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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holistic description of the role demanded of costume designers to provid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ostume designs for small- and medium-sized musicals. The study accomplishes thi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y and costume design in musicals and also by examining the process and

environments in which costumes of small-sized theater companies' original musicals are produced. The methods of

study are empirical research of literature related to dress, stage art, and culture & arts from both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s; research of visual materials related to plays; and production and analysis of theatrical

performances in which the researcher has participated as a costume design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ism of the play and visual perfection of the work may be enhanced by costume designers actively

participating in meetings with staff from each field of the play. Second, by taking advantage of the unique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of small-sized theater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original musicals, such as harsh

situations of regular and periodical meetings with all staff member, the designer may consider the director's

intentions and concepts of the play, but should display more creative and autonomous design abilities. Third,

because the costume designers of small- and medium-sized original musical plays are given a small budget and

short production periods, the ability to systematically manage budget and production periods and the ability to

flexibly handle unexpected incidents during the play is essential.

뮤지컬 뮤지컬 의상 무대 의상Keywords: musical( ), musical stage costume( ), stage costume( ), stage costume

무대 의상 디자이너desig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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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Ⅰ

뮤지컬은 다양한 볼거리와 대중적인 음악으로

현대인에게 각광받고 있는 공연 예술이다 우리나.

라 뮤지컬은 해외 라이선스 작품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지만 국내 창작 뮤지컬 작품도 흥,

행에 성공하는 작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

대학로 등 여러 지역의 중 소극장에서 소규모 극,

단의 뮤지컬 작품들도 다양하게 공연되고 있다 뮤.

지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뮤지컬 무대 미술의 한 분야이며 공연 예술의 필,

수적 요소인 의상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완성도

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무대 의상 및 뮤지컬 의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특정 작품의 작품 분석과 그에 따

른 실물 의상 제작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Choi, 2005; Kang, 2007; Kang, 2004; Lee,

이미 공연된 작품에 대해 새로운 의상 디자2007),

인을 제시하거나 셰익스(Chae, 2004; Goo, 2005), 피

어의 극과 같은 특정 고전작품에 관한 의상 디자

인 연구 도 활(Kim, 2004; Kwon, 1999; Lee, 2001)

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공연된 작품의 무대 의상.

을 분석하는 연구 나 무대(Cho, 2001; Hyun, 1999)

의상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 가 주류를(Park, 2003)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공연의 전.

반적인 과정 가운데서 무대 의상의 총체적인 연구

라기보다는 의상 디자인 및 제작이나 분석 측면에

치중된 편이며 특정 작품을 위주로 한 제한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광의.

의 무대의상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며 뮤지컬 의,

상에 국한된 디자인 제작 관련 연구는 미미하다.

특히 에서 분류한Korea Art Management Service

중 소극장 규모(2008 The fact finding survey of

musical 의 창작 뮤지컬 공연이 압도적으로, 2009)

많고 창작 뮤지컬 투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중 소극장의 소규모 극단에서 이루어지는

중소형 창작 뮤지컬 의상에 대한 차별화 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소형 뮤지컬 의상의 제작에 관한 실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국내 소규모 극단에서 제작

되는 중소형 창작 뮤지컬 의상 제작 과정을 기획

단계부터 보관 및 관리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으

로 의상 제작 과정의 실태를 뮤지컬 제작 요소와,

의 관계적 측면 의상 디자인적 측면과 제작 환경,

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본 연구의 범위.

는 뮤지컬 중에서도 소규모 극단에서 이루어지는

중소형 창작 뮤지컬을 대상으로 북 쇼 형식을 가

지고 연구자가 년부터 년까지 의상 디, 2005 2010

자이너로 참여한 여섯 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배경을 위한 복식 무. ,

대 미술 문화 예술 관련 국내외 전문 서적 논문, ,

등의 문헌 자료 조사와 공연 관련 시각 자료 조사

및 연구자가 의상 디자이너로 참여한 공연 작품

의 제작 및 분석의 실증적 방법이다 연구의 객관.

성을 높이기 위해 인의 무대의상 전문가와의 심3

층 인터뷰 및 인의 패션디자인 전공 연구자들과3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채택

된 내용을 위주로 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적은 뮤지컬에서 공연과 의상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규, 모 극단의 창작 뮤지컬 의상의 제

작 과정과 제작 환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소형

뮤지컬 의상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상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총체적인 역할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소규모 극단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중소형 창작 뮤지컬 의상 제작

실무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내 중소형 뮤지컬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이다.

. Theoretical BackgroundⅡ

1. Constitution and production factor of musical

뮤지컬의 구성요소는 대본과 음악 연기 춤 그, ,

리고 분장 무대의상 무대장치 등을 포함하는 미술, ,

이다 대본은 뮤지컬을 이끌어 가는 전체의 시나리.

오이며 배우들의 무대에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극본으로 배우의 연기와 음악이 잘 어우러져야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음악인 노래와 등장.

인물들의 춤은 극을 진행시키고 배우들의 성격과,

주제를 드러내준다 뮤지컬 음악은 가사가 있는 노.

래뿐 아니라 서곡 막간곡 퇴장곡 등 춤을 위한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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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대사에 깔리는 배경음악을 포함한다 뮤지컬.

은 노래와 춤이 극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된다 뮤지컬은 또한.

분장 의상 무대 장치와 같은 미술적인 요소를 포, ,

함하는 공연이다 무대 분장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나게 해주는 도구로 극의 흐름과 내용 배우의, ,

특징을 나타내어 극의 이해를 돕는다 무대 의상은.

등장인물의 성격 시대와 지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극의 주제나 분위기를 암시한다 무대 장치는, .

관객에게 극의 시대 배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

상 조명 특수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각적 볼, ,

거리를 제공한다.

뮤지컬의 제작 요소에는 기획 제작 연출 작, ,

가, 작곡 작사를 포함하는 음악 배우 무대 디자, ,

인, 의상 디자인 분장 디자인 조명 디자인이 포함, ,

된다. 기획 제작은 공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적인 요소로 주도면밀한 기획과 효과적인 제작이

필요하다 공연에서의 기획이란 어떤(Yang, 2001).

