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학연구
제11권 2호(2007) pp.451~484

단막극 창작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쓰기 전’ 활동을 중심으로 1)조

￭요

영 수*

약￭

본고는 단막극 창작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과 내용을 실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희곡 창작’이라 하지 않고 ‘단막극 창작’이라고 한 것은 단막극의 미적 특성이 희곡의 정수(精髓)를
잘 담아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요건들을 감안한 실제적인 고려가 반영된 때문
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단막극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잘 짜인 구성, 절제된 시적․상징적 표현,
파토스의 세 가지이다. 선정한 단막극의 주요 특징은 전범이 되는 주요 단막극을 통해서 확인하였
고, 학생들이 쓴 단막극 대본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았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
은 직접교수법과 병행한 연극놀이와 드라마 관습의 활동에 의해 소개하였다. 이 중 연행적 활동에
역점을 두었는데, ‘드라마 관습’이라는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단막극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창의적 표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중심 주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곡창작’ 수업에서 창작물의 다양한 실수와 오류
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기 전’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
생들이 쓴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학습활동을 구안하였다. ‘쓰기 전’ 활동은 또 이후 연속
된 ‘쓰기’와 ‘공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수정도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제안되었다.
부수적으로는 학생들이 희곡과 연극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유하는 것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 단막극, 희곡창작, 쓰기 전 활동, 파토스, 연극놀이, 드라마 관습

I. 서 론
글쓰기(창작) 수업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교수-학습의 중심에 놓게 하며, 자아성찰과 창의
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수업 활동이다. 특히 장르별1) 글쓰기는 텍스트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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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르 중심의 글쓰기는 다양한 상황 맥락 내에서 전개되는 텍스트의 글쓰기를 의미하며, 전통적이며 정형화된
텍스트가 강조하는 형식적인 요소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때문에 글쓰기의 사회적 기능이나 형식․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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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요인을 강조하는(박태호, 2000, p.3) 실질적이고 미시적 활동이어서 학습자들의 반응과 흥미를
북돋울 수 있기에 오늘날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또 많은 미시장르의 글쓰기가 정보전달과 의사표현
중심의 실용문으로 구성되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문학적 글쓰기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함을 생각하
게 한다.
그런 가운데 시와 소설 그리고 수필에 비해 극(희곡) 장르에 대한 이해․창작 수업은 교과와 교과서
에서도 소홀히 취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다른 문학 장르의 창작활동에 대비적으로 희곡창작3)은
공연 형식의 실천으로 연결되고 공동창작과 협동학습으로 주로 응용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수업모형
으로 각광 받지만, 현재의 연구 성과는 일선 교사들의 수업모형4) 연구나 교수-학습 안에 주로 의존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희곡창작은 소설을 희곡으로 바꿔 쓰기(각색)하는 형태와 학습자들의 모둠별
연극을 위해 생활 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작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소설을 원 텍스트로 하여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이해와 변용에 의한 창작으로 주로 구
성되며, 짧은 시간에 어렵지 않게 구성될 수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성취도 역시 높다.5)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것은 학습자들이 모방글쓰기나 패러디하기에 익숙해져 있으며, 원전(原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민 없이 재생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 활동이 연
극이나 희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면 창작 이후의 연행 단계에서 문제를 겪
는다. 막상 촌극이라도 해보려면 이 자료가 연극 대본으로서는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각색에
의한 희곡 쓰기라 하더라도 학습자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수업 목표인데,
학습자들이 소설(원 텍스트)에 많은 부분을 기대다보니 소설 속의 대화를 등장 인물간의 대사로 바꾸
는 정도로만 이해하여 소기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후자인 학습자들의 생활 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작하는 형태는 좀 더 창의적이며 적극적 활동이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희곡 작품은 2학년 2학기의 ｢들판에서｣ 밖에 없다. 1학년 1학기의 ｢육체미
소동｣은 TV드라마의 극본이며, ｢시집가는 날｣(3-1)은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뮤지컬 극본으로 개작한 것이
다. 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원술랑｣, ｢빌헬름 텔｣, ｢들판에서｣ 처럼 세 작품 모두가 순수 희곡
이었던 것을 이해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외연이 더욱 넓어진 반면, 희곡 본연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
었다고 하겠다.
3) 희곡과 대본을 구분할 수 있다. 희곡(drama)는 대본(scripts)로 변형되어 연극적 기호가 된다. 희곡은 극작가
에 의해서, 대본은 연출가에 의해서, 연극은 배우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 글에서는 희곡과 대본을 혼용하고 문
맥에 따라 둘을 사용하기로 한다. 학생들이 창작한 희곡은 곧바로 대본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중학교《국어》2학년 2학기 3. ｢문학의 표현｣ 단원에서의 학습목표와 교수-학습 활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학습목표]글쓴이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안다.
인물의 성격을 살려서 낭독하고, 직접 대본을 써서 공연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희곡관련활
동을 정리해 보았다. ①입체낭독, ②모둠별 희곡패러디 : 대본쓰기(지문 중시)와 연극 ③광고 패러디하기, ④
뮤직 비디오 만들기, ⑤시를 연극으로 표현하기, ⑥제시된 주제 ‘차별, 장애, 학교생활, 시사적 주제 등’과 관련
하여 모둠별 몸짓으로 발표하기 - 안동국어교사모임(2005). 희곡-시나리오 영역 활동 내용 체계화, 교과모임
자료집
5) 본인이 해 본 바에 의하면 2차시 정도의 수업만으로도 단편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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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는 생활담이 소설(속 이야기)에 비해 학습자들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제재의 속성(핍진성
verisimilitude)이 한 원인이겠고, 문학적 글쓰기이면서도 일상적 글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학습자들의 심리적 친밀감도 한 몫을 한다. 또 ‘쓰기 ‘전’과 ‘쓰기 후’의 활동이 다양하여 ‘쓰기’ 단계를
고무하게 된다.6) 예를 들어, ‘쓰기 전’ 활동으로는 기획(planning)과 글감(제재, 소재)찾기가 주된 내
용이 될 터인데, 실생활이 바탕이 되므로 모둠원 간의 얼른 떠올리기7)․열거하기․이야기나누기 활
동(이재승, 2003, pp.277-281)이 학습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증진하여 본 활동인 창작에 강한 동기
를 부여하게 된다. ‘쓰기 후’ 활동에서도, 고쳐쓰기 차원을 넘어 실제 공연을 위한 준비와 실행을 포
함한다. 희곡을 공연 대본으로 변환하면서는 문자언어가 구술언어로 바뀔 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
으며, 연출과 배우의 영역까지 체험함으로써 창작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 공연하기
는 일반적인 연극(正劇), 모둠별 역할극, 정지장면을 이용한 표현하기 등 여럿 중에서 선택 가능하므
로 차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론적 기초로 한 ‘상호작용(interactiv)적 학습활동’은 기본적으로 Bakhtin의 ‘대화주의’
에서 기인한다. 본래 대화는 주변의 문제들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
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적이고 구성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Bakhtin의 ‘대화’ 개념은
통상 서로 다른 목소리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타자들 사이에 상호 습합되는 과정으로서 진정한 대화
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다양한 맥락 안에서의 내적 대화 과정을 통해 언어적 소통이나
표현에 깊이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어성(異語性, heteroglossia)이란 용어로 언어사
용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언어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맥락
안에서의 대화 과정으로 창작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대화주의 쓰기이론은
글쓰기를 사회적인 행위로 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되고 의미구성 능력 또한
신장될 수 있다는 견지에 있다. 즉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과 협의 과정으로 진행된
글쓰기가 자신들의 생각과 정서를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을 교실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비언어적, 도구적/비
도구적 방법에 의해 의사소통과 창작단계가 증진․진행되는 양상이나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상황을 넘어 맥락에 따른 왕성한 문답을 통해 상호간의 대화를 시작한다. 대
화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은 내용의 이해를 넘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창작활동을 주도하면서 동
6) 쓰기의 과정을 셋으로 나누는 것과 넷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쓰기 전(pre-writing)-쓰기
(writing)-쓰기 후(post-writing)의 3단계 형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4단계 형인 아이디어
생성하기-조직하기-표현하기-교정하기는 기능(function)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창작의 시
간적 흐름을 중심에 두고 쓰기 후 활동이 쓰기에 대한 메타활동(교정하기)이 아닌 공연하기로 이어진다고 구안
하여 Graves(1975)가 제안한 ‘쓰기 전-쓰기-쓰기 후’로 선택하였다.
7) 얼른 떠올리기(브레인스토밍)는 ‘내용 생성하기’의 한 방편이므로 ‘쓰기’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쓰기 전’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자 자신의 문제와 생활을 주제(소재)로 하여 떠오르는 생각․이미지를 순
서나 논리적인 연관성에 상관없이 마구 적게 하는 활동이다. 이 때 단어를 적을 수도 있고, 문장으로도 적을
수 있다. 학습자들의 생활을 기초로 하더라도 추상적인 소재(자유, 희망, 꿈)를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
생들 스스로 초점 영역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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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표현’과 창작을 달성하게 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상호작용적 활동의 예시로 드라마 관습을 활용한 내용요소 이해와 표현 활동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이론적 틀이 된다.
한편, 이 글에서 ‘단막극’8) 창작으로 제한한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단편소설에서처럼
단막극이 희곡의 미학적 속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단막극 창작
을 통해 문학적 글쓰기, 그 중 희곡 쓰기의 원리를 익힘과 동시에 생활 속의 소재를 형상화하면서
단순한 지각과 감정을 넘어 시간 속에서의 생체험(erlebnis)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장르라는 판단을
하였다. 쓰기 활동의 결과물은 연행(극)으로 이어져 총체적(holistic)9) 경험을 누리기에 효과적인 방
안이 될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학습자들에게 글의 분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실제 공연 시 학교 현장의 특성과 제약을 감안한 선택이란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바이다.
본론에서는 학습자들의 단막극 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희곡(창작) 교육의 의미’와
단막극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한다. 또 실제 수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미
시장르 하나인 단막극 창작 교육의 의미를 정립하고, 단막극 창작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과 내용
을 분석 사례로 제안한다.

