

곡으로, 나치즘의 광기가 유태인 혐오로 변했음을 단적으로 불쾌하게 전

달한다. 유태인인 슐츠의 과일가게에 벽돌이 던져진 후, 장면은 또 카바

레 무대로 전환되어 이 사건을 노래에서 논평한다. 엠씨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고릴라 인형과 등장해, 그녀가 자신의 신부라고 말하며 자신의 눈

으로 본다면 당신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우긴다. 이 장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표현한 촌극같이 보이며, 달콤한 선율로 그녀의 미덕을 나열하는 

노래는 웃음을 유도한다. 그러나 엠씨가 노래의 마지막에 비웃듯이 외치

는 마지막 대사는 사람들이 웃을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내 눈을 통해

서 당신이 그녀를 볼 수 있다면, 그녀가 절대 유태인 같지는 않을

걸!(But if you could see her through my eyes, she wouldn’t look 

Jewish at all!)” 이 장면은 카바레의 공연에서 유태인이 공공연하게 조

롱의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과거 카바레의 관객이 살고 있는 시점과, 이 뮤지컬 공연을 보

는 관객이 살고 있는 시점은 다르다. 과거 카바레의 관객은 미래를 알지 

못했기에 이 카바레의 공연에 웃었을지 모르지만, 1966년 이후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치즘의 결과를 알고 있으며 마지막 외침에 불쾌함

을 느끼게 된다. 무대와 객석간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 이 극은 관객들에

게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당시 

차별의 원인은 못생긴 인형을 신부로 삼았다는 사실을 함께 비웃은 과거 

카바레의 관객들에게 있지만, 매회 공연에 실제로 객석에 앉은 것은 <카

바레>가 상연되는 동시대의 관객들이다. 이 장면은 1930년대의 카바레

를 보는 관객에게 당시의 관객들의 모습과 함께 자신들을 생각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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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과거 카바레의 시공간과 현재의 <카바레>의 시공간의 중첩은 

과거의 관객들이 왜 이 장면에서 웃었으며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었는지를 관객들이 생각하도록 자극한다. 실제로 이 부분은 초연 

당시 이 작품을 처음 접한 1966년의 관객들에게는 너무 불쾌하게 느껴

져서 격노한 관객들의 항의로 인해 마지막 대사가 좀 부드럽게 바뀌기도 

했으며, 재공연시에는 원래 대사대로 회복되었다.249) <카바레>가 처음에 

관객에게 부여한 1930년대의 관객이 되는 설정은 결국 이 공연을 보는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

  이 극의 마지막 논평 노래는 클럽에 남은 샐리가 부르는 “카바레 

Cabaret”이다. 클리프는 베를린에서 나치즘의 광기가 번져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샐리는 베를린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이때 클럽에 있는 클리프에게 에른스트가 다가와 

영어교습 일을 제안한다. 제안을 거절하다 클리프와 에른스트 사이에 싸

움이 일어나고 결국 클리프는 에른스트의 나치당 친구들에게 맞고 쫓겨

나지만 이를 뒤로한 채 샐리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 노래는 카바레 가수

로서의 샐리가 부르는 전형적으로 향락적인 노래이며 현재 벌어지는 사

건에 대한 샐리의 태도를 대변한다. 노래의 마지막에 그녀는 카바레를 

사랑한다고 과장되게 외친다. “인생은 카바레, 오랜 친구여 / 카바레로 

와(Life is a cabaret, old chum / Come to the cabaret)” 그러나 모든 

사건 이후 카바레의 무대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즐겨지기 어렵다. 이 장

면이 보여주는 것은 베를린의 한 카바레와 그곳에 오가는 사람들이 현실

의 문제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대 위의 유흥이지만, 그녀

의 무대 밑의 삶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관점을 각각 형성한 대부분의 관

객들에게는 이 무대가 더 이상 유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샐리는 클리

프에게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알리고, 클리프는 혼자서 파리로 떠난다. 

클리프는 베를린을 떠나며, 기차 안에서 소설의 첫 부분을 쓴다. 

249) Mill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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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바레가 있었고 엠씨가 있었고 독일이라는 나라에 베를린이라는 도시

가 있었고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다... / (”어서 오세요” 음악이 들리기 시작

한다) / .... 그리고 나는 샐리 보울즈와 춤췄고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깊이 

잠들었다 ...

There was a Cabaret and there was a city called Berlin in a country 

called Germany and it was the end of the world ... / (We begin to 

hear the music of “Willkommen”) / ...and I was dancing with Sally 

Bowles and we were both fast asleep ...250)

클리프는 이제 완전히 카바레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인 시선으로 서술한

다. 그가 맡은 것은 극장 밖에서 들어와 안의 세계를 엿본 후 나가는 관

객의 역할이다. 그의 서술은 관객이 그의 시선으로 그가 겪은 카바레라

는 공간을 돌아보도록 유도한다. 되풀이되는 카바레의 음악은 언제나처

럼,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도시의 한편에서 이러한 카바레는 공연을 계

속할 것이며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음을 알린다. 

  <카바레>에서는 과거 레뷰 형식의 노래와 춤을 극중에 삽입하면서 노

래로의 전환을 명확히 한다. 드라마에서의 시간은 단절되는 듯이 보이

며, ‘노래의 시간’의 개별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 교차는 인물들에게 벌

어지고 있는 드라마의 시간과 카바레 무대에서 벌어지는 ‘노래의 시간’

을 오가기 때문에 관객은 그 사이에서 의미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게 된

다. 관객은 샐리와 클리프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t1의 선형적 서사를 

지켜보던 중에 t2에서 일어나는 카바레의 무대 장면들을 보아야하고, 처

음에는 이 장면들이 그저 샐리의 무대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샐리의 현실

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t2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더 능동적으로 파

악해야만 한다. 관객들은 각각의 노래들이 의미하는 바를 감지하던 중 

자연스럽게 ‘노래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논평이 현재 관

객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까지 사고하도록 유도된다. 극에서 드라마의 

250) Masteroff,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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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래의 시간’의 격차를 의도적으로 벌린 후, 뮤지컬의 관객들이 

카바레 무대 아래의 관객들이 되도록 설정한 구조는 이 추론의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단절된 노래들은 카바레라는 단일한 장소에 집합함으로써 인물들의 사

건을 비추는 다른 시공간을 일정하게 형성하기에 그 효과는 더욱 강해진

다. 이 극은 공연을 보는 관객의 시간, 드라마의 시간, 드라마 속 노래의 

시간이라는 세 가지 시간의 차원을 이용하여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공

연의 의미를 생성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치즘의 

대두에 대한 이셔우드의 이야기에 삽입된 노래와 춤 양식은 그 쇼를 파

시즘과 대중적 오락 사이의 정치적 연관 속으로 밀어 넣고, <카바레>에 

온 관객들은 대중적 오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메타포는 그 공연의 연행 자체를 향하여서도 열려있게 된다.”251)고 맥밀

린은 지적한다. 해롤드 프린스가 연출한 초연과 영화를 포함한 많은 <카

바레> 공연에서 엠씨는 자신을 일그러진 거울에 비추며 무대를 시작한

다. 그 거울은 1930년대 카바레의 무대 아래를 비추지만 1966년 이후

의 무대 아래의 관객 역시 비춘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야말로 <카

바레>가 ‘노래의 시간’을 독일 카바레에 두고 이를 드라마의 시간과 분

리하여 이중적인 시간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창출해내는 핵심적인 효과이

다. 

  t1과 t2 사이의 단절과 반복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시공간으로서의 t2

들의 연합, 이를 통해 일어나는 드라마의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평은 

‘노래의 시간’이 극 중 인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하는 거울

이 되게 한다. 이 시간대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t1과 t2 사이의 균열은 

결국 관객이 살고 있는 시간대와 맞닿은 T에까지 이어진다. 엠씨는 끊

임없이 현재의 관객을 과거의 카바레에 온 손님처럼 대한 후, 카바레가 

겪고 있는 현실을 논평한다. 객석이라는 공간은 중복되지만 관객의 시간

대는 현재 T에 속해있으므로, 현재의 관객 역시도 카바레의 공연에서 

251) McMillin,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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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논평의 대상이 된다. 무대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관객의 시간은 

1930년대가 아니라 관객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지만 <카바레>는 

t2의 시간이 t1을 비추듯이 관객이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

  이 극이 만들어진 미국의 1960년대는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불안하

였으며 학생, 흑인,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한 시기였다. 연출가 

프린스는 이 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 이것은 시민의 권리, 미국 내 흑인들의 문제, 그리고 

그 일이 여기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극이었다[...] 작가들과 나를 

끌리게 한 것은 1920년대 독일의 정신적인 붕괴와 1960년대 우리나라 사

이의 평행성(the parallel)이었다.”252) 

프린스가 연출한 초연을 본 관객의 시간은 1966년이었지만, 이후의 공

연들에서 무대 위의 거울은 각각의 관객이 살고 있는 시간대의 현실을 

향한다. 나치즘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극의 시각은 각각의 시대마다 

일어나는 차별과 그에 대한 방임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카바레 무대의 

위와 아래의 중첩은 결국 과거 독일의 카바레 무대를 보는 현재의 관객

들로 이어진다. <카바레>는 뮤지컬 구조를 따르면서도, 과거 카바레 공

연을 차용한 노래들을 일관되게 삽입하여 이중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이 극은 1966년 이후의 관객이 <카바레>의 인물들에 이입하고, 그

들이 클럽에서 보거나 행하는 공연을 오락적으로 감상하면서도 바로 그

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오클라호마!>에서의 분리된 노래들에도 이중성은 있었지만, 카바레는 

브레히트적 전환으로 그 거리를 더 떨어뜨리고 인물의 행동에 대한 논평

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분리된 ‘노래의 시간’은 인물의 감정을 표현

252) “To us, at least, it was a play about civil rights, the problem of blacks in 
America, about how it can happen here [...] What attracted the authors and 
me was the parallel between the spiritual bankruptcy of Germany in the 
1920s and our country in the 1960s" Prince, Harold. Contradictions: Notes on 
Twenty-Six Years in the Theater, New York; Dodd, Mead, 1974. p. 68,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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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드라마의 진행을 중단하고 다른 관점에서 그 인물을 바라본

다고 할 수 있다. 이 극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 노래들이 드라마에 대하

여 다른 기능을 가질 가능성을 확장한다. 이 극에서 논평노래들이 향하

는 방향은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비평을 가하는 것이며 이 방식은 

결국 극의 주제를 전달하도록 기여한다. 그 효과는 관객의 지적 활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관객과 극의 상호관계와 맞닿아있다. 춤과 노래 장면으

로의 전환이 주는 즐거움은 뮤지컬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나, <카바

레>는 이 전환을 더 분명히 활용하면서 그 분리를 논평을 위해 사용한

다. 타일러는 이때의 효과를 관객의 지적 작용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진짜 세계”와 킷캣클럽 사이에, 혹은 서사와 논평 사이에, 다중 플롯에 

대한 지적 개입과 도피적인 넘버들이 주는 리비도적 즐거움 사이의 다중

적 읽기의 가능성이 관객에게 입체적인 복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253) 

  이러한 작용이 레뷰 전통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은 뮤지컬의 근본적인 

원리인 춤과 노래 장면들의 새로운 의미를 보여준다. 이 극은 관객이 기

대하는 유흥적 장면을 적절한 전환을 통해 제공하던 레뷰의 기제를 이용

해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클럽의 노래들은 분명히 향락적이지만, 

이 장소는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바

람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노래의 시간’은 인물들의 도피처가 아닌 거

울로서 기능하며, 이점은 관객의 인지를 자극함으로써 전달된다. 뮤지컬

에서 축적된 기술들을 이용하고 이전 레뷰의 형식을 드라마에 적절히 결

합함으로써, <카바레>는 이중적 구조를 통해 정치적 주제를 전달한다. 

이는 ‘노래의 시간’의 분리가 가진 특성을 논평을 가하기 위하여 활용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 논평의 효과가 관객에게 교훈을 주고 계도하는 것만은 아니

다. 타일러의 말처럼, 여기에는 카타르시스가 아닌 노래와 서사의 관계

를 해석하는 즐거움이 있다.254) <카바레>의 시도는 실험적인 것이었지

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러한 형식은 뮤지컬에서 검증된 한 가

253) Taylor, p. 102 참조.
254) 위의 책, p. 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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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조가 되었다. 칸더와 엡 콤비는 이후 작품인 <시카고 

Chicago>(1975), <거미 여인의 키스 Kiss of the Spider 

Woman>(1990) 등에서도 레뷰적 전환을 활용하여 시사적 주제를 다루

며 이러한 형식을 브로드웨이에 안착시켰다. <카바레>는 뮤지컬이 노래

들을 일정한 공간에 위치시키며 그 시공간을 오가는 구조를 형성함으로

써 새로운 즐거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물이 무대

와 무대 아래의 삶을 오가는 구조는 이후 ‘백그라운드 뮤지컬’로 이어진

다. 이러한 뮤지컬들이 모두 정치적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

리된 노래를 활용한 이중적 구조는 뮤지컬에서 주요한 한 축을 이루는 

구조라 할 수 있다. 

    5.2.2. 파편화된 구조와 파편화된 노래: <암살자들>

  <카바레>는 분리된 노래들을 하나의 시공간에 집중시켜 선형적 서사

에 대하여 논평을 가하는 이중적인 공간으로서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노

래의 개별성이 더 강화되고, 각각의 노래 속의 시공간이 더욱 해체된다

면 노래가 어떻게 드라마에 작용할 것인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카바레> 이후 나타난 <컴퍼니>, <숲속으로 Into the 

Woods>(1986), <암살자들 Assassins>(1991)과 같은 뮤지컬들에서는 

선형적인 서사가 거의 없거나 빈약하며 대신 다양한 플롯이 겹쳐지거나 

혼재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뮤지컬에서는 각각의 노래들 역

시 더욱 파편화되어 개별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극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처음에 이러한 극들은 “콘셉트 뮤지컬”로도 불렸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존스는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이러

한 뮤지컬들을 대신 “파편화된 뮤지컬”로 분류한다.255) 이때부터 분리되

255) 그는 <헤어>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보며, <컴퍼니>, <코러스 라인 A Chorus 
Line>(1975), 등의 작품을 “파편화된 뮤지컬”로 분류하고 있다. 존스는 “파편화된 뮤지
컬”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헤어 Hair>, <컴퍼니>, <아무도 모르는 나 Th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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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isjuncted) 개별화된(isolated), 즉 파편화된 장면과 노래들의 구성이 

전통적인 선형적 플롯보다 중시되는 뮤지컬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뮤

지컬들은 각각의 장면들을 주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고찰을 

위해 개별적인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뮤지컬들의 

성공이 미국 문화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본고에서는 구

조적인 분석에 있어 존스의 분류가 더 정확하다고 보고, “파편화된 뮤지

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뮤지컬은 노래 역시 파편화

하여 구조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하고, 관객이 재구성해야 할 것들을 

더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보이는 뮤지컬들 

중에서도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시각에 있어 <오클라호마!>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대조를 보이는 <암살자들>을 살펴보려 한다.

  <암살자들>은 존 와이드만(John Weidman)이 극본을 쓰고, 스티븐 손

드하임(Stephen Sondheim)이 작곡과 작사를 맡은 작품이다. 손드하임

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로부터 뮤지컬 작법을 배우며 통합 뮤지컬의 

법칙들로부터 출발하여, ‘콘셉트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명칭이 그의 작품

으로 인해 생길 정도로 신선하고 실험적인 구성을 보여 왔다.256)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주제를 담은 이 극은 1991년 플레이라

이츠 호라이즌(Playwrights Horizons) 극장에서 초연되었지만 걸프전의 

애국적 열기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취소되었다가, 13년 후인 

2004년 리바이벌 되고 토니상을 수상하였다.257) 이처럼 미국 내 사건에 

Nobody Knows>, <폴리스 Follies>, <가스펠 Godspell>, <피핀 Pippin> 등을 넣고 있
으며 이러한 작품군 안에서 개인적인 소외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스위니 토드 
Sweeney Todd>(1979), <나인 Nine>(1982), <일요일 공원에서 조지와 함께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1984), <암살자들> 등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다. 

256) 그의 작품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높은 실험성과 도전성을 보이며 뮤지컬
의 변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중 <컴퍼니>는 콘셉트 뮤지컬이라는 용어와 
장르를 만들었으며, <암살자들>은 미국 대통령들을 암살한 자들의 연합이라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래와 결합하며 구성하였고, <일요일 공원에서 조지와 함께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1984)는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1859-1891)의 그림을 소재
로 하여 그림의 특징인 점묘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여 퓰리처상을 수상한다. 

