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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Performing arts offer fun and knowledge and are directed for various purposes. Performing 
arts are also used as a means for education. Children's English media musical, ‘The Magic Flute’ 
is the performance reflecting all these. The author of this study took part in stage costume pro-
duction, a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aiming at designing and producing stage costume in line 
with educational purpose and intention. This study consists of an analysis stage for the existing 
performances of ‘The Magic Flute’, and a stage costume design and production stage for child-
ren's English media musical, ‘The Magic Flute’, First,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the stage 
design and stage costume design of the existing ‘The Magic Flute’ by concept, and then, exam-
ined their features, respectively. and this study unfolded the stage costume concept, based on the 
analyses of existing performance's stage costume and the characters' personality and features de-
scribed in the current study subject's script. As the last step of this study made each character's 
stage costume.

A total of 69 costumes for stage costume were made for 7 types of character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huge significance in that the stage costume was developed for ‘The Magic 
F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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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연예술은 단순히 작품을 해석하고 연출자의 의

도에 따라 대중에게 피력하고 선보이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은 점점 다양한

목적에 의해 연출되고, 본연의 목적에서 나아가 교육

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식이 포함된 공연예술은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보다 높은 흥미와 집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연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들과 더불어 공연 진행의

전반적인 부분(무대연출, 조명연출, 무대의상 등)들

도 자연스럽게 교육의 한 과정이 된다. 이 중에서도

무대의상은 공연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무대의상 제작자는 공연의 목적과 의도, 주

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무대의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지선1)의

논문과 같이 등장인물 성격을 파악하여 무대의상 디

자인을 전개한 논문이나, 최유진, 김희은2)의 작품분

석의 성격을 띤 논문, 김장현, 김영삼3), 김해용4), 이

성은, 이명희5)등 작품의 등장인물별로 무대의상 디

자인을 전개하고 제작하여 제시한 연구, 이 외에 무

대의상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박내리, 이금희6)의

연구와 뮤지컬 제작 시스템에 관한 김영삼7)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공연작품의 무대의상 제작과정에 관

한 최영로, 임영자8)의 연구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연작품의 대본을 분석하고 무대의상 디자인을 전

개하여 착용할 수 있게 제작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

피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과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주관하여 국내 최초

로 시도되는 융합(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형 콘텐츠이다. 일

반적인 공연과 달리하는 교육적 목적을 지닌 공연으

로써, 연구자는 무대의상 제작에 참여하였고, 목적과

의도에 맞게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공연된 '마술피리' 공연작품을

분석하는 단계와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

리’의 무대의상 디자인 및 제작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공연된 '마술피리' 영상을 웹 사이트에

서 검색하여 총 10개의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등장인

물별 무대의상 디자인과 제작을 위해서 관련문헌, 이

미지,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먼저, 기존에 공연된 '마술피리'의 무대 및 무대의

상 디자인을 컨셉(concept)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

컬 마술피리’의 대본을 분석하여 등장인물별 성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에 공연된 '마술피

리'의 무대의상 디자인 분석과 본 연구 대상인 공연

의 대본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무대의상 디자인 컨셉을 전개하였고, 이에

맞게 등장인물의 무대의상을 디자인, 제작하였다.

Ⅱ. 기존에 공연된 '마술피리' 무대 및
무대의상 디자인 특징 분석

‘마술피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

gang Amadeus Mozart)의 마지막 오페라로, 극작가

엠마누엘 쉬카네더(Emmanuel Schikaneder)의 대본

으로 작곡되어 1791년 9월 30일 빈의 변두리 극장에

서 초연을 하였다.9) 이후 수많은 공연이 지속되면서 흥

행에 성공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이 작품의 배경이며, 등장인물은 타미

노(Tamino), 파미나(Pamina), 파파게노(Papageno), 파

파게나(Papagena), 자라스트로(Sarastro), 밤의 여왕

(Königin der Nacht), 대변인(Sprecher), 시녀(Dame),

소년(Knabe), 모노스타토스(Monostatos), 사제(Priester)

등이 있다.

