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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performing arts is to efficiently communicate the themes and meanings which

performances contain under limited time and place to the audience. Stage design should visually express play

writer’s scripts and director’s interpretations of works, amid limitations. Although it is mostly designed

metaphorically, in many cases, it is used only as a tool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performances but fails to

effectively convey the true message of scenes to spectators. On the other hand, Bob Crowley has been

recognized for his own design presentation skills to win ‘Best Scenic Design of a Musical’ of Tony Awards for six

times and still exerts great influence on the musical and performing arts fields as a set designer. This study

analyzes his reading of scripts and visual metaphor expressions, focusing on the musical, ‘Aida’ where the skills

are mostly notable. To that end, we studied the concept of stage arts and theory of visual metaphoric expression

to derive the features of his own technique in visual metaphor. Then, the features were applied to each scene of

‘Aida’ to see how they are displayed 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Bob Crowley not only describes the

background on stage, but also visualizes characters’ personality and emotions in scenes. Such method of his

expression is a proof to enhanced performance level by maximizing the atmosphere. Considering that a stage

design should be based on the capacity of a designer to reinterpret the space with renewed viewpoints, visual

metaphoric expression can serve as an effective tool to deliver clear messages to the audience under limited

time and space, which is open to various methods of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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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연예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인간의 행위와 언어를 통해 무대공간속에 표현하는

시·청각적인 예술이며 작품의 주제와 의미들을 관객에게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대디자이너는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공연시간과 극장

공간이라는 제한된 시·공간 안에 극작가의 대본과 연출가의

작품 해석을 시각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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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논문임.

과거의 무대디자인은 극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공간으

로서 사실적 재현성에 치중하여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주목했다면, 현재의 디자인은 작품의 주제와 연출의

의도까지 시각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의

무대디자인은 상징적이고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은유

적 표현을 통한 디자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대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세트들은 여전히 배경

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 장면이 갖고 있는 의미를 관객에

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상징

적 의미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고정된 이미지로 나타나거

나 단순 상징성 의미부여에 치중하여 오히려 작품의 주제

에서 벗어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무대디자이너는 생활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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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무대 안에 시각적인 은유를 부여

하고, 공연을 통해 작품의 의도가 전달되도록 뒷받침이

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 무대가 배경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닌 극 자체의 흐름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제는

시·공간을 설명하기에 앞서 디자이너의 장면 연출을 통해

극 전체의 전개를 풀어내는 것이 무대디자이너의 가장 중

요한 목적이다. 밥 크로울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각적 은유 표현을 통해 효과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관객들과 공연예술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디자이너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대디자인의 은유적 표현연출

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

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은유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디자인 방법이 공연에 미치는 특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범위는 토니 어워즈

(Tony Awards)1)에서 최우수 무대디자인 상을 여섯 번이

나 수상했던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은

유적 표현을 분석하여 그 자신만의 극을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대디자인과 시각적 은유 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찾고 밥 크로

울리와 그의 무대디자인 특징을 조사하여 무대디자인에서

은유적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둘째, 밥 크

로울리의 작품 중 그의 시각적 은유 표현이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난 뮤지컬 ‘아이다’를 중심으로 작품분석과 장면

분석을 통해 밥 크로울리만의 장면 연출 특성을 도출한

다. 세째, 분류된 분석들을 바탕으로 그의 은유적 표현이

공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끝으로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은유 표현 방법을 도출

하여 질 좋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무대디자인 방법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무대디자인의 개념

(1) 시닉디자인(Scenic Design)

근대적인 의미에서 무대디자인은 무대 장치 디자인, 즉 배

경을 만든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무대디자인의 영

역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무대장치를 구성하는 역할 외에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인 요소의 ‘상황을

1) 토니 상(Tony Awards, 1947〜):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견줄 만한 상

으로 ‘연극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부르며, 한 작품을 장기 흥행하는

미국 흥행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은 스트레이트 플레이

(연극 부문)와 뮤지컬 플레이(뮤지컬 부문)로 나누어, 각각 작품상ㆍ

남녀배우상ㆍ연출상 등 모두 21개 부문에 대하여 상을 수여한다.

디자인 한다’라는 총체적인 개념을 요구한다.2) 때문에 무대 디

자이너를 시닉디자이너(Scenic Designer)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무대 디자인의 개념을 ‘시닉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상

황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세트디자인’이나 ‘스테이지

디자인’은 무대장치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

닉디자이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장면이 전환되는 흐름을

제시해 주며 극 자체의 주제와 의미는 물론 장면의 분위

기를 디자인 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닉디자인에서는 작품의 예술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장면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극의 공간적인 정보를 전달

함과 동시에 공간 상상력을 통한 감성을 만들어준다. 때

문에 공연 공간에서는 관객이 감지할 수 있는 움직임, 소

리, 색, 질감, 부피나 크기와 같은 시·청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상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동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무대디자인은

시닉디자인으로서의 개념을 포함한 무대디자인을 말한다.