257) 이 작품은 여러모로 운이 좋지 않았다. 초연 당시 미국은 걸프전(Gulf War, 
1991.1.17.∼1991.2.28.)을 치렀고 전국에서 애국적인 열기가 달아올랐다. 대통령 암살
과 아메리칸 드림의 맹점을 다룬 이 극은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 10년 후 2001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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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받으며 뒤늦게 재공연된 이유는 이 극이 미국 역사에 실존했던 대

통령 암살자들 9명에 대한 재해석을 담고 있으며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

를 진단하기 때문이다.

  이 극에는 뚜렷한 선형적 서사가 없으며 1865년 존 윌크스 부스(John 

Wilkes Booth, 1838-1865)258)부터 1989년 존 힝클리(John Hinkle

y)259)에 이르기까지의 산발적인 대통령 암살사건들을 나열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의미 없는 나열인 것은 아니다. 이 파편적 이야기의 모음을 

통해 극에서 형성하는 것은 암살자들의 가상의 연대와 역사이다. 그들은 

극에서 가상의 사격장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서로를 만나며, 

자신들의 역사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그들이 가상으로 서로를 만나

면서 우발적인 사건이던 암살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고 극 중에서는 통시

적(通時的, diachronous) 흐름이 생긴다.260) 특히 이 극의 최종적인 연

결은 링컨을 암살한 부스가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드(Lee Harvey 

Oswald, 1939-1963)261)를 만나고 오스왈드가 암살을 실행하면서 이루

어진다. 이 둘은 현재까지 미국역사에서 암살에 성공하였던 처음과 마지

막 암살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모든 암살자들은 이어지며 역사의 일부로

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을 얻는다. 이러한 드라마는 기존의 선형적 서

사에 비하면 희미하며 각각의 일화는 흩어져있기에 관객이 인물들을 다

시 조망하며 의미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각각의 인물에 대한 관객의 

사고를 자극하고 역사적 연결에 기여하는 것이 이 극의 파편화된 노래들

이다.

  극을 시작하는 “우린 모두 권리가 있어 Everybody's Got the Right”

는 극 전체의 분위기와 설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립하는 오프닝 노래이

다. 이 곡의 배경인 축제의 사격장 같은 무대에는 9명의 암살자들이 저

을에 브로드웨이에서 오픈될 예정이었지만 이때는 9･11테러가 일어나 취소되었다.
258) 1865년 링컨을 암살했다.
259) 1981년 레이건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60) Swayne, Steve. How sondheim found his soun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p. 122 참조.
261) 1963년 케네디를 암살했다.



- 147 -

격했던 대통령들을 상징하는 9개의 사격 표적들이 서 있다. 마치 이 축

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듯이 어설픈 회전목마 선율에 이어 미국 

대통령의 의전곡인 “대통령께 경례 Hail to the Chief”의 변주가 흥겹게 

들리면서, 대통령 암살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를 놀이처럼 취급하는 모순

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사격장의 주인이 등장해 “이리 와서 대통령을 죽

여 봐(C'mere and kill a president.)”라고 말하며 한명씩 등장하는 암

살자들에게 총을 판매한다. 코러스 이전 도입부가 되는 이 버스 부분에

서, 인물들이 한명씩 등장할 때 음악은 각각의 암살자들의 특징을 표현

하며 각각의 인물의 동기가 된다. 리넷 스퀴키 프롬(Lynette Squeaky 

Fromme)과 사라 제인 무어(Sarah Jane Moore)262)에게 말을 거는 부

분에서 음악에는 그들이 살던 시대인 1970년대를 반영해 록 비트가 사

용되며, 촐고즈(Leon Frank Czolgosz, 1873-1901)263)와 장가라

(Giuseppe Zangara, 1900-1933)264)가 나올 때는 이민자인 그들의 국

적을 반영해 라틴 음악을 반영한다. 오프닝 노래에서 간단히 소개되는 

그들 각각의 동기는 암살자들의 배경이 각기 다르듯이 음악적 배경도 다

르게 표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극의 처음부터 알린다.

  모든 암살자들이 소개되는 사격장은 <카바레>의 카바레 무대처럼 인

물들이 집합할 수 있는 가상의 장소이며 사격장 주인 역시 엠씨처럼 사

회자의 역할을 맡는다. <암살자들>에서는 인물들의 실제 역사는 암살 

전후의 단편적인 장면으로만 존재한다. 극에서 그들이 미약하나마 인과

적 서사 속에 연결되는 곳은 이 가상의 사격장이다. 이곳에서 재구성되

는 그들의 가상적 역사가 이 극에서는 중심인 것이다. 사격장 주인은 역

사상의 첫 암살자인 부스가 등장하자 “대장(chief)”, “선구자(pioneer)”

등으로 그를 부르고, 부스와 사격장 주인은 자유국가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암살자들 모두를 선동한다. 이 곡의 코러스 부분은 폭스트로

트 리듬의 AABA형식으로 쇼 튠의 낙천적 분위기를 띤다.

262) 두 사람은 모두 1975년에 제랄드 포드 암살을 시도했으며 실패했다.
263) 1901년 맥킨리를 암살하였다.
264)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1933년 루즈벨트 암살을 시도하였다. 루즈벨트는 상처를 

입고, 시카고 시장인 안톤 서맥(Anton Cermak)이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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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는 미국 사회의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누구나 성공할 수 있

다는 낙관주의를 표방한다. 쇼 튠은 이러한 낙관과 애국주의가 팽배했던 

미국의 1940-1960년대를 휩쓴 통합 뮤지컬의 주된 음악이다. 이 노래 

안에서 개별적이었던 동기가 하나로 모이듯이, 개별적인 삶을 살았던 9

명의 암살자들은 노래의 끝에 하나의 코러스라인을 형성하고 총을 치켜

든다.

  뮤지컬로서는 수가 적은 편이지만, <암살자들>의 노래들은 각각의 암

살자들의 배경을 반영하고 텍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노래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다. 노래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선율의 모방물(pastiche)로서 

각기 다른 배경이 있다는 면에서 파편화된 노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면서도 이 노래들에는 그 원천이 미국 역사에 있었던 선율들이라는 일관

된 흐름이 있다. 각각의 인물이 부르는 노래가 미국적 선율과 연결되는 

것은 인물들이 미국 역사의 일부가 되는 극의 통시적 구조와 맞닿아있

다. 각각의 노래들이 가진 원천적 선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65) Sondheim, Stephen(music and lyrics) & Weidman, John(book), Assassins,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1991. p. 13.

우린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어,

화내지 마,

삶은 보기보단

나쁘지 않아.

목표를 계속

바라본다면,

어떤 높이든

오를 수 있어

우린 모두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

Everybody's 

Got the right

To be happy,

Don't stay mad,

Life's not as bad

As it seems.

If you keep your

Goal in sight,

You can climb

To any height

Everybody's 

Got the right

To their dreams...265)



- 149 -

 

  이 극에는 사격장 주인 외에도 전지적인 존재로서 발라드 가수

(Balladeer)가 등장하여 미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서술자 역할을 하며 암

살자들의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전한다. 이 배역은 종종 오스왈드를 하

는 배우가 1인 2역을 맡으며 암살자들의 역사가 오스왈드에게로 이어진

다는 구조적 의미를 강화한다. 발라드 가수는 미국 민요처럼 느껴지는 

선율로 노래하는데, 이는 그 화성이 피아노보다는 밴조(banjo)에 가깝기 

때문이다.266) 밴조는 미국 흑인들이 연주하던 악기로 미국민요에 활용되

266) 손드하임은 이 곡을 작곡할 때 “오, 수재너 Oh, Susannah”와 같은 것을 생각했으
며, 이 코드가 기타보다는 밴조 코드나 밴조 양식에 훨씬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Horowitz, Mark Eden. Sondheim on Music: Minor Details and Major Decisions, 

노래 노래의 원천선율

1 우린 모두 권리가 있어 “대통령께 경례” / 쇼 튠

2 부스의 발라드(The Ballad Of Booth) 포크송

3
내가 어떻게 루즈벨트를 구했는가(How 

I Saved Roosevelt)

“엘 캐피턴(El Capitan)” / 

타란텔라

4
총 노래 / 촐고즈의 발라드(Gun Song 

/ The Ballad Of Czolgosz)
남성 4부 합창(바버샵)

5
사랑받을 가치 없네(Unworthy Of Your 

Love)
70년대 대중가요

6 귀토의 발라드(The Ballad Of Guiteau) 가스펠

7
또 하나의 애국가(Another National 

Anthem)
행진곡

8 1963년 9월 22일(November 22, 1963) 뉴스 소리

9 뭔가 깨졌어(Something Just Broke)

10 우린 모두 권리가 있어(리프라이즈) 쇼 튠

[표 6] <암살자들>의 노래와 그 원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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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미국적 정서를 대표해왔다. 발라드 가수는 이 극에서 미국 암살자들

의 역사를 연결하는 음유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암살자들을 

찬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종종 그들의 사연에 대한 집

중을 깨뜨리고 거리를 만든다. 이러한 기능은 노래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의 노래는 인물들에게 거리를 두고 인물의 배경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논평노래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스는 극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지는 암살자지만, 발라드 가수는 그의 노래를 방해하며 

그가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스는 창고에 숨어 있다가 잡히기 전, 

애국투사같은 비장함을 띠고 진지하게 노래한다.

그러나 발라드 가수는 부스의 영웅 심리를 비웃는다. 부스가 동생을 질

투해서 돋보이고 싶어 했던 것, 부스로 인해 오히려 링컨에 대한 평가가 

격찬으로 바뀐 것 등이 발라드 가수의 노래 속에서 가벼운 선율로 지적

된다. “링컨은 엇갈린 평가를 받아 왔지만, / 너 때문에, 존, 이젠 격찬

만 받네.(While Lincoln, who got mixed reviews, / Because of you, 

John, now gets only raves.)268)” 발라드 가수의 노래는 인물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것을 막고, 관객이 그를 객관적으

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그의 노래는 극 전체에서 인물의 감정이 과도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3, p. 60 참조.
267) Sondheim, Assassins, p. 21.
268) 위의 책, p. 22.

그래야한다면 내 영혼을 저주해,

내 몸이 먼지가 되어

이 나라의 재와 섞이게 해.

지옥에 가라고 저주하라지,

역사가 말하게 해.

내가 한 일, 잘 했다고,

난 내 나라를 위해 했다고.

Damn my soul if you must,

Let my body turn to dust

Let it mingle with the ashes of the 

country.

Let them curse me to hell,

Leave it to history to tell:

What I did, I did well,

And I did it for my country.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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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때 그들이 있던 역사적 시간, 극에서는 인물 현실의 시간에 끼어들

어 비판적 시선을 유도한다.

  각각의 암살자들은 실제 역사에서는 혼자였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혹

은 노래 안에서 연결되어간다. 모두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인물인 부스는 

이탈리아 이민자인 장가라를 만나, 그의 복통이 안 낫는다면 대통령을 

죽여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다. 그는 모든 암살자들에게 작용하는 선

대 암살자로서의 영향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장가라는 루즈벨트 암살에 

실패하고, 이때 삽입되는 노래인 “내가 어떻게 루즈벨트를 구했는가”는 

수자의 행진곡인 “엘 캐피턴”의 선율을 활용한다. 구경꾼들은 그 순간을 

목격한 것에 신나서 자기가 루즈벨트를 구했다고 주장한다. 미디어에 자

신을 알릴 기회를 독점하려고 안달이 난 이들은, 경쾌한 행진곡 선율과 

엮이면서 과잉된 면모를 희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 전기

의자에 묶인 채 주목받지 못하는 장가라의 모습과 대조된다. 장가라는 

자신이 좌익도 우익도 아닌 미국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호소는 

공허하게 흩어진다. “그리고 왜 사진사가 없어? / 장가라에겐 사진사가 

없어! / 자본가들만 사진사가 생겨! / 권리 없어!(And why there no 

photographers? / For Zangara no photographers! / Only capitalists 

get photographers! No right!)” 그의 노래는 타란텔라 리듬으로 작곡

되어 있는데, 빠른 6/8박자의 열정적인 이탈리아 무곡이다. 이민자라는 

그의 정체성을 반영한 리듬은 구경꾼들의 미국적인 행진곡 리듬과 대조

적으로 교차되면서 충돌을 만들어내고, 처형의 순간이 가까워질 때의 급

박함을 전달한다.

  공장 노동자인 레온 촐고즈는 여성 좌파 정치인인 엠마 골드만(Emma 

Goldman, 1869-1940)269)을 만나는데, 이 순간은 진지하고 그럴듯한 

한 순간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장면이 바뀌면서 그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과 연결된다. 연쇄 살인마의 추종자였던 스퀴키 프롬과 가정

주부였던 사라 제인 무어의 가상의 만남이다. 그들은 같은 대통령, 제랄

269) 골드만은 사회주의 혁명가이며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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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포드를 17일 간격으로 각각 암살하려 했으며, 미국 역사에서 여성으

로서 암살을 시도한 사람은 둘뿐이다. 극중에서 이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암살을 모의하는데, 총을 들고 나누는 이들의 대화는 정신없고 철

없어 보인다.

이 가상의 만남은 다음에 나오는 “총 노래 / 촐고즈의 발라드”에서 

이들이 다른 암살자들과 총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이 

노래는 이들의 공통점이자 암살의 중요한 도구이며 총기사용이 합법인 

미국의 문제이기도 한 총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이 곡은 공장 노동

자라는 촐고즈의 성격을 반영하지만 누구의 역사적 일화도 아니며 시간

대가 뒤섞인 가상의 시간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촐고즈는 무어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그가 맥킨리 암살 시도 전 총을 놓고 생각

에 잠겨있을 때 부스가 다가와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노래는 시작된다. 여기에 다른 암살자들인 귀토(Charles J. Guiteau, 

1841-1882)270)와 무어가 가세하면서 노래는 4중창이 된다. 촐고즈는 

총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노동자들을 생각하지만, 부스는 그보다 간단하

게 총을 통해 얻어지는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점점 완연한 아카펠라가 되며 전형적인 미국적 남성 4중창인 바버샵

270) 1881년 가필드를 암살하였다.
271) Sondheim, Assassins, pp. 45-46.

부스:

네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네 작은 손가락을 당기는 것,

네 작은 손가락을 당기면-

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우울할 게 뭐 있어

네 작은 손가락이 있는데?

어떻게 작은 손가락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해.

Booth:

And all you have to do

Is Move your little finger,

Move your little finger and—

You can change the world.271)

Why should you be blue

When you've your little finger?

Prove how just a little finger

Can chang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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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shop) 양식을 보이는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부

드러워서 관객이 총의 위험성과 이면의 달콤함 힘 사이를 오가게 한다. 

네 명의 암살자들은 결국 이 시간 내에서 단결하여 그들의 총을 관객을 

향해 겨냥하며 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강화한다.

  사무엘 비크(Samuel Byck)272)는 그의 사연을 노래하지 않는데, 이는 

그의 실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세일즈맨 출신으로서 가장 치밀

하게 암살 계획을 세웠으며 신랄한 비판의 기록을 녹음테이프로 남긴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계속해서 햄버거를 먹으면

서 마치 랩을 하듯이 자신의 불만을 빠르게 테이프에 녹음한다. 그는 

“음, 안녕! 번스타인 씨! 레니!(Hello, Mr. Bernstein! Lenny)!”라고 시

작해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에게 

속사포처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비난을 쏟아 붓는다. 이 장면은 그가 실

제로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의 암살동기를 녹음해 보냈으며, 번스타인에

게도 녹음을 보낸 것을 반영한 것이다.273) 비록 음악은 없지만, 그의 긴 

독백은 리듬감을 띠며 방해받지 않는다. 이 장면은 ‘노래의 시간’과 같은 

가상적 시간의 속성을 띤다. 그의 비판은 모든 암살자들을 대변하여 가

장 정확하게 그들의 타당성을 요약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

일한 일을 할 수밖에. 대통령을 죽이는 것.(We do the only thing we 

can do. We kill the president.)” 그리고 그는 번스타인이 작곡한 뮤지

컬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West Side Story>에서 미국을 논평한 노

래인 “아메리카 America”를 반주 없이 부르며 사라진다.274) 다소 메타-

뮤지컬적인 활용으로, 그는 이전부터 드러난 아메리칸 드림의 맹점이 현

재도 여전함을 지적한다.

