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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호

대중음악과 무대의 만남:

팝 뮤지컬에 관한 고찰

원종원(순천향  신문방송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1. 서론

첨 한 디지털화의 경제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속에

서 뮤지컬 산업은 오히려 비복제의 문화  특성을 근간으로 안정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무  에서 반복 으로 실연되는 술  형태를 

띠는 동시에, 장기 상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 하는 상업성도 지

닌 뮤지컬은 근본 으로 술성과 성의 합일을 지향하는 태생  

특성이 반 된 문화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뮤지컬의 이러한 본질

 속성은 술  체험에 무게를 둔 유사한 공연 술 생산물들과 차

별화되는 독자 인 특성을 만들어냈으며, 더불어 다양한 성의 반

과 형식  재구성의 통을 만들어내는 문화산업  환경을 잉태해

냈다.

이 에서 논의하려는 팝 뮤지컬(Pop Musical)이란 이러한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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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반 된 형식의 뮤지컬 제작방식 경향이다. 팝 뮤지컬이란 

흘러간 음악을 무 용으로 활용해 극으로서의 형태를 완성한 일

련의 뮤지컬 작품들을 일컫는데, 이미 성을 검증받은 가사와 멜로

디의 음악이 무  문법에 맞춰 다시 해체되고 배열되는 재구조

화의 과정을 거쳐 완성됨으로써, 음악 으로 친숙하면서도 무 으

로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팝 뮤지컬의  인

기는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동시다발 으로 찰되는 일종의 유행이

자 제작 경향으로, 창작 뮤지컬의  근에 한 다양한 방법론

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학문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에서는 최근 서구 극장가에서 등장하고 있는 팝 뮤지컬 작품

들의 구체  사례들과 작품 형태에 한 분석을 통해 팝 뮤지컬의 특

성  종류를 살펴보고, 각각의 유형이 지니고 있는 형태 ·구조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 으로 팝 뮤지컬이라는 형식  

틀을 한국 시장에 용하는 것에 한 기  조사로서의 의미를 지닌

다고도 할 수 있다.

2. 뮤지컬 산업의 이해와 한국 뮤지컬 시장 현황

2.1. 뮤지컬의 역사와 장르적 특성

뮤지컬은 19세기 후반 유럽을 풍미한 경가극(Operetta)  발라드 오

페라 등의 음악극 형식이 도버 해 을 건  국의 연극 문화계에 수

용되고,  다른 극이었던 보드빌(Vaudeville)과 융화되면서 이른바 

뮤지컬 스(Musical Farce)나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를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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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기원을 둔다.1) 오페 타나 발라드 오페라가 이미 화된 오페

라의 한 지류 음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 국에서 인기를 리던 

인 성격의 음악극들이 오늘날 문화  속성을 지닌 뮤지컬 산

업의 기 정체성 형성에 지 한 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유럽에서 인기를 리던 뮤지컬 코미디는 다시 신 륙을 찾아가는 

유럽 이주민들의 이동과 함께 미국으로 되었으며, 여기에 뮤지컬

의 사(前史)  형태의 공연물들이라 할 수 있는 벌 스크(Burlesque, 

외설 인 노래나 스트립쇼 등을 앞세운 통가극)나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 백인이 흑인으로 분장하고 출연하는 연 물) 등이 합쳐져 오늘날 

리 통용되는 본격  형태로서의 뮤지컬이 완성되었다. 이후 150여 년

의 역사를 통해 뮤지컬은 상업 이고 인 공연산업 분야로 자리

매김해왔는데, 특히 틴 팬 앨리(Tin Pan Alley)2)를 통한 히트 작곡가의 

등장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쇼 튠(Show Tune)의 인기는 1950년 까지 

뮤지컬을 문화의 모든 것이라 부를 만큼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게끔 했다. 텔 비 과 록음악이 등장함에 따라 1960년  말부

터 1970년 에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 한 뮤지컬계로서는 새

로운 무  실험과 형식  진보의 시간이 되었고, 특히 1980년  이

1) 최 의 본격 인 뮤지컬 작품으로는 런던에서 상연된 발라드 오페라인 존 게이

의 <거지 오페라(Beggar’s Opera, 1728)>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후에 베르톨트 

히트(Bertolt Brecht)와 쿠르트 바일(Kurt Weill)에 의해 1928년 <서푼짜리 

오페라(Three-pennies Opera)>로 발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각에 따라 1892년 

공연된 G. 에드워즈의 <거리에서(On the Street)>나 1927년 미국에서 선보인 

<쇼 보트(Show Boat)>에 이르러서야 본격 인 의미에서의  뮤지컬이 시

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1800년  말 음악 출  비즈니스를 말한다. 1899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 던 몬로 로젠펠드가 해리 폰 틸 의 음반 사무실 풍경을 보고 “양철 냄비

(Tin Pan)에서 나는 짤랑짤랑한 소리가 계곡(Alley)에 울려 퍼진다”라는 기사를 

쓴 데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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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련의 국작품들로 시작된 로벌한 흥행작들이 등장하면서 뮤

지컬 산업의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졌고, 본격 인 산업  성장의 시기

를 불러왔다.