이미지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구상하는 기

획단계의 과정뿐 아니라 제작단계의 섭외 대관, ,

홍보 및 마케팅과 공연 진행 단계와 공연 후 단계

인 결산 평가 단계의 공연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연출은 공연의 핵심이 되는 분야로 예술적 작업의

총 책임을 지는 것으로 뮤지컬의 모든 요소에 통

일성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연 제작의 양식적인 개념과 시각화 연기자의, 연

기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응집력 있는 전체로

결합시키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Cha, 1999).

작가는 극의 구성과 인물을 창조해내며 때로는,

작사를 겸하기도 한다 음악은 극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도구로 멜로디를 통하여 극중 인물의 내

면상태와 극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가사,

를 통하여 이를 관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배.

우란 뮤지컬에서는 주 조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역을 수행하는 앙상블을 포함한다 뮤지컬 배우.

는 노래 춤 연기를 통하여 관객에게 자신이 맡은, ,

역할을 이해시키고 극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대 디자인은 뮤지컬 공연 시 무대 위에 만들어

지는 장치와 대도구를 포함하는 디자인이다 이는.

맨 뒷막에 걸리는 그림 등의 배경뿐 아니라 무대

위에 설치되어지고 움직이는 모든 기구를 포함한

다 무대 의상 디자인은 머리장식 신발 다양한 액. , ,

세서리와 작은 소도구로 관객이 극 속의 등장인물

의 성격과 그 시대 배경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의.

상을 통해 한 인물의 성격을 반 하기도 하고 인,

물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기도 하며 극의 분위기,

를 파악하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분장은 등장인.

물의 민족 시대 성격 건강 상태 등을 시각적으로, , ,

표현하여 인물을 재창조한다 분장을 통(Na, 2003).

하여 배우는 극 중 인물로 표현되며 관객은 이를,

통하여 극중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분장은 배우.

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배우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Choi, 2005).

조명 디자인은 무대 위에서 분위기를 결정하는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명은 배우를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경을 보완해 주고 의상과 분장,

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명은 의상.

의 색상과 질감에 향을 미친다(Kim, Woo, Han,

& Yin, 2009).

2. Peculiarity and process of musical stage

costume

뮤지컬 의상은 무대 의상의 일종으로 뮤지컬

공연 중 극 중 배우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무대 위에서 극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일반적인 무대 의상과(Thomas, 2007).

차별되는 뮤지컬 의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뮤지컬 의상은 극장의 규모나 극의 분. ,

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루엣 색채 질감을, , ,

통하여 디자인하여 관객에게 시각적인 관심을 유

도해야 한다 특히 관객은 의상의 작은 디테일보.

다는 큰 형태를 인지하므로 의상의 실루엣은 더욱

중요하다 둘째 뮤지컬 의상은 일반적(Tina, 2006). ,

인 무대의상과는 달리 춤과 노래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배우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

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져야 한다 셋.

째 뮤지컬 의상은 공연 중 장면 전환이 많고 의상,

의 교체가 빈번함으로 배우의 의상 전환 시간을,

고려하여 의상의 탈착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져야 한다.

일반적인 뮤지컬 의상 디자인의 제작 과정을 살

펴보면 공연 제작 회의에서 공연에 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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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 회의가 이루어진 후 작품 분석과 대본 분석

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뮤지컬 의상의 안무.

와 연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도출하고,

의상 디자인에 필요한 시각적 자료조사가 진행된

다 사진 인터넷 문헌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 ,

하여 차별화 된 의상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등장인.

물 별 콘셉트와 콘셉트에 따른 스타일 디자인 소재,

와 색채를 선정하여 완성된 견본지시서에 의해 제

작이 진행된다 리허설을 통하여 배우들이 의상을.

착용하고 의상에 대한 수정 점검이 이루어지며 공, , ,

연 이후 의상의 해체 및 보관의 과정을 거친다.

3. Present situation of domestic musical play

and stage costume

국내 뮤지컬은 년대 중반 다양한 뮤지컬의1960

시도가 이루어져 년대에는 극단 민중 광장1980

대중이 공동 제작한 아가씨와 건달들 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Seo, 2004).

국 뮤지컬 시장은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해 년대90

이후 나날이 성장하 으며 양적 팽창을 거듭하다,

가 2002년에는 편 정도의 뮤지컬이 공연되었100

다 년 제작된 뮤지컬 작품은 창작 뮤지컬의. 2007

작품 비율이 로 가장 높았으며 라이센스 작58.0% ,

품은 내26.4%, 한 오리지널 투어 작품은 순으7.3%

로 나타났다. 국내 뮤지컬 공연 시장의 규모는 티

켓 판매를 기준으로 년 억 원이며 뮤지2007 1,600 ,

컬 관람객 규모는 만 명으로 티켓 판매 실적으350

로는 라이선스 작품과 내한 오리지널 투어 작품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뮤지컬 투자 현황은 라이.

선스 작품이 년 전체의 로 가장 많이 투2007 51.5%

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작뮤지컬에 대한 투자,

건수도 전년도 에서 로 증가했으며 전16.7% 42.4% ,

체적으로도 창작뮤지컬에 대한 투자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공연 현황을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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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작품이 공연되었으며 소공연장이 개 중, 80 ,

공연장 개 대공연장이 개 순으로 나타났다77 , 57 .

소공연장에서는 창작뮤지컬 작품이 총 건의 공102

연 중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뮤지컬 관람객80 .

규모는 년 인터파크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2008

안 약 만 명 정도가 뮤지컬을 관람한 것으로 나200

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15.1%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뮤지컬 제.

작사의 초연 제작비로는 억 원 혹은 억5 10 3 5

원 사이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대부분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연습,

실 무대장치 보관소 등과 같은 실제적인 뮤지컬,

제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작사가 일정 이상 규모의 매출

은 뮤지컬 공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The fact finding survey of musical 소, 2009).

규모 극단의 뮤지컬의 경우 더욱 열악한 제작 여,

건에서 공연제작이 이루어지며 의상 디자이너 역,

시 열악한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게 된다 소규모.

공연의 무대의상 제작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공연,

의 경우 의상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고 소규모 극

단 내에 보유하고 있는 의상이나 배우 개인의 의상

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혹은 의상을 제작,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제작

되어지기도 한다("Situation of stage costume design",

무대 의상 디자이너는 개인 작업실을 중심2007).

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제작업소,

형태로 작품 활동을 하거나 하청을 받아 의상을 제

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업여건이 열악하고 소득.

