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의 함양을 토 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정입니다. 아울러 학생 참여 수업을 통해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2 인천국제고 2학년 IIHS 열린연단 PLUS 

2019학년도 1학년 진행된 열린연단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역량 및 학업 역량을 신장시키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제, 경영, 정치, 법률, 사회학,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 인문학(역사, 철학), 자유전공 등 9개의 진로분야 중 자유선택으로 주제 선정

따라서 2020학년도 2학년 열린연단 PLUS는 열린연단에 이어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모의 유엔 / Mock UN Assembly 
사무국, 의장단, 스태프 등으로 구성. 한국어, 외국어 모의유엔 개최

:: 모의 창업 / Mock Startup
외부환경 변화 관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모의창업 진행

:: 모의 법정 / Mock Trial
사건 시나리오 작성, 모의 재판 진행

:: 모의 국회 / Mock Assembly
국회사무처, 의장단으로 구성. 창당, 상임위원회 개최, 입법안 제출

:: 사이코드라마 / Psychodrama
심리적 문제에 집중한 시나리오 작성. 사이코드라마 발표

:: 모의 콘텐츠 사업국 / IIHS Mise-en-Scène
사회 이슈와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영상 제작

2020학년도 2학년 열린연단 PLUS



3 IIHS 열린연단 PLUS 기획 및 운영

2학년 자율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IIHS 열린연단 PLUS는 학생들의 기획에 의해 설계되었

으며,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진과 참가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활용하여 6개의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학생들
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을 하며 창의적인 진로역량 및 학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운영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동아리 부장단 회의
: 열린연단 PLUS 기획 의도를 논의하고 협의하여 총 6개의 부문으로 결정

2. 각 분과별 대표 운영자 확정 및 세부 계획안 작성
:: 모의 유엔 / Mock UN Assembly : 20302 강유하
:: 모의 창업 / Mock Startup : 20412 장채은
:: 모의 법정 / Mock Trial : 20203 김서현
:: 모의 국회 / Mock Assembly : 20218 박성강
:: 사이코드라마 / Psychodrama : 20510 이연우
:: 모의 콘텐츠 사업국 / IIHS Mise-en-Scène : 20214 이도윤

3. 각 분과별 운영진 및 참가자 모집
4. 분과별 운영 회의 및 운영진 업무분장
5. 비등교기간 : WebEx(화상회의 Tool)를 이용한 실시간 자율활동

등교기간 : 각 분과별 장소에서 자율활동
6. 학기말 활동 마무리

각 분과별로 학생들이 직접 활동 방향을 직접 결정하고, 실제적인 활동의 전 과정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진행하였습

니다. 이를 통해 참여학생 전원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2학년 열린연단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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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 국 회

대표운영자: 2학년 2반 박성강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으로 표됩니다. 그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입법을 
담당하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화두에 해 끊임없는 토론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갖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며 국회와 정치에 

한 신뢰는 무너졌고, 정치의 목적에 한 물음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정치
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요즘,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
은 정치의 역할에 해, 정치인의 자격에 해 고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학교 내 토론의 
장을 꾸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해 직접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
이 바로 인천국제고등학교 모의국회입니다. 
 
 모의국회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직접 당을 결성하고, 당내 조직을 구성하고, 상
임위원회 등 다양한 국회 의결 기구를 조직해, 그 속에서 현실 문제에 한, 혹은 현 법안에 한 
법률안들을 직접 발의하고 검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법률
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상임위원회 분야에 
해당되는 법률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참여자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해 해결되어야 할까?”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물으며 치열히 더 나은 사회에 한 청사진을 꾸려나갔습니다.  
운영진 친구들은 참여자 친구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모의국회 프로그램이 순
탄히 운영되도록 충실히 자신의 역할에 이행해주었습니다. 
모의국회에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참여자, 운영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모의국회를 함께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간접 경험하며 친구들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열린연단 PLUS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모의국회◀

3인천국제고등학교

모의

국회

1 20116 김대원

2 20105 오은빈

3 20305 김은빈

4 20513 홍유림

5 20516 김민규

모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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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대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5

발의연월일 : 20. 11. 25
발  의  자 : 김대원

제안이유

- 현행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지역구 지방의회 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 조항은 각종 선거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고 세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득표 동수라는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하자 당선인의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
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지난 4.15 제21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비례 표제를 악용하여 두 거 양당이 위성정
당을 창당하였고, 이로 인해 ‘승자 독식 구조 타파, 다당 민주주의제 실현’이라는 선거법 개
정안(준연동형비례 표제)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나게 됨.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위성정당 
방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모든 선거에 있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지방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18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와 같은 이유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정한 민
주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16세 이상의 국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의국회◀

5인천국제고등학교

법률 제  2020-05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
지)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
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
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
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
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부칙 <법률 제 16864호, 2020. 1. 14>
제4조(비례 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
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 표국
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비례 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
지)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
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
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
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
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부칙 <법률 제 16864호, 2020. 1. 14>
제4조(비례 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
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 표국
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비례 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6 http://ii.icehs.kr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
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
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추가) 제5조 「공직선거법」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추가로 ‘146조 비례

표 선거용 위성정당 창당 제한’의 항을 추가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로 모(母)정당의 부칙 제4조
를 악용하는 비례 표 선거용 위성정당 창당
은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
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
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같
은 경우, 16세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교육감
의 선거권이 있다. 
부칙1. 이 조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기준을 
따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를 개정한다.



모의국회◀

7인천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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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국회◀

9인천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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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국회◀

11인천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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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국회◀

13인천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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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오은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10.21
 발 의 자 :  오은빈

제안이유

 사회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혐오발언에 해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개별적인 차별금
지법은 존재하나,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헌법은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성적 지향성과 무관하
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차
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헌법에서의 평등
을 실현하며 법의 참된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한 보호라는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법안을 제안한다.

주요내용

‘성소수자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인의 성별,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우하는 행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
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이다.　
본 차별금지법은 명시적으로 ‘동성애자라서 해고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겉으로
는 합리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는 ‘간접차별’이나 ‘괴롭힘’까지 포
괄하고 있다. ‘괴롭힘’의 범위에 ‘혐오표현’ 또한 포함한다.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게 아니
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적인 '괴롭힘'에 이를 때에 법이 적용된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본 차별금지법에서는 시정명령 권한뿐만 아니라 법원이 본 법을 토 로 피
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특히 제 4조 3항에서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
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배상금의 하한은 일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다.”라고 명시하였다.

참고사항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모의국회◀

15인천국제고등학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소수자에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3.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4. “혐오표현”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평등한 권리를 저해할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말한다. 
 제3조(금지 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우
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마. 위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상적 상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 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

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
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적 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 분리·구
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겉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차
별을 받는 간접차별이나 괴롭힘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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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괴롭힘’의 범위에 ‘혐오표현’ 또한 포함한다.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신
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적인 '괴롭힘'에 이를 때에 법이 적용된다.

 8. 2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제4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
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배상금의 하한은 일천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5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 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서만 적용한다.
제7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상자군
과 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
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
에 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
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
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모의국회◀

17인천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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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국회◀

19인천국제고등학교

대북전단 금지법 

(김은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 11. 4.
 발  의  자 : 김은빈

제안이유

- 북전단은 무력 행위 없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해 사상을 동요시키
고 남한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수단임. ‘삐라’라는 단어로도 통용되며, 여기에는 주로 
북한 체제에 한 비판, 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홍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 있음.

- 북전단의 효과의 신빙성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크지 않다는 지적과 통계 자료가 
만발한다는 점. 북한에 도착하는 경우보다 날아가던 도중 한국 내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오히려 북한과의 
갈등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북전단으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개인의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9조 3항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서도 국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위
협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를 침해함.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강함.

주요내용

가. 탈북민 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개인에서 행해지는 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함.
나. 전단지, 풍선, 식품 등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북전단 살포를 금지함.
다. 비무장지 를 넘어오는 북전단과 어떤 형태로든 한민국을 벗어나 북한에 전달되는 북

전단의 이동을 금지함.
라. 북전단 살포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마. 5명 이상의 단체의 행동일 경우, 각 개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단체에 8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바. 북전단 금지는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사안으로 법률상의 금지를 통해 그 내용을 

수행함.
사. 양국의 평화를 위해 제재와 감시의 정도를 강화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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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대북전단 금지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의 위협,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북전단을 금
지하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결과를 불
러올 수 있는 북전다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북전단”이란 무력 행위 없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해 사상

을 동요시키고 남한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형 풍선, 광고용 전단지, SD카드, 생활용
품 등을 말한다.

2. “판문점 선언”이란 남과 북의 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
한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 군과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
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시 · 군을 말한다.

4. “비무장지 ”란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씩의 구간에 설정된 지 로, 남북한은 
이곳에 군 나 무기, 군사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헸으며, 비무장지 의 부근에는 군
사 시설의 보호와 보안을 위하여 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일부 탈북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 위반 행위로 국가는 한
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시 행

제5조(금지 범위) ① 탈북민 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개인에서 행해지는 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② 전단지, 풍선, 식품, USB, SD카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③ 비무장지 를 넘어오는 북전단과 어떤 형태로든 한민국을 벗어나 북한에 전달되

는 북전단의 이동을 금지한다.
제6조(규제 방안) ① 북전단 살포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 제41조 및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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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명 이상의 단체에서 행동한 경우, 각 개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단체에 8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응) ① 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사안으로 살
포 행위는 남북합의 위반이기에 적극적으로 금지한다. 
② 무고한 국민의 희생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에 양국의 평화를 위해 제재와 

감시의 정도를 강화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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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홍유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16
 발  의  자 : 홍유림

제안이유

 저번 7월 개정된 주택임 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세율 인상과 맞물려 
강력한 규제와 시장의 개입으로 전월세의 매물이 줄어들어 임 인과 임차인 모두의 불만을 야
기하고 있음.
 이에 시장에서 임 인과 임차인이 상의한 전월세 가격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다시 혼선이 
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합의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의 기준보다 임 료 갱신을 한 경우에도 후
에 임차인이 임 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현재 개정된 주택임 차보호법을 재개정하여 임 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고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하되, 청구는 임 만료일로부토 최소 6개월 이전에 고지해 임
인이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임 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승인 여부에 해 계약

이 만료되기 전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갱신되는 임 차의 계약조건은 임 인과 임차인의 상의에 따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제 7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해야 한다.

 임 계약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하여, 기존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 증액청
구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로 두되 임 인과 임채인이 서로 합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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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 인은 임차인이제6조 제1항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
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임 차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에 고지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
로 본다. 
③ 임 인은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에 한 합의 여부를 고지
해야만 한다.
④ 갱신되는 임 차는 임 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재조정된 후 계약돼야 하
며, 차임과 보증금은 제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
에 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 차계약 또는 약정
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 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
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른 증액청구의 범위는 서로 합의하여 임 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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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생략)
② 임차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 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 차는 전 임 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제7조의 범
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 차 시장 여
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
액청구의 상한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기존과 같음)
② 임차인은 임 차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에 고지할 경우, 계약갱신요구
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 차의 존속기간
은 2년으로 본다. 
③ 임 인은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에 한 합의 여부를 
고지해야만 한다.
④ 갱신되는 임 차는 임 인과 임차인
의 합의에 따라 재조정된 후 계약돼야 
하며, 차임과 보증금은 제 7조의 범위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⑥ (기존과 같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② (기존과 같음)
③ 제 2항에 따른 증액청구의 범위는 
서로 합의하여 임 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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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법원 신설법

의 안

번 호
01

발의연월일 : 2020. 12. 22
발  의  자 : 김민규

제안이유

2020년 12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과 관련한 여당 주도의 법률이 
통과되며 검찰개혁에 한 정부의 의지와 법무부의 강령이 관철되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
위공직자수사처는 국가 권력의 균형과 부패 세력의 자정(自淨)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
의가 있으나,  국민의 힘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처럼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고 행정부 산하
에 사법기구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라는 특수한 기소 

상을 상정하고 사법적 판단을 여전히 현존하는 법원에서 의탁하는 것은 헌법 탄핵법 조항에
서 명시한 “사법기관의 이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세력을 견제하겠다는 명목으로 행정부 산하에 공소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독자적
인 권력기구를 확보하는 것은 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간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행정부 산하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견
제하기 위하여 사법부 법원 산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응 특별법원(이하 공특원)을 신
설하여 공수처의 취지는 유지한 채로 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근간을 수호하고, 권력
의 평화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수처에 한 여
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사법적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국
가기관을 신설함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균형과 더불어 여야의 생산적 타협을 기 할 수 있다. 
긴 시간의 담론을 통하여 ‘검찰의 내부개혁’에 한 국민의 요구가 확인됨과 동시에 행정부에 
집중되는 절 적인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각의 염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의 
효과가 발현될 것이다. 

주요내용

가. 공수처장 임명권을 법원장에게 이양함.

나. 공수처장 최종 의결권을 재적의원의 2/3에서 총의원의 2/3으로 정정함.

다.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특별법원인 공특원을 신설함.

라. 공수처의 사법적 권력을 공소권과 기소권에서 ‘단독 기소권’으로 한정함.

마. 공수처의 사법적 성격을 기소권 한정 수사기관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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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2020-01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법원 신설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안은 2020년 신설된 고위공수처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헌법 상 모순을 
타개하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탄핵법에서 명시하는 수사기관과 집행기관의 이분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수처”란 2020년 신설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

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2. “공특원”이란 상단에서 언급한 공수처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원 산하의 독립 

집행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시행

제3조(공수처장 임명권) ① 행정부 산하의 공수처장의 최종 임명권을 사법부의 법원장
에게로 이양한다. 

  ② 공수처장 임명 최종 의결은 국회 총 인원의 2/3으로 개정한다.
제4조(공특원 설치) ① 공특원은 사법부 법원 산하의 독자적인 사법 집행기구로서의 권

한을 가진다. 
  ② 공수처 수사에 상응하는 재판만을 담당하며, 여타 사법의 권리는 갖지 않는다.
제5조(공특원 구성) ① 공특원장은 법원장의 임명과 국회의 의결로 위임되며, 최종 의

결은 국회 총 인원의 2/3으로 한다. 
  ② 공특원의 재판관은 법원에서 임명하며, 임명된  공특원 재판관은 이외의 민-형사

상 사법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공수처의 권한) ① 기존 공수처가 행사하던 기소권과 공소권을 “단독 기소권”으로 

제한한다. 
  ② 공수처의 사법적 성격을 수사기관과 집행기관에서 단독 수사기관으로 제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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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 법 정

대표운영자: 2학년 2반 김서현

  안녕하세요. 열린연단플러스 모의법정 표 운영진 김서현입니다. 법정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을 하는 곳을 말하는 것처럼, 모의법정은 실제 법원의 역할을 경험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습니다. 로스쿨 등 법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재판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색다른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
다. 이에 따라 모의법정은 재판 과정을 그 로 시현하는 팀별 프로젝트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19
로 인해 열린연단플러스가 부분 원격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본래 계획을 그 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개인별 발표로 체하게 되었습니다.

  모의법정은 사건 개요서, 시나리오, 발표 총 세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이 발생한 사건을 
구성해,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재판 내용에 해 발표하는 식입니다. 재
판은 크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같은 형식으로 묶기에는 서로 상이한 점
이 많아 크게 형사, 민사 재판의 틀을 만들어 참가자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사건 개요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시
간 순서 로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개요서를 
제 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 시나리오 작성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고 꼼꼼한 사건 구
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재판 시나리오는 운영진이 미리 만들어 둔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했
습니다. 시나리오에는 판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정 경위, 증인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
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재판 판결도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과 재판에 해 발표를 하면서 열린연단PLUS 모의법정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인이 구성한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함께 제시하며 어떤 부분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는지에 해 소개해 모두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법정, 재판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두렵게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일들과 관련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참가자 학생들의 산출물을 살펴보면 보험사
기와 같은 민사재판,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도 있지만, 생계형 범죄, 지적장애
인의 강력범죄 등 단순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보다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어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모의법정 운영진, 참가가 모두에게 혼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사각지 를 깨닫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상황에서 필요한 법원의 역할을 되짚어 보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의법정을 함께한 친구들 모두 이번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아울러 열린연단 PLUS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모의

법정

1 20216 조은지

2 20102 금유빈

3 20303 김서현

4 20420 박찬영

5 20612 이채원

모의법정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40 http://ii.icehs.kr

형사모의재판 시나리오 양식

20216 조은지

모두절차
1.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 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20고합148호 량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성범죄사건에 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박영현, 정유민, 이형규 출석하셨습니까?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정해윤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김수안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3. 진술거부권 고지 등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한 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박영현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1979년 4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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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종로구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서초구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회사 표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 고 인]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4.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 박영현, 정유민, 이형규는 함께 공모하여 특정 여성 직원의 성기, 자위행위, 성
매매 등의 허위사실을 저속하고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살펴 보면, ‘음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박영현, 정유민, 이현규는 피해자 이수영의 성적 
수치심은 물론 량 발송한 메시지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려고 했습니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 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다. 형법 제 37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현 상황에 
적용됩니다. 피고가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정신적 트라우마
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증인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인에 한 악성 성희롱글을 본 증인은 같은 여성으로서 큰 수치심을 느꼈고, 
신고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이수영, 증인 박지희가 정신적 피해를 받은 점, 메시지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원고 이수영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피고 박영현, 정유민, 이형규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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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의 모두진술
박영현: 네, 저는 앞서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머니가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4년 2개월은 저에게 너무 긴 시간입
니다. 어머니가 그 때까지 살아계실지도 잘 모르겠 (울컥..) 죄송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
다. 판사님.
정유민: 저는 그저 박영현과 이형규의 제안에 맞춰 응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박

표님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업무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  본
성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에 제안에 응한 것이고, 사실 상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형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현은 저에게 옆 부서의 여직원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저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높은 직급에 
계신 박 표님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피해자인 여성분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모든 사원들과 사이가 좋아 평판이 좋은 사원이었습
니다. 제 사회적 지위도 고려해 주십시오. 선처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6. 변호인의 모두진술
피고인 박영현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유민과 이형규는 표인 박영현
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감
경사유가 될 수 없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검사: 실제로 량 발송되었던 메시지 중 일부와 원고 이수영의 심리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사: 피고 박영현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사: 두 증거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증거조사
8.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
 검사: 2020년 3월 18일 피고 박영현 외 2인은 A 주식회사 사무실 회의실에 모여 원고 
이수영에 한 허위사실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량문자발송사이트에 접속
하여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전송했고, 이 메시지는 약 1800여 개로 확인됩니다. 이 메시
지를 받게 된 박지희씨는 하루 뒤 이수영씨를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수영씨가 
사이버수사 에 신고하게 된 것이 사건의 현장 약도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현장의 이동은 없었지만 역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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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검사 정해윤] 증인 박지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 판 장] 증인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의 얼굴을 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
을 통해 증인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10.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 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 예.

11. 증인 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박지희
           증인이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박지희는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박지희]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박지희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지희는 증인석에 앉는다.)
12. 증인 신문
검사: 증인은 2020년 4월 2일 오후 네 시경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네 맞습니다.
검사: 당시 메시지를 보고 증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증인: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친구가 이런 끔찍한 메시지에 담겨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상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더러운 내용이었
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손까지 떨리고 끔찍했어요. 
변호사: 지금 현재 검사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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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범죄는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
장님, 신문을 그 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판사: 인정합니다.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변호사: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다)
검사: 신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이수영의 친한 친구가 맞습니까?
증인: 네 학원에서 만나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원고 이수영과 피고 박영현 외 2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싸운 적이 
있는 등 불화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수영이는 모두와 친하게 잘 지냈고, 워낙 긍정적이어서 누
군가와 싸워도 바로바로 풀려고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검사님은 불화설의 유무로 범죄이
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도 이 메시지 발송건에 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시정하겠습니다. 재판 도중 검사 측이 증인과 피고를 고려하지 못한 발언에 해 
사과드립니다.

13.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증인 박지희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14. 피고인신문
검사: 피고 박영현에게 묻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이수영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
나요?
박영현: 죄송합니다. 저의 이상형이시기도 했고, 제가 이 나이에 아직 미혼이라서 외로움
에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검사: 피고 정유민에게 묻겠습니다. 피고는 평소 이수영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
나요?
정유민: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건성으로) 그냥 표님이 문자 량발송사이트 알아보고 
견적뽑아오라고 하셔서 저는 시키는 로 한 죄? 그것뿐입니다. 
검사: 그렇다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
니까?



모의법정◀

45인천국제고등학교

정유민: 아니(당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키는 로 한 게 다라고요 !(역정을 
낸다)
판사: 피고, 진정하세요. 재판 진행 중입니다.
정유민: 죄송합니다.
검사: 피고 이형규에게 묻겠습니다. 피고는 평소 이수영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
나요?
이형규: 잘 몰랐는데 표님이 보여주시고 나니 좀 괜찮아보이더라고요. 
(변호사, 표정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했죠. 어차피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
니고 표님이 잠깐 여자에 돌, 아니 외로움을 타셔서 자초한 일인데 제 탓이 뭐가 있겠
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 표 인싸라고요. 저 모르는 사원이 없어요~ 여기서 나가서 
만날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는데 제가 요즘 잡혀서 이러고 있습니다~ 
검사: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사담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형규: 아유 ~ 딱딱하게 구시네
판사: 피고, 현재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검사: 피고신문 마무리하겠습니다.

15.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성범죄의 성립요건은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 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하고, 이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한 
상 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
적으로 상 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 방이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입니다. 원고 이수영과 증인 박지희가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 박영현을 제외한 이형규, 
정유민은 자신의 잘못에 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년 2개월의 
형은 절  과한 형벌이 아닙니다. 또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친형이 있습니다. 이는 
큰 감경사유가 될 수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모든 범죄를 공모했지만 인정하고 있는 박영현은 4년의 징역형을,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담한 정유민과 이형규에게는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6.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피고 3인 모두 초범입니다. 특히나 피고 박영현의 경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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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표인 박영현을 따라 정유민, 이형규도 교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범죄가 원고 이수영과 증인 박지희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점에 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죄라고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디지털 성범죄에 한 특별교육 이수와 현재 요청된 형 감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7.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박영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오는 처벌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민: 저 진짜 안그럴게요. 어차피 저 다른 범죄 일으킬 생각도 없었어요. 별 감정 없
이 그냥 업무의 연장선으로 한 것 뿐이예요. 저는 진짜 뭐 더 하는 방법도 모르고 표
님이 쓰신 그 문구, 진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 피고, 상황모면을 위한 발언은 현 상황에서 정상참작 될 수 없습니다!
정유민: 네, 그래요 그럼 저도 더 구질구질해지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치사해서 
정말!
이형규: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 그냥 나오는 로 받을게요. 

판결선고
18.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19. 판결선고

판사 : 2020고합148호 량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성범죄사건에 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형법 제 37조 이하 명
예훼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박영현 성폭력 특별교육이수 80시간, 징역 2년 6
개월, 정유민 성폭력 특별교육이수 80시간, 징역 2년 9개월, 이형규 성폭력 특별
교육이수 80시간,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한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2020년 있엇던 문제 메시지 발송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
에게 퍼졌는지, 또한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있는지에 한 여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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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고 박영현의 경우, 표의 자리에서 특정 사원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고 있으며, 추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참작 가능
하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피고의 증거는 유일한 자
녀가 피고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경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피고 
정유민, 이형규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후 상황을 듣고 의도가 
분명했지만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명령에 복종했다는 발언
은 참작되지 않는다. 

 원고와 증인이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 또한 정상참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전문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접 최면 치료의 내용과 현재 앓고 있는 불안 
증세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었다면 분명히 인정되었을 사안이다. 이 사안은 민
사상의 처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고 세 명 모두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
리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판사 : (자리에서 일어난다)

법정 경위 : 판사님이 퇴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퇴장하고, 전원 일어나며 끝남)

(조명 꺼짐)

20. 종료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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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연단 플러스 모의법정 시나리오 
-SNS상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건-

20102 금유빈

모두절차
▶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 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20고합1124호 사이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유출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사] 김승소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등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한 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이유출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2000년 4월 12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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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학생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
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
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 고 인]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김승소] 피고인 이유출은 지난 9월 13일 오후 10시 30분경 도잠수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 천국”을 통해 피고인 이유출이 판매하는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잠수는 피고인 이유출에게 자신의 중고 거래 사이트 닉네임을 적
어서 실물 사진 인증을 부탁했고, 피고인 이유출은 도잠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도
잠수는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이유출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며 상호 간 거래 합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도잠수는 마음이 바뀌어 아이패드 구매 생각이 없어졌고, 
거래를 파기하겠다는 표시로 피고인 이유출의 메신저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이유출은 본인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 계정에 도잠수의 이
름,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과 함께 도잠수는 사기범이라는 식
의 모욕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 제1항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유통
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담긴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
당합니다. 이로 인해 도잠수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장소에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
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재 판 장] 다음으로 변호인 측 모두진술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 호 인] 네. (자리에서 일어난다) 피고인 이유출은 9월 12일 오후 18시 경 “중고 천
국”에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도잠수는 지난 9월 13일 
피고인 이유출이 “중고 천국”에 게시한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하여 인증 사진까지 요구하
였습니다. 피고인은 도잠수에게 본인의 결백함을 보이기 위해 도잠수의 인증 요구를 모
두 들어주었고,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도잠수가 입금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
이에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세 건 들어왔지만, 도잠수와의 약속을 이행하
기 위해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했다는 답장이 오지 않자 도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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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신저 창에 들어가니 본인이 차단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험을 이전에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닉네임이 적힌 인증 사진을 받
아 간 후, 말도 없이 거래를 파기하고 받아 간 사진을 도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를 목
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전의 경험과 도잠수와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
니다. 도잠수가 사기범이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도잠수의 정보를 올리고 피고인의 주변인 및 SNS 친구들에게 사
기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정보를 알렸던 것입니다. 피고인 이유출은 도잠수를 사기범으로 
몰아가고 명예훼손을 하려던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행위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재 판 장]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은 제출할 증거물이 있을 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인 신청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김승소] 저희는 피고인 이유출과 거래를 했던 도잠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거로는 도잠수가 맥북 거래에 관하여 지인과 나눈 SNS 메신저 캡처 화면을 
제출합니다. 메신저 내용으로는 도잠수가 피고인 이유출의 인증 사진으로 도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평소에도 자주 거래 파기를 하는 도잠수의 습관의 증거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법정경위에게 증거가 담긴 USB를 넘긴다.)
[변호인 박유능] 저희 측에서는 피고인의 인증 사진을 이전에 도용했던 사기군을 증인으
로 신청합니다. 증거로는 사기군이 피고인의 인증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 천국”에서 거
래 사기글을 게시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법정경위에게 증거 사진을 건넨다.)
[재 판 장] 양측의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검사 김승소] 도잠수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사기군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 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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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들] 예.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사기군 증인이 
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사기군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사기군]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 판 장] 먼저 검사가 신청한 도잠수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사기군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도잠수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사기군 
증인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도잠수는 증인석에 앉고, 증인 사기군은 법원 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재 판 장] 검사 측, 증인신문을 시작하십시오. 
[검사 김승소] 증인 도잠수는 어떻게 피고인 이유출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까?
[증인 도잠수] 학교 과제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나 바꾸려던 찰나에 이유출 씨가 
“중고 천국”에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어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김승소] 본인의 닉네임을 적어서 같이 사진 찍어달라는 등 인증 사진을 철저하게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도잠수] 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사이버 중고 거래 도중 사기를 당한 경우
를 몇 번 목격해서 이를 방지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사진 도용 같은 건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해하며) 저는 그렇게 받은 인증 사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검사 김승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받고 일주일 동안이나 입금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도잠수] (작은 목소리로) 사실 이 거래를 부모님 몰래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휴 폰을 빌려 갔다가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싼 가격에 거래를 
반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거래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
니다. 고민의 결과로 구매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돌린 것이구요. 
[검사 김승소] 피고인이 본인에 한 글을 올린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증인 도잠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오길래 처음에는 잘못 온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모욕의 내용 중 ‘사기’나 ‘중고 거래’가 담긴 
메시지를 보고 혹시나 싶어 다른 계정으로 이유출 씨의 계정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SNS 계정, 이름,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었고 내용으로는 제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 인간쓰레기다는 식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
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고, 그후로도 비방의 메시지가 계속 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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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측은 반  신문을 하십시오.
[변호인 박유능] 인증 사진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증 사진
에 본인의 닉네임과 상 방의 닉네임을 적고, 여러 가지 포즈까지 취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도잠수] 정말 단지 이유출 씨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출 씨의 닉네임만으로 인증을 한다면 합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닉네임도 
적어달라고 한 것이구요. 브이 포즈를 해달라고 요구한 건 요즘 SNS상에서 거래 상 방
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유행이길래 따라 해본 것이었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거래를 파기하고 싶다면 메신저로 거래를 파기하고 싶다고 말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정을 차단하셨습니까?
[증인 도잠수] (머뭇거리며) 거래를 파기할 때 상 방의 계정을 차단하는 건 제 평소 행
실입니다. 이유출 씨뿐만 아니라 다수와 그런 식으로 거래 파기를 했습니다. 거래 파기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돌아오는 불만을 보고 싶지 않았고 빨리 거래를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증인의 행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도잠수] (당황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
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구요. (작은 목소리로) 제 행동이 상 방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변호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급하게 마무리한다.) 
[재 판 장] 증인은 자리로 돌아 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사기군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사기군이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변호인 박유능]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증인 사기군] 올해 1월에 이유출 씨와 중고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출 씨가 올린 
중고 아이폰6s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이유출 씨의 
정보를 도용해 사기를 친 후 돈을 벌 생각이었죠. 이유출 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제 “중고 천국” 닉네임을 써서 인증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인증 사진을 받고 바로 차단
을 했고요.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사기군] “중고 천국”에 제가 중고 아이폰6s를 판매하는 양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인증 사진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에게 이유출 씨가 보내준 인증 사진을 보내주어 신뢰를 
얻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이유출 씨가 보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
출 씨가 보게 된 것이고요.
[변호인 박유능] 증인의 예전 행동 때문에 피고인이 도잠수 씨에 한 오해를 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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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겠네요?
[증인 사기군] 네, 인정합니다. 
[변호인 박유능]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 측, 반  신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김승소] 피고인과 좋지 않은 관계일 텐데, 어떻게 증인 출석 요구를 승낙하였습니까?
[증인 사기군] 예전에 제가 이유출 씨에게 한 잘못에 해 아직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유출 씨를 돕고 싶었습니다. 
[검사 김승소] 증인은 분명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기를 요구하고 승낙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증인 사기군] (고개를 숙이며) 어…어… 사실 이유출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예
전에 제가 저지른 잘못에 해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사 김승소] (강압적인 목소리로)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협박을 했다고 봐도 되
겠습니까?
[변호인 박유능] (화를 내며 자리에서 박차고 나온다.) 재판장님! 현재 김승소 검사는 저
희 측 증인을 압박하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개입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검사도 증인에 한 예의를 
갖추세요. 증인 신문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김승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고인이 증인 참석을 
하라는 식으로 모종의 협박이 있었나요?
[피 고 인] (증인 사기군을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증인 사기군] …제가 증인 출석에 승낙한 건 두려움 반 죄책감 반의 심정이었습니다.
[검사 김승소] 이상입니다.

▶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김승소] 검사 측 증인 도잠수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변호사 측 증인 사기군의 증언은 일종의 강요에 의해 진행되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 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유능] 검사 측이 주장하는 강요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증인 사기군의 증언은 
피고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김승소]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박유능] 변호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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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신문
[재 판 장]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이유출은 증인석으로 이동한다.)
[재 판 장]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검사 김승소] 피고인은 중고 거래 도중 상 방에게 차단당하거나 차단해본 경험이 없으
십니까?
[피 고 인] 차단당한 적은 뭐 제가 상 방의 구매 요청 메시지에 답하지 않거나 거래 파
기 이유를 밝히고 먼저 파기했을 때 당해봤죠. 그런데 상 방이 인증과 계좌번호까지 받
아놓고 차단하는 건 단 한 건 있었습니다. 증인 사기군이 저의 사진을 도용할 때였어요.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니까 도잠수 씨가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검사 김승소]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바로 도잠수가 사기범이라는 판단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피 고 인] 성급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의 제 판단으로는 빨리 다른 피해자가 생기
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구요. 
[검사 김승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기에는 피고인 페이스북 게시글에 도잠수에 한 비
방이 담겨있었는데요. 
[피 고 인] 솔직히 말하면 도잠수 씨가 너무 괘씸해서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
안이나 연락이 없을 때 아이패드 구매를 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들의 연락이 많이 들어왔
거든요. 저는 도잠수 씨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매번 거절했고 도잠수 씨의 연락만을 기다
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단이라뇨! 인증 사진 요구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줬는데 
너무 허무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도잠수 씨의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사기꾼 
조심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정말 글을 올린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김승소] “중고 천국”은 본인의 계정에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만 상 방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올린 글에는 도잠수의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개
인 SNS 계정과 얼굴이 나온 프로필 사진, 이름까지 있던데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아내
셨습니까?
[피 고 인] (당황하며) 어… 도잠수 씨의 “중고 천국” 계정에 있는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에 검색해보고, 사는 지역과 조하여 도잠수 씨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도잠수 씨
의 이름, 프로필 사진이 있었고요.
[검사 김승소]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다음으로 변호인은 반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변호인 박유능] 예. 증인 사기군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했던 행동과 도잠수의 행동은 유
사성이 높았나요?
[피 고 인] 네. 사기군은 그 당시 본인의 “중고 천국” 닉네임이 쓰여진 쪽지와 제 아이폰
6s를 같이 찍어달라는 인증 사진을 요구했어요. 인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3일 
정도 있다가 제 계정을 차단했더라고요. 사기군이 제 사진을 가지고 아이폰6s 판매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제 지인이 우연히 사기군의 글을 보더니, 사진의 뒷배경이 제 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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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 물어봐서 알게 되었어요. 도잠수 씨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본인의 닉네임이 쓰여
진 인증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든지, 계좌번호를 받고 나서 차단을 
하는 행동이 사기군의 행동과 정말 겹쳐보였어요.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누가 봤으며, 도잠수에게 비방의 메시지
를 보낸 사람은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피 고 인] 페이스북의 ‘친구공개’ 기능을 설정하여, 페이스북 친구만 볼 수 있게 해놓았
어요. 계정을 개설한지 얼마 안 된 때라 50명 정도가 보았을 겁니다. 도잠수 씨에게 비
방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보니 제 지인 한가해 씨였습니다. 단지 학교 
동기이며 저는 그에게 도잠수 씨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시킨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잠수 씨에게 비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저도 모르게 진행된 거라 당황스러웠고
요, 만약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면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변호인 박유능] 피고인은 일을 키우고 도잠수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던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변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을 진술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김승소]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상 방이 
본인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 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게다가 도잠수에 한 비방과 
함께 한 사람을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에 검사
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징역 1년 및 피해자 도잠수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을 진술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박유능]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도잠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도잠수를 
사기범으로 몰아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잠수는 피고인에게 여러 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탁을 한 후, 계좌번호를 받아 간 이후
에도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어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잠수는 말도 없이 거래를 파기하
였고 피고인을 차단하는 등 거래 상 방에 한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피고
인은 예전 증인 사기군에 의해 본인의 사진이 도용되었고, 그 사진이 증인 사기군이 중
고 거래 사기를 치기 위해 사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도잠수와 증인 사기군의 
행동이 겹쳐 도잠수가 피고인의 사진을 도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
기지 않도록 주변인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지어내 모욕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강조하며) ‘사람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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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용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진술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피 고 인] 변호인의 진술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 상황도 고려하여 선처 부탁드립니다.

▶ 판결 선고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제1124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검사 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잠수와의 중고 거래 중, 도잠수가 피고인의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에 정보를 유출한 행
위는 죄로써 성립합니다. 게시글에 도잠수가 사기범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는 명예훼
손에 해당하고, 도잠수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및 이로 나타나는 비방의 메시지가 2차 
가해로 이어져 피고인의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로 판단됩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
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처신한 것이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도잠수를 ‘비방할 목적’이 아
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허
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잠수에 괘씸함을 느꼈다는 진술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
당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증인 사기군과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행위의 
명분이 인정되고, 도잠수의 행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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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303 김서현

2020 년 9 월 20 일 한지혜라는 학생이 감명깊게 읽은 소설에서 따온 글을 게시글로 올림. 
김오해라는 학생은 평소에 한지혜라는 학생과 사이가 안 좋았던 지라 그 글이 자신을 저격한 
일면 ‘저격글’이라고 여김. 
2020 년 9 월 21 일 김오해학생은 한지혜학생 실명을 언급하며, 아이디를 태그하여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게시글을 올림. 그로 인해 그 글을 접한 학생들은 김오해학생의 일방적 주장이 들어간 
글을 전부 사실이라고 믿고 한지혜학생을 따돌리기 시작함. 
2020 년 10 월 1 일 한지혜 학생이 김오해학생을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됨. 
 

<<쟁점>>

1. 한지혜 학생의 글은 고의성을 지녔는가?
- 본인이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함.
 
2. 김오해 학생의 저격글로 인해 한지혜학생이 따돌림을 당한 것인가?
-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학생들은 김오해 학생의 일방적 주장을 토 로 소문을 내기도 했다는 

목격자가 존재함.
 
3. 둘의 갈등은 이전에도 존재했는가?
- 과거 팀플에서 한번 의견충돌로 다툰 적이 있는 한지혜 학생이 올린 글을 본인에 관한 

저격글로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
 

① 국민의례 및 출석확인

서  기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한 경례!(애국가 연주)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서  기 : (모두 자리에 앉으면) 배심원 입정이 있겠습니다.