 사회에서 뮤지컬이 많은 국가들과 문화권에서 인기를 끌며 문

화산업의 주요한 분야의 하나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한 의미

에서 세계 뮤지컬 시장의 양  산맥이라면 크게 국 런던의 웨스트

엔드(West End)와 미국 뉴욕의 로드웨이(Broadway)를 심으로 한 

미권 심의 공연산업계를 일컫는다. 이는 이 지역이 단순히 제작 

심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탁월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숙된 사회문화  제반 여건이 고루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원래 로드웨이란 극장가가 아니라 뉴욕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한 

거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구체 으로는 맨해튼의 북서쪽에서 남쪽 끝

을 통하는 가장 긴 거리를 말한다. 특히 41번가에서 53번가, 그리고 

7번 애비뉴와 8번 애비뉴 사이의 직사각형 지역은 ‘극장 구역(Theatre 

District)’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 극장이 집되어 있으며, 그래서 

통상 으로 말하는 로드웨이 극장가는 바로 이 지역을 일컫는다.4) 

마찬가지로 웨스트엔드란 로드웨이처럼 일정한 지역을 일컫는 용

어로 런던의 구시가의 도심인 시티지역 서부에서 서쪽 하이드 크까

지의 고  주택  상업 지구를 말한다. 뉴욕의 극장 구역처럼 런던에

서는 이곳을 흔히 ‘극장 세계(Theatreland)’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형 극장들이 집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명칭이다.5)

3) 원종원, ｢세계 뮤지컬 시장과 우리 뮤지컬 시장의 비교 분석｣, 한국 뮤지컬 

산업의 로벌 략, 청강문화산업 , 2004.

4) 원종원, ｢뮤지컬 여행｣, 더 뮤지컬 5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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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은 작품이 공연되는 무 의 크기에 따라 형 혹은 ( )소형 

뮤지컬로 구분된다. 물론 미권의 상업 으로 발달된 뮤지컬 시장에

도 소규모 극장가는 존재하며, 이들은 실험  성격의 공연을 하는 것

은 물론 새로운 창작의 산실이나 계 인력의 양성소 역할까지 도맡

고 있다. 로드웨이 극장가의 경우, 오  로드웨이(off Broadway)와 

오  오  로드웨이(off off Broadway)가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원칙 으로 상업 극장가로 구분되는 로드웨이와 실험  성격의 

소규모 극이 주를 이루는 오  혹은 오  오  로드웨이의 구분에 

한 엄격한 기 은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 인 기 으로 구분하자면 

500석 이상의 극장가는 로드웨이로 구분하는 반면, 100석 이상 499

석 미만은 오  로드웨이로, 100석 미만은 오  오  로드웨이 

극장으로 구분한다. 이는 뉴욕 시의 공연장 리 법규가 객석수를 기

으로 세 을 차별 징수한 데서 비롯된 구분이기도 하다.6) 이와는 

별개로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를 들어 ‘극장 구역’

을 심으로 로드웨이와 이외 지역을 오  로드웨이로 구분하기

도 한다. 모든 오  혹은 오  오  로드웨이 작품이 로드웨이로

의 진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작은 규모에서 의미를 찾는 작품

들도 지 않지만 이 같은 소규모 극장의 작품들은 로드웨이 뮤지

컬 산업의 단계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창작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스트엔드

의 경우도 유사한데, 비주류의 소극장 형식 무 를 부르는 용어로는 

오  웨스트엔드 혹은 린지(Fringe)라는 용어가 쓰인다. 원래 린지

5) 같은 .

6) 조용신, ｢오! 로드웨이: 오 와 오  오  로드웨이 그리고 런던｣, 더 뮤지

컬 3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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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변두리 혹은 주변’이라는 의미로 1947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축제가 시작되었을 당시 축제에 정식 를 받지 못했던 8개 극단이 

도시 외곽에서 공연을 감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7) 오늘날 웨스트엔

드에서 린지는 새로운 작품과 신인 배우들의 산실로 통하고 있으며, 

규모 뮤지컬 작품을 선보이기 한 실험 무 로서의 역할도 담당하

고 있다.8)

뮤지컬은 그만의 독특한 형태 ·내용 , 그리고 장르상 특성을 지

니고 있다. 먼  뮤지컬은 내용  구분에서 사실주의 무 라기보다는 

낭만주의 연극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낭만주의 연극에서는 

이성보다 감성이, 정형보다는 정열이, 사실성보다는 환상성이 우 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뮤지컬이 여타 공연 술 장르에 비해 화려하

고 낙천 이며 환상성을 띠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낭만주의  성

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9) 둘째, 뮤지컬은 공연 술이면서도 종합

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공연 형태인 연극의 스토리 라인

은 그 로 유지하되 여기에 다시 음악과 춤이 가미됨으로써 종합극의 

성격을 갖게 된다. 여타 장르에 비해 비교  많은 스태 와 기술진이 

참여하는 것도 이 같은 종합극으로서의 뮤지컬의 정체성 때문이다. 

셋째, 뮤지컬은 극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

한 뮤지컬의 기원과 연 이 있으며, 뮤지컬이 상업  공연이라는 특성

7) 제1회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열렸을 당시 한 신문기자가 “공식 축제 외곽지역에

서 오히려 더 활발한 무 가 펼쳐졌다”라고 평가한 데서 ‘ 린지’라는 이름이 

탄생되었다.

8) 원종원, ｢원종원의 웨스트엔드 통신: 문화인큐베이터, 에든버러 린지｣, 조선

일보 2002년 7월 31일자.

