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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pera costumes are a tangible medium to directly affect how opera singers performed. Therefore, stage cos-
tumes have been designed in various ways to reflect intentions of directors. This study examines modernization of opera
costumes. For this study, the author worked as one of costume design staff for “Faust” which was played in Sung-Nam
Art Center from November 24, 2005 to November 27, 2005 in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the center. The following
outcomes of the supporting actors are drawn from this study. Martha wore a grey jacket and a long skirt with slash. Grey
suit symbolized chastity but tight long skirt with slash means sexy. Valentin wore military and combat uniforms to express
that he was a soldier. The military uniform represented the situation before the war and the combat uniform symbolized
the situation after the war. Rather short trousers, a white tweed jacket, purple flower ornament, a light green vest, and
a beret were used to express Wagner, who looked ridiculous and always tried to flirt. Overalls, a blue jumper, and a scarlet
baseball cap were used to make Siebel look naive and homely. Morden opera costumes now help reduce the time and
space between stage and audience, improve economic effciency and meet the audience's needs for various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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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대 그리스극의 부활을 목표로 16세기 말 이탈리아의

Firenze에서 탄생한 오페라는 특정 소수를 위한 즐거움에서 다

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술 활동으로 보편화 되었다.

특히 오늘날 공연예술의 대중화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더 쉽게

오페라를 접하게 되었다. 오페라는 대사에 멜로디를 작곡한 것

으로 음을 보편적인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음악과 주제 하에 공연되어 온 반면,

시각적인 무대배경은 공연되는 시기와 장소 혹은 연출자의 의

도에 따라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제시해왔다. 20세기 후반부터

해외에서 초연되고 있는 오페라는 음악양식과 무대미술의 연출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실험적인 새로운 기법의 음악과 상

징적 기법을 활용한 단순한 형태의 무대배경 등으로 이전의 사

실주의 표현기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오페라의 현대화

는 재 상연되어지는 고전 오페라까지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고

전 오페라 내용의 큰 골격은 유지한 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

해석하여 오페라 전용극장보다는 새로운 공간과 장소로의 공연

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무대의상도 표현방법이 달라지

고 있다. 한때는 무대의상이 정확하고 양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지만 현재는 무대의상에 금기사

항이 없으므로 역사적인 양식과 새로운 양식을 응용하면서 좀

더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무대의

상을 구상할 수 있다(정진화, 1996). 오페라 무대의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선영(1997)은 푸치니의 토스카를, 이영

주(1996)는 헨델의 Rinaldo를 각각의 오페라의 배경이 되는 중

세와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의 복식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무대

의상을 디자인 하였으며, 정흥숙·배정원(2001)은 마농 레스코

의 무대의상 연구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

미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복식사적 배경을 토대로 디자인을 제

시하였다. 류춘화(2002)는 오페라 아! 하멜의 무대의상을 복식

사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고, 이수진(2004)은 오페라 토스

카의 주인공 토스카의 의상을 중심으로 토스카의 여러 공연사

례들을 분석하여 주인공 토스카의 의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김인미(2003)는 고전 오페라 의상의 현대화를 위해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토스카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극중 성격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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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극의 분위기를 상징적 표현방법으로 오페라 무대의상의

현대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의 오페라 무대의상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복식사

적 고증에 충실한 것이었고, 현대적 디자인 개발에 관해서는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1월 24에서 27

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성남아트센터 개관기념 공연인

오페라「Faust」가  현대적 감각으로 연출된다는 소식을 접하였

다. 이에 본 연구자가 오페라「Faust」의디자인 스텝으로 직

접 참여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오페라「Faust」무대

의상 디자인과정에 참여하였다. 등장인물 중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등에서 주연과 단역의 중간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역으로 각기 다른 모습과 행동을 하면서 극에

희극적인 요소나 비극적인 요소를 제공하여 극의 긴장감 해소

나 재미를 더해주는 극의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 중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남녀조연들의

무대의상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대본읽기와 제

작회의를 통해 연출가의 극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의상의 컨셉을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녀 조연들의 성격과 이미

지, 심리상태 등을 분석한 후, 그 특징을 현대의상의 형태, 색채

, 소재 등을 활용하여 상징적 기법으로 현대적 디자인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오페라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은 무대

와 관객과의 시대적 간격을 좁히고 젊은 층의 오페라에 대한 관

심을 증대시키며 무대의상 제작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율

성과 더불어 활발한 오페라 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무대의상(Stage Costume)

무대의상이란 작품에 담고 있는 사상 및 내용 등의 요소를

의상이라는 시각적 요소로 전환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배우들의

의복과 그들이 착용하는 모든 액세서리(지갑, 보석류, 손수건

등), 머리장식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권희영,

1999). 무대의상의 시각적 요소인 색채, 선, 장식 등은 극중 인

물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그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