(배심원 입정하여 자리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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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 배심원들은 일어나 선서하여 주십시오. (배심원들 모두 일어난다.)

서  기 : (배심원들 중 한명에게 선서문을 주고, 배심원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자세를 취
하도록 한다.)

배심원 대표 : (선서문 낭독)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판  사 : 배심원들 앉아 주십시오.

서  기 :  (배심원들 모두 앉으면) 사건번호 인천국제고 – 자치법정 – 2019 - 1호, 회복교육 상
자 정찬호 학생은 이유준 학생에 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  사 :  김오해씨와 한지혜씨는 일어서 주십시오.

      (두 사람이 일어서면)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답해 주세요.

( 일어선다.)

판  사 : 김오해씨가 맞습니까?

김 오 해 : 예.

판  사 : 법정 공소장을 받았습니까?

김 오 해 : 예.

판  사 : 좋습니다.  김오해 씨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판 사 :  한지혜 씨가 맞습니까?

한 지 혜 : 예

판  사 :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④ 검사 모두진술
 
판 사 : 김오해 학생 교육 상자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학생 교육 상자 자리로 이동해서 앉는다.)
 
판 사 : 검사, 모두진술 해 주세요.
 
검사 : 교육 상자 김오해 학생은 한지혜 학생이 고의성 없이 올린 게시글을 저격글이라
고 오해하여, 한지혜 학생에 한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한지혜 학생
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
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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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해 :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한지혜 학생이 먼저 저를 저격하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
니다! 물론 소문을 퍼뜨린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한지혜 학생또한 잘못이 있습니다!
  
 
⑤ 검사 신문
  
검사 : 검사 측 증인으로 학생 1 과 학생 2 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 사 : 학생 1, 증인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 학생 1, 김오해, 한지혜학생과 무슨 관계입니까?
 
학생 1 : 저는 김오해, 한지혜 학생과 같은 과이고 뛰어난 친분은 없지만, 지혜가 그 날 
게시글을 올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문학작품이라서 좋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사 : 그렇다면, 무슨 의도 없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겠네요?
 
학생 1 : 네 당연하죠.
 
검사 : 해당 게시글을 봤을 때, 비난의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혹은 단순 문학
작품을 게시하려는 의도 같았나요?
 
학생 1: 네.. 사실 한지혜학생이 책 좋아해서 들고 다니는 걸 많이 봐서 전혀 그런 생각
이 안 들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학생 2 에 한 증인 신문 계속하겠습니다. 학생 2
는 한지혜, 김오해 학생과 어떤 관계입니까?
 
학생 2 : 김오해 학생과는 친분이 없지만, 한지혜 학생과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검사 : 그렇다면 한지혜 학생에 해 잘 알겠네요?
 
학생 2 : 네. 당연하죠.

검사 : 학생 1 의 진술처럼, 한지혜 학생이 평소에도 문학작품을 좋아하나요?
 
학생 2 : 네, 지혜는 평소에도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그 외에도 영화나 이런거까지 
다 좋아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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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 좋습니다. 증거물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학생은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⑥ 검사 신문 및 구형
  
판 사 : 검사, 검사신문 및 구형을 해 주세요. 김오해 씨는 검사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검 사 : 네 알겠습니다. 김오해 씨는 피해자 한지혜 학생에 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것과,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업로드 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김 오 해 : 물론 한지혜 친구에 해서 그런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나름의 정당방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 김오해씨는 한지혜씨에 한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는데, 이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으며 더불어 보복적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 오 해 : 물론 제가 그런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만, 한지혜 친구가 먼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애초에 오해성이 있는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검 사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오해 씨는 피해자에 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렸으며 그 후에도 행동의 잘못됨을 모른 채 결국 이를 끊임없이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오해 씨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김오해 씨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오해 씨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제 1 항에 따라 벌금 2 천만원에 청구합니다.
 
 
⑦ 변호사 심문
 
변 호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실관계를 위해 김변호 학생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 사 : 인정합니다. 김변호 학생은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호 사 : 본 증인은 김변호 학생 본인이 맞습니까?
 
김 변 호 :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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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사 : 증인은 김오해, 한지혜 학생과 같은 팀플로 조별활동에서 활동했던 것이 
맞습니까?

 
김 변 호 : 네, 학에서 같은 팀플 조로 참여했습니다.
 
변 호 사 : 그렇다면 모둠 활동 시 무슨 분쟁이 존재했었나요?

김 변 호 : 당연하죠! 김오해씨가 좀 ppt 이런거를 잘 못사용하셔서 한지혜 친구가 좀 
화를 냈었어요. 답답해하기도 했고요.
 
변 호 사 : 네. 그렇다면, 한지혜 학생이 올렸던 게시물도 아시나요?
 
김 변 호 : 아 그거요? 봤죠. 한지혜친구가 원래 소설이나 이런 문학작품을 좋아해서, 
당연히 그러려니 했죠.
 
변 호 사 :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오해 학생이 올린 게시물도 봤나요?

김 변 호 : 네 그쵸. 그런데 뭐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뭐 생각해봤자, 둘이 사이 
안 좋아서 저러나 이정도?
  
판사 : 김변호 학생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 사 : 계속 최변호 학생에 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판 사 : 인정합니다. 최변호 학생은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변호인 측은 계속하여 
주십시오.
 
(최변호 학생이 증인석으로 이동)
 
검 사 : 증인은 최변호 학생이 맞나요?
 
최 변 호 : 네, 맞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김오해 학새와 한지혜 학생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최 변 호 : 전 두 게시물을 다 봤는데, 김오해 학생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매우 
당황했었어요. 좀 너무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지혜는 워낙 
저희 동기 사이에서도 문학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해서 그러려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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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나요?
 
최 변 호 : 너무 내용이 부정적이라 기억이 잘 나요. 놓고 한지혜 학생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생겼고 등등 인신공격도 있더라고요.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sns 캡처본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사 : 증거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로 제출한 sns 캡처본에서도 알 수 있듯, 김오해 학생의 
고의성과 공격성이 있는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한지혜 학생에게 막 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명백히 김오해 학생의 죄이며, 한지혜 학생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⑧ 변호사 측 최종변론
 
판 사 : 변호인, 최종변론 해주세요.

변 호 사 : 네 알겠습니다. 김오해 학생이 한지혜 학생에 한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한 시시비비를 무작정 김오해 학생을 기준으로 가리기 전, 한
지혜학생 또한 오해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업로드 헀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
다.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⑨ 검사측 최종변론
  
판 사 : 검사 측 최종변론 해주세요.

검 사 : 네 알겠습니다. 김오해 학생이 생각없이 올린 게시물은, 한지혜 학생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지혜 학생과의 관계가 어땠었던 간에, 잘못은 잘못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당방어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 한지혜 
학생에 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2 천만은 구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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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피의자 최종진술
  
판 사 : 김오해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김 오 해 : 존경하는 재판장님, 물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인 
저에게 징역형 혹은 과한 벌금은 무리입니다. 제 잘못 뉘우치려고 노력해볼 테니, 조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판 사 :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오해 학생은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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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열린연단 플러스 모의법정 시나리오

20420 박찬영

모두절차
1.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 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고합1000 ‘상해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 및 사기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강호석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강 호 석]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이예지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이 예 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박세진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박 세 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김재신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서현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의 최지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박영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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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거부권 고지 등
[재 판 장] 강호석 피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한 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강 호 석]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 호 석] 강호석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강 호 석] 1990년 5월 21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강 호 석] 인천 부평구 희망로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강 호 석] 서울 중구 소망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강 호 석] 무직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강 호 석]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호석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예지 피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한 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 예 지]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 지] 이예지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예 지] 2002년 8월 2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 예 지] 인천 서구 믿음로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이 예 지] 인천 서구 믿음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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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 예 지] 무직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 예 지]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박세진 피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한 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박 세 진]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 세 진] 박세진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박 세 진] 2002년 4월 30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박 세 진] 인천 남동구 정의로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박 세 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랑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박 세 진] 고등학생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박 세 진]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4.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검사 김재신]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피고인 강호석은 2020년 4월 6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1호선과 인천1호선 간 환승 통로에서 일부러 넘어진 후, 옆을 지나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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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김철수가 자신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김철수가 강호석을 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강호석
 을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20년 4월 7일 인천부평경찰서에서 피고인
 강호석이 김철수를 상해죄의 명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9일
 인천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1심에서 당시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김철수는 즉시 항소하여 2020년 6월 18일 인천지
 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강호석이 상
 고하여 2020년 7월 24일 법원에서 이루어진 3심에서 김철수의 무죄를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강호석에 하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2020년 5월 9일부터 2020
 년 7월 24일까지 이루어진 재판에서 위증을 행하였으므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피고인들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피고인 일동] 예.
[재 판 장]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피고인 일동] 예.
[재 판 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피고인 일동] (단호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절 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6. 변호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변호인도 공소에 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최지현] 예. 피고인 강호석은 피해자 김철수에 의하여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되고 무고죄와 사기죄의 명목으로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피고인 강호석은 당시 사기를 치려는 목적이 아닌 실제로 김철수
가 자신을 쳤다고 생각하였고, 주변에 있던 이예지와 박세진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수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강호석은 사
기죄에 해 무죄입니다.
또,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피해자 김철수에 의하여 이 사건의 범인
으로 지목되고 위증죄의 명목으로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당시부터 법원의 재판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실제로 피해자 김철수가 피고인 강호석을 친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무죄입니다.

7.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서 피고인 강호석의 무고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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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한 입증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검사 김재신] 예,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사법경찰관 남명수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를 증거서
류로 신청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김철수와 이 사건의 시초가 
되는 부평역 사건 범행 직후 수사를 진행하였던 최경호를 증인으로 신청
합니다.

[재 판 장]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최지현] 범행현장 약도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증인들에 해서는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검사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다)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변호인 최지현] 예,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이 피해자가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고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기 위하여 부평역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김복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김재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
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다)
[재 판 장]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김재신]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최지현]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알겠습니다.

증거조사
8.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
[재 판 장]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범행현장 약도에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범행현장 약도를 제시하십시오.
[검사 김재신] (증거서류인 범행현장 약도를 실물화상기에 투영하여 제시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사법경찰관인 남명수가 작성한 범행현장 약도입니다. 부
평역사건 범행현장인 부평역의 1호선과 인천1호선 간 환승통로, 1호선 플
랫폼, 인천1호선 플랫폼, 합실 등 부평역 주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의법정◀

69인천국제고등학교

[재 판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에 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피고인 박세진] 부평역 사건 범행현장 주변 시설들의 위치가 제 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최지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범행현장 약도에 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9.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검사 김재신] 김철수와 최경호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최지현] 김복순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10.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 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11. 증인 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최경호
          증인이 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최경호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최경호]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 판 장] 먼저 검사가 신청한 김철수 증인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김복순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최경호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최경호, 김
복순 증인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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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철수는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12. 증인 김철수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서현]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저는 서울 구로구 행복동에 있는 우리 하이테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서현] 증인은 2020년 4월 6일 오전 8시 40분경 부평역 1호선과 인천1호선 간 

환승통로에서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고 오해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검사 이서현]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인] 제가 그날 오전 8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인천1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을 하

려고 걸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복바지에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제 
옆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자신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친 적이 없어 극구부인하였습니다. 또, 그 남자는 제게 병원비 오백
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가 줄 수 없다고 하자 저를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였
습니다.

[검사 이서현] 증인이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증    인] 네.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 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이서현] 증인이 부평역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과 범인의 주장을 보충해준 사

람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증    인] 예.
[검사 이서현] 그 범인과 사람이 누구지요?
[증    인] (손가락으로 피고인 강호석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이고, (손가락으로 피

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범인의 주장을 보충해준 사
람들입니다.

[검사 이서현]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박영수]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 강호석을 확실히 치지 않았나요?
[증    인]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몸에 스치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고, 만약 스쳤

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사건 당시 부평역 1호선과 인천1호선 간 환승통로의 상황은 어땠나요?
[증    인] 출근 시간 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1호선에서 인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사람과 인천1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사람이 뒤엉
켜 굉장히 혼잡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박영수] 사건 당시 그 혼잡했던 상황 속에서 증인과 피고인 강호석의 거리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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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되었나요?
[증    인] 혼잡했던 상황이라 바로 옆에 붙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0.5m 정도였

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증인의 말 로라면 당시 사건 현장은 사람이 많아 매우 혼잡했었고, 증

인과 피고인 강호석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 강호석을 진짜 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증    인]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절  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사건 당시 증인과 피고인 이예지, 박세진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지요?
[증    인] 약 2m 정도였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그러면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이 증인이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고 오

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증    인]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의도적으로 제가 피고인을 쳤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검사 이서현]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증    인] 예, 피고인 강호석은 저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하지만,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아직 고등학생과 그 또래라고 들
었습니다. 비록 위증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관 하
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김철수 증인에 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
니다. 다음으로 최경호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김철수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최경호는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13. 증인 최경호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서현]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증    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서현] 증인은 2020년 4월 7일 피고인 강호석이 김철수를 고소한 뒤 그 사건의 

수사를 맡은 사실이 있지요?
[증    인] 예, 그 사건의 수사를 배정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이서현] 증인은 수사를 배정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증    인] 우선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강호석과 그 사건을 목격한 이예지, 박세진을 상

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인에 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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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서현] 강호석과 이예지, 박세진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증    인] 강호석은 오른쪽에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을 쳤고, 오른쪽을 보니 김철수가 

있었다고 답하였고, 이예지와 박세진은 김철수가 강호석을 확실히 치는 것
을 보았다고 답하였습니다.

[검사 이서현] 증인은 강호석이 김철수에 의해 쳐져 넘어지면서 몸에 생긴 멍과 같은 
자국을 확인했습니까?

[증    인] 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강호석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피해자 강호석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
분을 제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사 이서현] 그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증    인] 강호석이 제출한 사진에는 오른쪽 팔 부분에 큰 멍 자국이 있었으나, 제 육안

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멍 자국이 없었습니다.
[검사 이서현]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반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최지현] 증인이 받은 강호석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의 사진은 언제 촬영된 것

입니까?
[증    인]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직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인 최지현] 증인이 강호석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한 때는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 후였습니까?
[증    인]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인 최지현] 그러면 강호석의 멍이 충분히 빠질 수 있었겠네요.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검사 이서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이 본 멍은 그 크기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멍이 일주일 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인 최지현]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삼가주십시오.
[검사 이서현] 예.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최지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최경호 증인에 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

니다. 다음으로 김복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최경호는 방청석에 가서 앉고, 증인 김복순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안에 
들어온 다음 증인석에 앉는다.)

14. 증인 김복순에 대한 신문
[재 판 장]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박영수] 예,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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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증    인] 30년간 중등 교사로 일하고 5년 전 퇴직하여 현재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증인은 피고인 박세진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    인] 피고인 박세진이 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 담임을 맡았었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증인이 기억하는 피고인 박세진의 모습은 어땠나요?
[증    인] 공부를 특출 나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들도 잘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증인은 부평역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지요?
[증    인] 예,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환승하려고 가는 중이었

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증    인] 당시 저는 인천1호선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통로를 걷고 있

던 중이었습니다. 환승통로를 걷는 중 앞에 제자인 세진이가 보여 인사를 하
려던 찰나 한 남성이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넘어진 남성과 그 
옆에 있던 남성이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때 세진이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옆에 있던 남성이 넘어진 남성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당시 상황이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이 김철수가 피고인 강호석을 치
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증    인]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사람이 많아 확실히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인 박영수]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는 반  신문하십시오.
[검사 김재신] 중고등학생들 중 원래는 착한 학생이었으나 1년 사이에 비행의 길로 접어

드는 학생이 있습니까?
[증    인]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검사 김재신] 그러면 증인이 담임을 맡을 시절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고인 박세진이 고

등학교 3학년인 현재 비행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증    인]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세진이는 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 김재신]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변호인 박영수] 없습니다.
[재 판 장] 이상으로 김복순 증인에 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김복순은 방청석에 가서 앉는다)

15.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이서현] 증인 김철수, 최경호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
              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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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최지현] 증인 김철수, 최경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이서현]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최지현]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16. 피고인신문
[검사 이서현]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피고인 강호석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강호석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이서현]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1호선과 인천1호선 간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김철수에게서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김철수와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일부러 넘어진 
사실이 있나요?

[강 호 석]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상황에서는 김철수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생각하였
고, 더군다나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넘어진 것은 절  아닙니다.

[검사 이서현] 피고인은 부평역 사건 직후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생기지도 않은 멍을 그린 사실이 있나요?

[강 호 석] 멍은 정말로 생겼었습니다. 절  제가 증거물을 위조하려고 그린 것이 아닙니다.
[검사 이서현] 그러면 경찰관 최경호가 확인하였을 때는 왜 멍이 없었죠?
[강 호 석] 제가 몸에 멍이 있는 것을 싫어하여 인터넷에서 멍을 빨리 지우는 방법을 검

색하여 지웠더니 3일 만에 없어졌습니다.
[검사 이서현] 보통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 몸에 생긴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데, 의문이군요.

피고인은 얼마 전 일수업 업체인 해피금융에 면접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강 호 석] 예, 있습니다.
[검사 이서현] 검찰의 조사 결과, 해피금융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온 불법 

업체인데, 이러한 사실을 아시나요?
[강 호 석] 아뇨, 몰랐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정식 부업체라는 말만 듣고 면접 

지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검사 이서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강 호 석] 저는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이서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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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박영수]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요?
[강 호 석]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 박영수] 피고인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지요?
[강 호 석] 예, 너무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인 박영수]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다음으로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에 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피고인 강

호석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해주시고,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증인석으로 이
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강호석은 피고인석에 앉고,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 김재신] 예,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2020년 4월 6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1호선과 인천1호선 간 환승통로에서 피고인 강호석의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 김철수가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고 거짓주장하고, 이후 
3번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있나요?

[이 예 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당시 정말로 김철수가 강호석을 쳤다고 생각하
여 그렇게 주장한 것뿐입니다.

[박 세 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검사 김재신] 피고인들은 피고인 강호석과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박 세 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날 처음 보았습니다.
[이 예 지] 강호석은 제가 예전 학교를 자퇴하고 거주하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

문에 길을 걷다 몇 번 마주쳐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정
말 강호석의 편을 들어주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김재신]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최지현] 예,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요?
[이예지, 박세진] 예,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최지현] 피고인들은 현재 만 19세가 넘지 않았죠?
[이예지, 박세진] 예, 만 18세입니다.
[변호인 최지현]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17.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
[검사 김재신]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피해자 김철수가 이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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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강호석이 김철수의 금전을 탈취할 목
적으로 일부러 넘어진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이 위증의 목
적으로 피해자 김철수가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 
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강호석은 김철수의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넘어
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철수는 강호석
이 넘어진 이후 병원비 오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
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또, 부평역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최경호
는 강호석이 자신의 멍을 찍어 보낸 시점에서 불과 일주일 뒤에 강호석의 
멍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멍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남은 증거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철수와 최경호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
되었으므로, 피고인 강호석은 무고죄와 사기죄의 측면에서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호석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불법업체인 해피금융에 지
원서를 제출기도 하였습니다.
또,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위증의 목적으로 피해자 김철수가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예지와 강호석은 부평역 사건 이전에 이미 알던 사이로써 위증의 
목적으로 피해자 김철수가 피고인 강호석을 쳤다고 보았다고 주장한 것
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세진은 친구인 피고인 
이예지의 영향으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위증죄의 측면에서 유죄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호석에게 징역 5년과 피고인 이예지, 박세진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18.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
[변호인 최지현]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 강호석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강호석이 김철수의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졌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강호석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
는 증거로는 김철수와 최경호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습니다.
김철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부평역은 출근시간 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였기 때문에 강호석은 정말로 김철수가 자신을 쳤
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최경호가 강호석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부평역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후이기 때
문에 강호석의 멍이 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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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강호석이 김철수의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강호석이 김철수의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
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이예
지와 박세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진술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
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진
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예지가 강호석과 알던 사이라는 것은 이예지가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박세진이 이예지의 영향을 받아 위증을 했다는 것
은 더욱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평역 사건 당시 부평역은 매우 
혼잡하여 이예지와 박세진이 김철수가 강호석을 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박세진의 중학교 2학년 시절 담임인 증인 김복순의 증언에 따르면 
박세진은 범행을 저지를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진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현재 만 18세로써, 소년법상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호석에게 사기죄의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19.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피고인들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강 호 석]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하늘에 맹세코 김철수의 금전을 

탈취할 목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지는 못하였지만,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형사처벌을 받
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
다는 심정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
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이 예 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현재 고등학교를 자퇴하긴 하였지만, 비행의 길은 걷지 않았고, 자
퇴의 이유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겠
다는 꿈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박 세 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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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조인을 목표로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법조인을 목표로 하
고 있는 제가 어떻게 위증을 하겠습니까.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000 상해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 및 사기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
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판결선고
20.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21.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2014고합1000 상해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 및 사기죄, 위증죄가 성

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강호석은 자
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
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
야 합니다.

(2) 그리고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 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
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 로 들지 못
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
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ii)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iii) 무고를 씌울 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iv)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

당하는 경우
 (v) 고소인이 오해로 인해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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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우
 (vi)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vii)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교사한 경우
(4)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

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초래)가 있으면 성립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5) 증인 최경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생긴 멍이 일주일 뒤 확
인하였을 때 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몸에 멍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인터넷에서 멍을 빨리 지우는 법을 검색하여 지웠다고는 하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보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생긴 증거를 지우지 않으려고 하나 피고인은 바로 지웠다는 점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6) 피해자 김철수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평역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
비 오백만 원을 요구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분명하였습니다.

(7)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상 방인 피
해자 김철수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으므로 형법 제3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8) 또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 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전 
판결에서 규명되었고, 피고인의 경우는 형법에서 정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에 해
당합니다.

(9) 결국, 피고인에 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
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부평역의 상황이 혼잡하여 순간판단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합니다.

(11)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다음으로 피고인 강호석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피고인 이예지와 박세진은 자리에
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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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152조에 따른 위증죄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2) 법리적으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 되는 진술을 할 경우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억한 로만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4) 또한, 증인 김복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매우 혼잡하여 피고인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검사는 피고인 이예지가 강호석과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고
인의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피고인 이예지가 위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증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2심, 3심까지 모
두 일치한다는 점도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충해줍니다.

(7) 결국, 이 사건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
합니다.

‘주문, 피고인 이예지, 피고인 박세진은 무죄’

22. 종료
[재 판 장]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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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의재판 시나리오 양식

20612 이채원

모두절차
1. 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 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20고합100호 피고인 차정훈의 형법 제 258조 1항 중상해, 존속중상해 법률 

위반 사건에 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차정훈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한강호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송주은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도지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3. 진술거부권 고지 등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한 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차정훈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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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1992년 7월 15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인천 계양구 용종로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인천 계양구 용종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음식점 매니저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피 고 인] 예.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4. 검사의 모두진술
[재 판 장]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소의 요지만 진술하여도 무방합니다. 
[검사 한강호] 피고인 차정훈은 2020년 3월 7일 오후 10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로변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이호영과 계속 마주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같던 피해자와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부딪히는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를 1번 가격하여 쓰러트렸습니다. 그 후 쓰러진 피해자를 벽돌로 머리를 
4번, 상체 부위를 7번 연속적으로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58조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호영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간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5.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다음으로 피고인 모두진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고 인] 저는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장애로 인한 특정한 
행동으로 저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격이 등장합니다. 다른 
인격의 등장으로 인해 이호영씨에게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변호인의 모두진술
[재 판 장] 다음으로 변호인 모두진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도지한] 예. 피고인 차정훈은 2020년 3월 7일 오후 10경 인천 계양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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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에 피해자 이호영과 부딪혔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인 해리성 
정체장애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리성 정체장애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으로 다중인격장애라고도 합니다. 유년시절에 받은 육체적 
학 로 인한 트라우마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부을 때 다른 인격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른 인격이 등장한 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벽돌로 머리를 4번, 상체 부위를 7번 연속적으로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해리성 정체장애의 특성상 특정한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동안 경험한 것에 해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러한 
인격의 존재도 알지 못합니다. 각각의 인격은 서로 다른 취향과 나이, 특징을 보이며, 
드물게는 환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다른 인격이 
등장한 후에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건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고의가 아닌 행동이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검사 송주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같던 피해자와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부딪히는 
작은 마찰을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를 1번 가격하여 쓰러트렸습니다. 그 
후 쓰러진 피해자를 벽돌로 머리를 4번, 상체 부위를 7번 연속적으로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58조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 판 장]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장을 입증할 증인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한강호] 검사 측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한 주치의의 소견서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의 잔악무도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이유경씨와 피해자 이호영의 
상태에 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 박재호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을 보며) 변호인,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관련 서류들을 모두 
열람하였습니까? 
[변호인 도지한] 네. 
[재 판 장] 그에 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제출할 증거물과 증인을 신청 하여 
주십시오.  
[법정경위] (증거사진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을 변호인의 증거제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넘김) 
[변호인 도지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해서 동의합니다. 저희 측은 피고인이 
현재까지 진료를 받아왔던 내역과 해리성 정체장애에 해 연구한 논문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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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해리성 정체장애에 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현재 
피고인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서수민씨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 판 장] 검사 측, 변호인 측의 증인 및 증거신청에 한 이견이 있으면 진술하십시오. 
[검사 한강호] 없습니다. 
[재 판 장] 모두 채택합니다.

8. 범행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
범행현장은 인천 계양구 용종로의 한 골목길이며 당시 골목길에 쌓여있던 벽돌을 사용하
여 피해자를 여러번 가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벽돌이 길에 놓여있었
고 길바닥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사방으로 튀어있었습니다. 

9.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검사 한강호] 이유경, 박재호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서수민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
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준다)

10.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 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증 인 들] 예.

11. 증인 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서수민
           증인이 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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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자세를 취한다. 증인 이하얀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서수민]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131)
[재 판 장] 먼저 검사가 신청한 이유경, 박재호 증인을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서수민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이유경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박재호, 서수민 증인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132)
(증인 이유경은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12. 증인 신문
▷증인 이유경
[검사 한강호] 이유경씨는 당시 사건을 목격하였습니까?
[증인 이유경] 네. 
[검사 한강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유경] 저는 피해자가 이미 쓰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장면부터 목격을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
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거의 이성을 잃고 극악무도한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한강호]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측, 반 신문 하십시오.
[변호인 도지한] 생략하겠습니다.
[재 판 장] 증인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이 신청한 외상외과 
전문의 박재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 박재호는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증인 박재호
[검사 송주은] 현재 박재호 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증인 박재호]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검사 송주은] 현재 피해자 이호영씨의 주치의가 맞습니까?
[증인 박재호] 네. 그렇습니다.
[검사 송주은] 다음 증거는 증인 증인이 피해자 이호영의 상태에 해 기록한 
소견서입니다. 이에 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박재호] 이호영씨는 온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겨져 있는 등 겉으로만 봐도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벽돌로 상체 부위를 맞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왼쪽 4,5번의 늑골에 금이 갔고 6번의 늑골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또한 
오른쪽 7,8번의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거나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한 충격으로 복강내 장기의 파열로 췌장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췌장 파열은 복강의 한 중간에 위치하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인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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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돌로 머리에 타격을 맞는 두부외상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dura)이라는 막의 안쪽에서 뇌 표면의 
혈관이나 뇌와 경막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어 다량의 급성 출혈이 
발생하여 뇌와 경막 사의의 경막하 공간(subdural space)에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호영씨는 다른 상해보다 이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송주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해가 
맞습니까?
[증인 박재호] 맞습니다. 특히 급성 경막하 출혈은 이호영씨의 가장 큰 외상이였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예후가 좋은 편은 아니며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생존하더라도 심한 신경기능 이상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검사 송주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 생긴 환자 부분은 예후가 좋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증인 박재호] 네. 사망률이 높은 뿐더러 생존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송주은]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측, 반 신문 하십시오.
[변호인 도지한] 증인, 현재 이호영씨의 상태로 보아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박재호]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신경기능에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이 후유증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증인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서수민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 서수민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 서수민
[변호인 도지한] 증인은 세종병원 소속 정신의학과 부교수입니까?
[증인 서수민] 네, 맞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증인은 차정훈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까?
[증인 서수민] 네, 맞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차정훈씨를 치료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서수민] 음.. 차정훈씨를 처음 만난게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나가는 중이에요.
[변호인 도지한] 차정훈씨가 앓고 있는 질환에 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서수민] 차정훈씨가 앓고 있는 질환은 해리성 정체장애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입니다. 흔히 다중인격장애라고도 하죠. 이 질환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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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유년시절에 받은 육체적 또는 성적 학 입니다. 그 당시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환자들의 숨겨진 성격은 특히 분노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닮기 때문이죠. 
차정훈씨 또한 유년 시절 부모님에게 심한 학 를 당했었으며 이로 인해 
해리성정체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고 폭력적인 성향 또한 해리성정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해리성 정체장애의 증세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증인 서수민] 해리성 정체 장애는 특정한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동안 경험한 
것에 해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러한 인격의 존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성격 중 
한두 인격이 다른 성격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인격은 
서로 다른 취향과 나이, 특징을 보이며, 드물게는 환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증세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증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차정훈씨는 꽤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이어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서수민] 해리성정체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오랜 치료기간 동안 여러 진단이 
내려집니다. 해리성정체장애로 확진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주지훈씨도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 왔지만 해리성정체장애로 확진을 받은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 초에 해리성정체장애 확진을 받았어요.
[변호인 도지한] 오랜 시간 치료해왔지만 확진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군요. 확진 판결 
이후에는 어떤 치료를 하였습니까?
[증인 서수민] 최면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면은 존재하는 다양한 인격들을 
불러내고,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점차 알게 하며,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기술을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부정적 인격의 파괴적 요소들을 조절하고 방어하는 
인격으로 융합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변호인 도지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했던 최면 치료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증인 서수민]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성정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인격을 지녔을지 모르기에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호인 도지한] 현재까지 봐왔던 인격들 중 사건 당시 발생했던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인격 또한 존재했었습니까?
[증인 서수민] 이렇게 심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인격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해리성정체장애를 앓고 있는 질환자들은 분노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을텐데요.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정훈씨는 폭언을 하는 것 외에는 
폭력적인 인격이 드러난 적이 없었죠.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인격입니다.
[변호인 도지한] 이상입니다.
[재 판 장] 검사 측, 반 신문 시작하세요.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88 http://ii.icehs.kr

[검사 한강호] 해리성정체장애는 자신의 인격이 변화하기 전 아무런 증세를 느끼지 
못합니까?
[증인 서수민] 인격의 변화는 매우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자신을 통제해줄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인격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 한강호] 이상입니다.

13.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한강호] 없습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도지한] 없습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한강호]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도지한]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14. 피고인신문
[재 판 장]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피 고 인] 네.
[재 판 장]검사,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검사 송주은] 피고인 차정훈은 자신에게 다른 인격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입니까?
[피 고 인]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송주은] 피고인은 자신이 해리성정체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피 고 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송주은] 그렇다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해 준비해둔 바가 없습니까?
[피 고 인] 없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인격이 등장할거라고는 예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송주은] 피고인은 외부에서 자신의 인격이 변한 경험이 있습니까?
[피 고 인]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부분 무난한 성격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송주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해 인정하십니까?
[피 고 인] 저는 그 당시의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를 부정하시는겁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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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고 난 후의 상황을 보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
[검사 송주은]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다음으로 변호인의 반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에 하여 
반 신문을 하여 주십시오. 
[변호인 도지한]예. 피고인 차정훈은 과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까?
[피 고 인]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 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변호인 도지한]피고인은 그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피 고 인] 네. 다른 인격이 되었을 때의 일을 원래 인격으로 돌아오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다른 인격으로 변했을 때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급하게 원래 인격으로 돌아온 탓인지 기록조차도 하지 못하였고 그저 주변에서 
말해주는 것만으로 상황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변호인 도지한] 피고인 차정훈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해리성정체장애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의 사건에 해 
직접적으로 기억하는 바가 하나도 없으며,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15.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검사 한강호]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에 해 검사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이호영은 피고인 차정훈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췌장이 파열되고 
심지어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에까지 빠지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엄청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해리성정체장애를 앓고 있다하더라도 피고인 차정훈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이호영은 영원히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이 
인정되는 바, 형법 제 258조에 제 1항에 의거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16.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변호인 도지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해리성정체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다른 인격의 등장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인격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샐명에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은 형법 제 258조 제 1항에 의한 중상해로 인정되나 형법 
제 10조 1항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심신장애인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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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피 고 인] 저는 제가 가진 질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저의 질환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고통과 상처,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결선고
18.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 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19. 판결선고
[재 판 장]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00호 피고인 차정훈의 형법 제 258조 
1항의 중상해의 점에 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이호영이 길을 가던 중 
피고인 차정훈과 부딪힌 후 시비를 걸어 피고인 차정훈이 피해자 이호영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본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에 앞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차정훈이 저지른 폭행이 이호영에게 상해를 입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2) 피고인 차정훈은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가? 
피고인 차정훈은 이호영과 골목길에서 부딪히는 작은 마찰을 계기로 이호영은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를 1번 가격하여 쓰러트렸습니다. 그 후 쓰러진 피해자를 벽돌로 머리를 
4번, 상체 부위를 7번 연속적으로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검사는 형법 제 제 258조에 제 1항의 중상해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 해리성정체장애를 앓고 
있는 질환자로써 다른 인격의 등장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벌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형법 제 258조 
제 1항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바 형법 제 
10조 1항 심신장애인 사유에 해당되므로 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20. 종료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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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 유 엔

대표운영자: 2학년 3반 강유하

  유엔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 기관인 총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지위 아래 각 국가의 사
들이 현안에 해 논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며 이에 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엔 
총회를 말 그 로 모의 개최 하는 것이 바로 모의유엔 활동입니다. 모의유엔은 실제 유엔 
총회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국가의 
현재 상황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프로젝트 혹은 토론
과는 다릅니다. 이번 모의유엔 활동은 이 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각 국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
으며,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과 새로운 방안을 결합하여 결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열린연단 PLUS 활동에서 영어 위원회 1회, 한국어 위원회는 2회, 총 3회
의 모의유엔을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한국어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
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독
일, 르완다, 미국, 영국 등 총 12개국 사가 각국 현안 및 회의 참여 목적을 밝히는 기조 
연설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공식 회의와 비공식 회의를 반복하며 여성의 인간 존엄성 
수호를 위한 성차별적 법률, 관습의 수정 및 폐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 완화를 위한 국
가 권고 사항 설정, 여성인권에 한 인식 개선을 위한 'UN Women' 의 'UNITE‘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해결방안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외
에도 영어 위원회에서는 ’보호 무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환경 관련 목표의 구체화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한국어 위원회가 개최되
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 스태프의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다양한 위치, 입장에서 
모의유엔에 참여하였고,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열띤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열린연단 플러스 모의유엔은 뿌듯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코
로나 19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회의와 결의안 작성이 이루어졌
고, WebEx(온라인 화상회의 툴)로도 모의유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친구
들이 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진으로서 조
금 더 좋은 운영 방식과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
도 있었는데, 7명의 운영진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이 함께 구상하고 진행해나가면서 매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니 어려울 것 같은 일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자 추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
슷한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함께’의 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루
었던 인권, 환경, 경제와 관련된 세계 문제들을 모의가 아닌 실제로 해결하는 데에 앞장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모
든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모의

유엔

1 20104 안소연

2 20302 강유하

3 20101 강윤아

4 20108 장혜주

5 20109 전혜림

6 20206 노위나

7 20207 박나영

8 20306 박민서

9 20315 한희진

10 20404 김은우

11 20410 윤하나

12 20523 이진섭

13 20614 주에스더

모의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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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104 ) 이름( 안소연 )

Ⅰ. 국가 현황 

 1.  목표 6: 물과 위생

          

▲ 1)영국 지역별 물 스트레스 현황
2015년 기준 부분의 지역이 물 스트레스 현
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남부 지방이 극심함.

▲ 2)영국 산업 용수 유출량 비율
1993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 용수의 불필요
한 유출량이 1억 리터정도 감소함.

  

 2.  목표 7: 깨끗한 에너지

      

1) BBC(2015). Water metering plans put forward.
2) Defra(2018), Water Conservation Report 2018.

국가: 영국 



모의유엔◀

95인천국제고등학교

 

3.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5) 영국 탄소배출량 추이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영국의 탄소 배출량
은 42% 감소함.

▲ 영국 기후 기금(ICF) 성과
6)영국 ICF는 590MW의 에너지 설비 설치, 47
만 명 기후변화 응 지원, 10.4만 톤 탄소 
배출 억제 등의 성과를 이룩함.

  4.  목표 14: 해양 생태계 보존

▲ 7)영국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1994년에 비해 영국에서 146%의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8)영국 해양 생물 종 다양성
영국은 1990년부터 지속적인 해양 생물 종 다
양성 감소를 겪고 있음.

3) BEIS(2019), Energy Trends - Table 5.1.
4) BEIS(2019), Energy Trends – Chart 6.8
5) BEIS(2017). Final UK greenhouse gas emissions national statistics: 1990-2017.
6) Defra, DFID and BEIS(2018). UK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7) Royal Geographical Society(2015).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8) Mark Avery(2019). UK biodiversity indicators published.

▲ 3)영국 전기 생산 연료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전기 생산을 위한 연
료 중 석탄이 크게 감소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함.

▲ 4)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교
2018년 영국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111.1 
TWh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해상풍
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증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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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표 15: 육지 생태계 보존

   

▲ 9)영국 지속 가능한 삼림 지대 비율
영국의 지속 가능한 삼림 지 의 비율이 꾸준
히 증가해 2018년 1.83만 헥타르, 전체 삼림 
지 의 43.4% 가 됨.