II. 단막극 창작 교육의 의미와 특성
본래 희곡은 인생의 총체적 모방(mimesis)이요, 통찰적 재현(representation)이다. 그러나 현실
을 그대로 투영하고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순간’ 보고 듣는 약속된 과정
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려는 예술형식이다. 이러한 많은 제약은 오히려
희곡(연극)을 극도로 압축된 형식으로 유도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곧 현실의 총량 중에서도 긴장과
위기의 찰나(문제적 상황)를 간파하여(이른바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그 위기에 직면한 인물간의 갈
등(민병욱, 1997, pp.29-30)10)으로 인간 본연의 진실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세
계사적 인물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 내포적 총체성(totality)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Bela
Kiralyfalvi, 1984, p.99)11) 마침내 희곡은 교육의 영역에서 삶의 제 국면(aspects)에 대한 단순한
8) 엄밀히는 단막극용 ‘희곡’ 창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단막극이란 표현에 의미를 압축하여 사용하였다. 또 ‘희
곡’과 ‘대본’을 학습용으로는 혼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9)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connection)’을 중시하며 그 속에서의 조화와 통합(inclusiveness)을 추구하고 있다.
10) 세계사적인 개인은 현실(체제)에 대립하여 갈등과 결단에 의해 역사적․사회적․결정적 사건을 만들어 내는 인물
이다. 극의 본질을 ‘갈등’으로 보는 기초를 제공한다.
11) 총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서사(외연적 총체성 extensive totality)는 인물보다 인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중시
하므로 ‘체제유지적인 개인(maintaining individuals)’을, 극(내포적 총체성(intensive totality)은 세계보다
인물을 중시하므로 세계사적 개인(world historical individuals)을 주 인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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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을 넘어 개인(집단)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희곡과
연극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히고, 인문학적 통찰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 희곡은 ‘미래를 지향한
다’고 할 만하다. 이는 희곡이 비록 과거의 행동이나 상황을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설화처럼 현재를
향하여 움직이지 않고, 현재를 초월하여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
다.(Susanne K. Langer, 1982, pp.296-297) 희곡의 시간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극중 인물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주제는 반복과 변주를 동시에 꾀하면서 독자와 관객으로 하여금 초월적인 상상 -다
시 말해 시적(詩的)인 환영(幻影)- 을 불러일으킨다. 서사의 과거지향성을 넘어 희곡을 통해 학습자
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미적 양식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제나 평가로 제출한 문학 관련 창작물을 보면 해가 갈수록 완성도와 성실성이 떨어지
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십대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경험과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12) 그렇기에 학생들에게서만 잘못을 찾으려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
다. 교사·학생의 상호관계 속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창작의 전 과정에 걸쳐 교사와 학생의 래포
(rapport)를 형성하여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소기의 목표에 근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희곡창작의 많은 장점을 살려 문학적 글쓰기의 현장성을 강화하며 문학창작하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희곡창작은 글을 부리면서 상상력을 담아내는 능력이자 과
정이라는 점에서 대중매체들의 이미지13)에 비해 성찰적 과정이자 지적고뇌의 용기(容器)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다시 말해 희곡을 쓰는 과정은 사색과 내적 고백의 시간이면서, 인간의 문제를 정서적․
지적으로 반추하고 형상화하는 시간이 된다.14) 교육 현장에서의 창작교육은 문학(국어)교육에서 가
장 고차적 인지와 심미적 정서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희곡창작 활동도 글쓰
기의 규범을 익히고 미시장르로서의 희곡을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 심미적 안목과 인생의 해석을 가
능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창작교육의 근간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직관적 진실
12) 정서적으로 미숙한 학습자들은 세상을 대체로 시간의 단선적 흐름과 평면적 공간의 반복으로 이해하기 마련이
다. 이때의 ‘단선적 흐름’이란 등교에서 하교까지의 과정이 일련의 시간표에 종속되며 이는 방과 후에도 계속
이어져 학습자들의 생활을 총괄한다는 의미로 보았다. ‘평면 공간성’이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활이 맴돌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생명의 도약(elan vital, Henri Bergson)을 체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그러다보니 교과 수업 등의 시간에 학습자들은 -글쓰기와 말하기 상황에서 매번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바이지
만- 언어의 구사와 사고 능력에서 몹시 거칠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이라는 질료 안에 혼을 불어넣는
것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언어구사력마저 탈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팍팍한 학교생활에서 고단한 학습자들
이 인생을 조감할 여유와 기회가 차단당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미성숙한 표현
능력’이라는 말에는 십대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경험과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13) 그런 가운데 텔레비전이나 상업영화 등의 영상매체 영역을 통한 학습자들의 대중적 심미 경험은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다. 덕분에 학습자들은 방송이나 드라마의 문법에 매우 익숙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언어의 감상
을 넘어 창작 전반에까지 그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이 즈음해서 학습자들에게 길러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심미적 감상 능력과 창의적 표현 부분을 주목해야 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중 매체의 불순(不純)한 대상성(對象
性)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14) 단순화된 시간의 흐름과 평면적인 공간이 낳은 무미건조한 사유의 틀을 변개하는 것이 창작의 중요 목표가 된
다면, 희곡창작이 매우 유력한 접근법이 되는 것이다. 또 희곡을 기초로 완성된 연극은 인간과 살아있는 몸
자체가 그 주제요 주요 전달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현현(顯顯 epiphany, 직관적인 진실파악)의 순간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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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과 미래를 향하는 인간에의 관심을 표방하기에 가장 적절한 미시장르의 하나로 단막극 창작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단막극이 빈번히 창작된 것은 19세기 말엽인데, ‘인생의 한 단면’을 사실감 있게 묘사하려던 자연
주의적 요구에 영향을 입은 바 크다. 스웨덴의 극작가이자 이론가인 August Strindberg의 단막극
<Paria>, <Den Starkare>, <Samum>과 저서 Modern Drama and Modern Theatre가 초석을 마
련한 이후 그 영향이 독일과 유럽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단막극은 다양한 의도
와 색깔을 담아 창작되었고 점차 근대극의 유력한 형식이 되었다. 때문에 단막극을 막(幕, act)15)의
형식적 기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단막극은 길이의 제약16)이 있으므로 주제적
단락으로 나누기가 어려우며, 통일성이나 연속성의 단위로 막을 설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막극
에 대한 Strindberg의 기본적인 입장을 따랐다.(민병욱, 1989, pp.85-86 재인용)
단막극은 작은 규모의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의 일부가 전체적인 것으로 격상된 것이다. 때
문에 단막극의 ‘긴장(tension)’은 사건(진행)에서 오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상황과 장면’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 단막극의 인물들은 상황의 희생자
이자 극복자로 자기 실존적 조건을 성찰하게 된다 …… 단막극은 ‘집중적’인 형식 실험의 연극이
기 때문에 관객의 극적환상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한다 …….

먼저 단막극은 극의 상황과 장면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드라마의 일부가 전체적인 것으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극의 ‘구성’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며, 장막극에 비해 단막극이 오히려 상대적으
로 ‘잘 짜인 구성’17)을 기본적으로 요청한다. 달리 말하자면 정교한 플롯과 텍스트성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Ahtoh Чеxoв은, ‘작품의 첫머리에 방의 옷걸이용 못을 묘사한 장면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 못은 작품의 흐름과 연관이 될 것인데, 이를 테면 주인공이 못에 목을 맬 것’이라고 하여, 단편(단
막)의 긴밀한 구성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희곡의 스타일18)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단막극을 구
상한 작가의 의도에는 예외 없이 구성에 대한 애착이 빠지지 않는다. 이를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15) 막(act)은 ‘극의 길이를 구분하고 극적 행위를 분할하는 단위’(Gilles Girard, 1988, p.186)이다. 막은 주제적
단위이며, 통일성 있는 부분으로 잘라낸 이야기 단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분할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극의 하위장르의 문제(민병욱, 1997, p.93)로 보기도 한다. 장르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16) 단막극은 대체로 원고지 100매가 안 되는 분량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단막극도 한 편의 장막극처럼 단독 공연
을 목표로 긴 분량으로 쓰인 작품들도 있다. 공연에 두 시간가량 걸리는 이근삼의 <막차 탄 동기동창>이나 현
대인의 고립을 그린 Edward Franklin Albee의 <The Zoo Story>(1950)가 대표적이다.
17) 교육적(pedagogic) 차원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론(異論)을 제약하고자 한다. ‘잘 짜인 구성’이라는 말은 팽팽
한 플롯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느슨한 플롯과 팽팽한 플롯 모두를 포함한다. 느슨한 플롯에서는 작중인물의
행동이 반드시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힘쓰지 않는다. 정감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 힘쓰는 작품들, 주관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데 주력하는 표현주의 작품들은 대체로 느슨한 플롯으로 되어 있다. 팽팽한 플롯에서는 지극
히 사소한 행동이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물의 특징도 면밀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둘에서 벗어나
는 것으로는 부조리극이나 서사극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18) 현대 한국 단막극은 사실주의, 상징주의, 부조리극, 알레고리극, 수정 사실주의극, 희극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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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김중하, 1997, p.42)19)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상황과 장면의 특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동시
에 단막극의 특성상 ‘단순구성’이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며, 사
건 역시 하나로 제약하는 것이 좋다. 또 사건이 우발적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것보다는 가급적 완전
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말 부분은 상당한 정도 개방적일 수 있다. 단순구성의 유기적 구조물
이요, 일(1)막 안에 극적 행위의 필연성을 갖춘 것을 단막극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단막극의 표현은 ‘절제’와 ‘상징성’을 띠기가 쉽다. 이는 희곡(극) 본래의 성격과 연관되는
데, 오늘날의 희곡(연극)은 이 중 극시(劇詩, dramatic poetry)20)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도 살필 수
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희곡은 대부분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극시가 희곡 일반을 의미
하였던 것이다.21) 시적인 속성을 희곡이 물려받았으므로, 절제된 표현이나 함축적인 언어는 자명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희곡의 대사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적합하며 동시에 극적 상황을 포용하기 위
해서(서연호, 1993, p.15)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극적인 상황(행동)을 완결하기 위해서 압축을 요
청한다. 말을 아낌으로써 공연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되고 움직임을 조절하여 말의 속도와 극의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침내 대사로 인해 희곡은 절제와 상징에 어울리는 극적인 구조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까지 낳는 것이다.
단막극도 인생의 ‘파토스(pathos)’를 절실히 보여줄수록 좋다. 파토스는 격렬한 감정의 고양 상태
이며 불만과 갈망을 동시에 품어내는 것인데, 언제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하는 물음(김
준오, 1982, p.51)을 동반한다. 이러한 인간의 물음은 본질적 긴장과 실존적 의지, 적극적 목표의식
이라는 말로 풀어쓸 수 있다. 인간 역사의 단면은 바로 파토스에 의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며, 희곡
(연극)에서 취하는 중요한 창작 원리가 된다.22) 단막극에서는 제한된 텍스트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파토스 역시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장면을 통해 돌출시킨다. 등장인물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깨달음
의 한 찰나를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장막극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이는 희곡의 시간
성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단막극은 대체로 시간을 유예하거나 소멸시키는 무시간성이 강하다.23)
앞에서 제안한 단막극의 주요 특징은 대표적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물간의 상
호 관계가 긴장감 있게 구성되었으며 빈틈없이 잘 짜인 구성을 바탕에 둔 우리나라와 서양(아일랜드)
의 대표 단편희곡으로 평가받는 작품 중에서 선정하였다. 해당 텍스트는 윤대성의 <출발>24)과 J.
19) 인물의 ‘성격(character)․운명(fortune)․사고(thought)’에 구성을 말한다.
20) 시는 애초에 서정시, 서사시, 극시의 세 장르로 나뉘었다.
21) 그런데 근세문학에서 산문문학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산문극이 점차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근대극 확
립 이후에는 극시가 희곡의 하위 장르로 전락한 것이다.
22) 채만식은 <당랑의 전설>을 처음에는 소설 형식을 빌려 쓰려고 하였지만, 결국에 희곡 형식을 취한 것은 잘 알
려져 있다. 소설의 형식이 ‘불편’하고 희곡의 형식이 ‘편리’하다는 채만식의 언급은, 극중 주인공이 느낀 긴장감
과 박진감을 소설에서는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뒷받침 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3) Thornton Wilder의 <기나긴 크리스마스 정찬>처럼 단 삼십 분 간의 공연에 약 90년간의 세월을 담는 단막희
곡도 있기는 하다. 어떤 단막극 작품에서는 파토스의 양상을 의도적으로 행간에 숨기기도 하는데, 이는 파토스
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책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국내 발간한 단막극선집에 최다 수록작품이다. 67년 예술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은행원을 다룬 희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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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ynge의 <Riders To the Sea바다로 가는 기사들>25)로, 윤대성의 <출발>은 한국 단막극의 모범
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두 명26)의 인물만이 등장하여 벌이는 긴장감 있는 상호관계와 갈등이 간이
역이라는 배경과 함께 매우 절제되고 상징적인 대사로 그렸다27)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수 있다.
등장인물 사내, 역원
(……)
사내

서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원

그렇지요, 기차는 서지 않습니다.

사내

안녕히 계십시오.

역원

여보. 손님, 잠깐만, 어디로 가려는 거요?

사내

아무 데로나. 기차가 머무는 곳 아무 데로나…….

역원

그렇지만 어디 목적지가 있을 게 아니오?

사내

네, 종점까지 갑니다.

역원

핫하, 종점은 여기랍니다.

사내

네?

역원

이 기찬 순환열차요. 뱅뱅 돌죠. 그러니까 당신이 출발한 곳이 곧 종점이 되는 거
요.

사내

그렇게 됐습니까?

로, 잘 짜인 구성과 상징성 그리고 파토스를 두루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①김성희(2000). 현대
명작 단막극 선집, 연극과인간．②김미도(1996). 한국 대표 단막극선, 공간미디어．③하유상(1970). 單幕戱曲
20人選, 成文閣. ④이근삼(1975). 韓國名戱曲選, 玄岩社. ⑤韓國劇作워크숍(1974). 單幕劇選集, 제1집, 한국극
작워크숍. ⑥한국연극협회(1991). 한국 현대 단막극선, 종로서적출판. 등에서 확인된다.
25) 역시 국내외 발간 단막극선집에서 대표적으로 선정되는 작품이다. ①오인철(1990). 英美單幕劇選集 . 卷1, 經
進社. ②이용훈(1996). 현대 영국문학 100선, 단국대학교출판부. ③정진수(1997). (현대의 명작)단막 희곡선,
예니. ④정진수(2004). 현대의 명작 단막극선 : 체홉에서 핀터까지, 연극과인간. ⑤Yim, Chol Kyu(1985). 15
representative modern plays, 까치. ⑥Cohen, Helen Louise, Harcourt(1934). One-act plays by modern
authors, Brace and company. ⑦Allison, Alexander W(1957). Masterpieces of the drama, Macmillan.
⑧Kennedy, X. J.(1995). Literature : an introduction to fiction, poetry, and drama,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⑨Sweetkind, Morris(1968). Ten great one act plays, Bantam Books. ⑩Coffman,
George Raleigh, Scott(1925). A Book of modern plays, Foresman. ⑪Watson, Ernest Bradlee(1959).
Contemporary drama : fifteen plays, American, English and Irish, European, Scribner.
26) 현대극의 한 가지 특색이라 할 축소화 경향과 연관이 있다.
27) 기차가 서지 않는 황량한 간이역에, 사내가 기차를 기다리며 누워 있다가 역원을 만난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사내는 이 마을의 전도사였으나 꿈을 찾아 떠났다가 결국 세상에는 황무지와 폐허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
왔다는 것이 밝혀진다. 한편 역원은 사내를 사랑했던 마리아를 강제로 몸을 빼앗아 결혼하나, 계속 그녀의 마
음을 차지하지 못하자 결국 아이와 마리아를 죽인 사실이 밝혀진다. 사내는 이 마을에 처음 온 것처럼, 또 마리
아를 모르는 것처럼 위장하나 그녀와 마을의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고 역원도
사내의 정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끌어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사내가 마리아의 남자임을 알고 있다
는 사실과 지금까지 그를 기다려 왔음을 드러낸다. 멀리 떠났던 사내는 그가 타고 떠났던 기차가 순환선이었듯
이 인생도 순환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꿈은 바로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찾으러 멀리 떠난 사내의
비극 그리고 현실만이 전부라 생각하고 꿈을 보지 못한 역원의 비극이 같은 비중으로 그려져 있다. 이상주의자
와 현실주의자는 인생의 양면인 것이다. 둘을 조화시키지 못할 때, 삶은 황무지나 폐허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작품 해설> (김성희, 200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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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원

옛날엔 종점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양끝을 맞붙여 연결해 버렸거
든요.