의 기준이 일정하지도 않으며 계약제도나 자격증,

과 같은 신분보장이나 저작권 보호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현재 국내 뮤지컬.

산업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뮤지컬 산업,

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

요하다(Tae, 2008).

. Case Analysis of MusicalⅢ

Productions

Table 1 부터 Table 12 는 국내 중소형 창작

뮤지컬의 사례로 개 작품의 개요와 의상 디자인을6

나타낸 것이다 의상 제작표는 배역 시대 성 나. , , ,

이 의상 장신구 색채 신체 이미지로 분석하고, , , , , ,

계급 분석이 필요한 작품인 경우 계급을 표시하

고 실제 공연 사진으로 제시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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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duction : 2010 Pinocchio

<Table 1> Musical overview

Date, location
2010. 8. 12 - 13 (pm 4, pm 7:30), 2010. 12. 24 (pm 7), presented five times.

Myungsung Church World Groria Center, Underwood Hall (O.L Theater company)

Concept

Warm and friendly imaginary town, all-time fantastical fairy tale, pastel tone stage color

Unexaggerated stage costume, used soft color.

Symbolical stage costume

Appraisal

Each staff belong to the same theatre company and therefore mediation between opinions is done

smoothly. Exchange of opinions with the lighting designer is feeble.

During rehearsal period, the details of some of the costumes is reinforced by request of choreo-

grapher and artistic director. Due to short costume production periods, full modification of costumes

is difficult.

<Table 2> Stage costume production

Cast Pinocchio Zepetto Cricket

Time
Town of the middle

age in Europe

Town of the middle

age in Europe

Town of the middle

age in Europe

Sex Male Male Male

Age 9 60s 100s

Costume
Jacket, pants(trapeze

detail)
Shabby vest, pants Vest, pants, frock coat

Items
Cone hat, socks,

shoes

Leather bag,

moccasin

Scarf, transparent cape,

shoes

Color Red, blue-green Dark brown, beige Khaki, light-brown

Body Short, skinny Short, small Normal, slim

Image Cute, fun Poor, carpenter Noble, gentleman

Cast Blue angel Spirit Boss of circus

Time
Town of the middle

age in Europe

Town of the middle

age in Europe

Town of the middle

age in Europe

Sex Female Female Male

Age 40s Early-20s Late-40s

Costume Long dress Unbalance dress Tuxedo jacket, pants

Items Long cape, wand Head brain, toeshoes Scarf, belt, hat

Color Sky-blue Sky-blue, cobalt Red, gold, black

Body Normal, chubby Skinny Tall, robust

Image Chubby fairy Mysterious elf Co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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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ion : 2009 princess Pyung-Gang &

general Ondal

<Table 3> Musical overview

Date, location
2009. 11. 11 - 13, 2009. 12. 9, presented ten times.

Kangnam Community Center Theater (Bibibbab Art company)

Concept

Goguryeo king Pyung-Won time, Reproduce Gogyryeo from modern sense

stage design from Goguryeo mural image.

Realistic stage costume.

Natural sihouette like Goguryeo garment. sophisticated modern color

Appraisal

Only opinions with the director is mediated. Exchange of opinions with the lighting designer is feeble.

Does not directly interfere with the actors body measurement. Once rehearsal starts and it is known

that the costume does not fit the actor, modification is done.

<Table 4> Stage costume production

Cast Pyung-Gang Ondal King Pyung-Won

Time Goguryeo Goguryeo Goguryeo

Class Princess General King

Sex Female Male Male

Age Late teens Late teens Late-40s

Costume Jeogori, skirt Jeogori, pants, armor Jeogori, long vest

Items Tiara, shoes Headband, shoes Headband, shoes

Color Pink. Lemon Blue Gold, red

Body Short, slim Short, chubby Short, normal

Image Elegance, wise Naive, honest Incorruptible

Cast Queen Ondal's mother Subject

Time Goguryeo Goguryeo Goguryeo

Class Queen Public Subject

Sex Female Female Male

Age Late-40s 70s Early-30s

Costume Jeogori, skirt Jeogori, skirt Jeogori, pants

Items Tiara, shoes Cane, shoes Shoes

Color Blue, red Beige Purple

Body Normal Short, skinny Short, skinny

Image Grace Wise, poor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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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duction : Seventy Million until heaven

<Table 5> Musical overview

Date, location
2008. 11. 13, 14 (pm 7: 30), presented two times.

Myungsung Church World Groria Center, Underwood Hall (O.L Theater company)

Concept

Realistic play with the present age,

Stage design from real rural shopping center.

Stage costume like everyday dress, color variation.

Appraisal

Each staff belong to the same theatre company and therefore mediation between opinions is done

smoothly. Exchange of opinions with the lighting designer is feeble.

Plays using many ready-to-wear clothes, various props such as accessories are diversified.

<Table 6> Stage costume production

Cast Jung-min Pastor Chae Woo-ri

Time Present (2008) Present (2008) Present (2008)

Sex Male Male Female

Age 27 Mid-50s 29

Costume
Shirt, vest, cotton

pants
Suit Blouse, skirt

Items
Chains, sneakers,

watch
Tie, shoes, glasses Bag, shoes

Color
Beige, white,

brown
Beige, brown Ivory, lemon

Body Tall, robust Short, thin Tall, normal

Image
Smart dresser,

playful
Kind, inflexible Neat

Cast Whang-ja Mrs. Yang Chan-ju

Time Present (2008) Present (2008) Present (2008)

Sex Female Female Male

Age 16 Early-40s Late-20s

Costume T-shirt, pants Jacket, blouse, skirt Leather vest, jeans

Items
Ugg boots,

backpack

Necklace, ring,

shoes

Leather belt,

western boots

Color Yellow Red Black

Body Short, skinny Normal, chubby Normal, thin

Image Mischievous girl Greedy person B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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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duction : 2007 princess Pyung-Gang &

general Ondal

<Table 7> Musical overview

Date, location
2007. 11. 4 - 6, 2009. 12. 9 (pm 5, pm 7:30), presented six times.

KOUS theater (Bibibbab Art company)

Concept

Goguryeo king pyung-won time, Reproduce Gogyryeo from modern sense.

Stage design from Goguryeo mural image.

Realistic stage costume.

Natural sihouette like Goguryeo garment. sophisticated modern color.

Appraisal

Only opinions with the director is mediated, exchange of opinions with the lighting designer,

choreographer is not done.