▲ 10)영국의 곤충 꽃가루 매개자 분포 변화
영국 351개 종 곤충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 수 곤충의 개채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꽃
등에과 곤충의 감소폭이 가장 큼.

Ⅱ. 국가 입장 : 원하는 참여, 협력방안
  본 국가는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 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의 전 분야에서 앞서 증명했듯이 선제적인 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의제
와 관련해 본국이 시행했던 조치들을 바탕으로 타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
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전지구적 물부족 사태 대응방안 수립

  본국의 일부 지역들은 기후적 요인에 의해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물 
부족 현상은 기후 변화 및 인구 증가와 맞물려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식수 추출과 관련
된 허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내적 및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2.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재확인

  본국 및 여러 국가들은 파리 기후 협약 및 교토 의정서를 통해 각국의 배출전망치
(BAU)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비록 본국은 EU를 탈퇴했지만 현재까지 EU 회원국들과 에너지 기술 교
류 등의 상호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본 회의를 통해 탄소배출과 관련된 제도에 
한 재검토 및 국제적 협력을 재확인하기를 희망한다.

9) ONS(2018). National Reporting Platform.
10) Joint Nature Conservation Committee(2018). UK Biodivers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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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

  본국은 기후변화 응,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부분의 개도국은 기후변화 응을 위한 기초적인 메커니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 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기술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 개선을 위
한 협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4.  해양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 마련

   본국의 바다에서도 다량의 플라스틱 쓰레기 성분이 검출되었듯이 해양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은 국내적, 국제적 문제이다. 고로 해양 오염 해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의 방
출 억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두된다고 할 수 있다.

 5.  생물 종 다양성 감소 방지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

   본국을 포함한 전 국가에서 생물 종 다양성의 감소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생물 종 
다양성의 감소는 큰 틀에서 경제적인 타격 또한 입히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더 나아가 현 상황에 맞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책 마
련이 필요하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각 국가에서 해왔던 것, 발전

시키고 싶은 것
  1. 전 지구적 물 부족 사태 대응방안 수립
   1) 선진국 차원에서의 물 재이용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공조
   물 재이용 산업이란 생활하수, 중수도, 하ㆍ폐수 및 빗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
는 산업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강우 집중도가 증가
해 기존의 하천 관리 기술만으로는 물 부족에 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고안된 기술
이다. 본국은 최근 민간 차원에서 스코틀랜드의 상업용 빗물 재이용 사업에 투자하고 있
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수질 관련 사업의 선진국인 스코틀랜드, 한국, 덴마크
와의 4국 기술 개발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2) 개도국 차원에서의 식수공급사업 지원 확
   녹색기후기금(GCF)와 연계하여 기존의 개도국 상 식수공급사업을 체계화하고 기존 10국
이었던 지원 상을 확 하도록 한다. 본국은 작년 기준 GCF에 720만 유로를 공여했다.

  2.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재확인
   1) 전국가 차원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세부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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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탄소배출권 산정 방식이 전년도 배출량을 근거로 산정되어 국가들이 감축 
목표치보다 적게 감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국에게 손해가 되므로, 탄소배출권 산
정 방식 기준을 근 3개년 배출치의 평균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 기존 탄소배출권제도에 해 개도국은 탄소배출의 책임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개발을 이룬 선진국에 있다며 불만을 표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은 적
정기술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지원을 권고한다.

  3.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
   1) 전국가 차원에서의 개도국 기후변화 응을 위한 GCF 산하의 CCF 출범
   본국에서는 자국의 기후변화 응에는 적극적이나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 증진을 위
한 노력에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
기금(GCF) 산하의 독립 기금으로써 기후변화 응지원기금(Climate Change Fund)룰 출
범한다.

  4. 해양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 마련
   1) UN 차원에서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응을 위한 전문가 그룹 재구성
   본국이 참가한 제3차 UN 환경총회에서 ‘해양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에 한 결의안
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억제를 위한 직접적인 응이 미흡하
고 2012년 해양 오염 응을 위해 설치된 국제해양환경전문가그룹(GESAMP  WG40)의 
활약이 미약한 바, UN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 응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재구성
하여 구속력 있는 전략과 실천행동을 마련해야 한다.

  5. 생물 종 다양성 감소 방지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
   1) UN 차원에서의 생물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
   본국은 생물 종 다양성 협약의 회원국으로써 활동하고 있고 생물 종 다양성 감소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UN 차원에서의 생물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가칭 유엔생물종다양성계획(UNBDP, United Nations 
Bio Diversity Programme)를 설치하여 보다 실재적인 응을 해야 한다.

Ⅳ. 결론 및 기대 효과
  본국은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 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
전의 전 분야에서 선제적인 응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국제적인 협력이 미흡한 분야의 
협력 확 를 위해 ① 물 재이용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공조, ② 식수공급사업 지원 확

, ③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세부 조항 수정, ④ 개도국 기후변화 응을 위한 CCF 출범, 
⑤ 해양 오염 응을 위한 전문가 그룹 재구성, ⑥ 생물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독립 기
구 설치를 제안한다. 본 세부 방안들의 기  효과는 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에 있어서의 협력 확 , ②재정 마련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 , ③환경 이슈들에 한 전 
세계적 경각심 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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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302 ) 이름( 강유하 )
국가 : 인도

Ⅰ. 국가 현황

 본국은 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수출 분야는 과거 경공업에서 최근 지식 기반의 최첨단 기술 위주의 산업으로 변
화되고 있어 미래에도 이러한 경제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
국은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꼽히며 세계보건오염연맹에 따르면 인도
에서 환경오염의 건강상 악영향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 230만 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급격한 도시 개발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 극심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피해가 발
생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 부족’과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지표수 오염 및 지하수 고갈, 극심한 가뭄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인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환경 문제들 중 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중심으로 현재 문제 실태 및 본국의 처, 그리고 이를 보완하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과 13번에 초점을 맞춰 
본 회의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1. 대기오염 실태
 본국에는 현재 거주 인구가 1백만이 넘는 도시가 20개 이상이며 그 중 일부(뉴델리, 뭄
바이, 첸나이, 캘커타 포함)는 세계에서 오염이 매우 심한 도시로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델리는 세계의 도시 가운데네 번째로 오염된 도
시이며 실제로 지난년도 말, 뉴델리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천㎍/㎥를 넘나들기도 
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인 25㎍/㎥ 의 
40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도심의 기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 세계적으로 옥외 또는 실내의 

기오염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연간 3백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 중 인도가 연간 
4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델리는 공기 중의 입자상물질(par
ticulate matter PM) 분포량이 국내 법정 한도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인도 기오염의 주 원인은 생활용 연료의 소각, 공장, 자동차 및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부분의 측정지역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1)

1) 일본환경성/아시아 주요국의 환경비즈니스 잠재시장 추산에 관한 조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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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 실태
 본국의 수질관련 환경문제는 오염 문제와 물 부족 문제로 구분된다. 오염문제와 관련해
선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약과 비료 등이 문제된다. 특히 생활하수의 오염 기여율이 높
아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폐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이 마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본국의 하수처리는 전체 하수의 10%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
구 급증과 도시화 진전 등으로 인해 책이 충분히 취해지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있으
며, 역병의 만연 등 위생 면에서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질오염 책이 주(州)별 
업무이기도 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2) 가계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우 복합적인 폐수가 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하수도 
화학오염, 비료, 산업폐수 및 도시 고형폐기물 등에 의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주요 강의 수질3)은 자연 정화력을 잃은 상태이다. 

 물 부족 문제의 경우 부분의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
표수가 오염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본국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
우 높은데, 지난 20년간 2천 2백만 개의 우물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부터 본국이 지하수 개발에 한 전기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차별적
인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국가 입장

 이처럼 본국의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해결을 위한 국내적 노력은 필수적이다. 하
지만 국내 기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본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여러 개도국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 또한 문제 해결
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는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6,7,13,14,15의 구체화 및 환경 문제 관련 국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본 회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본 사는 본 회의를 통해 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체화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목표가 이행될 수 있게 하고, 그 세부 실천 방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1. SDGs 이행을 위한 지금까지의 국제적 노력
 SDG 6번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한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를 이루기 위해 UN과 각국 사들은 8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한 보편적 접근 달성’,‘2030년까지 오염감소, 유
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폭 확 ’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공적

2) 일본기계수출조합(1999), p405. 
3) 부록 7 갠지스 강의 오염도 측정현황/실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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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KOIKA를 예로 들자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5개 국가에 약 106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총 2억 2천만 달러 추산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SDG 13번 목표인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처하기 위한 긴급 응’ 또한 실행을 위한 
5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한 회
복력 및 적응력 강화’,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등이 있다. 
 특히 본국에 해서는 인도의 국제개발·지속개발부(IC&S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본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핀란
드, 캐나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로코, 브라질,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위한 환경 이슈에 해 양해각서 및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제적인 공동체로서 일을 수행
하기 위한 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 작업 그룹(JWG:Joing Working Groups)을 만들
어 활동하고 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환경부 회의를 통해 
인도의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가 제2회 BRICS 환경부 회의를 2016년 9월에 개
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공기질, 수질 분야, 효율적인 고체, 액체 폐기물 관리, 기후변
화, 생물 종다양성 보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목표에 따른 개도국에 한 지원은 주로 자금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따라 개도국의 공적개발원조, 녹색기후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에 한 자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개도국의 물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 

2. SDGs 이행을 위한 인도의 기존 정책
 본국 연방정부 도시개발부는 도시 인프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응하기 위해 2005년에 
자와할랄 네루 초  총리의 이름을 붙여 ‘자와할랄네루 국가도시재개발미션(JNNURM,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이라는 계획을 수립 및 실행했
다. 도시화로 인해 도심 내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도시 재개발을 위한 
정책을 세운 것이다. JNNURM의 목표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선, 도시 빈민에 
기초 서비스 공급,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방
침으로 7년간 6,600억 루피(약 13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JNNURM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63개 도시를 미션도시로 지정해 인프라를 집중 개선하고자 했다. 미션도시에
는 인구 4백만 명 이상 도시 7개, 1~4백만 명 도시28개, 1백만 명 이하 도시 중 선정된 
28개 도시가 포함되었다. 미션도시로 선정된 도시에서는 수도, 위생, 빈민가 재개발, 도
로, 국도, 고속도로, 지하철 등 도시교통, 쓰레기 처리 등의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 통일진보연맹(UPA) 정권의 표 정책 계획인 JNNURM의 성과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이에 지난 4월말 연방정부 기획위원회 산하 패널회의에서 JNNURM은‘실패’했
다고 밝혔다. 추진 프로젝트 중
단 10%만이 완료됐는데, 이는 자금 사용에 한 제한적 능력, 엄청난 지연과 비용 초과 
등 때문이다. 또 무계획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촌수자원 진흥 프로그램(NRD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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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ural Development Water Programme)는 2017년까지 농촌 지역의 음용수 공
급 및 상수도연결에 목표를 두었으며, 위생시설 설치를 통해 야외배변(open  defecation)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본국은 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
의 투자 지원을 받았다. 특히 World bank로부터 Clean I ndia Mission 프로그램을 통해 5년
간 화장실 보급과 이용,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에  상호적 협력과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3. 국제 협력을 통한 SDGs 구체화 방안 및 세부 프로젝트 구상
가. 세부목표 6.a의 실효성 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의 세부목표중 하나인 6.a는 ‘2030년까지 집
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 협력과 개발도상국에 한 역량 구축 지원을 확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만이 아닌 정책, 기술 협력 기반
이 쌓여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와 국제환경기금의 수자원 관련 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PPP로 불리우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 하여 본국의 상하수도 시설 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 혹은 인도 기업과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원이 각각 따로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각 개도국 정부는 지원받은 자금과 기술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사
용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나. 탄소배출권 제도
 현재 본국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채택된 국가별 탄소배출권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도 성장의 권리가 있으며 개도국을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는 필요함을 인정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선진국이 공공 자금 및 기술 협력 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러
한 탄소배출권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 사는 선진국의 상하수
도 설치와 같은 환경 인프라 조성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며 이를 시작으로 환경 관련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Ⅳ. 결론 및 기대 효과
 환경 문제에 해서는 각국이 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에 적극 동참하려는 자세
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사는 인도의 기오염 문제 및 수질오염을 중
심적으로 본국의 문제 상황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심각성과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위에서 제시한 자금 및 기술 협력 확 , PPP 확 , 녹색 일자리 조성, 탄소배출권의 조
건적 참여 등의 방안을 통해 환경 문제에 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환경 문제 해결에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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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101 ) 이름( 강윤아 )
국가: 프랑스

Ⅰ. 국가 현황
  프랑스의 환경 정책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
다.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이 2000년 GDP 비 1.9%에서 2013년 2.2%로 증가했으며, 
환경 공적개발원조(ODA)에 상당히 많은 할당금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GDP의 1.5%가 
폐기물, 폐수, 재생가능에너지 친환경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만 4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2017년 마크롱 정권 집권기에 들어 환경변화에 효과
적으로 응하는 정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
라고 할 수 있다.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측면에서 프랑스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랑스는 세계 
최다 생물다양성 국가 18개국 중 하나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우선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PBES)를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생
물다양성 ODA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
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녹색 벤처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극소 플라
스틱 구슬 함유 화장품, 1회용 플라스틱 식탁 용품, 플라스틱 면봉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2020년부터 판매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 내의 기업도 Plastic Attack 캠페인, 
Plastique Stupide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두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럽 국가를 기록
했다는 점,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2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
하며, 추후 플라스틱 100% 재활용 선언을 지키고자 더 많은 환경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응의 측면에서 보자면, 프랑스는 2007년 9월 그리넬 환경협약을 발표하여 
프랑스의 온실감스 감축에 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국가 지송가능한개발 환
경위원회를 설립하여 그리넬 환경협약의 이행을 감독 및 수행하도록 하였다. 목표 중에
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회귀’, ‘건설 분야의 에너지 사용
량을 2020년까지 38% 감축’, ‘공공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2015년까지 20% 증 ’ 등
이 있다. 이 외에도 금융법을 통해 프랑스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녹색 에너지 관련 
분야에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깨끗한 에너지의 측면에서 프랑스는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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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안 실현을 위해 저탄소 발전 전략과 다년간 에너
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총 215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국가 에너지 사용량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소, 에너지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2% 증가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9년 4
월에는 에너지전환법을 보완하는 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법안
은 원자력 발전 및 화력 발전소의 현실적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Ⅱ. 국가 입장
  프랑스는 2000년 초반부터 환경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여러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코펜하겐 협약, 칸쿤 합의, 리마 선언, 파리 협정 등 다양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 회의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는 ‘제로 플라스틱’ 사회를 만들고자 
기업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에 해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
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프랑스 정부가 지속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
립해 왔고 실행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협의하는 모든 친환경 정
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해당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국내에서 제정했던 몇몇 정책들이 실천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점
에 근거하여 각국의 환경 정책에서 효과적이었던 정책과 한계점을 드러냈던 정책에 해 
논의하여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자 한
다. 환경 정책에 한 모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해당 의제를 논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1. 프랑스의 기존 정책
  <I. 국가현황>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환경 정책을 지
속적으로 제정 및 발전해 왔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는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2000년 기후변화 응 국가계획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에너지 정책 프레임 워크법
(POPE법)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그리넬 법령 I을 지정하였고, 이듬해인 2010년 그리넬 
법령 II를 지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감축, 에너지 효
율성 증 , 지역사회 단위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2011년에
는 국가 적응계획을 지정하였고, 2012년에는 국가 환경회의(National Environment 
Conference)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및 거버넌스에 해 논의하였으며, 2015년에는 에너
지 전환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플라스틱 규제 및 살충제 유해 성분 규제를 실
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규제의 경우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회
용품의 사용을 최 한 감축하는 ‘제로 플라스틱’을 지향하고 있다.

2. 새로운 해결 방안
  환경 문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견이 어느 정도 치되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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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탄소배출권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매우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 
발전을 하며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과거에 유사한 과정을 거쳐왔던 선진국과 달리 
동등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탄소배출권 시장이 본래의 
목적 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선 선진국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에 한 금액을 책정하는 등 기업들이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재
를 강화하되,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술 및 정책( 기오염 
감축,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보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타 국가들과의 환경기술협력을 확 하고 있
는데, 몇 가지 사례로 프랑스 개발청(AFD), 프랑스 글로벌 환경기금(FFEM), ADEME 등
을 들 수 있다. FFEM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설립된 기
구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삼림, 생태계다양성을 위한 금융지원, 에너지 전환 등을 세부 
목표로 협업을 지속해왔다. 표적인 사례로 모리셔스의 식수부족 문제에 한 지원을 
들 수 있다. FFEM은 모리셔스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 마스카라 사
의 태양광 및 담수화 설비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체를 만들어 양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탄소
배추권 형평성 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의 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녹색 일자리 창출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7년부터 중앙정부의 주도 및 지방자치위원회의 
정책 수립을 기반으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왔다. 그 결과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이 증진하였고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환경 보존
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각 국가의 현황에 맞
추어서 하되,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자료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각 국에 알맞는 
녹색 일자리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IⅤ. 결론 및 기대 효과
  환경 문제는 지구의 보존을 위해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시도해야 하는 문제
임이 분명하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며 입장이 다르기에 완전히 공통된 정책을 수립하
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각 국의 입장에 맞추어 책을 
추진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에 한 책을 탄소배출권 제도의 
개선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녹색 일자리 산업 확 로 제시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다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수립하는 것에 있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한 것으로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일원인 모든 국가들의 자유로운 상호 협력 체제를 기반
으로 공동의 지속 가능 성장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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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 20108 ) 이름 ( 장혜주 )

국가: 덴마크

Ⅰ. 국가 현황

 1. 덴마크의 기후 법 제정

본국은 회의의 의제인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에 해 주목하고 정책 실현에 있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본국의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정부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응 
목표를 명시한 ‘기후 법’을 2019년 12월 마련한 바 있다. 기후 법은 2030년까지 탄소 배
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70%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당 법은 여야 막론 국회 93%가 지지하는 범국가적 합의에 해당
합니다. 기후 법을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법적 강제성을 지닌 10개년 기후위기 응 목
표를 세우는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첫 번째 10개년 목표는 법이 발효될 2020년 결
정하였으며, 또 기후위기 감시 기구인 기후위원회(Klimarådet)에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
고 권한도 폭 강화하고 있다.

 2. 전력 소비량 중 높은 청정에너지원 비율

 더불어 본국은 2019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전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발전협
회(Dansk Energi)가 2019년 12월 19일 발표한 초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전력 
소비량 가운데 49%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했다.

 (1) 청정에너지원: 풍력 에너지
 그중 풍력발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덴마크 에너지전력기후부에 따르면, 
2017년 덴마크는 전체 전기 소비량 가운데 43.6%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했다. 2008년 
19.3%에서 10년 만에 풍력발전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
장 높은 풍력발전 비중을 지니고 있다. 지난 10년 가운데 9년 동안 덴마크는 신기록을 
경신해왔다. 아래의 그래프는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 가운데 풍력발전 충당 비중이 차
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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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펜하겐 ‘2025 탄소 중립’ 계획
 도시의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온난화 가스의 부분이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
기 때문이다. 도시는 온난화의 문제점과 해결의 열쇠를 동시에 갖고 있다. 예전에, 기 
오염이 심한 도시였던 코펜하겐은 풍력발전의 도시, 자전거의 도시, 중교통의 도시 등 
‘친환경’ 의 키워드로 거듭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62만4000여 명의 시민이 사는 코펜
하겐에서의 탄소 중립 계획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 도시들의 가이드 라
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펜하겐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비 42% 감축하
는 결과를 냈다.1)

(사진 출처: 네이키드 덴마크)

Ⅱ. 국가 입장

 본 사는 본국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해 적극적으로 처하기 위해 법률
적, 사회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모든 합의와 협의에 해 우호적 견해를 밝힐 것을 알리고자 한다. 그중에
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응)을 중심적으로 정
책을 제안하고 이끌어 가고자 한다. 또한, 범세계적 규모의 적극적 처를 위한 환경 글
로벌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본 의제가 기후변
화, 지구 온난화 등 인류가 맞이한 재난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류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덴마크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1) 출처: 덴마크 코펜하겐 ‘2025 탄소중립’ 성공할까, 2019.03.30.,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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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방안

1. NEW 탄소 배출권 정책
 (1) 배경
 서울연구원은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
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현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힘든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 따라서 많은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기후 비상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행동을 요구하고 또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아일
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와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을 제한하고 지키지 않는 국가에 한 엄격한 제
재를 가하는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준 
제1조, 중교통에서의 탄소 배출 중립 목표 달성 
1항.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한다.
2항. 2026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화한다. 
3항. 2027년까지 내연기관 택시를 퇴출한다.

제2조, 탄소 배출 중립 목표
1항.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 수준으로 달성한다
2항.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 후 2026년 9월까지 검토 후 수정하고, 필
요하면 2027년 10월까지 이행수단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3항. 현재의 ’90년 배출량 비 최소 40% 감축 목표를 60~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
한다.

2. 청정에너지 활성화 정책 
 (1) 기준
제1조, 청정에너지 확
1항. 2030년까지 모든 도시에서 석탄발전을 중지한다.
2항, 2035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위한 주택 수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항. 2040년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75%에서 45%로 낮추고, 천연가스를 포함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발전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45%까지 
확 한다.

2) 유정민, 황인창, 김정아 (2020).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 보
고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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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1항. 지역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계약을 5년 단위로 연장한다.
2항.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정책은 청정에너지 도입에 있어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문역
할을 수행하며 청정에너지 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3항. 에너지 정보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공 외교를 실행한다.
4항. 교육 프로그램은 초, 중, 고 및 평생 교육 부문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통일된 기준과 
교과서를 제작하여 청정에너지 세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Ⅳ. 결론 및 기대 효과

  덴마크는 청정에너지 정책과 세계의 기후위기에 응하여 적극적 정책을 펼치는 국가
로서 세계의 시 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위해 크게 3가지
의 면에서 정책을 제안하였다. NEW 탄소 배출권 정책, 청정에너지 활성화 정책, 을 통
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더 이상 기후 변화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내일의 일
이 아니라 진정 내일로 여기는 자세를 가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정책들은 
추상적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법 조항까지 마련하여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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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109 ) 이름( 전혜림 )

Ⅰ. 국가 현황 [이집트]

(1) 물과 위생
이집트는 처리 시설 및 기술의 부족, 농공업 폐수, 폐기물로 인해 주된 수원인 나일강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기에 수질 정화 기술 개발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더구나 강수량이 
매우 적어 1년에 가용 수자원이 1인당 1,000㎥ 이하로 물부족 국가 중 하나로 손 꼽힌
다. 인구가 9천 5백만 정도로 늘게 되는 2025년에는 그 양이 600㎥ 이하로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되어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 열악한 물의 위생 상태로 매년 17,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설사병으로 사망하였고 시골 지역의 75% 이상은 폐수처리시설을 보
유하지 않아 화학 비료와 농약 잔류물, 미처리된 하수로 인해 나일강은 점점 오염되고 
있다. 농업 수뿐 아니라 산업 폐기물을 제 로 처리해 나일강에 버리는 공장이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아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이 부분 또는 그 로 88%의 공장에 의
해 배출되고 있다. 도심의 수로 또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카이로 빈민가의 미처리 오
수 또한 나일강의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2) 깨끗한 에너지
  원유와 가스생산이 적어 부분의 에너지원을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이집트는 재생에너
지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 비산유국인 이집트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를 20%로 정했는데, 이는 다른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집트
는 2008년 현재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 중 63%를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한 나라다. 이집트 정부는 1986년에 NREA를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이 모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경영하고 있다. 연간 7.5%씩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전력소비에 처하려면, 2020년경에는 발전설비 용량이 약 5만MW 규모에 도달해
야 하는데, 이집트 정부는 그 중 1만MW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집트
의 태양광발전은 부분 해수담수화 시설과 변방지역의 전력보급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주로 이집트 재생에너지청의 관리와 국제기관 투자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풍력발전 시설
은 2009년 말까지 552MW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전체풍력발전 설
치용량의 64%에 해당한다. 세계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집트의 홍해 해안지역은 연평균 
10m/s의 풍속으로 풍력발전에 매우 적합하며 2만M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한데, 이러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이집트 정부는 경제성이 높은 풍력발전을 계속 확 할 계획이다. 



모의유엔◀

111인천국제고등학교

(3) 기후변화 대응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빈곤률이 높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집트는 기후변화
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폭염과 침식되는 해안선으로 인해 식량난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은 이미 이집트 최  곡창지 인 나일강의 삼각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해안가에는 가혹한 겨울 폭풍에 응하기 위해 장벽이 세워졌다. 이 곳에
는 더 이상 해변이 없고, 모래사장은 이미 사라졌다. 많은 과학자들은 세기말까지 이 곳
의 해수면이 약 7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역사적 건물들은 소금물
이 스며들어 이미 부식된 상태다. 알렉산드리아 주변 지역도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우려
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집트 농작물의 절반 이상은 나일강 일  삼각주에서 생
산되는데, 삼각주를 따라 강둑이 침식되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관개용수인 나일강에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다.

(4) 해양 생태계
육지에서 양으로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논문 공저자인 미국해양교육협회의 카라 라벤
다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들어가 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의 추산치에 이
집트는 5만∼39만 t, 3.0%로 7위를 차지했다. 이집트 홍해에서는 1998년에서 2001년 사
이 해삼의 94%가 사라졌다. 

(5) 육상 생태계
 1970년 에 하이 댐을 지으면서 매년 나일강 삼각주로 내려오던 흙과 물이 멈추게 되었다. 범람
은 멈췄지만 운하를 이용한 관개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한 물을 농지에 공급했기 때문에 염분을 
씻어낼 수 있었지만, 인구가 늘면서 하류의 경작지까지 공급할 물이 감소했고, 오염물질들이 하수
에 섞여 내려오면서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50년간 나
일강 삼각주에 도달하는 물은 증발과 상류 물 수요 증가로 인해 7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염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해수면 상승이다. 이집트
가 바다와 면한 길이는 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 등이 토양
의 염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농지에 인공적으로 관개한 물의 증발량도 
늘어나 다중으로 염화되고 있다. 나일강 삼각주는 이집트 식량 생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
기 때문에 토양 염화와 해수면 상승은 현재 이집트의 심각한 문제이다. 토양 중 상당수에 염류가 
집적되어 있어 이를 경감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 국가 입장

이집트는 처리 시설 및 기술의 부족, 농공업 폐수, 폐기물로 인해 주된 수원인 나일강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기에 수질 정화 기술 개발이 더욱 절실한 국가다. 더구나 강수량이 
매우 적어 물부족 국가 중 하나로 손 꼽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빈곤률이 높고 인
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집트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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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환경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시
설도 부족하여 이집트는 점점 오염되고 있다. 농업용수와 산업 폐기물을 제 로 처리해 
나일강에 버리는 공장은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아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이 부
분 또는 그 로 88%의 공장에 의해 배출되고 있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환경을 규제하
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 등을 제정 및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집트는 위 문제들
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기
고 있으며, 본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표명한다. 또한, 열거된 문제들에 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 이집트는 6, 13, 14, 15번 목표 실행에 
관하여는 미숙한 처를 보이고 있으나, 7번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에너지 배출과 깨끗한 에너지 개발에 지 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배출가스 부분
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3개국에 스웨덴, 영국과 함께 지정되었다. 경제성장과 자원
안보 및 환경보존을 통할하는 범분야 이슈로서 에너지 목표를 제시하였고 에너지 자급률 
확 를 통한 자원안보 강화,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 구현, SDGs 이행과 
연동한 신재생에너지 확 와 환경보호를 미래 목표로 하고 있다. 7번 목표 달성에 관하
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집트의 오랜 추진계획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
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1) 기존 정책
가.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
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 및 수자
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
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
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
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
하고 있다.

나.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년 1월에 환경보존법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청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
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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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newable Energy Strategy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 이 중 12%(약 7200 MW)는 수력발전을 제외한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할 계
획이다. 농촌지역 전력화를 위한 규모 태양광 시범사업, 100MW 미만 소수력발전, 지
열발전 탐사, 1,000MW 규모의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바이오매스 사업 등 다양한 형
태의 사업계획을 구상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장비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중 1/3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2/3는 민간부문
의 투자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민간부문 투자는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단
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사업 경쟁입찰/2단계: 중소규모 사업을 상으로 feed-in 
tariff 지원/3단계: 자체소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

라. 나일강 환경 법안
정부는 나일강에 한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법률 제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 의회
는 모든 산업 시설이 자신의 폐수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환경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환경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 National Water Research Center
이집트 물 사용의 최적화,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개, 배수, 수자원에 한 정책과 
기술을 위한 정보 제공한다. 

바. Energy Efficiency Policy
이집트 정부는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을 통해 에너지효율 5% 향상
을 목표로 하고있다. 각료이사회 사무국 내 에너지효율실을 개설하고 NEEAP 개발 및 이
행의무를 부여했으나 현재까지 독립된 에너지효율기구 또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제 로 
구성되지 않았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의무 표시제도는 가정용(2006), 상업용(2009), 공공
기관(2011)에 적용되고, 최저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및 라벨링 제도는 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에어컨, CFLs, 전기포트를 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정책)
(1) 해수 담수화 플랜
이집트 인구의 부분은 나일강 연안을 따라 형성된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집
트의 연간 평균 강우량이 18㎜이다 보니 나일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식수 문제를 해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집트의 수자원 중 나일강이 차지하는 비율
은 무려 97%에 이른다. 물 부족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집트 내에서 진행된 담수화 
관련 연구를 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 보급률을 인구 증
가율에 맞춰 증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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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오염 금지 구역 지정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 오염 금지 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강이나 하천 등 일정
한 구간을 오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 내 공장, 축사 등 고농도 수질오염원의 입
지를 제한하여 수질오염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녹색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 과정에 있어서 사회 약자들을 고용, 녹색 일자리를 창출
하여, 사회 전체 실업률을 낮추고 환경 목표 달성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Ⅳ. 국제법 조항 제안

제 1조) 전 세계에서 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킨다.
①항. 모든 사람이 건강한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도
록 한다.
가. 적정 기술 보급을 통하여 저개발국가에서의 물 접근성을 높인다.
나. 수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폐기물 처리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
할 시, 매년 작성하는 UN 수질 오염 보고서 기업 명단에 올라간다.
제 2조)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확립한다.
②항. 환경 오염성이 높은 에너지 개발을 지양하고 깨끗한 에너지 개발을 지향하는 것을 
국가 에너지 개발의 원리로 삼는다.
가. 민간 에너지 사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각 국가가 정한 비율 수치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미참여 혹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목표 
달성에 심각한 저해 영향을 끼칠 경우, 각 국가가 합의한 내용 하에 책임을 물도록 한다.
제 3조)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하여 의무를 가진다.
③항.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한다.
가. 더 이상의 심각한 기후변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 및 사후적 처를 한다.
나.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한다. 

Ⅴ. 결론 및 기대 효과

이집트는 환경문제에 하여 심각성과 경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내부의 체계적이지 않은 인프라 
구축과 구속력이 약한 법 등으로 인하여, 국내 문제 해결은 낮은 편이었다. 새롭게 제시
된 해수 담수화 플랜, 수질 오염 금지 구역 지정, 녹색 일자리 창출은 전 세계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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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염에 기여한 기업 리스트 보고서 작성은 기업의 우선순위
와 SDGs를 통합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직원,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및 
새로운 시장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법적, 평판적 부담 및 위험에 노출되게 
할 것이다. 외부 효과들이 점점 더 내재화됨에 따라, 기업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하거나 더 지속 가능한 안들로 전환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도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들의 참여는 SDG 환경 관련 목표의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효
과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 된다. 모두를 위한 정의에 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
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
이다. 녹색 일자리 창출은 2030 의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목표 
달성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모의 유엔 참가로 이집트는 SDGs 그 다음 
단계를 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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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206 ) 이름( 노위나 )

Ⅰ. 국가 현황

(1) 멕시코의 치부, 심각한 환경 오염

 1987년 2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
티 상공에서 수천 마리의 새가 떨어져 죽
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
린 그 사건의 원인은 다름 아닌 환경 문제
였다. 죽은 새를 검사한 결과 극심한 기
오염으로 인한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그 원인이던 것이었다. 환경 단체
들은 이를 세계 환경 사고의 하나로 기록
하고 있다. 1980년 , 그 당시의 기오염
이 가장 심각했던 국가의 도시는, 중국이나 인도의 도시가 아니라 멕시코시티였다. 그 수
준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엔 멕시코시티가 서울보다 기오염 수치가 높을 정도였다.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2019년 7월에 발생한 사건
이다. 한 남성이 멕시코의 아토약 하천에 만들어진 
거 한 비누 거품을 찍으려다 추락해 숨졌다. 이 비
누 거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생긴 독성 거품이다. 인근 주민의 과도한 세제 
사용으로 오염된 생활하수가 그 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 결국 하천 전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독성 
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독성 거품 안에는 세제는 물론, 앞서 언급되었던 새 떼죽음 사
건의 주범인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거품과 생활 쓰레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2015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시민단체 '아토약을 위해 맞
서기'는 "독성 거품의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관리 부족과 세제 사용 기
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질 오염에 해
서는 아직까지 딱히 특별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 시민단체 'Dale la Cara al Ato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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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 입장

 본국은 지난 환경 오염의 문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를 비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일부분에서는 꽤 눈에 띄는 성과 또한 얻을 수 있었다. 표적으
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30년 새 71% 줄은 것으로 알 수 있다. (OECD 국제 교통 포럼 
보고서) 그러므로 현재까지 멕시코에서 진행한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더 심각한 수준의 
국가에 정책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환경 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국가들의 정책을 일부
분 수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환경 정책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를 설립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1) 기존 정책
 멕시코시티는 새 떼죽음 사건 이후 1990년  초반부터 기의 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
하고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우선 차량 운행 줄
이기부터 시행했다. 차량별로 다섯 가지 색깔을 부여하고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을 
지정하는 차량 5부제를 실행하였다. 배출가스 기준이 넘는 차량은 추가로 운행을 금지했
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친환경 버스를 거 도입했다. 특히 
저렴하게 공공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에코비시(Ecobici)' 시스템은 상당한 인기를 끌
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 정책이 도입된 결과, 멕시코시티의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
도는 3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민국 27위). 더 구체적인 수치를 들자면, 2017년 
OECD 국제교통포럼 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멕시코시티의 미세
먼지 농도가 71% 줄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멕시코시티를 회색에서 초록색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로 주변에 식물을 심는 정책도 효과를 보았다. 특히 고가도로 다리에 덩굴
식물로 '초록색 다리'를 만드는 정책은 현재 멕시코시티를 감싸고 도는 외곽 순환 도로 전
경을 바꿔놓았다. 멕시코 정부는 또 선박이 정박할 때 엔진 가동 범위, 정박 가능한 선박
의 종류 등을 제한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정책의 방향성
이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기에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
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제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단순히 정책만을 시행하
는 것이 아닌, 정부의 통제가 국민들의 준법 정신에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해결방안 제안
1) 관련 국제기구 혹은 국제 위원회 설립: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회원국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나 국제 위원회를 설립한
다. 다른 정책도 제정해야 할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제단체에
서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국제환경기구는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에 한 방안을 논의하
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국가와 소통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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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 개정된 환경 문제 관련 국제법을 통보하고, 이를 감시할 국제기구가 필수적이다.
2) 탄소배출권에 한 정부의 시장 개입: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
져 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
익이지만, 반 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 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실제로 탄소배출권의 거래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장 개
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민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국내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실상 시장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정부가 탄소배출권에 하여 개입함으로써 시장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Ⅳ. 국제법 조항 제안

제 00조. 환경 문제에 하여 국제 연합이 수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연합은 환경 문제에 한 해결의 논의와 방안 탐구를 성실히 할 의무를 지닌다.
 2. 국제 연합은 기후변화 책 국제 위원회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제 연합은 기후변화나 해양 생태계, 육지 생태계 등 범지구적 차원의 현황을 은폐

하지 않고 성실히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Ⅴ. 결론 및 기대 효과

 멕시코는 지금까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수지 오염이나 토양 오
염, 기오염 등으로 생태계 유지에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도 여러 환경 문제
로 인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 만큼, 멕시코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당장 인간이 살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정부는 이 문제를 빠르게 알아챘고, 
현실적이면서도 강제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30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속
적, 환경친화적 정책이 국가의 환경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것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나 국제적 위원회를 창설하여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
고 방안을 내놓거나, 그러한 방안을 통보하여 회원국 간의 견제와 통제를 직접 관리한다
면 이는 환경 보호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정부
의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지금까지 모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비용 절감을 해 왔
던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탄
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시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써 이 또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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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207 ) 이름( 박나영 )
국가: 대한민국

Ⅰ. 국가 현황

1. 물과 위생
유엔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를 보면 한국의 수돗물은 핀란드

(1.85), 캐나다(1.45), 뉴질랜드(1.43) 등에 이어 세계 8위(1.27)이다. 미국수도협회의 정수
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받았고, 2013년 세계물맛 회에선 7위에 올랐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보다 많은 120∼250개 항목에 

해 수질검사를 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60개 항목에 더해 지자체별로 취수, 정수, 배수 
과정에서 자체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수도 관련 기반시설, 수도관 길이, 수
도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깨끗한 물을 이용해 만든 지역 브랜드도 존재한다. 표적인 것이 서울의 ‘아리수’, 부산
의 ‘순수’ 이다.