비룡으로부터 밤의 여왕 시녀들에게 목숨을 구한

타미노는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된 밤의 여왕의 딸 파

미나를 구하러 파파게노와 함께 신전으로 떠난다. 하

지만 신전에 가서 자라스트로는 악인이 아니며, 오히

려 파미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

실을 알게 된 밤의 여왕은 파미나에게 자라스트로를

죽일 것을 명령하며 칼을 쥐어 주지만, 파미나는 결

국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타

미노와 파미나는 물과 불의 시련을 이겨내어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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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년도
국가 장소 연출 무대의상 디자이너

① 1971 독일 Hamburgischen staatsoper Peter Ustinov -

② 1983 독일 National theater munich August Everding Jürgen Rose

③ 1991 미국 Metropolitan opera Guuo Mostort David Hockney

④ 1992 독일 Ludwigsburg castle festival Wolfgang Gónnenwein -

⑤ 2001 프랑스 Opera national de paris Feancois Roussillon Jean Marc Stehlé

⑥ 2003 영국 The royal opera house convent garden Elaine Paomore John Macfarlane

⑦ 2006 미국 Metropolitan museum Julie Taymor Julie Taymor

⑧ 2007 스위스 Opernhaus zürich Jonathan Miller -

⑨ 2012 오스트리아 Festival de Salzburg Jens-Daniel Herzog Mathis Neidhardt

⑩ 2013 오스트리아 Bregenz festival - Marie-Jeanne Lecca

<표 1> 기존에 공연된 '마술피리'의 공연년도 및 장소

사랑을 이루게 된다. 짝을 애타게 찾던 파파게노 역

시 파파게나를 만나 행복해지고, 밤의 여왕의 세계는

몰락한다.10)

지금까지 공연되었던 '마술피리' 작품 중 웹 사이

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총 10개의 국외 공연 동영상

을 수집하였으며11), 각 공연년도 및 장소는 <표 1>과

같다. 또 수집한 1971년부터 2013년 사이의 공연 동

영상을 <표 2>와 <표 3>에서와 같이 무대와 무대의

상 컨셉(concept)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총 10개의

영상을 사실적(realistic), 현대적(modern), 환상적

(fantastic), 그래픽적(graphic), 역사적(historic) 총 5

가지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실적’은 '마술피리' 원작의 시대적

배경에 충실한 컨셉을 일컫는 것이며, ‘현대적’은 시

대적 배경이 현대인 공연을 일컫는다. ‘환상적’은 무

대장치나 조명 등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비현실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인체의 한 부분을 축소, 확대

시켜서 상상속의 인물처럼 표현한 공연을 말하며,

‘그래픽적’은 디자인적인 부분이 점, 선, 면 등으로

간결하게 이루어졌고, 무대나 무대의상에 주로 원색

을 사용한 공연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은 복

식사 중 한 시대에 또는 여러 시대를 조합하여 디자

인한 공연을 의미한다.

1. 사실적 컨셉의 무대와 무대의상 디자인
1971년, 1991년 '마술피리' 공연은 고대 분위기의

무대세트와 의상들로 원작의 시대배경을 그대로 재

현하였다. 이집트 문양을 배경에 그려 넣거나, 상징

적인 의미를 지니는 태양을 무대 중앙에 배치하는

등 이집트와 관련된 연출을 하였다.

타미노는 왕자를 표현하는 갑옷 복장을 하고, 파

미나는 긴 드레스를 착용하였다. 모노스타토스는 원

작과 같이 흑인이 배역을 맡았고, 밤의 여왕과 시녀

들은 어둡고 보석이 화려하게 달린 드레스를 착용하

여 위압감을 주었다. 자라스트로 역시 성인(聖人)을

표현하기 위해 태양이 연상되는 황금색의 무대의상

을 착용하였다.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는 새의 깃털이

잔뜩 달린 의상을 착용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다.

2. 현대적 컨셉의 무대 및 무대의상 디자인
2012년 공연은 현대적인 느낌의 무대연출과 무대

의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파파게노가 새잡이의 모습

을 하고 나타내는 원작과 다르게 이 공연에서는 새

를 요리하는 푸드 트럭과 함께 등장한다. 공연 속 공

간도 교실이나 식당 등 현대적인 시설로 구성되었다.

무대의상도 현대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타미노는

붉은 계열의 자켓과 푸른 계열의 바지로 캐쥬얼 정

장 차림을 하였으며, 파미나는 원피스 형태의 교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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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공연년도 무대 디자인

사실적

1971

1991

현대적 2012

환상적

2006

2013

그래

픽적
1992

역사적

1983

2001

2003

2007

- http://www.youtube.com

<표 2> 컨셉별 무대 디자인 분류

입고 있다. 파파게노는 기성복에 앞치마를 두르고,

자라스트로는 흰색의 가운을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성복을 착용하여 현대극의 느낌을 주며, 현실적인

무대배경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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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사실적 현대적 환상적 그래픽적 역사적

1971 1991 2012 2006 2013 1992 1983 2001 2003 2007

타미노

파미나

파파게노

밤의 여왕

자라 스트로

파파게나

모노스타토스

시녀

동자

사제

- http://www.youtube.com

<표 3> 컨셉별 무대의상 디자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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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상적 컨셉의 무대 및 무대의상 디자인
2006년 공연은 무대세트와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