  힝클리와 스퀴키 프롬은 듀엣곡인 “사랑받을 자격 없네”에서 정서적인 

공통점으로 묶인다.

272) 1974년 닉슨 암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73) 비크는 자신의 암살 동기를 녹음해 그 녹음테이프를 언론과 유명인들에게 여러 번 보

낸 바 있었다. 그는 레너드 번스타인에게도 녹음을 전달하였지만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Gordon, p. 331 참조.

274) 이 극은 손드하임이 작사를, 번스타인이 작곡을 맡은 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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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키 프롬은 살인마인 찰스 맨슨(Charles Milles Manson, 

1934-2017)의 팬이었으며, 힝클리는 영화배우인 조디 포스터(Jodie 

Foster)에게 빠져있었다. 그들의 광적인 면은 70년대 미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카펜터즈(Carpenters)를 모방한 선율로 표현된다.276) 청소년들

275) Sondheim, Assassins, p. 59. 
276) Swayne, Steve. “Hearing Sondheim's Voic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999, p. 146 참조.

힝클리:

나는 보잘 것 없어,

당신은 바람, 물, 하늘

조디,

말해줘요, 조디

어떻게 당신 사랑 받을 수 있을지

대양이라도 헤엄치겠어요,

산맥이라도 옮기겠어요,

어떤 것이라도 해낼 거예요,

제가 무얼 하길 바라시나요?

[...]

프롬:

나는 보잘 것 없어,

당신은 바람, 악마, 신,

찰리,

내 피와 몸을 가져가요

당신의 사랑을 위해

불에라도 뛰어들게 해요,

독이라도 마시게 해요,

내 심장을 둘로 찢으라고 말해요,

그게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이라

면...

Hinckley: 

I am nothing,

You are wind and water and sky,

Jodie.

Tell me, Jodie,

How I can earn your love.

I would swim oceans,

I would move mountains,

I would do anything for you.

What do you want me to do?

[...]

Fromme:

I am nothing, 

You are wind and devil and God,

Charlie,

Take my blood and my body

For your love.

Let me feel fire,

Let me drink poison,

Tell me to tear my heart in two,

If that's what you want me to 

do...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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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명인에 대한 광적인 숭배는 70년대에 미국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착각을 반영한다. 냅은 이 노래가 아메리

칸 드림의 청소년 버전이라고 말한다.277) 이 노래는 앞부분에 나온 민요

나 낙천적인 뮤지컬 무대의 선율들의 70년대적 계승이다. ‘노래의 시간’

은 이러한 음악적 시대성으로 그들을 연결한다. 가사는 사랑에 빠진 사

람으로서 전형적인 자기 비하의 감수성을 모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들의 암살자라는 정체성은 관객이 이를 편하게 듣지 못하게 한다. <암살

자들>에서 많은 노래가 그러하지만, 관객이 이들의 실제 역사와 노래의 

감수성 사이의 불편한 연결을 인지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인과가 있을지

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귀토는 또 다른 미국적 낙관주의의 희생양이다. 가스펠처럼 작곡된 

“귀토의 발라드”는 “밝은 면을 봐(Look on the bright side)”라는 반복

적인 가사와 낙관적이고 힘찬 선율에 기초해있다. 그러나 그는 교수형에 

처해질 운명이다. 노래는 점점 빨라지고, 그는 미국의 희망찬 초창기를 

대표하는 춤인 케이크워크(cakewalk)278)를 추며 교수대까지 올라간다. 

그는 끝까지 낙관적인 태도를 고수하려 애쓰며 자신은 신께 가는 것이라

고 말하지만 그의 춤은 점점 격렬해서 발버둥이 되고, 그의 노력은 처형

으로 끝난다.

  그들의 결말은 대체로 끔찍한 실패로 비추어지지만, 극이 진행되는 동

안 그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 둘씩 교류하며 힘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시간들을 연결해갔다. ‘노래의 시간’은 이 인물들의 시대적 개별성을 말

하면서도 이것이 미국 대중음악 역사의 요약이 되게 함으로써 이들을 미

국 역사의 꾸준한 한 흐름으로서 엮어준다. 암살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미국에 바치는 “또 다른 애국가”를 부른다. 

277)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171 참조.
278)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춤으로, 미국에 이주한 흑인들과 유럽인들의 춤이 래그타임

에 맞춰 혼합된 것이 기원이다. 댄스홀 등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국가를 대표하는 춤이 
필요하던 미국의 공식적인 춤으로 자리 잡았다. 세기 전환기에 가장 큰 인기를 누렸으
며 보드빌이나 레뷰 등에서 자주 공연되었다. Pugh, Megan. America Dancing: 
From the Cakewalk to the Moonwalk, Yale University Press, 2015, pp. 1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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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강해지는 행진곡은 이들의 단결을 암시한다. 발라드 가수에 대한 

암살자들의 항의도 점차 강해진다. 냅은 이 노래가 브로드웨이 무대 어

디에나 있는 화합의 찬가들, 즉 <오클라호마!>와 <아가씨와 건달들 

Guys And Dolls>(1950)의 주제곡들이나 <뮤직 맨 Music Man>(1957)

의 “76개의 트롬본 Seventy-Six Trombones”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말

한다.280) 낙천적으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말하던 

과거의 선율은 가장 실패한 이들의 입을 통해 패러디되면서 그러한 명제

가 사실이었는지를 묻는다. “우체부가 로또에 당첨되었대.(The mailman 

won the lottery.)”라는 발라드 가수의 마지막 대사는 착하게 살다보면 

성공할 것이라는, 미국을 지배하던 전형적인 성공신화를 대표한다. 그러

나 암살자들은 그러한 말을 믿었지만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 

손드하임은 “야구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the ones that can't get in 

to the ball park)”이라고 표현한다.281)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야구장 

279) Sondheim, Assassins, p. 87. 
280)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171 참조.
281) Gordon, Art Isn’t Easy, p. 335 재인용.

발라드 가수:

-노력한다면-

암살자들:

그 말을 퍼뜨릴 거야...

발라드 가수:

-네가 할 일은 그것뿐-

암살자들:

맞아,

네가 할 일은 단지...

그래, 또 다른 애국가가 있고,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

야구장에서.

잘 들어봐...!

Balladeer:

-If you try-

Assassins:

Gotta spread the word...

Balladeer:

-That's all you have to do-

Assassins:

Right,

All you have to do...

Well, there's another national 

anthem,

And I think it just began

In the ball park.

Listen hard...!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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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던 이들은 전형적인 미국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살

을 저지른 것이라고 치부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미국의 가치

를 믿었으며 이들도 미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만의 야구장에서 

그들이 새로 부르는 애국가를 통해 드러난다. 

  마지막 암살자인 오스왈드가 암살을 저지르기 전 고민할 때, 앞에서 

단결을 마친 암살자들은 그를 부추긴다. 그들은 오스왈드의 한 방이 그

들의 희망이며 실행한다면 그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 오스왈드

는 마침내 케네디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비로소 암살자들의 연대기는 

완성된다. 케네디의 암살사건은 1963년이었고 공연의 초연은 1991년이

었으므로, 당시 관객들은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다. <카바레>에서와 같

은 시간적 중첩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적 간격은 훨

씬 좁고, 오프-브로드웨이(off-broadway)282)에서 출발한 이 공연에서 

관객들 대부분은 이 사건을 체험한 미국인이었기에 이 암살의 충격은 관

객들에게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앞선 사건들은 암살 자체에는 거리를 

두고 우스꽝스러운 암살자들의 행동이나 결말을 통해 간략히 표현하였지

만, 가장 최근의 암살로서 대부분의 관객이 기억할 이 사건은 무대에서 

현재 벌어지거나 달라질 수 있는 일처럼 전달되어 그 충격을 증폭시킨

다. 암살의 결행과 그 결과가 뉴스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관객에게 중계

된 후, 무대에는 당시의 암살사건을 겪은 평범한 미국 국민들이 나와 불

안한 음정으로 “뭔가 깨졌어”를 부른다. 그들이 느낀 평온한 일상의 균

열은 암살자들이 가장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며 이 극에서 관객에게 전달

하려는 경험이기도 하다.

  연합을 완수한 암살자들은 이제 모두 무대 전면에 한 줄로 늘어서 “우

린 모두 권리가 있어”를 부른다. 한층 더 위협적으로 변한 이 노래의 마

지막에 암살자들은 천천히 총을 들어 객석을 겨눈다. 결국 이들이 연대

를 이루어 성취하려던 목표는 관객들, 미국 국민들의 일상에의 균열임이 

명확해진다. 암살사건들은 미국 역사에 하나씩의 균열을 냈지만 산발적 

282) 뉴욕 브로드웨이 외곽 지역의 소극장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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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암살자들>은 가상의 연대를 통하여 암살

이라는 작은 균열들을 연결시키고, 이들이 미국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이

었다는 것을 말한다.

  <암살자들>은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브레히트적인 장면간의 

연결과 기술이 발견되는 점에서 브레히트와의 연관성이 자주 언급되지

만, 손드하임은 <암살자들>이 브레히트적이라기엔 너무나 감정적이라고 

말한다.283)

만일 [<암살자들>이] 그저 정치적 선전물이었다면, 나는 그 작품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브레히트의 작품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점 중 하나는 

언제나 정치가 제일 앞에 있고 인물들은 뒤에 있다는 점이었고, 우리가 

<암살자들>에서 이루었으면 했던 것은 인물들을 제일 앞에 놓고 정치적이

고 사회적인 설명들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었다.284)

<암살자들>의 초점은 암살자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조명에 있다. 이를 

위해 이 작품은 다층적인 플롯을 구성한다. 여기에 각각의 시대의 모방

물인 노래는 각각의 플롯에 개성을 부여하고 일화들에 거리를 두며 다른 

방향의 시각을 유도한다. 그것은 노래를 통한 새로운 연결에서 암시되는 

이들만의 역사에 대한 주목이다. 암전과 피켓의 사용, 갑작스러운 장면

의 전환 등은 브레히트를 떠올리는 기술이지만, 이 작품의 중요한 성취

는 파편화된 플롯과 노래들을 통하여 암살자들의 새로운 역사를 구성하

고 있다는 점이다.285)

283) Agler, Thomas P. "The song and the said“, Reading Stephen Sondheim-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Sandor Goodhart ed. NY: Garland Publishing, 
2000, p. 40.

284) “If [Assassins] had been just a political tract, I wouldn't have wanted to do 
it. One of my objections to the works of Brecht is that it's always the politics 
to the forefront and the characters to the rear, and what I hope we have 
done with Assassins is to put the characters to the forefront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s all around.” “Stephen Sondheim in a Q&A 
Session: Part Ⅰ”, Dramatist Guild Quaterly 28, no. 1(1991), pp.10-11. Swayne, 
p. 145 재인용.

285) 냅 역시 이 작품에 브레히트적인 기술이 있지만, 그 음악적 뼈대가 브로드웨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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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은 이를 위해 존재하던 뮤지컬의 관습들을 비튼다. 이러한 

면에서 이 뮤지컬은 반-뮤지컬(anti-musical)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

다.286) <오클라호마!>와 같은 작품이 이끌던 뮤지컬 황금기의 낙천적 주

제들에 대적하듯이 그 선율을 패러디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을 비꼰

다는 점에서, 또한 통합 뮤지컬의 형식에 반(反)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

은 반-뮤지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반대하는 것은 모

든 뮤지컬 전통이 아니라 당시 국가적 필요에 의해 강조되었던 미국이라

는 국가 혹은 사회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다. 오히려 이 작품은 이에 대

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철저히 뮤지컬의 전통을 돌아보며 그 양

식에 기초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5-60년대의 낙천적인 뮤지컬을 패

러디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구성에서는 뮤지컬뿐 아니라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대중음악의 역사를 짚고 있으며 뮤지컬은 미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암살자들>은 파편화된 노래를 통하여 구조에서 뮤지컬 노래의 분리

적 속성을 활용할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드라마와 충돌하며 관객

을 인지적으로 자극하여 다른 관점에서 인물들을 보게 한다. <카바레>

에서는 선형적인 t1이 있었지만, <암살자들>에서 t1은 각각의 일화들로

서 분절된 시간들의 조합이며 전체적인 시간은 가상으로서 이들을 희미

하게 연결할 뿐이다. 여기에서 t2는 t1에서 벌어지는 일화들에 거리를 

두고 보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잇도록 관객을 자극하는 힌트를 제공한

다. ‘노래의 시간’ 중에 존재하는 각각의 시대성은 그들의 삶을 미국 역

사의 한 시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이 시대성은 인물만의 개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집합하였을 때 미국 역사의 총합이 되도록 연합을 형

성하기도 한다. t2는 t1이 그저 감상을 요구하는 단편들이 아니며 그들 

각각을 다르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전한다. 각각의 파편화된 플롯은 

관객이 감각하는 극중 시간의 선형성을 해체하였지만, 이 해체는 이를 

형한 것이기에 브레히트와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손드하임이 
만든 모방물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166 참조.

286) 위의 책, p. 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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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여 가상의 통시적인 흐름을 더 중요한 시간적 질서로 만들기 위

한 것이다. 이때 파편화된 ‘노래의 시간’은 관객이 해체된 장면들에서 t1

과 t2사이, 또 각각의 t2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시간대를 

떠나 미국 역사의 시간을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관객이 암

살자들과 관련된 사건의 파편들 사이를 연결해나가면서 부스부터 오스왈

드에 이르는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암살범들의 역사는 비로소 

관객들과 공유하는 공시적인(共時的, synchronic) 사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극에서 활용하는 오프닝 노래와 논평 노래 등은 통합 뮤지컬이나 

<카바레>와 같은 이전의 뮤지컬에서도 보였던 뮤지컬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극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다양하게 모방된 음악

양식의 개별적 삽입이다. 이 극은 뮤지컬의 노래가 가진 ‘분리’의 원칙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노래 장르를 가져오면서도, 이를 주제에 맞도록 결

합시킨다. 외부에서 온 노래들은 통합 뮤지컬 이전의 레뷰의 특성과도 

닿아있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레뷰와는 다르게 주제에 대한 관점들을 

제시하기 위해 각각의 노래들을 배열하며 주제를 다각도에서 보게 하려

는 목적성을 지닌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암살자들>의 목적은 관객이 대상에 대한 관점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파편화된 구조 속에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장면과 노래를 집합시킨다. 이 작품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 

성공담의 이면을 폭로하고, 미국 사회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이전에

도 정치적 주제를 다룬 극은 있었지만, <암살자들>은 문제에 대해 해결

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 사건을 드러내기보다는 인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요구한다. 이는 <오클라호마!> 이후 변화한 시대의 관점과 뮤지

컬의 양식의 표현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러한 구조는 때로 주제의 전달에 실패할 위험성도 지닌다. 관객이 

만일 각각의 파편들 사이의 연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인지적 자극

을 적절히 받지 못한다면, 암살자들의 역사의 재구성은 실패하고 새로운 

시각은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극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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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될 경우, 관객이 노래에 담긴 미국 역사의 패러디를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재구성에 성공하더라도, 단지 대상에 

대한 각자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할 뿐 그 이후의 주장이 뚜렷하지 않은 

모호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비평가 줄리우스 노빅(Julius 

Novick)은 <암살자들>의 복잡함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요점이 그래서 뭐란 말인가? 암

살자들이 힘없고 가치 없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다?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287)

  그러나 현대에는 그 해결의 방향성을 함부로 제시할 수 없거나, 해결

방법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주목을 먼저 필요로 하

는 문제들이 있다. 이럴 경우 전달의 모호성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포착하되 관객이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것 역시 극에 

필요한 자세일 수 있다. 이 극에서 파편화된 구조와 파편화된 노래를 통

해 단언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유도하는 것은 뮤지컬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한 방법일 것

이다. 주제를 둘러싼 관점들을 설정함으로써 그에 대해 동시대의 구성원

인 관객에게 다각도의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극은 사회적인 책임

이 부족하다고 불렸던 뮤지컬이 그 구조 내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주제들

을 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5.3. 선형적 서사와 파편화된 노래: <스위니 토드>

  통합 뮤지컬에도 분리된 노래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선형적 서사를 진

행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 극의 내용은 관객

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진 면이 있었다. 그렇다면 파편화된 노래들이 선

형적 서사에 적용될 때 드라마에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에서 사건을 보

287) “But what’s the point of the whole thing, anyhow? That assassins are 
lonely people who suffer from feeling of powerlessness and worthlessness? 
Who doesn’t already know that?” Gordon, Art Isn’t Easy, p. 3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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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결합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9년 발표된 <스위니 토드 Sweeney Todd>(1979)는 분리된 노래의 

선형적 서사에의 적용에 있어서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 극에는 선형적 서사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존스는 이 극을 <암살자

들>과 같이 파편적인 뮤지컬로 분류할 만큼 다른 한편으로 노래에 있어

서의 파편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통합 뮤지컬이 보이던 노래와 드라

마의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이 극은 노래를 통해 스위니라는 인물과 복

수라는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을 유도한다. 이 극에서 노래는 때로 

드라마를 진전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물의 감정에 관객이 동화되는 

것을 막고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인물의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을 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합방식은 뮤지컬이 선형적 서사를 유지하

면서도 노래의 분리를 통해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다. 