단 구성원 들을 함께 결속시키며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시대적

유행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무대 의상의 교체는 인물간의 관

계변화나 인물의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의상의 유사성이

나 대조는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배링거,

1984/1991). 이처럼 무대의상은 공연예술에서 등장인물의 극중

역할이나 성격을 전달하고 배우가 몸에 입어 관객이 극중 인물

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그 인물의 말, 행동, 생각과 감정

등에 일치하여 그 밖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규정짓는데

도움을 준다. 무대의상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극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위치, 계절, 기후, 시간 등을 표현

하는 극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의 역할 둘째, 배우의 인물화

과정으로 인물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그리고 인종, 직업,

나이 등을 의상을 통해 인물을 시각화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

를 의상의 색상이나 스타일의 대비 또는 강약을 분명하게 설정

하는 인물창조의 역할 셋째, 극의 추상적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극의 주제와 사상을 상징적으로 암시하여 극의

구조와 일치시켜 극의 주제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역할 넷째, 사

극이나 인물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전기극 혹은 가정극인 경우

는 사실적이며 실생활에 가까운 의상을 요구하고, 심리극이나

추리극의 경우는 등장인물간의 성격이 표현되도록 대조적이며

암시적인 의상을 요구하게 되는 극 스타일 표현의 역할이다(권

희영, 1999). 이처럼 무대의상은 공연을 위한 특수 목적을 가

진 의상으로서 일반 패션의상의 심미성, 실용성, 기능성보다는

표현성에 치중하며 공연의 형상화를 위해 독창성과 극적 상상

력이 요구되는 한편, 기능적인 면으로는 배우가 연기하는데 지

장이 없어야하고 다른 무대미술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관객에

게 통일된 모습을 형성해줌으로써 극의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무대의상은 배우를 돋보이게 하고 배역을 맡은 배우들

에게 최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정확한 선과 색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대효과 위주

로 제작되고 있으며, 무대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조명아래

먼 거리에서 보이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의

상보다는 단순화되고 과장되기도 한다(Wilson, 1985). 따라서

무대의상 디자인은 극의 시각적 해석과 예술적인 표현을 목적

으로 극의 이미지에 맞게 의상을 디자인하여 배우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여 살아있는 극중 인물로 시각화시키는 창조 작업이

며, 무대 위에서 색상, 선, 재질을 이용 할 수 있는 강한 표현

으로 시각적 측면에서 모든 극적 요소의 중심이 되는 강한 요

소라 할 수 있다(이영숙, 1988). 이처럼 무대의상 디자인은 이

미 쓰인 희곡이나 대본을 무대공연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도와 인물의 성격에 맞게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배우

를 살아있는 극중 인물로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오페라 무

대의상의 표현성은 복식의 상징성이 적용된 표현으로 의상이

극의 무대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반영

하여 배우를 극중 인물로 표현하며 극의 주제나 분위기, 극의

흐름을 전달함으로써 오페라에서 무언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현선희·김옥진, 1999). 또한 최근

에 공연된 작품일수록 오페라 무대의상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을 토대로 하여 각 연출에 따라 공연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변

화시켜 등장인물의 특성 및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강조한 간결

한 복식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현대화한 오페라 무대의

상은 사실주의적 묘사보다는 이미지 전달을 주로 하는 현대의

무대미술과 부합되므로 다양한 표현을 원하는 관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오페라 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김인

미, 2003). 오페라 무대의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문자(1986), 김인미(2003), 류춘화(2002),

이상봉(1990), 이선영(1997), 이수진(2004), 이영주(1996), 정흥

숙·배정원(2001) 등은 오페라 무대의상 디자인에 관하여 연

구하였으며, 양숙희(1997)는 오페라 무대의상과 무대조명의 시

각적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현선희·김옥진(1998),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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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2004)은 오페라 무대의상의 표현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차주(2002)는 오페라 무대의상의 무대효과에 관하여 연구하

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많다.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오

페라 의상의 현대적 발전 방안을 제시한 김인미(2003)의 연구

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전의상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

다. 이에 오페라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2.2. 원작「Faust」의 작가 및 작품분석

Goethe(1749~1832)는 1749년 8월 28일 독일에서 출생하여

1832년 3월 22일 Weimar에서 사망한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자리를 굳힌 대 문호로, 낙후되었던 독일문학을 세계문학의 영