2. 깨끗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이다. 이중 한국은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매우 낮다. 재생 에너지 발전 조사 상이
었던 61개국 중 38개국이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었지만, 한국은 이 
비중이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민국 정부는 2019년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서 국내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 
2040년까지 30~35%로 높일 것을 제시했으나, 세계적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목표도 낮
게 평가했다. 

3. 기후변화 응 
한국의 기후변화 응 능력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하위권인 편이다. 유럽의 저먼워

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2021 기후변화 응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 기후변화 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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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평가한 결과
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인 것 등이 낮
은 순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57위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현 임기 내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해양 생태계
한국의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는 여러 요인들에는 외래종의 유입, 지구온난화, 해양폐기

물 등이 있다. 외래종인 ‘유령멍게’는 본래 유럽해가 고향으로, 선박 평형수 주입 과정에
서 빨려 들어와 동양의 해양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굴 양식 
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겹치면서 한국 바다 수온이 올라가자 유령
멍게가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결국 2017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
었다. 해양폐기물 문제 역시 심각하다. 해양폐기물은 고형 쓰레기뿐 아니라 바다로 배출
되는 액상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국은 그동안 육상처리시설 부족과 상
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왔고, 이것이 곧 해양생태
계의 파괴로 이어졌다. 

Ⅱ. 국가 입장

본 국의 환경 보존 상태는 분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물과 위생 분
야의 경우 본 국의 국제적 입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 국의 수돗물은 유엔에 의해 검증
된 깨끗한 물이며, 수질검사 역시 매년 꼼꼼히 실시하고 있어 수돗물로 문제를 겪고 있
는 다른 국가들에게 물질적 도움 및 자문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본국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이나 기후변화 응지수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본 국의 신에너지는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본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심각성에 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수립한 정책이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국은 재생 에너지가 발전한 
중국·미국과 같은 국가들, 기후변화 응지수가 높은 영국을 비롯한 많은 북유럽 국가들에
게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방향에 한 자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에 한 국제적 기준을 수립하거나 협약을 맺어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모두 지키기
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적인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로 인한 해양 폭염 현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의 온실가스 감축
과 연관된 사안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국은 오늘 열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는 도
움을 제공하고, 본 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서는 선진국들의 도움을 요청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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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기존 정책>
물과 위생- 환경부에서는 수질 관리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수
질 기준을 먹는 물 기준과 같게 하여 합리화시키고, 수질 개선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
지고 근본적인 개선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끔 수질오염 부하량 개선 계획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한국의 표적 물 원산지인 금강 3개 보 구간에 하·폐수처리장 총인 고도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또 다른 원산지인 낙동강을 보존하기 위
해서는 국내 최초로 모래보존 책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환경, 생태를 고려한 영주 다목
적댐을 준공하였다.

깨끗한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재 아래 
5년 주기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2020년 1조26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농가형 태양광 비중을 2017년 0.1% 미만에서 2022년 12.0%, 
2030년 15.7%까지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강원도 및 다수의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
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브리프와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이슈에 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전문성을 유지한다. 주요 역할로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분석, 지역사회 및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 전망, 지역 맞
춤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리스크 평가 시행, 기후변화 적응 정책 로드맵 제안 등이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홍수, 가뭄, 폭염 등의 피해 최
소화를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기후변화로 인
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의 신성장산업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양 생태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016년 1월 1일 부로 국제 협약(해양투기방지협약
/런던협약)에서 가입하여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한민국의 해양폐기물이 점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양투기 제로화’ 계
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해결 방안>
물과 위생- 생태하천 조성 사업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천과 황구지천, 광주 경안천, 미
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고와누스 운하 수질개선 사업)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질개선과 더불어 동·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늘
어났다. 하천 수질이 최  77% 개선되며, 1급수에서만 사는 어류들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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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일명 ‘그린 뉴딜 프로젝트’
‘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인 미래학자 토니 세바 미국 스탠퍼드 학교수는 석유 시
의 종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화석 
연료를 체할 수 있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린 뉴딜 프
로젝트를 실시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기까지 전 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 전 세계 클린월드 운동 확대
기후변화가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이에 맞서 ‘클린월드 운동’은 ‘나’부터 시작
하는 작은 실천이라는 모토 아래 각자가 속한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 하는 운동이다. 한민국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 몽골 울란바토르 톨강, 인도 핌프리
친츠와드 보사리, 페루 리마 로스올리보스, 뉴질랜드 오클랜드 헨더슨 하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랑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랭커스터, 영국 맨체스터 주 올드트래퍼드 
등 세계 각지에서 현지 클린월드 운동 단체 회원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양 생태계- 수산보조금 폐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는 2020 WTO 협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이다. 수산보조금이 어
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
자들 역시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산보조금 폐지는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
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
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
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는 기존 세부목표에도 
부합하는 해결 방안이다.

<모의 유엔 합의사항>
탄소배출권-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에 한 토론이 확 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적정 기술 형태로 기술을 무상 지원하거나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혹은 시
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녹색일자리는 전반적 지원
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 생활 폐기물 문제는 이란, 인도, 이집트 등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 파트너십의 형태로 
다수 국가의 협업을 통한 도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구를 설립하거나 GCF의 돈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기업적 규모의 폐기물을 규제하듯
이 국제적 관리,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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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기대 효과

앞에서 언급된 해결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 환경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라는 것들이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경우보다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다. 환경이라
는 사안에 해서는 너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해와 타협, 양
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국가 역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태도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문제는 한순간에 개선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협약, 회의 등
을 통해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
는 세계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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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306 ) 이름( 박민서 )

국가: 이란

Ⅰ. 국가 현황

 지난 2010년 '아랍의 봄' 사태에는 약 1,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로 인해 발생할 난민은 이에 10배는 더 많은 난민이 생길 가능성이 크
다. 이에 본국에서는 최근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본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25%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 관리가 이뤄
지지 않아 단 1kg도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국은 주요 정책과
제로 폐기물 관리 관련법 개정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Ⅱ. 국가 입장

 현재 본국의 폐기물 관리 추진 프로젝트의 주요 사례로는 주요 도시 고체 폐기물 관리 
플랫폼 개발, 습식 폐기물을 통한 전기 생성, 스마트 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테헤란을 중심으로 상
용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동 관리절차를 바탕으로 점차 도로 교통체증 감소와 더
불어 운영비 절감이 기 되는 정책이다. 본국의 환경부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향
후 5년 동안 재활용 분야에서 25~80%, 기계화 수거 분야에서 27~60%, 폐기물 분리 분
야에서 7~30%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말까지 본국은 123개의 퇴비 
프로젝트, 264개의 매립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8개의 폐기물 소각장을 갖춘 농촌 
폐기물 관리 지역들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본국이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100억 달
러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른 본국의 관심 증가
로 관련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구체화하며 범세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회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연 를 통한 발전 도모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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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발전과 환경오염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 정책은 각각 상이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
으로 적용, 선진국에 적용, 개도국에 적용하는 정책을 나누어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공통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은 탄소배출권 시스템 확 이다. 탄소 중립이란 2050
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탄소 증가량을 '0'으로 만들자
는 목표이다. 탄소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이유 탓에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거래량만 폭증하고 탄소 배출이 눈
에 띄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관련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최적가용기법’ 적용을 통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는 원료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
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
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기법을 의미한다. 이를 진행할 때는, 탄소 배출권 관련 
선물 등 파생상품을 도입하고 제3자의 참여까지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 응기금’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 효율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폐합하는 작업으로 탄
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한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녹색 뉴딜사업(녹색일자리 사업)이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녹색경제를 구축해야 하며 환경개선 정
책을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물적 지원과 지방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주도로 녹색 직업 고용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민간 부문의 녹색일자리 
고용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다. 부분의 
개도국은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빈곤 타파를 위한 산업화 추
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기후
기금(GCF)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적응기금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영향을 줄
이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재정수단으로 개도
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장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응기금을 통해 
조달 및 지원해야 한다. 적응기금은 기후재원이자 동시에 개발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색기후기금이 법인격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기금의 직접적 접근을 수용해야 한
다. 개도국은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를 중점 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비교우위를 발굴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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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법 조항 제안

1. 지구의 환경 보호를 추구하며;
  A.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설정하여 보편성 및 공평성을 도모하며,
   (i) 공통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스템 확 를 통해 탄소 배출의 실효성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며,
   (ii)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 응기금’을 새로 조성하며,

 B. 선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목표를 구체화하며, 
  (i)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ii) 민간 부문의 녹색일자리 고용을 추진하여 각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C.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국가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i)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장기 재원의 상

당 부분을 적응기금을 통해 조달 및 지원하며,
  (ii) 개도국은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를 중점 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비교우위를 발굴

하도록 한다.

Ⅴ. 결론 및 기대 효과

 앞서 제안한 국제법 조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 사업 확 를 통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및 친환경 정책을 각국의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거버
넌스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은 환경문제와 함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녹
색일자리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가장 많고, 가장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창출되
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GCF 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 역량을 재
고할 수 있다. 본국은 이에 한 예비시범국가로 정해졌으며 다양한 사업 시행을 모색하
고 있기 때문에 실제성 있는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앞으로 펼칠 자원순환사회에서 UN이 채택한 SDGs 달성을 위한 방안 중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국가의 특성별로 방안을 특화하여 제시했
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 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제
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각국별로 국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다음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미래에는 자원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빈번한 불
확실성 시 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사회, 경제가 하나가 되는 자원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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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315 ) 이름( 한희진 )

Ⅰ. 국가 현황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이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98년 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에 불과했는데 몇 년 사이에 10%에 가까이 가는 빠른 증가세룰 보여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0년 10월 18일 기후보호를 위한 국가에너지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후 의욕적
으로 친환경 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까지 25%이
상 감소시키고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가 설정한 6가지 온실가스배출을 40% 줄인다는 
것이 목표다. 독일은 노후설비 개량비용지원이나 감세정책 등 기업에 한 지원책으로 
2003년 현재 온실가스배출량을 200년에 비해 18.6% 줄이는데 성공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독일은 2000년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재생에너지전력을 확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재생가능에너지법(EEG:Ern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했
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20
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을 보상하는 고정구매가격제도(FIT: Feed-In-Tariff)를 
도입한 것이 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독일은 이 지원제도를 통해 
2000년 6% 정도였던 재생에너지전력을 2016년 말 약 30%까지 증 시켰다. 2010년에 
수립된 독일의 장기에너지정책인 ‘에너지콘셉트(Energiekonzept)’에 따르면, 독일의 재생
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는 2020년 35%, 2030년 50%, 2040년 65%, 그리고 2050년까지 
80%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전력 생산은 독일 연방정부의 전망을 상회한다. 고정가격
을 통해 매입되는 재생에너지전력이 증 하면서 전력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부과금
(EEG-Umlage)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2년 3.59유로센트/kWh의 EEG-부과금
이 이듬해 5.28유로센트로 약 47% 상승하면서 EEG의 지속가능가능성 여부와 개선 방향
을두고 정치적 논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구매가격 보장제도에서 탈피하여 
일정 용량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설비에 해서는 경매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의 FIT제
도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라는 말과 함께 독일의 표적인 에너지정책 성공사
례로 해외로 ‘수출’되었다.
 2000년 EEG 도입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한 비판과 몇 차례 정책 변화를 겪었으나, 
재생에너지 증 라는 정책 일관성은 유지되었다. 특히 재생에너지전력이 증 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 를 지지하는 주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커졌다. 즉 재생에너지 확
와 이를 지지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positive feedback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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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력 확 정책의정당성을 강화시켰다. 또 재생에너지전력을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
하는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력 확 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의 EEG 개정을 통해 경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통합을 추진하면
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전력 공급의변동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요금을 안정
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계획 기능을 증 시켰다. 해상풍력 건설을 송전망 확충계획과 연
계시키고, 연도별 재생에너지전력 지원 목표를 규정했다. 또 시민협동조합의 경매참여에
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모 사업자와 차별하고 소규모 설비는 기존제도를 유지시켜, 
시장경쟁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는 조치를 마련했다. 즉 일견 상호 배
타적 관계로 보이는 시장과 정부의 계획 기능을 둘 다 증 시킨 것이다. 이러한 정책조
정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전력 확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석탄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독일은 이를 위해 오
랜 기간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해왔다. 국민적 공감 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어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루었다. 이처럼 독일은 원자력에서 탈피하
고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킨 ‘에너지전환’의 모범사례로도 인용되고 있다. 

Ⅱ. 국가 입장

 에너지 정책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게 정책과 전략
을 공유할 의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할 것이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독일의 에너지전환 추진 방향은 분산화이다. 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량의 전력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소비 지역으로 보내고 배분하여 사용하던 기존 방식뿐만 아니
라, 각 소비 지역 근처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소규모 분산형 발전 시설을 건립하여 개별
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이동은 근본적으로 기술 진보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시설과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 미터 등 전력망 시설의 원가가 하
락하고 보급이 확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이 발전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관련 인프라가 활용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들이 통합되어 한 지역 내에서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즉 자
급자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프그리드 시스템(Off-grid system), 즉 독립계통망 
시스템이다. 독립계통망 시스템은 기존의 전력망에 새로이 연결되어 통합되는 방식은 지
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며, 결국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시설과 연계됨으로써, 에너지전환에서의 분산화 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전환의 또 다른 추진 방향은 바로 디지털화이다. 독일은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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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이 30%를 넘게 되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분산형 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플랫폼에 한 기 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현재 독일은 에너지 부문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얻기 위해 정
부, 협회, 연구기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고, 법률 및 제도적 검토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각 국가가 가입된, 교토 의정서 협약에서 각종 
디지털 기술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각 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독일에서 실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원하는 국
가에게 정책 정보를 알려주는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회의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서 성과를 거둔 국가들이 본 국의 에너지 관련 전략에 해 공유할 수 있다. 

Ⅳ. 국제법 조항 제안

1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
1항: 각 국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1) 각 국가는 4년을 주기로 한 정기 회담에 참석하여 에너지 관련 국가 현황을 밝힌다.
(2) 각 국가는 정기 회담에서 에너지 정책에 한 의견을 공유한다. 

2항: 보조금 지원
(1) 에너지 정책 시행에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상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

원한다. 
(2)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유엔의회에게 해당 국가의 현황과 원하는 보조금 양을 

밝히고 해당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불할지에 한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
(3) 보조금의 양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보조금은 유엔 운영비에서 충당하되 정

기회담에서 3국가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Ⅴ. 결론 및 기대 효과 

 독일은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발
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바 있고, 2001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발
전원인 원자력의 경우 점차 감축시키면서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국제법이 성립될 경우, 국가간의 유 감과 연 감을 키우고 함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며, 각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30 http://ii.icehs.kr

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404 ) 이름( 김은우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Ⅰ. 국가 현황

1. 물과 위생 (6번), 깨끗한 에너지 (7번)
 <지속가능한 물과 에너지 관리: ‘에너지-물 넥서스’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책
에 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 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에너지-물 
넥서스(Energy-water nexus)라 한다. UN은 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UN 
Water을 수립해, 에너지 생산을 위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하며 세계 물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비되는 물의 양에 

한 자료를 가장 선도적으로 수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너지관리청(EIA) 산하, 본 국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핵, 전기 등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다루며, 물 이용량에 
한 통계 역시 수집한다. 더불어 미국지질조사국은 물 이용량을 부문별로 측정한 보고서
를 5년 단위로 발간하는 등 물과 에너지 부문 산하 관련 기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
습이다. 
 본국 내 관련 법으로는 표적으로 스마트 에너지 및 물 효율 법이 발의되었다. 지역사
회에서 물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물, 폐수, 물 재활용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
킴과 더불어, 에너지와 물에 한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IT 기술을 이용해서 물과 에너지 시스템의 관리, 수질, 에너지 및 물 절약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후변화 대응 (13번)
 세계기상기구(WMO)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에 비해서 약 1℃가 상승하였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해수면의 상승, 폭
염과 혹한 같은 이상기온 현상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여러 피해상황이 보고되고 있는데, 미
국환경 보호청(EPA)에 따르면 1900년 이래로 전 세계 탄소배출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1970년 이후 탄소배출은 90% 증가하였으며, 2000년 에 들어서도 그 수치는 여전하다.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Clean Power Plan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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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평가된다. 본 정책은 2030년까지 2005년 비 32%
의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재생에너지에 한 투자 증 , 50개 주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시행, 37개 주의 재생에너지 의무목표 부과 등의 계획을 수립
했다. 이어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하며 세부적인 기후변화 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
도를 보였다.
 그러나 본 국은 EU에 비해서 아직도 화석연료에 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트럼프 행
정부로 정치체제가 전환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허되었던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 허
가되는 등 화석연료에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출범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으며, 이로써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응력이 낮아지는 추세에 이르렀다.

3. 해양 생태계 (14번)
 해양은 지구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전체 지구 물자원의 97%, 부피기준으로 지구 
생물공간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하며, 매년 해양과 연안자원 및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3조 달러 또는 전 세계 GDP의 약 5%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함으로써 지구온난화 영향의 완충역할을 담당
하며, 해양어업의 종사자는 직, 간접적으로 약 2억 명인 만큼 중요하다.
 미국의 주도로 2018년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14번 목표인 ‘해양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과잉어획, 해양산성화의 증가, 
연안 부영양화의 악화에 응한 효과적인 전략과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해양생물다양
성을 위한 보호구역의 확 , 연구능력의 강, 해양과학기술 분야 기금의 확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할 세부사항이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경우, 미국과 타국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EU는 2030 어
젠다에 규정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신속한 종결 의무 존중을 포함시킬 것으로 제안
했으며, 이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
를 지지한 반면 본국인 미국은 제3차 문안협의 중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여 WTO 관련 언급 자체를 삭제할 것을 표명했다. 이에 따
라, 세계의 행동촉구선언은 미국에 해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하며, WTO는 UN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역시 본국의 입장을 따랐다.

4. 육상 생태계 (15번)
 육지는 모든 생물의 근간으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변화와 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막화 방지, 육지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촉진, 토지 황폐
화 방지, 산림지속관리 등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국제협정상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전세계적으로 개발
을 위한 산림파괴를 중단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

함과 더불어, 202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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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포함한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기 위함이 범세계적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의 <미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에 따르면, 미국의 산림 소유 및 
관리는 단히 탈집중화되어 있다.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50개 주는 광범위한 법령, 규정, 
정책수단, 모범관리실무, 역량배양사업을 활용하여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장
려하고 이에 관련한 법령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탈집중화된 산림관리체계 때문에 합
법성 검증을 위한 일체의 중앙집중식 체계를 이용하기 보다는, 산림관리 책임이 있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산림을 관리한다. 본국의 산림은 부분 사유림이기에, 연방 
법령체계는 사유재산에 한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며, 미국 시민과 기업은 재산권을 중
시한다. 이러한 탈집중화된 미국 산림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연방, 주, 지방정부 등의 실무
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장려하고,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Ⅱ. 국가 입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되었으며, 그 과정에서의 미국

의 주도율은 상당했다. 따라서, 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의 패권국으로 자리잡은 상
태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총체적으로, SDGs의 전체적인 이행방안이 불분명하고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점이 전체
적인 한계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모호성의 문제 극복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SDGs가 국가 내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 및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SDGs의 17개 방 한 목표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이에 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더불어 평가의 과정에서의 모호성 역시 존재하는데,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 및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속된 방식은 다순히 국가가 해당지표를 수집하여 국제사회
에 보고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SDG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또는 이를 목적으
로 설립된 신설 기관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해결방안은 먼저 SDGs의 이행 위한 협치구조의 설정이다.
 SDG들을 상호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정부기구들이 참여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
히 본국의 경우 연방국과 중앙정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부문 간의 통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정보와 인적자원, 기술, 전략수립 및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개척, 발전되어야 한다. 부처 간의 입장 조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지속
가능발전위원회’ 등의 범부처 조직 혹은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구 산하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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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 통계청,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학계의 표 등 참가할 수 있겠다. 이 기구는 정
부의 인정 하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 과정을 정확히 수치로 나타내기 위
해 범세계적 지표세트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2016년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
가협치에 한 의의와 응방안>이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협치구조의 
올바른 설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연차보고서가 5년에 한번 주요 개정을 
거치며 수집되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하고자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
인 협의가 요구되며, SDG 이행에 한 지역 및 글로벌 화에 비하고 적극적인 태도
를 보여야 한다. 

Ⅳ. 결론 및 기대 효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메커니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엔 SDGs 목표 이행
에 한 일차적 책무는 각 회원국에게 있으며, SDGs를 각 국가개발계획에 주류화 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몇 국가는 유엔 SDGs 이행에 한 자발적 국별 평가를 제출하고 있
고, 글로벌 차원의 SDGs 후속조치 및 이행 검토는 고위급정치포럼을 중심으로, 유엔 총
회와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기타 관련 기구와 포럼과의 협력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이
러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이에 따라 국가별 이행과정의 점검과 해결방안에 한 지속적인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
 본고는 현재 미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정을 주제와 사례별로 평가함으로써, 미국
이 어떠한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 상황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였다.
 총체적으로,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는데, 우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서의 모
호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자체의 우선순위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에게 자
율적으로 17개 지표를 조율하도록 한 과거의 행태는 국내 혼란을 일으켰으며, 과정에서
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유엔이 지정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이어 정확한 모니터
링을 위한 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신설된 범부처 조직은 정부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민간 및 비정부 기구 주도로 이루어지
기를 요하며, 특히 환경 부문의 변화를 촉구하는 SDGs는 민간의 참여가 극히 중요하기
에 위와 같은 체제는 세계시민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개발 
촉진 등 자국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SDGs의 설립 목적 자체를 부인하
는 행위로, 본국은 향후 SDGs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 패권국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정책 개선 및 세계 주도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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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물과 위생), 7번(깨끗한 에너지), 
13번(기후변화 대응),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 생태계)이 나타내고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구체화 및 

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410 ) 이름( 윤하나 )

국가: 중국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Ⅰ. 국가 현황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상 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은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우 중시하였고 1994년 3월, 국무원은 ‘중국 21세기 아젠
다’를 제정해 지속가능 발전전략의 실시를 확정하였다. 2003년 초, 국무원은 ‘중구 21세
기초 지속가능발전 행동 요강’을 발표했고 미래 10-20년까지의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 
중점과제와 보강조치를 명확히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제 15-18차 전국 표 회는 모두 
지속가능 발전전략에 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중국은 지속
가능발전을 그들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두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인가. 바로 사회, 경제, 인구, 자원, 환
경의 조화와 공동발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전세계적인 목적을 넘어 중화민족의 미래 발전
과 후손들의 복지와 연관하여 전반적, 근본적,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말한다. 

Ⅱ. 국가 입장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주로 생태, 경제,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연, 자원 
환경 보호를 기초로 하고, 경제 발전 장려를 조건으로 하며, 인류생활의 질의 개선을 목
표로 삼는다. 현 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후손 중화민족의 발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 또한 있다. 중국이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실시하는 지도사상은 
인간의 근본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기본선으로, 경제 발전을 핵심으로, 인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과학기술과 체제 혁신을 돌파구로 각각 삼아 전면적인 조
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과 경쟁력을 계속 제고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 표 회 보고서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
에 새로운 시 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처음으로 ‘부강, 민주, 문명, 화합 및 아름다운’ 사
회주의 현 화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태문명 건설을 신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격상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중국은 인민의 미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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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앞서 언급했듯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하는 목표 중에는 종합적인 국력과 경쟁
력을 계속 제고시키는 것도 있다.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 표 회 보고서가 지속가능
한 발전에 해 언급하며 ‘부강, 민주, 문명, 화합 및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 화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아, 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을 신시  중국 특색 사
회주의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공산당 전국 표 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인
민들의 생각과 제안을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생태계를 보존하여 미래의 인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의 공기업 및 사기업의 활동은 중국 인민의 미래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미래에는 환경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목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는 일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국제법 조항 제안

 I. 국가의 공기업의 활동은 첫 번째로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임이 
확실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전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II. 사기업의 활동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규제
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업에서는 국가의 권고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을 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 정보를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및 홍보물 등을 자신들의 제
품 및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Ⅴ. 결론 및 기대 효과

  우선 소비자 하나하나가 아닌 기업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업은 후 의 사람들이 누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누를 끼치는 활동을 하면 안되며, 이것은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 즉 시민 및 인민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그들
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 강력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
다. 사람들에게 훨씬 가까운 사기업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 사기업이 먼저 나서서 자
신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어 소비
자들이 망가져가는 환경에 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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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523 ) 이름( 이진섭 )

Ⅰ. 국가 현황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기형아 등 수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가해자인 미군의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7년간 베트남 전 국토의 
18%에 달하는 지역에 1200만 갤런의 고엽제를 살포하였다. 미군은 고엽제로 주로 에이
전트 오렌지를 사용하였는데, 청산가리의 1만 배의 독성을 가진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다
이옥신이 들어있어 나노그램, 피코그램 단위의 살포량으로도 인간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다이옥신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물고기가 오염되고, 이것을 먹은 동물이 오염
되며 이 동물을 먹은 인간이 오염되는 등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이옥신을 함유한 2,4,5-T는 베트남 지역에 모두 2천만 kg 이상이 살포되었
고, 특히 17도선 남부의 정글과 남부 라오스의 호치민 루트, 메콩삼각주의 늪과 수로 등
지에 집중적으로 뿌려졌다. 

Ⅱ. 국가 입장

 과거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토양 오염의 정화에 선진국의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내는 것.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기존에는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의 협상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한 금전적 투자는 베트남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또한 소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이 크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토지복원을 위한 GCF의 모금을 통해 오
염된 토지를 선진국의 신기술 지원으로 친환경적으로 복구시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
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시미즈건설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친환
경 토양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오염된 토지를 정화할 계획에 들어서있다.

Ⅳ. 결론 및 기대 효과

 베트남의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이로 인해 맺어진 파트
너쉽은 이집트, 이란의 수질정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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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번( 20614 ) 이름( 주에스더 )

Ⅰ. 국가 현황

물과 위생) 후쿠시마 원자로 오염수 해양 방류: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 후쿠시마 원자로 오염수 하루 160~170t에 달해 2022년 방류 예정,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우려

깨끗한 에너지) 발전 에너지 현황: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나, 아직 화력발전의 
비중이 74%로 가장 큰 상태. (2019년 기준) 화력발전 비중은 74%, 석탄 발전비중 28%, 
LNG발전 비중은 38%, 원자력 발전 비중은 6,4%,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수력발전 포
함 시 19.1%. 화력발전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고 석탄 발전은 발전기가 추가
됨에 따라 비중이 증가. 천연가스비중은 감소가 전망되며 원자력 발전비중은 높지 않은 
상승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예상

기후변화 응) 1. 국제기여를 통한 탄소중립화(일본 자국의 온실가스배출을 넘어 글로벌 
감소에 기여) 글로벌 배출감소에 기여_JCM 크레딧 통한 감소, 공공재정, NDC지원 등

2. 글로벌 벨류체인을 통한 탄소중립화(산업부문 배출의 탄소중립화)
글로벌 벨류체인을 통한 배출감소에 기여_친환경 자동차, 녹색IT, 고성능 철강/탄소 섬
유 등
3.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화(배출감소 기여 가능한 개발단계의 혁신기술에 해 강력한 지원)
일본에서 공급된 기술 및 제품을 통한 글로벌 혁신에 기여(LEDM 리튬이온 배터리, 셀룰
로오스 나노 섬유_CNF 등)
4, 2013년~5년까지 약 160억달러 규모의 자금 전달, 2014년 GCF에게 15억 달러및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약 13조 엔 확보 및 전
달 공약. 2015~6년까지 일본정부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에 기여한 액수: 약 23억 달
러 (2조 6천억원)
5, 글로벌 기후기술이전을 위해 Innovation for Cool Earth Forum1 통한 기술혁신 도
모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양자크레딧메커니즘2)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 
①일본 협력국 간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주요 전략[개도국 상 온실가스탐지위성 등 일본
의 독자적인 위성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정보지원, 산림분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산림전용·
황폐화방지 등 개도국 산림보호 및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야에도 기술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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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글로벌 기후기술협력과 관련한 주요 전략으로는 MOFA, MOEJ, METI 등 3개 부처 공
동으로 발표된 Actions for Cool Earth (ACE), 환경성의 기후변화 응 지원 이니셔티
브, 경제산업성의 장기 지구 온난화 책 플랫폼이 있음  
해양생태계) 홋카이도 구시로 바다: 1)해양열파 발생으로 난류성 어류 개복치 번성, 연어 
수확량이 10분의 일로 감소/ 치바현 다테야마시 하사마: 높아진 수온에 산호 번성, 해초 
감소/ 일본 전국꽁치협회에 따르면 2019년 어획량 2018년에 비해 무려 66.7% 감소

육상생태계) 시코쿠 에히메현. 귤생산지였으나 기온이 내려가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 줄어
듦 마쓰야마시에. 오히려 아열  식물 아보카도 생산을 장려

Ⅱ. 국가 입장

물과 위생) 국제적 우려를 고려한 책마련에 긍정적인 태도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응,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 환경 정책의 방향 수립에 협
조적 적극적인 태도

Ⅲ. 국가의 기존 정책 및 새로운 해결 방안

기존 해결 정책

물과 위생 2013~5년까지 3년간 이뤄진 정책 참고 정책 추진 필요

수자원: 건전한 물 순환 구축을 위한 노력 추진(물 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처리 시설의 미
보급 지역에서 하수도, 취락 배수, 정화조 등의 오수 처리 시설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효율적인 오수처리 시설 정비를 실시, 수자원 개발 시설의 건설ㆍ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
적 수자원 공급(물 순환 기본 계획에 따라 유역에서 관계 행정, 사업자, 단체 등이 각각 
연계하여 활동하는 유역 관리의 노력을 전국 각지에서 추진), 하수 처리의 보급 촉진(수
자원 개발 촉진법에 따른 수자원 개발, 이용 시설의 신축, 개축, 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인구 집중에 따른 용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한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도모)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추진(2015년 5월에 아베총리가 발표한 2015년 5월에 아베 총리가 
발표한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과 2016년 5월 G7 이세시마 정상회담 직전에 아베 총리
가 표명한 양질의 인프라 수출 확  이니셔티브에 따라 각국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민
간의 추가 자금·노하우를 이용하여 질과 양에 충분한 인프라 투자 실현 추진)

에너지 탈탄소,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저전력 필요

탈탄소 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저효율 석탄 화력발전소의 휴·폐지를 추진예정

수소 개발: 수소를 차세  기술로 연구 개발하고 실증 시험을 진행, 세계 최대 '수소' 생
산 설비 구축

1) 해수온이 평년보다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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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1. 매장사업: 2)에코스토어의 출점 확 , 효율 높은 3)히트펌프나 4)빌딩에너지매니
지먼트, 절전형 자연 냉매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냉동 쇼케이스로 교체, 리모
델링 시 LED 조명으로 교체 2. 가정공급: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한 연비 개선이라든가, 바
이오디젤 차 확 , 배송 루트 개선,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차량 도입

SDGs 추진본부는 2016년 12월 실시지침: 에너지 효율ㆍ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책, 순
환형 사회를 위해 에너지효율ㆍ국제 전개회 추진, 기후변화 책, 순환형 사회 구축 추진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여를 통한 탄소중립화, 글로벌 벨류체인을 통한 탄소중립화, 환경 
자금 기여 촉진, 기술혁신 도모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양자크레딧메커니즘2)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 필요

육상생태계 및 해양생태계 

SDGs 추진본부는 2016년 12월 실시 지침: 생물다양성, 삼림, 해양 등 환경 보전을 위해 환
경오염 응,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ㆍ해양ㆍ육상 자원을 위한 노력 응 참고

기후 변화로 인한 농, 어민(2차 산업)의 피해에 한 방안과 기후변화와 고령화를 비롯해 
나타나는 열병에 한 방안 필요=>재난 책 매뉴얼 작성 필요

Ⅳ. 국제법 조항 제안(구속력)

1조 모든 국가는 지구 상 존재하는 물을 청결하게 보존하고 각 분야에서 위생을 추구한다.
1항 각 국은 본 국의 물과 위생 관리에 있어 WTO산하 ‘WHAO(WATER&hygiene 
administrate ORGANIZATION)’기구를 설립해 감시. 감독하며 해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 미제출 시 부담금을 부여한다.
목 지속적인 노력을 도모하며 지속적 정책 진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2항 각 국은 물과 위생에 한 협력을 도모한다.
목 위생을 추구하기 위해 선진국의 위생 관리 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여
2조 각 국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노력현황을 WHAO로 보고하고 미
보고 시 부담금을 부여한다.
항 각 국은 ‘탄소 중립’ 정책을 실시한다.
목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항 ‘기후탄력성’을 강조한 정책을 시행한다.
목 각 국은 기후변화에 한 사회적, 환경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항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을 시행한다. 

목 일본의 수소 개발 정책을 참고한

항 저전력 정책을 시행한다.

2) 에너지 절전형 매장
3) 공기열이나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이나 급탕을 하는 기술
4)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최적의 에너지 운용을 지원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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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각 국은 기후변화 응을 위해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력한다.
1항 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 각 국은 미세먼지에 한 현황을 분기별로 제시하여 공유하여
2항 각 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국제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한다.
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물리적, 정신적, 이로 인한 2,3차적 피해를 포함하여
   ㄴ2차적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및 전력공급 중단을 일컫으며.
   ㄴ3차적 피해는 계절에 따른 정전 및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병 및 냉병
을 포함하며
3항 각 국은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한 응책 마련에 협력한다.
목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 어민에 한 보장 및 보호정책을 마련하여
목 비정상적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Ⅴ. 결론 및 기대 효과

물과 위생분야에서의 감시기관 설립으로 각 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도모하며 지속적 정책 
진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각 국은 기후변화에 한 사회
적, 환경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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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 창 업

대표운영자: 2학년 4반 장채은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2020년을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작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연단 PLUS <모의 창업> 분야에서는 ‘언택트(Untact)’와 ‘온택트(Ontact)’를 권장 
주제로 하여 가상의 기업을 창업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며, ‘모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기업을 어필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
희 운영진이 참가자들과 함께 고취하고 싶었던 <모의 창업>의 운영 목표는 크게 세 가지
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관철한다. 
  둘째, 기존의 사회와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셋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한다. 

  시 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 에 발 빠르게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미래를 주도하는 가치는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분야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조적인 가치에 한 고민을 마음
껏 펼쳐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11개 팀의 11개 산출물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4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나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일부 제한되어 표 운영진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활동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출물에 담긴 운영진과 참가진의 노고, 그리고 
빛나는 아이디어는 어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운영진과 참가진 여러분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열린연단 PLUS <모의 창
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모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준 모든 운영진과 참가진에게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운영 기획에 많은 도움을 준 
교내 학술동아리 TIMES 부장 서효원, LTE 부장 박상원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열린연단 PLUS의 모든 활동을 총괄해 주신 이의원 선생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
신 2학년부 및 인천국제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아이디어로 미래를 주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의

창업

1 20504 류시아 20505 류진

2 20520 송주영 20521 오은택

3 20413 전지현 20414 전해인

4 20509 유하임 20519 박준원

5 20511 이해슬 20514 홍혜연

6 20515 권윤석 20518 박성호

7 20517 박상원 20522 이승현

8 20424 정의준 20617 박문수

9 20418 김주호 20619 배정민

10 20411 이유나 20412 장채은

모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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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TAILOR: 취향을 재단하다, 의류 서브크립션 서비스>

Ⅰ. 창업개요1)

참가자 
정보

20504 류시아
20505 류진

1. 문제 제기
 2020년 브랜드 파이낸스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해 의류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는 최  
20%까지 하락할 것이며, 공장폐쇄, 부서진 공급망,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고객기
반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30일 발간한 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재산업 영향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산업은 패션의
류 업종이다. 지난 4월 국내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 비 23.4% 감소한 4조9천100억
원이다.

2. 원인 분석
  소비심리의 위축은 절 적인 근로소득의 감소를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
한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시장 환경 악화에 따라 취업인원수가 줄어
들고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해 근로소득은 가구당 평균 347만 7천원으로 1.1% 줄었고 사업 
경영 소득도 99만 1천원으로 1% 감소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의류’ 산업과 화장품 업계의 침
체 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산업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구매층이 확장되며 가정간편식, 온라인 신선 식품 구매, 배달음식 등의 
수요가 증가했다. 올 1분기 식음료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비 9.7% 증가했고, 특히 농축
수산물은 4월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도월 비 69.6%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 꾸미기에 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홈퍼니싱 관련 소매 판매액은 지
난 4월 전년동월 비 23.9% 증가세를 보였다.  즉, 절 적인 근로 소득감소로 인해 소비심리
가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재와 주거에 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거리두기 장기
화에 따라 패션 업계가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문제 해결
  (1) 혁신적, 창의적 해결 방안
  구글 트렌드의 Subscription bow(정기구독 박스) 키워드에 한 관심도 그래프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지만 음악 스트리밍 산업과 동영상 콘텐츠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정
기구독 서비스와 의류 패션 산업을 접목한 창업을 시도해보았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Subscription Commerce)는 ‘정기구독’과 ‘상거래’를 합친 말로, 최근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초기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신문이나 우
유와 같이 일관성 있는 상품이 부분이었다면 최근엔 셔츠, 면도날, 양말등 그 영역이 확장되
고 있다. 또한 넘치는 광고와 정보 사이에 선택 장애를 겪고, 비교 구매를 할 만큼 열정적이지 
않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알아서 배달해주는 서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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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크립션 커머스는 매력적인 안이 될 수 있다. 

  (2) 창업하려는 아이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와 장인 정신을 종합하여 유행에 민감하고 과시적인 소비를 보이는 현
인들의 의류 패턴을 공략한다. 또한 기존 량 생산 방식에서 발생한 의류 품질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1:1 매칭 서비스를 주도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류 환경을 조
성한다. 