(2) 무대디자인 기본구상

무대는 공연이 시작하기 전부터 관객들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 때문에 무대 디자인은 공연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한 작품의 성격을 직접적이거나 암

시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무대디자인은 우리의 감각 중

에서 시각에 집중적으로 호소하는 매체이다.

극작가가 자신의 예술세계를 글로 구성한다면, 연출가

는 해석을 통해 드러내며, 무대 디자이너는 무형의 공간

에서 시각화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무대디자인은 배우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극작가와 연출가의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이미지를

구체화 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실제화 하는 작업이다.4)

<그림 1> 무대디자인의 기본과정

<그림 1>과 같이 무대디자인의 기본적 구상은 극작가

의 대본을 통해 이루어지고 연출가와의 시각적 해석을 통

해 이루어진다. 셰익스피어 극단의 연출가이며, 현재는 파

리에 있는 국제연극 연구소의 대표인 피러 브룩(Peter

Brook, 1925〜)은 “극장이라는 표현공간 속에서 공연을

할 때 중요한 관계는 배우와 관객, 작품의 주제이며, 연습

과 리허설의 단계에서는 배우와 주제, 연출가, 그리고 공

연을 창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관계는 연출가와 작품의 주제 그리고, 디자이너다.”

2) 윤정섭,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부키, 2005, p.148

3) 김종원,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

구,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 17호, 2007, p.78

4) 김중효, 무대 위의 상상, 예전사, 2002,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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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했다.5) 다시 말해 디자이너의 역할이 배경의 장

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연출과 함께 주제를 파악하여 작품

의 전체적인 흐름과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metaphor:

은유)를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3) 무대디자인 진행과정

무대디자인의 진행과정은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출가와 무대디자이너의 협의에 의하여 효과적인 장치제

작을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6)

① 작품분석

대본에 따른 작품 분석 및 디자인상의 요소로 역사와

문화적 배경, 시간과 장소, 주제, 사건 등을 분석한다.

② 자료수집 및 무대디자인 검토

공연이 이루어질 극장 공간을 분석하고 아이디어 스케

치와 시각적 이미지들을 이용해 디자인을 구체화한다.

③ 무대디자인의 공간 표현

무대 디자인 설정에 따른 공간 표현은 평면 계획과 제

작도면에 의해 공연극장 및 공연작품과 동일한 스케일의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그것에 극의 진행을 시뮬레이션 하

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제 공연무대에 적용한다.

<그림 2> 무대디자인 프로세스

(4) 장면연출 구성

장면 연출은 무대디자인 진행 안에 구성 되어야 한다.

장면 안에는 극이 전개될 때 작품의 구성과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무대디자이너는 이에 따라 장면의 형태,

구성, 색채, 분위기의 시각적 표현으로 장면을 연출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장면의 배경표현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극의 전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도 있으

며 사건에 따라 인물의 감정변화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그림 3> 장면 연출 구성단계

5) Peter Brook, The Empty Space, 김선 역, 청하, 1989, p.155

6) 최철주, 무대디자인, 미진사, 1997, p.38

2.2. 무대디자인과 시각적 은유표현의 상관관계

(1) 기호학에서의 은유의 개념

기호란 인간의 의지, 감정, 지식을 어떤 물리현상을 통

하여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형식으로, 기호로 나타

나기 위해서는 그 기호가 되기 위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상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따라 사고를 일으키게

되며 그러한 사고는 심리적 연상 작용을 통하여 상징으로

나타나며,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기호이다.7) 은유의 개념

은 이러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은유를

퍼스의 기호해석 틀에 적용하여 보면 대상체(내용물), 기

호체(외형), 해석체(의미해석과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즉, 은유적 표현법은 대상물의 외형적 요소와 의미적 요

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8)

은유적 표현 직유적 표현

나무는 노인이다. 나무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사전은 금광이다. 사전은 무궁무진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귀중한 보고서다.