도적 위치로 끌어올린 고전주의 문학의 완성자이다(박찬기,

1984).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당시 젊은 평론가 Johan

Gottfred Von Herder(1744~1803)와의 만남은 Goethe를

William Shakespeare에 심취하게 하고 창작행위에 자극을 주어

독일문학의 질풍노도를 여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젊은

독서층을 완전히 매료시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25세의

Goethe를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문제작이 되었고 질풍노

도 문학의 결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그의 생애와 문학에

큰 변화를 초래한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고전주의 정신에 귀의

하여 Iphigenie auf Tauris와 Torquator Tasso를 집필하여 독일

고전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또 독일 고전주의의 커다란 선

물이라 할 수 있는 Friedrich Von Schiller(1759~1805)와의 교

류로 창작력이 다시 활발해져 오랫동안 중단했었던「Faust」를

완성할 수 있었다(한국괴테협회, 1983).「Faust」는 Goethe의

사상체계와 예술성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으로 24세인 1774년

에 시작하여 1832년에 완성된 것으로 60년의 세월을 두고 자

신의 온갖 경험과 사상을 쏟아 넣은 야심적 대작이다(조성호,

2005).「Faust」의소재가 되었던 인물은 실존했던 것 같다. 대

략 1480년에서 1504년까지 독일에서 살았던「Faust」는독일

의 여러 대학에서 당시의 유행대로 주로 자연과학 분야인 의학,

천문학, 연금술을 공부했고 마침내 사기성이 있는 의술을 펼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이미 당년에 그를 중심으로 한

온갖 허황된 소문이 나돌게 되었다(조성진, 2005). 「Faust」의

구성은 1808년에 발표한 I부와 1832년에 완성한 2부로 구성되

어있다. 악마 Mephistopheles와의 계약으로 시작되는 1부의 중

심내용은 처녀 Gretchen이「Faust」와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

끼지만 그로인해 집안은 파멸하고, 아기를 죽게 하며, 비참한

환경에 빠져 옥사한다. 그러나 Faust는 옥중에 있는 Gretchen

에게 ‘구원된 몸’임을 강조하며, 지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상으로의 안주를 이야기함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죄과도 인간

성과 양심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Goethe의 독특한 기독교 정

신을 피력하고 있다. 2부에서는 Faust가 Mephistopheles와의 세

계 여행을 통하여 로마제국의 궁전에 들어가서 재정문제를 해

결해 주고 미의 여신 Helene와 결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체

험을 하나 이러한 고전주의적 세계방문의 미적향락으로도 만족

을 얻지 못한다. 그 후 인류사회의 공익에 의한 노력으로, 지

상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비로소 마음의

행복을 얻게 된다. 2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유로운 대지에서

의 자유만족을 꿈꾸는 Faust는 숭고한 행복감을 고백하며 숨진

다.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Mephistopheles가 계약대로 그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지만 천사의 구원으로 Faust의 영혼은 구출

이 되고 옛 애인 Gretchen이 성모의 은총을 빌어서 천국의 영

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 2부의 내용이다. Goethe의 생애와 사상

은 바로 Faust의 본질이며, 전 생애를 바쳐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작품이니 만큼 그의 사상성이나 예술성의 다양함은 그

어느 작품보다도 풍부하다. 또한 무한한 인간에의 도전을 시도

한 인물 Faust는 모든 시대와 사조와 이념을 넘어서서 끝없는

우주적 도약을 시도한 초인적 인간, Goethe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괴테협회, 1983).

3. 오페라『Faust』작품 및 남녀 

조연의 인물 분석

3.1. 작품분석

오페라「Faust」는 Goethe의「Faust」를  Jules Barbier(1822

~1901)와 Michel Carre(1819-1872) 두 사람이 만든 대본에

Charles Gounod(1818~1893)가 작곡한 작품이다. Gounod는 19

세기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중 한 사람으로써 원래 종

교적 성향이 강해 성직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음악적 재능이 종

교적 열정을 이겨서 무대음악과 성악곡에 관심을 갖고 프랑스

Table 1. 오페라 무대의상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제목
연구

시기
연구자

오페라 “COSI FAN TUTTE”를 위한 무대의상 연구 1986 간문자 

오페라 “La Traviata”를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1990 이상봉

헨델의 오페라 “Rinaldo”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1996 이영주

Puccini의 오페라 “Tosca” 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1997 이선영

오페라 의상과 무대조명의 시각적 효과 1997 양숙희

Giuseppe Verdi의 오페라 무대의상 연구 1998
현선희·

김옥진 

Verdi Opera “La Travita”의 무대의상 연구 1999
현선희·

김옥진

오페라 “AIDA”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2000 김차주

오페라 “마농 레스꼬”의 무대의상디자인 연구 2001
정흥숙·

배정원

오페라 “카발레리나 루스티카나”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2002 이경희

오페라 < 아! 하멜>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2002 류춘화

오페라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연구
2003 김인미

-베르디와 푸치니 작품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Puccini의 오페라 “Turandot” 무대의상 연구:
2004 채수경

장예모 연출의 “Turandot”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오페라 “Tosca”의 무대의상 연구 2004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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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페라를 주로 작곡하였다. 오페라「Faust」는 소설

「Faust」제 1부만을 각색한 것으로 원작「Faust」의심오한 사

상은 배제하고 Faust와 Margarete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것

이다(조성진, 2005).