사내

모두 그렇게 되어버렸군요. 출발해도 소용이 없군요.

역원

여기서 쉬었다가 날이 밝거든 떠나십시오. 가실 곳이 있으시다면. (김성희,
2000, p.13)

희곡 <출발>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두 인물의 대화가 지향하는 바가 매우 함축적임을 읽을 수 있
는데, 지금 두 사람이 있는 열차의 대합실이 종점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이라는 해석이 다분히 상징적
이다. 한 여인을 두고 벌인 사건의 전모가 점차 밝혀지고 치정의 비극이 일었던 현장에서 삼각관계의
두 축인 남자들이 만나 운명적 결말을 내야 하는 시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대합실은 그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곳이며 잠시 후 파국을 낳게 될 것임을 선명하게 예견하고 있다. 장황한 부연설
명이나 묘사가 없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장면 설정(한정된 공간과 시간)과 등장인물 간의 대사(사건
의 전모를 압축해 보여주는)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J. M. Synge의 <Riders To the
Sea>28)도 단막극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등장인물

모오리어 바틀리 노라 캐틀린

모오리어

우리 처지가 정말로 어렵게 될 거다. 너마저 뼈져 죽는 날에는. 나하고 저 애들만

바틀리

(노라에게) 배가 선창으로 들어오나 내다봐라.

노라

(밖을 내다보며) 지금 푸른 언덕을 지나면서 돛을 내리고 있어.

바틀리

(지갑과 담배 쌈지를 집어들며) 반시간이면 배가 떠날 거야. 이틀 정도면 돌아올

모오리어

(북쪽으로 몸을 돌리며 쇼올을 머리에 쓴다.) 몹쓸 녀석, 늙은 에미의 말은 한마

으로 어찌 살란 말이냐?

거야.
디도 듣지 않으려 하다니, 바다엔 나가지 말라고 그토록 일렀건만.
28) 아일랜드의 아란섬을 배경으로, 바다와의 불가항력적인 투쟁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여섯 아들을 차례로 잃어
버리나 절망을 비극적 체념으로 승화시켜 내면적 승리를 거두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란섬은 해심이
얕고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배가 해안에 정박하지 못한다. 척박한 땅이라 주민들은 농사보다는 가축을 길러 육지
로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간다. 보트를 타고 짐승을 밧줄로 묶어 바다로 몰아넣고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큰 배에 옮겨 싣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 남자들의 일이다. 극이 시작되면 여섯 아들 중 남아
있는 두 아들의 하나인 마이클이 바다에 나간 후 실종되어 모오리어가 슬픔에 잠겨 있다. 모오리어는 막내아들
바틀리가 바다에 나가는 걸 만류하나, 결국 그도 나가서 죽고 만다. 모오리어는 바틀리가 바다로 나갈 때 불길
한 예감에 빠지고, 빵을 전하러 해변에 갔다가 무서운 환영을 본다. 바틀리가 끌고 간 말 두 마리 중 한 마리에
마이클이 타고 있는 환영을 본 것이다. 모오리어는 두 딸에게 그 환영을 얘기하며, 집안 남자들의 죽음을 회상
한다. 두 아들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문안으로 들어오던 장면을 회상할 때, 바로 그 회상장면과 겹쳐지며 바틀
리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들어온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면서 비극성은 클라이맥스에 달하게 되는 것
이다. 모오리어는 막상 마지막 남은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자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 극은 한 집안 남자들의 잇단 바다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늙은 여인의
비극을 보편적인 삶으로 그려낸다.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것은 이 극이 삶과 죽음을 연속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토속적인 생활 묘사와 종교적, 민속적 상징을 통해 삶과 죽음을 대비시키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비극
적 체험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해설> (김성희, 2000,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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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틀린

바다에 나가는 게 젊은 남자의 생활인 걸요.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는 늙은이의
잔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하겠어요?

모오리어

(바틀리가 문 앞까지 갔을 때 울며 외친다.) 갔구나, 천주여 구하소서. 이젠 다시
는 못 볼 거야. 가버렸어. 이제 캄캄한 밤이 오면 이 넓은 세상 천지에 난 아들
하나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거야.

캐틀린

왜 축복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문에서 뒤돌아 봤을 때? 엄마가 오빠에
게 그런 불길하고 몹쓸 말을 하시다니. (……)

모오리어

난 마이클을 봤다.

캐틀린

(낮은 목소리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엄마가 보신 건 마이클 오빠가 아니에
요. 오빠 시체는 저 멀리 북쪽에서 발견되어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잘 묻혔
다고…….

모오리어

(약간 도전적으로) 난 오늘 마이클을 봤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걸 봤다니까. 바
틀리가 붉은 암말을 타고 먼저 왔다. 그래서 난 “천주께서 널 보호해 주시기를”이
라고 말해주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뭔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그 말이 목에 꽉
잠겨 나오지를 않았어. 바틀 리가 휙 지나가면서 “천주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기
를”하고 말했어. 그렇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 때 내가 고개를 들고
울면서 잿빛 조랑말을 쳐다봤다. 그런데 글쎄 그 위에 마이클이 타고 있었어. 멋
진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캐틀린

(곡을 하기 시작하며) 우린 이제 끝장이야. 이젠 끝났어. 죄다. (……)

캐틀린

(들어와 있는 여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바틀리 오빤가요? 그렇죠?

여자

그렇단다. 천주님 그의 영혼에 안식을 주소서.

캐틀린

(남자들이 바틀리를 내려놓는 동안 여자들에게) 오빤 어쩌다가 빠졌나요?

여자

잿빛 조랑말이 바틀리를 바닷속에 차 넣었단다. 큰 파도에 휩쓸려 흰 바위 근처
까지 밀려온 걸 건져 냈다더구나.

모오리어

(고개를 들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듯) 이제 모두 다 갔어. 그
래 바다도 이젠 더 이상 날 괴롭힐 일이 없게 됐어. (김성희, 2000, p.236)

윤대성의 단막극 <출발>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절제되어 있으며 장면의
분위기가 주제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Riders To the Sea>는 단막 비극이면서 종교적, 민속적
메타포를 통해 대사의 암시성(함축성)을 더하고 있어서 인상적이다. 이미 둘이나 바다에서 잃고 이제
또 뱃길에서 죽은 아들 마이클의 유예를 기다리는 모녀들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이자 남자인 바틀리
마저 죽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어머니의 직감을 통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인상은 결정되고
있다. 신부님에게서 건네받은 마이클의 유품을 어머니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자매의 조바
심, 동시에 아들이 살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어머니의 기대가 묘하게 교차하면서 이 작품은
시작되었다. 모녀들이 느낀 긴장과 두려움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긴박한 파토스적 국면 속에서,
절제된 대사와 압축적 시간이 짧으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단막극의 문법을 잘 보여주는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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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작품에서 단막극의 특징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막
극 창작을 위한 ‘쓰기 전’ 활동 구성을 이어가기로 한다.

III. 창작 사례 분석과 교수-학습의 내용
본 장에서는 단막극 창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의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학습자
의 창작 단막극 초벌 대본을 검토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습관적인 오류나 잘못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교수-학습 상황에 꼭 필요한 내용을 추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단막극 창작을 위한 형식적․방법적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인용되는 대본 자료는 학생들의 활동보
고서에서 발췌된 것으로29), 이 오류분석을 기초로 하여 단막극 창작을 위한 ‘쓰기 전’ 활동을 구성하
고자 한다. 창작 사례의 분석 기준은 단막극의 기본 특징 세 가지로 삼았다.
먼저 희곡의 형식에 대한 기초적인 잘못을 범한 경우를 먼저 지적해 보았다. 학습자들의 대본은
모두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를 할 것을 사전에 제한하였는데, 가정과 가족 또는 학교와 친구가
소재나 등장인물이 되었다. 제출된 대본은 아주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내용에 대한 체계적
인 구성없이 글을 단번에 써 내려간 것을 그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30) 학생들의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수는 희곡의 기본 형식(포맷)을 무시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곧장 글쓰기로 돌입한 것이
다. 해당 9개 모둠 중에 1모둠과 2모둠의 대본은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와 무대(장면)의 지시문을 누
락하였다. 1모둠은 대본의 제목이 없으며31), 2모둠은 ‘story’, ‘#’으로 막․장을 구분하는데32) 역시
29)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곡창작이나 연극공연까지 연계된 수업은 <국어>과 교과서 안에서 담아내기 어
렵다. 교과서와의 연계선상에서 찾아본다고 해도, 국어(상)의 [3단원. 다양한 표현과 이해]에서 심화학습으로
설정된 오영진의 ‘맹 진사 댁 경사’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심화학습의 학습활동은 작품의 이해에 한정
되어 있어서 정규시간 안에 창작활동까지 담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학기말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
하여 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6년 12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
던 활동 자료 글이다.[‘부록’ 참고]
애초에 대본 쓰기보다 공연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대본쓰기는 학생들이 사전 과제물로 하게끔 유도했고, 학생
들이 쓴 대본으로 공연 무대를 연출하도록 모둠별 활동을 하는데, 주력하였다. 창작의 후속과정으로 시간을
더 많이 배려했음에도 실제 공연은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그 큰 이유는 학생들의 대본이 공연을 견인할 만
한 원천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의욕에 비해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희곡(연극)에
대한 이해와 대본 창작에의 무지가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수업을 재구성해 보고
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0) 달리 말하면, 이야기처럼 풀어쓴 본문에 배역별로 대사를 입히는 정도의 작업만을 거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31) [제목 없음]
(아침을 알리는 듯 화창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달그락 달그락 똑.
보미 아, 다 됐다. 휴!
보민 언니, 오늘도 햄 넣었지?
보미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고 남기지 말고 먹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빠 엄마께 기도드리고 먹기 알지?
[1모둠의 대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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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의 대본에서 쓰는 장면번호와 혼동하고 있다. 8모둠은 대사를 “ ”(큰따옴표)로 처리하는
실수를 하여서33), 소설쓰기와 희곡쓰기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런 희곡의 기본 형식과 표지를 정확
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 본론인 창작으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단막극의 분량에 대한 계획도 ‘쓰기 전’ 교수-학습의 중요 내용이다. 실제로 각 모둠별 대본의 분
량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A4 용지로 네댓 장을 넘기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단막극의 형식
적 분량은 원고지 일백 매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A4 규격으로 한다면 열 장 정도는 되어야 하
는 것이다. 결과물의 양(量)으로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이 있지만, 실제에서는 최소한의 기
준을 제시하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34) 또 집단창작을 기본
으로 했더라도 많은 경우 모둠원 중 주도적인 한두 명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본쓰기를 전담하
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35)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쓴 대본에서 대사가 극히 짧거나 반대로 몹시 산만해져서 정확한 의미전달에 실패하였다. 즉흥적인
표현 역시 많아서 대본 전체가 일관성을 잃는 일이 잦았다.36)
이번에는 단막극 창작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기본 전제는, 공동 창작이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적인 학습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실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연행적(performing) 활동을 가미한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때 교사는 지
도자이면서 극중 이끔이(leader)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역할 내 교사(teacher in role)로 활동하
게 된다. 그 시작은, 희곡과 단막극의 기초적 이해37)를 위한 교실 상황에서의 준비학습이다. 희곡의
32) [제목 : 잡동사니 인생]
story 1. 실연
# 은화의 집
은화
(즐겁게 준비를 하며) 아~ 이게 몇 일만에 온 연락이야! 이쁘게 입고 나가야지~
# 레고 카페
웨이터 어서 오세요.
은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는다.)
[2모둠의 대본 처음]
33) [특별한 반성문]
“나리야, 너 아까부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희
나리
“맨날 똑같지 뭐.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니, 이러면 안 된다느니……”
[8모둠의 대본 일부분]
34) ‘분량’을 강조할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글쓰기에 임하는 학생들의 성실성과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것을 귀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35) 전지(넓은 종이)와 필기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릴레이식으로 써보도록 했다. 집체적 글쓰기의 어려움을 극복
하는 첫 순서는 모둠원 전원이 함께할 만한 여백의 지면(이나 칠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36) 쓰기(창작)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이겠으나 활동에 참여한 모둠 전부가 컴퓨터 문서편집기(글)를 이용하고 있
었다는 점에서도 일부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글 전체가 컴퓨터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스크롤(scroll)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전체 글을 일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글쓰
기는 각각의 글쓰기 단계가 순차적이기 어려우므로, 미숙한 학습자의 경우 일반적인 글쓰기에서의 ‘계획하기’
단계를 생략․축소하기 쉽고, 때문에 글의 결속성이 약해져 논리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서는 짧은 대화체를 선호하게 되거나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기 위해 장황하게 될 여
지가 있어서 대본의 전체적인 수준을 저하하게 된다.
37) 희곡창작의 기본은 희곡(연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이므로, ‘희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에 대한 답을 해보는 것이 발문이 될 것이고, ‘희곡은 무대에서의 공연을 전제로 한다’는 식의 답에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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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를 함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데,38) 실제에서는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인물 대사 표현시의 유의점 안내, 등장인물에 대한 소
개와 무대(장면)의 지시문을 생략하지 않기, 막과 장을 구분하는 표지를 정확하게 쓰기, 대사를 “ ”
(큰따옴표)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단막극의 분량과 계획 그리고 창작하기의 태도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된다.