<표 1> 은유적 표현

이처럼 은유의 핵심은 어떤 하나의 사물을 다른 종류

의 사물의 견지에서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이다.9) 그래서

은유는 두 가지 ‘사물’ 즉 ‘축어적’인 은유대상과 ‘비유적’

인 은유도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두 개체의 결합은 형식

적이든 내용적이든 어떤 유사성에 기초하며, 이러한 유사

성이 인간의 식역기준을 넘어서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

지 못한다. 은유는 우선 인지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그리

고 언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각적 차원으로까지 확

장될 수 있다.10)

(2) 시각적 은유의 개념

시각적 은유는 개념적 은유가 시각적 의사소통의 수단

속에 실현된 것을 말한다. 이때 은유는 각각의 이미지가

가진 개념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주기도 하고, 하나의

이미지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하기도 하는 풍부한 시

각언어 창조의 도구적 역할을 맡는다.11)

다시 말해 시각적 은유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메시지와 감정을 하나의 함축적 이미지로 전달한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단 하나의 부합되

는 함축적인 시각 기호로 대치하여 독창적이고 신선한 표

현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각

적 은유의 표현은 미적 기능면에서 언어적 은유보다 훨씬

7) 김상국, 현대 주거건축에서 기호론으로 본 상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원 석사논문, 2009, p.8

8) 김규철, 인쇄광고의 시각적 은유수준별 광고효과 연구, 기초조형학

회연구 Vol.5, 2002, p.360

9) 이창기, 시각적 은유 표현유형과 관여도에 따른 광고효과, 중앙대학

교 석사논문, 2010, p.8

10) 김정혜, 상상적 사고에 미치는 은유 효과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p.12

11) 원명옥, 시각적 은유의 특성, 언어과학 Vol.7, 2000,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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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밥 크로울리

(Bob Crowley, 1955〜)

Cork, IRELAND

시각적 은유 표현 효과 표현 방법 표현 특성

함축적

의미

- 표현하기 어려운 메시지와 감정을

하나의 이미지로 함축시킬 수 있음.

- 함축적인 시각 기호로 대치하여

독창적 이미지로 재창조가 가능함.

- 직접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

-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배경
다양성

독창성

구성

상징성

서사성

의미

전달

- 수용자들의 능동적인 개입을 유도함.

- 환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수용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킴.

- 대상의 속성이나 사실의 핵심을 시각적

으로 명확하고 생생하게 제공하여 오래

기억되게 함.

분위기
환상성

변화성

관객과의

소통

상호작용

반응성

<표 2> 무대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은유 표현의 특성

직접적이고 강렬한 은유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 언어가 문맥에 따라 함축적 의미를 품듯

이 이미지도 제한적인 언어로만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벗

어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은유는

보는 이로 하여금 표면상의 이미지에서 텍스트나 배경지

식과 같은 맥락을 통해 숨겨진 의미를 유추해 내도록 유

도하는 속성으로 인해 정보해석의 다양성과 적극성을 유

도한다. 언어적 은유가 인과와 유추를 통해 또는 앞뒤 전

후관계로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반면, 시각적 은유는 구

문상의 속성이 결여되어 주어진 이미지의 의미를 애매모

호하게 하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수용자들의 능동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

고 개별적인 해석 속에 자신의 창작이라 할 만한 의미의

뉘앙스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2) 그리고 시각적

은유는 보다 환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수용

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어떤 대상의 속성이나

사실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포착하여 명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오래 기억되게 한다.

(3) 무대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시각적 은유 표현

공연 작품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행위는 작품과 관객

사이의 소통이며, 그 소통은 의미 생성과 의미전달, 의미

해석 작용이 기본이 된다.13)

<표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시각적 은유 표현은

함축적 의미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대디자인에서

의미들을 표현 하는 방법으로는 작품의 배경 구성과 분위

기를 통한 관객과의 소통이 중점이 된다. 또한 이러한 시

각적 은유 표현은 미적기능, 경제적 기능, 창조적 기능의

세 가지기능을 가진다. 첫째, 미적 기능으로서 은유로 표

현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새롭게 느껴

지게 한다. 둘째, 은유를 통해 간단하고 쉽게 의미를 함축

해서 전달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

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이 있다. 셋째로 이미지와 이미

12) 백지연, 은유의 방법을 적용한 미술 수업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

사논문, 2009, p.25

13) 정지안, 기호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무대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논문, 1998, p.7

지의 대치와 조합 등을 통한 은유는 특히 시각언어에 있

어서 중요한 의미창조의 도구이다.14) 이 세 가지 기능들

은 인류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은유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2.3.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 특징

(1) 밥 크로울리(Bob Crowley)

밥 크로울리는 아일랜드의 Cork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으며, Royal

Shakespeare Company, The Royal

National Theater 의 회원이고 무대&

의상디자이너이다.15) 그가 처음 무대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

린 시절 가족들과 아마추어 드라마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니던 중 아일랜

드 투어공연 중이었던 <올리버>라는

공연을 보고 나서 부터였다. 그와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무대디자이너 션 케니(Sean Kenny)가 디자인 한 <올리