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조명의 색상과 이를

이용한 그림자로 무대를 채우고, 여기에 소품을 사용

하여 무대에 화려함을 더했다. 무대의상의 실루엣은

단순하지만, 선명한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시각

적 효과를 높였다. 특히 얼굴을 검게 칠하거나 검정

색 타이즈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소품으로 신체

크기나 위치를 늘려 보다 큰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2013년 공연은 실외에서 공연되어진 만큼 다른 공

연들에 비해 작품규모가 크며 화려하였다. 일몰 후

공연이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조명을 사용한 무대연

출에 적극적이었으며, 무대가 회전하거나 실제 사람

모형의 인형을 제작하여 하늘을 나는 듯 착각에 들

게끔 연출하였다. 실루엣을 과하게 과장하거나 전체

적으로 메탈 소재와 반짝이는 소재를 많이 사용해

미래적인 느낌을 주었다. 무대 후면에는 용의 형상을

한 커다란 구조물을 세워 시각적으로 환상적인 느낌

을 주었다. 의상도 심플한 듯 보이지만 특이한 소재,

선명하고 밝은 색상, 과감한 색상매치 등으로 화려함

을 더하였다. 또한 소품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극대

화하거나 모형을 제작하여 효과를 주는 등의 화려한

연출은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하다.

4. 그래픽적 컨셉의 무대 및 무대의상 디자인
1992년 공연은 미니멀(minimal)한 무대연출로, 화

려한 무대세트 없이 연출되었다. 무대 전체가 흰색으

로 구성되었고, 단순한 무대장치와 간결해진 패턴으

로 색상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무대의상은 화려한 디테일을 사용하기보다 선명한

색상,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강

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복잡한 패턴이 들어가는 대신 단순한 문양이 반복적

으로 사용되어 그래픽 요소를 더했다. 무대의상에 사

용된 색상은 무대와 마찬가지로 흰색을 기본 바탕색

으로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명도와 채도에 변

화를 주어 사용하였다.

5. 역사적 컨셉의 무대 및 무대의상 디자인
1983, 2001, 2003, 2007년 공연은 원작의 시대배경

과 동일하지 않지만, 어느 특정 시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들 공연을 통해 서양복식사의 한 부분,

혹은 여러 시대가 합쳐진 무대 컨셉이 분석되었으며,

나타내는 시대배경이 각기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의 흐름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한 시대에 충실한 무대의상 디자인은 없지만

대부분 옛날 복식에서 착안하여 디자인이 전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배역들

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식사적 무대의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작품

들이다. 배역에 따라 복식사적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

하거나 배역의 성격에 맞게 재해석, 재 디자인하여

전개한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리’ 작품분석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하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으로 인천광역시와 인하대 문화예술교

육원이 함께 개설한 ‘스팀 창의인재 어린이 영어뮤지

컬 에듀테이너 육성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12) 인천

남구 ․ 동구 17개 초등학교 학생 211명, 영어뮤지컬

강사(에듀테이너) 5명, 성인 전문연기자 5명 등 총

221명이 참여하였다. 2013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 동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1

회 공연되었다.

1. 대본 분석
본 공연은 오페라 '마술피리' 원작을 미디어를 적

용한 영어 뮤지컬 공연 작품으로 각색하였다. 뮤지컬

내용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끄집어내어 예술

작품을 통하여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대본과 음악 및

안무로 구성하였다. 대본은 김정숙에 의해 각색되었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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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장 장소 등장인물 줄거리

제

1

막

1장
바위산

(숲 속)

비룡(영상), 타미노,

시녀들, 파파게노,

새의 요정들

타미노를 위협하던 비룡이 시녀들에 의해 죽고, 기절했다 깨어난

왕자는 파파게노가 뱀을 물리쳤다고 생각한다. 다시 나타난 시녀

들은 거짓말을 한 파파게노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왕자에게 파

미노의 초상화를 주고 사라진다.

2장
바위산

(숲속)

타미노, 시녀들, 밤의

여왕(영상), 동자들,

파파게노

시녀들과 밤의 여왕은 타미노에게 파미노공주가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되었다고 말하고, 파파게노와 타미노는 파미나를 구하러 떠난

다.

3장
자라스트로

의 성전 방

파파게노, 문지기

병사(영상), 파미나

파파게노는 요술종으로 문지기를 멀리 보낸 후 성으로 잠입하여

파미나 공주를 만나 성 밖으로 나간다.

4장
바위산

(숲속)

타미노, 동자들,

파파게노, 파미나

타미노는 동자들에 의해 자라스트로가 성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

고, 파미나를 구출한 파파게노는 타미노와 다시 재회한다.