  <스위니 토드>의 소재는 영국에 내려오는 전설같은 살인마 이야기이

다. 이 소재는 계속해서 전해진 것이지만 영국의 통속 소설집인 <페니 

드레드풀 Penny Dreadful>에 1846-1847년 연재된 “진주목걸이: 로맨

스 The String of Pearls: A Romance”라는 글이 가장 잘 알려지고 오

래된 기록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극화되었지만288) 뮤지컬이 기초한 

것은 영국 극작가 크리스토퍼 본드(Christopher Bond)의 버전으로, 

1973년 <스위니 토드, 플릿 가의 악마 이발사 Sweeney Todd, The 

Demon Barber of Fleet Street>라는 제목으로 공연된 대본이다.289) 이 

288) 프레드릭 해즐레턴(Frederick Hazleton)이 1865년 <스위니 토드, 플릿 가의 이발사: 
혹은 진주 목걸이 Sweeney Todd, the Barber of Fleet Street: or the String of 
Pearls>라는 제목으로 공연하였다. 20세기에는 1947년 3월에 조지 딥딘 피트가 개작하
여 <진주목걸이, 혹은 플릿 가의 악마 The String of Pearls, or the Fiend of Fleet 
Street>라는 제목의 멜로드라마로 로열 브리타니아 살룬(Royal Britannia Saloon)에서 
공연하였고 인기를 끌어 장기 공연한 바 있다. 1962년에는 브라이언 버튼(Brian J. 
Burton)이 노래와 작사를 맡아 <스위니 토드>라는 제목의 4막 멜로드라마로 공연하기
도 하였다. Brown, Larry Avis. “Sondheim Notes”, https://larryavisbrown.com/

   sondheim-sweeney-todd/ 참조.
289) 이 버전에서는 토드에게 행동의 동기를 준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토드는 원래 벤자

민 바커(Benjamin Barker)라는 이름으로 평범하게 살던 이발사이며 자신의 아내를 탐
내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보낸 터핀(Turpin) 판사에게 복수를 하러 돌아온 것이라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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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손드하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본드의 <스위니 토드>가 조

안 리틀우드(Joan Littlewood, 1914-2002) 극단에 의해 1973년 스트랫

포드(Stratford)의 시어터 로열(Theater Royal)에서 공연된 것을 보고 

이 작품에 흥미를 가졌다.290)

이 새 버전은 작은 연극이고, 여전히 멜로드라마이지만, 또한 전설이며, 우

아하게 지어졌고, 부분적으로는 무운시(無韻詩)의 형식인데 내가 대본을 읽

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무게감이 있었으며, 나는 그 

언어가 어떻게 그렇게 풍부하고 외설적이지 않으면서도 꽉 찰 수 있을지 파

악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어떤 인물들을 무운시로 썼기 때문이었

다. 그는 또한 그 플롯에 제임스 1세 시대의 비극과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 담긴 요소를 불어넣었다. 그는 또한 백여 년 간 꽤 지루하게 존재해왔던 

이 모든 서로 다른 요소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최고의 연극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소극의 또 다른 측면이다.291) 

그는 대본가 휴 휠러(Hugh Callingham Wheeler, 1912-1987)292)와 함

께, 이 연극을 뮤지컬 대본으로 바꾸었다. 연출가 해롤드 프린스는 처음

경이 주어졌고, 이 점에서 계급제도의 희생양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290) Gordon, Art isn’t easy, p. 210 참조.
291) “This new version is a tiny play, still a melodrama, but also a legend, 

elegantly written, part in blank verse which I didn't even recognize till I read 
the script. It had a weight to it, and I couldn't figure out how the language 
was so rich and thick without being fruity; it was because he wrote certain 
characters in blank verse. He also infused into its plot elements from 
Jacobean tragedy and The Count of Monte Cristo. He was also to take all 
these disparate elements that had been in existence rather dully for a 
hundred and some-odd years and make them into a first-rate play. It's the 
other side of farce.” 위의 책, p. 210 재인용.

292) 영국출신 소설가, 영화대본작가, 오페라 대본 작가, 시인이자 번역가. 휠러는 많은 미
스터리 소설과 단편소설의 작가 혹은 공동 작가였다. 1963년 그의 1961년 발간된 소설
집인 “The Ordeal of Mrs. Snow”로 미국 미스터리 작가 협회에서 특별 에드가 상을 
받았다. 1973년과 1974년에는 각각 뮤지컬 <소야곡 A Little Night Music>(1973)과 
<깡디드 Candide>(1974)의 대본으로 토니상과 드라마 데스크 상(the Drama Desk 
Award)을 수상하였으며 1979년 <스위니 토드>로 다시 이 두 상을 수상하였다. <카바
레>의 영화버전에서는 리서치 컨설턴트(research consultant)로 올라가 있으나 다른 
많은 자료에는 대본의 공동 집필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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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멜로드라마나 소극에 대해 손드하임

만큼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린스는 복수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대신 계급제도에 대한 은유를 찾기로 한 후에 <스위니 토드>를 연출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연출가로서 나는 복수를 정당화할 방편을 찾기 위해 은유를 볼 필요가 있

었다. 스위니의 복수를 터핀 판사가 대표하는 계급제도에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소재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만일 스

위니가 계급 제도에 희생되었다면 이 극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보다 

크게 보자면, 우리는 그 행동을 19세기의 후반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산

업혁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날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를 조화와 인

간성,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떼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

다.293)

 

손드하임의 소극이라는 형식에 대한 주목과 프린스의 고민에서는 이 기

획이 과거의 살인마라는 소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조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위니의 

이야기는 수없이 변주되었지만 뮤지컬은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마라는 소

재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업체제 하의 인간성에 대한 고찰을 

담게 된다. 손드하임은 한 인터뷰에서 이전의 극화된 버전들이 스위니 

토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런던 공연에서나 뉴욕 공연에서도 이

야기를 발전시키는 정도였지만, 이 공연은 더 큰 범위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린스는 거기에 서사적 감각을 넣었는데, 이것이 단지 한 이

293) “As a director I needed to see a metaphor to find some way of justifying 
the revenge. When I began to think of Sweeney’s revenge as being against 
the class system that Judge Turpin represents I began to find a way to get 
inside the meterial: if Sweeney is victimized by the class system so is 
everyone else in this show. In a larger way I felt that by placing the action 
in its late nineteenth-century context we could say that from the day the 
Industrial Revolution entered our lives, the conveyor belt pulled us further 
and further from harmony, from humanity, from nature.” Hirsch, Foster. 
Harold Prince and the American Musical Theater, Applause Theatre and 
Cinema Books, 2005.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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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크기를 가진 인간에 대한 것이라는 감각이었

다. 음악이 여기에 그 차원을 주도록 조력한다.”294) 

  비록 프린스는 소극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19세기의 잡다한 

소극의 면면들은 뮤지컬에서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풍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스위니 토드>는 원전의 이야기를 따르지만, 그 

노래와 장면들은 통속적인 희극성을 통해 스위니라는 인물에 거리를 두

고 다각도에서 조망하며 극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고든과 같은 연구자는 

이 이야기가 잔인한 살인을 기괴하게 전시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잔인함

을 즐겨 보여주었던 19세기의 상업공연인 ‘그랑 기뇰(grand guignol

)’295)의 면모를 띤다고 말한다. 이 극은 당시 소극들의 분위기를 가져오

며, 노래에 있어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풍자성을 띠는 음악들을 차용한

다. 앞서 살펴본 <암살자들>에서처럼, <스위니 토드>의 노래에도 오페

라, 19세기의 대중음악, 뮤지컬 음악 등의 여러 요소가 공존한다. 웅장

하고 진지한 음악양식들은 드라마와 결합하여 진행을 돕기도 하지만, 곧 

블랙코미디적인 노래들이 이어지며 드라마에 거리를 둔다. 

294) “Hal Prince gave it an epic sense, a sense that this was a man of some 
size instead of just a nut case. The music helps to give it that dimension.” 
Brown.

295) “거대한 꼭두각시”라는 뜻. 파리의 “그랑기뇰 극장”에서 1897년부터 1962년까지 인
기를 끌었던 잔인하고 변태적인 희극을 말한다. 주로 뉴스나 실험 보고서 등에서 잔인
한 플롯의 소재를 가져왔다. 여러 개의 짧은 극이 모인 형태로, 코미디와 호러를 혼합
해 재미를 주려 했다. 대개 1) 슬랩스틱 코미디 2) 가벼운 극 3) 코미디 4) 호러 극 5) 
소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형식은 보드빌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내부를 구성하는 
짧은 극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되거나 반복되었다. Gordon, Mel. Theatre of Fear & 
Horror: Expanded Edition: The Grisly Spectacle of the Grand Guignol of 
Paris, 1897-1962, Feral House, 2016, p. 16 참조.

노래 노래의 장르 및 원천선율

스위니 토드의 발라드(The Ballad of 

Sweeney Todd)

디에스 이레(그레고리안 

성가)

런던 최악의 파이(The Worst Pies in 발라드/ 미뉴엣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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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에서의 줄거리에는 다른 파편화된 뮤지컬에 비하면 선형적 서사

가 있는 편이지만 계속되는 우연성과 과도한 행동들로 사건이 이어지는 

멜로드라마의 특징도 남아있다. 다음은 <스위니 토드>의 줄거리이다.

  누명을 쓰고 호주에서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스위니 토드가 런던으로 돌

아온다. 파이를 파는 과부, 러빗 부인이 그의 아내 루시는 터핀 때문에 자

살했고, 딸 조안나는 그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위니는 장터에

서 만난 사기꾼 이발사 피렐리의 협박을 받자 그를 죽이게 되는데, 러빗이 

피렐리의 시체로 파이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토드는 이를 받아들여 계속된 

살인으로 파이의 재료를 공급하고, 피렐리의 조수였던 토비아스까지 고용하

여 러빗의 파이가게는 성업한다. 한편 스위니와 함께 런던에 온 젊은 선원 

안소니는 조안나에게 반한다. 그는 조안나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걸 알고 토

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토드는 그 정보를 이용해 터핀을 부른다.

London)

나의 친구(My Friends) 발라드

푸른 되새와 붉은 방울새(Green Finch 

and Linnet Bird)
오페라 부파

피렐리의 마법의 약(Pirelli's Miracle 

Elixir)
나열 노래

조안나-메아 컬파 (Johanna-Mea Culpa) 라틴 기도문

키스해(Kiss Me) 오페라 부파

목사 한 입(A Little Priest) 나열 노래

바닷가에서(By the Sea) 응접실 음악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Not While I'm 

Around)
발라드

응접실 노래 1, 2, 3(Parlour Songs Part 

1, 2, 3)
응접실 음악

포그 정신병원(Fogg's Asylum) 오페라

[표 7] <스위니 토드>의 노래와 그 원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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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니는 조안나를 변장시켜 이발소에 숨긴다. 이때 거지여인이 이발소에 

들어오고, 토드는 그녀의 목을 긋는다. 토드는 드디어 터핀을 죽이고, 조안

나는 도망친다. 러빗을 따라 시체를 처리하러 간 토드는 거지여인이 바로 

루시이며, 러빗이 그를 속인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오븐 속에 러빗을 밀어 

넣어 죽이고, 이 모든 일을 본 토비아스는 면도칼로 토드의 목을 긋는다.

이 선형적 서사에 층위를 더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드라마의 사건에 

이어지는 노래의 삽입, 그리고 인물의 현실들과는 다른 방향의 은유를 

포함하는 ‘노래의 시간’들이다.

  <스위니 토드>의 오프닝 노래는 빅토리아 시대라는 시대배경을 알리

고 성가를 통해 신적인 존재를 은유한다. 막이 오를 때 커다랗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는 크고 불쾌하게 울리는데, 빅토리아 시대 공장에서 거

대한 기계장치가 내뿜는 증기 소음과 유사하다.296) 극 시작부분의 오르

간 코드는 그레고리 성가의 ‘키리에 엘레이손(kyrie eleison)’에 기초하

며, 이어지는 오프닝 노래인 “스위니의 이야기를 들어라 Attend the 

tale of Sweeney Todd”는 ‘디에스 이레(dies irae)’297)의 선율로 진혼

곡의 형식과 엄숙한 분위기를 빌려온다. 이 미사곡들은 원래 신에게 바

쳐지던 것이지만 천상의 신이 아니라 스위니라는 살인마에게 쓰이며 일

종의 패러디가 된다. 

  <스위니 토드>의 초연 당시, 프린스는 햇빛을 산란시키는 더러운 유

리로 천정이 막힌 빅토리아 시대의 공장에서 공연이 모두 이루어지게 했

다.298) 오프닝 노래를 부르는 무대 위의 인물들은 거대한 세트에 압도되

어 보이지만, 이내 익숙하게 체제 하의 부속품처럼 움직이며 할 일을 한

다. 이 인물들은 이발소의 세숫대야에 손을 씻고 흰 수건으로 손을 닦는

데, 면도 과정이 신성한 미사처럼 보인다. 빛이 들지 않는 더러운 유리

296) 실제로 프린스는 로드아일랜드에 버려진 공장을 사서 해체해 장치에 사용했다. 손드
하임은 이러한 배경은 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Hirsch, 앞의 책.

297) 라틴어로 '분노의 날(또는 진노의 날)'이라는 뜻으로 레퀴엠(죽은 자를 위한 진혼 미
사곡) 가운데 세쿠엔티아(sequentia, 부속가)를 이르는 말. 

298) Hirsch,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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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대신한다. 그들은 스위니를 면도를 통

해 절대자에게로 인도하는 중개자로 묘사한다. “그들은 흠 없이 면도된 

채로 조물주에게 갔네 / 스위니를 통해.(They went to their Maker 

impeccably shaved / By Sweeney.)”와 같은 가사는 블랙 코미디적이

지만, 노래는 점점 오싹해져서 “칼을 휘둘러라, 스위니!(Swing your 

razor wide, Sweeney!)”에 이르러서는 ‘디에스 이레’의 선율이 날카롭

게 울린다. 노래의 마지막에 그들은 스위니를 신이라고 칭한다.

 

초연을 포함한 여러 공연들에서 스위니와 러빗 부인은 이 노래 중에 리

프트를 타고 무대 아래로부터 위로 솟아오른다. 스위니는 부활한 시체나 

하계의 신처럼 보인다. 그의 이름인 ‘Sweeney Todd’에서 ‘Todd’가 독

일어에서의 ‘죽음(Tod)’과 유사하다는 점은 그의 신격(神格)을 암시한

다.299) 여기에서 노래는 칸타타의 장중함을 가져오면서 신에 바치는 기

도를 뒤집는 패러디로서 기능한다. 이들이 노래하는 시간은 신에게 바치

는 탄원이 아니라 인간이 한때 신에게 탄원했던 통속적인 시간들의 패러

디로, 성가는 인간이 가졌던 노래양식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 동원되었

을 뿐이다. 이 장면은 본드의 희곡에는 없는 손드하임의 창작이다. 이 

299) ‘Sweeney Todd“라는 이름은 발음하면 “달콤한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데, 오프닝 곡
에서 가사의 내용은 "Komm, süßer Tod, komm sel’ge Ruh(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오라, 축복받은 안식이여)"로 시작하는 바흐의 칸타타 BWV 478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스위니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는 어둡고 복수심에 찬 신이었

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글쎄, 보

면 알겠지

그는 우리가 발설하는 걸 원치 

않으리

스위니라면 아니지

스위니 토드는 아니야

플릿 가의 악마 이발사

Attend the tale of Sweeney Todd

He served a dark and a vengeful 

god

What happened then, well, that's 

the play

And he wouldn't want us to give 

it away

Not Sweeney

Not Sweeney Todd

The demon barber of Fleet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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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뮤지컬의 공식을 따라 정립의 노래로 기능하여 관객이 극의 분위

기에 빨리 적응하도록 이끌면서, 동시에 스위니에 대한 다른 관점을 설

정한다. 노래를 부르는 인물들은 전설 속 인물인 스위니를 처음부터 지

켜보기로 하는데 이 태도가 관객들에게도 요구된다. 이 노래는 극 안에

서 총 6번 리프라이즈되며 계속해서 스위니의 사건에 대해 지켜보는 시

선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모든 곡이 인물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니 

토드>의 노래들은 인물과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분위기를 전

달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노래인 “런던만한 곳이 없

지 No Place Like London”는 첫 부분에서 금관악기의 힘찬 울림이 항

해 나팔소리처럼 울리며 가사는 희망찬 항해의 느낌을 전한다. 