1. ‘희곡(戱曲)’에 대해 빈칸을 채워봅시다.
동양문화권에서는 희곡을 노래와 춤으로 옛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를 사람에게
형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을 소리로써 남을 즐겁게 해 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양문화
권에서는 희곡을 지칭하는 용어로 드라마(drama)와 씨어터(theatre)가 있다. 드라마는 ☐☐行動
의 의미를, 씨어터는 ‘☐☐劇場’의 의미를 지닌다.
희곡은 ☐☐, ☐☐, 과 함께 연극의 삼대 요소의 하나이며, 희곡은 ☐☐의 대본인 동시에 문학
이다. 연극이 배우가 관객 앞에서 인간생활을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희곡은 배우가 관객 앞
에서 인간생활을 표현할 때, ☐☐形式과 ☐☐內容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러분이 ‘나의 하루’라는 제목의 희곡을 쓴다고 할 때, 다음의 항목별로 세분해서 간단히 기
록해 보세요.
① 이야기(줄거리) :
② 등장인물 :
③ 시간과 장소 :
④ 구성상의 특이점 :
⑤ 주제 :

작된다. 다음은 희곡의 층위를 아는 것으로 이어진다. 통상 현대희곡의 층위는 ‘대사, 무대지시문, (서사적인
것)’으로 짜여 있다고 한다. ‘대사’는 희곡의 주텍스트이며 등장인물에 의해 발언되는 말을 뜻하며, ‘무대지시문’
은 등장인물들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과 장면까지 지시한다(민병욱, 1997, p.24)는 점을 학습자들이 정
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사적인 것’은 희곡과 독자, 연극과 관객 사이에 위치하며 극적인 것을 깨뜨
림으로써 존재하는 것(희곡이 서사장르의 특성을 수용한 것이며, 화자의 개입을 허용한 경우라고 하겠다. 화자
가 평설적(editorial)인 위치에 있거나 아예 극의 밖에서 발언하는 경우, 관찰자 시점을 가진 이를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화자는 배우가 있는 무대와 관객의 공간인 객석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아
리스토텔레스적인 연극에 대비되는 반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인 ‘서사극’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무대지
시문과 서사적인 것이 강조될수록 서사극적 성향은 두드러진다는 점도 개성적이고 다양한 희곡창작을 위해 언
급해야 한다.
38) ①이야기(드러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②인물(이야기에서 행동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③시간(물리적 시
간, 허구의 시간), ④공간(물리적 공간, 허구의 공간), ⑤구성1), ⑥대사, ⑦지문(무대지시문, 행동지시문) 여기
에 창작과 연관된 ⑧주제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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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학생들이 쓴 희곡의 일부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표시해 봅시다.
<잡동사니 인생>
story 1. 실연

(도움말) 희곡 <잡동사니 인생>에서는 막과 장의 표시가 좀 이상하죠. 희곡 <특별한 반성문>에
서는 대사에 문장부호 표시가 좀 이상하답니다.

# 은화의 집
은화 (즐겁게 준비를 하며) 아~ 이게 몇 일만에 온 연락이야! 예쁘게 입고 나가야지∼
# 레고 카페
웨이터 어서 오세요.
은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는다.)
<특별한 반성문>
은희 “나리야, 너 아까부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리 “매번 똑같지 뭐.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니, 이러면 안 된다느니”

모둠활동 안에서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이야기에서 출발할 것인
가?’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실존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은 단순한 아이
디어 얻기를 넘어 가장 절실한 내용을 창작과 연극의 소재로 끌어내게 된다. 그에 따라 아이디어 찾
기와 생성하기, 내적반응 이끌어내기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제안되며 자료조사와 함께 작품발표까지
과정은 이어진다. 이 후속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재탐구를 위한 얼른 떠올리기, 공통
소재(주제)에 대한 내적반응 이끌어 내기, 자료 조사와 발표, 연극의 구성방식 결정하기․핵심사건
정하기, 극적 상황을 정리하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김순희, 2004, pp.8-9).
Ⓐ 소재탐구를 위한 얼른 떠올리기 활동 : 먼저 조별로 전지를 두 장씩 배부하면, 학생들은 한
장에는 최근 자신의 일기장에 있음직한 문장을 쓰고, 다른 한 장에는 2007년 한해에 있었던 뉴스
거리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작성한 내용은 모둠원끼리 돌려보면서 의견을 나눈다.
Ⓑ 공통 소재(주제)에 대한 내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 활동 : ‘조각 덧붙이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둠에서 정한 장면을 형상화할 때, 한명 한명이 마치 사진의 장면을 재현하듯 추가되
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이 생각한 바를 막대 등으로 건드리면 답하
도록 하여 장면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체험이나 사건과 결부되는 경
우는 자세한 설명을 더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 조사와 발표의 활동 : 소재를 아우른 장면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 다양
한 매체를 이용해 기사나 그림, 시나 노래를 찾아서 모으게 한다.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하게
할 때도 장면 -독백, 뉴스보도, 정지장면의 연결 형태- 으로 발표하게 하면 이후 형상화 작업에
도움이 되고, 발표자와 청자 모두 즐겁게 반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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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의 구성방식 결정, 핵심사건 정하기 활동 : 조사․발표한 장면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사
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장면인 ‘에피소드식’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때는 모둠원의 수를 감안해야 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극적 상황을 정리하기 활동 : 현실적 핵심 에피소드의 사건을 연극적 세계로 전환하기 위
해서 등장인물들의 이름, 성별, 나이, 인물들 간의 관계, 사건들의 배경을 새롭게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으로 극적 장면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모둠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단막극 창작의 핵심적 특성이라 할, 잘 짜인 구성과 절제된 시적 표현․상징성 그리고
긴장 어린(pathos) 전개가 학습자들의 글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고, 이를 교수-학습
활동에 담는다. 학교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건과 이를 통한 자아 성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8모둠의 <특별한 반성문>으로 먼저 ‘구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학원을 빠지고 늦게 들어온 것을 꾸중하는 어머니에게 불만이 생긴 나리는 다음날 학교에서
도 불평이다. 엄마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데, 복도를 지나던 선생님이 이를 듣게 된다. 선생님
은 생각한 바가 있어, 수업시간에 어린 시절 철없이 부모님을 대하고 이유 없이 반항했던 사연
을 들려주며 늦게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어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리는 깨달음을 얻
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 저녁에 귀가한 나리와 엄마는 서로 화해하고 얼싸 안는다. 이윽고
훌륭한 모습으로 졸업장을 품에 안은 나리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로 대표식사(式辭)를 한다. [줄
거리]
#장면 1
나리

그렇게 공부가 좋으면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왜 날 가지고 그러는데요!

엄마

(당황하면서 화난 투로)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리

진짜 나도 힘들어요. 매일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에서도 공부, 집에서만큼은 나
도 쉬고 싶다구요.

#장면 2
나리

말로만 우리 위하는 척하면서 솔직히 그거다 대리만족 아니냐? 어렸을 때 못 배
운 게 한이 돼서 우리한테 더 그러는 거잖아.

영은

맞아 맞아. 우리가 배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구.

#장면 3
선생님

그럼 잠시 선생님이 하는 학창 시절 이야기 들어보지 않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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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5 그날 저녁 학원을 마치고 들어오는 딸을 반겨 맞는 엄마
엄마

어머, 놀래라. 많이 배고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직 밥은 안 펐거든.

나리

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로. 나 너무 못되고 나쁜 말만 한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한 거 나도 아는데.

#장면 6 졸업식 날 수상 모습. 졸업생 대표가 된 나리는 마이크를 잡고.
나리

모두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고 졸업을 축하받아야 하지만 예전이나 현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갈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위의 각 장면을 연결해 보면서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점검하거나 이해토록 해야 함을 확
인하게 된다. 학생 창작대본의 구성 상 문제는 단조로운 줄거리나 분량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일정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대본이 줄거리의 낱낱 화소(motif)를 연결한 이상으로 발전하
지 못했다. 또 호소력을 갖지 못한 대사임에도 상대방이 너무 쉽게 동화된다든지 몇 마디 말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가 곧장 해소되는 것도 극적인 구성과 전개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각 장면과 장면의 분량이 너무 적으면서도 장면 간의 비약이 심한 것이다.
다만 <특별한 반성문>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식상한 소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인물간의 갈등
을 미세하게 포착하고 장면을 극대화하며 전체 구성에 대한 조망을 새롭게 하면 참신한 구성과 더불
어 개성있는 인물 표현도 가능하리라 판단하였다.
단막극 창작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텍
스트를 선정한 후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39) 사전에 학생들과 하나의 사건이 중
심이 되는 단순구성으로 제한하였다. 물론 주제표현 방법과 인물의 성격구현 등에 따라 느슨한 플롯
과 팽팽한 플롯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변통은 발휘할 수 있다. 부조리극이나 서사극 형태는 학생
들에게 이해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낳다. 주제에 따라 줄거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교사가 준비
한 ‘이야기 지도 그리기(Story Mapping)’(Doug Buehl, 2002, pp.91-96)40)활동을 제안하였다. 이
번 ‘쓰기 전’ 학습활동을 위해 Ahtoh Чеxoв의 <청혼>을 자료로 하였다.
39) 학생들에게 모방할 수 있는 정전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다. 필자는 안톤 체홉
의 단막선집, 청소년연극대본집, 현대명작단막극선집 등을 참고하였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희
곡작품의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선정해 보았다.
40)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이야기의 대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
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문을 통해 이야기 구조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설의 제목과 함께 간단하게 소설에 대한 소개를 하고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교과서의 소설이라
면 제한된 시간 안에 읽게 한다. 그리고 이야기 지도 인쇄물을 주고, 학생들이 찾아낸 중요한 정보들을 채워
넣게 한다. 이 정보들은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사건과 중요한 사건, 실마리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한다. 도
표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일련의 순서에 따라 요약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 지도는 G. Freytag의 피라미드(또
는 삼각형)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 줄거리 구조표를 연상케 한다. 그림의 중심에는 역시 인물이 놓여 있다. 중심
인물과 주변인물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건의 상승과 갈등의 해결이라는 기본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나중에는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까지 도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 스스로 소설에는 배경, 등장인물,
구성, 갈등과 해결, 주제 등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체득하게 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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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톤 체홉의 <청혼>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이웃의 여성(나딸리야)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노총각인 남자가(로모프) 찾아가지만 사소한
일(농토 문제)로 정작 방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싸움을 시작한다. 농토의 소유에 대한 시비
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인신공격에까지 이르고 프러포즈는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다. 나딸리야의 아버지에 의해 로모프는 다시 청혼을 하려고 나딸리야를 찾는다. 하지만 이번
에도 이야기는 엉뚱한 곳으로 빠져서 마침내 몸싸움까지 벌어진다. 쓰러진 로모프를 보자 나
딸리야와 그녀의 아버지는 제정신을 차리고 단번에 청혼을 하고 수락하는 일이 입맞춤과 함께
이루어진다. [줄거리]
① <청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②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로모프와 나딸리야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③ <청혼>의 내용(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④ 이 작품은 느슨한 구성과 팽팽한 구성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⑤ 이 작품은 매우 희극적인데, 이러한 특징이 작품의 감상(평가)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2. <청혼>의 줄거리를 다음 ‘이야기 지도’에 맞추어 적어보고, ‘구성’이 어떻게 짜여 졌는지 말
해봅시다.