After custome is completed, many parts are modifie.

Designs for reusing of costumes is demanded.

<Table 8> Stage costume production

Cast Pyung-Gang Ondal King Pyung-Won

Time Goguryeo Goguryeo Goguryeo

Class Princess General King

Sex Female Male Male

Age Late teens Late teens Late-40s

Costume Jeogori, skirt Jeogori, pants Jeogori, long vest

Items Tiara, shoes Headband, shoes Headband, shoes

Color Pink. Lemon Sky-blue, navy Gold

Body
Normal, chubby,

Rounded face
Normal, fat Tall, slim

Image Elegance, wise Naive, honest Incorruptible

Cast Dae-Myung Little Pyung-Gang Nurse

Time Goguryeo Goguryeo Goguryeo

Class General Princess Maid

Sex Male Female Female

Age Late-20s 6 Early-20s

Costume
Jeogori, pants,

Armor
Jeogori, skirt, vest Jeogori, skirt

Items Headband, shoes Shoes Shoes

Color Red Yellow-green, pink
Light-green,

greyish pink

Body Normal, thin Small, skinny Normal, thin

Image Strongness Cute, crybaby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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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duction : HOLY STEPS

<Table 9> Musical overview

Date, location
2007. 11. 29, 30 (pm 8), presented two times.

Myungsung Church World Groria Center, Underwood Hall (O.L Theater company)

Concept
Realistic play with the present age, stage design from high school.

Stage costume like everyday dress, color variation.

Appraisal

Each staff belong to the same theatre company and therefore mediation between opinions is done

smoothly. Exchange of opinions with the lighting designer is feeble.

Plays using many ready-to-wear clothes, colors are used to express intensity, various props are utilized

<Table 10> Stage costume production

Cast Dae-won Bo-young Chairman

Time Present Present Present

Sex Male Female Male

Age 18 18 Early-50s

Costume
T-shirt, vest,

jeans

Lustered top, hot

pants
Suit

Items Muffler, chains
Big bag, chain belt,

lacing boots
Muffler, tie, shoes

Color Navy, blue Purple, blue Grey

Body
Tall, robust,

handsome

Short, skinny, bright

skin

Normal, thin small

face

Image Freewheeling, dancer Pretty, rusty Nervous, strict

Cast Pastor Kim Sung-chul Min-keong

Time Present Present Present

Sex Male Male Female

Age Late-40s 18 18

Costume Cardigan, slacks T-shirt, jeans
Mini jacket, mini

skirt

Items
Briefcase, tie,

shoes

Suspenders, backpack,

hats

Tiny bag, ribbon,

boots

Color Purple, black Blue, white Pink

Body Tall, thin Normal, chubby Normal, slim

Image Funny, considerate Countrified, good boy Whimsical, cute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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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duction : GODPEOPLE GOODPEOPLE

<Table 11> Musical overview

Date, location
2006. 11. 16, 17 (pm 8), presented two times.

Myungsung Church World Groria Center, Underwood Hall (O.L Theater company)

Concept
Gloomy age after the Korean War, gloomy ash-colored stage design from the verge of a village.

Used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Western clothes, grayish tone color.

Appraisal

Each staff belong to the same theatre company and therefore mediation between opinions is done

smoothly. Exchange of opinions with the lighting designer is feeble.

Scenes where the lighting does not vitalizes the actor's face and costume occurs.

Partial rental costumes, plays using ready-to-wear clothes.

<Table 12> Stage costume production

Cast Bok-son Mr. Cho Archangel

Time 1950s 1950s 1950s

Sex Female Male Male

Age Early-20s Mid-40s Late-30s

Costume
Blouse, cardigan,

skirt
Jeogori, pants Tuxedo

Items Shoes, Shoes Shoes, scarf

Color Ivory, pink Sky-blue, beige White, ivory

Body Tall Normal, thin Tall, robust

Image
Good and

innocent girl
Warm, chatterbox Wise wizard

Cast Chul-jin Madame yang Little angel

Time 1950s 1950s 1950s

Sex Male Female Female

Age Mid-20s Late-40s Early-teens

Costume
Shirt, pants,

leather jacket
Two-piece suit

Modernized

hanbok

Items Shoes
Fur scarf,

leather belt
Fur boots

Color Brown, red Green, black Ivory

Body Short, small Normal, slim Short, small

Image Debauchee Parvenu Tiny,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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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of Case AnalysisⅣ

1. The aspect of relationship between musical

stage costume and musical productions factor

1) Musical stage costume and director

연출가는 공연을 만들어가는 예술적 작업의 총

책임자로 공연의 모든 요소들을 조합하고 통일성

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즉 공연의 틀을 만들고 작. ,

품 기획에 따른 전체적인 콘셉트를 확정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각 스텝간의 의견 조율과 화합의 역.

할 수행에는 연출가마다 차이가 있다 디자이너가.

극단에 소속된 경우 공연의 초기 제작부터 동참하,

여 연출가와의 규칙적인 회의가 지속될 수 있지만,

소속되지 않은 경우 의상디자인에 국한된 초기 회,

의만 이루어진다.

작품 는 연출가가 무대의상 콘셉트에 관해,

사진 상 공연 팸플릿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를, ,

제시하여 연출가와 무대의상 디자이너와의 아이디

어의 조율이 원활이 이루어져 의상 제작 완료 후

연출가의 의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회의.

빈도수는 공연 리허설 동안 의상의 수정과도 관련

이 있었다 디자이너가 극단에 소속된 작품. , ,

은 평균 주 회 정도 꾸준한 회의가 지속되었, 1

으나 작품 는 의상에 대한 초기 회의만 이루, ,

어졌다 회의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작품.

의 공연은 의상의 수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졌다.

사례분석 연구 결과 무대의상과 연출가의 관계,

에 있어서 연출가가 기획 의도는 물론 시각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디자이너와의 작품 콘셉트에 대

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디자이너가 극단에 소속,

되어 연출가와의 정기적인 회의가 지속되면 작품

의 완성도 및 통일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디자이.

너는 연출가와의 회의를 꾸준히 지속하려는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회의가 불가능하다,

면 무대의상 제작의 단계별 회의를 통하여 콘셉트

와 디자인에 관한 충분한 아이디어 공유와 제작 현

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Musical stage costume and set design

무대의상과 무대는 무대미술의 한 분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극의 흐름과 배우를 시각적으로 돋

보이도록 해야 한다 대체로 공연의 전반적인 콘셉.