1. 창업 배경

2. 기업 및 아이템 소개
  ① 기업명 및 아이템명: TAILOR / 의류 정기구독 서비스 
  기업명은 ‘TAILOR(테일러)’이며, 재단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의류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취향에 맞춰 옷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사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소비자를 항상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업 아이템은 의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선정했는데, 기존의 구독 서비스와 다른 차별점을 두어 소비자를 유도
할 계획이다. 사이트를 통한 배송 서비스로 운영된다.

  ② 사업 모토: ‘취향을 재단하다: Your taste, your tailor’

  ③ 기업 로고 및 이미지:
  본 기업이 추구하는 바는 접근하기 어려운 명품이나 고급 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패션 브랜드
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자의 맞춤 재단사의 입장으로 다가가 친
근함을 주고, 의류 구입 과정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친
근하면서도,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결제해 앞으로 올 나의 옷을 기 하는 설렘을 제공하는 역
할과 동시에, 기존 량 생산 방식에서 발생한 의류 품질 문제가 개선된, ‘옷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세심한 나만의 재단사’로 자리를 잡아 나갈 예정이다

그림 1. TAILOR　기업 로고 그림 2. 기업 컬러 이미지
  

3. 사업 세부 운영 계획
  ① 사이트 운영 구조
- 상품 등록 및 구매 방식
  운영 구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구조를 참고해 이용자가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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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판매자의 경우, ‘입점신청서 작성-입점심사-상품DB URL등
록-상품등록’의 과정을 거쳐 사이트에서 자신의 브랜드 및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검증된 브
랜드가 아닌 자영업자나 의류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들의 상품을 검수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등록 이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의 브랜드를 개설해 제품 판매를 시작할 수 있
다. 해당 브랜드 내에는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포함될 수 있다. 이후 클래식, 모던, 포멀, 빈티
지, 스트릿 등을 주제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게 된다. 포트폴리
오에는 자신의 프로필 및 여태까지 작업했던 의류 사진 등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정보들이 포
함된다.
  소비자는 가입 전, 성별이나 연령, 체형과 관련된 자신의 기본 치수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쇼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판매자(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피드에 제시해 놓은 다양한 의류 테마 중 자신의 
선호에 따라 해당 테마를 선택해 의류를 배송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는 다른 소비자의 의류 리뷰를 확인해 자신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선택
한 테마를 확인하고, 자신이 생각해둔 테마의 옷을 소비자의 프로필을 통해 본 치수를 참고해 
맟춤형으로 제작하게 된다. 이 옷은 기업에서 검수 후, 소비자에게 한 달에 한 번 랜덤박스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즉, 소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신이 선택한 디자이너에게 한 달 동안 
입을 옷을 맡긴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 디자이너 연결 방식
  해당 디자이너마다 가지고 있는 매장 및 자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신
이 감당할 수 있는 옷의 제작량도 디자이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올
리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는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주문량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상품 구입에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이
너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더욱 편리하게 알 수 있게, 주문이 꽉 찬 디자이너의 경
우 ‘주문 완료’ 표시를 띄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30명인
데 20명의 주문 신청이 이미 마감되었다면, 주문 마감 표시가 뜨고, 아직 주문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는 10명의 디자이너가 상단에 명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디자이너 1인당 약 5명의 고
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문자 수는 개인의 재량에 따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②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맞춤형 ‘나만의 옷’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면담 기회 제공: 소비자가 의류 테마를 선정하기 전, 개인별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이트에 입점한 브랜드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매장이 존재하는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는 매장 직접 
방문과 온라인 상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매장 방문을 원하
는 메뉴 및 시간을 고객이 선택하고, 매장에 내점에 컨설턴트와 스타일링을 상담할 수 있다. 
컨설턴트와 함께 매장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의상 스타일을 제안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을 원하지 않거나 상품 매장 없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는 브랜드의 경우, 온라인 상담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피드백 및 설문 서비스: 옷 구입 시 핵심이 되는 것은 소비자가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했는
가’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리뷰는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고, 판매자에게는 앞으로의 옷 제
작에 있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영향력이 큰 과정이다. 따라서 본 기업에서는 사이트 운
영 시 자신이 ‘믿고 맡겨 받은’ 옷에 한 피드백을 보내고, 피드백 작성 시 사이트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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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피드백 작성을 통해 다
음 기회에 더 좋은 품질의 옷을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디자이너는 이를 바탕으로 발전
할 수 있으며 다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배송 시 피드백이 반영된 랜덤박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판매자 대상 서비스: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시스템을 활용한 예측 서비스 제공 

  판매자 확보를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인기 검색어,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판매자가 유행할 패션을 예측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의류 공장 
등에서 자신의 샘플을 생산하고, 신청자를 상으로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관련 소셜미디어에 
홍보하게 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클릭 수 및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재주문과 생산수량 등
에 관한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 소비자에게 한 달에 한 번, ‘나만의 취향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전반적인 소비자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호하는지의 접근도 시도할 계획이다.

  ④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추진 계획
  앞서 제시한 개인별 면담 기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직접 운영되고 있는 의류 매장과 기업
의 사이트를 연계할 예정이다. 사이트 운영을 핵심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매장에 방문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장 
이용 감소와 상가 공실 증가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관한 해결책이다.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O2O 서비스를 확 해 나갈 것이다. ‘TAILOR 쿠폰 ’을 온라인 이용 고객들을 

상으로 발급하는 것을 통해 오프라인 사용 시 할인이나 온라인 포인트 추가 지급이라는 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의 활성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1. 시장 분석
(1) 기업 외부 환경 분석: 거시 환경 분석 (PEST 분석)

정치적 환경 (Political) 경제적 환경 (Economical)

'패션 팩트'협약이 체결됨.
전 세계 32개 패션 업체들이 모여 패션 산
업이 기후변화, 생물 종 다양성, 해양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고 약속했고, 패스
트패션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패션에 해 
고려하게 됨.

2020년 한국 패션 시장은 코로나 19 악재
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지
속될 전망이다. 전년 비 5.3% 하락한 39
조 4376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 
19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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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 및 유사업체 조사
 ① 메차카리
  메차카리는 월 구독료 5800엔을 내면 스트라이프가 전개하는 브랜드 상품 약 1만점중 마음
에 드는 옷 3벌을 빌려주는 스마트폰 앱 기반 서비스이다. 빌린옷을 반납하고 다른 옷을 여
할 수도 있다.
 ② 미하이삭스
  미하이삭스는 양말을 정기배송하는 업체다. 최근 양말도 패션으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양말에 

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서비스다. 한 달에 6900원을 내면 양말 세 켤레를 
받아볼 수 있으며 30·40  남성 고객들이 부분이다.
 ③ 클로젯셰어
  클로젯셰어는 의류와 핸드백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핸드백은 프라다, 입생로랑, 
구찌 등 명품 브랜드가 주를 이루며 4주 이용 가격은 품목이나 상에 따라 5만5000~9만9000
원 사이다.
 ④ 톤28
  톤 28은 전문적인 피부 측정 뒤 화장품을 제조 배송한다. 일반 화장품의 재 구매율이 약 3%
이며, 해당 업체의 맞춤형 화장품의 재구매율은 28.3%로 10배 가까이 높다.

(3) SWOT 분석

사회문화적 환경 (Social-culture) 기술적 환경 (Technological)

사회관습에서 벗어나 점점 다양해지는 삶
의 패턴을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옷을 추
구하게 됨. 이런 소비 경향은 운동복과 패
션이 만난 애슬레저룩을 넘어 업무와 여가
에 모두 적합한 데일리 웨어의 확산으로 
이끌어짐. 

다양한 센서들을 옷에 부착해 호흡, 체온 
등 여러 생체 신호를 얻는 스마트 의류와 
고기능성 섬유에 디지털 센서, 초소형 컴퓨
터 칩 등 여러 기술을 옷에 넣어 주변 환
경에 해 의복 자체가 자극에 반응하는 
디지털 의류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기존에 소비자가 자신이 고를 옷을 선택
하는 것에서 차별점을 두어, 소비자는 받
고 싶은 옷의 테마만 설정하고 취향에 맞
춰진 옷을 랜덤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새
로움을 느낄 수 있음
- 기존의 방식이 소비자가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 직접 매장에 들러 사
이즈를 재거나 사이트에서 주문 시 제시된 
사이즈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면, 소비자
의 기본 정보 입력시 맞춤 옷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구독 서비스로 소비자가 제품의 묶음을 
선택했을 시, 고른 테마에 맞춰 옷을 보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옷
이 배송될 수 있음

-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고객과 공급자의 
수에서 불균형이 이뤄져 자신이 원하는 
디자이너와의 1:1 매칭이 곤란해질 수 
있음

- 개인 치수에 맞는 맞춤 디자이너의 옷이
므로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
불 처리가 힘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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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전략 도출
  위의 분석 툴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본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우선 빠
른 트렌드 변화로 낭비되는 옷을 보며 사람들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자 H&M, 아메
리칸 이글등의 거  패션기업들이 ‘의류 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브스크립
션 서비스와 유사하고 빠른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점에 있어 ‘의류 여 서비스’는 체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기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우고자 한다.

  ① 내가 선택한 디자이너에게 믿고 맡기는 ‘나만의 옷’
  기존 의류 정기구독 서비스를 살펴봤을 때, 소비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 의류들 
(양말, 속옷) 을 배송하거나 여해주는데 그쳤었다. 이에 반해 본 기업은 매장에서의 개인별 
맞춤 치수 측정과 그에 따른 디자이너 매칭을 통해 정기구독 서비스에서 나아가 소비자에게 
‘나만의 옷’을 제공할 수 있으며,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의류학과 학생, 소규
모 자영업자 등 의류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철학이 담긴 의류를 제작하여 제
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고객유지 계획
  정기구독 서비스의 장점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서비스와 맞지 않는 고객이 생기게 되는데, 고객유지율도 감소하게 된
다. 따라서 본 기업에서는 전체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의 입맛도 고려할 
예정이다. 고객이 디자이너의 옷을 받고 남긴 피드백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이용자의 의
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꾸준히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
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취향에 맞춘 옷을 추천하고, 기존에 입력한 정보인 체형이나 취향과 같
은 고객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임. 특히 기존 브
랜드뿐만 아닌,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자영업자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기에 판매자
의 높은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음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매장에 직접 방
문하기보다는 사이트로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음
-아직까지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
생이나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사이트가 존재
하지 않아 새로운 기회로 비춰질 수 있음

- 배달업의 단점 중 기업 적자가 많이 발
생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초기 수익구조
를 잘 잡아놓지 않으면 사업이 제 로 운
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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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인 정신’과 정기 구독 서비스의 결합
  자영업자들이나 마이너 브랜드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단순 량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
는 경우가 많아 옷의 원가는 싸지만, 옷의 비용은 높은 편이고 드는 비용에 비해 옷감이나 옷 
자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기업의 경우, ‘나만의 옷’이라는 컨셉을 가지
고 있어, 이를 최 한 활용할 예정이다. 물론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다는 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기구독 서비스의 특성상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옷을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단점이다. 또한 디자이너마다 작업실 유무 및 만들 수 
있는 옷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프로필 상 
명시를 해둘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세심한 고객관리 서비스’, ‘나만의 옷장’ 이라는 기
업 이미지 확보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2. 생산, 유통, 판매

  (1) 상품의 종류
  의류를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상품은 의류를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앱 가입 전 여
성과 남성 혹은 논바이너리로 나누어 치마, 원피스, 넥타이 등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젠더리스 
의상의 경우 공통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의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판매 플랫폼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와 연동된 패션 구독 앱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자 한다. 메인 홈에서
는 나와 매칭된 디자이너의 현 제작 상황이 올라오고 앱 검색기록과 배송 기록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디자이너와의 새로운 매칭의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또한 한
달 매칭량을 채운 디자이너와 매칭 수량 남은 디자이너, 아직 매칭되지 못한 디자이너를 ‘신호
등제’로 표시하여 매칭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3) 배달 방식
  상품을 각 디자이너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각 디자이너의 책임감 있는 상품 
제작과 본 기업의 철저한 검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주문상품 배달 전, 상품을 모두 취합해 본 
기업에서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후 물류 센터의 배송 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의 경우, 수익 구조를 참고해 위험 부담이 높은 새벽배송, 샛별 배송은 
지양할 예정이다. 배송 가능 지역은 많은 물류 창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을 
상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후, 배송 가능 지역
을 확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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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및 마케팅 방안 
① 4P 마케팅 믹스

② STP 분석 및 포지셔닝
 - Segmentation (시장 세분화)

- Targeting (목표 시장 선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분야를 막론하고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동영상 컨텐츠에 압도적으로 몰려있
다. 따라서 새로움과 편리함을 겸비한 의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레드오션인 서브스크
립션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 Positioning (위치 선정): 사용자와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을 시도했다. 초기 기업 서비
스의 포지셔닝은 의류에 관심이 많은 Z세  및 의류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
에게 적합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 그리고 평소 옷을 골라 입
는 상황에 지쳐 구독 서비스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상황에 이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비용 및 수익 구조
① 비용
제휴 맺을 업체: 렌탈 의류 제작업체, 신상 의류 피팅업체, 의류 보관 및 관리 업체
- 고정비: 관리직 월급비, 앱 서비스 개발 및 운영비, 점포 관리비, 세금
- 변동비: 직접 노무비, 전력비, 디자이너 유치 비용, 재고 관리 및 검수 비용, 개인별 맞춤 상

담 서비스 진행 비용

Product Price
- 각 소비자의 취향을 공략하기 위한 의류
/패션 카테고리 다양화 
- 우수 판매자 착관리를 통한 퀄리티 높
은 상품 안정적 확보

- 공급자: 활발한 디자이너 유치를 위해 초
기 등록 수수료 면제 및 광고 수수료 다변화 
- 소비자: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안정적
인 수입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조정 가능

Place Promotion
- 사이트를 통해 주문, 예약을 받는 방식
- 다양한 소재의 의류를 손상없이 보관하
기 위한 재고 관리 장소의 확보
- 설립 초기에는 본 기업의 주요 소비자 
층이 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의 운영(빠
른 컴플레인 처 기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본금 마련 후 체
험 서비스 제공과 틈새 시장 공략으로 이
용자 확

성별 여성, 남성 등
연령층 청소년, 청년(20~30 ), 중년(40~50 ) 장년 노인(60  이상)
직업 직장인, 주부, 무직, 자영업자 등

가족 형태
가족과 함께 삶, 1인 가구(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독거노인, 
자취)

지역 수도권, 수도권 교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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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② 수익 구조: 
- 입점료: 입점업체 심사 및 선별에 들어가는 인건비/ 서버 트래픽 비용등을 명목으로 플랫폼
에 입점하는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비용
- 판매수수료: 전체 거래액에 하여 정률적인 수수료를 부과 
- UI를 활용한 광고 수익: 사이트의 디자인에 포함된 배너에 광고를 싣거나, 서비스의 일정지
면을 할애하여 특정 브랜드 혹은 상품을 홍보하는 기획전, 상위노출 방식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음 
- 자체 컨텐츠/ 부가 서비스 판매: 테일러의 PB 상품 제작 

[예상 초기 기업 재무제표] : 자본금 5000만원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예상 손익 계산]

4. 기대효과
① 의류 산업 활성화 및 
②



모의창업◀

155인천국제고등학교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56 http://ii.icehs.kr



모의창업◀

157인천국제고등학교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58 http://ii.icehs.kr



모의창업◀

159인천국제고등학교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60 http://ii.icehs.kr



모의창업◀

161인천국제고등학교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62 http://ii.icehs.kr



모의창업◀

163인천국제고등학교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64 http://ii.icehs.kr



모의창업◀

165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Unknown Manage(실시간 홈트레이닝 서비스)>

Ⅰ. 창업개요1)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참가자 
정보

20520 송주영
20521 오은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점차 포기하게 되었다. 특히 헬스장
과 같은 운동 시설 방문에 해서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강에 한 가
치를 중시하고 ‘운동인’으로 살아남으려는 이들의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
보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Unknown Manage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이전에는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 모여서 하던 운동을 비 면으로 집에서 혼자 하는 
홈트레이닝, 일명 홈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홈트 문화가 성행하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간단한 운동기구 구매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보다 확실한 홈트레이닝을 위
해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과 같은 유산소 운동에 유용한 기구부터 시작해 덤벨, 케틀벨 등 웨
이트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는 소도구들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SNS를 통해서도 
활발해진 홈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홈트레이닝’, ‘#집콕운동’ 등 홈트와 관련한 해시태
그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차트 1 : #홈트레이닝 분석 결과]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마케팅 플랫폼 미디언스를 통해 관련 해시태그를 분석한 결과 ‘#홈트레
이닝’을 포함한 포스트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누적 포스트 또한 전년
도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기간별 트렌드 분석의 결과로는 단기
적으로 급상승,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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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아이템 설명
Unknown Manage는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1:1 혹은 1  다수로 전문가의 즉각적인 피드
백과 함께 효율적으로 홈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요가부터 컨디셔닝 운동, 근력
운동까지 전문 강사진을 통해 폭넓은 운동을 서비스하며, 아이템 구조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
션(앱)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은 SNS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등 온라인 광고와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관심 운동 분야를 선택하고 회원 가입을 하여 다
양한 강좌를 확인할 수 있다. 
  1) 일반 회원제
일반 회원의 경우 한 강좌당 월 7만원의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인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보다 저렴하다. 헬스 및 피트니스 이용 실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이용 가격 조사
에서 서울 및 6  광역시의 헬스 및 피트니스 센터 500곳에 하여 가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월 평균 이용료는 80,683원이었다. 다만, 시설과 위치에 따라 최저가가 20,000원인데 반해 
최고가가 356,400원으로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Unknown 
Manage의 이용료는 실질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운동 물품
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2) 센터 회원제
일반 회원제와 달리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센터 등과 연동하여 기존 센터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pt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센터 회원제도 있다. 센터 회원은 각 센터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pt 
비용을 센터로 지불하고, 센터는 Unknown Manage와 제휴를 맺어 회원 1인당 월 4만원의 가

[차트 2 : #홈트 분석 결과]

 ‘#홈트’를 포함한 포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포스트 건수가 가장 많았던 4월에 
약 1M 건을 달성한 반면, 2020년 포스트 건수가 가장 많았던 11월의 경우 1.3M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적포스트 그래프 또한 2020년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보자들이 운동을 배우기 위해 홈트레이닝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바로 동영상 콘텐츠
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검색만 해도 수많은 영상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또한, 클래
스 101과 같은 유료 온라인 클래스로도 영상을 통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
존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큰 결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실시간 홈
트레이닝 서비스, Unknown Manage를 구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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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Unknown Manage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센터들은 일반 회원제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신 운동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이를 통해 
일반 회원에게도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존 아이템과 비교. 차별점
 기존의 아이템은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결점을 가진다. 신체의 기능을 강화
하거나 근성장을 이루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실시간 피드백이 중요하다. 정확한 자세와 방법이 
아니라면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부상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정환, 조세홍 
(2018)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집에서 운동하는 현  성인남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혼자 운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 올바른 운동 자
세를 배우지 못한 채 운동을 시작하여 운동을 하여도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 PT를 받을 때 헬스 트레이너가 자세를 잡아주고 옆에서 보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온라인 유료 클래스는 실시
간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신희란(2017)은 사용자들이 홈트레이
닝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The Five whys를 입했다. 사용자들이 홈트레
이닝을 그만두는 이유는 부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었으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인지 모르겠고, 잘 따라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인지 모르
고 잘 따라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혼자 단순히 보고 따라하기만 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포인
트는 스스로 운동이 잘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고안한 실시간 홈트레이
닝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진행하며 이용자는 자신이 현재 하
고 있는 운동이 제 로 진행되고 있고 효율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지속적인 만족감과 안
정감을 제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Unknown Manage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초보자들이 하는 홈트레이
닝의 경우, 헬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중량의 바벨, 머신 등을 사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과 달리 맨몸 운동 혹은 간단한 기구나 도구만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부분이다. 따라서 모바
일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도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헬스 
유튜버들 역시 맨몸운동과 같은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Unknown Manage는 손쉽게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이템의 결점을 보완하여 차별성을 가진다.

3. 소비자 기  효과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피트니스 센터가 영업이 불가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에 시위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팬데믹은 온택트 산업의 성행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4차 산업혁
명 시 의 여타 기술들과 접목되어 향후 더욱 발전이 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
동에 주목하여 헬스케어 산업 역시 온라인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
라 실시간 홈트레이닝 서비스, Unknown Manage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기

 효과는 크게 센터와 회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센터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이 불가
능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회원의 경우 센터
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통해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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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1. 시장 분석
 글로벌뷰리서치는 전세계 피트니스앱 시장규모가 2018년 24억달러에서 2026년 209억달러로 
9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랜스퍼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글로벌 홈 피트니스 앱은 
2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30년 홈 피트니스 앱 시장 가치
가 260억 달러(약 31조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현재 홈트레이닝의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고안한 아이템이 시장경쟁력
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홈트레이닝 시장과 해외 홈트레이닝 시장을 각각 분석
했으며, 해외 홈트레이닝 시장 같은 경우 세계에서 홈트레이닝 산업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시장
을 선정해서 분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비 면 홈트 시장은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홈 트레이닝 관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관련 사업을 확 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홈 트레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AI 홈 트레이닝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이동통신사다. 그간 이통3사는 증강현실(AI)과 가상현실(VR) 기술·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가한 바 있다. 이 기술을 토 로 홈 트레이닝 분야 진출을 꾀하는 중이다. 지난 4월 기준 LG유
플러스가 제공하는 스마트 홈트의 3월 월평균 이용자 수가 1월 비 38% 늘어났다. 동일 기간 
이용자가 실제로 운동을 실행한 횟수는 100% 증가한 3만 건을 기록했다. 스마트 홈트는 LGU+
와 카카오 VX가 협력해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 250여 편의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
비스다. AI 코칭과 AR 자세보기 기능을 통해 혼자하는 홈 트레이닝이지만 자세를 교정받을 수 
있다. 2018년 '눔' 서비스를 시작으로 AI 홈 트레이닝 시장을 개척하던 KT도 사업을 한층 강
화한다. 올 하반기에는 고투 피트니스, 건강한 친구들과 사업 제휴를 맺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고투 피트니스가 진행 중인 생방송 운동 프로그램 
'라이브 GX'도 연내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홈 트레이닝이 부상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마이베네핏은 위벤처스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투
자받았다. 마이베네핏은 동작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키오스크 코치 '
버추얼 메이트'를 제조하고 있다. 온라인 홈 트레이닝 서비스 리트니스도 시드 투자를 받았다. 
리트니스에서는 트레이너와 수강생이 영상통화를 통해 비 면 PT 수업을 진행한다. 클래스101
은 10월부터 기존 교육콘텐츠와 다른 비 면 운동 전용 카테고리인 ‘클래스101 짐’을 선보였
다. ‘클래스101 짐’은 집에서 전문 트레이너의 온라인 클래스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콘텐츠
다. 가장 먼저 실내 사이클을 이용한 ‘스핀바이크’ 관련 수업 3개를 내놨다. 수업은 1년 단위 
구독상품으로 판매한다. 클래스101은 스핀바이크 수업을 시작으로 맨몸운동 등 여러 종류의 전
문 수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스101은 운동, 드로잉, 음악, 마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온라
인 수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회원 수가 올해 1월 
80만명에서 8월 150만명으로 증가했다. 클래스101 측은 “비 면, 온라인 수업이 빠르게 보급
되면서 집에서 본격적으로 운동하려는 홈트레이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
다. 카카오 에듀테크 계열사 야나두는 9월말 클래스101보다 앞서 홈트레이닝 시장 진출을 본격
화했다. 야나두의 홈트레이닝 플랫폼은 ‘야나두 피트니스’이다. 첫 서비스는 ‘야핏 사이클’이다. 
실내 사이클을 연동해 운동하는 점은 ‘클래스101 짐’과 유사하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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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 동기부여 요소를 더했다. 야나두는 연내 홈트레이닝 강의만 
500여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100명 이상 전문강사 강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야나두 
측은 “운동은 공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며 “영어공부 플랫폼에서 쌓은 
동기부여 요소를 홈트레이닝에도 응용해 시장을 선점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운동수업
에 특화한 전문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라피티는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 단위로 실시간 온라인 
운동수업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첫 시범서비스 이후 2주 만에 약 1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현재 개설된 수업은 헬스, 요가 등 오프라인에서 인기 있는 운동이다. 신민섭 라피티 표는 
“헬스부터 필라테스, 요가, 명상, 춤까지 어디서든 바로 실시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특
징”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 의 표적 비 면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고 말했다. 
 미국 내 피트니스센터 회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International 
Health, Racquet & Sportsclub Associatio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 피트니
스센터 등록 회원 수는 624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
하는 수치이며 그중 20세부터 64세의 피트니스센터 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피트니스센터 
회원수 증가 추이에 비해 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 5년간 0.2% 소폭 상승했다. 홈트레이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회원들을 잡기 위해 회원권 가격이 저렴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코로나
19 발생 후 정부 방침에 따라 피트니스센터가 장기휴관하면서 6240만 명의 피트니스센터 회원
들이 운동할 공간을 상실했다. 야외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홈트레이닝에 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동기구 구매수요도 동반 상승했다.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집계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35만 6900명의 인구가 피트니스 강
사로 종사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장기휴관은 이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 이에 
940억 달러에 달하는 피트니스센터 산업이 화상으로 트레이닝 받는 비 면 채널 서비스로 옮
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현실(VR) 피트니스센터는 CNN, CBS 등 미국 주요 매체를 통해 집
중 조명되고 있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피트니스 기구 출하량의 34.3%가 수출용, 27.6%가 가정 
또는 개인용, 나머지는 피트니스센터와 기타 상업시설용이다. 코로나19 발생과 별개로 가정 또
는 개인의 피트니스 제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소비층은 집 안에 다양한 운동
기구를 비치할 수 있는 고소득자이다. 코로나19 확산 후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홈 트레이닝 
기구 구매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 3월 피트니
스 기구 판매가 2019년 동기 비 1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헬스사이클, 아령, 벤치프레스 
장비가 각각 170%, 181%, 259%씩 증가했다. 미국 운동기구 제조시장은 Brunswick 
Corporation 등 상위 4개 제조사가 44.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소업체가 55.5%를 
점유한다. 참고로 업계 1위 Brunswick Corporation은 자회사 브랜드로 Life Fitness, Cybex, 
SCIFIT를 소유하고 있으며 업계 2위 Amer Sports Oyj는 Precor, Queenax를 소유하고 있
음. 이외에 2012년 뉴욕에서 설립된 Peloton Interactive사가 가정용 사이클링을 주력으로 시
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홈트레이닝 기구에는 표적으로 러닝머신, 일립티컬 및 스텝머신, 
헬스사이클, 역기 및 아령, 유압식 운동기구, 기타(운동 보조기구)가 있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홈 트레이닝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 트레이닝에 한 
관심이 시들지 않는 것은 온라인 통계로 알아볼 수 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22에 불과했던 홈 트레이닝 관심도는 지난 4월 12일 최고치인 100을 기록했다. 5월 말에는 다
시 44까지 떨어졌지만, 다시금 상승하면서 6월 첫 주 81까지 관심도를 회복했다. 코로나19발 
외출제한으로 헬스장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콘텐츠에 한 수요가 향후 운동
기구 시장을 지속성장시킬 것으로 기 한다, 1:1 퍼스널 트레이닝 기능이 갖춰진 첨단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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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한 러닝머신과 일립티컬 머신이 운동기구 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운동 
기구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홈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온디맨드 방식의 온라인 수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홈트
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하나의 방법이다.

2. 마케팅 전략
 Unknown Manage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한 SNS 마케팅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 요가 센터 등과의 제휴로 안정적인 소비
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SNS에 업로드되는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포스트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홈트레이닝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점에
서 유튜브 광고 역시 비용 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3. 재무 계획
1) 비용

목차 SNS 마케팅 유튜브 광고
홈페이지 

제작
앱 제작

트레이너 
고용

합계

비용 월 110만원 월 5만원
약 

200만원
약 

100만원
1인당 

월80만원

초기비용 
300만원

월195만원

광고 행업체 카페24에 따르면 SNS 마케팅 비용은 월 110만원이다. 유튜브 트루뷰 광고 비용
은 월 5만원이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약 200만원이며, 앱 제작 비용은 약 100만원이다. 

2) 초기 자금
초기 자금 마련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센터 제휴
Unknown Manage에서 초기의 안정적 수입원은 센터와의 제휴이다. 다수의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센터에도 이익이 되는 제휴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주요 수입원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지원사업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테계 구축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야의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비는 현금 총 2,550백만원이다. 또한, 전남에서는 2020년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최  2억원을 지원하고, 인천에서는 2020년 바이오·헬스케
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헬스케어 관련 산
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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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

Ⅰ. 창업개요

참가자 
정보

20413 전지현
20414 전해인

1. 배리어 프리 영화의 문제점 : 
(1)배리어 프리 영화란? 
건축학 분야에서 ‘배리어프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래로 배리어 프리는 물리적/제도적 
장벽 뿐 아니라 각종 차별과 사회적 편견의 장벽을 없애자는 개념으로 이용되어왔다.이 개념이 
영화산업에서 사용될 때 ‘배리어 프리 영화’라고 불리며, 본 보고서에서는 배리어  프리 영화에 
주목하였다.
 배리어 프리 영화 이용의 주요 상자는 시청각 장애인이다. 그래서 일반 영화가 화면과 소리
로 구성되어있는 방식인 것과 달리, 배리어 프리 영화는 화면 정보를 소리로, 소리 정보는 자
막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영화를 전개해나간다.
 배리어 프리영화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2012년 배리어 프리 영화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제작과 
상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제작된 배리어 프리 영화는 ‘변호인’, ‘아이 캔 스피
크’, ‘심야식당’ 등 총 55편이 제작 및 상영되고 있다. 

(2) 배리어프리 영화의 문제점 :
 시청각장애인에게 문화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배리어 프리영화의 본래 목적과 달리 
배리어프리 영화 제공률은 저조한 실정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
르면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는 1,627편인 반면,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9편만이 개봉했다. 배리
어프리 영화의 수만큼이나 상영장소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59개가 존재하지만 실제 상영관은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에 
스크린 기준 300인 이상 영화상영관에 해 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를 제공하라고 규정
이 되어있으나 현행법에는 장애인도 볼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상 자체가 영화관의 편의 제공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각장애인들이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공받는 
것은 당사자 단체들의 요구와 영화관 사업자의 선의가 있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보고싶은 영화와 장소를 선택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인식 역시 배리어 프리 영화의 저조한 공급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 배리어 프리 영
화 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처럼 한국 또한 배리어프리 영화를 문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함으로
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에 초점을 둔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타겟층이 일반 영화에 비해 적고 
상영또한 적어 수익률이 적은 편이다. 그로 인해 저작권이나 상영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배리어프리 영화의 제작이 어려워지게 되어 배리어 프리영화의 공급과 상영관이 부족해지고 있
는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2.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진배; 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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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및 범위

 배리어프리 영화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배리어플영화에 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배리어 
프리 영화의 수요에 비해 배리어프리 영화의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영화관에서 상
영하는 횟수 또한 제한적이어 편의를 누리는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한정적 공급과 상영관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인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가 제작된다면 시청각 장애
인들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활한 문화생활을 즐김으로써 ‘배리어프리’라는 본래의 목적
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의 목적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의 목적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리어프리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이를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화제작사와 시청각장애인 사이의 매개체로써의 역
할을 행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1. 창업아이템 소개
(1) 기존 배리어프리 문제점 해결 : 
 기존 배리어프리 영화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영화관 상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를 통한 배리어프리영화는 플랫폼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저작권 문제와 상영비 문제 등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pc 방식, 즉 시
청각장애인들이 광고를 누르면 광고를 관람하게 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광고비를 
얻고, 시청각장애인의 플랫폼을 통한 영화 이용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2) 목적 달성 방안 :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영화이용을 위해 플랫폼 이용에
서 편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각장애인의 플랫폼 이용을 위해 음성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성을 통해 플랫폼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광고 
도입에서도 ‘진정한 배리어프리’ 달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기 위해 광고 역시 시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홍보등의 광고만을 택하며, 광고 진행방식 역시 영화 시작 직
전에 동영상광고를 통해 시각장애인들 또한 광고에 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
다.

(3)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비율 상승 방안 : 
 배리어프리 영화가 제작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제작과정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해보
았다. 그 중,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하는 인원을 늘리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택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현재 비 면
이라는 하나의 트렌드로 학생들의 외부봉사활동의 기회가 감소한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배
리어프리영화 제작시 학생들이 참여하면 봉사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여 학생들의 참여율
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전문가들만이 영화 제작에 참여해왔던 기존의 방식보다 제
작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림으로써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함으로
써 배리어프리 영화의 필요성에 한 사회적 인식 역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가 제작되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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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판단하여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빙과 영상 제작은 기존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
되, 자막 본과 화면 해설 본처럼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래의 그림 참고)

2. 기존 배리어프리 영화와의 차별성 
(1) 제작 비용 감소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할 때는 본, 사운드제작, 연출, 자막제작, 자막 본, 제작 프로듀서, 
내레이터 등의 인원이 참여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한국영화는 1600만원이, 외화의 
경우에는 더빙 비용으로 인해 2600만원의 제작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
를 위하여’ 플랫폼에서는 자막 본과 화면 해설 본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기에 제작과정
에서 기존 배리어프리 영화보다 적은 비용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이 가능하다. 

(2)시공간의 제약 탈피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 영화를 위하여’ 플랫폼은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형식이 아닌 시청각 장애인들이 원할 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화 이용률이 기존 배리어 프리 영화보다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이용비
의 빈도 또한 증가하여 저작권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또한 상영관이 아닌 ‘공동체 상영’을 신청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모여 배리어프리 
영화를 관람하거나 온라인 VOD로 제공되기도 하는 기존의 영화 제공 방식과 달리 ‘진배;진정
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플랫폼은 불필요한 신청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신청의 절차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화 
관람에 있어서 하나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큰 불편을 가지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이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는 온라인 vod와 비교하였을 때 관람할 수 있는 기기
의 형태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기존 방식보다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이 플랫폼 
이용시 청각지원시스템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므로 이용 방식 측면에서의 이점을 가지
고 있다.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180 http://ii.icehs.kr

Ⅲ. 사업화 방법

 (3)제공방식의 발전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 영화를 위하여’플랫폼을 통해 제작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들은, 기존의 
배리어프리 영화의 제공방식보다 발전된 형식으로 제공된다. 텍스트의 영향력에 보다 집중하여, 
청각장애인이 제공받는 화면의 자막에서 영상의 장르에 따라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여 장르에 

한 이해를 돕고, 화면의 소리의 크기에 따라 글씨의 크기를 달리 조정하여 영상에 한 입체
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3. 국내외 목표 시장
(1) 미국
 미국 내 1위 극장으로 꼽히는 리갈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영화관의 80%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상영관에 소니가 개발한 자막이 뜨는 특수 안경을 도입하고 화면 해설이 필요한 사람은 헤
드셋을 받아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막과 해설을 포함한 디지털 필름의 경우 폐
쇄형 상영시스템을 구축한 영화관에서 재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은 매표소에서 자막 
상영기와 헤드셋 등을 수령해 언제든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사정을 분석하였을 
때, 배리어프리 영화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는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
를 위하여’가 진출한다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 된다. 

(2) 영국 : 
영국은 제작되는 영화의 80~90%가 자막과 함께 제공될만큼 기존의 영화제작자 측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에 한 거부감이 적다. 또한 미국처럼, 자막과 해설을 포함한 디지털 필름의 경우 
폐쇄형 상영시스템을 구축한 영화관에서 재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따라서 영국시장에 진
출하였을 때 역시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3) 호주 : 
호주의 4  영화관인 호이츠, 빌리지, 이벤트, 리딩 시네마에서는 ‘캡티뷰’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는 좌석에 달린 컵 받침에 꽂은 후 눈높이에 맞게 길이를 조정한 뒤 해당 상영관으로 채널을 
맞추면, 캡티뷰에 자막과 효과음, 배경음악 설명이 뜨며 화면 주위를 가리개가 감싸 다른 관객
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 역시 배리어프리 영화에 한 사회적인 인식이 한국보
다 높은 상황이며, 이를 토 로 배리어프리영화 플랫폼 진출을 가정하였을 때, 그 이용률이 높
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 비즈니스 모델 : 
 ①사업 파트너 :
 ‘진배; 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 사업의 성공여부를 쥐고 있는 핵심파트너는 기존 배리어
프리영화위원회이다. 본 플랫폼은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배리어프리영화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한 방식을 고안하였기에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자들의 
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한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측에서도 기존의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줄일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협업이 
결렬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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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생들의 참여로 진행되기에,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1365등의 사이트들과의 협업이 수반
되어야할 것이다.  

 ②사업의 핵심활동
 사업의 주요활동은 플랫폼 운영을 통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산출이 될 예정이다.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 과정에서 sns를 통해 학생들의 제작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광고를 함께 진행하
며, 시청각장애인에게 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한국농아인협회와의 연합을 맺어 해당 플랫폼을 
알릴 예정이다.

③발생 비용 :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에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시청각 장애인에게 해당 플랫폼을 홍보할 때 발생하
는 광고비가 발생할 것이며, 플랫폼 운영비용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⓸수익 방식:
수익은 cpc 방식으로 동영상 광고를 진행하여 광고비를 얻을 예정이며, 영화 이용 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발생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2)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현재 배리어프리영화의 경우 한달에 한 번 지정된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으며 공동체 상
영 신청 혹은 온라인 vod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본 플
랫폼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영화관까지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청각지원시스템이 지원
되기에 현재보다 시청각장애인의 배리어프리 영화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문화권 또한 보
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래의 목적인 시청각장애인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ㄷ.