[그림 1] Buehl의 ‘이야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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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절제된 표현과 상징성의 문제를 교수-학습 활동에 담아내는 대목이다. 학생들은 각각
의 인물이 지닌 내적 고뇌를 행동이나 대사에 제대로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희곡의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소설의 형식이라면 글쓴이가 아예 설명하고 서술하여도 될 터이
지만, 희곡은 행동과 압축적인 대사로 의도하는 바를 담아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음을 학생들도
깨달았을 터였다. 이런 내용을 연습할 순서가 추가되어야 한다. 문체(언어)만 두고 보면 희곡의 언어
가 소설보다 시의 그것에 가깝다고 했다. 생의 한 순간 강렬한 인상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장황
하고 산만한 언어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 관객을 위해서도 짧고 명징한 단어와 문장이 호소력을
갖기 마련인데, 더욱이 단막극에서야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대본쓰기 활동에서 표현의 문제
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며 배우의 움직임과 발화를 통해 의미(주
제)를 전달하는 문학’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희곡(연극)의 언어는 일상적 언어와 다른 거리와 공간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내뱉는 언어는 공간의 언어요, 거리(距
離)의 언어’(이윤택, 1996, p.107)라는 점, 글쓰는 이가 문장의 길이(호흡), 구어․문어의 의도적 선
택, 움직임․배경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임

자! 이것으로 종례 끝. 반장 인사해.

반장

차렷! 경례!

아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3

야～. 담임 졸라 치사하네. 왜 넌 5대나 때리고 잰 너보다 더 늦었는데 한 대도
안 때리고 대단한 애 대하듯 웃으면서 앉으라고 하냐. 참 황당하다.

친구2

냅 둬. 잰 다리병신이잖아. 그러니까 담임이 그러겠지.

친구1

그러지 마. 그래도 불쌍하잖아.

친구3

넌 친구가 차별대우를 당했는데 기분도 안 나쁘냐.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안 때
리고 그런 게 어딨어? 기분 나쁘게. 그럼 손바닥이라도 때리던가. 쟤 손도 애자
야?

[1모둠]

제목도 부재하는 1모둠의 대본 일부이다. 교실의 상황을 전사(轉寫)한 것처럼 느껴져 실재감을 주
는 글이나, 위의 인용 예문처럼 대사가 극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산만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
런가 하면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매우 상투적이다. 특히 등장인물 중 친구1~4는 ‘보미’라는
장애 친구를 대하면서 왕따로 몰아대기만 하다가 보미가 쓰러진 순간 극도의 성격 전환을 보이고 과
도한 반성적 자세를 취한다. 심지어 대본의 맨 마지막에 담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누구보다 감격할
만한 변화를 보인다. 이런 경우의 처방은, 소설쓰기에서처럼 각각의 인물을 형상화하는 단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로써 인물이나 인물의 언어가 지닐 상징성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막극의 표현(언어)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는 절제되고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상황을 알레고리
로 압축하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41) 이강백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파수꾼>42)은 이솝우화의 <늑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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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을 패러디한 발상을 보여주며 독창적이고 예리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 단막
극으로 희곡 언어의 축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게 된다. 특
히 알레고리나 상징적 표현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며 관객들에게 시대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때 상호작용적 활동으로는 광고 만들기43)를 활용하여 희곡언어의
절제성과 상징성을 포착하게 할 수 있다. 광고 만들기는 문맥구축행위(context-building action)에 해
당한다. 광고의 문구는 가장 압축적이고 절제된 형태의 문학적 표현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
하게 접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해볼 수 있는 활동이기에 주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텔레비전광고 만들기․라디오광고 만들기․신문광고 만들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1. 이강백의 <파수꾼>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파수꾼들은 이리의 내습을 알리기 위해 쓸쓸한 황야에서 일생을 지낸다. 마을사람들은 내
습을 알리는 양철북 소리가 들리면 대피하는데 그 와중에 도둑질, 강간 같은 악이 행해진다.
망루에 올라갔다가 이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소년 파수꾼에게 촌장은 마을의
질서를 위해 이리라는 허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한다. [줄거리]
①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70년대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리’와 세 명의 ‘파수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② 이 극의 무대는 쓸쓸한 황야이고, 파수꾼들이 마을의 안전을 위해 이리의 내습을 감시합
니다. 이러한 우화적 연극이 갖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41) 우리나라 희곡사(史)에서 우의(寓意)적 기법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준 이강백의 작품들은 이런 점에서 가장 귀
감이 된다. 그의 희곡에서는 극화시킬 때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우화의 틀 속으로 꼭 끌어들여서
재구성한다. 이강백의 작품들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 점이라든가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의적 기법(알레고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42)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18종에 희곡은 다음과 같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1)아리랑(나운규)-1종. 이영녀(김우
진)-2종. 산돼지(김우진)-1종. (2)토막(유치진)-11종. 소(유치진)-3종. 동승(함세덕)-8종. 맹진사댁 경사(오
영진)-7종. 시집가는 날(오영진)-5종. 허생전(박지원/오영진)-2종. (3)원고지(이근삼)-12종. 국물있사옵나이
다(이근삼)-1종. 성난 기계(차범석)-4종. 불모지(차범석)-3종. 산불(차범석)-2종. 새야 새야 파랑새야(차범
석)-2종. 태양을 향하여(차범석)-1종. 만선(천승세)-8종. (4)파수꾼(이강백)-8종. 결혼(이강백)-1종. 춘풍의
처(오태석)-1종. 한씨연대기(황석영)-1종. (5)오발탄(이범선/나소윤․이종기)-6종. 서편제(이청준/김명곤)-7
종. 공동경비구역JSA-3종.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외), 허준(최완규), 낮은 목소리2(변영주)-1종. (6)유관
순(윤봉춘)-2종. 마부(임희재)-1종. 만다라(이상현 외)-1종. 이 중 이강백의 <파수꾼>은 8종에 실려 있어서,
원고지(이근삼)와 토막(유치진)에 이어 빈도수가 가장 높은 편이다.
43) [그림 2]~[그림 4]는 텔레비전 광고 형태로 제작한 것의 예이며, [그림 5]~[그림 7]은 라디오광고 만들기의
예이다. (조영수, 2005, pp.17-18)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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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극의 시작부에 해설자는 관객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
이 갖는 극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들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떼의 내습
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
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
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와선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 인물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파수꾼들,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떼를 발견했다 외치면, 그들은 양철북을 두드릴 겁니다. 그 소
린 황야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달되고, 그럼 주민들은 이리
떼의 내습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리떼는 무척
교활하죠. 그들의 습격이 탄로 난 걸 알아채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선 다
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러한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여러분이 희곡 <파수꾼>으로 공연하게 되어, 학교 안내판에 붙인 광고물을 만들고 있는 중
입니다. 아래의 광고전단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그림 8] cafe.naver.com/bacomic/120126 인용

희곡의 파토스적 속성을 검토하는 것은 앞서 형식적․내용적 요건이 충족될 때 고려할 만한 요소이
다. 하지만 시나 소설이 아닌 희곡을 창작하는 본연의 의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희곡만의
고유한 속성을 빠트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공연장에서 연극을 시종 평온한 마음으로만 지켜본 사
람은 음악감상실에서 고전음악을 음미한 것과 흡사한 정서적 반응을 갖는다. 그런가 하면 세태나 시
대상에 대한 파노라마적 이해 다시 말해 인물(군)이 살다간 시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소설을, 더 구체
적으로는 장편소설을 읽는 것이 적합하다. 말하자면 연극을 본다는 것은 상황이나 등장인물이 빚어
내는 내․외면의 문제들로 인해 변해가거나 더 굳세어지는 ‘인간’에 대해 동감(同感)적 정서를 누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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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소격감(疏隔感)을 통해 지적인 충격을 맛보는 것과 같다. 한 인간의 성정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가장 격정적으로 표현되는 순간, 관객은 생의 단면을 무한한 감격으로 체험하고, 정서적 호소에
의한 공감이라 부를 파토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이러한 의도와 기획을 창작하기
의 과정에 반영하기는 아직 간단하지가 않다. 설령 복잡다기한 인간사의 그물 속에서 고무되고 자극
된 격한 감정으로 청중의 정서에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간접적이거나 피상적인 접근에서 얻
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
9모둠의 <따뜻함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대본은 ‘수렁에서 건진 내 아이들’쯤의 부제가 적합해
보이는 십대들의 방황기이다.
등장인물인 불량학생1․2는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후배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일삼는다.
집에서도 가출하여 선배들의 원룸에서 기거하게 되는데, 마침내 그들이 소개해 준 일자리에 나
가게 된다. 노래도우미로 나서게 된 불량학생1․2는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온 담
임선생님과 상봉함으로써 그들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는다. [줄거리]

이 대본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면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44)인데, 일반적인 관객
독자들은 부적응 십대들이 겪는 고민과 방황을 엿보는 정도로 설명할 만한 대본이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 대본에는 몇 군데 ‘긴장’의 순간이 포착된다. ‘①후배들을 갈취하는 상황, ②선배들에게 돈
과 술을 대면서 기거하는 상황, ③도우미로 나섰다가 겪는 당혹스런 순간, ④경찰서에서 부모가 찾지
않겠다고 팽개치는 전화를 들을 때, ⑤절망의 순간에 담임교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등은 표면
적 사건에서도 극적 요소와 장치가 일부 노출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9모둠의 대본은 몇 가
지 시사점을 주는데, 초벌 정도로 쓴 본래 대본을 덧대고 보완한다면 인상적인 장면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불량학생1․2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든가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부모의 전
화통화 장면 등을 극대화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뿐더러 극적인 긴장감을 상승시
키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한다. 교수-학습의 상황에서는 장면을 극대화하거나 제시된 장면을 이어
가기, 인물의 내면 이해하기 등의 수업기법 등으로 다양한 표현을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판단한
다. 다만 심리적 동요나 갈등 그리고 반전을 대사와 행동으로 잘 처리한다는 것은 연극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쉽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파토스적 이야기 전개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다. 교사나 학생 모두 가르치고 배우기에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동할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은 파토스의 속성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이 요청된
44) 이전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이유 없는 가출과 무단결석 그리고 돌연 걸
려온 경찰서의 전화는 학생들의 행적을 대강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나름의 이유로 방황을 하는 학생들이 본래
의 공간으로 돌아와 무사히 졸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제2, 제3의 가출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점
차 늘어가는 것도 오늘날 전문계 고등학교의 풍속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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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격정적인 주인공의 독백을 들어보거나 낭독하게
하여 극중의 비장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정지된 한 장면을 극대화
해서 풀어내게 하기, 제시된 장면의 뒷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제안해 보기, 인물의 내면을 짐작해
서 적어 보기 등의 기법을 응용함으로써 극의 서사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 간 갈등의 여러
면을 살피게 된다. 무엇보다 이 방법들은 연극적 상황과 ‘파토스’가 설명적․논리적으로 잘 수긍되지 않
는 상황에서 몸을 통해 체험적으로 표현하고 바라봄으로써 창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정지 장면을 극대화하기는 마치 동영상의 한 순간을 정지시킨 것 같은데, 인물 간의 소
시오그램(sociogram, 사회관계도)(Jonothan Neelands, 1990, p.32)을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이 된다. 소시오그램은 극중 인물의 인간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방편이며, 주인공을 공간의 중심에
놓고 참여자들이 그 인물과 관계를 맺는 특정 인물이 되어 친밀도에 따라 관계를 살펴 자리를 잡도록
하는 방법이다.45) 이때 참여자가 설정한 인물의 특정 포즈나 표정을 구축할 수도 있다. 그 후 교사의
지시에 의해 주인공과의 관계나 생각 등을 말하게 된다. 이 기법은 서술적 행위를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의 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시적 행위로 활용할 수 있다.(조영수, 2005,
p.256)
인물의 내면을 짐작해서 적어 보기의 방법으로는 ‘핫시팅(hot seating)’이나 ‘인생의 하루(a day in
the life)’등의 드라마관습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핫시팅’은 극중 인물이 주어진 의자에 앉아
다른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형태를 취한다. 극적 상황의 여러 정보들이 의자에 앉은 사람의 대답
속에서 얻어질 수 있다. 이 의자에 앉은 극중 인물은 창의적 가정(magic if)에 의해 강한 일체감을
맛보게 되어 의도나 기대 이상의 성취를 이루기도 한다. ‘인생의 하루’ 기법은 교사가 제시하는 한
사건이나 창조된 장면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삶을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
을 추정해보는 기법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1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서 장면을
만들어 본다. 보통은 특정한 장면의 앞․뒤를 만들어 보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1. 다음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독백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고 장면을 연상해 봅시
다. 그리고 내면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말해 봅시다.