5장
자라스토로

의 성전

타미노, 파미나,

자라스트로(영상),

파파게노,

합창단(개선행렬)

자라스트로는 타미노와 파파게노의 마술피리와 요술종을 가져가

고,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시련의 신전’으로 들어간다.

제

2

막

1장
시련의

신전 앞뜰

타미노, 파파게노,

문지기병사

‘시련’의 신전으로 가는 길,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가려하지만, 이내 마음을 먹고 불과 물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신전 안으로 들어간다.

2장
자라스트로

의 성전

파미나, 밤의

여왕(영상)

밤의 여왕은 파미나에게 단검을 쥐어주며 자라스트로를 죽일 것을

명령하고, 파미나는 괴로워하다가 타미노를 찾아 나선다.

3장
시련의

신전
타미노, 파미나 타미노와 파미나는 시련을 극복하고 지혜와 덕을 이룬다.

4장
태양의

신전

타미노, 파미나,

파파게나, 동자들,

자라스트로(영상)

자라스트로의 축하 속에 타미노와 파미나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밤의 여왕의 어둠세계는 없어진다.

<표 4> 대본 분석

1막에서 타미노는 비룡에게 위협을 당하여 기절하

고, 밤의 여왕의 시녀들이 나타나 비룡을 물리쳐 준

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타미노는 마침 지나가던 파파

게노를 만나고, 이때 새의 요정과 함께 새가 나는 원

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타미노는 파파게노가 생명

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 시녀

들이 다시 나타나 거짓말하는 파파게노의 입에 자물

쇠를 채운다. 시녀들은 타미노에게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타미노의 초

상화를 건넨다. 밤의 여왕이 나타나 타미노에게 파미

나를 자라스트로부터 구해달라고 하고, 동자들이 등

장하면서 빛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나온다.

타미노는 파파게노와 함께 파미나를 구하러 신전으

로 향하는데, 파파게노는 신전에서 파미나를 발견하

게 되고, 타미노는 동자들에 의해 자라스트로가 악인

이 아닌 성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파미나를

구출한 파파게노는 마술피리를 불어 타미노와 재회

를 하게 되고, 소리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

온다. 파파게노 덕분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동자

들이 나와 호르몬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은 자라스트

로를 만나 마술피리와 요술 종을 건네고,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시련의 신전’으로 향하며 막이 끝난다.

2막은 타미노와 파파게노가 신전으로 향하면서 시

작된다. 둘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먹고 신전 안으로 들어간다. 한편, 밤의

여왕은 파미나에게 단검을 쥐어주며 자라스트로를

죽일 것을 명령하지만, 파미나는 괴로워하다가 죽이

지 못하고 타미노를 찾아 나선다. 타미노와 파미나는

물, 불, 천둥, 번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시련을 극복하

고, 영상에서는 물, 불, 천둥, 번개의 과학적 원리를



ʻ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리ʼ 무대의상 디자인

- 121 -

등장인물 신분 성별
성격 및 이미지

특징
대본 예시

타미노

(Tamino)
왕자 남성

용감함,

진취적

“벌을 받아 마땅한 그 악마가 사는 곳은 어디요?”

“알겠소. 악마를 무찌르고 파미나를 구해 오겠소.”

파미나

(Pamina)

공주,

밤의 여왕의 딸
여성 솔직함

“사랑하는 이 때문에 도망 친 저를 용서해 주세

요.”

파파게노

(Papageno)
새잡이 남성

겁이 많음,

허세

“난 거인처럼 힘이 세니 조심해요.”

“(강한척하며)하하하. 내가 죽였죠!”

밤의 여왕

(Queen of the Night)

여왕,

파미나의

어머니

여성
탐욕스러움,

교활함

“나를 사랑한다면 자라스트로 세계의 원천인 태양

빛을 빼앗아 와야 한다.”

자라스트로 (Sarastro) 성인 남성
신중함,

진실함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자유와 사랑을 주겠다.”

새의 요정

(Fiary)

새의

요정
혼성 활발함 “나는 ~새야!”

시녀들

(Ladies)

밤의

여왕의

시녀

여성 권위에 복종함 “모두 빨리 가서 여왕님께 말씀 드립시다.”

동자들

(Boys)

신전의

요정
남성

선함,

진실함

“자라스트로는 평화와 박애를 주장하며 많은 사람

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분입니다.”

합창단

(Chorus)

개선행렬,

합창단
혼성

자라스트로를

칭송함
“만세 자라스트로!”

<표 5> 등장인물 특성분석표

설명한다.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지혜와 덕을 이룬 이들은

자라스트로의 축복 속에 사랑을 이루고, 밤의 여왕의

어둠의 세계는 없어져 태양의 빛을 무사히 지키게

된다. 무용수들이 태양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영상은 태양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무대는 막을

내린다.