버>의 무대는 모든 장치를 없애고, 극장의 벽과 조명 장

치를 드러낸 독특한 형태였다. 배우가 꿈이었던 그는 그

이후부터 무대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무대디자

인과 의상디자인을 함께 작업하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

다.16) 그가 의상과 무대를 모두 디자인 작업을 하는 이유

는 영국의 연극 학교에서, 두 가지를 함께 작업하는 교육

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대디자인과 의상디자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작품의 통일성을 주고 대담한 표현방

식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변화와 디자이너분석

19세기 말 공연예술은 프랑스의 연출가 안토닌 아르토

(Antonin Artau, 1896〜1948) 이후 가능한 모든 매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대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소리와

형태를 위주로 한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데에 주력을 기울

이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여주기 위해 사실의 장소를

재현하기에만 급급하던 무대도 직선과 곡선 그리고 다양

한 종류의 색과 빛을 사용하여 단순히 장소의 재현을 넘

어 무대 그 자체로 시각적인 의미와 대사를 전달하려는

14) 김규철, op. cit., p.25

15) 밥 크로울리는 런던 국립극장을 비롯해 Almeida, Donmar, RSC,

Royal Opera House 등에서 ‘Mery Poppins’ London Evening

Standard Award를 비롯하여 50개 이상의 작품에 디자인 작업을 하

였다. 뉴욕 링컨 센터와의 작업으로는 ‘The Coast of Utopia’ 토니

상, ‘Carousel’ 토니상, ‘Hapgood’, ‘The Invention Of Love’ 토니상

노미네이트, 드라마 데스크상, ‘Twelfth Night’ 토니상 노미네이트등

이 있으며, The Public Theatre의 ‘The Seagull’이 있다. 브로드웨이

작품으로는 ‘The Capeman’ 토니상 노미네이트, ‘The Iceman

Cometh’ 토니상 노미네이트, ‘Sweet Smeel of Success’ 엘튼존 팀

라이스의 ‘AIDA’ 토니상, ‘The History Boys’ 토니상, ‘Mary

Poppins’ 토니상, 드라마 데스크상등이 있다. 또한‘Tarzan’의 브로드

웨이, 네덜란드, 독일 공연의 연출과 디자인 작업을 했다.

16) 김유리, 더 뮤지컬 통권 제90호, 2011.0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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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뮤지컬

‘메리포핀스’ 무대 모형

<그림 6> 뮤지컬 ‘타잔’

시도가 유럽의 리하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로 부

터 시작하여 아돌프 아피아( Adolph Appia)와 고든 크래

이그(Gordon Craig)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유

럽과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을 받은 보리스 아론

슨에 의해 뉴욕에서 시도되었다.17) 현재 브로드웨이와 웨

스트엔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 하고 있는 무대디자

이너로 보리스 아론슨, 유진 리, 존 내피어, 밥 크로울리

가 있다. 이들 모두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무대디자인상

을 여러 번 수상하여 자신들만의 디자인표현능력을 인정

받아 왔고, 자연주의 방식의 디자인을 탈피하고 자신들만

의 표현방식을 통해 현재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디자인

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다.

디자이너 작품 디자인 특징

보리스 아론슨

(Boris Aronson)

뮤지컬 ‘캬바레’
컨셉트 뮤지컬

자연주의 방식이 아닌 구조주의 방식

의 디자인을 강조함.

상징주의와 구조주의를 결합.

유진 리

(Eugene Lee)

뮤지컬 ‘위키드’
동화적인 스펙터클

화려하고 상징적인 무대장치.

현란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동화적

상상력. 세트의 디테일에 중점을 둠.

존 내피어

(John Napier)

뮤지컬 ‘캣츠’

전통을 기반 한 장중한 화려함

전통적인 사실적 표현을 중점으로 화

려하여 정교한 디테일을 구성함.

밥 크로울리

(Bob Crowley)

뮤지컬 ‘아이다’
강렬한 색채와 효과적 장면표현

공간의 새로운 재해석과 강렬한 색채.

단조로운 선과 면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무대를 구성함. 장면 전환을 중시함.

<표 3> 밥 크로울리와 동시대 무대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징

보리스 아론슨은 20세기 초반 사실주의 표현에 치중하

던 미국의 무대미술에 ‘극적 환상’을 부여한 상징적인 무

대를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다. 그는 다원적인

공간으로 무대를 대치시켜 수직선과 사선의 다차원적인

요소를 전달하기에 주력 하였고 이것은 공간 속에서의 입

체적이고 동적인 요소를 공간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움직이

는 입체적 빛이 요소가 된 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건축물이

무대공간의 중심을 형성하게 하였다. 유진 리 역시 사실

적인 무대보다 상징적인 무대를 선호하며 무대의 웅장함

과 과장된 표현들로 인해 장황한 광경과 동화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무대를 표현해왔다. 존 내피어는 사실적 배경에

충실함을 기반으로 하여 상징적 요소들을 매치시키고 세

트의 디테일을 중시하는 무대를 선호한다. 밥 크로울리의

무대는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사실적 이미지를 은유적

으로 표현하여 강렬한 색채와 장면의 흐름 변화를 중점으

로 표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7) 권용, 보리스 아론슨의 무대디자인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Vol.11,

2005, p.367

(3) 밥 크로울리의 디자인 특징

밥 크로울리의 작품들은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

예술에 다양한 영감을 주는 무대를 선보여 왔고 효과적인

장면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작품의 디자인을 시작 할 때 명확한 주제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면 안에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고 무대 안에 시각적 은유로 표현한다.