45) 아래의 [그림 9]~[그림 11]은 소시오그램의 장면이다. 빈 의자에 주인공이 있으며 그의 주위로 방사상으로 주
변 인물들이 둘러선다. 각기 자신만의 표정과 몸짓, 동작을 갖추고 정지해 있다. 역할 내 교사가 다가가서 각
각에게 말을 하도록 유도하여 주인공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알게 된다. 이로써 극중 인물간의 심리적
거리를 포착하거나, 앞서 간과하였던 갈등관계를 새롭게 포착할 방편이 마련된다.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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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울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싸워 물리칠 것인가? 죽
어 잠들다. 그것뿐이겠지. 잠이 들어 만사가 끝나 가슴 쓰린 온갖 심뇌와 육체가 받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건 정말 바라는 생의 극치가 아닌가. 죽어 잠을 잔다. 잠이 들면 꿈을
꿀 테지. 이승의 번뇌를 벗어나서 영혼의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떤 꿈을 꿀 테지. 이게 또한
망설임을 주니. 그러기에 이 고해 같은 인생에 집착이 남는 범.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이 세
상의 사나운 채찍을 견디며,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멸시,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스러움, 재
판의 지연, 관리들의 오만, 유덕한 사람에게 가하는 저 소인배들의 불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참고 지낼 것인가? 한 자루의 단검이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 그 누가 이 인생의 지루한 길에
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뺄 것인가? 다만 한 가지 죽은 뒤의 불안이 있으니 이것이 문제로
다. 나그네가 한번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저 미지의 세계가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도 엄연
한 사실.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저승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지금 받고 있는 재앙이 낫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우린 더 겁쟁이가 되고, 결의의 저 생생한 혈색도
파리한 병색에 그늘져, 충천하던 의기도 이내 꺾여 마침내는 실행의 힘마저 잃고 마는 것이
고작 아닌가.
2. 다음은 안톤 체홉의 <곰>이라는 희곡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정조를 지키려던 젊은 미망
인과 여자를 기피하려는 한 지주가 미망인의 죽은 남편이 남겨 놓은 금전 문제에 휘말려
다투다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희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요.
뽀뽀바

(손을 내밀지 않으며) 무슨 일이신가요?

스미르노프 돌아가신 부군께서 제게 천 이백 루블을 빌리셨습니다. 내일 제가 토지은행
에 이자를 갚아야 하니, 오늘 부인께서 그 돈을 돌려 주셨으면 하는데요.
뽀뽀바

천 이백…… 왜 제 남편이 돈을 빌린 건가요?

스미르노프 제게 귀리를 사셨습니다.
뽀뽀바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 꼭 7개월 되는 날이어서 금전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스미르노프 전 내일 이자를 못 갚으면 제 영지가 차압당하게 됩니다.
뽀뽀바

모레 돈을 드리겠어요.

스미르노프 저는 모레가 아니라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뽀뽀바

죄송하지만, 오늘은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스미르노프 모레까지 기다릴 수 없다니까요.
뽀뽀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스미르노프 그래서 돈을 못 갚겠다는 겁니까?
뽀뽀바

어쩔 수 없어요.

스미르노프 음! 그게 부인의 마지막 답변입니까?
뽀뽀바

네, 마지막 답변이에요.

스미르노프 마지막이죠?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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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의 장면을 2배의 분량으로 늘려 봅시다.
② 위의 장면의 뒷부분을 이어서 적어봅시다.
뽀뽀바

(권총 두 자룰를 들고 등장) 자 여기 총이 있어요. 그런데 결투하기 전에 총을
어떻게 쏘는지 먼저 가르쳐 줘요.

스미르노프 오, 신이시여, 자비를……. 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인 권총은 스미
드 베손 방식의, 탄피 추출기가 달린 삼 연발 권총으로 정말 훌륭한 총입니
다.
뽀뽀바

이렇게요?

스미르노프 네, 그래요. 중요한 원칙은 흥분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겨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노력하세요.
뽀뽀바

좋아요. 방에서는 결투하는 게 불편하니 정원으로 나가요.

스미르노프 나갑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중에다 쏠 거예요.
③ 다음 대화 부분에서 스미르노프의 심정이 어떠한지 적어봅시다.
④ 스미르노프가 핫시팅(hot seating)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모둠원 가운데 한 명이 스미
르노프가 되어 자리에 앉으면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해 봅니다. 정말 스미르노프가 된 것처럼
하고 그의 생각을 충분히 헤아려서 대화를 주고받아 봅시다.

IV. 요약 및 결론
단막극은 극의 하위 장르 가운데 단순한 구성과 짧은 분량으로도 재기발랄한 즐거움과 긴장이 넘
치는 파토스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창작과 맞물리면
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극적 상상력을 고취하고 심미적 경험을 하게끔 이끄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 문학영역의 여타 창작하기는 창작과 감상의 연계가 소극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쓰
기 전’ 활동도 비문학적인 글쓰기와 유사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살펴지는데 비해 희곡창작은 대부분
공연이라는 별도의 후속 과정이 병행됨으로써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반응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단막극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잘 짜인 구성과 절제된 시적․상징적 표현, 파토스였
다. 선정한 단막극의 주요 특징은 전범이 되는 주요 단막극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학생들이 쓴 단막
극 대본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아 보았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전’ 활동을 구성한 것이다. 또 ‘상
호작용’적 활동의 방편이 되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적 활동, 모둠별 협동학습 그리고 연행적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는 연행적 활동에 역점을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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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관습’이라는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단막극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 표현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단막극 창작 교수-학습의 유의미성에 대해 논의를 펼친 본 논문은,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서 학생
들의 반응과 오류를 분석하고 다시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논의의 타당성이 있다
고 판단한다. 또한 ‘쓰기 전’ 활동을 통해 희곡 문학의 갈래적 특성과 창작 원리뿐 아니라 공연미학의
기본적인 요소들도 습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이후의 ‘쓰기’와 ‘공연’
과정까지 연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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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learning Methods of Play Writing
- Focusing on Pre-writing Step -

Youngsu Cho (Teacher, Busa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Drama(esp. One-act play) has attractive points covering joyfulness, imaginative power, very
tensive pathos even though simple plot and short story. So drama writing is considered very
effective in writing class and that students taste aesthetic experience and aspire dramatic
fantasy. Futhermore drama writing usually linked to various pre-writing, post-writing activity
depending on leader's concerning.
First ideas of this treatise is that one act play's feature, which is well-composed plot,
controlled poetic-symbolic expression and pathos. These characteristics are acknowledged
through standard one act drama which could be eastern or western choices. Second,
teaching-learning performing especially focused on inter-active skills and applying drama
convention. And this performing, relatively, could guide to understand basics of drama writing
and able to express student's idea imaginatively. Here is one condition that practices and drills
showed on this paper should be done in cooperative group study and still more participation.
Issued contents, this thesis suggest, cover that examining student's errors and responses
while drama-writing processes. With this data, consequently, this study can show
writing-textbook's components, also. It could be helpful guide, hopefully, to classroom leader
that recognize pre-writing step indeed lead student to learn genre of drama, principle of
writing and, lessoms of performing aesthetics. However this study still remains tasks that
'writing & post-writing' step is not considered and this is kinds of regrets.
Key words : one-act play, drama writing, pre-writing step, pathos, drama play, drama convention, process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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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생 창작 대본 (창작 교수-학습 활동을 하기 이전의 초벌 자료)

(1모둠) 無題

친구2는 오른쪽 왼쪽으로 신나게 뛰어간다. 보미도 그 뒤를
따라 절뚝거리며 간다.

아침을 알리는 듯 화창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달그락 달그
락 똑.
보미
보민
보미

보민

아, 다됐다. 휴.
언니, 오늘도 햄 넣었지?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고 남기지 말고 먹기 전
에 하늘에 계신 아빠엄마께 기도드리고 먹기 알
지?
응! 알았어.

교실
아침 종례 중 교실 앞문이 열린다.
친구2
담임
친구2

안녕하세요.
너 이게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지각한 학생이
어디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오는거야?
헤헤, 선생님. (애교 부리듯 몸을 살짝살짝 흔
들며) 죄송해요.
뭐라고? (몽둥이로 교탁을 가리키며) 어서 잡
아!

보미 보민의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준다. 보미 동생을 걱정스
러운 듯 보며 안아준다.

담임

보민

친구2는 울상을 지으며 교탁을 잡고 담임선생님이 엉덩이를
5대 때린다.

보미

걱정 마. 언니. (손가락을 한 개씩 접으며) 차
조심하고 위험한 사람 따라가지 않고 위험한 길
로 가지 않고 조심해서 다녀올게.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부비며) 그래. 오늘 하
루도 힘내자!

친구2

악! (친구2는 엉덩이를 잡으며 자리로 가 앉는다.)

보미와 보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보미 뒷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다.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열없이 서 있다.

보미,보민

담임

파이팅!

오! 보미 왔구나. 어서 자리로 가 앉으렴.

보민 보미와 헤어지기 싫은 듯 계속 보미를 쳐다보며 손을 흔
들며 퇴장

보미는 절뚝거리며 조용히 자리로 가 앉는다. 아이들 의아해
하며 담임과 보미, 친구2를 번갈아 본다.

보미

담임
반장
아이들

(시계를 보며) 휴! 또 늦어버렸네.

보미 허겁지겁 자신의 도시락도 가방에 넣은 후 절뚝거리는
다리로 열심히 뛰어간다. 학교로 가다 슈퍼마켓 앞에서 체조
하고 있는 슈퍼마켓 아줌마를 만난다.
보미
아줌마
보미
아줌마
보미

안녕하세요?
(체조를 하며) 오! 보미야. 좋은 아침이구나.
네.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고맙구나. 오! 보미야. 또 지각이겠다. 힘들겠
지만 어서어서 가렴.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수고하세요.

친구3

친구2
친구1
친구3

슈퍼마켓 아줌마가 보미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체조
를 한다. 헉헉거리며 절뚝거리며 가던 보미 학교에 다다라서
뒤에서 누군가 툭 치기에 뒤돌아본다.
친구1
친구2
보미
친구2

맞네. 다리 절뚝이. 안녕? 아까부터 내 앞에서
뛰어가더니 아직도 여기밖에 못 왔어?
(조금 우울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웃으며) 응.
늦었는데 어서 가자.
넌 잘 뛰지도 못하잖아. 나 먼저 간다.

친구2

자! 이것으로 조례 끝! 반장 인사해.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담임선생님 손을 좌우로 흔들
며 공주처럼 퇴장)
(뒷자리 친구2를 보며) 야! 담일 졸라 치사하네.
왜 넌 5대나 때리고 잰 너보다 더 늦었는데 한
대도 안 때리고 대단한 애 대하듯 웃으면서 앉
으라고 하냐? 참 황당하다.
(애써 웃으며) 냅둬. 잰 다리병신이잖아. 그러
니까 담임이 그러겠지.
그러지마.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래도 넌 친구가 차별대우 당했는데 기분도 안
나쁘냐?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안 때리고 그런
게 어딨어? 기분 나쁘게. 그럼 손바닥이라도 때
리던가. 손은 뭐야? 쟤 손도 애자야? 그런 거
아니잖아. 화라도 내던가. 참, 진짜.
넌 왜 그렇게 아픈 친구를 배려할 줄 모르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더 있으니까 쌤이
그러시는 거겠지.
둘 다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담임 진짜 재수
없어. (친구1을 노려보며) 너 정말 내 친구 맞
아? 진짜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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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1은 친구2에게 미안한 듯한 표정을 한다. 반 친구들 친
구1처럼 될까봐 눈치를 살피며 보미를 피한다. 수업종이 울
린다.

친구1

친구4

친구2
친구4
친구3

얘들아. 오늘 체육시간은 강당에서 한다. (친구
1,2,3에게 다가가) 늦겠다. 어서 가자.

반 아이들 우르르 이동한다. 친구2는 씩 웃으며 보미를 툭 치
고 간다. 보미 다리를 절뚝이며 가다 조금 비틀하고 다시 자세
를 잡고 절뚝이며 뒤따라간다. 친구1은 보미가 조금 걱정스러
운 듯 뒤로 한번 돌아보다 친구2,3,4의 옆으로 가버린다.