오페라「Faust」는  총 5막으로 되어 있으며 남녀 조연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2막, 3막, 4막으로 대본에 나타난 내용은 다

음과 같다(2005년 11월 24일-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된

Gounod의 오페라「Faust」대본). 

2막은 성문 앞의 넓은 뜰에서 시작된다. 화려하고 경쾌한 전

주곡이 흐르는 가운데 막이 오르면 학생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

하기 시작한다. 그곳에 Margarete의 오빠 Valentin이 군복을 입

고 입대하는 길에 동생을 두고 가는 불안함을 친구 Siebel에게

말하며 돌봐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유명한 카바티나고향을 떠

나며 (Avant de quitter ces lieux)를 노래한다. 학생 중

Wagner가 Valentin을 위로하면서 쥐의 노래(Un rat plus

poltron)를 노래한다. 그 때 Mephistopheles가 Faust와 함께 나

타나 세상은 황금이면 제일이라는 유명한 금송아지의 노래(Le

veau d'orest toujours)를 부른다. 이때 Valentin은 Mephistopheles

인 줄 모르고 “목이 마르다”하면서 술을 마시라고 한다.

Mephistopheles는 Wagner와 Siebel의 손금을 보면서 Margarete에

관해 불길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악마라는 것이 알려져 버

린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술을 제공하면서 “Margarete를

위하여”라고 건배한다. Valentin은 그 무례한 행동에 격분하여

칼을 빼어 찌르려 하는데 Mephistopheles가 주위에 원을 긋는

순간 모두 반으로 부러지고 만다. 그의 정체를 알게 된 병사들

과 시민들은 검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

하네라는 합창을 하며 퇴장한다. 

3막은 Margarete의 집 정원에서 시작된다. 아름다운 여름 저

녁을 묘사하는 고요하고 슬픈 선율의 전주곡이 끝나면 막이 오

른다. Siebel은 Mephistopheles가 말한 예언에 불안감을 느끼면

서 꽃의 노래를 부른다. 그가 꽃을 꺾으나 꺾는 대로 시들어

버리자 성수대(聖水坮)로 가서 손을 씻는다. 왜냐하면

Margarete에게 꽃을 선물하려는 것이다. 이 때 Mephistopheles

와 Faust가 등장한다. Mephistopheles는 Siebel보다 더 좋은

것을 Margarete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Mephistopheles가 다시

나타나 작은 보석 상자를 창문 옆에 놓고 Faust와 함께 정원

속에 숨는다. 그곳에 Margarete가 들어와 "나에게 말을 건넨

이가 누구인지 몰라"하고, 물레 앞에 앉아 실을 감으며 툴레의

왕(Il etait un Roi de Thule)을 노래한다. Margarete는 이 노

래를 하면서 축제일에 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오빠 Valentin

이 무사할 것을 기도한다. 이 때 문득 꽃이 있는 것을 발견한

Margarete는 Siebel이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보석 상자를 보고는 유명한 보석의 노래(Ah! Je ris de voir)를

부른다. 이때 Martha가 와서 보석의 아름다움을 찬탄한다. 또

한 Mephistopheles가 나타나 Martha에게 당신 남편이 전사했으

니 오늘부터는 같이 즐길 친구를 구하라고 한다. 숨었던 Faust

도 나와 Margarete를 만나 그리웠던 이야기를 주고받는 네 사

람의 4중창이 된다. Margarete는 Faust에게 어머니와 동생은

죽고, 오빠는 전쟁터에 나가있다는 이야기를 한 후, 밤이 깊었

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Faust는 여기에서 자

기의 사랑을 고백한다. 

4막은 Margarete가 물레 앞에 앉아 Faust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길가는 처녀들이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이가 생겼다고

조소하며 지나간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

치고 오빠를 생각하는 노래를 한다. 그녀는 이미 아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 Siebel이 찾아와 Faust에게 복수를 하겠

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며 고백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Martha

가 들어와 오빠가 개선한다고 전한다. 병사들의 합창이 울리는

가운데 Valentin이 등장하여 Siebel을 보고 Margarete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Martha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오빠는 아직 동생이 순결하다고 믿고 있다. Valentin이 빨리 집