그의 디자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징은 과장된

형태, 과감한 색채 그리고 장면 전환 연출이다.

① 과장된 형태 표현

<그림 5>는 밥 크로울리가 디

자인 한 뮤지컬 ‘메리포핀스’의 무

대이다. ‘메리포핀스’의 디자인 컨

셉은 ‘인형의 집’이였다. 극장을 가

득 채우는 과감한 구성은 무대와

배우의 크기가 비교되면서 ‘인형의

집’ 개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준

다. 그의 무대디자인은 배우가 무대에 서 있을 때 그 의

미가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② 과감한 색채 표현

<그림 6>은 뮤지컬 ‘타잔’이다. 무

대 전체에 초록색 로프를 매달아 정

글을 표현하고 배우들이 그 줄을 타

고 날아다닐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색채 표현은 그의 디자인에서 배경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조명의 도움을 받아 장면의 분위기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 이 작품 역시 배우가 무대에 존재할 때 정글

의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장면 전환 연출

  전환 전 전환 후

<그림 7> ‘팝 업’ 형태의 전환

<그림 7> 뮤지컬 ‘메리포핀스’는 인형의 집 이미지와

‘팝 업’형태의 장치전환 구조가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

의도이다. 세트가 거대한 입체 카드가 돌려져 펼쳐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인형의 집을 연상시키게 하고 동화 같은

작품의 배경을 장치전환을 이용해 마법이 이루어지는 상

징적 의미로 관객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의

공통점은 모두 배우가 존재해야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1호 통권96호 _ 2013.0260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

오

프

닝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표현

특성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사건의 시작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장면

시각적 효과의 변화를 이용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어떠한 감정

이 생겨남. 면을 분할하는 표현을 이용해 셔터의 이미지를 사용함.
공간 현대의 이집트 박물관.

주요

사건

오프닝 막과 오프닝 전환을 통해 작

품의 내용을 암시.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1

~

#2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

표현

특성

박물관의 뒷배경을 태양의 신 호루스의 눈으로 구성해 눈이 떠짐으로

서 마치 과거이 이야기가 깨어나는 것 같은 시각적 은유표현을 함.

또한 막혀있던 벽체들이 조각이 열리듯 사라져 넓은 광야를 보여 보여

줌으로써 눈이 떠지는 표현을 강조하여 시·공간의 변화를 나타냄.
공간

현대 이집트 박물관에서 과거

의 이집트 군함으로 바뀜.

주요

사건

이집트와 누비아 두 나라의 갈등과세

사람의 어긋난 사랑을 암시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3

~

#4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

표현

특성

무대의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의 군함의 돛과 강인한 이집트군인들을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군함의 위용을 강조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얇은 천과 바람을 이용해 태양의 이글거리는 강인

함과 용맹함을 강조함.
공간

이집트 군함 안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

주요

사건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와 신분을 숨긴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갈등

<표 5> 장면에서 나타난 시각적 은유표현 분석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는 자연

주의 방식보다는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담은 무

대디자인을 추구하고 시각적 언어를 통해 관객의 상상력

을 유도하는 은유적 표현을 적용한 무대를 선호한다.

3. 뮤지컬 ‘아이다’ 무대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3.1. 뮤지컬 ‘아이다’의 작품설명

뮤지컬 ‘아이다’는 토니어워즈에서 작곡상, 무대디자인

상, 조명디자인상, 여우주연상등 4개 부문을 수상하고 그

래미어워즈에서는 베스트 뮤지컬 앨범 상을 수상했던 작

품이며 2000년 초연부터 브로드웨이 공연을 마칠 때까지

쇼 세일즈 랭킹 중 항상 최 상위권 안에 있는 완성도 높

은 작품이다.

뮤지컬 ‘아이다’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

암네리스가 사랑하는 그녀의 약혼자인 라다메스 장군, 라다

메스 장군이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누비아의 공주 아

이다의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설 같은 사랑이야기다.