친구2
친구4

강당
체육쌤
친구4

자, 다들 왔는가 어디보자. 헛! 저기 빈자리는
누구야.
22번 김보미입니다.

친구3

그때 보미가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온다. 체육쌤 보미의 걸음
걸이를 보고 별말 하지 않고 수업을 시작한다.
체육쌤

다리 아픈 친구는 좀 쉬고 오늘도 역시 배드민
턴 연습을 합니다. 자 다들 자리로 갓.

아이들 각자 자신의 위치로 출발한다. 친구1,2,3,4 보미가 앉
아 있는 의자 근처를 지나간다.

반 아이들 수군거리다 보미 주위를 둥글게 싸서 구경하며 한
마디씩 한다.
아이1
아이2
아이3

친구3
친구1
친구2
친구4

보미는 좋겠다. 다리핑계로 아무런 처벌도 안 받
고 진짜.(비꼬듯이) 나도 다리병신이나 돼볼까?
안 돼. 보미는 몰라도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앉아 있는 보미에게 다가서서) 보미야, 안 됐
다. 이제 친구까지 널 떠나가 버렸네.
편히 쉬고 있어. 울학교 장애인 친구.

친구2
보미
친구1
친구2

친구1,2,3,4 웃으며 보미를 스쳐지나가 연습을 하고 논다. 보
미 가만히 앉아 있는다. 수업 끝종이 울리고 아이들 모두 뛰
고 보미가 천천히 일어나 절뚝절뚝 뒤따라간다. 아이들 담임
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들 자리에 앉는다.
담임

음,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단축수업을 한
다. 정말 해피한 시츄에이션이지? 자, 다들 대
신 청소 열심히 하고 빨리가자. (아이들을 째려
보며) 니들 대충대충 하면 죽어!

아. 너 혹시 학교에 돈 뿌렸냐?
설마 그렇겠어? 그럼 왜 냄새나는 김치밥만 들
고 다니겠어?
아 그 김치랑 밥.
그게 뭔데?
너 못 봤구나. 아까 점심시간에 쟤가 글쎄 김치
랑 밥만 싸왔지 뭐야.
근데 선생들이 왜 그러는 거지? 역시 우리가 모
르는 뭔가 있어.
(뭔가 번뜩 생각난 듯이) 아 맞다! 그래 (보미에
게 다가서며) 내가 저번에 담임한테 가려고 교
무실 갔는데 김보미가 담임한테 흰 봉투 주는
걸 봤어. 저년이 알과 봤더니 다리 절뚝거리는
척하면서 선생들한테 돈이나 먹이고 편하게 살
려는 거 아냐?
진짜(화난 듯) 정말 안 되겠네. 야! 너 원래 애
자 아니지> 쑈하는 거지. 도시락을 왜 그딴 걸
싸오냐? 돈 먹이니 찔리긴 한가 보네. 계속 속
는 우리 보면서 혼자 웃겼겠다.

친구3
친구4

쟤. 정말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몸을 떨며) 저질.
정말, 진짜 나쁜 애네.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확! 진짜.
연기 잘 하네. 착한 척한다고 속아버렸네. 아,
진짜 짜증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맛 좀 봐라. 으하하! (사악
한 표정, 벽쪽으로 밀친다.)
앗! (보미가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며 쓰러진다.)
(보미에게 다가서며 몸을 숙이고) 야, 쑈하지
말고 일어나. 야야 김보미.
(발로 툭툭 건드리며) 야, 김보미. (뭔가 이상한
듯 다가가며) 야, 김보미. 눈 좀 떠봐.
(떨리는 목소리로) 얘 연기 아닌 것 같아. 어쩌지.
기다려. 내가 선생님을 모셔올게.

다들 정신이 나간 듯 친구1은 보미의 옆에 앉아 흐느낀다. 담
임과 양호교사 뛰어온다.
담임
양호쌤

어머 어머. 이게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니들 정말 죽고 싶지.
어머나. 웬일이니. (눈과 손을 만지며 상태를
파악한다.) 음, 잠깐 너무 놀라서 의식을 잃었
으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일단 진정을 하게
양호실 침대에 눕혀 몇 시간 쉬게 하는 것이 좋
을 듯싶네요.
네, 그렇게 하지요.

담임 손을 좌우로 흔들며 교무실로 퇴장. 아이들 청소를 대
충대충 시작한다. 친구1,2,3,4 청소 않고 보미 책상위와 주변
에 올라가 놀고 몇몇은 대충대충 하고 있다. 보미 말없이 청
소를 하다 책상을 옮길 차례가 되어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친
구2에게 말한다.

담임

보미
친구2

양호쌤 보미를 업고 퇴장. 아이들 제자리로, 담임 교탁 앞에
진지모드로 선다.

좀 비켜 줘.
(책상에서 내려오며) 야! 너 다리도 아픈데 괜
히 열심히 하는 척해서 또 우리 다 미움받고 너
만 착한 척해서 예쁨 받으려고 수작떠는 거잖

담임

너희들, 난 담임으로서 내 자식들 같은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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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믿고 우리반 아이들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너희는 혼자 외로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보미의 가슴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거다. (좀 쉬다가) 보미는 아버
지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소녀가장이고 어린
초등학교 동생을 혼자 힘으로 돌보며 열심히 살
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기특하고 착한 아이야. 보
미도 다리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 너희와 같다.
선생님은 보미가 얼마나 안쓰럽고 대견한데.

보미

친구2는 보미에게 한쪽 손을 내밀고 보미는 웃으며 손을 잡
자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한다.
담임

아이들 흐느낀다.
담임

(슬픈 미소) 제 동생은 햄 넣어주고 자기는 김치
만 싸다니는 착한 아인데.

정말. 나 역시 너희에게 고맙고 미안해. 나 역
시 잘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이제라도 너희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어서 너
무 기뻐.

(감동적인 눈빛을 하며) 우리반 정말 멋진 막판
뒤집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아이들과 담임 모두 크게 웃는다.

아이들도 울다 살짝 웃는다.

(5모둠) 가출소녀

친구3

선생님
이경은
정동진

담임
친구2
담임

모두들

선생님, 그럼 보미 다리는 왜 그런가요? 나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보미 어머니가 보미를 가졌을 때 약을 잘
못 복용해서 그런 거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친구2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꼬옥 안
아주고) 앞으로 너희가 보미에게 준 상처를 너
희가 다시 깨끗하게 사랑으로 없애주길 바란다.
다들 선생님 말 알겠지?
네.

보미가 양호실에서 교실로 돌아오자 아이들 일제히 보미를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다. 보미는 적응이 안 돼 그냥 자
리로 가 앉자 친구2가 보미에게 다가간다. 보미는 친구2의
시선을 외면하고 땅만 보고 있다.
친구2
보미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정말. (고개를 떨군다.)
(고개를 천천히 들고 친구2를 보며) 난 괜찮아.

친구2 고개를 들며 보미를 안는다. 친구1,3,4 친구2와 보미
곁으로 와 함께 보미를 껴안는다. 그리고 모두 다함께 흐느
끼다 눈물을 닦고 미소짓는다.
친구1
친구4

친구3

친구2

미안했어. 보미야. 이젠 정말 변치 않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걸 약속할게.
반장으로서 나라도 그러지 말고 반을 제대로 잡
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착한 널 괜히 의심이나
하고.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맘이 얼마나 아팠니? 이제 점심도 우리
랑 같이 먹자. 정말 잊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잘
할 테니 용서하고 잊어주렴.
넌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너의
영원한 다리이자 친구가 될게. 넌 정말 자랑스
러운 우리의 친구야.

보미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여, 43세) 국어선생이자 1학년 2반의 담임.
(여, 17세) 강하지만 외로운 여학생.
(여, 17세)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 이
기적인 여학생.
김소라
(여, 17세) 의리 하나는 정말 최고로 치는 여학
생.
김가람
(여, 17세) 1학년 2반의 모범생으로 아이들의
미움을 사는 여학생.
이윤정
(여, 17세) 말을 가리는 여학생.
편의점주인 (여, 46세) 이해심이 많은 좋은 사람.
아줌마
(여, 46세) 착하고 밝은 사람이다. 자신의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
DJ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
DJ
이번 사연은, 부산시 수영구에서 학생이 보내주
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은 적은 이유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께 직접 말할 수 없
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돌아
보면 그리운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의리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
했던 친구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도, 잠시 스치는 인연이었지만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
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이시고,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핏방울, 두근대는 심장,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것들을 존재
케 해주신 당신, 어머니께 지난날 고백하지 못
했던 속마음을 라디오를 통해서나마 전하려 합
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뒤부터 학교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 나였습니다.
장면① (아침조례시간) 선생님의 등장으로 떠들고 웃던 아이
들, 서있던 아이들, 자던 아이들은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간다.
선생님

(헛기침을 하며)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왔어. 우
리 반이 또 꼴찌네! 니들 공부는 하고 사니? 도
대체 커서 뭐가 될는지. 1번부터 나와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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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소라
윤정
가람
동진
소라
경은
소라

가. 그리고 경은이랑 가람이 종례 마치고 상담
실로 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 젠장. 지가 수업
을 잘 해 주던가. 못 가르치는 게 졸라 지랄이
야. (가람이를 쳐다보며) 미친, 야! 김가람 니
일등했나 보네. 좋겠다.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
하더니만.
이야. 살판났네. 김가람.
(자리에서 일어나며) 야! 너희들 진짜 왜 그러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야, 미친년. 저거 또 서울말 쓰고 지랄한다.
(큰 소리로) 얼씨구, 유유상종이라고 꼭 뭐 같
은 것들끼리.
(이어폰을 빼며) 야, 쟤네 상대해 봤자 괜히 너
희 입만 아프다. 상대하지 마.
김가람. 니 상담실 안 가니?

장면② (상담실) (E.) 똑똑똑 (노크소리) 선생님은 의자에 앉
아 있다.
선생님
가람
선생님

들어와.
선생님, 무슨 일로?
가람이 이리와서 앉아. 경은이는 밖에서 좀 기
다리고.

가람, 선생님 앞 의자에 앉는다.
선생님

가람
경은
선생님

경은

선생님

경은

가람아, 공부한다고 힘들지? 쉬엄쉬엄 해. 그러
다 몸살 날라. 이번에 정말 잘했어. (환하게 웃
으며) 대기만성이라더니 가람이를 두고 하는 말
이구나. 그럼 올라가 봐. (큰소리로) 경은이 들
어 와.
(인사를 한다.) 네.
(인상을 쓰며, 짝다리를 집고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본다.) 왜요?
(한숨을 쉬며)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동진이랑 어울려 다니던데. 동진이는 도청도설
이 그렇게 좋지 못해. 너랑 어울리기엔 흠이 많
은 아이야.
(어이없어 하며) 참, 선생님. 진짜 실망이에요.
비록 동진이가 그래 보여도 나쁘게 말하지 마세
요. 듣기 거북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은아. 참, 니가 나중에
아무리 나중에 그만 두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다.
(못 들은 척) 저 나가 보겠습니다. (문을 쾅 닫
고 나간다.)

장면③ (교실) 쉬는 시간이라 아이들은 제각기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동진이는 사물함 뒤 거울 앞
에 서 있다.
동진
경은

헤이. 쌤이 뭐라는데? 왜.
(거울을 보며) 그냥, 쌤이 내한테 성적 떨어졌

동진
경은
동진
경은

다고.
그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봐.
(머리를 헝클며) 아, 씨발 니랑 내랑 놀지 말라고.
야, 우리 기분도 더러운데 학교 쨀래?
(크게 웃으며) 니가 그말 안 하면 내가 할라했다
아이가.

장면④ (찜질방) 경은이와 동진 누워서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동진
경은
동진
경은
동진

(땀 닦으며) 땀 빼니까 좋다.
그치. 그런데 우리 오늘 집에 갈거가? 그래도
내일은 학교 가야겠지?
(벌떡 허리를 세우고)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
지. 눈 살짝만 붙이고 집에 가자.
그래. 나도 잠 온다. 좀 있다. 꿈나라서 보자.
그래.

시끄러운 진동소리에 경은과 동진은 잠이 깬다.
동진
경은
동진
경은
경은
경은
동진
경은
동진
경은

소라
경은
소라

(눈을 비비며) 전화 받아봐.
엄마 전화다. 엄마가 왜 전화 했지?
(놀라서) 큰일 났다. 지금 10시다.
그럼, 우리 얼마 안 잤네.
아니다. 아침 10시 말이다.
(이마가 찌푸려지며) 설마.
내 핸드폰 날짜는 12일인데.
(고개를 떨구며) 어차피 학교 째진거, 오늘은
잠수 빨아야겠다.
그러면 소라나 불러서 놀자.
어, 있어 봐. (소라에게 전화) 소라야. 네모 찜
질방인데, 안 올래? 동진이랑 찜질방에서 자버
렸다.
맞나. 알았다.
그러면 1층에서 보자. 빨리 와.
알았어. 빨리 갈게.