(3)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배리어프리 영화의 특성상 초기 자본 유치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업의 특성상 이윤창
출이 주된 목적이 아닌 만큼 기업에 한 정부의 지원금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
관이 지정하여 부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한 오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초기 배
리어프리 영화 제작의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4)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주 소비자층은 시청각 장애인이며, 한국농아인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에 한 략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시
장 진출 역시 세계농아인연맹과의 교류를 통해 진출국들에게 플랫폼 이용을 홍보함으로써 초기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이용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5)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 
 ‘진배;진정한 배리어프리를 위하여’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문화를 누릴 권리
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배리어프리 영화제작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배리어프리영화라는 개념을 알려 배리어프리 영화에 한 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청각장애인에 해 주어지는 사회적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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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쿠킹 카페>

Ⅰ. 창업개요1)

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참가자 
정보

20509 유하임
20519 박준원

  ‘냉장고를 부탁해’, ‘맛남의 광장’, ‘백파더: 요리를 부탁해’ 등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요리사의 모습이 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음식을 만드는 활동의 관심도가 급
증하였고 이에 요리사를 희망하거나 요리에 취미를 갖게 된 인구가 늘었다. 그 수가 점차 늘어
남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거주 환경에서 요리할 수 없는 인구들에 하여 요리할 수 있
는 환경에 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표적인 이유로 요리 활동에 필요한 비싼 기구들을 구할 
수 없거나 요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 및 연기 등이 있다. 반면에 그런 모든 편의시
설을 갖춘 장소를 찾기 힘든 것과 더불어 제공되는 소수의 요리 환경 또한 이용할 때 고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 증가 비 공급 부족 문제의 핵심 원인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운영되
는 요리 산업 구조 때문이다. 요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찾는 사람 중 부분은 저렴한 비용
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며 접근성이 뛰어나 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편리하게 사용 가능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요리학원의 경우 관을 통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100,000원에서 120,000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 주방 역시 사전 예약을 필요로 하며 시간당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다. 따라서 높은 수요량에 맞게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용할 때 예약제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 기업은 스터디카페, 만화 카페, 보드게임 카페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쿠킹 카페’를 설립
한다. 운영 방식은 다른 경쟁 기업과는 다르게 예약제가 아닌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시스템을 
이용한다. 소비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이용을 원하는 시간을 정한 후 그 시
간 동안은 여러 주방 기구들을 포함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1시간에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매장 내 구조는 오픈 키친에 6개의 주
방 보조 와 주방 기구 세트가 있고 2개의 프라이빗 키친이 구축되어 있어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양념과 조미료 등은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요리에 필요한 재료만 구매하여 들고 오면 편안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
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한 팀의 소비자가 이용이 끝나면 30분 동안 해당 자리 예약이 불가
능하며 그 시간 동안은 관리인이 위생을 위해 청소를 한다. 더불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오늘의 요리’, ‘오늘의 레시피’ 등의 카테고리를 제작해 개개인에게 제공해주
며 각종 이벤트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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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계획을 포함하여 서술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요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
고자 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쉐어하우스, 자취생처럼 본인의 거주 환경에서 요리하기가 힘든 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그러한 편의
시설이 제공되는 공유 주방 및 요리학원은 1시간에 각각 100,000원 ~ 120,000원, 그리고 
10,000원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맞게 본 기업은 가성비 좋은 운영 시스템
과 적극적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로 경쟁력을 강화했다. 우선 반 무인시스템을 이용해 이용
시간 결제 및 자리 선정을 개인이 직접 수행하고 정비에 필요한 30분의 시간 동안만 관리인이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위해 청소한다. 또한,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이용 가
능하여 이용객 회전율이 높아 하루에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한 번에 최  8팀이 이용 
가능하여 시간 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타 경쟁 업체와 달리 활발한 SNS 홍보를 이용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요리’ 등과 같은 가테고리를 제작
해 추천메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여 타 기업에 비해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시장 분석

  고객의 needs, 고객들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 서비스의 경쟁력, 경쟁사의 강점 및 약점
의 네 가지를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했을 때 창업하고자 하는 ‘쿠킹 카페’는 키오스크를 통한 
소비자의 자율성 확보 및 낮은 가격이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요리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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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P 분석

  다음으로, 아이템의 주요 타겟을 설정하고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STP 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Segmentation의 측면에서 방송, 유튜브, SNS 등의 영향으로 인한 요리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심리적 변수로 고려하였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및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행동을 행동 분석적 변수로 고려했다. 다음으로 거주환경에서 요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
람, 요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요 타겟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따라 셰어하우스, 원룸 등 
요리환경이 적절히 갖추어져있지 않은 주거환경 거주자를 주 타겟층으로 선정하였다. 
Positioning의 측면에서는 속성과 특징, 소비자의 편익, 가격과 품질, 특정 사용자, 최초 타이
틀의 5가지를 바탕으로 본 사업 아이템의 위치를 구체화 시켰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활용하
는 반 무인시스템인 ‘쿠킹 카페’는 원하는 시간에, 고가의 요리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며 기존 서비스와 비슷한 품질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쿠킹 카페의 최초 타이틀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한 ‘갓성비’ 공유 주방”이다. 

그림 2. Positioning

 STP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쿠킹 카페의 포지션을 경쟁기업들과 비교하여 그래프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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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시 1시간에 100,000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는 요리학원의 경우 비용과 퀄리티의 측면에
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좌측 상단에 위치했다. 공유 주방의 경우 1시간에 
10,000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지만 시간 , 날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가격이 다
소 높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유주방의 경우 인테리어와 외관이 화려한 
반면 조리기구의 퀄리티, 종류는 요리학원에 비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곳에 위치했
다. 이와 같은 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쿠킹 카페’는 1시간에 5,000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키친 형태의 
공유 주방이며,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리기구의 품질은 기존의 요리학원, 
공유 주방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쿠킹 
카페의 포지션을 위와 같이 적용하였다.

그림 3. SWOT 분석

  기업의 환경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 SWOT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한 내용을 종
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rength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주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키오스크 기반)
-Weakness
타 시설에 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방 기기들의 가격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Opportunity
방송과 유튜브의 영향으로 요리에 한 수요가 증가했다.
요리사라는 직업에 한 긍정적 인식, 관심이 증가했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Threat
키오스크를 이용하지만 100%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유주방, 쿠킹 스튜디오 등의 존재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SO전략, WO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세웠다.
SO 전략: 소비자의 자율성과 높은 품질의 환경 제공을 강조하여 요리에 한 수요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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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전략: 타 시설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가성비를 통해 소비자 유치 가능
ST 전략: 낮은 가격으로 차별성을 두어 기존 스튜디오, 공유주방과의 차별성 강조
WT 전략: SNS를 통한 홍보 및 요리 유튜버와의 협업으로 홍보 극 화, 가격측면에서의 경쟁
력 강화

  위에서 진행한 STP 분석,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템인 ‘쿠킹 카페’의 
4P를 분석했다.

그림 4. 4P 분석

 쿠킹 카페는 키오스크로 이용시간을 구매하여 본인이 정한 자리에서 주방 기기를 이용하는 형
태의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오픈키친과 프라이빗 키친 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
며, 이때 기본적인 조리도구와 조미료는 기본 제공된다. 가격은 선택하는 주방의 형태(오픈/프
라이빗)에 따라 달라지며 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쿠킹 카페는 원룸촌, 빌라촌, 셰어하우
스 등 요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촌을 중심으로 창업할 예정이다. 쿠킹 카페의 홍보
는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때 ‘오늘의 레시피’콘텐츠를 활용하여 정보제공과 함
께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이다. 또한, 요리 유튜버와의 ‘콜라보’를 통해 쿠킹 카페에 한 정보와 
이용 방법을 알려 홍보 효과를 극 화할 것이다.

그림 5. 예상도면(출처: 서울 인테리어)
  쿠킹 카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조리 와 각종 고
가 주방 기구들이 6개의 세트가 비치되어 있는 오픈 
키친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도면 참고) 추가적으로 
두 개의 프라이빗 키친이 구축되어 있다. 오픈 키친과 
프라이빗 키친 모두 기본 조미료를 제공하며 공용 냉
장고를 사용하는 오픈키친과는 달리 프라이빗 키친에
는 개별 냉장고를 제공한다. 장시간 이용하는 고객들
을 위해 입구에 사물함이 있어 이용할 때 불필요한 짐
을 넣어두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 이용이 끝난 자
리는 30분동안 예약할 수 없고 다음 소비자를 위해 관
리인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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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표2. 기본 설비 비용

 
  기본적인 품목 구비를 위해 드는 비용은 싱크 , 가스레인지, 조리  세트에 2,112,000원(총 
8개 세트)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880,000원(총 8개 세트)이다. 기본 설비비용과 주방기기 비용
을 고려했을 때 략 1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남동구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조
리실습실 금 참고) 또한, 설치비용, 인테리어비용, 임 료 등을 고려했을 때 략 2억원 이상
의 초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기비용 비 이후에 필요한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쿠킹 카페의 모티브인 스터디카페의 경우 초기비용 비 추가적인 지
출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 적으로 이익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스터디 카
페 창업을 시작했다. 쿠킹카페의 경우 이에 비해 초기비용이 높게 나타나지만, 스터디 카페와 
비슷하게 초기 지출 이후 관리 이외에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아이템의 경우 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카페를 만든다는 점에서 초기비용이 다소 높게 책
정되었다. 따라서 초기 자본은 주식 발행과 K –Startup 고등학생 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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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잼잼(jamjam)>

Ⅰ. 창업개요1)

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참가자 
정보

20511 이해슬
20514 홍혜연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증가하고 기업 산하의 형 농장들로 부터의 재료 조달을 통한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재료를 하나하나 선별하여 충당해야 하는 개인 카페들은 어
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1인 가정에서는 한 번 산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어 남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수박이
나 메론같은 양이 많이 과일들은 1인 가구에서 소비를 꺼려한다. 이는 후에 수박/메론 농장에 

한 수요 감소와 급격한 시장 축소로 이어져 농산품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어플 
‘잼잼’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가정-카페, 카페-카페, 가정-가정의 연결망을 확보하여 원하
는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 아이템 개요
- 아이템명: 잼잼(jamjam)
- 남는 과일 등을 가계 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장(場)
- 금방 상하고 변질되는 과일의 특성상 신선도를 유지하며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농가나 형 마트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모두 폐기 처리함. 반면 개인 카페 등의 
경우 빠른 재료 조달의 어려움을 갖기도 함. 이 때 개인카페의 경우 잼이나 청을 만드는 등 
과일의 품질과 무관하게 싼 값에 재료 조달을 하기 원함. 양측의 니즈(needs)을 파악하고 둘
을 연결하는 모바일 시장임.

 
□ 구체적 운영 계획
(1) 유통
① 행정구역 분류(가정): 구/동 단위로 나누어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거래하도록 함
- 쉽게 무르거나 상할 수 있는 과일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같은 구역에 살

고 있는 거주민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품질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
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② 특별 과일 지정(농가): 특산품 과일을 특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주의 레드향 등의 과일들은 특별 지정해 전국적인 구매를 가능케 할 것
③ 농가의 과일 판매 자유화: 농가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
- 농가 과일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단위로 주문을 받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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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2) 품질관리
- 4등급제 실시: 과일의 품질을 ‘특, 상, 중, 하’ 로 분류하여 과일의 품질을 보증할 것
- 색깔, 무게, 높이, 직경(과경), 껍질의 이상유무, 유통기한(과일의 맞춤 신선도 기간), 당도등

의 기준을 두어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나 시장에 가서 비싼 과일 구입하지 않아도 높은 퀄리
티의 과일을 맛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남는 과일(흔히 ‘떨이‘라 부르는 것)도 최소한의 품
질 관리를 할 것

- 중간유통 과정에서 품질 평가를 진행할 것

(3) 배달
- 배달 시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틸렌 흡수제를 넣고 진공포장 할 것
- 과일 깨짐 방지: 스티로폼으로 과일을 1차 포장하고 종이 박스를 이용해 2차 포장 진행
- 배달업체...?

(4) 앱 구상
① 후기: 거래 후기 작성 페이지 개설, 별점을 매기고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② (농가) 경매 형식: 앱을 구상할 때 가정페이지와 농가페이지를 구분하여 농가페이지에 과일 

종류끼리 분류해 놓아 고객들이 원하는 과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이후 과일 페이
지에 들어가면 ‘퀄리티 순 로’, ‘가격순 로’ 두가지 루트를 만들어 퀄리티 순 로를 클릭
하면 가장 품질이 좋은 과일이 맨 위 상단에 뜨도록 하고 가격순 로를 클릭하면 가장 저렴
한 농가의 과일을 상단에 뜨도록 할 것.

③ 구매희망자 페이지 조성: 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구매 희망 과일에 한 글을 업로
드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빠른 컨택을 가능하게 할 것. 

④ 광고성 글과 비난 및 악플에 한 제재: 앱을 관리하고 고객과 신뢰를 쌓기 위해 구매자, 
판매자들이 후기와 댓글을 읽고 부적절할 시 신고 버튼을 눌러 해당 가입자의 포인트 소멸 
혹은 5회 이상 이용 금지 등 잼잼 어플 이용을 제한할 것.   

□ 주요 고객층
- 가계(家系), 개인카페, 농가 등

□ 마케팅 전략
- SNS 마케팅
- 3개월 무료 체험
- 인플루언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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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 시장분석
 1. 개인카페 재료 조달
 프랜차이즈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은 카페 메뉴 재료 도매를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격
과 품질 등을 비교하며 재료를 선정해왔다. 혹은 인터넷 도매업체를 이용하여 재료를 조달하였
다. 이들이 사용한 표적인 사이트에는 ‘파이브 커피’, ‘에누리커피’, ‘커피존’이 있었다. 이중 
‘파이브 커피’와 ‘커피존’에 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파이브커피
- 과일 상품의 경우 과일 농축액, 냉동 과일, 건조 과일 형태로 판매
- 과일 농축액: [흥국]자몽농축액 1.5L(36,000원), [베오베]레몬 농축액1.8Kg(15,500원)  
  ( 표 상품을 중심으로 조사)
- 15,00원~40,000원 (1.5L기준) 으로 가격  형성
- 생과일의 경우 냉동과일 형태로 배송
- 냉동애플망고1Kg(7,200)원, 냉동블루베리1Kg(9,200원)
- 망고, 딸기,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의 품목 확인 가능
- 과일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략 1kg 기준 5,000원~10,000원 사이로 가격 책정

(2) 커피존
- 냉동과일, 농축액의 형태로 판매
- 망고, 패션후르츠, 베리믹스, 딸기 등의 품목 확인 가능
- 과일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략 1kg 기준 5,000원~10,000원 사이로 가격 책정
- 농축액의 경우 패션후르츠, 청포도베이스, 자몽농축액 등
- 1kg기준 20,000원 정도로 가격 책정

 2. 음식 배달 서비스(모바일 플랫폼 기준)
- 잼잼(jamjam)의 경우 기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운영방식을 갖고 있을 예정이

다. (가정-가정, 가정-카페, 카페-카페)

(1) 배달의 민족
- 프리미엄 외식 배달 서비스. 짜장면 치킨, 피자, 족발, 보쌈 등 전통적으로 배달해주는 배달

음식 외에 기존에는 잘 배달해 주지 않던 스테이크, 파스타, 수제버거, 초밥, 회, 커피 등 줄
서서 먹던 맛집 레스토랑의 음식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배달음식의 다양화, 고급화 바람
을 이끌고 있다.

(2) 요기요
- 주소를 수동 입력하거나[4] 현재 위치를 찍어주는 버튼을 누르면 근처 치킨집, 피자집, 중국

집, 분식, 한식 등이 검색되어 나온다.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 수 있어 배달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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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계획
 1. 수익구조
  (1) 앱의 광고 게시
   - 앱 ‘잼잼’에 광고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받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앱상의 광고게시허용을 통한 수익을 낼 것임. 
     *구글 애드몹(유사형태) 
      - 광고주들이 구글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구글은 개인 사이트 및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해줌.
      - eCPM : 1,000회 유효 노출당 수입을 나타내는 용어로 1,000회 광고 노출당 예상되는 

수익 
      - 예를 들어 eCPM이 1$ 라면 1,000회 광고가 노출될 경우 1$를 벌 수 있음.
      - 앱의 종류, 카테고리,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광고의 종류에 따라 이 eCPM이 

상당히 달라짐.
      - 보통 광고의 클릭률은 앱을 사용하는 연령 가 높을 수록 많이 나타나며, 배너 광고보

다는 전면 광고가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2) 수수료
   - 과일거래성사 시 주문자(양측)로부터 중개 수수료 4%를 받는다.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한해 5.8%의 수수료를 받는 체계(배달의 민족)
     주문건의 14% 중개수수료 부과(요기요)
     중개수수료 주문 비용 중 1000원(쿠팡이츠) 
     중개수수료 5%(위메프오)
     중개수수료 2%(띵동)

   - 과일배달 시 배달 수수료를 주문 비용의 10% 받는다.(현금 결제시 –1%)
    *주문 건당 11%(배달의 민족)
     주문 건당 4000원 (쿠팡이츠)
     주문 건당 15%, 현금 결제시 –1%(띵동)

 2. 초기비용조달
- 정부지원을 이용하여 초기 비용을 조달할 것. 다음은 이용 가능한 지원 정책임.
  (1) 예비창업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모집 규모 또한 1,100명 내외
   -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경우 평균 5,100만 원, 최  1억 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금액 한도를 정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면 예비창업

자는 전용 카드를 사용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

  (2)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역량 부족이나 비용부담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
   - 1,000개사를 상으로 75억 원을 지원(2019), 2만 개사, 328억 5,000만 원(2020)
   -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 상품화 지원, 온라인 진출 교육, 해외 채널 입정 지원, 1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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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디어 커머스 지원 등
    * TV홈쇼핑․T-커머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 및 수수료 지원(‘19. 20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 민간 쇼핑몰(예: CJ 쇼크라이브 등) 입점, V-커머스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 소상공인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할 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상품기획, 상품 차

별화전략, 소비자 조사 등을 지원(4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 온라인‧홈쇼핑‧V커머스 입점절차 등 진출 교육, 유통MD 1:1 상담 등 

교육 및 상담(‘19. 1,000 → ’20. 5,000명 이상)
      해외 채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 지원(’19. 50업체 → ‘20. 400업체)
      1인 미디어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PD, 편집)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

력 교육(‘19. 200명 → ’20. 500명), 콘텐츠 제작 지원(‘19. 100업체 → ’20. 1,000업체)

   (3)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 3년~7년 차 기업 540개사를 선정하여 데스밸리를 무사히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정책
    -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3~7년 차 기업에 평균 1억 원, 

최  2억 원까지 지원
    - 혁신성장이 가능한 3~7년 차 고성장기업에 해 평균 1.7억 원, 최  3억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형 창업과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R&D 연계 지원도 

최  4억 원까지 가능

   (4)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 지역의 유산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 이

터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 
    - 서비스⋅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 재산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
    - 일반형의 경우 최  3천만 원,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2년 내 투

자를 유치한 로컬크리에이터의 경우 최  5천만 원까지 지원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 투자연계형의 경우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가 지원

□ SWOT 분석
strength: 냉동과일보다 상 적으로 훨씬 비싼 생과일을 싸게 공급받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비
싸고 어렵게 구하는 개인카페들에게 재료비를 아끼고 맛까지 차별화 시킬수 있는 도움을 준다. 
weakness: 농가에서 공급받은 과일들의 당도 검증 과정이 정확해야 한다. 가정에서 공급받은 
과일에 등급을 정확히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하는 과정에서 생과일을 어떻게 신선하게 유
지할 것인지가 어렵다.
opportunity: 기존의 기업들은 생과일이 아닌 농축액이나 냉동과일을 사용하지만 잼잼은 농가
와 가정에서 공급 받은 신선한 과일을 카페에 판매함으로써 기존의 기업들과 차별화 된다. 
threaten: 과일 배송과정에서 과일이 손상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공급받은 과일의 품질을 하나
하나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부족하다. 냉동과일을 선호하는 카페가 있을 수 있어 시장이 협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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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 아 맞다 ! 아바타 >

Ⅰ. 창업개요1)

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참가자 
정보

20518 박성호
20515 권윤석

 포스트 코로나 시 , 타인과의 접촉이 지양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여가시설 등 ‘컨택트’를 기
반으로 한 사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다. 이와 반 로, 언택트 사업이 두되면서, 인터넷 거래, 
소위 말하는 쇼핑몰 사업이 그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패션 업계 관련 무신사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형성되게 되었고 크게 활성화되고 있
다. 우리는 구매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매 과정에 초점을 두어, 사람들이 집에서도 보다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또한 바쁘게 살아
가며 시간이 부족한 현 인의 삶에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어울리는 옷
을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아바타 형성 및 3d 
스캐닝 기술을 주요 서비스로 한 자사의 온라인 의류 플랫폼의 개발 및 유통을 통해 이를 해결
하고자 한다.

1. 기술 배경 및 기술에 대한 소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 에 걸맞은 기술이라 하면 최근에 두되고 있는 3d 관련 
기술일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지금, 그 
아류라 할 수 있는 3d 스캐닝 기술은 현 코로나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D 스캐닝 물체의 입체 형태를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데이터화 하는 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 장비에서부터 발사된 레이저가 측정 상의 표면에 반사되고, 그것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특정한 광선을 이용하는 원리이다. 보통 3d 스캐닝
의 장점으로는 정 하고 세 한 물체의 3d 데이터가 확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반면, 그 가격
이 고가인 편이며, 일부 기계는 그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실내에서 측정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 가 가능한 스캐너가 개발, 및 이용되고 있으나, 물체에 
한 그림자나 특정 표면과 같은 경우에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3D 스캐너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접촉식 
스캐너는 3D 스캐너가 직접 빛을 피사체에 쏘는 여부에 따라 능동형과 수동형 스캐너로 분류
하는데, 최근 산업계의 주류는 부분 능동형 스캐너이고, 능동형 스캐너만을 3D 스캐너라고 
한정한다. 3d 스캐닝의 측정 방식에는 접속식 3d 스캐너, 비접촉식 3d 스캐너, 광 삼각법 3d 
레이저 스캐너, 핸드헬드 스캐너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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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가 1순위로서 사용할 스캔 방식은 접속식 3d 스캐너
이다. 접촉식 3D 스캐너는 탐촉자로 불리는 프루브로 물체에 직
접 닿게 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CMM이 표
적인 방식이며, 부분의 제조업에 오래 전부터 이 방식이 활용
된 방식으로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반면, 상물
의의 표면에 접촉을 해야 하므로 물체에 변형이나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은 의류의 재질과 그 형태를 데이터화 함
으로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상으로 착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류의 3d 데이터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접촉
식 3d 스캐닝 방식을 통하여 옷감의 질감과 종류를 파악하고, 디
자인을 입력하여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거쳐 이미지로써 변환하
도록 할 것이다.

 이 스캐닝 기술이 의류산업에 적용된 예로서는 3d 가상의상 제
작이 있는데, 원단을 스캔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요청하
면 그것을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기술은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화한 의상 정
보를 실제 아바타에 착장시켜보는 것이다. 사용자의 신체 정보(어
께넓이, 골반, 다리길이,팔길이)를 바탕으로 아바타를 생성한다. 
그 뒤에 3d 이미지를 겹옷 처리하여 착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도
록 한다. 
 
 이러한 아바타의 활용은 에프엑스 기어가 CES에 참가해서 선보
인 바있다.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모션 트래킹 기술은 
아바타를 실제 신체 치수와 흡사하게 만들어져 가상 착장에 유용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었다.

2. 창업 아이템 설명

 기술을 요약하자면, 옷을 3D 스캐너로 스캔한 뒤 재질과 형태를 시스템에 데이터화 시켜 옷을 
저장한다. 그 다음 기입된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비슷한 신체 형태를 가진 
아바타를 생성시킨 뒤 이렇게 생성된 아바타에 스캔된 뒤 시스템에 저장된 옷을 입혀보며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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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

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구매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사이즈의 옷이라도 세부 특징이 다른 옷들을 구매할 때 사이즈만 
보고 구매했다가 소비자와 맞지 않는 옷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만을 보유한 사업체가 아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자사의 플
랫폼에서 판매하는 옷을 스캔하고, 자사 플랫폼에 가입할 때 사용자들에게 팔길이, 다리 길이, 
허리둘레 등 신체 정보를 기입하게 한 뒤 신체 정보를 토 로 자사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아바타를 생성하여 자사 쇼핑 플랫폼에서 옷을 구매할 때 아바타에 옷을 입히는 형태로 구매하
기 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코디를 맞추는 것도 역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아바타 위에 
옷을 입힌 다음 옷을 입힌 상태를 저장하여 각기 다른 코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코디를 한 것을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게시판을 설립하여 소비자들끼
리 서로 평가를 하는 등 추가적인 활동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끄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서 활용한다.

 기술만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유행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좋은 옷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및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자사 플랫폼의 차별점인 기술에 한 장점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자사의 운영 목표이다. 

1. 기존 상품과의 차별점

 소비자들이 옷의 표면만을 눈으로 보면서 옷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옷을 구매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의류의 조합을 입어보지 않고도 직접 확
인하며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 옷
가게에 직접 가는 위험을 갖지 않아도 옷을 자세히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시
간이 부족한 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 인의 삶에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도 어울리는 
옷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이미 존재하던 온라인 의류 플랫폼과의 차별점일 것이다. 
또한 기술이 의류 플랫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온라인 의류 플랫폼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
다.

2. 고객이 우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

 시간의 부족,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옷가게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
황에서 온라인으로 현장 방문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음.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온라인에서 같은 사이즈의 옷이라도 세부 특징
이 다른 옷들을 옷의 디자인만을 보면서 사 정작 입어보았더니 본인에게 맞지도 않고 잘 어울
리지도 않는 사례보다 본인이 직접 입어본 것 같은 아바타를 참고하면서 옷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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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의 옷만을 보는 것이 아닌 상의, 하의 등 다양한 종류의 의류를 본인의 아바타에 착용시
켜보면서 어울리는 조합을 함께 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전문가와의 1 1 피드백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좀 더 잘 어울리는 옷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다.

3. 우리 기업의 경쟁력

 회원가입할 때 기입한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아바타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옷을 아바
타에 입혀보고, 옷을 구매하기 전에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에 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통해 더 
정확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바타에 다양한 옷을 입힌 코디를 저장하고, 비
교함으로써 어떤 옷들이 시너지를 내는지에 해 알 수 있어 상하의, 다양한 종류의 의류 매출
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경쟁자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옷을 사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착용 모습을 구매 전에 미리 보
여주는 것과, 착용 모습에 따른 코디를 할 수 있고 이를 전문가와 매칭을 통해 자신의 코디를 
직접 평가받는 자사 기술만의 장점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경쟁사의 강점 / 약점

강점 :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자사와 달리 시장의 많은 부분을 선점한 인지도
공중파 광고 등 부담없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력

약점 : 자사의 기술과 같은 회사만의 차별화된 기술 부재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코디 서비스와 같은 능동적인 서비스 부재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흐름에 적극적이고 빠른 처가 어려움 

5. SWOT

Strength(강점) : 소비자들의 니즈나, 상황의 흐름에 맞춰 빠르고 능동적인 변화가 가능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

Weakness(약점) :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
막 창업한 기업으로, 자본력이 부족하다.

Opportunity(기회) ; 시장에서 자사와 같은 ‘기술’을 핵심 요소로 삼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는 존재하지 않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개발을 통해 신발이나 아예 다른 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가능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는 상황이 힘들어지
며 직접 입어보는 상황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아바타로 입어보는 것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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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위험) : 비슷한 종류의 플랫폼이 이미 다수 존재해 시장이 포화된 상황
기업 보유 자원의 절 적인 부족

6. 전략 도출

SO전략 : 자사 플랫폼의 핵심인 기술을 바탕으로 시  흐름을 빠르게 읽으며 차별화된 우리만
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기업이 된다면 소비자의 만족
도가 올라갈 것이다.

WO전략 :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라는 점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한다면 충분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이미 비슷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급변한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 빠르
게 응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보다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ST전략 : 비슷한 기업이 다수 존재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
점인 기술과 적극적인 소통, 피드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WT전략 :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최 한 많은 자본을 확보
지속적인 서비스. 컨텐츠 개발을 통해 기존 기업들과 차별화 유지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호감도 증가

7. 4P

Product : 소비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항목을 기술로 개발하여 제공,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설정.

Price ; 플랫폼, 기술의 개발 비용에 따라 가입비, 수수료 등을 책정

Place : 온라인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옷 쇼핑 서비스 제공 

Promotion : 자사의 아바타 기술을 활용한 코디 결 등 재밌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
널에 올려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좋은 옷을 소개하는 바이럴 마케팅, 스타일리스트 등 옷에 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여 서비스의 장점을 소개하는 광고를 제
작한 뒤 유튜브나 다른 곳에 광고를 내어 홍보를 진행.

8. 재무 관련

- 필요 비용
 창업 초기 : 기술 개발 비용,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핵심인 3D 스캐너 구입&생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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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온라인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 비용과 자사 플랫폼이 자리 잡기 위해 들어갈 
초기의 마케팅 비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또한, 창업 초기에는 들어가는 초기 비용 뿐만 아니라 적은 수입에서 비롯되는 
손해가 따라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 이후 :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무실, 늘어난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만큼 큰 규
모와 자사의 핵심 기술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임 비용, 플랫폼, 시스
템, 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직원
들의 인건비 및 상품 배송 등에 필요한 배송 관련 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

- 기업 자금구조
  1. 자사가 개발할 기술 등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전용창업

자금을 출받아 초기 비용 마련.
중소벤처기업에 한 많은 지원제도(벤처기업인증, 벤처투자기관에서의 투자 등)을 준비한 
뒤 신청하여 자금&기업 경영에 한 지원을 받는 것
와디즈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것

  2.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입점하는 다양한 의류 브랜드에게 입점료나 서비스의 초기 가입비를 
받는 것.
자사 플랫폼의 유지 및 준비가 부족한 브랜드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해 입점료나 초
기 가입비를 받아 수익 발생.

  3.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연결되어 판매한 제품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
료’로 부과.
거의 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 거래액에 하여 정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 크몽, 외주개발 플랫폼 위시켓,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경우에는 거래액에 해 각각 10~15%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수입원으로 기능한다.

  4. 자사 플랫폼 (웹사이트, 앱) 내 빈 공간, 아이콘, 상품지면 등의 UI에서 오는 유저들의 경
험인 UX과 이것들을 설계하는 UIUX 디자인을 활용해 UI에 광고 배너를 싣거나, 일정 지
면을 할애하여 특정 브랜드/상품/이벤트를 홍보하는 기획전, 상품목록에서 광고비를 지불
한 업체의 프로필이나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상위노출 방식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것이
다.

  5. 자체적인 컨텐츠와 부가서비스를 판매.
운영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안정세를 찾아 추가적인 개발 및 운영의 여력이 된다면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 개발한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배달의 민족에서 개발했었던 배
민찬과 같은 플랫폼 자체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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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계 및 보완할 점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기기와 이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모을 시스템 구축에 해 
초기에 들어갈 비용이 막 하다. 또한, 초기에 구축한 시스템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익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사가 지향하는 벤처
기업의 특성상 창업 초기과정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받는 것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을 더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충분
히 마련한 뒤 자생 능력을 갖추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투자를 성공시
켜서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기타. 사업 확장 관련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SNS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게임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한다면 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비용을 받고 기
술을 제공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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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맘보 : 마음을 보내다>

Ⅰ. 창업개요1)

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참가자 
정보

20517 박상원
20522 이승현

 정보화 시 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메신저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양상은 코
로나19 유행 이후 언택트 사회로 변모하면서 더욱 뚜렷해짐. 그러나 가까운 친구 혹은 연인 간
에 의미 있는 글이나 장문의 글을 주고받을 때 온라인 메신저는 손편지만큼의 의미와 감동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됨. 이에 온라인으로도 손편지의 감동과 느낌을 최 한 구현해낼 수 있는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아이템의 간략한 소개
이용자 각각이 가진 개성 있는 손글씨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손글씨 폰트를 손쉽게 제작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편지 작성 및 꾸미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애플리케이션임.

□ 작동 원리
① 이용자는 처음 앱을 실행하면 자신만의 손글씨 폰트 제작에 필요한 자음 19자와 모음 21자 

및 특정 글자를 일정 횟수 입력하게 됨. 입력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음.
(ㄱ) 전자필기도구(S펜, 애플펜슬 등)을 사용해 앱에서 바로 입력한다. (권장)
(ㄴ) 지정된 양식을 프린트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휴 폰 카메라 및 스캐너를 활용해 이미지화

한 것을 앱에 업로드한다.
② 이미지를 입력받은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지정된 규격에 맞추어 이미지를 분할하여 각각

의 자모를 개별 파일화함. (ex. ㄱㄴㄷㄹ -> ㄱ / ㄴ / ㄷ / ㄹ )
③ 개별 파일화된 각각의 자모는 본사 전문인력에 의해 한 번 다듬기 작업을 거치게 됨. 
④ 다듬기 작업을 거친 각각의 자모는 자체 프로그램에 일괄적으로 입력되며, 프로그램은 입력

된 자음과 모음을 모두 조합하여 만 글자가 넘는 한글 글자를 자동으로 생성함.
⑤ 완성된 폰트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며, 사용자는 이후 자신만의 손글씨 폰트를 이용해 

편지를 작성하고 자유롭게 편지를 꾸  수 있음. 
(ㄱ) 편지를 작성할 때 편지지의 기본 배경, 테두리, 동식물 그림, 말풍선, 특정 문구 등의 옵션

을 다양하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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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설명
현재 각각 개별 파일화된 자모를 자동으로 조합해 폰트를 제작하는 ‘FontCreator’라는 프로그
램이 존재함. 아래 사진과 같이 폰트 제작에 필요한 자모 파일을 제작하면 이를 자동으로 조합
해 폰트를 제작하는 방식임. 그러나 자음 같은 경우는 ‘가’의 ㄱ, ‘그’의 ㄱ, ‘고’의 ㄱ 모두 형
태가 다르고 모음 같은 경우에도 ‘가’의 ㅏ, ‘각’의 ㅏ 모두 형태가 달라 폰트 제작에 필요한 
자모 파일의 개수가 과도하다는 단점이 있음. 실제로 하나의 폰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음 
19자를 8번씩, 모음 21자를 2번씩, 받침 27자를 1번씩 입력해야 함. 이렇게 총 221자를 손수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반 소비자들이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본 애플리케
이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FontCreator’ 프로그램 화면 중 일부 >

자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법은 떠올리지 못했으나, 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이 
자체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자음과 모음의 그룹화’임. 본 창업진은 폰트 제작에 필요한 자
모 기입 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던 중 ‘오’의 o, ‘도’의 ㄷ, ‘토’의 ㅌ, ‘모’의 ㅁ, ‘포’
의 ㅍ 은 체적으로 기입하는 위치나 크기가 유사하다는 점을 파악함.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이 ‘자음과 모음의 그룹화’임.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던 자음 ㅇ, ㄷ, ㅌ, ㅁ, ㅍ를 
제1그룹으로 지정한 뒤, ‘제1그룹 + ㅗ’ 에 한 일정한 규격을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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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모 기입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있음. ‘제1그룹 + ㅗ’라는 
글자를 조합할 때, 제1그룹에 속하는 자음인 ㅇ, ㄷ, ㅌ, ㅁ, ㅍ를 모두 기입하지 않고 ‘오’ 만 
기입해도 제1그룹끼리는 같은 규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도’, ‘토’, ‘모’, ‘포’ 역시 생성할 수 있
는 것임. 이처럼 최 한 많은 자모를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른 일정한 규격을 생성할 수 있
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폰트 제작에 필요한 자모 기입 횟수를 폭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함.

□ 애플리케이션 구성 콘텐츠
① 본 애플리케이션은 자신만의 손글씨 폰트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편지를 제작 및 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콘텐츠로 함.
② 핵심 콘텐츠 외에 비사용자의 호기심을 양산하고 새로운 유입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함.
(ㄱ) 손글씨 필체 교정
(ㄴ) 손글씨 폰트 공모전
(ㄷ) MBTI별 폰트 추천 콘텐츠

□ 수익 구조
① 고안했던 본 애플리케이션의 수익 모델은 두 가지가 있음.
1) 손글씨 폰트 자체에 요금을 부과하고, 약간의 광고를 삽입한다.
2) 손글씨 폰트는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비만으로 수익을 충당한다.

② 먼저 첫 번째 모델의 경우, 본 어플리케이션의 주된 타겟팅이 10 ㆍ20 라는 것을 염두했
을 때 부담을 가지지 않을 만한 1000원 ~ 2000원 사이의 가격을 책정할 예정임. 이와 더불
어 인앱 광고 제공사 구글 애드몹과 연동하여 CPM이나 CPC 형식의 하단 ㅍ 배너와 엔딩 
배터를 삽입하여 광고를 통한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고자 하함.

* SNS를 통한 사전 예비조사에서 손글씨 폰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수요층이 어느 정
도 존재한다는 걸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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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③ 두 번째 모델의 경우, 광고비로만 수익을 충당해야 하므로 본 애플리케이션을 해외시장으로 
진출시켜 이용자의 유입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임. 하단 ㅍ 배너와 엔딩 배터를 기본 
광고로 상정하되,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팝업 광고는 일부 소량으로 삽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광고를 최 한 많이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자 함.