9) 유희성,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  방향에 한 연구｣, 앙  석사학  논문, 

1995.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1(KST)



134  음악 통권 1호(2008년 상반기)

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연 이 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은 

그 형식상 특수한 습(convention)이 필요한 극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뮤지컬에서는 제작자나 연출가, 배우, 객 등 그 무 를 

재연하거나 바라보는 모든 참가자들이 암묵 으로 따라야 하는 일련

의 약속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칙들에 의해 다시 무 가 개되는 

특징이 있다.10)

일반 으로 뮤지컬은 음악과 춤, 연기로 구성된다. 특히 극  진행에 

있어 음악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뮤지컬의 구조상 특징은 음악

 특성과도 한 계가 있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음악  형태들로

는 서곡(overture), 엉트랙트(Entr’acte, 2막의 서곡), 오 닝 넘버(opening 

number), 제시(exposure), 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 반복 연주

(reprise) 등이 있다. 인 성격이 강한 탓에 언제나 연주 후에 박수

갈채가 쏟아져 극을 잠시 멈추게 하는 노래들도 있게 마련인데, 이 

같은 음악  형태를 갖고 있는 노래를 쇼 스토퍼(show stopper)라고 부른

다. 한 극의 진행이 음악  구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장면 

환에 곧잘 음악이 쓰이고는 하는데, 이 같은 음악을 막간음악(back-

ground musi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1) 노래 형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체 으로는 발라드 송(ballad song), 코미디 송(comedy song), 

참 송(charm song), 아이 앰 송(I am song), 아이 원트 송(I want song), 

스페셜 머테리얼(special material) 등이 있다.12) 반면, 무용의 극  개

에 따라 구조 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시작을 알리는 오 닝 넘버에

10) 김기용, ｢한국 공연 뮤지컬에 한 연구｣, 연세  석사학  논문, 1993; 유희성,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  방향에 한 연구｣.

11) 박경선, ｢한국 뮤지컬의 역사와 그 문제 에 한 연구｣, 앙  석사학  논문, 

1998, 13~15쪽.

12) 유희성,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  방향에 한 연구｣, 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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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무(solo), 듀엣(duet), 앙상블(ensemble), 로덕션 넘버, 발  시 스

(ballet sequenc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뮤지컬의 형태는 작품 수만큼 다양하다는 말도 있지만 표 인 유

형을 구분해보자면 한 권의 책처럼 기승 결의 구조와 클라이맥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북 쇼(book show), 화려한 장면의 볼거리를 심으로 

하는 스펙터클 쇼(spectacle show), 특출한 스타를 심으로 이야기를 

개하는 스타 비이클(star vehicle), 10여 명 안 의 인물들이 집단으로 

극을 진행하는 앙상블 쇼(ensemble show), 특별한 이야기 구조 없이 여

러 에피소드를 심으로 진행되는 뷰(revue) 등이 있다.13) 한층 더 

진보 인 형태로는 이 에서 다루고자 하는 팝 뮤지컬이나 노래 없

이 춤만으로 진행되는 스 뮤지컬(dance musical)14)도 있다. 그러나 뮤

지컬의 형태에 한 구분은 인 것이 아니라 후세에 비평가나 

계자들에 의해 편의상 구분되어 명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욱 다양한 형식  틀이 존재하거나 끊임없이 시도된다고 볼 수 있다.

2.2. 한국 뮤지컬 발달사 및 현황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비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서양 뮤지컬이 래되기 이 부터 창극이나 가극, 악극, 소리 

혹은 탈춤과 같이 일종의 음악극 형태를 지닌 통극이 존재하고 있

었던 것과 련이 있다.15) 즉, 이 같은 사(前史)  형태의 순수 통 

13) 박경선, ｢한국 뮤지컬의 역사와 그 문제 에 한 연구｣; 박용재, 뮤지컬 감상

법, 원사, 1998; 유희성,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  방향에 한 연구｣.

14) 수잔 스트로만(Susan Stroman)의 <콘택트(Contact)>나 매슈 본(Matthew Borne)

의 <백조의 호수(Swan Lake)>, <호두까기 인형(Nutcracker)!>, <카 멘(Car 

Men)>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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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물들의 존재는 우리나라에 뮤지컬 문화가 여타 아시아 지역의 문

화권에 비해 비교  이른 시기에 인 심을 이끌어내며 발 하

게 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66년 우리나라 최 의 창작 뮤지컬인 그린 악단의 <살짜기 

옵소 >가 발표된 것을 필두로 우리나라의 뮤지컬 산업은 그린과 

그 후신인 국립가무단이 시장을 주도한 태동기(1966~1977)를 거쳐, 

<지 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극장이나 <지붕 의 바이올

린>으로 유명했던 시립가무단, 민 과 장,  등 3개 극단이 합

쳐 공동으로 무 를 꾸미며 큰  인기를 렸던 <아가씨와 건달

들>처럼 본격 으로 로드웨이 뮤지컬이 번안되어 소개되기 시작

한 유년기(1978~1987), <한강은 흐른다>의 88서울 술단과 <거울 

속으로>, <돈키호테> 등을 발표하며 상업 뮤지컬을 이끌어온 롯데

월드 술극장, 그리고 <사랑은 비를 타고>, <쇼 코미디>, <명성

황후>, <난타>와 같은 창작 뮤지컬들과 < 로드웨이 42번가>, 

<캣츠>, <페임> 등 일련의 수입 번안 작품들이  인기를 끌

던 성장기(1988~1999), 그리고 극단 신시의 < 트>와 (주)제미로  

로듀서 설도윤에 의해 무 가 꾸며진 <오페라의 유령>이 등장한 

이래 형화· 화 추세로 발 하고 있는 청년기(2000~ 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16)

15) 이미나, ｢뮤지컬의 수용과 그 문제 에 한 연구｣, 성균  석사학  논문, 

2000.