에 가서 무사했음을 축하하자고 권하자, Siebel은 잠깐 기다리

라고 말하면서 Margarete를 용서하라고 말하므로 Valentin은 교

회를 향해 달려간다. Faust와 Mephistopheles가 기타를 가지고

Margarete의 집 앞에 선다. Mephistopheles는 그녀의 창 앞에

서 기타를 타면서 세레나데 잠자는 척 하는군요. 어여쁜 사람

이여. 애인이 부르고 있어요(Vous qui faites lendor-mie)를 부

른다. 그러나 나온 사람은 Valentin이다. 그리하여 Valentin은

Faust에게 복수하겠다고 칼을 빼들어 덤비며 Margarete에게서

받은 부적을 던진다. Faust는 Mephistopheles와 합세하여

Valentin을 찌르고 급히 도망쳐 버린다. 때는 밤으로, Valentin

의 죽음과 합창이 들려온다. Martha와 마을 사람들이 상처입은

Valentin을 발견하는데 이때 Margarete가 등장한다. 그러자

Valentin은 “너는 무엇하러 여기 왔는가? 네 부끄러운 행동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꾸짖는다. Siebel이 용서해 주라고

해도 Valentin은 가쁜 숨을 쉬며 “그에게 죄의 날 종말오리라”하

면서 Margarete를 책하고 절명해 버린다. 이때 죽음을 애도하

는 무반주 합창이 비참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다. 

이상의 대본을 통해서 오페라「Faust」에  등장하는 남녀 조

연은 이웃집 여인 Martha, Margarete의 오빠 Valentin,

Valentin의 친구 Wagner, Margarete를 짝사랑하는 Siebel 등이

다. 2005년 11월 24일~11월 27일, 성남아트센터 개관기념으로

공연된 오페라 Faust는 고전 오페라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하여 고전 오페라의 현대화를 시도한 

공연으로서 무대장치도 현대적 연출방법에 어울리도록 간소

화하여 Fig. 1과 같이 상징적 기법으로 흰 벽에 조명을 활용하

여 건물을 표현하였다. 

3.2. 인물분석

대본을 참조로 하여 이웃집 여인 Martha, Margarete의 오빠

Valentin, Valentin의 친구 Wagner, Margarete를 짝사랑하는

Siebel 등 남녀 조연들의 성격과 이미지 그리고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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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Martha

Martha는 Margarete의 이웃에 사는 여인으로 현실적인 면이

지나쳐서 교활하고 천박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중년 여인이다.

그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Margarete와

Faust의 만남을 유도하며 Margarete를 악한 곳으로 이끄는 역

할을 한다. 그녀는 성적타락 내지는 성적 개방성이 엿보이는 인

물로서 본 공연에서는 겉으로는 정숙하고 위엄있어 보이나 내

면에는 성적으로 개방적이며, 타락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현

대의 중년 여성으로 재해석하였다. 

3.2.2. Valentin

Valentin은 Margarete의 오빠로 소박하고 정직한 군인이며

Margarete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Margarete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Faust, Mephistopheles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다. 본 공연에서는 6. 25 전쟁에 참여한 소위계급의 장교

로 재해석하였다. 

3.2.3. Wagner

Wagner는 Valentin의 친구로 총명하기는 하지만 단편적인 지

식에 몰두하는 소극적인 학문 자세를 가진 학자이다. 본 공연

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 패션에 민감하지만 내적인 면에 있

어서는 다소 경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젊은이로 재해

석하였다. 

3.2.4. Siebel

Siebel은 Margarete를 짝사랑하는 인물로 어리숙하고 순박한

청년이다. Margarete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Margarete가 혼자 울 때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헌신

적인 사랑을 한다. 본 공연에서는 Margarete를 옆에서 지켜보

면서 헌신적으로 짝사랑하는 인물로서 나이보다 어려보이며 어

수룩하고 순박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현대의 젊은이로 재해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4. 남녀 조연의 현대적 무대의상 디자인 제시

오페라「Faust」는 1859년 프랑스 파리의 라리코 극장에서

초연되었다(www. naver.com). 이후에 공연되는 대부분의 오페

라「Faust」무대의상은 Fig. 2와 같이 복식사적 고증을 통해

시대적 의상을 재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오페라 현대화의 영향으로 고전 오

페라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상징적 기법을 이용한

무대형태 등으로 공연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정진화, 199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맞는 현대적 감각의 무대의상 디자인

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오페라「Faust」에서 극 흐름

Fig. 1. 오페라「Faust」의 실제 무대와 조명

Table 2. 남녀 조연들의 인물분석

이름 성별 연령 극중 역할 특징

Marth 여 40대 뚜쟁이 겉으로는 정숙해보이나 내면은 성적 타락 

Valentin 남 20대 후반 Margarete의 오빠 소박하고 정직한 소위계급의 장교

Wagner 남 20대 후반 Valentin의 친구 패션에 민감하나 경박한 현대의 젊은이

Siebel 남 20대 초반 Margarete를 짝사랑 어수룩하고 순박한 현대의 젊은이

Fig. 2. 시대적 의상을 재현한 오페라「Faust」의 무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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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분위기로 볼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개성적인 모습을 보

이는 남녀 조연들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무대의상 디자인을 제

시하고자 한다. 