트가 확정되고 무대 디자인이 이루어진 후 무대의

상 디자인이 이루어진다.

작품 의 무대는 중세 유럽 마을로 동화적인 콘

셉트이다 이를 위해 아동극의 특성을 나타내고 환.

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을

사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 다 또한 의상에서도.

현대적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 중세 유럽 의상의 완

벽한 재현이 아닌 고전적인 분위기의 현대적인 색

채로 디자인하 다 작품 는 고구려 시대를. ,

배경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극으로 고구려 고분 벽

화에서 갖고 온 색채의 이미지로 된 무대이다 의.

상도 고구려 의상의 형태를 차용하고 현대적인 색,

채를 이용하여 무대 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 작품 는 현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적인 극. ,

이므로 무대나 의상의 색채가 두드러지거나 화려,

하지 않았다 무대는 실제 상가와 학교 등을 재현.

한 사실적인 무대이므로 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상도 평범한 일상복에 색채로 다양한 변화를 주

었다 작품 의 경우에는 전쟁 직후 암울한 시대상.

반 이라는 작품 콘셉트에 맞추어 그레이쉬 톤으

로 의상과 무대가 디자인되었다.

무대의 규모는 작품 콘셉트와 함께 무대 의상은

물론 소품 액세서리 등에 큰 향을 미친다 작품, .

은 규모가 큰 중극장 공연이므로 관객, , ,

과 무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상의 색채가 좀,

더 화려하고 실루엣이 과장되어 시각적 인상이 분

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의상이 많았으며 액세서리,

도 크거나 과감한 스타일을 선택하 다 작품. ,

의 경우에는 무대 규모가 작은 중극장 정도로 관

객과 무대의 거리가 짧아 과장되기 보다는 자연스

러운 실루엣이 주를 이루고 액세서리 또한 사실적,

이고 과장되지 않은 스타일로 관객에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사례분석 연구 결과 무대의상과 무대와의 관계,

에 있어서 의상 디자인은 무대의 콘셉트와 무대 규

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무대 디자인의 이. ,

미지를 최대한 반 하여 의상 디자인은 무대 디자

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공연장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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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객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의상 실루엣의 규

모와 색채 및 액세서리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

이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대의상 디자이.

너와 무대 디자이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관객,

이 무대를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하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서로간의 아이디어의

공유는 보다 양질의 공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Musical stage costume and lighting

조명은 무대의상의 색채나 소재 등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 즉 조명의 종류와 색상에 따라 의상. ,

색채가 다르게 보이기도 하며 조명의 각도에 따라,

서 의상의 실루엣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명은 소재의 종류에 따라 디자인 이미지

가 달라져 보이기도 한다 즉 광택이 반사되어 퍼. ,

지는 효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의상이 실크처

럼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의상 디자이.

너는 조명과 의상과의 조화를 예측하고 의상의 소,

재와 색채를 사용하여 의도한 디자인이 표현되도

록 해야 한다.

작품 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주를 이루

어 조명에 광택이 반사되어 의상이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 다 작품 의 경우에도 고급스. ,

러움을 살릴 수 있도록 조명에 은은한 광택이 나는

공단을 사용하 다 작품 는 기성복을 주로. ,

사용하 기 때문에 조명에 의해 돋보일 수 있는 색

채를 중점적으로 사용하 다 즉 조명에 의해 채도. ,

가 낮아지지 않는 진한 색을 사용하여 색상이 돋보

이도록 하 다 작품 은 일부 장면에서 의상의 색.

상과 동일 색상의 조명이 사용되어 의상이 돋보이

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우의 얼굴까지도 제대로 구

분되지 않았다.

사례분석 연구 결과 무대의상과 조명과의 관계,

에 있어서 광택성은 물론 채도를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즉 조명에 따라 소재의 광택 정도. ,

를 차적으로 고려하고 의상 디자인에 따라 의도한1 ,

채도의 색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극단의.

공연은 대체로 연출가의 의도나 연출가와 조명 디

자이너와의 회의로 조명의 색상과 분위기가 결정되

지만 의상과 조명의 시각적 일치감과 무대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해 무대의상 디자이너와 조명 디자

이너와의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4) Musical stage costume and actor

무대의상은 배우를 극 중 역할의 사람으로 바꾸

어주는 시각적인 도구로 배우의 캐릭터를 부각시

켜줄 뿐만 아니라 배우들 간의 관계도 나타내준다.

배우의 무대의상은 극 중 역할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하며 연기에 필요한 동작의 보조 역할을 한,

다 특히 뮤지컬 의상은 안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

므로 배우의 움직임과 동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대의상은 배우의 연기 동작에.

따른 특징을 도출하고 배우의 신체적 특성을 반,

하여 신체 결점은 보완하고 캐릭터에 맞는 체형으,

로 제작되어야 한다.

작품 은 둔한 캐릭터의 특징을 반 하기 위해

과장된 실루엣을 사용하고 장난스러운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다채로운 원색을 사용하

다 특히 안무 동작이 많은 경우에는 가벼운 소재.

를 사용하고 하이웨이스트에 풍성한 스커트로 동,

작의 표현을 극대화시켰다 작품 의 경우 극. ,

중 인물들 간의 관계를 색상의 대립으로 나타내었

으며 한국 무용의 동작을 수행하기에 불편함이 없,

도록 통이 넓은 바지로 제작하 다 작품. , ,

은 대체로 기성복을 많이 사용하 는데 모두 스트,

레치성 소재 탈의가 편한 스타일을 선택하 다 배.

우의 신체적 특징을 살리고 적절한 사이즈로 제작,

하기 위해 작품 를 제외한 모든 작품은 디자이너

가 신체계측을 하고 의상 제작을 하 으며 디자이,

너가 직접 신체계측을 하지 않은 작품 공연은

리허설이 되어서야 배우에게 의상이 맞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하 다.

사례분석 연구 결과 무대의상과 배우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가 착용할 의상은 소재의 무게감과 스

트레치성 허리선의 위치 및 실루엣 등의 형태 탈, ,

착용의 여부 등 기능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배우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여 안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계측은 디.

자이너가 직접 수행하여 배우들의 외모적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고 디자인 및 패턴제작에 반 한다, .