16) 뮤지컬 발달사에 한 시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시도가 존재한다. 

박경선, ｢한국 뮤지컬의 역사와 그 문제 에 한 연구｣는 한국 뮤지컬의 시

구분을 발아기(1920~1950년 ), 형성기(1960~1970년 ), 성장기(1980~ 재)

의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으며, 박병성, ｢한국 뮤지컬: 작품으로 써내려간 

한국 뮤지컬 35년｣, 더 뮤지컬 6호, 2001은 태동기(1966~1977), 본격 인 

로드웨이 뮤지컬의 등장기(1977~1987), 서울 술단과 롯데월드 술극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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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뮤지컬 시장이 본격 인 산업화의 단계로 어

들기 시작한 것은 일반 으로 지난 2001년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

던 번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규모 흥행을 기록한 이후로 

본다. 한국어로 각색된 <오페라의 유령>은 7개월의 공연 기간 동안 

체 박스규모의 94%에 가까운 약 24만 명의 객을 동원함으로써 

뮤지컬 산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함을 실증한 바 있다. 이 작품

의 총제작비는 약 150억 원으로 1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4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17) 이를 통해 연간 200억 원 규모로 평가되던 

뮤지컬 시장을 400억 원 수 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페라의 유령>의 례 없던 규모 흥행실 은 이후 <캐츠>,18) 

<맘마 미아!>,19) <미녀와 야수>,20) <지킬 앤 하이드>21) 등으로 

등장기(1987~1994), 뮤지컬의 형화· 문화·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1994~

재)의 네 단계로 나  바 있다. 이 에서는 아직 국내 뮤지컬 산업이 본격

인 성숙기에 진입되기 이 의 상황이라 단해, 그 시  구분을 태동기·유년

기·성장기·청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했다.

17) 이윤미, ｢극과 극, 뮤지컬 투자 가 웃을까｣, 헤럴드 경제 2005년 1월 21일자.

18) <오페라의 유령>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 규모 뮤지컬로 국내에 소개되었던 

<캐츠>는 두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주)제미로가 2002년 

기획한 아시아 투어의 한국 공연으로 3주에 걸쳐 총 40회 공연에 유료 객 

7만 2,364명(총 객 8만 442명, 회당 1,809명)을 동원했다. 두 번째는 설도윤 

로듀서가 이끄는 설 앤 컴퍼니가 RUG, CJ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100억 

원가량의 제작비를 투여해 2003년에 기획한 빅탑 시어터의 순회공연인데, 태

풍 ‘매미’의 향으로 극장이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약 9개월간 공연을 

이어가 서울, 수원, , 구, 부산, 주 등 6개 도시에서 210회 공연 동안 

26만 명을 동원하는 인 흥행을 기록했다.

19) 극단 신시와 에이콤 인터내셔 , 술의 당이 공동 기획한 이 뮤지컬은 2004

년 1월 술의 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4개월간 무 에 올라 약 20만 명의 

객을 동원했다. 제작비는 90억여 원이 투여되었으며 145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20) (주)제미로와 설 앤 컴퍼니가 기획한 뮤지컬 <미녀와 야수>는 약 120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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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며 한국 뮤지컬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본격 인 산업화

가 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순수 창작극으로는 극단 에이콤의 

<명성황후>22)와 PMC 로덕션의 <난타> 등이 인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규모 뮤지컬 작품의 잇단 성공은 시장 규모의 확 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공연시장은 2001년 1,240억 원 규모에서, 2002년 1,411억 

원, 2003년 1,554억 원, 2004년 1,720억 원, 2005년 1,870억 원, 2006

년 2,000억 원 를 기록하고 있다. 뮤지컬의 매출도 꾸 히 증가해 

2006년의 경우 체 공연시장의 53%가량을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뮤지컬 객 수는 2001년 31만 명에 불과하던 것

이 2002년 55만 명, 2003년 62만 명, 2004년 70만 명, 2005년 89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연간 객 100만 명을 돌 함으로

써 비약 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체 인 산업규모는 비교

 작은 편이지만 여타 문화산업 분야에 비해 가 른 성장세를 보인

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특히 동질의 산업 업종인 공연산업 부문에서 

뮤지컬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작비를 투여하며 2004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장기공연에 도 했으나 5억여 

원의 순이익만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1) 극단 오디뮤지컬컴퍼니가 기획한 이 뮤지컬은 2004년 7월에 열린 연에서 

특히 주연을 맡은 배우 조승우의 인기와 함께 98%에 이르는 객석 유율(유료

유율 80%)의 흥행을 기록했다. 총제작비로 1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39회 

공연 동안 총 4만여 명의 객을 동원, 4억여 원의 순수익을 남겼다.

22) 19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100주년을 기해 제작된 이 뮤지컬은 거의 매해 

앙코르 공연을 이어가며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표작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총 240명의 배우와 130명의 스태 가 참여했으며 총 580회의 

무 에 객 77만 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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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대로 <싱잉 인 더 레인>, <옐로 서브머린>, <페퍼 상사의 론리 하츠 

클럽 밴드>의 포스터.