4.1. 디자인 연구방법

디자인 연구방법은 대본읽기와 제작회의를 통해 연출가의 극

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의상의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

수집 및 조사를 거쳐서 의상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

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녀 조연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

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형태, 색채, 소재 등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Table 3과 같이 선택하여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Martha의 경우, 정숙하고 위

엄있는 외적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로 테일러드

정장스타일, 회색, 모직물과 흰색 셔츠 스타일을 선택하였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내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

로 타이트한 스커트 라인, 허벅지가 노출되는 절개선 등을 선

택하여 Fig. 3과 같은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Valentin의

경우, 전쟁 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로 현재

의 군인 장교복 실루엣과 디테일, 카키색, 모직물 소재를 선택

하였으며, 전쟁 참가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

로 현재의 전투복 실루엣과 디테일, 미채프린트의 면 소재를 선

택하여 Fig. 4와 같은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Wagner의

경우, 외모에 관심이 많아 패션에 민감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

하여 디자인 요소로 캐주얼한 콤비 정장스타일, 셔츠, 조끼, 흰

색과 연두색 그리고 빨간색의 화려한 색상매치, 줄무늬 등을 선

택하였으며, 다소 경박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지를 당겨

입은 듯 보이도록 약간 짧은 바지 길이를 선택하여 Fig. 5와

같은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Siebel의 경우, 나이보다 어

려보이며 어리숙하고 순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로 캐주얼한 overall과 점퍼스타일, 파란색과 연두색, 나일

론과 청색 대님 등을 선택하여 Fig. 6과 같은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스케치 완성과정에서는 제작회의를 통해 상호의견

이 교환되고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4.2. 디자인 제시 

4.2.1. Martha

Martha는 Margarete의 이웃집 여인으로 본 공연에서는 겉으

로는 정숙하고 단정해보이지만 Mephistopheles를 유혹하는 성

에 개방적인 이중성을 지닌 중년여성으로 재해석하였다. 디자

인 스케치를 거쳐서 제작한 Martha의 실제착용 모습은 Fig. 7

과 같다. Fig. 7을 살펴보면 테일러드 재킷과 롱스커트의 회색

정장 수트에 흰색의 셔츠를 코디하여 정숙하고 단정한 모습을

Table 3. 남녀 조연들의 디자인 연구방법

인물 특징적 이미지 디자인 요소

Martha
정숙하고 단정해 보임  

성적으로 개방적임

테일러드 정장 스타일, 와이셔츠, 회색과 흰색, 

타이트한 스커트 라인, 허벅지가 보이는 절개선 

Valentin
직업군인 

전쟁참전

현재의 장교복 스타일, 카키색 모직물 소재,

현재의 전투복 스타일, 미채(迷彩)무늬 면소재

Wagner
패션에 민감함 

다소 경박함  

콤비정장 스타일, 줄무늬셔츠, 흰색, 연두색, 빨간색 등의 화려한 색상매치 

약간 짧은 바지 길이

Siebel
나이보다 어려보임  

어리숙하고 순박함

Overall 스타일의 진바지, 점퍼, 라운드셔츠, 

파란색과 연두색, 나일론과 면 소재

    

Fig. 3. Martha의 디자인스케치 Fig. 4. Valentin의 디자인스케치 Fig. 5. Wagner의 디자인스케치 Fig. 6. Siebel의 디자인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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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테일러드 재킷은 남성복 형식을 응용한 것으로 권

위나 예의 등의 이미지를 주는 재킷이다. 또한 정장의 색상인

회색은 평범, 중용, 위엄, 참회를 상징하는 색으로(조진숙,

2000) 1960년대 독일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항상 눈에 띄지 않

고 계절을 타지 않고 그리고 진지하게 보이기를 원했는데, 이

러한 성향에 따라 약 60%의 남성의상의 색상이 회색이라고 한

다(김문환, 2007). 이처럼 회색은 단정하고 착실하고 말끔한 외

모의 표준처럼 느껴지는 색상으로 정숙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특히 흰색 셔츠를 매치하였을 때는 더욱더 권위나 정숙의 이미

지를 강조한다. 스커트는 첨가되는 기술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지는데 예를 들어 플레어의 경우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플

리츠는 명쾌한 젊음의 인상을 주며, 타이트한 스커트는 여성의

바디라인을 보여줌으로써 관능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타이트

한 스커트에 허벅지까지 노출되는 절개선은 여성의 관능미를

더욱더 강조한다. 이와 같이 회색의 테일러드 정장 수트와 흰

색 셔츠는 권위와 정숙의 이미지를, 타이트한 롱스커트와 허벅

지까지 보이는 절개선은 성적 개방성 내지는 타락을 상징하였

다. 더욱이 가슴이 살짝 엿보이도록 가슴까지 셔츠의 단추를 풀

음으로써 성적 개방성에 대한 내면의 모습을 강하게 상징하였

다. 