이집트가 거의 모든 중앙아시아를 식민지화 하고 그 백

성들을 노예로 만들던 혼란기를 배경으로 운명적이고 신화

적인 사랑이야기를 보여줌으로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

야기는 결국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설적인 배경을 토대로 문명화된 이집트와 속국인 누

비아의 적대적 관계인 인종차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자의 우정으로 인한 갈

등 구조로 현실적인 공감을 형성시키고 현대적인 재해석

을 통해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작품이 되었다.

3.2. 사례 개요 및 분석 틀

앞서 보았듯이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 특징은 현대

적인 재해석과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각적 은유표

현을 이용한 장면연출이다. 때문에 3장에서는 2장의 이론

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에서

시각적 은유표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무대에서 보여 지

는 시각적 은유의 표현방법과 이러한 표현방식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려 한다.

함축적 의미 내 용

배경

다양성
배경의 여러 요소들을 다양하게 나타내어 조화를 이루고 공간

의 특성을 표현함.

독창성
배경이 갖고 있는 요소들의 사실적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해석을 두드러지게 표현함.

구성

서사성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 이미지를 통해 사건과 의미를 표

현함.

상징성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특징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

하여 가치·개념 등의 특징을 암시적 혹은 구체적으로 나타냄.

분위기

환상성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을 비현실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냄.

변화성
장면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의 변화들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

여주기도 하며, 감정을 전달하기도 함.

의미

전달

상호

작용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들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

어 관객과 작품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함.

반응성
무대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의 자극으로 인해 어떠

한 감정이 생겨남.

<표 4> 시각적 은유 표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틀

뮤지컬 ‘아이다’의 장면에 나타나는 공간과 사건별로 정

리하여 그에 따른 시각적 은유표현 특성을 <표 4>를 바

탕으로 장면 분석을 하였다.

3.3. ‘아이다’의 장면별 시각적 은유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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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5

~

#6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표현

특성

뒷배경을 롤 스크린 형태로 만들어 중간 실루엣 부분이 위, 아래로 전

환되어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일몰을 표현했고 호루스의 눈을 상징한

배경으로 조세르의 야망과 강인함을 상징하였음.공간 라다메스 집.
주요

사건

라다메스와 그의 아버지 조세르와의

자유와 야망으로 인한 갈등.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7

~

#8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감정 전달

다양성 독창성 암시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 ■ ■

표현

특성

무대를 가득 채우는 크기의 욕조와 패션쇼장이 될 정도로 거대한 크기

의 옷장으로 구성하고 공주 주변에 많은 시녀들을 배치하여 그녀의 권

력과 사치스러움을 시각적 은유로 표현함.공간
이집트의 공주 암네리스의 욕

조와 의상실, 연회장.

주요

사건

암네리스와 아이다의 만남. 라다메스

와 아이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남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9

~

#11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표현

특성

공주의 방은 파티션 형식과 대도구 위주로 구성하고 수용소는 황량한

사막 배경에 커다란 철망 구조로 갇혀있는 모습을 상징함.

두 공간을 대조시켜 이집트와 누비아의 관계를 더욱 극대화시킴.

또한 수용소를 지키는 군사의 위치로 수용소의 안과 밖을 표현함
공간

암네리스 공주의 침실.

누비아 노예 수용소.

주요

사건

아이다와 암네리스가 우정을 이룸.

아이다와 누비아 노예들의 만남.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1막

#12

~

#14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

표현

특성

나일강을 표현한 천을 세 가지로 구성하여 세 개의 공간을 표현함. 뒤

쪽 배경쳔이 내려오면서 빨래를 하러 가는 여인들을 실루엣으로 표현하

고 빨래터에서는 내려온 천을 바닥까지 연결해 깔고 빨래터를 표현함.

천을 들어올려 다른공간에 있는 두 여인을 표현함. 마지막으로 두 점을

잡아 천을 늘어트려서 라다메스의 막사를 표현함.

공간
빨래터, 시장, 별밤의 나일강

변, 누비아 노예 수용소.

주요

사건

라다메스와 아이다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함. 누비아왕이 포로가 됨.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2막

#1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표현

특성

어두운 배경으로 세 인물의 불길한 앞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별들

을 배치해 주인공 세 명을 하늘의 별로 표현함. 삼각형의 형태는 피라

미드를 상징함과 동시에 세 인물의 삼각관계와 운명을 나타냄.
공간 이집트의 별밤

주요

사건
라다메스, 암네리스, 아이다의 갈등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2막

#2

~

#3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표현

특성

감옥 장면을 무대의 앞쪽에 배경그림으로만 표현하고 그 뒤로는 회의

실을 배치하여 앞쪽 천만 무대장치로 올리고 나면 바로 회의실롤 빠르

게 전환될 수 있도록 구성함.공간
이집트의 감옥.