이 노래는 함께 배를 타고 런던에 도착한 스위니와 안소니의 상황을 담

고 있으며, 평온한 선율은 뱃사람인 안소니의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성격

을 알린다. 안소니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인물인 명랑한 선원이며 

‘희망’을 뜻하는 그의 성 “Hope”에서도 그러한 면이 드러난다. 이때 거

지 여인이 구걸하며 몸을 팔아보려 하고, 이를 계기로 스위니의 염세적

인 선율이 시작되며 평온한 분위기는 깨진다. 그에게 런던은 “세계의 구

멍(a hole in the world)”이며 ”검은 구덩이(black pit)”이고 그 안에는 

“세상의 해충들(the vermin of the world)”이 들끓는다. “나도 / 세상을 

항해하고 경이를 보았지, / 사람의 잔혹함이 / 페루만큼이나 경이로워서. 

/ 그러나 런던만한 곳은 없어!(I too /  Have sailed the world and 

seen its wonders, / For the cruelty of men / Is wondrous as 

Peru. / But there's no place like London!)” 거지여인이 부른 외설스

나는 세상을 항해하고

그 경이를 눈에 담았지

다르다넬스 해협부터,

페루의 산맥까지,

그러나 런던만한 곳은 없어! 

I have sailed the world,

beheld its wonders

from the Dardanelles,

to the mountains of Peru,

But there's no place lik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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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내용의 노래는 미뉴엣 리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율은 뒤에 나와 

거지여인의 정체를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이러한 유도동기는 노래의 차

원에서 멜로드라마 특유의 우연성이 단순한 우연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

한다.

  소극의 풍자성은 뮤지컬 특유의 쇼 스타퍼 노래들 속에서 구현된다. 

이러한 노래들은 관객이 웃도록 유도하는 한편 인물들의 사건에 거리를 

두게 한다. 주로 러빗 부인이나 피렐리가 희극적 노래들을 담당하는데, 

이들은 소극에서 등장하던 희극적 인물들과도 유사하다. 러빗 부인은 수

다스러운 중년부인의 성격을, 피렐리는 전형적인 모자란 악당의 성격을 

맡고 있다. 특히 러빗 부인의 노래들은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극의 

진지함이나 잔인함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코믹 릴리프로 기능한다. 

  러빗은 스위니의 진지한 감정을 깨버리는 인물이다. 스위니가 러빗의 

300) Sondheim, Stephen(music and lyrics) & Wheeler, Hugh(book). Sweeney 
Todd, the demon barber of Fleet Street, vocal score, Warner Bros 
Publications, 2000, p. 35.

[악보 4] “런던 최악의 파이”의 도입 부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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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게에 앉을 때,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손님이다!(A customer!)”라

고 외치며 명랑하게 노래를 시작한다. 그녀는 수다를 떠는 도중 먼지를 

털고 벌레를 잡으며 “익!(Ick!)”, “탁!(Tsk!)” 등의 효과음을 내는데 이러

한 음들이 박자가 되어 장사꾼의 한탄을 담은 노래인 “런던 최악의 파

이”로 연결된다. 자신의 파이 맛이 형편없다고 너스레를 떠는 가사는 극

의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이 노래는 그녀의 희극적 성격에 대한 소개가 

되는 한편 이 ‘노래의 시간’ 동안 관객들이 스위니의 복수의 이행이라는 

사건에서 떨어져 나오게 한다.

  그녀는 이어지는 노래인 “불쌍한 것 Poor Thing”에서 위층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때 ‘노래의 시간’은 과거로 역행하여 스위

니의 아내가 터핀의 집에 불려가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무대에서 재현되

는데, 앞에서 거지여인이 불렀던 미뉴엣이 흘러나온다. 과거의 장면을 

보던 스위니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아무도 없

나?(Would no one have mercy on her?)”라고 소리치면서 ‘노래의 시

간’은 깨지고 장면은 드라마 상의 현실로 돌아온다. 이는 분리를 이용해 

드라마를 보충하는 기초적인 노래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스위니에게 

연정을 품고 있던 러빗은 그의 분노를 발산하도록 이끄는 일그러진 짝이

된다. 러빗은 스위니에게 파이 가게의 2층을 내어주고, 숨겨두었던 그의 

면도칼을 돌려준다. 스위니는 면도칼에 대고 “내 친구 My Friends”를 

부르는데, 부드러운 발라드가 살인의 도구인 면도칼에 바쳐지면서 모순

적 느낌을 만든다. 노래의 끝에 나오는 “내 오른팔이 다시 완벽해졌

다!(My right arm is complete again!)”는 선언에서는 오프닝 곡이 짧

게 리프라이즈 된다. ‘디에스 이레’ 선율과 찢어지는 음색의 합창이 다시 

울림으로써 그가 죽음의 신으로서 탄생한 순간이 다시금 조명된다.

  스위니와 러빗의 일그러져 맞붙은 관계가 극의 주요플롯이라면, 젊은 

연인인 안소니와 조안나의 이야기는 서브플롯을 형성한다. 이 둘은 원작

인 19세기의 소설에서 온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젊은 연인이다. 이러한 

둘의 관계는 주로 오페라의 패러디적인 선율로서 표현된다. 조안나는 성

에 갇힌 공주처럼 보이며 그녀의 노래는 오페라의 소프라노처럼 부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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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녀는 갇힌 자신의 신세를 새에 빗대며 "푸른 되새와 붉은 

방울새”를 부른다. 안소니 역시 공주님을 보고 반하는 기사처럼 사랑에 

빠진다. 조안나의 노래는 높은 음역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 노래는 몹시 아름답고 기교적이어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고

음부를 떠올리게 한다. 이 상황과 노래는 오페라 부파의 많은 밀회 장면

들과도 겹치는데, 특히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1816)와 유사하다. 주인공의 직업이 이발사라는 점에서도 두 

작품은 공통점이 있는데, 의사 바르톨로에 의해 집에 감금된 로지나가 

지나가던 알마비바 백작의 목소리를 듣는 상황이 조안나와 안소니의 상

황과 겹쳐진다. 물론 이발사라는 공통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 작

품의 분위기는 아주 다르지만, ‘노래의 시간’에서만큼은 과거 오페라 부

파의 시대성이 극 안에 들어온다. 조안나의 노래는 로지나가 편지를 창

밖으로 떨어뜨리고 부르는 “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 Una voce poco fa”

와 같은 아름다운 카바티나(cavatina)301)처럼 들린다. 오페라 부파의 여

주인공이 지니던 화사한 분위기를 표방함으로써, 노래는 순식간에 두 사

람을 고전적 연인 관계로 바꾸어준다. ‘노래의 시간’에 이 양식을 가져옴

으로써 고전적으로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위치한 두 사람이 연

인이 될 것임이 빠르게 전달된다.

  그러나 노래가 끝나고 드라마 상의 현실로 돌아오면 바로 극은 균형을 

잡는데, 낭만적 상황 뒤의 문제점이 지나가던 새장수에 의해 폭로된다. 

그는 눈을 멀게 하면 새들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

르게 된다고 말한다.302) 조안나가 감금된 것을 깨달은 안소니는 세레나

데 선율이던, “당신이 느껴져, 조안나(I feel you, Johanna)”를 “당신을 

훔칠 거야, 조안나(I still you, Johanna)”로 바꾸어 부른다. 그는 드라마

301) 18-19세기의 오페라 중, 아리아보다 단순한 형식을 가진 독창곡. 하이든의 <사계> 
중의 2개의 카바티나와 위에 언급한 모차르트의 카바티나가 전형적이다. 『음악용어사
전』, p. 118 참조. 

302) “우리는 눈을 멀게 한답니다, 나리. 항상 그렇게 해요. 눈을 멀게 하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노래를 하거든요, 예쁜 것들.(We blind 'em, sir. That's what we 
always does. Blind 'em and, not knowing night from day, they sing and sing 
without stopping, pretty creatures.)” Sondheim, Sweeny Todd, p.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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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 맞추어 변형된 

기사가 된다. 이 비틀림은 오페라 양식 자체에 대한 패러디로, 그 아름

다운 창법들이 현실의 잘못된 면들을 가리는 가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조안나와 안소니의 노래들은 종종 오페라의 어법을 빌려온다. 예를 들

어 터핀이 조안나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조안나와 안소니가 극도

로 당황해서 부르는 “키스해 Kiss me”가 그러하다. 이 곡에서는 사랑의 

장애물을 만난 두 사람의 다른 입장이 빠른 리듬의 겹쳐지는 대위법을 

통해 희극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오페라에서 권력자의 눈을 피해 잠시 

만나는 두 연인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 ‘노래의 시간’은 이

번에는 연인에게 닥친 위기를 보여주는 오페라의 전형성을 빌려와 상황

을 빠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오페라 특유의 높은 음역대에서의 기교적 

창법을 활용해 조안나의 결혼이라는 사건의 긴박함을 표현한다.

303) Sondheim, Sweeney Todd, vocal score, p. 67.

[악보 5] "푸른 되새와 붉은 방울새”의 고음부 기교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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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나의 노래가 암시하는 바는 2막에서 더 분명해진다. 조안나는 이

후 정신병원에서도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 다른 재소자들을 잠 못 들게 

한다304)고 묘사되는데, 이때 그녀가 표방하던 소프라노 가수의 모습은 

완전히 불안하고 병적인 것이 된다.305) 2막에서 오페라 관습에 속한 ‘노

래의 시간’의 시대성은 드라마 상의 시간인 19세기에 부자연스럽게 배치

되어 충돌을 일으킨다. 정신병원에서 조안나가 부르는 소프라노의 고전

적 고음은 당시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편 그녀의 신경질적인 심리상태

를 드러낸다. 결국 그녀가 내는 고전적인 음들은 그녀가 불합리한 권위 

아래에 있음을 암시하는 기제가 된다.

  이발사 피렐리의 조수인 토비아스가 가짜 약을 팔며 부르는 “피렐리의 

묘약”은 전형적인 뮤지컬의 나열 노래 형식이다.

  이 곡은 포터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손드하임은 이 곡이 그의 노래

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포터에게는 성취하려는 드라마적 기

304) “She sings all day and night and leaves the other inmates sleepless” 
Sondheim, Sweeney Todd, p. 166. 

305) Burns, Carolyn. “The Barber and the Imprisoned Woman: Lyric time in 
Sweeney Todd and Il Barbiere di Siviglia”, Philament TIME 18, 2012, p. 11. 참
조.

306) 토비아스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계층으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하는 것으로 원 대
본에 표기되어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봐 주십셔?

매일 아침 일어나 당황 절망하

십니까

여러분 베개가 머리카락으로 

덮여있어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인

데?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부터 맘 놓고 일어나십셔.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erlease?

Do you wake every morning in 

shame and despair

To discover your pillow is covered 

with hair

Wot ought not to be there?

Well, ladies and gentlemen,

From now on you can waken at 

ease.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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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없었기 때문이다.307) 이 노래는 가짜 발모제를 파는 상황과 연결되

어 있어 관객들의 기분을 풀어주는 나열 노래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면

서도 스위니가 시장에서 피렐리를 만난다는 플롯을 진전시킨다. 이러한 

노래 역시 통합 뮤지컬적인 활용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스위니가 피렐리를 죽이고, 비들을 놓친 후 절망하여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기로 결심한 뒤 부르는 “각성 Epiphany”은 오페라의 비탄가들에 필

적할 정도의 절망과 좌절을 담으며 다시 한 번 오페라적인 웅장함을 극

에 끌어들인다. 비탄에 찬 어조로 표현된 이 노래는 ‘아이 엠 송’이자 

‘아이 원트 송’이며 아마도 이 극에서 가장 깊게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

는 노래일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신에 대한 탄원을 담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전통적인 오페라에서의 비탄가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노래에서 스위니는 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기를 결심한

다. 그는 터핀을 죽이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다가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한다. 그는 “그들은 모두 죽을 만해!(They all 

deserve to die!)”라고 외치며 복수의 신이 된다.

  그의 비통함은 깊지만, 오르페우스와 달리 그의 좌절은 하늘로 가지 

않고 현실로 향한다. 그는 고찰의 결과,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죽어 마

땅하며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면도하러 오는 손님

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신이 된다. 그는 현실에서 한계에 부닥친 인물

이지만, ‘노래의 시간’ 내에서 기적적 힘을 바라지 않는다. “각성”은 제

307) Hirsch, p. 75 참조.

사악한 자들의 삶은 -

(공기를 벤다)

짧아져야 하니까.

나머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안식이니까.

우리는 모두 죽을 만 해!

Because the lives of the wicked 

should be - 

(Slashes at the air) 

Made brief. 

For the rest of us, death 

Will be a relief 

We all deserve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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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처럼 철저히 그의 내면의 깨달음과 분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논평노

래의 성격을 지닌다. 그는 ‘노래의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처한 세계를 조망한 후 신이 되어 돌아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바꾼다. 그의 신격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스스로 천명한 것이

다. 이 노래는 고전적인 노래의 비감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

나는 효과는 오페라에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노래의 시간’에서 기적

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대신 인물이 그의 현실을 통찰하게 한다. 

또다시 들리는 ‘디에스 이레’는 오프닝의 인물들이 그가 변화하는 이 순

간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 극은 그의 비감이 오래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곡에서 조성한 비

장함은 이어지는 러빗 부인의 대사에서 곧 깨진다. 미리 구축해둔 러빗

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이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 

러빗 부인(그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가): 

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저 놈이야! (그녀는 상자를 가리킨다. 토드는 아직 

움직임 없이 앉아있다. 그녀는 그에게 가서, 그를 찬찬히 본다.) 이봐! 내 말 

들려? 들리냐고? 정신 차려야 해. (그녀는 그의 뺨을 찰싹 때린다. 긴 휴지 

후에, 아직도 반은 몽롱한 토드가 일어선다.) [...]

Mrs. Lovett(Who has been watching him intently): 

That's all very well, but all that matters now is him! (She points to 

the chest. TODD still sits motionless. She goes to him, peers at him) 

Listen! Do you hear me? Can you hear me? Get control of yourself. 

(She slaps his cheek. After a long pause, TODD, still in a 

half-dream, gets to his feet) [...]308) 

토드와 러빗부인은 피렐리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한다. 러빗은 특

유의 재치로 피렐리가 버리기 아깝게 피둥피둥하다고 말하고, 스위니는 

곧 그 아이디어에 동조한다. 이때 부르는 노래인 “목사 한 입”은 “피렐

308) Sondheim, Sweeney Todd,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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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묘약”과 같은 나열 노래에 속하지만, 앞에서와는 달리 나열 노래 

특유의 사건에 대한 거리감을 블랙 코미디적 풍자로 변모시킨다. 드라마

의 상황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의 행각에 이입하여 볼 수 없게 만

드는 것이다.

그들은 흥겨운 왈츠에 실린 끔찍한 유머의 끝에, 결국 위에 있는 자들이 

러빗 부인:

목사 좀 드세요. 

토드:

정말 맛있나?

러빗 부인: 

너무 맛있어요,

적어도,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육신의 죄

를 안 저지르니,

정말 신선하죠.

토드:

(쳐다보며)

지방만 많네.

러빗 부인:

앉은 데만 그래요.

토드:

시인은 없나

아님 비슷한 거라도?

러빗 부인:

없어요, 시인 문제점을 아시죠

그게 세상 떠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

목사를 드세요.

토드:

(맛보며)

천국 맛이네.

Mrs. Lovett:

Have a little priest.  

Todd:

Is it really good?  

Mrs. Lovett:  

Sir, it's too good, 

At least. 

Then again, they don't commit 

sins of the flesh, 

So it's pretty fresh.  