특히 무대의상 디자이너는 안무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안무 동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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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의상을 디자인해야 한다.

2. The aspect of musical stage costume pro-

duction

1) Planning process of stage costume

무대의상 디자인의 기획 과정은 작품의 기획 시,

놉시스 결정 등장 인물의 성격과 대본 분석 제작, ,

회의 자료조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기획, .

과정에서 공연의 전반적인 콘셉트가 결정되면 작

품을 분석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인물관계도를,

파악하는 대본 분석이 이루어진다 정기적인 제작.

회의를 통해 의상 디자인의 구체적 콘셉트가 정해

진 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상 사진 자료 등의 시,

각 자료를 수집한다.

작품 의 기획 과정은 작품마다 차이, , ,

를 보 으나 약 개월에서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 3 6

었으며 이 기간 중 디자이너는 회의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 공유 및 각 분야

간에 의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품.

의 경우 디자이너는 대본 분석에서 자료조사, ,

까지의 과정만 참가하고 연출가와 의상디자인에,

대한 의견 교류만 이루어졌으며 약 한 달의 기간,

이 소요되었다 모든 작품에서 의상디자인은 연출.

가가 의도하는 작품 콘셉트 정도만 참조되었고 디,

자인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대본 분석.

과정은 작품 의 경우 디자이너와 각, , , ,

스텝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작품 의 경우, ,

디자이너가 대본을 전달 받아 단독으로 수행하

다 작품 분석과 대본 분석이 완료되면 의상 리스.

트가 작성되고 의상 제작 견적이 확정되므로 철저,

한 대본 분석 과정이 중요하 다 각 분야별 스텝.

과의 회의는 작품 은 주 회 정도 작품2 , , ,

의 경우 주 회 정도 작품 의 경우 거의 이1 , ,

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작품 에서는 의상. ,

제작 과정 중 중간 검점 배역 의상 테스트 등의 검,

토가 이루어졌다 자료 조사 단계는 각 작품의 배.

경이 되는 상 사진 자료 등의 시각 자료를 수집,

하고 작품 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작, ,

품인 경우 서적 및 박물관 유적 등의 고증자료를

참고하 으며 작품 과 같이 원작이 있는 작, ,

품의 경우 원작을 참고하 다 그러나 소규모 극단.

의 공연 제작 기간이 특히 짧으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증 자료를 참고하여 의상을 디.

자인하는 경우에도 뮤지컬의 오락적 기능과 배우

들이 연기를 하기에 편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공연

의상의 특징으로 고증의 완벽한 재현에는 어려움

이 있다(Pong, & Lee, 2000).

사례분석 연구 결과 무대의상의 기획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작품 기획과정부터 참여하여 각 분야

와의 의견 교류 및 아이디어 공유를 한다 대본 분.

석은 각 스텝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며 디자이너,

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의상 초.

안이 정해지고 의상 제작 견적이 확정되는 단계이

므로 중요하다 제작 회의 중 디자이너는 각 스텝.

과의 아이디어의 교류와 중간 점검이 가능하므로

참석하도록 한다 짧은 제작 기간은 다양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나 완성도 높고 차별화 된,

디자인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자료조사

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Process of stage costume production

무대의상 제작 과정에서 뮤지컬 의상의 특수성

을 반 한 색상 소재 실루엣을 사용하여 디자인하, ,

고 패턴 제작 봉제 과정을 거쳐 의상을 완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무대 의상 제작 과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현대극에서는 의상 제작 기간이 짧은 경우,

기성복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상을 리폼하

여 사용하기도 하며 의상 제작 비용이 적게 책정,

된 시대극의 경우에는 임차의상을 사용하기도 한

다 뮤지컬 의상은 연출 의도와 작품의 콘셉트를.

반 하고 무대 규모와 색채에 맞추어 디자인을 전,

개한다 또한 극의 배경과 조화를 이루며 배우 캐.

릭터를 드러내도록 디자인한다 소품 제작은 배우.

들이 몸에 걸치는 일종의 액세서리로 의상 디자인

과 조화를 이루며 배우의 움직임이나 동선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작품의 시대적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품

의 의상은 코트 드레스에서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

도록 실루엣의 특징을 중요시 하 고 천사의 역할,

을 암시하기 위해 날개를 강조한 실루엣이 되도록

하 다 모든 작품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많아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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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체가 빈번하므로 전반적으로 여밈 등의 디테,

일로 의상의 탈착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성과 편

리성이 고려되었다 색채는 캐릭터를 반 한 인물관.

계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작품 에서는 고구려. ,

군사와 신라 군사는 그린과 레드의 색채로 작품

에서는 이사장과 목사의 대립관계를 무채색과 유채

색의 대비로 표현하 다 작품 과 같이 기성복. ,

과 임차의상을 이용할 경우 콘셉트와의 일치성을 표

현하기 위하여 색채를 가장 많이 고려하 다 또한.

소재는 배우 동작에 향을 주므로 배우의 신체에

불편함이 없는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고 극의 분위,

기에 어울리는 실루엣을 살리거나 캐릭터의 신분이

나 지위를 나타내는 소재를 사용하 다 작품. , ,

의 의상은 대체로 스트레치성 소재를 사용하,

으며 스트레치성이 없는 소재의 경우에도 움직임,

이나 춤을 추기에 불편함이 없는 형태의 의상으로

디자인하 다 또한 작품 에서 댄서의 의상은 안. ,

무를 위한 의상은 안무 동작의 표현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 쉬폰 등과 같이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

다 작품 에서는 모두 스트레치성이 있는 소재. ,

의 의상을 리폼하여 사용하 다 이는 소재의 무게.

감을 줄여 주어 배우들이 춤을 출 때에 동작이 용이

하도록 하 다 디자이너의 창작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허용되었으며 작품 는 연출가의 개입이나,

회의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공연으로 디자

이너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 된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작품 는 작품 를 재창작한 극이므로.

디자이너는 작품 의 의상과 달리 새로운 의상디자

인을 시도하려 했으나 연출가의 의도로 기존의 의,

상과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졌다 소품 제작에서.

작품 앙상블 배우들은 소품에 제작비를 투자하

여 모자 헤어 액세서리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었,

다 작품 의 배우 머리장식이나 작은 액세. , ,

서리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고전적인 스

타일의 형태로 제작하 으나 다른 공연들의 소품,

은 예산의 문제로 현대극임을 고려한 정도에서 극

단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재활용하거나 디자이너의

소장품을 코디하는 형식으로 활용되었다.