장소⑤ (네모찜질방 1층) 경은이와 동진이는 부스스한 차림새
와 구겨진 교복을 입고, 쪼그려 앉아 소라를 기다리고 있다.
소라
경은
소라
경은
동진
경은
소라
동진
경은
동진
소라

(큰 소리로) 야.
소라야. 학교에서는 별말 없더나?
(흥분하며) 선생이 니 안 왔다고 너희 부모님한
테 다 꼬발랐다.
(머리를 헝클며) 아, 짜증난다. 씨발.
그냥 이래된 김에 우리 학교도 집도 영원히 쨀
래?
그럴까?
돈이 없잖아.
돈이야, 까짓 것 벌면 되지.
스티커 돌리는 거 돈 많이 준다던데.
(일어서서) 알았다. 스티커 돌리자. 근데 우리
교복이다.
(미소 지으며) 뭘 걱정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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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가지고 다니잖아. 사복.
장면⑥ (초등학교 운동장) 3명의 여학생이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며 대화를 하고 있다.

경은

동진

DJ

경은
소라
동진소라

경은

(한숨 쉬며) 우리 이러다간 하루 못 버티겠다.
어디 알바 자리라도 찾자.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럼. 일단 알바 자리 찾아서 다시 뭉치자. 8시
까지 여기서 다시 봐.
(휴대폰 문자로) 미안 우리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미안. 먼저 부산으로 갈게. 니도
빨리 내려온나.
(눈물이 고여서) 아～.

장면⑦ (편의점) 아줌마가 혼자 앉아 있다. (E.) 딸그랑 (문
여는 소리)
주인
경은
주인
경은

어. 학생 왔어.
(웃으며) 네, 언제부터 일하면 돼요?
혹시 오늘부터 일 가능해?
(더 환하게 웃으며) 네, 그럼 지금부터 할게요.

장면⑧ (편의점) (E.) 딸그랑 딸그랑 (문 여는 소리)
경은
아줌마
경은
아줌마
경은
아줌마

경은
아줌마
엄마
경은
엄마

경은

주인

어서 오세요.
(휠체어를 끌며) 학생, 혹시 여기 바나나 우유
있어?
(놀란 표정으로) 네, 있어요.
그럼, 바나나 우유 17개만 주겠어?
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뭐 하시려구요?
실은 오늘이 내 딸아이의 17번째 생일이야. 아
이에게 평생을 살면서 생일파티 한번 해주지 못
했고, 고등학교 입학선물은 물론 고등학교의 교
복도 물려받아 입고 갔어. 나는 죄가 많은 사람
이야.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일 선
물만은 꼭 주고 싶었어. 그런데 (주머니의 동전
을 쏟아 부으며) 10원짜리도 괜찮아? 인형 눈알
을 붙여주는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 은행에 갈
겨를도 없고.
(눈물이 글썽하며) 괜찮아요. 괜찮구 말구요.
따님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학생도 수고해. (경은이 눈에 눈물. 엄마가 보
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한다.)
여보세요.
(수화기를 가슴에 묻고) 아, 아, 아이잉.
(울먹이며) 경은이가? 엄마가 잘못했다. 돌아와
라. 엄마한테 와. 니가 없으면 엄마도 없고 니
가 없으니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화기를 놓는다.)
엄마. 나 이젠 돌아갈 수 없겠지? 용서받을 수
없겠지? (눈물이 떨어진다.)
(밖에서 이 장면을 보고) 아니. 돌아갈 수 있어.
니가 돌아갈 곳은 엄마 품이야. (흰색 봉투를

꺼내며) 이 돈 니가 일한 만큼만 넣은 거야. 부
산으로 갈 차비는 될 거야. 엄마가 가슴 아파하
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는 거야.
(눈물을 닦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돈으로 마트에 가서 웨하스 과자 한 박
스를 샀어요. 그리곤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
어요. 버스에서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엄
마에게 상처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100번을
넘게 다짐하고 나서야 버스는 부산에 거의 도착
을 했죠. 나는 엄마를 본다는 생각에 메말랐을
것 같던 눈물이 다시 뺨위로 흐르고 있다는 것
을 느꼈어요. 엄마 엄마. 크게 소리를 치며 집
에 온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마냥
울분을 모두 토해냈어요. 엄마 역시 수도꼭지
같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너무 미안해서 한 번도 한 적 없
지만 글로는 이 말이 되나 봐요. 그리고 너무 사
랑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딸
경은이 올림. (간격) 그래요. 세상 어느 딸이나
다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지만 어머
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무한하다는 것을 꼭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머니께 사
랑한다고 한 마디 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
럼 마지막으로 신청곡, 지오디의 어머님께를 들
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9모둠) 따뜻함이 필요한 아이들

등장인물

불량학생1․2, 선생님, 당하는 학생들1․2, 선배1․
2, 노래방 주인, 경찰, 부모1․2, 술취한 사람

#1. 어느 날 저녁
불량학생1
불량학생2
불량학생1
불량학생2
불량학생1

(껌을 짝짝 씹으면서) 아, 짜증 나 죽겠네. 집에
가기가 싫다. 으윽.
(땅에 침을 뱉으면서) 야, 들어가지마 그럼. 우
리 가출이나 할까?
(솔깃한 표정으로) 그럴까? 야. 그런데 잠은 어
디서 자냐? 돈도 없는데.
(웃으면서) 선배들 지금 지내고 있는 원룸에서
자면 되지.
(기분이 좋은 듯이) 그래그래. 그러자. 아싸.

#2.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는 길 길목
불량학생1
학생1
불량학생2
학생1
불량학생1

(침을 뱉으면서) 야, 너 일루 와봐.
(뛰어가다가 멈칫하면서) 네? 저요?
(황당하다는 듯이)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구
있냐?
(걸어가면서) 왜요? 저 빨리 가봐야 하거든요.
(화난 듯이) 돈 있냐? 만원만 빌려 주라.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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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불량학생2
불량학생1
학생1
불량학생2
학생1

이 급하다.
(짜증내듯) 없는데요. 저 아세요?
(황당하다는 듯이) 뭐? 저 아세요. 이게 미쳤나.
맞고 싶어서 환장했냐? 어?
(인상 쓰면서) 말로 할 때 그냥 돈만 주고 가라.
(울먹이면서) 진짜 없어요. 책값밖에 없어요.
(학생1에게 다가오며) 야, 가방 줘 봐.
(겁먹은 듯이) 네, 여기요.

불량학생1과 2는 가방에서 화장품과 지갑을 찾아낸다.
불량학생1
불량학생2

(웃으면서) 이제 가봐도 돼.
(인상 쓰면서) 야. 선생님한테 일러봐라. 죽는
다.
학생1
(흐느끼면서) 네.
불량학생들 (웃으면서) 아싸. 오늘은 이 돈으로 밥 사먹고
술 사가지고 언니들한테 가자.

취객
불량학생1
취객
불량학생1
취객
불량학생2
취객
불량학생2
취객
불량학생1
취객
불량학생2

(불량학생1의 손을 잡으며)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니?
(약간 찡그리며) 21살이요.
(불량학생1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에. 더 어려
보이는데.
(피하면서) 아니에요. 21살 맞아요.
(불량학생2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이쪽도 21살
이야? 귀엽게 생겼네.
(멈칫하면서) 네에, 감사합니다.
(불량학생2의 볼을 살짝 꼬집으면서) 술 한 잔
따라봐.
(술을 따르면서) 네.
(불량학생1의 허리를 안으려고 한다.)
(찡그리며 취객의 손을 뗀다.)
(웃으면서) 어허! 왜 이러나. 가만히 있어봐!
(취객의 뺨을 때리며)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정
말.
(불량학생2의 뺨을 때린다.) 이년이 어딜 때려.
(취객을 밀어내고) 아저씨 왜 이래요?

#3. 선배들이 지내는 원룸

취객
불량학생1

선배1

시끄러운 소리에 직원이 달려온다.

(술을 마시며) 나와서 지내는 게 재밌긴 한테 불
편하제?
선배2
(딴 곳을 보며) 너희 잘 곳은 있나?
불량학생들 (술을 마시며) 아니요.
선배1
(쳐다보며) 내가 돈도 벌고 잠도 잘 곳 추천해
줄까? 나 일하던 덴데.
불량학생2 (불량학생1을 살짝 쳐다봤다가) 어디요? 뭐 하
는 곳인데요?
선배1
아, 그냥. 노래방에서 도우미하는 건데. 노래방
주인도 좋은 분이라서. 괜찮을 거야.
불량학생들 (웃으면서) 언니. 그럼 소개해 주세요.
선배1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일 서면에서 만나자.

직원

(놀란 듯이) 왜 이러세요. 손님. 얘들아 사과 못
하니.
불량학생들 (울먹이며) 아저씨가 저희를 쓰다듬었단 말예
요.
직원
(팔짱끼며) 빨리 사과 못 하니. (문을 꽝 닫고
나가 버린다.)
취객
(불량학생1,2를 끌어 안으며) 이런 귀여운 것
들.
불량학생1 (취객을 밀어내며 문밖으로 뛰어나가 112에 신
고한다.)
불량학생2 (취객을 밀어낸다.) 꺄악. 아저씨 왜 이래요.

#4. 노래방
노래방주인 (웃으면서) 너희 미성년자지?
불량학생1 (조금 눈치를 보면서) 네. 잘 할 수 있어요. 받
아 주세요. 네?
불량학생2 (불상한 표정을 지으며) 제발요. 저희 갈 곳도
진짜 없단 말예요.
노래방주인 (토닥이며) 알았다. 여기서 우선 지내고. 일 잘
할 수 있지?
불량학생들 (활짝 웃으면서) 네. 열심히 할게요.

잠시 후 경찰이 와서 불량학생1,2와 취객을 데리고 경찰서로
간다.
#5. 경찰서
경찰

불량학생1
경찰
부모1

3번방으로 들어온 불량학생1,2
경찰
직원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불량학생1,2를 보며)
얘들아, 저기 앉으렴.
불량학생들 (슬금슬금 걸어가며) 네.
취객
(웃으면서) 오, 처음 보는 아이들이네.
직원
네, 처음 온 애들이에요.
취객
(직원을 쳐다보며) 그래. 넌 나가 봐라.
직원
(큰 소리로) 즐거운 시간되십쇼.

불량학생1
경찰
불량학생2
경찰

(불량학생1,2를 쳐다보며) 너희 미성년자가 그
런데서 일하면 되니? (혀를 차며) 가출이나 하
고 너희가 어린애니? 부모님께 전화해 봐라.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으며) 네. 여기 경찰서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집애 거기 있다고 할 거
죠? 우린 그런 딸 없으니깐 알아서들 하쇼.
(황다하다는 듯이) 네? 뭐라고요. (전화기를 내
려놓는다. 인상을 찡그리며) 넌 어떻게 했길래
부모님이 신경 안 쓴다고 전화를 끊냐.
(고개를 숙이고 훌쩍인다.)
(불량학생2를 보며) 야. 너도 전화해 봐라.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으면서) 네.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
기 따님이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손님과 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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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2
경찰

와 있거든요.
(화를 내며) 그럴 줄 알았어. 가출이나 해대더
니 이젠 술집에서 일을 해. 우린 그런 딸 없소.
(황당하다는 듯이 전화를 내려놓는다.) 너희 둘
다 어떡하냐. 부모님도 이런 식이라서. (혀를
차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조금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오실거다.

불량학생들 고개를 숙이고 끄덕인다.

불량학생1
선생님
불량학생2
선생님

다. 너희 부모님들에게 전화했는데 모른다고만
하질 않나. 너희는 학교도 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학교
잘 다닐게요.
(끄덕이며) 그래 그래. 그래야지. 얼른 여기 나
가자. 배 고프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얼른 나가요. 너무 무서
워요. 여긴.
(불량학생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래그래. 잠
시 기다려라.

#6.
선생님 경찰과 대화를 나눈다.
선생님
(경찰서를 뛰어 들어오면서) 얘들아.
불량학생들 (울면서) 선생님.
선생님
(애들을 보면서) 얘들아. 갈 곳이 없고 하면 선
생님한테 오지 그랬니. 그런 곳에서 일하면 다
그런다는 거 몰랐니.
불량학생들 (울먹이면서) 죄송해요.
선생님
(울먹이며)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단

선생님

불량학생

(불량학생1,2의 손을 잡으며) 얘들아. 어서 나
가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곳엔 절대 오지 말아
야겠지.
(눈물을 닦으며) 네.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과 불량학생1,2는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