2. 등장인물 특성분석
아래의<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타미노는 이집트

의 왕자로, 악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인물이다. 파

미나가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

설임 없이 그녀를 구하러 가거나, 시련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용감하고, 진취적인 인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파미나는 자신에게 솔직한 인물이다.

타미나와 도망쳤을 때, 자라스트로에게 사실대로 얘

기하는 장면이나, 밤의 여왕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타미노에게 돌아가는 장면 등에서 그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파파게노는 겁이 많고, 허세스

러운 인물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죽은 비룡

을 보고 겁을 먹지만 아닌 척 하는 능청스러움에서

그의 성격이 보인다. 또한, 파파게노가 비룡을 물리

쳤다고 생각하는 타미노의 감사인사를 당당히 받아

들이는 모습에서 그의 허세스러움을 알 수 있다. 새

의 요정은 발랄하게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

에서 활발한 성격을 엿볼 수 있으며, 밤의 여왕의 명

령에 따르고, 보고하는 시녀들의 모습에서 권위에 복

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인도하고 자라스트로

의 진실된 모습을 일러주는 동자들의 모습에서는 선

하고 진실됨을 볼 수 있으며, “만세, 자라스트로!!”

를 외치는 합창단은 자라스트로를 칭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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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성격 및 이미지 특징 무대의상 디자인 컨셉

타미노(tamino) 용감함, 진취적, 왕자 강인한 이미지, 빨강사용

파미나(pamina) 솔직함, 공주 디테일 사용 적게, 레이스 사용

파파게노(papageno) 겁이 많음, 허세 움직임이 강조되는 조각디테일

시녀(lady) 권위에 복종 검정색, 어두운 이미지

동자(young boy) 선함, 진실함 흰색, 밝은 이미지

새의 요정(fairy) 새의 종류를 표현 새의 종류가 연상되는 색상

합창단(chorus) 개선행렬, 합창 큰 실루엣, 단순한 디테일

<표 6> 등장인물별 무대의상 디자인 컨셉

Ⅳ.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리’ 무대의상 디자인

1. 무대의상 디자인 방향
기존에 공연된 무대의상 디자인 분석과 본 연구대

상인 공연의 대본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격 및 특

징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무대의상 디자인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

컬 마술피리’에서 등장하는 배역은 타미노, 파미나,

파파게노, 시녀, 동자, 새의 요정, 합창단 총 7명이고,

뮤지컬, 음악, 영어, 무용, 과학 등이 포함된 공연이

다. 무대세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상으로 모든

무대디자인을 대신하였으므로, 영상아래에서 의상 실

루엣이 잘 보이도록 하였고, 흰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영상과 조명을 받는 동자와 합창단은 그래픽적 요소

의 단순성을 도입하여 디자인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므로, 시점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무대디자

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미노, 파미나, 시녀들

의 의상은 역사적 요소를 도입하여 디자인하고, 파파

게노와 새의 요정은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게 표현하

여 환상적인 묘사를 하였다.

등장인물별 디자인 컨셉은 <표 6>과 같다. 홀로그

램으로 대신하는 자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을 제외하

고 총 7명의 등장인물을 위한 무대의상을 디자인 하

였다. 전체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을 바탕으로 금색과

초록색 계열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공연의 중심이 되

는 타미노와 파미나는 옅은 노랑색과 금색을 위주로

채도가 낮은 빨강색을 디테일 색상으로 사용하여 시

선을 집중시켰다. 파파게노의 허세 가득한 말투와 동

작이 드러나도록 바지에 채도 차이가 나는 쉬폰 조

각들을 겹겹이 붙여 표현되도록 하였다. 시녀는 검정

색을 사용하여 악(惡)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풍성

한 보네와 버슬에서 착안한 허리가 강조되는 실루엣

으로 위압감을 더하였다. 새의 요정은 공연에서 총 5

종류의 새를 표현하므로, 연상이 가능하도록 색상을

맞추도록 하였다. 동자의 밝은 이미지를 위에 주머니

부분에 디테일이 가미된 바지를 디자인 하였으며, 니

트 모자와 코방울이 달린 슈즈로 활발함을 더 표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창단은 커다란 무리처럼 느껴

지도록 큰 실루엣의 의상을 디자인 하였으며, 높이

솟은 헤드피스를 매치하여 웅장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대의상 디자인 방향에 따른 전체적인 제작 방향

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다수의 참

가로 진행되는 공연인 만큼, 딱 맞는 무대의상을 만

들기보다 여러 명이 함께 입을 수 있도록 사이즈를

여유롭게 설정했다. 특히, 레오타드(leotard)와 유니

타드(unitard)를 기본으로 여러 등장인물의 무대의상

을 구성하여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의상 착용이 간편하도록 단추보다는 지퍼를,

여밈 대신 고무 밴드로 마무리하여 의상교체 시 편

리하도록 하였다.