사례분석 연구결과 무대의상의 제작 과정에서,

무대의상은 의도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되도록 캐

릭터의 성격과 시대를 암시하는 실루엣 인물관계,

도를 나타내는 색채 그리고 배우의 안무 및 연기에

편안한 소재의 사용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

켜줄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 과정에서 소규모 극.

단의 창작 뮤지컬은 해외 라이선스 공연에 비해 규

칙적이고 정기적인 회의의 부재 연출가의 개입 정,

도 등과 같은 작업 환경의 차이로 창작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의상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 충분히 반 될 수 있다.

또한 리폼이나 재활용 의상의 활용능력도 중요하

며 의상에 비해 적은 제작비를 들여 작품이 의도,

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소품 제작은 저 예산 공연에서는 기여하는 역

할이 크므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3. The aspect of production environment

1) Production period, budget, place and per-

formance period

유명 작품 제작 기간을 살펴보면 년 빌리2010 ‘

엘리어트 는 년 년 라디오 스타 는 년’ 3 , 2009 ‘ ’ 2 , 2007

년 댄싱 섀도우 공연은 무려 년의 제작기간이 소‘ ’ 7

요되었다 대형 창작 뮤지컬 제작기간은 대체로. 2

년 이상의 제작기간이 소요된다(Park, 2008; "2010

Musical 'Radio Star'", 2010; "2010 Musical Adieu!",

2010).

작품 에 나타난 뮤지컬의 작, , , , ,

품 제작 기간은 개월에서 년 정도가 소요되었으6 1

며 작품 제작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공연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의상 디자인의 제작.

기간은 물론 각 스텝 간의 제작 회의의 빈도수가

작품 완성도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작품에 따.

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대,

체로 개월에서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1 2 .

서 타임테이블을 구성하여 짧은 제작 기간을 숙지

하고 무대의상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소규모 극단의 중소형 창작 뮤지컬은 대체,

로 극단의 자본이 넉넉한 상태에서 공연이 제작되

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스폰서와의 연계도 어

렵기 때문에 예산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

제한된 예산은 의상 제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공연 전반에 향을 미치는 제작 환경이다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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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는 연출가 안무가 의상 디자이너 무대 디, , ,

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등 각 분야 간의 규칙적이,

고 주기적인 회의 소집과 의견 교류에 어려움이 있,

었다 또한 각 분야 스텝의 전문성에 차이를 보여.

일부 분야의 스텝은 전문성이 낮은 인력으로 공연

이 제작되기도 하며 미술감독 기술 감독 등과 같, ,

이 세분화된 전문 스텝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

예산에 맞춘 의상 디자인 방법으로 주요 배역 의상

제작에 예산의 비중을 높이고 앙상블 의상은 기존,

에 극단이 보유하고 있던 의상을 활용하고 실크류

소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저렴한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 으며 의상의 재활용을 위해 수정이 가, 능

하도록 디자인하 다 작품 공연은 다른. , 작품

들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예산으로 무대의상을 제

작하여 봉제는 하청을 주고 제작기간을 줄일 수 있

었다 작품 은 디자이너가 직접 봉제. , , ,

를 수행하므로 제작비를 절감하 다 디자이너가.

직접 봉제를 수행하면 의상 제작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중간 디테일에 대한 보강과 수정이,

가능하다.

제작 측면에서 무대 의상에 향을 미치는 또 하

나의 요소는 공연 장소로 이는 대체로 작품 기획,

시기에 주최 측에서 작품의 예산과 콘셉트에 맞게

극장의 규모가 결정되었다 의상 디자인은 공연장.

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향을 받지만 사례분석,

작품은 모두 가장 보편화된 극장인 프로시니엄 극

장 이므로 특별히 고려될 사항은 없었(Shin, 2000)

다 그러나 공연장의 시설에 따라 의상의 디테일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드레스 룸의 위.

치나 시설에 따라 배우의 의상 탈착용의 시간과 동

선이 달라지므로 공연 전 공연장의 시설은 의상 디

자인의 고려 대상이 되었다 장소와 더불어 공연.

기간도 의상 디자인에 향을 미쳐 장기간 공연된

작품 에서는 디테일 부분까지도 세밀한 마무,

리하 고 세탁 시 형태나 색상이 변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 다 단기간 공연된 작품. , , ,

에서는 세밀한 마무리가 고려되지 않았다.

사례분석 연구 결과 뮤지컬 제작 기간은 의상,

제작 기간 제작 회의의 빈도수 작품의 완성도에, ,

향을 미친다 예산은 무대의상을 디자인할 때 제.

작 환경의 측면에서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소로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의 스텝이 모여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제작회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저예산에 맞추기 위.

해 무대의상 디자이너는 주요 배역 의상만 제작하

거나 기존 의상의 활용 봉제는 하청 제작 대신 디, ,

자이너가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장소는 의상 디자.

인의 고려 대상이며 공연기간에 따라 내구성을 고,

려한 마무리가 요구된다.

2) Rehearsal and performance

리허설은 보통 드레스 리허설과 테크니컬 리허

설로 이루어지며 테크니컬 리허설은 조명 큐 장면, ,

전환 등 퇴장 체크 등 무대의 모든 요소들을 점검,

하기 위한 리허설이며 드레스 리허설은 모든 배우,

들이 실제 공연과 마찬가지로 모두 갖추어진 무대

위에서 모든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고 연기하는 연

습이다 리허설 전에는 무대 위에서(Thomas, 2007).

배우가 나와 연기하는 장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레스 리허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사례분석 연구 결과 드레스 리허설 기간에는 의,

상이 배우에 몸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혹은 동선,

안무에 적합한지 또는 의상이 극에 어울리는지 혹

은 조명과 의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현장

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즉 무대 위 배우들 간의 의. ,

상 밸런스를 점검하거나 혹은 조명 아래에서도 색

채가 잘 드러나는지 혹은 다수의 배우가 나오는 장

면에서 서로 간의 의상 색채와 실루엣의 조화는 이

루어지는지에 관해 계속적으로 점검이 요구된다.