이집트 군사 회의실

주요

사건

누비아와 이집트의 갈등. 아이다와 라

다메스의 사랑에 온 시련.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2막

#4

~

#5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

표현

특성

노을이 지는 하늘과 누비아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처절한 누비아 노예

들의 현실을 표현함. 그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 주는 붉게 변화하는 하

늘로 인물들의 심리를 색채로 표현함.공간
누비아 노예 수용소.

라다메스의 공간.

주요

사건

아이다를 죽이려하는 조세르와 그녀

를 대신해 죽는 누비아 백성.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2막

#6

~

#7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표현

특성

파티션 형태의 대도구를 일부분만 배치해 가려져있는 건물의 형태를

관객의 상상에 맡기고 밤을 표현하는 별과 달. 그리고 야외임을 보여주

는 야자수 나무로 후원에서의 비밀스런 만남을 구성하였음.
공간

이집트 왕궁 후원.

결혼식장

주요

사건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비밀만남과 이

를 목격하는 암네리스 공주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2막

#8

~

#9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표현

특성

선착장은 탈출하는 길을 열어주듯 바닥 레일장치를 이용해 길이 열리

듯 만들어지고 재판장면은 파라오와 공주가 함께 앉아있는 의자만으로

도 그들의 권위가 느껴질 수 있는 상징성으로 표현함.공간 나일강 선착장.이집트 왕실
주요

사건
조국과 사랑에 대한 인물들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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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은유 표현 특징 시각적 은유표현 적용 효과

이미지의 의미를 통한

시각적 은유 표현

- 대상의 유사성으로 인한 표현에서 맥락적인 유

사성을 더 강조하여 적용함.

- 대상의 부분적 의미를 과장시켜 확대함.

색채 구성을 이용한

시각적 은유 표현

- 상징성이 강한 색채를 통해 인물의 감정과 심리

를 표현함.

- 사건의 분위기와 공간의 변화를 상징적인 색채

를 사용하여 표현함.

시·공간의 변화에 나타난

시각적 은유 표현

- 단조로운 형태에 생동감을 더하여 표현함.

- 고정된 이미지의 움직임을 이용해 공간 이동의

효과를 더해줌.

삭제와 재해석을 통한

시각적 은유 표현

- 기존의 사실적 요소를 삭제하고 공간의 재해석

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함.

- 시각적 은유 표현을 통한 기하학적 구성과 형태

를 이용해 기하학적 조형미를 추구함.

<표 6> ‘아이다’의 장면 연출 디자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 특성

구분 장면 설명 및 이미지 시각적 은유 표현 분석

2막

#10

~

#11

배경 함축적 의미 분위기 의미 전달

다양성 독창성 서사성 상징성 환상성 변화성 상호작용 반응성

■ ■ ■ ■ ■ ■ ■ ■

표현

특성

1막 1장의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무덤 속에 라다메스와 아이다가 들어

가게 되면 셔터가 닫히며 하나의 별빛을 남기고 그 하나의 별은 곧 무

대 전체를 별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다시 환해지면 현대의 박물관으로

구성된 무대가 나타남.
공간 사막의 무덤. 현대 박물관.

주요

사건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죽음

3.4. 소결

밥 크로울리의 ‘아이다’ 무대디자인에는 과거의 사실적

배경을 재현해 놓은 이미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의 디자인은 공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족함

이 없다. 오히려 은유적 표현으로 인해 극적 환상과 공

간 변화의 부드러운 전환을 더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언제나 시각적인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새

로운 재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적인 관점을 갖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뮤지컬‘아이다’의 장면 분석을 통해 사

실적인 피라미드 무대를 구성했던 아틀란타 ‘아이다’ 공

연과 달리 그의 무대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 하여

장면 구성 연출에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에 나타나는

시각적 은유 표현 특성

4.1.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를 통한 은유적 표현

밥 크로울리는 오프닝 막에 태양의 신 ‘호루스의 눈’을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했다. 호루스의 눈은 고대 이집트

의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다. 그 눈

동자에 이집트의 지도를 그려 넣고 파라오를 상징하는

금색을 사용해 작품의 배경을 시각적 은유로 표현하고

극이 시작하기 전 오프닝 프레임을 통해 극의 함축적 의

미를 부여하여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돛대만

을 확대하여 배를 표현하거나 의자의 등받이를 기하학적

으로 길게 표현하여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방식은 이미지

의 함축성을 이용한 은유적 표현 방식에서 대상의 부분

적 의미를 과장시켜 공간을 확장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밥 크로울리는 이러한 시각적 은유를 표현할 때 대상의

외형적 유사성 보다는 맥락적인 유사성을 더욱 강조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

금 공간의 제한적 요소를 탈피시키고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확장된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4.2. 강렬한 색채 구성을 이용한 시각적 은유표현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특징

중 하나는 강렬한 색채표현이다.