2. 등장인물별 무대의상 디자인
1) 타미노(tamino)

타미노는 이집트의 왕자이며, 모든 시련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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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주와 사랑을 이루는 배역이다. 원작의 이집트시

대와 비슷한 느낌으로 튜닉을 디자인하였으며, 따로

갑옷을 덧입는 것은 의상 탈·착이 불편하고 동작이

많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 갑옷을 이미지화시킨

스웨이드소재와 금속소재의 디테일을 튜닉위에 추가

하였다. 극의 흐름상 피리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

가 필요하여 옆면 봉제선에 옆 주머니를 만들었으며,

활동성을 좋게 하기위해 양쪽 옆선에 트임을 넣었다.

조명이 활용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이

트 계열의 의상을 많이 사용해서 다른 배역과 어울

릴 수 있게 미색의 모직(wool) 원단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밝은 원단컬러에 자칫 가벼운 느낌이 들 수

있기에 금속 아일렛을 사용하여 허리에 벨트를 찬

것처럼 디테일을 넣어 주었다. 튜닉의 끝자락에 금색

의 트리밍을 넣어 은은한 화려함을 추구하였으며, 톤

이 다운된 레드계열의 스웨이드 원단으로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기위해 사용하였다. 신발은 적당한 톤의

브라운계열을 선택하였으며, 안무동작이 들어있어 댄

스용 구두를 매치하였다.

2) 파미나(pamina)

파미나는 밤의 여왕의 딸로, 자라스트로가 악(惡)

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데리고 있는 인물이다. 자신을

구하러 온 타미노와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많은 시

련을 이겨내고 결국 둘은 이루어진다. 파미나의 의상

은 타미노의 무대의상과 동일한 소재를 섞어 사용하

여 타미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체형에 착용 가능하게 제작해야 하는 공연 특

성상, 소매와 몸통을 분리하여 디자인하였다. 소매의

봉합부분과 몸통과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을 본래 봉

제하여야 하나, 분리 제작하여 끈을 달아 체형에 맞

춰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실루엣을 추구한 디자인 방향

에 맞추어 직설적인 화려함을 지양하려고 하였다. 전

체적인 실루엣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스커트가 살짝

퍼지는 A라인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바닥원단위에

반짝이는 금색의 레이스를 덮어 은은한 화려함을 강

조하였다. 엠파이어 드레스처럼 가슴 바로 아래에서

절개선을 넣어 토루소 부분에는 스팽글이 붙어있는

조금 더 화려한 레이스를 매치함으로써 시선을 강조

하여 치마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였다. 전

체적으로 하반신보다 가슴, 소매 등 상반신에 화려한

레이스를 사용하여 손짓이 많은 배역의 감정 표현을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3) 파파게노(papageno)

심플하고 모던한 다른 배역과 달리 ‘새’와 관련된

배역의 무대의상은 통통 튀고 활기찬 동작이 많아

디자인을 너무 누르지 않고 화려함을 무대 컨셉에

맞게 풀어내려고 하였다. 파파게노는 새잡이로, 시녀

들의 명령에 따라 파미노를 구하러 떠나는 타미노와

동행하게 된다. 파파게노는 가벼운 성격을 지니고 있

으며, 거짓말을 하기도하는 허세스러운 캐릭터이므로,

가벼운 느낌의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춤에 가까운 동

작이 많고, 탭댄스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움

직임이 가능하도록 유니타드 의상을 착용하도록 하

였다. 유니타드는 본래 무용 혹은 체조를 하는 사람

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스판 있는 원단을 사용

하여 동작이 자유롭고, 의상이 몸 전체를 감싸기 때

문에 공연 중 의상이 벗겨져 몸이 드러나는 것을 걱

정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유니타드 위에 바지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실크 쉬폰과 실크 공단을 손으

로 자유롭게 찢고 바지에 덕지덕지 붙여 타조다리와

같은 모양새를 지닌다. 새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깃

털은 모자 같은 악세서리에 조금 사용하여 직접묘사

를 피하려고 하였으며, 파파게노가 무대에서 동작을

할 때 찢어진 조각들이 함께 움직여 율동성이 가미

되어 동적임이 극대화되었다.