그 뿐 아니라 리허설 동안 배우들이 직접 의상을

착용하고 불편한 점이나 연기 시 파손되는 의상에

대해서는 보수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연출부의 요.

구에 따라 의상이 추가 제작되거나 디테일이 추가

되기도 한다 사례분석 작품의 드레스 리허설 기간.

은 대체로 짧은 편으로 이 기간에 의상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안무 동작에 따라 예기

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의상이 부분적으로 수정

되기도 한다 그 밖에 공연 중의 의상 사고에 대비.

하여 간단한 재봉용구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첫 공연을 마치면 연기에 불편한 소품이나 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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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의상과 분장의 조화도 매.

우 중요하며 분장 디자이너는 의상에 맞추어 분장,

의 콘셉트를 정하고 극장의 규모에 따라 관객에게,

배우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분장의 강도가 달리한

다 드레스 리허설 동안 각 분야가 유기적인 관계.

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공연을 만들어 간다면 공연

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Storage and assurance of stage costume

소규모 극단의 공연의 경우 무대 의상의 보관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재공연.

시 의상의 재활용에도 향을 미치며 이는 예산,

절감이라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관.

이 잘 이루어진 의상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재공연

시 동일한 의상을 여러 차례 제작해야 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사례분석 연구결과 연구자가 참여한 공연은 대,

체로 소규모 극단의 창작공연이 주를 이루었으므

로 보관이 잘 된 의상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다음 공연에 재활용된다 의상의 보관 수준은.

각 극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자가 소속된,

극단 의상은 인력 예산의 문제로 철저한, 사후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해 보존,

된 일부 의상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품.

공연을 주최한 극단의 경우에는 사무실 한편,

을 의상 보관실로 분리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 보관된 의상을 수정하여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작의상을 임대.

하여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의상의 재활용과 임.

대는 예산 절감과 이익 창출이라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초기 의상을 디자인할 때에 보관과 관

리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ConclusionⅤ

본 연구는 국내 소규모 극단에서 제작되는 중소

형 창작 뮤지컬 의상제작의 실제와 의상 디자이너

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으로 기획 단계부터 보관 및

관리까지의 의상제작 과정의 실태를 뮤지컬 제작

요소와 관계적 측면 의상 디자인적 측면 제작 환, ,

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뮤지컬 제작 요소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

면 무대의상 디자이너는 여러 분야의 스텝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회의를 통

한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연출가의.

기획의도 연출의도 작품 콘셉트를 정확히 파악하, ,

고 의상 디자인이 무대 미술의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작품 전체의 콘셉트를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연장의 규모와 무대 디자인은 의상의.

실루엣과 색채에 향을 미치므로 무대 디자이너

와의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의도한 의상,

의 색채를 보여주기 위해 조명 디자이너와의 의견

교류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의.

동작 및 춤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위

해 안무가와의 적극적인 의견 교류는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뮤지컬 의상 디자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대,

의상 기획 과정 단계에서는 작품의 기획과 시놉시

스를 통해 디자인 콘셉트가 결정된다 대략 개월. 3

에서 개월이 소요되는 전체 작품 제작 기간 중 의6

상 디자인 제작 기간은 약 개월에서 개월의 기간1 2

이 소요되지만 무대 의상 디자이너는 콘셉트를 부,

각시키기 위한 차별화 된 의상 디자인을 위해 심도

있는 자료조사의 과정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

다 뿐만 아니라 의상 제작에 대한 중간 점검은 물.

론 배역 의상의 테스트 등과 같은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대 의상의 제작 단계에서는 정.

확한 신체계측을 통해 배우의 신체적 특징을 반

하고 무대 규모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일반적으, .

로 실루엣은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지만 뮤지컬 의,

상 디자인에서 동작의 극대화를 표현하는 형태 및

동작의 용이성과 탈착용을 고려한 기능성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인물관계도 및 배우 무대 조명과. , ,

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 배우의 안무와 동작을 위,

한 경량감 및 스트레치성을 고려한 소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또한 의상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다. ,

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제작 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은 공연 제,

작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즉 작품 제작 기간. , ,

의상 제작 기간과 전문화 된 스텝의 구성에 향을

미쳐 전반적인 제반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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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연 장소 공연장의 시설 그리고 공연 기간, ,

은 무대의상 디자인에 향을 미치며 의상의 보관,

과 관리 상태에 따라 의상의 재활용과 임대가 가능

하므로 예산 절감과 이익 창출을 위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부분이다 뮤지컬은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

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공연예술이므로 소규모,

극단의 중소형 창작 뮤지컬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

분한 제작기간 각 분야 스텝의 전문성 향상이 필,

수적이다 소규모 극단의 창작 뮤지컬의 경우 대형.

기획사가 제작하는 대형 공연에 비해 짧은 제작기

간 저예산의 공연이 주를 이루므로 무대의상 디자,

이너는 이에 대처하여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중소형 창

작 뮤지컬의 의상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공연의 각 분야 스텝과의 회의에. ,

적극 참여하여 공연의 전문성과 작품의 시각적 완

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비록 소규모 극단의.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연출가 안무가, , ,

조명 디자이너 등 의상 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분

야의 스텝들과의 의견 교류가 간과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한다 둘째 중소형 창작 뮤지컬 공연은 대. ,

형 라이선스 공연보다 창작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상 디자인을 하

도록 한다 즉 모든 스텝과의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등의 소규모 극단 중소형 창

작 뮤지컬의 작업환경을 역이용하여 연출가의 의

도 작품 콘셉트를 참고하되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

적인 디자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또한 리폼이. ,

나 임차 의상의 사용에도 소재와 색채 감각에 중점

을 둔 감각적인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중소. ,

형 창작 뮤지컬 공연의 의상 디자이너는 저예산과

짧은 제작 기간이 주어지므로 저예산에 따른 의상

디자인 제작을 다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작 기간의 체계적 관리 능력과 공연 시 돌발 상

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소규모 극단에서 이루어진 중소

형 창작 뮤지컬 공연을 사례 분석한 연구이기에 이

를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작품이 대중들에.

게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순수한 창작 공연이 아,

닌 유명 작품을 일부 각색한 공연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일부 작품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 리 공연의 특수성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

구는 실증적인 뮤지컬 의상에 제작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 분야에서 무대 의상 디자이너의 역할

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무대의상 제작에 도움을 주

며 나아가 다양한 중소형 창작 뮤지컬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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