Todd:  

(Looking at it) 

Awful lot of fat.  

Mrs. Lovett:  

Only where it sat.  

Todd:  

Haven't you got poet 

Or something like that?  

Mrs. Lovett: 

No, you see the trouble with 

poet 

Is, ‘how do you know it's 

Deceased?‘ 

Try the priest. 

Todd:  

(Tasting it) 

Hea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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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있는 자들을 먹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며, 우리는 누구든 공평히 

대접해주겠다고 선언한다. 가사는 한없이 명랑하게 그들이 앞으로 죽일 

사람들을 나열하지만, 즐겁게는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니 

토드>에서 많은 노래들이 그러하지만, 이 장면은 특히 바로 앞의 비장한 

“각성” 장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반대되는 분위기의 노

래가 이어지게 함으로써 이 극은 과도한 비장감을 막고, 그들이 말하는 

살육의 정당성에 대해 관객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스위니 토드>의 2막에서는 1막에서 전개되었던 노래의 선율들이 다

시 등장한다. 1막에서 제시되었던 동기들은 같은 선율로 다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1막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가져온 결과들을 비춘다. 2막은 

호황을 맞은 러빗 부인의 파이 가게 장면으로 시작한다. 토비아스는 피

렐리 밑에서 일하던 곡조 그대로, “신사숙녀 여러분”을 외치며 손님을 

맞는다. 2막에서의 리프라이즈를 통해, 앞에서 단순한 나열 노래였던 이 

노래는 새로운 풍자성을 띤다. 토비아스가 피렐리의 죽음을 모르긴 하지

만, 그와의 장사에 사용되었던 곡조가 그를 살인한 자의 가게를 위해 그

대로 사용되며 상업적 논리 하에 펼쳐지는 비도덕적 상황을 비판한다.

  이어지는 노래인 “세상에, 맛있군! God, That's Good!”에서는 게걸스

럽게 인육파이를 먹어치우는 손님들과 이들을 접대하는 러빗과 토비의 

모습이 익살스럽게 펼쳐진다. 노래에서 손님들은 파이를 더 달라고 식탁

에 맥주잔을 두드리며 힘차게 “파이!”를 외치지만, 이 격렬한 식욕은 위

협적으로 느껴진다. 이 현상은 그들은 인육파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관객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발생한다. 무대 한 편의 

이발소에서는 스위니가 이발소 손님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여주

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는 러빗과 스위니가 완성한 편리한 파이 

제작의 공정이 한 눈에 보인다. 특수하게 제작된 이발소 의자에서 스위

니가 손님의 목을 그어 죽이고 바닥의 발판을 열면 그 손님은 바로 아래

층으로 떨어져서 고기를 가는 기계로 들어간다. 그 옆에는 거대한 화덕

이 끊임없이 파이를 구워낸다. 육중하고 음습하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라는 면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공장 기계들을 닮은 이 파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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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그들이 앞에서 결론내린 사회구조의 축소판이다. 

  이 살육의 위험성은 뒤따르는 노래에서 곧 논평된다. 거지여인은 미친 

사람 특유의 감각으로 파이가게에서 벌어지는 불길한 냄새를 감지한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노래는 스위니가 살인을 저지르며 부르는 차

분하고 부드러운 선율과 대조되는데, 이 선율은 이후 극의 감수성이 과

도해질 때마다 흐름을 자르고 끼어든다. 스위니는 다시는 딸을 보지 못

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잠겨 아름다운 선율로 조안나를 그리며 노래하지

만 그 슬픔을 이유삼아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 곡은 스위니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관객이 여기에 동조하기를 유

도하지는 않는다. 이 노래에는 다른 인물의 선율들이 가장 많이 끼어들

며 그의 감수성을 방해한다. 안소니와 조안나의 동기가 먼저 끼어드는

데, 안소니가 조안나를 구하러 가면서 정신병원에서 부르는 “널 훔치겠

어, 조안나!”의 선율이 계속해서 고조된다. 여기에 또 다른 유도동기로서 

거지여인의 선율도 끼어든다. 이 동기선율 역시 점점 강렬해져 이 모든 

범죄의 끝을 경고한다. 앞에서 등장한 여러 유도동기가 한 노래 안에서 

연합하면서 혼란한 분위기는 계속 커진다. 

  스위니가 스스로 신의 대리자로 나섰다면, 거지여인은 그 반대편에서

의 종교적인 암시를 띠고 위험을 경고한다. 그녀는 거지여인이지만, ‘노

래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자가 되어 논평을 할 수 

있다.

토드:

안녕, 조안나.

너는 갔지만, 너는 아직 나의 

것.

나는 괜찮아, 조안나,

나는 괜찮아!

(그는 레버를 내리고, 고객이 

통로 밑으로 사라진다.)

Todd:

Goodbye, Johanna.

You're gone, and yet you're mine.

I'm fine, Johanna,

I'm fine!

(He pulls the lever and the 

customer disappears down the 

ch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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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고를 가리는 것은 러빗 부인으로, 그녀가 스위니에게 바닷가에서

의 삶을 제안하며 꿈꾸듯 부르는 “바닷가에서”는 전형적인 19세기 후반 

‘응접실 음악(parlor music)’309)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나중에 비들이 

직접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며 이 곡을 정교하고 부드럽게 부르기 때

문에, 이 노래는 당시 모두에게 익숙한 유행가인 것처럼 전달된다.310) 

이 노래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러빗의 소망을 담은 것처럼 제시되지만, 

뒤에 비들이 부를 때는 그가 파이의 정체를 찾으러 온 상황에서 잠시 노

래를 부르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활용된다.

  완전한 대중가요의 형식을 취한 이러한 모방적 선율은 토비아스가 러

빗 부인에게 불러주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Not While I’m 

Around”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곡은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곡조의 발

309) 응접실 음악은 대중 음악의 일종으로 이름이 말하듯 아마추어 가수와 피아니스트들이 
중산층 가정의 응접실에서 연주한 음악이다. 악보 음악으로 퍼졌으며, 그 전성기는 19
세기였는데 이 시기에 악기와 음악 교육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과 레크리에이
션으로 음악 제작에 참여할 정도의 여가시간과 문화적인 동기를 갖춘 가구의 수가 꾸준
히 증가한 결과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음악의 가장 일반적인 보급 방법으로서
의 악보를 축음기 음반과 라디오가 대체하면서 그 인기는 줄어들었다. Van der 
Merwe, Peter. Origins of the Popular Style: The Antecedents of 
Twentieth-Century Popular Music, Clarendon Press, 1989, p. 4, 17-18, 321 참
조.  

310) Gordon, Art Isn’t Easy, p. 243 참조. 

연기야! 연기!

악마의 표시! 악마의 표시!

도시가 불타!

마녀야! 마녀!

맡아봐요, 나리! 사악한 냄새!

매일 밤 저녁기도 종소리 때

지옥의 입구에서 나오는 연기

도시가 불타! 

악독해! 악독해!

악독...

Smoke! Smoke! 

Sign of the devil! Sign of the devil! 

City on fire! 

Witch! Witch! 

Smell it, sir! An evil smell! 

Every night at the vespers bell 

Smoke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Hell 

City on fire! 

Mischief! Mischief!

Mis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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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다. 토비아스는 거지여인처럼 본능적으로, 파이가게의 뒤편에서 일

어나는 끔찍한 일을 감지한다. 

  노래만으로 이 곡은 구성이 완결적이며 선율이 아름답다. 그는 ‘노래

의 시간’에서 모자란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열정에 찬 젊은이

가 된다. 그러나 노래의 끝에, 러빗 부인은 뜨개질하던 머플러로 토비아

스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다. 이 극에서 노래는 종종 상황과 반대되는 

분위기를 띠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노래들은 각각의 완결적인 곡이 되면

서도 대조적인 긴장감을 형성하고 드라마를 진전시킨다. 

  스위니가 드디어 터핀을 이발소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을 때, 안소니

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을 탈출한 조안나가 이발소로 들어와 숨는다. 조안

나는 오페라 부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변장을 하고 있는데, 부녀가 

토비아스: 

어떤 남자가 나쁜 놈인데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악행을 하도록 그

렇게, 유혹했을지도 몰라요.

러빗부잇: 

그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 하는 

거니?

토비아스(노래로):

무엇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러빗부인: 

물론 안 되지, 얘야, 왜 그래야겠

어?

토비아스:

무엇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절대,

내가 있는 동안에는.

러빗: 

“남자”라니 무슨 뜻이지?

Tobias: 

A man wot was bad and wot might 

be luring you all unbeknownst into 

his evil deeds, like.

Mrs. Lovett: 

What is this?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bias(sings):

Nothing's gonna harm you,

Not while I'm around.

Mrs. Lovett: 

Of course not, dear, and why 

should it?

Tobias:

Nothing's gonna harm you,

No, sir,

Not while I'm around.

Mrs. Lovett: 

What do you mean,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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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은 관객을 긴장하게 한다. 이때 거지여인이 

무언가를 직감한 듯 이발소로 들어와 자장가를 부른다. 터핀이 오기 직

전 초조한 스위니는 거지여인을 죽여 내려 보내고, 조안나마저 위협하게 

된다. 이것은 이 극에서 가장 공포에 찬 순간으로, 안소니와 조안나가 

끌어온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분위기가 스위니와 러빗의 그랑 기뇰적인 

끔찍함과 만나면서 절정의 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때 ‘디에스 이레’ 선율

이 다시 변주되고, 극은 그가 딸마저 죽일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경고한

다.

  다행히 조안나는 도망치지만, 스위니는 자기가 죽인 거지여인이 루시

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비탄에 빠진다. 그러나 이 극에서는 연인이 죽은 

슬픔을 ‘노래의 시간’에서 감상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현

실에서만 그녀의 죽음을 한탄한다. 

죽은 연인을 둔 스위니의 애도는 자신을 직시하는 말들로만 표현되며 현

실에서의 깨달음은 그의 종말로 이어진다. 이 극에서는 두 사람의 종말

에 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니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은 이 다음, 

루시에 대한 애도가 끝난 후이다. 

토드: 

아, 신이여...

러빗 부인: 

그녀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게 나

았다고. 그래, 당신을 사랑해서 거

짓말 했어!

토드: 

루시...

러빗 부인: 

내가 그 아내보다 두 배는 나을 

걸! 사랑해! 

토드: 

내가 무슨 짓을?...

Todd: 

Oh, my God . . .

Mrs Lovett: 

Better you should think she was 

dead. Yes, I lied 'cos I love 

you!

Todd:

Lucy...

Mrs Lovett: 

I'd be twice the wife she was! I 

love you!

Todd:

What have I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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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노래는 앞에서 불렀던 “목사 한 입”과 같은 곡조로 시작한다. 경쾌

한 왈츠선율에 맞추어 두 사람은 오븐 앞에서 춤춘다. 그러나 이 노래는 

별도의 차원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두 사

람의 변화한 상황과 그간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춤의 끝에 노래

가 최고조에 이르러 두 사람이 “그냥 사는 거야, 진짜로 사는 것—!(Just 

keep living it, Really living it—!)”를 외친 후, 스위니는 러빗을 불타는 

오븐 속에 넣고 문을 닫는다. “목사 한 입”은 리프라이즈 곡이 되면서 

본래 그 노래가 가진 코믹한 역할을 넘어 죽음의 노래로 변주된다. 

  복수의 목적을 잃은 스위니는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데, 이 노래는 안소니에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불러주었던 곡의 리프라이즈로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과

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결말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2막에서

의 노래들은 앞에 등장했던 선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미 관객들

이 한 번 만났던 노래들은 2막에 이르러서는 인물의 과거라는 시간성을 

띠게 된다. 이는 극 안에서 생성된 과거로서, 새로운 선율 대신 1막에서 

진행되었던 선율들을 사용함으로써 노래들은 인물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극에서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와 잘 연결된 것이더라도 인물들의 

현실을 바꾸거나 사건을 지연하지 않는다. 스위니의 종말은 그가 짧은 

311) Sondheim, Sweeney Todd, p. 172.

토드:

러빗 부인,

당신은 지독히 경이로워,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적절해 언제나처럼.

당신이 그토록 말하듯이,

과거에 집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

지.

Todd:

Mrs. Lovett, 

You're a bloody wonder, 

Eminently practical and yet 

Appropriate as always. 

As you've said repeatedly, 

There's little point in dwelling 

on the past.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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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의 노래를 마치자마자 빠르게 찾아온다. 지하실에 갇혀 인육을 만드

는 시설들을 보고 정신이 나간 채 배회하던 토비아스는 버려진 스위니의 

면도칼을 줍고, 칼날을 휘두르다가 스위니의 목을 긋는다. 그의 죽음은 

노래 없이 건조하게 진행되고, 이 순간에 대한 어떤 감정적 관점도 제공

하지 않는다. 그의 죽음에 대한 노래를 탈락시킴으로써 극은 관객이 스

위니의 죽음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이 극은 사랑을 잃고 벌어지

는 비극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는 고전적인 음악극들과 유사하지만, 노

래들은 스위니가 처한 현실의 시간을 계속해서 비춘다. 스위니는 마치 

오르페우스처럼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직접 면도칼을 들고 하계로 

내려가 스스로 하계의 신이 된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이전의 오페라에

서의 오르페우스들과는 다르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없으며, 무대 위

의 육중한 기계장치들은 기적적인 효과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살육체제

의 실체를 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극에서 ‘노래의 시간’은 도피할 수 

있는 환상의 시간이 아니며 스위니는 자신의 희생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극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프닝 노래의 리프라이즈이다. 이 선율은 극중

에서 계속하여 스위니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나타나 그의 행각을 짚

었다. 그를 지켜보던 선율을 불렀던 극중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 이 노래

를 부를 때, 가사는 이 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의 현재를 향한다. 인물들

은 객석의 관객 주변에 스위니가 있다고 경고한다.

여자들:

스위니가 세상이 꺼지길 바라네,

스위니가 어제를 애도하네,

칼날을 껴안고, 몇 년을 기다리며,

아무도 듣지 못하는 노래를 들으

며.

스위니가 응접실 복도에서 기다리

네,

스위니가 사무실 벽에 기대있네.

Women:

Sweeney wishes the world away,

Sweeney's weeping for yesterday,

Hugging the blade, waiting the 

years,

Hearing the music that nobody 

hears.

Sweeney waits in the parlor hall,

Sweeney leans on the offic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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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래는 전설 속의 스위니를 초월적인 존재처럼 묘

사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등장할 때는 오프닝에서의 신비함을 깬다. 스

위니의 죽음이 인물의 감정을 전하는 노래 없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였다

면,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는 드라마의 허구조차 깨고서 무래 아래의 시

간, 관객이 살고 있는 현실의 시간으로 다가간다. 스위니는 전설 속의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군중 속의 한 형상이다. 이 극은 스위니에 대한 

특정한 방향의 평가를 촉구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 극은 한 살인마에 

대한 냉정한 관점을 유지하며 극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현실에 있는 평

범한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한다.

  존스는 이 작품을 한층 더 논평적인 작품으로 평가한다. 그는 이 작품

남자들:

누구도 돕지 못해, 어디에도 숨지 

못해

거기 당신 옆에 스위니 아닌가?

군중:

스위니가 세상이 꺼지길 바라네,

스위니가 어제를 애도하네,

그건 스위니!

저기 있네, 스위니가!

스위니! 스위니!

(극장 주변을 가리키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무덤을 가리키며)

저기!

(토드와 러빗 부인이 무덤으로부

터 솟아오른다)

Men:

No one can help, nothing can 

hide you —

Isn't that Sweeney there beside 

you?

Company:

Sweeney wishes the world away,

Sweeney's weeping for yesterday,

Is Sweeney!

There he is, it's Sweeney!

Sweeney! Sweeney!

(Pointing around the theater)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Pointing to the grave)

There!

(TODD and MRS. LOVETT rise 

from the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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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뮤지컬 스릴러 A Musical Thriller”라는 소제목이 많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인도했지만 <스위니 토드>는 사실 심오한 사회적 논평이라고 

말한다. 

 

  사실 <스위니>는 진중한 사회적 논평—빅토리아 시대 영국 계급주의의 불

공평함 뿐 아니라 동시대 미국 문화에 대한 고발장이다. 스위니와 같은 많

은 사람들이 힘을 빼앗기고 “체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유일한 선

택이 절망이나 절망적인 행동이 된다는 결과를 통해, <스위니>는 찰스 디킨

스의 런던처럼 과-산업화되고 몰개성화된 미국을 제시한다.312)

  이 극에는 선형적인 서사가 있고 거기에 몰입하여 관객들이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으며 노래들은 논평을 하면서도 플롯을 진전시키고 통합 뮤

지컬에서처럼 드라마에서 다 전하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

나 이 극의 목적은 스위니의 감정에 관객이 동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

니다. 몰입이 과도해지려 할 때 다시금 노래를 통해 거리를 유지하게 함

으로써, 이 극은 살인과 산업체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전달한다. 