4.2.2. Valentin

Margarete의 오빠인 Valentin은 직업군인으로서 전쟁에 참가

한다. 본 공연에서는 오페라「Faust」의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

해석하였으므로 Valentin은 6.25전쟁에 참가하였던 소위계급을

가진 군인으로 설정하였다. 군복은 전쟁 전과 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전쟁전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교복과 전투에 참가한 후

의 모습을 상징하는 전투복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스타일 및 색

상, 소재는 현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

스케치를 거쳐서 제작한 발렌틴의 실제 의상은 Fig. 8과 같다.

Fig. 8을 살펴보면 카키색 모직물로 만든 테일러드 재킷과 바

지에 계급과 훈장, 모자 등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전쟁 참가

전의 장교모습을 표현하였다. 특히 계급과 훈장은 군인의 지위

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있는 중요

한 액세서리이다. 또한 실제 전투복과 유사한 형태의 실루엣과

디테일, 카키색 미채프린트의 면 소재에 훈장과 계급, 군화 등

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전쟁 참가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미

채 프린트라고 하는 얼룩무늬는 전투 시 적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형지물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데 색상은 초록, 베이지,

갈색 등이 섞여 있다. 공연실황 모습은 Fig. 9와 같다. 이와 같

이 카키색 모직물 소재의 테일러드 칼라 재킷과 바지의 정장

스타일, 계급장과 훈장으로 전쟁전의 장교모습을 상징하였으며,

카키색 미채프린트의 면 소재로 만든 전투복 스타일 그리고 군

화, 훈장 및 계급장 등으로 전쟁 참가후의 장교모습을 상징하

였다. 

4.2.3. Wagner

Wagner는 Valentin의 친구로서 본 공연에서는 패션에 매우관

심이 많으나 다소 경박한 일면이 있는 즉, 내면보다 외모에 관

심이 많은 현대의 젊은이로 재해석하였다. 디자인 스케치를 거

Fig. 7. Martha의 의상

Fig. 8. Valentin의 장교복과 전투복

Fig. 9. Valentin이 죽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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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제작한 바그너의 실제착용 모습은 Fig. 10과 같다. Fig.

10을 살펴보면 흰색의 테일러드 재킷과 검은색바지, 줄무늬 셔

츠에 연두색 조끼를 입고, 칼라에 빨간색 꽃 장식을 달고 체크

무늬 베레모를 착용하였다. 최근 TV 드라마 등을 통해서

‘metro sexual’ 이란 패션용어가 소개된 것처럼 요즈음 남성들

도 화려한 패션을 선호한다. 이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은 현대

의 젊은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재킷의 색상을 흰색으로, 조

끼의 색상은 연두색으로 특히 칼라에 빨간색 꽃 장식을 달아서

화려한 색상조화를 표현하였으며 줄무늬 셔츠, 체크무늬의 베

레모 등을 착용시킴으로써 패셔너블한 남성이미지를 강조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내면의 경박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

지를 당겨 입은 느낌으로 바지 길이를 약간 짧게 하였다. 이와

같이 흰색재킷과 검은색 바지, 줄무늬 셔츠와 연두색 조끼, 빨

간 꽃장식과 체크무늬의 베레모 등으로 패션에 민감한 젊은이

를 상징하였으며, 바지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내면의 경박함을

상징하였다. 

4.2.4. Siebel

Siebel은 Margarete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헌신적으로 짝사랑

하는 인물로서 어리숙하고 순박한 젊은이다. 본 공연에서

Siebel은 패션에 민감한 Wagner와 대조되는 이미지의 인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Wagner의 패셔너블한 스타일과는 확실히

구별되도록 하였다. 디자인 스케치를 거쳐서 제작한 Siebel의

실제 착용 모습은 Fig. 11과 같다. Fig. 11을 살펴보면 청색

대님의 overall과 연두색 라운드 셔츠, 파란색 점퍼와 주황색

야구모자 그리고 운동화를 착용하였다. 청색 대님의 오버올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착용하는 캐주얼한 의복이며 라운

드 셔츠, 점퍼 또한 넓은 연령층에서 착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캐주얼한 의복이다. 짙은 청색, 파란색 등의 색상매치도 패셔너

블한 바그너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한 운동화에 야구 모자

를 거꾸로 쓴 모습은 개구쟁이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청색대님의 overall, 라운드 셔츠, 점퍼, 야구모자와 운동화 등은

나이보다 어려보이며 어수룩하고 순박한 젊은이를 상징한다. 