박물관의 색채를 상아색 돌 벽으로 표현하고 호루스의

눈이 떠졌을 때는 붉고 강렬한 컬러로 빠르게 변화하여

현재와 과거의 변화를 더욱 인상적으로 대조시켰다. 또

한 이집트 군함과 라다메스의 의상에 붉은 색을 사용해

그들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강조하였고, 노을 지는 오렌

지 색채의 배경을 통해 누비아의 처절하고 암울한 상황

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색채는 그의 디자인에서 시각적

은유표현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주로 원색 위주의 무대에 조명의 색채표

현을 더하여 극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간혹

이러한 표현 과정에서 인물들을 실루엣으로 나타내어 극

적 상황과 심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때 조명 변화의

도움을 받아 생동감이 부여된 빠른 템포의 조명변화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강한 색채는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극의 긴

장감이나 환상적 이미지를 더하여 장면의 진행방식의 흐

름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4.3. 시·공간의 변화를 통한 은유적 표현

밥 크로울리의 디자인에서 가장 돋보이는 시각적 은유

표현은 장면의 변화에 있다. 고정되어 있는 한정된 공간

에 극의 진행에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어야 하는 무대

안에 시각적 은유를 부여하여 공연의 흐름에 도움을 주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첫 장면의 공간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시

작되어 과거로 전환되었다가 현대의 박물관으로 돌아와

끝나게 된다. 중앙에 있는 전시물은 두 주인공이 함께

갇히게 되는 무덤이며 현대에 다시 만나는 운명을 암시

한다. 밥 크로울리는 조리개가 열리는 것 같은 표현을

통해 장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마지막에 다시 닫아줌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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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뒷배경에 호루스의 눈을 과장

된 크기로 그려 넣어 박물관을 표현함과 동시에 눈동자

가 떠지는 형태를 구성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표현을 함

으로써 과거로 돌아가는 시·공간의 변화를 시각적 은유

표현으로 나타냈다. 이처럼 단조로운 형태에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식은 공간 이동의 효과를 더하여 관객들과

소통하는데 있어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다.

4.4. 삭제와 재해석을 통한 은유적 표현

밥 크로울리의 무대디자인은 기존의 사실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뮤지컬 ‘아이다’의 배경인 이집트를 현

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상상력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으로 재창조 하였다. 뮤지컬 ‘아이다’에서는 극의 주

된 배경이 되고 있는 이집트의 이미지들을 삭제하고 자

신만의 재해석을 통해 아시아적이거나 인도적인 풍경으

로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박물관의 조형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과거로 전환되는 표현이나 형태의 부분

만을 과장시키는 삭제 방법들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 공주의 무모한 사치와 화려함을 과장하여 시각적

은유 표현을 통해 과거의 이집트 이미지를 삭제하고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강조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장된 표현은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인물의 내면을 드러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의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단조로운 선의 해석은

이집트의 화려한 장식을 최소화하고 인물의 실루엣을 두

드러지게 만들어 무대와 배우의 조화를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하였다.

5. 결론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무대디자이너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3차원적 공간과 대상을 다루므로 4차원의 디자이

너라 할 수 있다. 공연이 지니고 있는 다소 은유적인 성

격을 고려해 보면, 무대 디자이너의 작품에 첨가된, 보다

철학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18) 이러한 철학적 근거를 시각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무대디자인은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

들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시각적 은유 표현을 필요로 한

다. 현대의 공연예술에서 무대디자이너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

지도 장치디자이너의 인식으로 국한되어있다. 공연예술

산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시장이 확증되었고 그에 따라 관

객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객의 이해도와

18) Francis Reid, Designing For Theater, 박희태 옮김, 예니, 1999,

p.12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재해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무대디자이너의 효과적인 장면

연출은 그러한 공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해

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했던 밥 크로울리의 디자인은 자신만

의 기하학적 조형미를 추구하고 그 기하학적 조형미는

극의 전개에 나타나는 배경표현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독창적인 구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유사성이 있는 시각적 은유표현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의 디자인은 조형

적 미를 기본으로 하는 미적기능,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제적 기능,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

는 창조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관객들

에게 무한의 상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무대디자인에서 시각적 은유는 관객에게 ‘해석’이

라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해석은 개개인의 상

상력을 통해 기대 이상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

다. 밥 크로울리의 디자인 방법을 통해 증명된 무대디자

인의 시각적 은유표현은 말 그대로 무대디자인의 시각언

어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무대디자인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점을 시각적 은

유로 표현하여 장면의 변환과 시·공간의 변화를 흐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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