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에 나온 유명한 장편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A Bug’s Life)’에는 

곤충 서커스단이 나옵니다. 단장은 벼룩이고 그의 이름은 P.T. 플리(Flea) 

입니다. 그는 2017년에 나온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The Greatest 

Showman)’의 실존 인물 P.T. 바넘(Phineas Taylor Barnum, 1810~1891))을 

패러디한 캐릭터입니다. 2017년 5월 21일, 1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서커스단 ‘링글링 브라더스 앤드 바넘 앤드 베일리 서커스(Ringling Bros. 

and Barnum and Baily Circus)’가 고별 공연을 했습니다. 이 서커스단의 

단장 바넘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 ‘위대한 쇼맨’입니다.

 “여러분이 고대해온 순간입니다(This is the moment you’ve waited for).”

막을 여는 첫 곡 ‘지상 최대의 쇼(The Greatest Show)’의 노랫말입니다. 

이어 바넘(휴 잭맨役) 단장은 자기들 공연이 왜 ‘지상 최대의 쇼’인지 

신명나게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많은 꿈들(A Million Dreams)’ 

인데요, 영화는 관객을 1800년대 초로 안내합니다. 고아 소년 바넘이  

눈물 젖은 빵을 뜯으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바넘의 운명을 바꿔놓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유한 집안 태생에 미모를 

갖춘 여인 채리티(미셸 윌리엄스役)입니다. 그녀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넘과 결혼해 두 딸을 낳습니다. 궁핍한 시대인데다 최근 다니던 직장이 

파산해 실직한 바넘은 특이하게 생긴 이들을 모아 서커스단을 만듭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어린 바넘이 빵을 훔치다가 매타작을 당할 때, 인정 많은 

한 여자 걸인이 소년에게 사과를 건네는 장면은 훗날 바넘이 만들 특별한 

공연단에 대한 복선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대단한 걸 해낼 수 없어 

(No one ever made a difference by being like every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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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넘의 캐스팅은 파격적입니다. 수염 난 여자, 샴쌍둥이, 

거인, 난쟁이, 흑인 곡예사 등으로 팀을 꾸린 것입니다. 

관중을 재미있게 할 실력이 있는데도 외모로 인해 세상 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은 바넘과 끈끈한 유대를 다집니다.  

이 대목에 나오는 곡이 영화의 대표곡으로, 제목은 ‘이게 

나야(This Is Me)’입니다.

  바넘의 결단력과 실행력은 탁월합니다. 

  “프로모션 안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성과만이 따를 

뿐이지(Without promotion, something terrible happens-

nothing).” 

그렇게 공언한 단장이기에 그의 탁월한 마케팅 감각이 

더해지자 극단은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바넘은 가족을 

위해 으리으리한 저택을 마련할 만큼 부를 쌓습니다. 명성도 

쌓고 싶어진 바넘은 상류층 관객까지 끌어 모으겠다는 

야망을 품습니다. 그가 유명한 백인 극작가를 영입하는 

장면인데요, 극작가와 흑인 곡예사의 사랑 노래는 신분 

격차를 깨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려는 그들의 숭고한 의지를 

잘 담아냅니다.

평론가를 비롯해 적들도 생겨납니다. 그러자 아내가 

명견(明見)을 내놓습니다. 

  “모든 이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소수여도 좋은 

사람들의 사랑이면 충분해요(You don’t need everyone to 

love you. Just a few good people).” 

일생일대 위기가 바넘에게 찾아옵니다. ‘스웨덴 

나이팅게일(The Swedish Nightingale)’이라 불리는 미모의 

여가수 제니 린드(레베카 퍼거슨役)가 등장한 것입니다. 

둘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장소는 영국 왕실인데요, 여왕이 

바넘의 팀과 그녀를 초청했습니다. 그녀가 절창하는 

‘충분하지 않아(Never Enough)’를 듣고 바넘은 확신합니다. 

“그녀와 미국에서 순회공연을 다니면 흥행 대성공은 물론 

상류층의 평가도 좋아질 거야.” 

예상대로 그들은 상류층 관객마저 사로잡습니다.

제니 린드의 존재는 바넘의 결혼생활에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서커스 단원을 대하는 바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상류층 관객 앞에 단원들을 내세우고 싶지 

않아진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쇼’를 지휘해온 바넘이 

그렇게 차츰 정치적으로 변해갑니다. 과연 그는  

쇼 비즈니스 세계와 현실 사이에 놓인 신기루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초심으로, 그리고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골든 글로브 주제가상을 받은 ‘이게 나야(This Is Me)’를 

포함해 열한 개의 명곡을 만든 이들은 벤지 파섹과 저스틴 

폴입니다. ‘라라 랜드(La La Land)’에도 참여한 

실력파들입니다. 호주에서 상업광고를 주로 만든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고 있는 이번 작품은 

그의 할리우드 데뷔작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