3. 팝 뮤지컬의 개념적 정의와 전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팝 뮤지컬이란 흘러간 음악을 무 용으

로 활용해 극 인 형태로 완성시킨 일련의 뮤지컬 작품들을 일컫는 

것으로, 최근 세계 공연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의 한 형태이

다.23) 팝 뮤지컬에 한  다른 표 으로 주크박스 뮤지컬(Jukebox 

Musical)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동 을 넣고 선곡하면 싱  도넛 의 

옛 음악을 재생해주는 음악상자 같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즉, 팝 

뮤지컬 혹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란 들에게 인기가 있는 음악가나 

음악 그룹이 과거에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인기곡을 뮤지컬 스코

23) 디즈니의 뮤지컬 <아이다(Aida)>의 한국 공연이 올려질 당시 국내 제작사는 

이 뮤지컬의 장르  구분에 한 홍보문구로 팝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는 팝 뮤지컬의 잘못된 개념  정의에서 기인

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팝 뮤지컬의 ‘팝(Pop)’이란 음악 장르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흘러간’ 음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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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활용해 노래들을 극  구조에 맞게 맥락화(contextualize)한 무 용

이나 화용 뮤지컬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팝 뮤지컬은 무 보다 상에서 먼  인기를 모았다. 팝 뮤지컬 화

의 창기 흥행작으로는 1952년 발표된 코미디 뮤지컬 화 <싱잉 

인 더 인(Singin’ in the Rain)>이 있다. 진 리(Gene Kelly)와 스탠리 

도넨(Stanley Donen)이 연출하고 리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이 화는 

무성 화시 에서 유성 화로의 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

히 화에 등장하는 많은 뮤지컬 넘버들은 기존에 이미 발표되어 잘 

알려진 노래들을 재구성해 극 인 변화를 거쳐 활용한 경우 다.24) 

1968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화 < 로 서 머린(Yellow Submarine)>

이나 1978년 발표된 뮤지컬 화 <페퍼 상사의 론리 하츠 클럽 밴드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25)도 창기 주크박스 뮤지컬의 

표  사례들로 꼽을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리버풀 출신 국 밴드 

비틀즈(The Beatles)의 음악을 차용해 주크박스 뮤지컬로 만든 경우 다.

창기 주크박스 뮤지컬 화들은 사실 이야기의 극  형태나 실험

 구조를 지녔다기보다는 음악의 상  재구성에 치 하는 경향이 

24) 를 들어 표 인 뮤지컬 넘버인 <싱잉 인 더 인>은 원래 찰즈 리즈

(Charles Riesner)가 1929년 발표했던 화 <1929년의 할리우드 뷰(The 

Hollywood Revue of 1929)>에서 클리  에드워드(Cliff Edward)가 불 던 노래

이며, 이 밖에도 <피트 애즈 어 피들(Fit as a Fiddle)>은 1933년 발표된 화 

<칼리지 코치(College Coach)>에서, <당신은 나의 러키 스타(You Are My 

Lucky Star)>는 1935년작 <1936년의 로드웨이 메들리(Broadway Medley of 

1935)>에서 사용되었던 노래들이다.

25) 1967년 비틀즈가 발표한 동명 타이틀의 음반과 1969년작 <애비 로드(Abbey 

Road)> 음반의 노래들을 활용한 화로, 톰 오호건(Tom O’Horgan)이 연출한 

1974년작 오  로드웨이 작품인 <페퍼 상사의 론리 하츠 클럽 밴드 기행기

(Sgt. Pepper’s Lonely Heart Club Band on the Road)>의 아이디어를 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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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었다. 이는 1980년 를 후로 화되기 시작했던 MTV 등의 

상 매체를 통해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변화를 가져온 사회

·시  유행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화에

서의 주크박스 뮤지컬 제작방식 활용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인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1996년작인 우디 앨런(Woody 

Allan)의 <모두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네(Everyone Says I Love You)>

를 필두로 바즈 루르만(Baz Luhrmann)의 <물랭 루즈(Moulin Rouge)>26)

나 애니메이션 화인 <해피 피트(Happy Feet)>,27) 디즈니 뮤지컬 

<라이언 킹(Lion King)>의 연출자인 리 테이머(Julie Taymor)가 연출

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Across the Universe)>28) 등이 이 범주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무 를 통해 팝 뮤지컬이 본격 으로 등장해 인기를 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의 일이다. 특히 1984년 제작된 <리더 오  더 

팩(Leader of the Pack)>은 팝 뮤지컬의 기 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반 인기를 렸던 두웁(Doo-Woop)29) 장르의 음악들을 

26) 2001년 제작된 이 뮤지컬 화는 마돈나(Madonna)의 <라이크 어 버진(Like 

a Virgin)>, 바나(Nirvana)의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Smells Like Teen 

Spirit)>, 퀸(Queen)의 <쇼는 계속되어야 해(The Show Must Go On)>와 같은 

기존 음악들을 극  구성에 맞추어 활용한 팝 뮤지컬 화이다.

27) 호주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화로, 조지 러(George Miller)가 연출을 맡아 

2006년 공개되었다. 주제가인 린스(Prince)의 <송 오  더 하트(Song of the 

Heart)>만이 새로 만들어진 오리지  넘버 을 뿐, 나머지 음악들은 모두 기존

의 노래들을 활용해 만들어진 팝 뮤지컬 형식의 애니메이션 화이다.

28) 2007년 제작된 화로 1963년에서 1969년까지 발표되었던 비틀즈의 노래 33곡

을 활용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29) 리듬앤드블루스 음악의 창법으로 흑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1950년  반

에서 1960년  반까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음악 스타일을 말한다. 