4) 시녀(lady)

악(惡)을 상징하는 밤의 여왕의 시녀들로, 공주가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타미노가 공주를 찾아

나서게 만든다. 본 공연에서는 밤의 여왕이 홀로그램

으로 대체되어 실질적으로 악(惡)을 보여주는 인물

은 시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녀 전체적인 무대

의상을 검정색으로 사용하고, 과감한 실루엣을 통해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탈착이 쉬워야 하므로

복잡한 디자인보다 과장된 실루엣, 화려한 장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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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역 무대의상 특성 구성 및 색상 도식화 완성작품

타미노

아일렛과 철제

장식으로 갑옷을

형상화, 금색

트리밍의 장식성

튜닉,

타이즈,

구두

미색, 빨강,

금색

파미나

화려한 금색 레이스의

장식, 스웨이드 끈을

이용한 사이즈 조절

편의성

드레스,

타이즈,

구두

미색, 빨강,

금색

파파게노

얇게 찢어 겹겹이

붙인 쉬폰 조각 장식,

활동성

유니타드,

바지,

구두

초록, 연두,

청록

시녀

레이스와 허리받이로

신체 볼륨감 극대화,

큰 부피의 헤드피스

장식

원피스,

레오타드,

타이즈,

천슈즈

검점, 파랑

동자
뾰족한 니트모자와

코슈즈의 방울 장식

유니타드,

바지,

니트모자,

타이즈,

가죽코슈즈

흰색

새의 요정

깃털과 리본 장식,

유니타드에 사용된

현란한 색상

레오타드,

가죽슈즈,

케이지

보라, 분홍,

갈색, 남색,

노랑

<표 7> 등장인물별 무대의상 디자인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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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과장된 실루엣, 은색

헤드피스 장식

망토,

레오타드,

타이즈,

가죽슈즈

흰색, 은색

- 저자촬영

해 이를 나타내었다.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원피스는

민소매를 디자인하였고, 원피스 안에 함께 착용하는

상의는 레오타드를 입힘으로써 사이즈 조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장된 실루엣 표현을 위해, 원

피스 안에는 버슬에서 착안한 약식 허리받이를 착용

하였고, 톤 다운된 파랑 계열의 공단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주었다. 시녀가 대사를 할 때에 말에 힘이 실

리고 내지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도록 상반신

을 강조하였다. 네크라인에 셔링이 잡힌 레이스를 장

식하고, 머리띠에 셔링이 잡힌 폭 넓은 레이스를 둥

글게 말아가며 부착하여 만든 헤드피스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얼굴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하였다.

5) 동자(young boy)

동자들은 파미나를 찾는 타미노와 파파게노 일행

에게 길을 안내해준다. 여기서 원작과 다른 점은 공

연 중간 중간 과학의 원리를 소개한다는데 있다. 따

라서 동자의 무대의상은 조명의 다양한 색상을 흡수

할 수 있는 흰색으로 진행되었다. 배우가 초등학생이

라는 점과 탈부착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의는 레오타

드, 하의는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간 배기바지 스타일

로 디자인하였다. 발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신발에

방울을 달아 귀여운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요정느

낌이 나는 뿔 모양의 끈이 달린 모자를 매치해 어린

요정의 느낌을 연출하였다. 바지도 옆선에서 주머니

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듯한 뿔 모양의 디테일을 살

렸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의 의상으로

디자인 하였다.

6) 새의요정(fairy)

새의 요정은 전문 무용수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무용 동작이 용이한 유니타드를 기본으로 디자인이

진행되었다. 무용동작이 잘 보이도록 화려한 디테일

을 넣는 대신, 여러 색상이 섞여 있는 원단을 사용함

으로써 화려함을 표현했다. 제비, 꾀꼬리, 참새, 봉황,

독수리에 맞는 색상을 각각 선정하여 유니타드에 사

용할 원단을 선택하였다. 또한 각 색상들로 케이지와

헤드피스를 제작하였으며, 무용슈즈에도 색을 입혔다.

케이지 앞부분은 터놓아 무용 동작을 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7) 합창단(chorus)

작품을 공연할 때, 장면마다 등장하는 합창단의

수가 일정치 않아서 실루엣을 되도록 크게 디자인

하였다. 기존의 다른 배역을 맡고 있는 배우들이 공

연 중간 배역을 바꿔가며 진행하였기 때문에 탈착이

용이하여야 했다. 망토 뒤 중심에 지퍼를 달아 입고

벗기 쉽게 하였으며, 앞판에는 두 개의 구멍을 내어

손을 빼고 입을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하이 네크라

인으로 디자인하여 근엄하면서 무게감 있는 캐릭터

에 충실하도록 하였고, 발등을 덮는 길이로 ‘종’ 형태

의 실루엣이 되게 하였다. 크게 과장된 실루엣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네오프랜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원단

특성을 고려해 시접을 바깥으로 빼내어 봉제하도록

하였다.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아크릴에 은색으로 칠

을 하여 헤드피스로 사용하였다. 높게 쓴 헤드피스와

긴 망토를 착용함으로써 원작의 사제와 같은 근엄함

을 나타냄과 동시에 엄숙하면서 우렁찬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이상 등장인물별 무대의상 디자인 결과를 무대의