  이 극에서 노래들이 적절히 플롯을 진전시키면서도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는 바탕은 패러디를 바탕으로 한 소극적인 희극성에 있다. 처음부터 

소극에 주목하였듯이, 이 극은 과거의 양식들을 패러디하면서 풍자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노래가 드라마의 사건과 연결되면서도 그 내용에서는 

거리를 둘 수 있게 한다. 손드하임은 뮤지컬 작가인 아서 로렌츠(Arthur 

Laurents, 1918-2011)가 선율을 모순적으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

주었다고 언급한다. “아서는 하부 텍스트를 가르쳐주었는데, 정말 귀중

한 지침이었다. 그는 내게 암시법과 대사와 의도를 충돌시키는 법을 알

312) “At bottom Sweeney is profound social commentary—an indictment of not 
just the inequities of classism in Victorian England but of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as well. Sweeney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today is 
over-industrialized and depersonalized as Charles Dickens’s London, with the 
result that many people, Like Sweeney, feel disempowered and without access 
to “the system” so that the only choices left are despair or desperate 
action.“  Jones,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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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었다. 인물은 A를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B를 의미하거

나 인물의 대사가 행위에 모순된다.”313) 그는 또한 “나는 모방자이다. 

잠깐 듣고도 음악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라고도 말한 바 있

다.314) 손드하임은 <스위니 토드>에서 그레고리안 성가, 오페라 부파, 

뮤지컬의 나열 노래, 19세기 유행가, 발라드의 양식을 각각의 필요한 장

면들에 조합한다. 이러한 노래의 양식들은 사람들이 쉽게 분위기에 젖어

들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끔찍한 사건에 대해 희극적 분위기를 띠거

나 웅장한 노래에 살인마의 행동을 배치함으로써 사건에 거리를 두게 한

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스위니의 신격에 동원되는 것처럼 등장하지만 결

국 인간을 직시하며 끝나고, 오페라 부파의 연인들은 전형적인 연인의 

모습을 활용하나 그 과도한 양식이 제도상에서 잘못된 면을 가리고 있음

을 폭로한다. 뮤지컬의 나열노래는 코미디 릴리프로서 사건들로부터 더 

분리되어 그들의 행각에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도록 쓰인다. 이러한 몰입

과 거리두기의 반복을 통해, <스위니 토드>는 관객들이 스위니의 악행

을 즐기기보다, 스위니라는 인물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며 그러한 인물이 

관객의 현실에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이 극은 선형적 서사에 파편화된 노래를 결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비

판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양한 양식의 노래들의 조

합은 <암살자들>에서도 보이던 전략이지만, <스위니 토드>에서는 희극

적 즐거움을 주는 과거의 노래양식들과 통합 뮤지컬의 법칙 등을 활용하

여 선형적 서사구조에서도 관객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거리를 둘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면에서 타일러는 이 극이 통합과 비통합의 사이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통합으로만 보기에는 이 극은 분명히 중단

(disrup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리와 연민 사이의 움직임이 이 작품

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315) 플롯의 측면에서 보면 <암살자

들>과 달리 <스위니 토드>에서는 ‘드라마의 시간’이 비교적 연속적으로 

313) Gordon, Art Isn’t Easy, p. 140.
314) 위의 책.
315) Taylor, p.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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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이때 관객은 드라마의 연속성을 따라가면서도 사건과 분리되

어 이를 조망하는 노래들에서는 그 연관성을 생각해야하는데, 이야기에 

몰입한 상태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받으므로 이를 적절한 수준의 인지적 

자극으로서 받아들이며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는 극이 웅장함이

나 감수성 등의 대중적 흥행의 요소를 취하면서도 관객이 스위니라는 인

물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인물과 사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

게 한다. 이러한 구성은 뮤지컬이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균형을 잡

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극은 대중적으로도 즐겨질 수 있지만, 

이를 전하는 희극적인 노래들은 살인마에 대하여 객관적 거리를 두며 현

대에 이 인물을 보는 의미를 부여한다. 노래들은 인물의 비감을 전하여 

관객의 몰입을 이끌더라도 다음 순간에 이를 깨면서, 그 둘 사이의 거리

에서 관객의 관점이 균형을 잡게 한다. 노래의 분리를 통한 이러한 균형

감이 없다면, 이 극은 단순히 살인마에 대한 찬가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로 아무리 노래에서 웅장한 ‘디에스 이레’의 선율을 쓰더라도, 스위니는 

신격화되지 못한다. 이 극에서 ‘노래의 시간’에 겹쳐진 다양한 시대성은 

패러디적으로 활용되거나 희화화되어 인물의 배경을 전달하지만 그 목적

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극에서도 노래들은 오페라와 같이 드라마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

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노래들로서 주제의 전달을 위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암살자들>이 그러했듯이, <스위니 토드>에서도 ‘노래의 시간’

은 인간이 지녔던 노래의 집합이자 자원이다.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를 

멈추고 또 다른 허구의 시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드라마의 시간을 유

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래는 더 이상 초월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

간이 가진 노래하던 시간들의 축적이며 이러한 ‘노래의 시간’은 죽음을 

초월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전하는 대신, 사건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선이 

될 수 있다.

  5.4. 노래의 분리와 인물 현실에의 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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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에서는 그 구조에서 노래의 분리가 분명해졌고 이 노래들은 여

전히 통합적으로 드라마를 뒷받침할 수도 있었지만, 그 외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래들은 드라마에 더 거

리를 두게 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노래들의 연결을 위해서 뮤지컬은 대

사와 노래 사이에 자연스러운 도입부를 만들었으며 이 구조는 음악장르

의 다양화와 함께 점차 관객에게도 받아들여졌다.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은 논평노래처럼 드라마로부터 떨어져 나와 말하

도록 활용될 때 드라마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노래의 시간’에 들어온 노래들은 자체적인 맥락을 가질 경우 그 

노래의 배경을 통해 드라마를 조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뮤지컬에서의 

노래들은 극 전체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별개의 시공간으로 존재하거나 

더욱 파편화되어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순간에 다른 관점을 제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간과 가까운 시점에서 출발한 뮤지컬의 대중적 

노래들은 극에서 고양된 감정을 전하고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인물을 인간의 시선에서 논평하며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기에 적절했다.

  초기의 오페라, 그리고 19세기 오페라의 통합에의 추구에서 알 수 있

듯이, 통일되어 보이는 극 내의 시간질서는 관객이 인물의 감정에 몰입

하게 하고 노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물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여 

극에서 인물이 현실의 한계를 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인물들은 ‘노

래의 시간’ 안에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었으며 관객은 t1과 t2의 통일성

으로 인해 이를 인물의 현실과 연결하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효과는 드라마를 이끄는 음악의 절대적 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뮤지컬에서 노래의 분리가 겉으로 드러나자 노래의 음악적 시

간성의 차이 역시 분명해진다.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의 시간으로부터 

더 멀어지며 노래는 인물의 감정의 증폭과 전달 외의 역할을 한다. 노래

가 인간들의 역사적 산물들의 집합이 되어 극 안에서 퍼즐조각처럼 맞춰 

들어가면서, ‘노래의 시간’은 더 이상 신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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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음악은 절대적이고 초월적 힘을 잃었지만 대신 

드라마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반영할 가능성

을 얻는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노래들은 드라마 외적인 배경을 가지며, 

그 결과로 드라마와 중첩되며 사건을 강화하거나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나 관점을 창출할 수 있다.

  오페라에서 음악적 질서로의 통합을 통해 t1과 t2사이의 체감되는 간

격을 좁힐 때, ‘t1으로 인한 t2’와 ‘t2로 인한 t1’이라는 인과가 선형적으

로 연결되며 드라마의 시간을 크게 분절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극에

서 보여주는 것을 따르며 몰입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뮤지컬에서는 

t1과 t2사이에 나타나는 교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노래로 인

한 균열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관객은 드라마의 시간과 어긋나있는 ‘노래

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t1과 t2사이의 교차를 오가며 그 

인과 관계를 추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t2가 t1에 대하여 보이는 관점

에 따라, 관객은 드라마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t1과 t2사이의 관계에서 작품들을 살펴보면, <오클라호마!>는 

대중적인 노래들을 극에 가져오고 t1과 t2사이의 분리를 드러냈으나 여

전히 t2가 t1의 선형적 서사를 뒷받침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바

레>나 <암살자들>과 같은 작품들은 t2를 t1과 분리하여 개별적인 시공

간에 위치시킴으로써 t1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t1과 t2이 

모두 파편화되어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관객에게 요구하며 분리를 활용

t1t1 t1 t1

t2 t2 t2

T(무대의 시간)

노래의 시간

드라마의 시간

[표 8] 뮤지컬에서 t1과 t2의 균열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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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스위니 토드>와 같은 작품은 절충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t1은 

선형적 서사를 유지하되 t2에는 파편적인 노래들을 배치함으로써, 관객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도 인물과 사건을 다각도에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때 뮤지컬에서의 ‘노래의 시간’은 ‘드라마의 시

간’과 분리됨으로써 드라마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무대의 시간’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무대의 시간’은 앞에서 살

펴본 대로 무대 위의 상연시간이며 관객들이 극을 보는 시간으로 관객 

현실의 시간과 맞닿아있다. 뮤지컬에서는 ‘노래의 시간’이 t1과 t2 사이

의 균열을 만들기 때문에 ‘무대 밖의 시간’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무대 위

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관객에게 알릴 수 있다. 이 특성은 드라

마의 시간이 관객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의 일부이며 관객이 공연을 

보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노래가 사건들을 조망하는 세계에서 ‘노래의 시간’은 그 환상성과 초

월성을 잃는다. ‘노래의 시간’의 환상은 순간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곧 

깨지며, 각각의 노래는 인간 역사의 한 시대성을 가져와 극중의 현실을 

비춘다. 이때 ‘노래의 시간’이 만드는 균열은 작중 인물의 현실, 더 나아

가 관객의 현실을 향하며, 인간의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관객이 직시하게 한다.

  뮤지컬에서 동시대의 사회를 조망하고 이를 말하기 위한 극과 노래들

의 고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예전의 통합 뮤지컬이 그 다음 시대

의 뮤지컬들에 모범이 되었듯이 2000년대 이후의 뮤지컬들에서는 <카바

레>나 <암살자들>, <스위니 토드>도 모범이 되었다. 손드하임 이후의 

시대에 나타나는 뮤지컬들에서의 노래와 드라마의 관계는 통합 뮤지컬과 

비-통합 뮤지컬들의 원칙을 모두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뮤지컬들에서 보이는 새로운 노래의 특성들은 계속해서 탐구되어야한다.

  2006년 발표된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Spring Awakening>316)

316) 스티븐 세이터(Steven Sater)가 극작과 작사를, 던컨 스콧 셰익(Duncan Scott 
Sheik)이 작곡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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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가 세이터는 대본의 서문에서 노래가 내면의 독백으로서 기능하길 

바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플롯을 진전시키기 위한 독백이 아니

다.

본능적으로, 나는 플롯을 진전시킬 가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느꼈고, 뮤지

컬의 황금률들을 따르지 않기를 택했다. 나는 발화된 세계와 노래로 불리는 

세계 사이의 날카롭고 선명한 구분을 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구분된 

세계의 언어 사이에 아주 매끄럽고 계속 진행되는 음악적 대조를 만들고 

싶었다.317)

이 극의 원작은 베데킨트(Benjamin Franklin Wedekind, 1864-1918)의 

연극 <눈뜨는 봄 Frühlings Erwachen>이며 뮤지컬에서는 원작에서 강

압적인 교육 아래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부당하거

나 압박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전환되는 노래를 통해 표현한다. 세이터는 

이 작품에 “고백(confession)”의 노래, “인정(admission)”의 노래, “부정

(denial)”의 노래, “호소(cri de coeur)”의 노래가 있다고 말한다.318) 이 

노래들은 모두 ‘뉴 송’에 해당한다. 이 극에서 ‘노래의 시간’은 독백의 기

능을 수행하면서도 인물의 드라마와 의도적으로 단절된다. 그가 ‘인정’의 

노래라고 말한 “삶의 엿같음 Bitch of living”은 수업 중 모리츠(Moritz)

가 선생님에게 혼이 난 후 선생님의 동작이 멈춘 채 갑자기 학생들이 품

에서 마이크를 꺼내며 시작된다. 이는 드라마를 전달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사건을 거칠게 중단하고 드라마 뒤에 있는 인물의 감정을 폭로

하기 위한 노래이다. 노래들에서는 19세기의 교육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록비트가 일관되게 등장하여 이질성을 강화하며, 인물들의 생동하던 내

317) “Instinctively, I felt I did not want to write lyrics which would forward the 
plot, and so chose not to follow that golden rule of musicals. I wanted a 
sharp and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world of the spoken and the world 
of the sung. And yet, I also wanted to create a seamless and ongoing 
musical counterpoint between the languages of those distinct worlds.“ Sater, 
Steven(book and lyric) & Sheik, Duncan(music). Spring Awakening,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Script edition, 2007, p. ⅷ.

318) 위의 책, p. 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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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당시 교육과 맞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또한 세이터가 “부정”의 노

래라고 말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는 

모리츠가 멜키어(Melchior)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부르는 노래인데, 모리츠는 편지를 읽다가 이를 중단하고 폭발하면서 

노래를 시작한다. 이때 ‘노래의 시간’은 비디오를 정지시키는 것처럼 사

건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 사건에 처한 인물이 그에 저항하는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보게 한다. 세이터는 

이 노래들이 원작에 있던 젊은 층의 외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한다.319) 이러한 노래들은 원작의 사건뿐 아니라 그 이면의 주제를 전하

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발표된 <넥스트 투 노멀 Next to Normal>320)은 양극성 장애

(bipolar disorder)라는 정신질환과 인간의 무의식을 소재로 삼는다. 겉

보기에 안정적인 미국의 중산층 여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위태한 다이애

나(Diana)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이 극은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그랬듯이 상황을 멈추고 내면을 표현하는 ‘노래의 순간’을 활용한다.321) 

그녀가 상담을 받을 때 부르는 노래인 “나의 정신약리학자와 나 My 

Psychopharmacologist and I”는 그녀가 상담 중에 대화를 하면서도 혼

자서 다른 생각을 하는 내용으로, 선율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패러

디하여 약 이름들을 나열하며 희극적으로 제시된다. 이 즐거운 노래는 

그녀의 내면이 현실과는 떨어진 상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방식의 노래

는 그녀가 전기충격요법을 실행할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록스

타처럼 노래하는 장면을 그녀가 보는 식으로 또다시 등장한다. 노래 속

에서 다이애나에게는 현실이 조금씩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녀의 ‘노래의 시간’에서 게이브(Gabe)가 등장할 때 관객은 그가 어떤 

319) 앞의 책.
320) 브라이언 요키(Brian Yorkey)가 극작과 작사를, 톰 키트(Tom Kitt)가 작곡을 맡았

다.
321) 톰 키트는 한 인터뷰에서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자신과 작가에게 모든 면에서 영향

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Cerasaro, Pat. “Sound off special interview: Tom Kitt 
Talks Next to normal(stage and screen), Bring it on & more”, Broadway 
World, 2011. 1.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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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존재인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론하게 된다. 게이브

가 “나는 살아있어 I’m alive”를 부르지만, 관객은 그가 무엇인지 의심

하며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물이 비록 사실인 것처

럼 부르지만 ‘거짓’을 말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이 극에서 노래들은 일

상의 균열을 폭로하면서, 관객의 추론을 자극하도록 기능한다.