‘더 스패니얼스(The Spaniels)’, ‘더 문 로스(The Moonglows)’, ‘더 라 고스

(The Flamingos)’ 등이 표 이며, 드 재 린의 <디 오션(The Ocean)>,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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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더 오

브 더 팩>과 <버디 홀리 스토리>의 

포스터, <금단의 별로의 귀환>의 한 

장면.

가져와 극 으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엘리 그리니치(Ellie Greenwich)의 

노래들로 꾸며진 로드웨이산(産) 팝 뮤지컬이다. 한편 웨스트엔드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창기 흥행작으로는 <버디 홀리 이야기(The 

Buddy Holly Story)>가 있다. 1989년 처음 막을 올렸던 이 작품은 1950

년  큰 인기를 리다가 비행기 사고로 20  반에 유명을 달리한 

로큰롤 싱어 찰스 하딘 홀리(Charles Hardin Holly)의 일생을 극화한 것으

로, 그의 노래들과 당시 음악을 차용해 극  구성을 꾀한 경우이다.

1989년 런던에서 막을 올렸던 뮤지컬 < 단의 별로의 귀환(Return 

to the Forbidden Planet)>도 창기 팝 뮤지컬의 표  작품이다. 밥 

칼턴(Bob Carlton)이 연출한 이 뮤지컬은 1950년  큰 인기를 렸던 

SF 화인 < 단의 별(Forbidden Planet)>을 무 에서 형상화한 것인

조엘의 <더 롱기스트 타임(The Longest Time)> 등은 두웁 사운드를 활용해 

 인기를 렸던 노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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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원작 화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인 <태풍(The Tempest)>을 

우주 공간으로 옮겨 만든 공상과학 화 다.30) < 단의 별로의 귀

환>은 엘비스 슬리(Elvis Presley)의 <올 슉 업(All Shook Up)>, 제

임스 라운(James Brown)의 <남자들만의 세상(It’s a Man’s World)>, 

베니 벤자민(Bennie Benjamin)의 <날 오해하지 마(Don’t Let Me be 

Misunderstood)>와 같은 1950~1960년  히트 음악들을 사용해 인기

를 모았는데, 노래의 앞뒤에 사를 더하는 이른바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형식을 덧붙여 멜로디의 극  구성을 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팝 뮤지컬은 특히 2000년 에 어들면서 더욱 격한 확산을 보이

고 있다. 이는 2001년 스웨덴 출신의 혼성 그룹인 아바(ABBA)의 음악

들로 꾸며진 <맘마 미아(Mamma Mia)!>가 상업  극장가에서 규모 

흥행을 기록한 여 라고 볼 수 있다. 즉, <맘마 미아!>를 통해 팝 

뮤지컬의 성과 흥행가능성을 체험한 뮤지컬 제작자들이 유사한 

형태의 공연물로 시장에 진입한 사례가 증했으며, 투자자는 형 

뮤지컬의 불확실한 성에 한 험요인을 감소시키기 해 략

 선택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 

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음반제작사나 기획사, 해당 음악가의 새로

운 부가가치 창출 욕구 등도 더해져 주크박스 뮤지컬의 공  증가를 

30) 한때 국내에서는 서울 술단이 제작한 뮤지컬 <태풍>이 셰익스피어 원작인 

<템페스트(The Tempest)>의 최  뮤지컬 버 이라는 홍보문구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잘못된 표 이었다. 국내 창작 뮤지컬인 <태풍>이 연된 것은 

2000년 2월 12일의 일이지만, < 단의 별로의 귀환>은 런던의 임 리지 

극장에서 이미 1989년 막을 올렸기 때문이다. 뮤지컬의 원작이었던 SF 화가 

제작된 것은 1956년이며, 뮤지컬 버 이 오  로드웨이에서 연된 것은 

1991년 9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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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맘마 미아!>, 

<투나이츠 더 나이트>, <위 윌 록 유>의 

공연 장면.

불러온 셈이다.

이러한 뮤지컬 산업의 환경  요인들이 복고와 향수를 마  분야

에서 극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회경제  경향과 맞물린 

것도 팝 뮤지컬의 격한 시장을 팽창시켰다. 2000년 이후 미권을 

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표 인 팝 뮤지컬들로는 국출신의 록밴

드인 그룹 퀸의 음악들로 만든 <   록 유(We Will Rock You)>, 

빌리 조엘(Billy Joel)의 <무빙 아웃(Movin’ Out)>, 피터 앨런(Peter Allen)

의 <오즈에서 온 소년(The Boy from OZ)>, 로드 스튜어트(Rod Stewart)

의 <투나이츠 더 나이트(Tonight’s the Night)>, 존 논(John Lennon)의 

< 논(Lennon)>, 국 출신의 스카밴드인 매드니스(Madness)의 <아

워 하우스(Our House)>, 비치 보이스(The Beach Boys)의 <굿 바이

이션스(Good Vibrations)>, 엘비스 슬리의 <올 슉 업>, 포 시즌즈

(Four Seasons)의 < 지 보이스(Jersey Boys)>, 조니 캐시(Johny Cas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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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오  이어(Ring of Fire)>, 어스 드 앤드 이어(Earth, Wind 

and Fire)의 <핫 피트(Hot Feet)>, 보니 엠(Boney M)의 < 디 쿨(Daddy 

Cool)>, 밥 딜런(Bob Dylan)의 <그들이 변해야 할 시간들(The Times 

They Are A-Changin’)>, 이엘오(ELO: Electronic Light Orchestra)의 <재나

두(Xanadu)>, 패티 그리핀(Patty Griffin)의 음악들로 꾸민 <1,000만 마

일(Ten Million Miles)> 등이 표 으로 손꼽힌다.