상특성, 구성 및 색상, 도식화 및 완성작품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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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리’의

무대의상 디자인과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에 공

연된 '마술피리' 작품의 컨셉 분석과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컬 마술피리’의 대본 및 등장인물 분석에 따

른 무대의상디자인 및 제작 방향을 세우고 실행한

후, 단계별로 세밀한 과정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공연된 '마술피리' 국외 공연 중 동영상

수집이 가능한 10개의 작품을 수집하여 무대 디자인

및 무대의상 디자인을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며, 사실

적, 현대적, 환상적, 그래픽적, 역사적 총 5개 컨셉으

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사실적 컨셉은 '마술피리' 원작의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집트가 연상되는 세트로 구성되었

으며, 등장인물 묘사 또한 그대로 재현하였다. 현대적

컨셉은 교실이나, 식당 등 현재시점의 현대적인 모습

의 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의상은 주로 기성복을 착용

하였다. 환상적 컨셉은 무대장치를 이용한 다양한 퍼

포먼스와 큰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과장된 실루엣, 반

짝이고 딱딱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묘사를

하였다. 그래픽적 컨셉은 특별한 장식 없이 설치된

무대에 빨강, 파랑, 노랑 등 비비드한 색상의 사용과

단순화시킨 크고 반복되는 패턴, 단순한 실루엣의 무

대의상으로 구성되었다. 역사적 컨셉은 일정시대나

장소를 명확히 연상시키는 세밀한 무대와 무대의상

디자인으로, 특히 타미노와 파미나, 밤의 여왕의 무대

의상에서 복식사적 형태가 많이 발견되었다.

기존에 공연된 무대의상 디자인 분석과 본 연구대

상인 공연의 대본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격 및 특

징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무대의상 디자인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지

컬 마술피리’에서 등장하는 배역은 타미노, 파미나,

파파게노, 시녀, 동자, 새의 요정, 합창단 총 7명으로,

본 공연은 뮤지컬, 음악, 영어, 무용, 과학 등이 포함

되었다. 본 공연은 무대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으

로 모든 무대디자인을 대신하였다. 따라서 무대의상

에 흰색을 많이 사용하여 영상아래서 의상 실루엣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고, 과학적 원리 설명을 위해 영

상과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는 동자와 합창단의 의상

은 그래픽적 요소의 단순성을 도입하여 디자인 하였

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연이어서, 시점적

용이 명확하지 않은 무대디자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미노, 파미나, 시녀들의 의상은 역사적 요소

를 도입하여 디자인하고, 파파게노와 새의 요정은 우

스꽝스럽고 과장되게 표현하여 환상적인 묘사를 하

였다.

등장인물별 디자인 결과로, 타미노는 용감하고 진

취적인 이집트의 왕자로, 옅은 노랑색과 금색을 바탕

으로 빨강색을 사용하여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하였

다. 파미나는 밤의 여왕의 딸이면서 솔직한 인물로,

자신의 마음가짐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화려한 디

테일을 적게 사용하는 대신 금색이 섞인 레이스 원

단을 사용하였다. 파파게노는 겁이 많고 허세스러운

인물로, 과장된 동작을 드러내기 위해 움직임이 강조

되도록 바지에 손으로 찢은 쉬폰 조각을 겹겹이 붙

여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시녀는 밤의 여왕에 복종하

는 인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을 사용하여 어

두운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한, 풍성한 보네와 엉덩

이가 강조되는 버슬스타일의 허리받이로 공포감을

더하였다. 동자는 선하고 진실한 인물로 전체적으로

흰색을 사용하여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니

트모자와 코방울을 장식한 슈즈로 요정의 느낌을 표

현하였다. 새의 요정은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자신들

을 소개하는 모습을 위해 헤드피스와 유니타드, 케이

지, 무용슈즈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록달록하고 발랄

한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한 디테일 없이도 새의 종

류가 연상되도록 하였다. 합창단은 자라스트로를 칭

송하는 역할로, 개선행렬을 표현하기 위해 크고 단순

한 디테일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높이 솟은 헤드피스

를 매치하여 웅장함을 더했다.

본 연구를 통해 7종류의 등장인물을 위한 무대의

상이 총 69벌 제작되었으며, '미디어 어린이 영어뮤

지컬 마술피리‘ 무대의상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과 제작은 제시되었지만, 이

후의 드레스리허설과 무대의상 수정, 공연 후 세탁

및 관리를 포함하는 제작 후의 진행부분에 관해서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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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제작된 무대의상을 계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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