이상과 같이 오페라 Faust남녀 조연들의 무대의상을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은 2005년 11월 24일~11월 27일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성남 아트센타 개관기념으로 공연된 오페라「Faust」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오페라

「Faust」를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연출하고, 이에 맞게

남녀 조연들의 극중 성격과 극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현대적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은 문헌과 대본을

토대로 하여 조연들의 성격과 이미지,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현대 의상의 형태나 색상, 소재, 액세서리 등을 활

용하여 상징화함으로써 고전 오페라 무대의상의 현대적 디자인

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rtha의 의상은 현대사회에서 외적으로는 정숙하고

단정해 보이나 내적으로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이중성을 지닌

중년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회색의 테일러드 재킷과 롱스커트의

정장 수트, 흰색 셔츠를 디자인 하였다. 회색 테일러드 수트와

흰색 셔츠는 정숙하고 단정한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나 내면의

성적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와이셔츠의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서 가슴이 살짝 보이도록 하였으며, 스커트 라인을 타이트

하게 하여 힙과 다리의 곡선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스커트에 절

개선을 길게 넣어서 허벅지까지 다리를 노출시켰다. 즉, 정장의

실루엣과 디테일, 회색 모직물 소재, 흰색 와이셔츠는 외면의

정숙함 상징하였고, 셔츠의 단추를 가슴까지 풀거나 힙과 다리

라인이 강조되는 타이트한 스커트, 허벅지까지 노출되는 절개

선 등은 내면의 성적 개방성을 상징하였다. 

둘째, Valentin의 의상은 6. 25 전쟁에 참가하기 전의 모습과

참가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전쟁전의 장교 모습으로 카키

색 모직물을 소재로 한 테일러드 재킷과 바지의 정장스타일로

디자인 하였으며, 신분과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계급장과 훈장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였다. 전쟁후의 전투복은 카키색 미채

Fig. 10. Wagner의 의상 Fig. 11. Siebel의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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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의 면 소재를 사용하여 실제 전투복과 유사한 형태의 실

루엣과 디테일로 디자인 하였으며, 전투 시에 착용하는 의상이

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군화를 착용시켰고, 장교의 신

분을 상징하기 위하여 훈장과 계급장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

였다. 즉, 카키색 모직물 소재의 테일러드 재킷과 바지의 정장

스타일, 계급장과 훈장은 전쟁전의 장교모습을, 카키색 미채프

린트의 면 소재로 만든 전투복 스타일 그리고 군화, 훈장 및

계급장 등은 전쟁 참가후의 장교모습을 상징하였다. 

셋째, Wagner의 의상은 현대사회에서 외모에 관심이 많고 패

션에 민감하나 다소 경박한 현대의 젊은이를 표현하기 위해 흰

색의 테일러드 재킷과 검은색 바지의 콤비 정장에 줄무늬 셔츠,

연두색 조끼를 디자인 하였다. 그리고 화려한 패션취향을 강조

하기 위해 가슴에 빨간 꽃장식과 체크무늬 베레모 등의 액세서

리를 활용하였다. 또한 다소 경박한 성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

지의 길이를 약간 짧게 디자인 하였다. 즉, 흰색재킷에 검은색

바지, 줄무늬 셔츠, 연두색 조끼, 체크무늬의 베레모, 빨간 꽃

장식 등은 패션에 민감한 젊은이의 모습을 상징하였으며, 다소

짧아 보이는 바지 길이는 경박한 성품을 상징하였다. 

넷째, Siebel의 의상은 현대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려보이며 어

수룩하고 순박한 젊은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청색 대님의

오버올과 연두색 라운드 셔츠, 파란색 점퍼를 디자인 하였으며,

주황색 야구모자와 운동화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였다. 청색

대님의 오버올과 라운드 셔츠는 어린이들이 즐겨 착용하는 의

복으로 20대의 Siebel이 이러한 의상을 착용한 모습은 10대의

청소년처럼 어려 보인다. 또한 점퍼나 운동화 등은 매우 소박

한 의상으로 순박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특히 야구 모자를 거

꾸로 쓴 모습은 개구쟁이로 보이기까지 한다. 즉, 청색대님의

오버올, 라운드셔츠, 거꾸로 쓴 야구모자는 나이보다 어려보이

며 어수룩한 모습을, 점퍼, 운동화는 순박한 모습을 상징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존의 고전 오페라 무대의상을 등장인물

의 성격이나 이미지, 심리상태 등을 현대적 의상의 디자인요소

를 활용하여 상징적 기법으로 현대화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극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무대의상의 기능적 역할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화한 무대의상은 시대적 간격을 좁혀주고, 제작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오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오페라 무대의상의 발전과 오페라 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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