4. 팝 뮤지컬의 종류

팝 뮤지컬은 그 형태와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형태에 따른 구분이 있다. 특정 뮤지션의 음악을 주로 

만들어지는 트리뷰트 쇼(tribute show)는 가장 흔하게 활용되고 있는 일

반  형식이다. 트리뷰트 콘서트(tribute concert, 헌정 음악제)처럼 특정 

음악가의 술  성과를 기리거나 재연하는 데 주요한 목 을 둔 형

식의 팝 뮤지컬을 일컫는다.

기존의 음악을 활용하는 팝 뮤지컬은 자연스럽게 원곡의 뮤지

션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하기가 매우 용이한데, 트리뷰트 쇼는 

특정 뮤지션의 음악  생산물을 공연 형태로 재연해냄으로써 왕년의 

인기음악을 무 에서 쉽게 목시킬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이와 같

은 유형의 표  작품들로는 <맘마 미아!>, <   록 유>, <투나

이츠 더 나이트>, < 논>이나 조나단 하비(Jonathan Harvey)와 페트 

 보이스(Pet Shop Boys)의 음악들로 꾸민 <클로  투 헤 (Closer to 

Heaven)>, 보이 조지(Boy George)의 <터부(Taboo)>, 비틀즈의 <네가 

필요한 건 사랑뿐(All You Need is Lov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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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변형으로는 특정 뮤지션의 음악이 돋보인 화를 무

화하면서 음악  해석을 팝 뮤지컬에 가깝게 만든 작품들이 있다. 엘

비스 슬리가 주연한 화를 동명 타이틀의 팝 뮤지컬로 활용한 

<제일하우스 록(Jailhouse Rock)>이나 비지스(Beejees)의 음악  역량이 

돋보 던 원작 화에 무 용 뮤지컬 넘버를 추가해 완성한 <토요일 

밤의 열기(Saturday Night Fever)> 등은 표  사례들이다.

팝 뮤지컬의  다른 형태로는 컴필 이션 뮤지컬(Compilation Musical)

이 있다. 이는 컴필 이션 앨범(compilation 편집기획 음반)처럼 특정한 

기획이나 주제에 따라 여러 음악가의 노래들을 종합 으로 구성해 한 

편의 뮤지컬 작품으로 완성한 형태를 지칭한다. 컴필 이션 뮤지컬에

서 주로 활용되는 방안들로는 시  주제, 테마별 주제, 지역  주제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극  구성의 목 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기도 한다.

컴필 이션 형태의 팝 뮤지컬 유형은 화계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를 들자면 <물랭 루즈>, <해피 피트>, <우주를 넘어서>나 드림

웍스(Dreamworks)의 애니메이션 화인 <슈 (Shrek)> 시리즈 등이 

표 이다. 무 용 뮤지컬로는 < 단의 별로의 귀환>, <버디 홀리 

스토리> 등이 표 이다. 특히 컴필 이션 뮤지컬은 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트리뷰트 쇼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지 않은 단 이 있어

서, 음악이 주를 이루는 무 용 뮤지컬 공연보다는 본질 으로 음악이 

부수 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규모 제작비가 투여되는 블록버스터 

화에서 더욱 왕성하게 시도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형식  구분으로는 극  음악의 역할과 쓰임에 따른 분류 

방식이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가 아무 변

형 없이 원래 모습 로 재연되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팝 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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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별로의 귀환> 포스터와 공연 장면.

컬들은 본래 음악을 노래했거나 만들었던 특정 뮤지션의 이미지를 무

에 그 로 재 하는 데 주요한 목 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무 에도 밴드와 악기가 직  등장해 라이 로 연주하거나 세

트 자체가 라이  콘서트장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류의 

표작들로는 <무빙 아웃>, <버디 홀리 스토리>, <제일하우스 

록>, <   록 유>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형식의 작품들은 기존

의 공연 마니아나 뮤지컬 애호가 집단뿐 아니라 특정 시 나 음악가

의 작품을 선호하는 일반 까지 공연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노래 가사의 변형은 없지만, 극  역할이나 

의미가 다르게 활용되거나 재구성되는 부류의 작품들이다. 즉,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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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무빙 아웃>, <아워 하우스>

의 공연 장면과 <모라는 이름의 다섯 사나이>의 포스터.

의 이야기 개에 따라 해당되는 음악의 가사나 내용이 원래 의미에

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는 작품들을 말한다. <맘마 

미아!>에서 아바의 음악도 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연인 간의 이별을 

노래하는 <네임 오  더 게임(Name of the Game)>은 딸일지 모를 소

피가 아버지일지 모를 빌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도나와의 계를 묻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음악에 감사해(Thank You for the Music)>는 소피

와 아버지일지 모를 세 명의 남자 주인공들과의 정서  교감을 이루

는 매개체로 활용된다.

이러한 형식의 작품들은 객이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음악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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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미를 재구성해냄으로써, 익숙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에 

주요한 목 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기발한 발상의 환이 

더해질수록 작품의 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익숙한 내용의 재구성은 객들로 하여  긴장의 이완이나 해학의 묘

미를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이 부류의 작품들은 주로 코믹 장르에서 

왕성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맘마 미아!> 외에도 <아워 하우

스>, <투나이츠 더 나이트>나 1900년  반 큰 인기를 리던 재

즈 뮤지션 루이스 조던(Louis Jordan)의 음악들로 꾸민 <모라는 이름의 

다섯 사나이(Five Guys Named Moe)> 등이 표 이다.