④ 본조사 이후, 최종적으로는 1안을 선택하여 1,5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고, 구글 애드몹과 
연동하여 CPM이나 CPC 형식의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경쟁 제품 분석

① 밤편지 (사바나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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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상 방과의 ‘깊은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 
애플리케이션과 경쟁의 여지가 존재함.

- 일기, 우체국 팟캐스트 등의 부가기능 역시 존재해 앱 전반에 걸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높
은 수준임.

- 본 애플리케이션은 ‘손글씨 폰트’, ‘편지지 꾸미기’ 기능에서 이 제품과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② Mr.마이글 (Junglesystem Co.,Ltd.)

            

                     

- 자신만의 손글씨 폰트를 제작해준다는 점에서 본 애플리케이션과 경쟁의 여지가 존재함.
- 허나 손글씨 폰트 제작 과정의 복잡성, 낮은 완성도로 사용자들의 평점은 낮은 수준임.
- 본 애플리케이션은 ‘편지지 전송 및 꾸미기 기능’, ‘폰트 제작 과정의 간편함’ 부문에서 이 

제품과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거라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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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전략 수립

1. 손글씨 전문 유튜버를 통한 광고 및 ‘유튜버 에디션’ 손글씨 폰트 출시
유튜브에는 예쁜 손글씨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손글씨 전문 유튜버’들이 다수 
존재함. 이들에게 일정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게 
해 유튜브상에서 본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손글씨 전문 유튜
버들이 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작한 손글씨 폰트는 ‘유튜버 에디션’이라는 이름 아래 본 애
플리케이션의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임. 현재 가장 많은 구독
자를 보유한 손글씨 전문 유튜버 2인은 다음과 같음.

2. 웹드라마에의 적극적인 PPL                
근래 10 와 20  사이에서 웹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10 들의 생활을 드러낸 
플레이리스트의 ‘에이틴’ 시리즈와 tvn의 ‘소녀의 세계’, 20 들의 생활을 드러낸 플레이리스트
의 ‘연애플레이리스트’ 시리즈 등의 웹드라마는 10 와 20 에 사이에 막 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음. 본 애플리케이션의 주 타겟층이 10 와 20 임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웹드라마에 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장면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은 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를 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3. 부가 서비스 구축
최근 10 와 20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에 한 궁금증이 증가하며 MBTI 유형 검사의 이용률
이 높아지고 있음. 최초의 미미한 형태에서 벗어나 꽃, 약초, 연애 등 다양한 유형의 변형 테스
트가 출시되며 10ㆍ20  층의 반응은 더 뜨거워지고 있음. 이에 애플리케이션 내에 MBTI별 폰
트 추천 혹은 폰트 선호에 따른 나의 MBTI 유형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구성한다면 새로운 
유입층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4. 손수 제작 폰트 대회,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현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제시한 아이디어나 만들어낸 서비스가 실제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음. 폰트도 결국 개인이 만들어낸 단 하나뿐인 품목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개인의 폰트를 애플리케이션 내 사용자들끼리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할 수 있
도록 한다면 더 큰 호응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임. 또한, 폰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간수수료를 
낮은 비율로 거둔다면 추가 수입원으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채널명 NAIN나인 ASMR펜크래프트

구독자 수 34.4만 10.1만

주 컨텐츠 필기 영상 및 손글씨 강좌 필기 영상 및 손글씨 강좌

단일 영상 최다 조회 수 1235만 회 381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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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설계
1. 예상 비용
1) 인플루언서 광고비
유튜브 인플루언서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자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브랜디드형 광고의 평균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음. 이 표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3만 명 증가할 
때마다 략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평균 조회 수가 14,000 view만큼 증가할 때마다 

략 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독자 수 1만 이하 1만 ~ 2만 3만 ~ 5만 6만 ~ 10만 10만 이상

평균 조회수 500~2,000
5,000~
20,000

20,000~
1,000,000

60,000~
1,000,000

150,000~
2,500,000

비용(원) 50~100만 70~200만 150~300만 200~400만 450만 이상

① NAIN나인
본 유튜버는 34.4만 구독자에, 평균 조회수는 317,160 view 정도가 나옴. 본 평균치를 계산하
는 과정에서 양 끝의 극단적인 수치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위 표의 가중치를 통해 살펴보면, 

략 1,320만 원의 광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됨.

② ASMR펜크래프트
본 유튜버는 10.1만 구독자에, 평균 조회수는 9,900 view 정도가 나옴. 본 평균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 끝의 극단적인 수치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위 표의 가중치를 통해 살펴보면, 
략 310만 원의 광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됨.

2) 웹드라마 PPL 비용
최근 PPL 비용 동향을 보면 OCN은 5천만 원 내외로, tvN은 8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음. 
이들은 모두 기업 CJ가 운영하는 방송사임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플레이리스트가 운영하는 소
규모 채널에 PPL을 요청할 경우 략 3천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3) 기술 개발 및 앱 구축 비용
입력한 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기존에 존재하는 OCR 문자 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처리함. 텍스트로 변환된 자음과 모음을 규격화된 네모 칸에 배치하여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따로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기간을 략 6개월 정도로 잡고,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 인력을 소규모로 고용할 예정
임. 3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간주했을 때, 신입 프로그래머의 평균 초봉은 2,500-3,000만 원 
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략 4,120만 원의 개발 비용이 발생함.

예상 비용 금액 비고
기술 개발 및 앱 구축 4,120만 원 프로그래머 3명, 6개월 고용 가정

인플루언서 광고 1,630만 원
인플루언서 ‘NAIN나인’, 

‘ASMR펜크래프트’에 의뢰 가정 
웹드라마 PPL 3,000만 원 유튜브 채널 ‘플레이리스트’에 한 건 의뢰 가정

합계 8,750만 원 서비스 유지 비용은 따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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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2. 예상 수입

1)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 수입
앱을 끌 때의 광고, 어플 사용 중의 배너광고를 구글 애드몹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내에 배치하
여 수입을 얻음. K-pop 유명 유튜버의 링크를 모아놓은 간단한 앱의 사례를 보면, 다운로드 
수가 략 1,200명이었고 이를 통한 광고 수입은 략 월 17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음. 략 
10만 다운로드가 되고, 사용자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연 1억 정도, 략 월 900만 원의 수입
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광고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자를 계속 본 애
플리케이션에 유치시키고, 새로운 유입층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폰트 판매 수입
SNS를 통한 사전 예비조사에서, 손글씨 폰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수요층이 어
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본 애플리케이션의 주된 타겟팅이 10 ㆍ
20 라는 것을 염두했을 때 부담을 가지지 않을 만한 1500원을 가격으로 책정함. 위에서 잠시 
거론한 것처럼 안정적인 수요층을 10만 명이라고 간주하여 이용자 수가 략 10만 명이라고 
상정했을 때, 1.5억이라는 수입원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처음 구매 시에 한정적으로 얻는 수
입이므로 지속적인 수입원은 광고를 통해 창출해야할 것으로 보임.

예상 수입 금액 비고

광고 수입   ∆유입층∆광고수입 사용자 수 명이라 가정

폰트 판매 수입   사용자 수 명이라 가정

합계  ∆유입층∆광고수입

3. 손익분기점 

총 예상 비용은 8,750만 원이고, 총 예상 수입은 다운로드 수가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략 

한시적  ∆유입층∆광고수입으로 계산됨. 이를 바탕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략 

27,000명 이상이 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순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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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The Great Wake Up>

Ⅰ. 창업개요1)

참가자 
정보

20424 정의준
20617 박문수

 심화영어 교과 수업시간에 피터 싱어의 「The Ethics In The Real World」를 배우면서, 선진
국의 성인들이 연간 소득의 1% 정도를 기부한다면 전세계의 극빈층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들어 국내에서
의 기부 중단 혹은 기부 비참여 비율은 68.2%로 증가하였다.1) 또한, 자선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에 따르면 WFP 산하 자선프로그램의 기부 모금액은 점점 
감소하다 결국 2020년에는 목표치인 9억6천500만달러 가운데 19%의 기금만 모이면서, 자선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나타났다.2) 이러한 추세는 기부에 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점
차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며, 동시에 기부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쉽게 중단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흥미와 즐거움(fun)을 느끼며 기부활동(donation)을 하
는 ‘퍼네이션(funation)’ 어플이 나타나고 있다. ‘빅워크(Bigwalk)’라는 앱은 걸음을 통해 기부
금을 모아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앱이고, ‘Forest: 집중하기’ 앱은 휴 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코인으로 전환하여 그 코인으로 실제 나무심기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부앱들의 기부 방식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앱을 실행시켜 특정 미션을 수행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열린연단 Plus’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해 고민하게 되었다.

   

<빅워크 앱 화면> <Forest: 집중하기 앱 화면>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에 따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
은 그것의 전체 환경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유연한 방
식으로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의 뜻
을 가지고 있다. 즉,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즉 알람앱에 기부의 기능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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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춤형 광고의 기능을 유연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의 전환을 이루고자 했다.3) 그리하여 이른 
바 기부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기부의 일상화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부앱을 제
작하는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기부문화
의 전환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던 수동적인 광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역시 목표
로 한다. 광고를 이용자가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광고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유튜브 광고가 소비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제공
되어 정기후원으로 유도하는 촉매로 작용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광고에 한 소비자의 인식
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번거로운 절
차없는 쉬운 기부 구조 구축, 기부의 일상화와 기부문화의 정착, 수동적 광고에서 능동적 광고
로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현재 삼성 스마트폰에는 광고를 시청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고 수익을 기부할 수 
있는 ‘삼성 글로벌 골(Samsung Global Goals)’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앱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하
지만 이는 창업개요에서 언급한 퍼네이션 어플과 같은 번거로움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 광고조차도 귀찮아 하는 사람들에게 어플을 클릭한 후, 30초마다 광고를 클릭해야만 기
부를 할 수 있는 번거로운 과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기부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료되었다. 실제로 직접 체험을 해보니, 광고의 내용 역시 이용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광고가 무작위로 보여졌다.

      <삼성 Global Goals 화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내장된 이 어플리케이션을 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The Great Wake Up〉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
는 알람앱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스마트폰 제작사와의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pple과 같은 기업에게는 삼성의 Global Goals와 같은 앱보다 더 발전
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기업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홍보함으로
써 충분히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미 기부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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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알람앱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내장앱 채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내장
앱 채택 이후 직접 운영을 맡는 조건 아래 계약하여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알람앱의 기존 기능에 더해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바로 알람으로 광
고가 등장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음악, 게임, 영
상, 정보 제공 등의 카테고리가 마련되어있으며, 사용자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음악 추천 알람’ 카테고
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장르, 분위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후에는, 이용자가 선
택한 키워드에 맞춰 맞춤형 광고가 나타나게 된다. 만약 ‘힙합’ 장르를 선택한 후 ‘신나는’ 분
위기를 아침에 최소 30초동안 들어야 하는 광고로 신나는 힙합 노래가 재생되게 되는 것이다. 
광고주는 무명힙합인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 VIBE와 같이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는 앱이 될 
수도 있다. 광고주 역시 어떤 국적에 타켓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광고가 어떤 분위기
이며 어떤 장르인지 적어야 한다. 이런 음악 광고는 단히 시장가치가 높다. 유튜브만 해도 
사람들에게 ‘샤워할 때 듣는 음악’ 등 분위기에 맞는 처음 보는 외국 음악을 발굴하여 제공하
는 채널의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달하기 때문이다. 위의 유튜브 사례는 사운드 
클라우드 등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인재를 유튜버가 발굴해 제공하는 형식이라면, 알람
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는 작곡가와 중을 직접 연결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 

음악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광고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광고CM송이나 
가수와 콜라보한 광고 음원 등 청각적 요소를 공략한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
의 광고는 광고알람앱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광고
알람앱이 활성화된다면, ‘알람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 앱 광고라면, 광고의 도입부에 “기상! 일어나서 ○○앱을 켜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등의 말을 삽입하여 알람의 기능과 광고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광고를 제작하여 알람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앱은 알람의 형식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의창업◀

241인천국제고등학교

 만약 제공된 광고알람이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광고였다
면, ‘피드백’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을 조절할 계획이다. 다시 음악 광고를 예로 들면, 광고로 
나타난 음악이 장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안맞을 수도 있다. 또는 음악 자체가 별
로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피드백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하고, 만약 불만족을 
누른다면 불만족한 원인을 다양하게 나누어 질문함으로써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알고리즘 자체에도 반영이 되지만, 광고주에게도 제공이 되며 
광고주의 음악이 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지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로 음악만을 들었지만, 전세계 사람들의 수요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새로운 게임을, 누군
가는 새로운 아이돌을, 누군가는 새로운 유튜버를 원한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니즈가 다양한 
것만큼 광고주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고주의 광고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적립금 차감방식을 이용하려고 한다. 광고를 사람들이 본 횟수만큼 적립금이 차감되고, 적립금
이 모두 차감되면 광고를 중단하게 하는 형식으로 알람앱에 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 부적절한 
광고는 알고리즘을 통해 1차적으로 거를 것이며, 2차적으로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거할 예
정이다. 

 기부금은 1번의 알람당 100원으로 설정하고, 만약 알람 광고를 해제한 후 추가적인 광고를  
시청할 시에는 두 배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설정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은 금액은 오로지 
기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알람을 통한 기부말고도, 개인적으로 자선단체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 페이지을 마련할 것이다. 현상 유지 편향의 ‘선택 탈퇴(opt-out) 방식’을 적용
하여 알람 광고 기능은 초기 상태에 켜져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있지만, 기본적인 알람앱 기능
만 사용하려는 이용자는 설정에서 직접 광고 알람 기능을 켤지 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모은 금액을 기부할 때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17개 글로벌 목표 중 자신이 원하는 분
야에 원하는만큼 기부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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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그리고 기부 랭킹(SDGs랭킹)을 산출하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
이다. 방식은 이러하다. 알람을 듣거나, 정기후원을 하면 기부한 액수가 SDGs 점수로 변환된
다. 쌓인 SDGs 점수는 SDGs 랭킹에 반영되며, 사용자들은 전세계 랭킹뿐만 아니라 계정 연동
을 통해 연락처 및 계정과 연결된 지인들이 얼마를 기부하였는지, 상 방과 비교한 자신의 
SDGs 랭킹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랭킹 시스템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본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중 하나로 파악된 지속
성 부족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이 
기부한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회계보고서 및 기부 결과를 제공하여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
획이다.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 구조>

 요약하면 사용자는 ‘보고 싶은 광고’를 선택하고, 광고주는 그에 맞는 ‘적절한 광고’를 제작해
야 한다. 이는 광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다수 사람을 겨냥한 중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부분이었지만, 새로 개발한 알람 앱을 통해서 광고를 ‘원하는’ 소비자와 광고
주를 직접 연결하고, 이에 맞는 광고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가 광고와 맺는 관계
를 변화시키는 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의 확산까지 이루어내는 구조를 착안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부와 자본주의 시장의 접목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
습을 보인 표적인 창업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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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본 창업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기본 내장앱‘으로 채택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모
든 기업의 기본 내장앱으로서 UN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만약 〈The Great Wake Up〉 프로젝
트가 스마트폰의 기본 알람앱으로 설정된다면, ’디폴트 편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
다. 별도의 알람앱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기본 내장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번째 방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의 알람앱이 삼성이나 애플의 기본 앱인 ’시계 및 알람‘에 탑
재되는 방향이다. 별도 앱이 기본 내장앱으로 선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The Great Wake U
p〉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 기본 내장앱의 옵션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다. 기본 내장앱으로 선정
이 되는 방식이던지, 기존에 내장되어 있던 ’시계 및 알람‘ 어플에 옵션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던
지 The Great Wake Up의 궁극적 목표인 ’일상 속 쉬운 기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일부는 〈The Great Wake Up〉이 기본 알람앱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위에서 언급한 ’삼성 글로벌 골‘ 어플을 이미 내장앱으로 
채택한 바 있다. 알람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부앱 둘 다 애플과 갤럭시에 존재하는 어
플이다. 누군가는 기업이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를 기본앱으로 설정하여 얻는 이익
이 없으므로 기본앱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
서도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를 기본앱으로 선정할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 최근에
는 기업의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연구(2020, 박기경)에 따
르면,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제품 구매의 동기로 작용하기
도 한다.4) 기업 입장에서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는 일종의 CSR 활동이다. 그리고 삼
성이나 애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
력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형성 효과는 삼성이나 애플로 하여금 〈The Great Wake Up〉 프로
젝트를 기본 내장앱으로 설정할 만한 충분한 동기(incentive)가 될 것이다.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 초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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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30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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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의 글로벌 목표 사업 지원>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는 내장앱으로 설정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개발과 동
시에 내장앱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 할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와 개발 초기 단
계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 초기에는 UN 산하 기구인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목표 비즈니스 지원을 신
청하여 초기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앱 개발 비용은 외주사이트인 Wishket 기준 략 1000만 
원에서 최  2000만 원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애플리케이
션은 클럽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앱을 개발한 이후에는 한계비용이 거의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비용은 SDGs의 사업 지원금과 광고 수입의 10% 정도
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90%의 광고 수입은 모두 기부 재원으로 운영될 것이다. 
〈The Great Wake Up〉 프로젝트는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인만큼, 운영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마케팅도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마케팅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The Great 
Wake Up〉의 광고알람앱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홍보할 것이다. 그
리고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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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IoE 액세서리>

Ⅰ. 창업개요

참가자 
정보

20418 김주호
20619 배정민

문제 제기 및 원인분석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전자기기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많은 현 인들이 이름, 약속시간, 전
화번호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서, 이전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두
엽의 사용 빈도가 줄게 되었다. 뇌는 잘 쓰지 않는 부위의 신경회로를 제거하는 특성이 있다. 
전자기기 의존으로 인해 현 인들의 디지털 건망증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순천향 학교 서
울병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  청소년들의 
약 18.4%에서 심지어 자신의 집 번호 같은 단순한 기억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또, 순천향 학교 서울병원 신겸일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10~30 )에서 디지털 치매 증상(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기기의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과 젊
은이들이 디지털 치매 증상 발생에 한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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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망증'은 각종 디지털 기기에 우리의 기억을 의존하다보니 무엇인가를 자주 잊는 현
인들의 질환을 이르는 말이다. 디지털 건망증 환자의 60~70% 정도는 20~40 의 젊은 층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어 특히 젊은 세 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질환은 소지품을 분실하는 유실물 
관련 사고와도 접한 관련이 있다. 경찰청의 2019 유실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접수되는 유실물의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물건류가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분실하는 경우다. 

문제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을 했다. 디지털로 발생한 문제는 한차원 더 높
은 수준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이 정보혁명을 필두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이라
면, IoE는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초연결사회의 기술이다. 따라서 현 인의 만연한 디지털 
건망증으로 인한 유실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oE기능을 도입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고려한 방안은 직접 의류에 센서를 다는 방식이었다. 일상생활용 스마트 의류 기술을 
도입해 옷과 스마트폰 등을 연결, 일정 시간동안 옷에서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일정 거리를 벗
어나면 옷에서 알림이 간다. 사용자는 분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
행하며 한계를 찾았는데, 처음부터 스마트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
이라는 점이다. 사용자들은 알림이 가는 기능은 만족할 수 있으나, 디자인 및 소재 측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져 구매를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도출한 안은, 와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와펜은 직물로 제작한 패치의 일종으로, 10

 청소년부터 30, 40  까지 폭넓은 인기를 끌고있다. 스마트 의류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동
일한 기능을 담은 와펜을 판매한다면, 어느 옷에나 부착할 수 있기에 범용성이 높고, 앞서 지
적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와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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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및 범위

제품 설명
 다양한 옷에 붙어 옷의 개성을 살려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위치확인 센
서, 스피커들을 내장한 IoE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주로 휴 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지갑, 손
목시계등을 분실했을 때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펜이다. ‘인터랙티브 
패션디자인의 상용화 연구’(이윤경, 2010) 에서 인터랙티브 패션디자인의 사례로 제시된 
‘Locked ON Proximity Sensing T-shirt’의 위치확인센서와 ‘Drum T-shirt’ 에 내장된 소형 
스피커를 와펜에 내장시켜, 사용자가 옷 주머니에서 지갑이나 시계, 휴 전화 등의 귀중품을 떨
어뜨리거나, 실수로 챙기지 않았을 때, 소리를 통해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옷은 물론 지갑과 
시계에도 와펜을 보관, 혹은 부착하고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내장건전기는 시티즌 
사의 에코드라이브 태양광 충전 전지와 같은 동전형 전지로 한다.  

                

<3D 제품 구상도>
예상 가격: 10만원

‘SPA 브랜드의 글로벌 가격 전략’을 참고하여 산출한 합리적 가격임

수익구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 운용 자금을 모으고, 초기 자본 확보 후에는 본격적으로 와펜제작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외주를 통한 와펜 공급 시스템을 확보한다. 공급 받은 와펜에 위치확인
센서와 소형 스피커를 내장하고, 본사 직영 사이트와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다.

<Gear Whe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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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

STP 전략을 사용해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STP

재무계획

분기 기준 소요 금액, 자금 조달 계획, 추정 손익 계산 및 융자 상환 계획으로 재무계획을 설
립했다. 소요 금액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었으며 자금 조달은 3개의 재원에서 마련했
다. 융자 상환은 3년자 완납을 목표로 설정했다. 

Segmentation

B to C B to B

자녀의 유무

반려견의 유무

소득 계층

와펜을 기존에 활용중이었는가

정보기술을 도입하려 하는가

Targeting

집중화 전략
단일제품으로 단일화된 세분 시장을 공략하여 니치마켓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

업기업에 적합한 전략

어린 자녀, 반려견 혹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을 주요 시장으로 타켓팅하여 미아, 실
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위치확인 기능의 부가를 통해 제품

을 차별화함.

와펜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스톤아일랜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의류브랜드에 
대한 납품을 통해 고급 와펜 시장의 포문을 엶.

Positioning

속성 지속가능성 / 환경친화적 / 고급화 

이미지 힙스터 & 얼리버드

사용상황 데일리룩에 포인트 / 유실물 사고 방지

제품사용자 자신의 평소 룩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와펜->패셔너블
물건 분실이 잦은 아동 및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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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연단 plus 모의 창업 보고서
<Coreus- 코러스>

Ⅰ. 창업개요1)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마스크 폐기물의 양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만 해도 60억장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마스크 
1장당 평균 중량이 약 4그램이므로 최소 2만4000톤 이상의 마스크 폐기물이 발생하였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재료인 부직포의 원료는 폴리프로필렌(PP)인데, 이는 일회용 용
기나 생수병 뚜껑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같은 종류로 땅에 묻어도 썩어 없어지는 데에 
450년 이상 걸리고, 불에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기 오염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마스크로 인해 야생 동물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버려진 마스크 끈에 양발이 묶여 관절이 부어오른 갈매기, 발목에 마스크가 엉킨 채 날아다니
는 송골매 등 수많은 동물들의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사진1: 마스크에 두 발이 묶인 갈매기>

 이러한 문제는 마스크 양쪽에 부착된 끈을 잘라 폐기하기만 하여도 해결될 것이다. 실제로 위 
사진과 같이 영국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가 발에 묶인 채 떠돌다 구조된 갈매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사용한 
마스크를 그 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올
바르게 폐기하는 방법을 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순서와 절차가 복잡한 편
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잘 행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마스크 폐기 시 끈을 잘라 따로 버리는 행위를 일상화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줄이
기 위한 마스크 끈 재활용 방안에 하여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다.

1) 창업의 배경(문제 제기, 원인 분석, 문제해결 등)

참가자 
정보

20411 이유나
20412 장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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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및 범위2)

 마스크 끈의 주재료는 나일론, 폴리우레탄(PU),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이다. 이러한 재료들이 땅속에 묻혔을 때 분해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0년에 달한다. 따
라서 마스크 끈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를 재활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상

적으로 더 환경 친화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융점이 다름
으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전량 폐기 또는 매립하여야 하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합성 폐섬유를 합성 솜의 생산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에 한 특허를 찾아낼 수 있었
다(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합성 폐섬유를 이용한 재활용 칩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재활용 
칩, 2003, 박상규). 특허 문서에는 해당 기술로 인해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2,3,4: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합성 폐섬유를 이용한 재활용 칩의 제조방법 및 재활용 칩’> 

 따라서 마스크 끈을 수집한 뒤 위의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 솜을 제조한다면 이차적 사용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 솜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적
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에 효과적인 ‘인형’을 주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인형의 겉부분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천을 활용하고, 내부를 합성 솜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제작
할 예정이며, 이후 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종의 캠페인 형식으로 판매된 인형의 누적 개수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인형 1만 개가 판매될 때마다 아프리카의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생아들에게 
합성 솜으로 만든 솜이불 100개를 기부하고자 한다. 이불의 제작 비용은 기업의 이윤 일부로 
충당한다. 이윤의 극 화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2) 해당 창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아이템명,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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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방법3)

3)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경쟁력 확보 방안), 재무 계획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제품 구입 및 마스크 끈 기부
 기업 홈페이지에 가입해 계정을 생성한다면 원하는 수량만큼의 인형을 구입할 수 있다. 개인
은 단순히 마스크 끈을 잘라서 모아 우편에 부쳐 보내주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자사 홈페이지에 계정을 보유한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를 발신자 이름으로 하여 마스크 끈
을 기부한다면, 해당 계정으로 자사 제품 구매 시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온라인 쿠폰을 지급
한다. 또한 매달 가장 많은 개수의 마스크 끈을 보내준 사람을 선정한 뒤 무료로 인형 하나를 
보내주는 방식의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것이다. 인형 캐릭터
의 종류를 다양화하면서 기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 캐릭터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
행하고, 열쇠고리와 같이 여러 형태를 ㅍ는 제품을 만듦으로써 일시적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
닌 지속적인 구매 행위를 유도하고자 한다.

 본 기업의 활동은 환경 보전과 아프리카 저체온증 환아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비
자의 뿌듯한 심리를 원동력으로 하여, 반드시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마스크 끈을 
자르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제품 홍보 전략
 SN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거나, 비영리 기업들의 광고를 돕는 ‘나눔 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PR 기업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 및 아이템의  홍보활동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 

◆ 마케팅 전략

- 코즈 마케팅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cause)'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기업은 소비자를 통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소비를 결정한다. 

<표3-1. 코즈 마케팅 시스템>

 이를 위해 브랜딩에 있어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였으며, 브랜드 이미지 전략 수립 시 ‘환경’
과 관련된 색상인 초록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비자
의 금전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보상으로는 ‘인형’이라는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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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브랜드 이미지인 ‘투명성’을 전면으로 앞세워 홈
페이지에 기부 내역 및 판매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풀 마케팅
 광고 홍보 활동에 고객을 직접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되는 마케팅이다. 일방적으로 배치된 
상품이나 광고를 고객이 찾아보게끔 하는 ‘푸시’ 마케팅과는 반 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사회 
공헌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객의 상품 구매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
에, 상품을 구매하고 기부를 진행한 고객들을 전면에 등장시켜 자연스럽게 공감 를 형성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인물들을 내
세운다면 잠재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공감 를 형성할 수 있을뿐더러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려는 심리 효과인 ‘밴드웨건 효과’에 의한 고객 확보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재무계획
    <표1: 창업 비용 관련 재무계획표>

기업 및 제품 홍보 500,000 ~ 2,000,000 ₩
기계 및 설비 1,600,000 ₩
사무실 임 350,000 ₩
인력 고용 2,800,000 ₩

배송 트럭 구매 20,000,000 ₩
기타 비용(기술특허, 업무용품 등) 1,300,000 ₩

계 약 26,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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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업 아이덴티티
◆ 기업 로고, CI

◆ 기업명: Coreus

◆ 의미: 합창/상호 조화와 협력을 뜻하는 ‘Chorus’와 동일한 발음. 동시에 세상의 변화를 이
끌어가는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

◆ 성격: 사회적 기업

◆ 모토: Louder Voices, a Better World

V. 경쟁력 및 차별성
◆ 최근 트렌드와 부합
 제로웨이스트, 윤리적 소비, 환경적 소비와 같은 키워드는 현재 한국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
다. Coreus는 위의 세 키워드에 모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매우 큰 문제점으로 두되고 
있는 ‘폐마스크’ 에 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비에 
동참할 것이다.

◆ 고갈의 위험이 없는 원재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소비량이 매우 많은 것과 더불어, 미세먼지 및 황사와 같은 기
타 다른 이유로 인해 폐마스크의 양은 끊임없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재
료를 마련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 촉구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끈을 의식적으로 잘라서 따로 버리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 제품 
구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 방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효과 역시 기 해 볼 수 있다.

◆ 명확한 아이덴티티와 캐릭터
 사업 아이템인 인형이 가진 구체적인 특성과 차별적 정체성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형을 열쇠고리 형태로 소지하고 다니거나 잘 보이는 곳에 
놓아 소비자가 자주 노출된다면 환경 보호에 한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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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콘텐츠 사업국

대표운영자: 2학년 2반 이도윤

  안녕하세요, 2020년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의 표 운영진 이도윤입니다. 

  모의 콘텐츠 사업국은 열린연단 PLUS의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들 중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분과 중 하나로,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전반을 직접 구상 및 기획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부상으로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TV 프로그램은 전연령층에 걸친 우리 사회 전반에 지 한 영향을 끼치는 매
체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관심사와 관련한 TV 프로그램의 방영 현황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이 유의함을 드러낸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의 콘텐츠 사업국은 사회 이슈의 언론 방영 현황 분석 및 보고서 작성과 발표, 프로그램 기
획안 요약본 및 본기획안 작성, 기획안 발표 자료 제작, 그리고 15초 이내의 영상 예고편 제작의 
순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사회 이슈와 그와 관련해 현재 방영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한 뒤, 2인 1조의 모둠을 조직하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둠 조직 이후, 모둠별 토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획안 작성을 시작하였
고, 그 결과 현행 프로그램의 보완점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목한 독창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
이 다수 기획되었으며 눈길을 끄는 수많은 영상 예고편이 제작되었습니다. 모의 콘텐츠 사업국 
활동을 계획하던 당시에는 모든 참여진의 본 기획안이 마무리된 후, 방송 편성표를 직접 구성해
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열린연단 PLUS의 활동 시기가 겹쳐지며 방송 편
성표 구성은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의 콘텐츠 사업국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기에 활동 
내용부터 기획서 양식까지 모든 부분을 새롭게 기획하고 창작하여야 했던 점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활동 시간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점은 열린연단 
PLUS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막막하게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의 콘텐츠 사
업국의 모든 운영진 친구들과 참여한 친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덕분에 저의 미숙함을 함께 
극복하며 일 년간의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열린연단 PLUS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이의원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
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숙했던 저와 활동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한 해의 
활동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의

콘텐츠

사업국

1 20211 심정민 20307 박수민

2 20113 채윤희 20205 김은우

3 20403 김민정 20502 김윤민

4 20119 이재승 20317 박수석

5 20210 신윤진 20221 이성현

6 20106 이서연 20313 이정연

7 20107 이채현 20111 정희애

8 20115 최한별 20314 이하연

9 20202 김민하 20606 남수빈

10 20204 김어진 20215 정채영

11 20223 정찬호 20622 이한서

12 20304 김유진 20508 성승은

13 20309 안소현 20607 박소민

14 20316 김현호 20319 석지웅

15 20214 이도윤 20604 김민서

16 20602 권수민 20611 이세연

모의콘텐츠사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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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뿌셔뿌셔), 학번: (20307, 20211), 이름: (박수민, 심정민)

제작

인원

PD, 작가, 패널(사회자, 나래이터, 문화평론가, 매주 새로운 아티스트 2명, 사회학 

전문가), 촬 감독, 오디오 감독

제목 씹고 뜯고 맛보고

주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중문화를 씹고 뜯고 맛보는 힐링 프로그램

소재 중문화( 화, 드라마, 음악 등등)
예상

시청자 층
Y&Z세 (1980년 ~2000년  중반)

흡입요소

매회 오늘의 음식을 선정하여 나누어 먹으며 화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에 해 이야기한다. 사소하게 지나쳤을지 모르는 중문화 속 여러 요소들을 

뜯어보며 관련 사회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시청자에게 감동, 재미, 충격, 즐거움을 

선사한다. 

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채로운 기준

을 제시해본다. 

러닝타임 1시간 제작 장르 시사교양예능

기획 

의도

1. 화

어떤 화든 문제 없다! 너가 보려는 그 화의 숨겨진 비 을 알려주지.

2020.12월 당신의 예상을 뒤엎을, 끝없는 반전의 향연이 시작된다!

딱딱할 줄 알았던 화와 인문학의 상쾌한 ‘맛’남

2.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정주행할지 고민인 *핑프족들에게 소개는 물론, 숨겨진 의미까지 

알려준다.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핑프족들의 취.향.저.격. 낄끼빠빠(낄땐 끼고 빠질 

땐 빠진다)의 예능

3. 음악

들리는 로만 듣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음악은 그만. 그냥 지나쳤던 

음악의 숨겨진 의미를 곱씹어본다. 반전의 연속을 보여주는 음악의 숨겨진 의미들

을 제시해본다.

중문화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제시해보

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채롭게 중문화를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

준을 소개해준다.

자신의 기준을 몰라 헤메는 *마이싸이더들, 손쉽게 자료를 얻고 싶은 핑프족들에

게 다양한 해석의 진수를 보여준다. 

중문화 속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며 말랑말랑하게 사회를 설명

해주는 창작자이자 감상자인 프로슈머들의 다채로운 반전어택!

*핑프족-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타인에게 물어봐 쉽게 습득하려

는 사람을 뜻함.

*마이싸이더-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레니얼-Z세 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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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세 를 마이싸이더라고 하는데, 개인의 가치관이 중시된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으나, 

부분의 마이싸이더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찾지 못한다. 

  사회 문제에 한 관심은 부분 권력에 휘둘리거나, 그 시 에 한정되어 조명되기 

마련이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을 잃어가는 사회 문제들을 중문화 속에서 찾아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에 속에서 갖는 시사점을 찾는다. 중문화에 한 해석의 여러 가지 기준들

을 제시하여 마이싸이더들에게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자신만의 판단을 내

릴 수 있도록 돕는다. 

3. 프로그램 소개

  “ 중문화와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문제들을 다양한 맛과 함께 씹고 뜯고 맛보며 떠

나는 ‘맛’난 여행, 새로운 월요병 치료제가 당신의 월요병을 치료해드립니다.”

한 가지 내용이 두 가지 편(본 편, 특별편)으로 나뉜다. 본 편에서는 중문화의 한 작

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다양한 맛의 해석을 보여주며 출연자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본다. 특별편에서는 한 가지 맛의 해석을 사회 문제와 접목하여 씹고 뜯고 맛보며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해 생각해본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수다계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잡학박사들이 나타났

다. 도시계획, 역사, 문학, 물리학. 각 계의 신입 박사들과 함께 돌아온 차원이 다른 

TMI의 향연”

-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 주제에 해 각 분야를 살려서 이야기한다.

방구석 1열-“ 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화와 인문학을 토크로 풀어내

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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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화를 인문학이라는 학문과 엮어 심도 있게 토크로 풀어낸다.

2. 편성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

- 이 시간 를 설정한 이유: 주말에는 부분 웃음을 중점으로 하는 예능들이 많이 포

진해 있다. (금요일-나혼자 산다, 토요일-전지적 참견 시점, 일요일-1박 2일)

월요병은 직장인, 학생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병으로 월요일을 기피하

는 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월요일을 기다려지

게 하고자 한다. 

퇴근 시간 후 저녁을 먹었음에도 출출할 때 야심한 시간, 간식과 함께 씹고 뜯고 맛보

는 프로그램이다.