  뮤지컬에서 노래의 종류들은 어떤 소재와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이

전의 뮤지컬 법칙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고안을 더하여 계속해

서 개발되고 있으며 ‘노래의 시간’ 역시 새로운 각도에서 관객의 인지를 

자극하려 시도한다. 뮤지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동시대적 소재에 대

한 접근은 인간 현실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논하고자하는 의식의 반영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노래를 통한 다른 시각의 제

시는 노래와 춤 장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관객이 

극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뮤

지컬들의 전략은 작품마다 다를 수 있으며, 통합이나 비-통합이라는 구

분 역시 앞으로는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 노래의 분리

는 과거에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숨겨졌으나, 뮤지컬에서 다차원

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점차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동

안 주목받지 못했던 음악극에서의 분리의 특성은 뮤지컬에 계속해서 새

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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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뮤지컬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연구된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그 

분석에 있어서 이전의 주요한 음악극인 오페라의 영향으로 인해 통합의 

관점에서 재단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뮤지컬을 오페라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장르로 여기게 하며 장르 고유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을 포함한 음악극의 또 다른 내재적 원리로

서 노래가 가지는 분리적 속성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접근으로서 극의 

시간에서 본 ‘노래의 시간’을 통하여 극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노래의 

분리와 효과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 하였다. 뮤지컬에서 노래의 분리를 

드러내고 이를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노래의 역할들의 확장과 그로 인한 

의미의 파생이 뮤지컬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요한 특징이라고 본 것이다. 

  오페라에는 레치타티보를 사용하고 노래가 드라마를 뒷받침하도록 하

여 극 전체를 음악적 질서 아래 통일하려 한 경향이 있었다. 노래와 드

라마의 합일은 오페라가 추구한 이상이었다. 반면, 뮤지컬에서는 레치타

티보를 없애고 대사에 바로 노래가 이어지게 하여 그 분리를 드러내었

다. 또한 뮤지컬은 레뷰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양식의 노래와 

춤 등이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대사와 노래 사이에 연결점을 만드는 구조

로 발전하였다. 즉 뮤지컬에서의 노래는 드라마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외부로부터 들어와 삽입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노래는 극으로부터 한층 더 분리되며, 드라마에서

부터 발생한 인물의 내면이나 사건의 확장 이외의 기능이 가능해진다. 

노래들은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사건 밖에서 인물을 조망하고 인물과 사

건에 대해 논평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래의 분리는 극의 시간에서 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파악된다. 특

히 뮤지컬에서는 노래와 춤 장면으로 급격히 전환되기 때문에 그 시간성

의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이는 드라마의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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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자 하는 관객의 인지를 자극하게 된다. 뮤지컬은 이 달라지는 

시간성을 드라마를 여전히 뒷받침하도록 활용할 수도, 혹은 드라마에 대

하여 다른 각도의 시선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만 어느 방향에서든 

분리를 통해 관객의 능동적 인지가 자극되는 것이 뮤지컬에서의 ‘노래의 

시간’의 기본적 특징이다.

  외부로부터 드라마에 맞도록 동원되는 노래라는 점에서, 뮤지컬에 있

어서의 ‘노래의 시간’은 인물의 내면 혹은 드라마 속 세계의 산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극의 외부, 즉 인간 문화의 시대적 결과물

로서의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뮤지컬이 활용하는 다양한 노래양

식들의 집합적 성격은 노래가 인간 문화의 산물임을 드러낸다. 뮤지컬에

서의 ‘노래의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노래가 극에 대하여 가지는 시간성

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각각의 노래의 양식이 가지는 맥락이 더해질 

때, 이 시간은 드라마의 시간과는 더 명확히 분리된다. 이때에도 노래의 

양식들은 드라마를 뒷받침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드라마에 더 

강한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뮤지컬에서 ‘노래의 시간’은 

분리를 통해 관객에게 드라마를 여러 관점에서 조망하게 하며 드라마 속

의 인간이 처한 현실, 더 나아가 관객 현실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할 가

능성을 갖는다.

  뮤지컬에서 분리는 지속적으로 뮤지컬을 구성해온 원리이다. <오클라

호마!>처럼 노래를 통해 드라마를 뒷받침하며 강한 감수성을 전하는 통

합 뮤지컬들은 대중적인 호응에 힘입어 현재의 브로드웨이의 기본이 되

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분리의 원칙이 있었다. <카바레>와 <암살자

들>과 같은 뮤지컬은 그러한 바탕에서 노래의 분리를 더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파편화된 노래들을 통해 사회적인 주제들을 다룬 경향을 보여준

다. 여기에 <스위니 토드>와 같은 작품은 대중적으로 여겨지는 선형적

인 서사에서도 이에 거리를 두는 파편적인 노래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며 

노래의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떠한 구조에

서도 뮤지컬의 노래가 가지는 강한 분리적 속성은 인물이나 드라마에 대

한 다면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뮤지컬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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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말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오페라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장르라고 인식된다. 한 오페라의 개론서

에서는 오페라 역사의 끝에 뮤지컬의 등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뮤지

컬이 바그너의 악극에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몇몇 훌륭한 작품은 생동

감과 발상의 풍성함과 목적의 분명함에 있어 오페라에서보다 훨씬 더 뛰

어난 예술적 형식을 이루며 이것이 구세계의 무대에 있던 오페라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지나쳐온 것이라고 평한다.322) 돌라르는 오페라가 종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페라는 오히려 이 죽음으로 인

해 현재에 부흥하는 장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323) ‘노래의 시간’에서 오

페라가 형성하던 신적인 질서의 추구와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20

세기 이후의 관객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은 오페

라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통합 뮤지컬은 여전히 뮤지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대중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레치타티보를 사용하는 성-스루 뮤지컬(sung-through 

musical)이나 대극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

뮤지컬(technomusical), 환상적인 세계를 무대에서 구현하는 디즈니 뮤

지컬(Disney musical)등의 대형 뮤지컬은 이러한 대중성을 이으며 여전

히 통합 뮤지컬과 유사한 관점에서 분석되거나 오페라적 지향을 지닌 것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리의 원리를 활용하며 새로운 노래의 활용들

을 보이는 뮤지컬들은 더 이상 비-통합이라고만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분화되며 발전해왔다. 현재도 오프-브로드웨이(off-broadway)와 오

프 오프-브로드웨이(off off-broadway)에서는 뮤지컬이 가진 표현의 가

능성을 실험하는 뮤지컬들이 발표된다. 사실 통합 뮤지컬의 황금기는 50

322) “Clearly, it is not to be weighed in the same scale as Wagner’s music 
dramas; nevertheless, in the best examples there is a vitality, a copiousness 
of invention and an honesty of purpose that make up an art form superior 
to much that has passed for opera in the stage of the Old World in times 
both past and present.” Orrey, p. 212.

323) 돌라르, p. 1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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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까지로 의외로 길지 못했다. 현재까지 뮤지컬을 이끌어온 동력은 시

대적 요구가 변화하였을 때마다 그에 부응한 새로운 주제의 뮤지컬들이

다. 브로드웨이에서 레뷰가 끝났을 때의 통합 뮤지컬, 통합 뮤지컬이 만

든 황금기가 끝났을 때 사회적 주제를 다룬 60년대의 뮤지컬, 그리고 그 

후 개인적 성향을 반영한 70년대의 뮤지컬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뮤

지컬의 다양한 소재와 주제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들이 뮤지컬을 지탱한 원천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뮤지컬

들과 브로드웨이의 간판 뮤지컬은 실제로도 긴밀한 협업관계에 있다. 어

떤 노래나 양식이든 극에 받아들일 수 있는 뮤지컬의 구조는 변화하는 

양식을 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구조 내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데 용이하다. 실험적 구조의 뮤지컬들의 성공은 브로드웨이의 중심 무대

로 쉽게 이어지며 이러한 흐름은 브로드웨이가 한계를 만날 때마다 뮤지

컬을 지속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왔다.

  그 결과 디즈니 뮤지컬이나 기술뮤지컬이라 해도, 뮤지컬에서의 소재

나 주제는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극의 중심에 둘 수 있었

다. 흑인, 동성애자, 아동, 여성 문제에 대한 뮤지컬들은 60년대부터 뮤

지컬에서 다룬 사회적 주제이며 90년대 이후에는 뮤지컬을 주도하고 있

다. 2000년대 이후 제작된 <헤어스프레이 Hairspray>(2002), <위키드 

Wicked>(2003), <마틸다 Matilda>(2010),  <펀 홈 Fun Home>(2013) 

등의 작품들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잇는 동시에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사례들이며 앞으로 뮤지컬들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포착

하며 어떠한 관점을 형성하는지 역시 향후 더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뮤지컬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음악극 

장르가 된 것은 ‘상업적’이고 ‘대중적’이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노래들

을 받아들이며 그 구조 내에서 인간 현실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

를 조망할 수 있는 층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 특성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관객들에게 더 잘 수용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에서 뮤지컬의 구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인물이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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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극의 중심으로 가져와 극을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뮤지컬에서 노래는 인물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

만이 아니라,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주로 희극적 소재이던 가벼운 연애나 소동, 희극적 인물 뿐 아니라 

정치나 사회적 문제까지도 뮤지컬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

로 인해 인물이 중심인 뮤지컬이라 해도 이전의 카타르시스가 위대한 인

물의 체험이었다면, 뮤지컬의 관객은 일반적인 현대의 동시대인들의 삶

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 냅은 이 경험에서 일어

나는 현상에 대해, 미국 뮤지컬이 인물과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사람

들의 삶의 환경과 선택권에 대한 대체물을 제공하며 그 대체물을 체현하

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도록 해 주었다고 지

적한다. 사람들이 브로드웨이의 스타와 동일시를 느끼지만, 이런 식의 

체현은 유명인과의 동일시를 넘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

국 뮤지컬은 사람들이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들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강력한 방식으로 가르친다.”324) 

관객이 스타들의 노래에 이입하여 그 인물이 된 듯 몰입하더라도 그가 

어떤 인물을 체현한다는 사실은 뮤지컬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관객은 그가 누군가를 체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하며 이 점

이 그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 뮤지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접

근을 새로이 하게 만든다.

  통합과 분리는 모두 음악극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리이다. 그러나 뮤지

컬의 구조에는 분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만 파악되는 장르적 특성이 있

다. 또한 분리된 구조로 인해 생긴 무한한 수용성과 주제에 대한 관점의 

제시가 가능한 점, 이를 통해 뮤지컬이 동시대에서 생각해야할 점을 계

속해서 극 안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은 음악극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

324) “On this level, American musicals teach people in powerful ways what and 
whom to care about, and how to go about caring about them.” Knapp,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p. 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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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향성 역시 제시한다. 오페라에서 보인 강한 통합적 구조는 

뮤지컬보다 변화의 수용이 느리지만 단일한 질서로 인해 다른 방향에서 

드라마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조와 표현의 차이는 음

악극에서의 노래의 적용에 있어 그 목표에 따라 각각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 뮤지컬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음악극 장

르들의 내적 원리를 명확히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뮤지컬은 동시대의 주제들과 연결되는 다양한 시도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그 방향을 한가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역사와 뮤

지컬의 구조로 볼 때 아마도 뮤지컬은 계속해서 사회적 경향에 맞추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에서 보이는 분리적 속성은 그동안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지만 음악극을 형성하는 오랜 원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뮤지컬을 이끌어 온 주요한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점에서 뮤지컬의 현재를 형성한 주요한 

작품들을 다시 바라보았으며, 앞으로 나타날 음악극들의 방향을 생각할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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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Musical with a Focus on the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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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musicals in a new way by investigating what happens 

when songs and drama are combined in a musical with respect to 

separation.

  In the operas of the 19th century, the integrity of the elements 

was regarded as significant, and this meant the drama was to be 

delivered by combining word and music. This trend continued to 

affect the analysis of musicals of the 20th century, and until 

1990s, musicals were evaluated based on this integration. 

However, in a musical, characters often break into song and 

dance while delivering dialogue, and then continue to speak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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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ructure originated from vaudevilles and revues, in which 

short performances compose one program. As such, the 

combination of song and drama in musicals can be seen as an 

insertion of various songs and dances in drama. In this sense, it 

can be assumed that musicals developed from separation rather 

from integration, yet the discussion on the musical has largely 

focused on integra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to analyze musicals by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rather than integ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bination of songs and drama in 

musical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that 

progresses in the drama(dramatic time) and the time during which 

the songs take place(time in song). Because audiences perceive 

time as continuous, they also tend to recognize the fictional time 

in which the play is set as continuous. In contrast to this general 

progression of time, musical time, which is dedicated to singing, 

exists separately. The time in song can be perceived by the 

audience as an interruption of continuity of the drama. The shift 

of time here includes the changes regarding character as well as 

space. This time is still a part of the drama, so a song in the 

drama has the potential to supplement or contribute to the drama. 

Conversely, it can highlight a difference and ultimately deliver a 

contrast from the drama.

  As a premise for this discussion, chapter 2 defines ‘time in 

song’ with regard to the basic dimension of time in plays. Time in 

theater can be divided into ‘stage time’, or factual time when the 

performance is performed, and ‘off-stage time’ or ‘dramatic time’, 

a fictional time when the story is narrated. The time in drama 

can change depending on the play’s narrative, but it is obs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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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is separated from a consecutive progression of time. 

However, time in song in a musical play is not only 

distinguishable but also repeated. Here, if stage time is T and 

dramatic time is t, there are two kinds of time in the musical 

play. This study examines “t” in detail by dividing it into t1, the 

basic time of the drama, and t2, the changed time unit where time 

in song is included.  

  Chapter 3 addresses integration in opera. Integration was 

regarded as important from the origin of the opera. From the 

beginning, opera tried to embrace the entire play with music, and 

though there was separation between recitative and aria during 

the era of comic opera, this trend was criticized each time and, 

as a result, integration was pursued. Especially, Wagner’s music 

drama, which emerged in the 19th century, has influenced 

integration in the musical play to date. Wagner minimized the 

difference between recitative and aria to make a seamless whole 

in drama. In his Tristan und Isolde, consequently, Tristan and 

Isolde fulfill their love in the song although their love is not 

obtainable in reality, but the distinction is not clear. The two 

endlessly delay time in reality while singing, but this time in song 

does not seem much different from real time, so the fantasy 

happened at the time in the song is delivered as if it were their 

reality. Therefore, though separation exists in this drama, the 

audience may confuse t1 and t2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1 and t2 is negligible. Also, it is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in 

musical plays to hide separation and so that the song better 

supports the drama.

  Chapter 4 analyzes the structure and songs of a musical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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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ated musical, the musical has maintained the 

characteristic of alternation between dialogue and song or the 

interruption of songs into dialogue. In musicals where songs are 

mobilized from outside, greater distance between t1 and t2 

occurs. This stimulates the audience’s awareness and may prompt 

them to negotiate the two. This distance can provide 

entertainment by simply alternating t1 and t2 to transfer to songs 

and dances, but it also has other possibilities. As the composer 

Weil predicted, in the musical, a song can be separated from the 

drama and provide the perspectives of the writer or subject. In 

musicals, the functions of songs are various, and the expressivity 

is expanded as each song is combined with the drama. Also, the 

AABA format within a song has its own completeness and it can 

facilitate the insertion of a song in the drama. As a result, any 

song can be inserted in the musical so the musicals can easily 

incorporate contemporary songs and continue to acquire new 

expressions in combining drama and song. 

  Chapter 5 analyze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tegrated 

and non-integrated musicals. Oklahoma! is known as the original 

integrated musical, using songs to convey emotions of the 

characters and supplement the drama. The musical is meaningful 

in that it established the structure of a musical that revealed the 

separation of songs. Cabaret presented the double structure that 

gathered the songs of the time in one space and placed the linear 

narrative in another space, and Assassins had non-linear and 

fragmented plots combined with each fragmented song. Sweeney 

Todd is an example in which linear narrative was combined with 

fragmented songs, thus showing that the songs in linear narrative 

could not only convey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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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 the audience to see the characters or the event from a 

distance.  

  In musicals, the alternation between t1 and t2 is obvious, so the 

audience tends to actively seek to recognize the causality of the 

alternation. In this process, the audience can find diverse 

meaning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that t2 is interpreted with 

respect to t1. The songs further away from the drama can 

provid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rama. In addition, external 

songs have a different dramatic context, and consequently overlap 

with the drama to strengthen or collide with the events, 

suggesting new perspectives and creating multiple meanings with 

which to see the drama. Through the gap between t1 and t2, the 

audience can reflect on the current time that they live in.

  In the end, in any plot, the separated songs in musicals allow 

for a multi-perspective view of characters or drama, and this 

allows musicals to deal with contemporary themes while delivering 

the drama. This occurs by stimulating the recognition of the 

audience through the structure of separation and alternation 

between t1 and t2 in a musical. This structure is the motivation 

that has led to change and acceptance of new themes in musicals. 

Separation in musicals is the primary principle that has allowed 

musicals to become a major genre of musical drama so far,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genre will continue to evolve with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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