마지막 유형은 원래의 노래가 지닌 구성 요소 에서 멜로디나 이

미지 등 한두 가지 인 요인만을 남긴 채  새로운 방식으로 

변용해 뮤지컬의 극  구성을 시도하는, 격 인 실험 형식의 작품들

이다. 특정 시 나 뮤지션, 유명인의 이미지나 분 기만 빌려와 스토

리텔링의 기본 를 이루는 이른바 ‘패러디’ 형식의 팝 뮤지컬이 

여기에 속한다. 오  로드웨이나 린지 같은 소극장들에서 시도되

는 실험성 짙은 일련의 작품들도 이 부류에 속한 경우가 많다. 팝 뮤지

컬 형식의 비보이 퍼포먼스인 <인투 더 후즈(Into the Hoods)>나 유로

비  송 콘테스트를 빗  구성한 <유로비트: 거의 유로비 (Eurobeat: 

Almost Eurovision)> 등은 에든버러 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선보인 형

식  격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형태 으로 완성되었다기

보다 진취 ·진보 인 소극장 무 에서 등장하는 실험 인 팝 뮤지컬

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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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사실 팝 뮤지컬의 속한 증가와 시장의 팽창에 따라 이 장르의 

형태  구분에 한 고찰이 어려워진다는 지 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에 각 받은 바 있는 팝 뮤지컬 작품들은 기존 방식을 타 하거나 해

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과감한 형식  도 을 시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한 형식  개에 한 열린 사고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 도 두된다. 빌리 조엘의 <무빙 아웃>의 경

우, 해당 뮤지션의 모창 밴드가 무 에서 라이 로 흘러간 인기곡을 

재연하는 것과 더불어  무용가인 트와일라 타 (Twalya Tharp)의 

안무에 맞추어 1960년  베트남 쟁을 후로 미국 은이들이 겪는 

우정과 사랑, 갈등과 방황의 극  구성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형식을 

띠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구조 으로 팝 뮤지컬과 스 뮤지컬의 

형식  충돌과 결합이라는 실험성을 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팝 뮤

지컬이 일정한 형식  틀에 박힌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

이나 틀에서라도 목과 진화가 가능하다는 개방된 형식으로서의 구

조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형식 면에서의 도 은 특히  문화산업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성

과 조화되어 더욱 다양한 구조  실험과 도 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팝 뮤지컬 제작의 기본 토 가 될 것으로 기 된다.

팝 뮤지컬은 특히 계 에 따라 사회나 문화가 구분된 국에서 인

기를 리며 등장해 세계 으로 그 유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형식에 

한 치 한 구성이나 술  완성도를 추구한다기보다 쉽게 보고 즐

길 수 있는 오락  요소가 강조된 탓에 산층과 노동자계층을 심

으로 인기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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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팝 뮤지컬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팝 뮤지컬 작품 사례들로는 임순례 감독의 원작 화를 

무 화한 <와이키키 라더스>를 필두로 1980년  히트곡들로 꾸

민 <달고나>와 1990년  음악이 담긴 < 음의 행진>, 자우림

의 음악을 변형해 사용한 <매직 카펫 라이드> 등이 있다. 최근 특정 

작곡가나 뮤지션을 심으로 한 일련의 작품들도 시도되고 있는데, 

김형석의 음악을 활용한 <러  인 카푸치노>, 왁스의 노래들로 꾸민 

<화장을 고치고> 등이 표  사례들이다. 해외 유명 팝 뮤지컬의 

번안 수입 공연 같은 소극  의미에서의 공연 제작은 물론, 우리의 

음악과 문화, 정서를 반 한 한국  팝 뮤지컬의 제작이 시도되는 것

은 일견 바람직한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팝 뮤지컬이 술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한 논란은 

아직 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론이다. 비  시각의 평론가 에는 

팝 뮤지컬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보다 기성 음악을 재활용함으로써 

에 합한 값싸고 질 낮은 상업  로덕션만을 양산하게 만든다

며 비난하기도 한다. 비슷한 부류의 작품에 한 투기성 자본의 제작

열풍을 가져왔다고 해서 <맘마 미아!>를  뮤지컬계의 재앙이라

고 표 하는 비 론도 있다.

그러나 뒤섞임의 미학이  문화산업에서 도도히 개되는 것이 

방  추세임을 제한다면, 팝 뮤지컬의 형식  도 과 실험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리 스 링어, 디 오페

라(Jerry Springer-The Opera)>처럼 3류 질 TV용 토크쇼가 오페라의 

형식을 빌려 뮤지컬 무 에 등장하고, 270년 통의 런던 오페라 하우

스에 스티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뮤지컬인 <스 니 토드

(Sweeney Todd)>가 막을 올리며, 톱 클래스 성악가가 부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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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의 변화 속에서, 팝 뮤지컬의 등장을 단

순히 상업 자본의 한 마  선택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형식  도 과 실험을 담보해낼 수 있는 성의 무  구 으로 

악할 때 비로소 온 한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팝 뮤지컬의 

제작자는 도 히 공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질 인 요소들의 조화, 

즉 술성과 상업성의 어울림, 익숙한 것과 새로움의 병존을 근 에 

두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치와 문화산업으로서의 의의를 알 수 있

게 될 것이다. 팝 뮤지컬의 이러한 형태  특성을 온 히 감안할 때에

야말로 복잡다단한  문화산업의 한 단면으로서 팝 뮤지컬이 지닌 

본질  의미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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