3. 목표(예상) 시청률

  3~4% . 알쓸신잡의 최고 시청률은 5.8%, 방구석 1열은 1.8%이다. 알쓸신잡에는 방

송시간 (금요일 저녁)인 점이 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월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

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3~4%를 예상 시청률로 본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Y&Z세 (1980년 ~2000년  중반). 비교적 최근의 이슈들이나, 자료가 많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1980년 부터 중문화의 발달이 이

어져 왔는데, 이와 함께 성장한 세 가 가장 많은 관심과 공감을 가질 것이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한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한다. 중문화에 한 다양한 해석뿐

만 아니라 그 속의 사회적 문제에 해서 생각해본다. 해석에 ‘맛’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재미는 물론, 다양함, 색다름을 모두 잡았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촬 -개인(5개),음식클로즈업(1), 패널 둘둘 씩(2), 전체 풀샷(1),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2)-월 350X11

 2) 세트 제작진(미술감독, 요리전문가)월 350X2

 3) 편집진(PD-390, 작가-350, 음악감독-350)

 4) 검수진(2~3명)-300

 5) 출연진(5명) 400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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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폴리몰리 빈백(20X5만원), 야식(50), 작은 상(3), 화분(5), 부엌 인테리어(200)

  =358만원

2. 제작 편수

  26부작, 알쓸신잡이 시즌오프로 한 시즌 당 13부작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본 편과 특별 편으로 나뉘어졌으므로 그의 두 배인 26부작으로 구성하려 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세트장(속 거실과 부엌)

나. 편집 스타일 

  나래이터 설명(방구석 1열), 유퀴즈 온더 블록

다. 홍보 방식

  TV, 유튜브, 정류장 또는 역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바쁜 일상을 보낸 후 맞는,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하는 매주 월요일의 맛난 여행”

지친 일상을 달래주고 월요병을 치료해주는 간식과 같은 프로그램

  화에 인턴에 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 시사점을 제시한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클로즈업 기법으로 각 사람을 중점으로 상을 촬 한다. 화 소개는 화 클립과 

나레이션을 이용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달음식과 함께 화를 이해하고 뜯어보

며 다양한 측면의 해석, 이야기를 나눈다. 화에 해 나눈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맛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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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3:00 클로즈업으로 패널 한 명씩 촬

방송 프로그램을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하며 

프로그램 내용에 한 

전반적인 안내

S#2 03:00~06:00 클로즈업으로 음식 촬 오늘의 음식(치킨) 소개

S#3 0:60~20:00 화 클립, 나레이션, 깔끔한 자막
화 인턴에 한 간단한 

소개(기본 소개, 줄거리)

S#4 20:00~35:00
한 명씩 클로즈업, 말하는 중간중간 

내용에 한 화 클립 보여주기 

패널 한 사람씩 줄거리를 

보고 든 생각

S#5 35:00~55:00

제시한 관점에 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해석 자유롭게 말하기, 

말하는 사람을 클로즈업

다양한 해석(세  간 화합, 

나이에 굴하지 않고 도전, 

유리천장 극복, 워킹맘의 

현실) 제시

S#6 55:00~60:00 감성적인 폰트의 자막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화 맛 표현으로 한 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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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숨, breathe), 학번: (20113, 20205), 이름: (채윤희, 김은우)
제작
인원

2명 + α

제목 인생 네 컷 : 당신의 잃어버린 추억을 향한 여행

주제

사연으로 찬란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소중한 순간을 네 컷

으로 표현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찬란한 순간들을 함께 마주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소재 인생 네 컷, 스토리텔링
예상

시청자 층
전 연령층

흡입요소

‘인생 네 컷’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누군가의 사연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 네 컷’에는 누구나 공감할 법한 ‘특별함’이 있다. TV 프로그램

에 나오는 주체가 연예인에 국한되어 공감력이 떨어지고, 그저 일방적인 소통만 이루

어진 프로그램과는 달리 ‘인생 네 컷’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스토리텔링하고 시청

자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제각각의 굴

곡이 있고 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함이 있다. ‘인생 네 컷’은 그들의 굴곡과 사소한 특

별함에 집중하여, 따뜻한 감성 속에 추억을 녹여낸다. 각자의 ‘꿈’, ‘잊지 못할 순간들’ 

등의 요소들은 ‘안생 네 컷’이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는 이유다.

러닝타임 약 1시간 제작 장르 연예오락

기획 

의도

“난 훌륭해요. 이렇게 살아있고 또 살아가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최근 당연하게 여겨져 흘려보냈던 일상

이 코로나 19로 인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

가는 옛 일상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누군가는 아쉬움을, 누군가는 다시 올 수 없는 

학창 시절을, 누군가는 떠나버린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린다. 자신의 눈부셨던 시절

들을 다시 돌아볼 수 없었던 바쁜 일상 속. 글로 써보거나 화처럼 생생히 틀어볼 

수만 없었을 뿐,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 곳에 세월 깊이 자리 잡아 울림을 선사한

다. ‘인생 네 컷’은 누군가의 어딘가 퇴색되고 바래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인생 네 컷이라는 추억 틀

에 담아보고, 그 추억의 주인공과 함께 ‘직접’ 경험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호기심’을 갖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새긴다.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범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누군가의 인생에서의 네 컷을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감

동을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이다. 연예인들의 실생활을 바라보면서 상 적 

박탈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던 기존의 관찰 예능과는 달리 시청자들에게 ‘힐링 

예능’, ‘청정 예능’이라는 키워드 하에 다가가는 것이 목표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고, 몽글몽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소박하지만, ‘자

연스러움’ 속 특별함과 소박함은 우리에게 따뜻한 즐거움을 준다. ‘따뜻한 즐거움’을 

주는 보석 같은 예능, ‘인생 네 컷’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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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우리는 당연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최근 당연하게 여겨져 흘려보냈던 일상이 

코로나 19로 인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옛 일상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아쉬움을, 다시 올 수 없는 학창 시절을, 떠나버린 소중

한 누군가를 떠올린다. 눈부셨던 순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글로 써보거나 화처럼 

생생히 틀어볼 수만 없었을 뿐, 언제나 마음 한 곳에 깊이 자리 잡아 울림을 선사한다. 

‘인생 네 컷’은 어딘가 바래졌지만, 마음 속 간직한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가고자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호기심’을 갖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

을 되새긴다. ‘인생 네 컷’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

범하지만 특별한 누군가의 인생에서 네 컷을 따라가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

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한다. ‘인생 네 컷’은 연예인들의 실생활을 바라보면서 상 적 박

탈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던 기존의 관찰 예능과는 달리 시청자들에게 ‘힐링 예능’, 

‘청정 예능’이라는 키워드 하에 다가가는 것이 목표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고, 순수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움’ 속 특별함, 

소박함은 우리에게 따뜻한 즐거움을 준다. ‘따뜻한 즐거움’을 주는 보석 같은 예능, ‘인

생 네 컷’이 재미와 의미를 함께 선사할 것이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 

자신에 한 사랑과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는 학생들은 인생 네 컷 속에서 사랑을 배

우고, 언제부터인가 꿈과 열정이 희미해진 취준생들에게 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각자의 의미를 방송이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1) 아이콘택트

 ‘아이콘택트’는 연예인과 일반인 모두 특별한 사연을 가졌다면 출연하여 시청자의 공

감 를 형성한다. 또한 ‘침묵 예능’으로 사람 간의 눈맞춤 속에서 미묘하고 적나라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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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화, 예측 불가한 반전 결말을 선사함으로써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

람의 진심을 녹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유 퀴즈 온 더 블록

 ‘유퀴즈’에서는 일반인들의 소소한 일상과 삶 속에 들어가 재미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고, ‘광복절 특집’처럼 감동과 여운을 안기기도 한다

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시청자

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 편성 일시

 편성 일시는 금요일, 9시 정도의 시간 로 한다. 우선 ‘인생 네 컷’의 구체적 타겟 시

청자는 모든 연령 이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편성할 경우 비교적 낮은 연령 의 사람

들은 시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이른 시간에 편성할 경우 회사에 출근하거나, 일

상을 바쁘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시청자 층으로 맞출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저녁을 먹은 후 한가하게 티비를 볼 수 있는 9시를 편성 시간 로 잡아

서, 모든 연령층을 타켓으로 삼아 시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유퀴즈 온 더 블록’과 ‘아이콘택트’ 시청률 통계를 기반으로, 첫 방송에서는 고정 출연진의 

화제성, 소재의 신선함 등으로 시청률은 2.1% 정도로 예상된다. 시즌제이기 때문에 매 시즌

마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연출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닐슨 코리아의 집계에 따라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7%,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6%를 돌파할 것이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특정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인생 네 컷’의 경우 나오는 출연자

의 나이 제한이 없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없다. 따라서 모

든 연령 의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체가 연예인에 국한되어 그저 일방적인 소통만 이루어진 프

로그램과는 달리 ‘인생 네 컷’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스토리텔링하고 시청자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한다. 이야기마다 제각각의 굴곡이 있고 평범함 속

에서도 특별함이 있다. ‘인생 네 컷’은 그들의 굴곡과 사소한 특별함에 집중하여, 따뜻

한 감성 속에 추억을 녹여낸다. 각자의 ‘꿈’, ‘잊지 못할 순간들’ 등의 요소들은 ‘안생 네 

컷’이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는 이유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출연진이다. 인생 네 

컷은 신용도가 높고 재치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프로그램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 다. 기존의 탈락과 경쟁의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던 프로그램과 달리 인생네컷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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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들이 느꼈던 헛헛함을 버리고 위로해주

는 따스함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 다.

 인생네컷을 통해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사연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질문에 한 답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면모를 건드려 

공감받고 위로받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 전반적으로 따스한 감정을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에 삽입함으로써 방송사 및 프로그램 자체를 바라보는 관념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

 촬 진은 략 10~15명 정도로 진행자와 출연자를 담당하거나 전체구도를 잡는 등으

로 구분하며 담당 vj는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많은 예능에서 스스로 촬 하는 셀

프 캠코더(VIXIA mini X)를 많이 볼 수 있듯,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상을 담기 위해 

캠코더를 사용한다. 촬 진의 평균 연봉의 중위값은 3500만원으로, ‘인생 네 컷’ 역시 

촬 진 고용 비용을 3500+a로 책정하 다.

2) 세트 제작진

 세트 제작진은 보편적으로 컴퓨터상에서 구축한 이미지 맵으로 세트를 구성하지만, 야

외 촬 이라는 특성상 세트를 따로 구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소품을 맡아서 

담당해주는 제작진으로 야외 사옥 포토 부스나 각종 홍보에 쓰일 소품들, 팻말 등을 제

작하고 헌팅된 장소에 자리한 물건의 배치와 구도 등을 계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

라서 ‘인생네컷’ 역시 이 중요성을 토 로 무  및 세트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을 3800

만원으로 측정한다.

3) 편집진

 ‘인생네컷’의 경우, 현재 방 되고 있는 예능 쪽의 편집보다는 전체적인 구성과 등장 

인물 간 균형을 이해해 감성적으로 편집하는 것이 중점이 된다. 편집이 중요한 부분으

로 자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편집진은 약 7명 정도로 구성한다. 편집 전 사전 

회의를 거치며, 1차 편집 후에는 편집된 상을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다. 

편집에는 컷 편집, 자막편집, 효과음 삽입, 예고편 편집, 장면 편집 등을 수행하는 편집

진의 연봉은 략 4000만원으로 측정한다.

4) 검수진

 보통 PD들이 연출, 편집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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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프로듀서인 CP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수진들이 프로그램의 구성, 연출 등에 해 피

드백을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사마다 6명 정도에게 CP직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본 프

로그램은 예능국 CP에게 최종 검수를 받는다. CP의 연봉은 략 1억 정도로 측정한다.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본 촬 은 야외 촬 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매번 장소 헌팅을 해야 한다는 점

과 촬 지가 국내 및 해외라는 가변성이 있으므로 매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장소가 매번 바뀌는 특성을 지닌 1박 2일의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기본 중앙값을 측

정했을 때 기본 3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예산 

안에는 장소 헌팅 비용, 촬  녹화 준비, 촬  및 녹화 작업, 데이터 백업 및 관리, 촬

에 필요한 출연자 섭외 및 스태프 사전 구성 비용도 포함된다.

2. 제작 편수

 제작 편수는 보편적인 16부작을 기본으로 하며, 시즌제이기 때문에 많은 편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 다. 각기 다른 사연이지만 비슷한 장소나 시간으로 제재를 나눈 시즌

제로, 중의 반응에 따라 시즌마다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구성이 변화될 수 있으며, 시

청자들의 피드백을 반 하여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콘텐츠의 흐름을 이

어가도록 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촬  장소는 국내, 해외 모두 상관없으며, 신청자의 사연이 닿아 있는 곳을 촬  장소

로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를 보일 때까지 촬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편집 스타일

 사연을 듣고 중간에 감동적인 배경을 연출하고 심금을 울리는 자막을 삽입하여 시청

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일러스트들을 여기저기 삽입하고 회차마다 디자인 

컨셉이나, 자막 폰트 등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쓰고자 한다. 즉, 편집적인 요소로 어디

서 촬 을 하고 있는지, 어떤 컨셉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던 시청자가 아니더라도 편집만으로 주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홍보 방식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으로 #당신의_인생네컷을_자랑해주세요 라는 해쉬

태그를 이용하여 중들에게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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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해쉬태그 이벤트에서 뽑힌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측에서 만든 인생 네 컷 이용권을 

선물한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편지를 받은 진행자와 사연의 주인공이 만나게 된

다. 출연자와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인생 네 컷’이 사연과 관련된 사람이 장소, 추억을 

이어준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트레일러의 처음은 진행자의 짧은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된다. 그 후 진행자가 출연자

의 사연을 받고 출연자을 찾아가게 되며, 진행자와 출연자 사이 만남 속에서 자연스러

운 재미요소를 담아낸다. 사연에 따라 그때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배경이나 소품을 

연출하고, 동시에 자막과 편집 효과를 통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극 화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진행자의 오프닝 멘트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전개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의문에 편지를 받은 진행자는 그 

속에 적힌 사연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곧이어 출연자를 만난다. 출연자를 인터뷰하며 

사연의 내용과 출연자가 추억하는 사람, 장소, 물건에 해 인터뷰한다. 이때 어린 시절 

출연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친구들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

달한다. 사연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행자는 그 시절의 사진을 인생 네 컷에 담아 사연

자의 추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일명 ‘써니’ 멤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CD

를 찾기 위해 출연자의 친구들을 수소문하게 된다. 출연자는 진행자가 찾은 CD를 보고 

그 시절을 추억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진행자가 사연자의 친구들을 찾아 

20년 만에 7명의 친구들이 모이게 된다. 7명의 친구들은 상 속 서로의 모습을 보며 

추억을 회상한다. 또한 성장한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출연자가 원하던 ‘인

생 네 컷’을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간략한 소감, 사람들에게 전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와 함께 끝난다.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5:00

진행자가 들어와서 농담을 던지는 

장면을 중심으로 컷 편집한다. 그 

사이 주변 모습을 삽입하여 

전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친근한 이미지의 진행자를 

섭외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프로그램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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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2 05:00~8:00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인포 형식의 

자료를 다양한 상들과 함께 

제시하여 방송의 목적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첫 프로그램이니만큼 

전반적인 프로그램 

소개를 진행하여 

시청자들에게 현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한다.

S#3 8:00~15:00

사연의 주인공 인터뷰 방식, 그 

시절 학교 배경과 애니메이션화 

된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그때의 분위기를 회상할 수 

있도록 한다. 

추억이 담긴 CD를 찾고 

싶다는 사연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시청자들이 

자신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S#4 15:00~23:00

출연자에게 부탁한 사진첩을 

클로즈업하고,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사진들은 다른 장면으로 

편집하여 크게 보여준다. 간단한 

낙서 효과들을 추가하여 

편집한다.

찾고 싶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마주하면서 기억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진다.

S#5 23:00~25:00

인생 네 컷을 만들어 앞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소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써니의 배경음과 

편집된 장면을 삽입한다.

출연자와 함께 사진 

4장을 선택하여 인생 네 

컷을 만든다.

S#6 25:45~45:00

인생 네 컷에 담긴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의 화 속 재미와 

감동적인 부분을 극 화한다.

출연자와 진행자가 함께 

찾고 싶은 사람이나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장소, 물건들을 찾아간다.

S#7 45:00~50:00

하루 동안 진행했던 사건, 사진, 

추억들을 정리하여 감동적인 상 

하나를 만들고, 시청자들에게 

옛날 사진으로 만든 인생 네 컷과 

현재 다시 찍은 인생 네 컷을 

비교하여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리고 만든 상을 선물한다.

감동적으로 사연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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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창업 서포터즈), 학번: (20403, 20502), 이름: (김민정, 김윤민)

제작

인원

참가 인원: 4팀 (한 팀 당 2명)8명 + MC 이진호, 이용진 2명 + 멘토 및 심사위원 4명 

및 스태프 44명

제목 창업Come! OverCome!

주제
(벤처 기업 지원) 창업 도와주면서 방송을 통해 회사 설립, 주력 아이템 공개 -> 방송 

본 투자자 모집

소재 창업 토너먼트 서바이벌
예상

시청자 층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 + 투자자

흡입요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를  보

여줌으로써 시청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을 발견하

게 해줌으로써 시청을 유도함 또한 프로그램으로써 지루하지 않기 위해 ‘서바이벌’이

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롭게 함. 

러닝타임 1시간 30분 제작 장르 시사교양

기획 의도

참여자들은 4팀 (한 팀 당 2명)=8명 으로 구성해 서바이벌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진호’와 ‘이용진’으로 구성하여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창업 멘토 및 심사위원의 경우 마켓컬리의 김슬아 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표, 

당근마켓의 김재현 표, 토스의 이승건 표로 구성해 창업 성공 신화를 이룬 4인을 

표를 선정함.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9월 3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내놓은 ‘일시 휴직

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6월)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7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과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조언을 주고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하 다. 

창업 토너먼트 서바이벌 형식을 도입해 창업을 꿈꾸는 참가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다. 

지금까지 ‘창업’을 다루었던 프로그램들의 경우, 형식적인 강의식의 내용이 다수

다. 그러나 ‘창업 Come! OverCome!’의 경우 이와 달리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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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본 기획서

20403 김민정, 20502 김윤민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9월 3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내놓은 ‘일시 휴직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6월)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보

다 7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

과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조언을 주고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하 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도움을 주어 참

가자들 뿐만 아니라 방송의 시청자들에게도 창업을 장려한다. 또한, 방송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투자자들과 연결을 시켜주어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3. 프로그램 소개

‘창업Come! OverCome!’

-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접근성을 높

이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토너먼트 형식을 도입하여 서바이벌을 통해 창업을 

꿈꾸는 참가자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또, 창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멘토들의 조언과 평가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관심 분야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참가자들은 4팀 (한 팀 당 2명)=8명 으로 구성해 서바이벌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MC ‘이진호’와 ‘이용진’으로 구성하여 진행이 수월하게 이

루어지도록 한다. 창업 멘토 및 심사위원의 경우 마켓컬리의 김슬아 표, 더본코리

아의 백종원 표, 당근마켓의 김재현 표, 토스의 이승건 표로 구성해 창업 성공 

신화를 이룬 4인을 표를 선정했다. 

- 참가자들의 야외촬  VCR을 보고 스튜디오에서 스타 멘토들이 평가하고 조언하는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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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창업 서바이벌 탄생 창업의 신’은 OBS 경인 TV에서 2013년 11월 23일 시작해 2013

년 11월 30일 종 한 2부작의 프로그램으로, 최양락과 강미정이 MC를 맡았다.

 이 프로그램은 분야별 스타 창업자 10명이 출연해 불황 속 성공적 창업 비법과 노하

우를 공개하고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을 서바이벌 형식으

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창업 서바이벌 탄생 창업의 신’은 현재를 기준으로 7년이나 지난 프로그램이

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경우 2부작으로 진행된 단기 프로젝트로 장기적인 

방송을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와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 한민국 창업프로젝트 천지창조’는 KBS1에서 2014년 4월 26일부터 시작해 2014년 

7월 5일 종 한 10부작 프로그램으로 서경석, 유세윤 등이 MC를 맡았다.

 이 프로그램은 한민국 미래 경제의 신화를 써내려갈 창업 웅을 찾고 사람들의 작

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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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장시켜 위 한 성공으로 이끄는 신개념 창업 인큐베이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서바이벌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진행할 프로그램과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10부작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점이 자금지원 측면에서 ‘창업 

Come! OverCome!’과 차이점이 있다. 

2. 편성 일시

 매주 화요일 5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도록 편성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일자리를 지니고 있지 않기에 주말이 아

닌 평일에 방송을 편성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시간 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함을 통해 1주일의 1번 정도의 진행이 적절하다고 느꼈다. 

 현재 매주 화요일의 방송 편성표를 보면, 7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 에는 정보전달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진행되며 후에는 드라마와 예능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간

를 피하면서도 너무 이르지 않은 시간 인 5시 50분 경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도록 결

정했다. 실제로 현재 SBS의 경우 이 시간 에 ‘골목식당’이나 ‘불타는 청춘’ 등 예능들

을 재방송 하고 있기에 편성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능과 드라마와는 달리 시청률이 많이 나오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3%~4%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SBS에서 수요일 10시 35분에 시작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시청률이 6.7%

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시간 와 예능적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창업 

Come! OverCome!’이 이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상 플랫폼이 발달되어 있어 방송 전

체의 시청률은 실질적인 방송의 파급력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청

률을 넘어 상 플랫폼의 핵심 클립 등의 조회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창업의 아이디어를 쌓고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시청자 층이 될 수 있으며 좋은 스타

트업이나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 또한 타겟 시청자 층으로 볼 수 있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2부작이나 10부작 등 단기적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창업Come! 

OverCome!’의 경우에는 창업을 꾸준히 장려하고 아이디어의 생성을 돕기 위해 장기적

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약 24부작으로 6개월)

 4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과거 

프로그램 보다 참가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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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 

프로그램 진행자(이진호, 이용진)

한 회 출연료 각 200 예상 

24부작 기준으로 두 명 합 약 1억.

2) 편집진과 PD, 조연출 등

표 PD 1명 PD 2명

3300+ 2400+ 2400=8100만원

FD: 2명

300+300=600만원, 3600만원

작가: 4명

400+400+300+300=1400만원, 8400만원

카메라: 15명

각 300만원, 4500만원, 2억 7000만원

조명: 8명

각 300만원, 2400만원, 1억 4400만원

음향: 6명

각 300만원, 1800만원, 1억 800만원

편집진: 4명

각 400만원, 1600만원, 9600만원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야외 촬 (VCR) + 스튜디오 촬

스튜디오(세트장)는 위의 SBS ‘미운 우리 새끼’처럼 크지 않으면서도 복잡해 보이지 않

는 단순한 형식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뒤쪽의 구조물과 크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탁

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약 1000만

원 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스튜디오의 경우 교체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초기비용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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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편수

 제작 편수는 24부작 기간으로는 6개월로, 1~2개월로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프로그램보

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해주고 검토를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창업을 다룬 부분의 프로그램이 1~2

회 정도로 짧게 진행되었기에 ‘창업Come! OverCome!’은 창업을 꾸준히 장려하고 아이

디어의 생성을 돕는다는 목표를 두고 24부작으로 진행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야외촬 (참가자들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 방송국 내 스튜디오

야외촬 의 경우 카메라맨과 고프로(셀프캠) 사용

스튜디오의 경우 카메라맨과 고정 카메라 사용

나. 편집 스타일 

-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편집 스타일처럼 멘토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편집을 진행한다.

- 미운 우리 새끼’의 VCR 편집 방식을 참고한다. 

다. 홍보 방식

예고편을 방송국 광고와 유튜브 광고를 병행한다.

TV와 인터넷에 간단한 배너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출연자들의 SNS 홍보를 장려하고 프로그램 자체의 SNS를 만들어 홍보한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참가자- 참가자들의 소개,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

멘토- 멘토들의 조언, 창업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 

방송 초반- ‘창업’이란 무엇인가?, ‘아이디어의 활용’이란?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Cut Back, Flash back, 밝은 BGM, Cross Cutting 등의 편집 방식 사용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 참가자들의 과거 창업 실패의 경험

*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 멘토들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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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20:00

*참가자들 얼굴 클로즈업

*Cut Back 편집을 통한 참가자들 

프로필 소개

참가자들 소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 심어주는 효과

S#2 20:00~48:00

*Flash back 편집을 통한 과거 

실패의 경험 보여주기(재현의 방식)

*암울한 느낌의 자막 설정

창업 실패의 경험

-시청자들과의 공감  형성

S#3 48:00~1:09:00

*밝은 BGM

*확실히 비되는 분위기 

*특수효과 사용

창업 아이디어 소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밝은 메시지

S#4 1:09:00~1:30:00

*Cross Cutting 편집을 통한 

참가자들과 멘토들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기 

*멘토들 자막 강조 

멘토들 피드백

-창업 아이디어에 한 

진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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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이재승의 이식당), 학번: (20119, 20317), 이름: (이재승, 박수석)

제작

인원

방송 PD, 작가 각 1명 (총 2명) 출연진 1명, 각 회차마다 의뢰인(인원미정) , 카메

라팀 3명, 소품팀 2명(음식보조) 등

제목 코로나 함께 이겨내요!! 이재승의 이식당

주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마음이 힘든사람이 많아진 현재, 고민을 들어주고 맛있는 

요리를 접하는 이재승의 이식당~!!

소재
의뢰인의 고민, 고민상담 및 음식

접 

예상

시청자 층
전 연령 시청가능한 힐링프로그램

흡입요소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시기를 겪고 있다. 모두가 육체적으로 정

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

며 따뜻한 밥 한 끼를 하는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한 현실이다. 의뢰인의 고민을 직

접 들어주는 점, 그 점에서 느끼는 힐링의 요소가 주요 요인이다.

러닝타임
티비에선 20분, 유튜브에선 풀 상 

더 긴 상.
제작 장르 힐링 예능. 

기획 

의도

전 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를 

막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

기에는 어렵다. 정부의 정책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위생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마음 로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현 코로나 시 에 살고있는 코

로나 사피엔스들에게는 국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개선이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차 줄어들고 더 줄어들 것 같을 때, 어느 한 사람으로, 

몇몇의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명, 수천명이 집단적으로 감염에 걸리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프로

그램이 필요하 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더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나뿐

만이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구나, 우리가 함께해서 승리해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

래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있는, 걱정이 늘어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의 고민

들을 들어봄으로써 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좀더 예방

을 철저히하자와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조금만 힘을 더 내보자 라는 의미로 음식

을 만들어서 위로하기로 결정하 고, 이러한 음식을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쉽고 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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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기력증, 우울감, 고립감 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코

로나 블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행을 떠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며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많이 없다. 각자 고민을 맘 놓고 털어놓기도 힘

들고, 혼자 끙끙 앓으며 집에만 있으면 더욱 우울해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 같이하며 고민을 들어주는 힐링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생각을 했다. 또한 이를 

보는 시청자들까지 위로 받으며 마음이 따듯해지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이재승의 

이식당’을 만들게 되었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앞서 언급했듯 모두가 힘든 코로나 19상황에서 다같이 잘 이겨내보자 하는 힐링 예

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 하고 잘 나아가보자 하는 긍정적 향을 띌 것이다. 또

한 따듯한 밥 한끼를 하며 고민상담을 하는 방송이기에 각 가정에서도 티비 속 음식을 

따라해보고 각자 고민상담을 하며 볼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 지금, 건강하고 쉬운 메뉴를 집에서 함께 따라해 볼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소개

  의뢰인의 사연을 받아 그 중 사연을 골라 의뢰인을 초청해 고민상담 해주며 따듯한 

밥을 한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예인 의뢰인의 사연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연예인 게

스트를 모셔 함께 의뢰인의 고민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할 것이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 프로그램 역시 이수근, 서장훈 두명이 보살컨셉으로 나와 일

반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인의 고민을 들어주지만 

‘이재승의 이식당’은 음식을 직접 해주어 따듯한 밥 한끼를 함께하는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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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 일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한 시간으로 할 것이다.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평소

같으면 많은 약속으로 바쁠시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 집에서 조금은 고독할 시간

이다. 다음날은 주말이기에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밥을 먹는 시간 를 공략하여 

6시로 설정하 다.

3. 목표(예상) 시청률

  금요일 6시 MBC에선 11시에 진행하는 나혼자산다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KBS에서는 

생생정보가 방 된다. 생생정보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6.7%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앞서 비슷한 방송으로 뽑았던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공중파는 아닌 KBS JOY에서 

방 하고 있고 1.1%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공중파에서 방송한다

면 3.3 프로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할것이라고 예상된다. 공중파라는 이점 덕에 무엇이

든 물어보살보다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의뢰인을 받는 

일반인 참여 방송이기에 높은 시청률을 기 하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시청자 층은 폭 넓게 형성될 수 있을것이라 예측된다. 아무래도 힐링프로그램이기에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편히 볼 수 있을것이라 생각이 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현재 방 하고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과 계속해서 비교되며 차별성에 해 언급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재승의 이식당’ 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은 고민에 해 해답

을 내려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 보다는 의뢰인을 위로해주며 함께 따듯한 밥한끼

를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점이다. 또한 단순 앉아서 고민상담만 하는 것이 아닌 

연예인이 직접 요리를 해주기에 매주 다른 요리하는 장면을 담아 낼 수있어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 한 회차당 PD,작가 각 80만원씩, 소품팀 20만원, 출연진 50만원

 2) 세트 제작진 카메라팀 3명 각 30만원 

 3) 편집진 2명 각 35만원씩

 4) 검수진 2명 각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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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먼저 세트장은 방송국 내 세트장을 사용할 계획이다. 작은 방처럼 꾸며 음식을 조리

할 수 있는 작은 주방과 작은 테이블 하나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방 인테리어 비용 

120만원, 테이블 및 주변 환경 조성 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 제작 편수

  이야기 소재의 고갈도 우려될 수 있기에 8-10회정도 예상, 코로나 상황의 진전과 방

송의 인기도를 고려해 회차 변경 가능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구비해둔 세트장

나. 편집 스타일 (타 방송을 참고해도 됨)

  제목부터 이재승의 이식당이라 지은 만큼 TVN에서 방송된 강식당, 이식당의 촬  및 

편집방식을 참고할 예정이다. 예능이 기반이 되지만 실제 음식이 조리되는 모습까지도 

드러내도록 할 계획이다. 

다. 홍보 방식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초반에는 유명 연예인들을 게스트로 섭

외해 요리 하도록 하거나, 혹은 연예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식으로 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총 2명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한명은 연예인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나 무

에 서지못하고 많은 일정이 취소되어 현재 일정이 널널한 상태인 연예인이다. 오랜기

간 열심히 일을하며 달려왔지만 예기치못한 장기적 휴식이 주어진 상태이다. 삶에 한 

고민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일만 하다보니 주변을 신경도 못 쓴채 살아온 것 

같아 삶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연예인에 한 고민상담을 다룰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도 무작정 일을 하며 사는것도 좋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것도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일반인 의뢰인을 모셔 고민상담

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의뢰인

을 모셔두고 고민상담을 진행 할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만한 고민상담을 해주

고 의뢰인이 먹고싶어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주어 함께 먹으며 이야기하는 따듯한 그

림을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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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먼저 음식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예인‘이재승’ 씨가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요

리하는 정성을 담은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장보는 모습을 타임랩스 기법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재료손질 및 음식 제조 과정에서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클로즈

업 기법을 통해 음식 요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민상담 부분은 

최 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서로의 화하는 장면을 강조할것이기에 편집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갈 예정이다. 또한 연예인과 진정한 소통이 주요 컨셉이기에 마

지막 부분에서는 둘이 얘기하는 장면을 클로즈 아웃하며 점점 흐리며 작아지게 할것이

고, 둘이 촬  후에도 더 남아 서로 진중한 얘기를 지속했다는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앞서 언급했듯 연예인과 일반인 2명의 이야기를 각각 듣고 각자에게 음식을 해주는 

플롯. 먼저 연예인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접. 먹고 싶은 음식을 미리 전달 받

은뒤 따듯한 집밥을원했던 A 씨에게 미역국, 돼지갈비, 잡채 등 생일상과 같은 집밥을 

요리해주어 같이 먹으며 고민 상담. 그 후 일반인 B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을 요리

해 접. 취준생이라는 B씨는 코로나로 인해 취직도 힘든상황에서 돈이 부족해 알바를 

하며 적은 돈으로 생활중. 그렇기에 소고기를 함께 구워먹으며 고민상담을 해주는 플롯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3:00

타임랩스, 연예인 ‘이재승‘ 이식당의 주
인이 직접 의뢰인들이 요청한 음식 재
료를 사러 직접 장을 보는 모습을 타
임랩스로 쭉 보여주는 것

이식당이 단순히 음식먹으
며 화하는 것이 아닌 직
접 재료를 준비하는 정성을 
담은 것을 강조

S#2 03:00-13:00

클로즈업 및 풀샷.
음식을 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풀
샷을 잡아 의뢰인과 화를 하며 음식
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

음식 제조과정을 정확히 보
여주고 의뢰인이 친구집에 
놀러와 음식을 해주는 듯한 
편안한 그림을 보여준다.

S#3 13:00-30:00

풀샷 및 클로즈 아웃
서로 화하는 모습은 편집을 최소화하
여 둘의 고민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클로즈 아웃하며 흐
려지게 연출

서로 진중한 화, 공감 및 
소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마지막에 클로즈 아웃하
며 서로 진중한 얘기를 이
어간다는 듯한 느낌을 줌.

S#4 30:00-33:00

클로즈업 및 풀샷.
음식을 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풀
샷을 잡아 의뢰인과 화를 하며 음식
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

음식 제조과정을 정확히 보
여주고 의뢰인이 친구집에 
놀러와 음식을 해주는 듯한 
편안한 그림을 보여준다.

S#5 33:00-57:00

풀샷 및 클로즈 아웃
서로 화하는 모습은 편집을 최소화하
여 둘의 고민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클로즈 아웃하며 흐
려지게 연출

음식 제조과정을 정확히 보
여주고 의뢰인이 친구집에 
놀러와 음식을 해주는 듯한 
편안한 그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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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頂上正道), 학번: (20221, 20210), 이름: (이성현, 신윤진)

제작

인원
2명(20221 이성현, 20210 신윤진)

제목 missing journalism : 역사에서 길을 찾다

주제 민중과 정부를 잇는 언론의 역할 : 동북아시아 3국의 근 를 중심으로

소재 근 사, 언론
예상

시청자 층
40-50  시청자

흡입요소
실제적인 역사 속 사진, 당시 인터뷰와 역사적 기록, 풍부한 문헌연구, 문제의식 

확장의 기회, 성우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의 내레이션, 역사에 충실한 재현

러닝타임 5시간(5부작) 제작 장르 다큐멘터리

기획 

의도

 현재 언론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기자협회와 한길리

서치 기자들이 공동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인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모름/무응답으로, 24.8%로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언

론은 지나친 상업주의와 국민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선정적 정

파성에 휩싸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에 언론은 어떻게 시작

했는지, 민중과 정부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의 언론을 

반추해보려고 한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래 목적이나 

의도가 변질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

석해볼 것이다. 현재 언론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비교적 유사한 양상의 역사 진행 

과정을 보이고 언론의 시작이 비슷한 동북아시아 3국을 비교하게 되었다. 

 다큐멘터리 5부작을 보고 난 뒤에는 막연히 언론에 갖던 문제 의식을 통시적으

로 확장하고 언론의 본질과 역할에 한 사유를 할 기회가 시청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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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현재 언론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기자협회와 한길리서치 

기자들이 공동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인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모름/무응답으로, 24.8%로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언론은 지나친 상업

주의와 국민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선정적 정파성에 휩싸여 많은 비

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에 언론은 어떻게 시작했는

지, 민중과 정부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의 언론을 반추해보려

고 한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래 목적이나 의도가 변질되

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현재 

언론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비교적 유사한 양상의 역사 진행 과정을 보이고 언론의 시

작이 비슷한 동북아시아 3국을 비교하게 되었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언론에 한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푸념이나 전문가들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을 뿐 중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사

회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부조리와 모순을 문제로 제시하고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5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현재 언론의 

문제에 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기존의 공시적 관점과는 다른 통시적 관점을 

통해 언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사

회 내에서 언론 문제에 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원론적 논

의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빠른 개선을 부를 것이다. 

3. 프로그램 소개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한국 현  언론의 문제점을 반추해본다. 현재 언

론이 질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파성, 선전성, 언론에 한 신뢰 등의 문제를 다

루고 언론의 역할에 한 질문을 던진다. 2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근현 사 속 언론

의 역할과 위치에 해 조망한다. 3, 4부에서는 한국 근현 사의 언론의 역할과 위치, 

중일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근현 사 언론의 특징에 해 알 수 있도록 한다. 5부에서는 

다시 현  언론의 문제로 돌아와서 한국 현  언론 문제의 해결책과 조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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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언론의 문제와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근현 )에서 찾고자하며, 한국과 동북아시

아 한국 외 2국의 근현  언론 역사를 비교, 조하며 궁극적으로 현  언론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역사에 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 이비에스 지식 채널 상에 해 찾아보았다. 많지

는 않고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일본에 징용된 이들, 위안부, 사할린 

학살 피해자들의, 소외된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에 해 다루고 

있는 ‘나는 비국민의 아들입니다’ 다. 조회수는 11000회 정도, 댓글은 7개로, 주류사회

에서 비난받으면서도 기록을 꿋꿋이 이어갔던 그에 한 존경의 내용이 많았다. 두 번

째는 케임브리지의 역사책 발간 업무를 맡았던 존 에드워드 액튼에 한 ‘완전한 기록’

이라는 상이었다. 그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완전한 기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역

사의 기록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다. 조회수는 10000회 정도, 

댓글은 1개이며 역사의 객관성에 해 생각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비국민의 아들입니다’는 201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화 ‘군함도’가 개봉

했던 해와 같으므로, 그 때 강제노역의 역사에 한 관심이 높아져 그 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조회수가 11000회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들이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이 만듶어진 이후 기사도 나오고 그의 별세 소식도 보도되었으며, 이 상을 보

고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저항>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에 비해 ‘완전한 기록’은 존 에드워드 액튼에 한 어떤 기사나 논평, 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객관적인 기록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내용이었고, 역사철학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더 깊이 찾아

볼 수 있는 소재 기 때문에 중적인 파급력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2. 편성 일시

  3월 20일 토요일 / 3월 26일 금요일, 3월 27일 토요일 / 4월 3일 금요일, 4월 4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많은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면서도 예능이나 뉴스, 드

라마 등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시간임. 또한,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 되는 시

간이기도 함. 또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방 된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음.

3. 목표(예상) 시청률

  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3일의 경우 최근 시청률은 2.2%, 최고 시청률은 5.5%

목표 시청률: 5%. 기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들, 그리고 재보궐선

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특징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를 5%으로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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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노인층과 청소년층. 서로의 역사인식과 국가권력에 한 관점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40-50 는 이미 민주화를 직접 몸으로 겪은 세 라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

식이 변화하거나 크게 향을 받기보다는 동조하는 쪽에 가까울 듯.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실제적인 역사 속 사진, 당시 인터뷰와 역사적 기록, 풍부한 문헌연구, 문제의식 확장

의 기회, 성우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의 내레이션, 역사에 충실한 재현

흥미요소 : 유명 연예인의 내레이션, 재현방식 

시의적절성 : 2020-2021년 사이에 한국 총선, 미국 선, 한국 재보궐선거  

학문적 깊이 : 사료 분석, 논문 발췌, 인터뷰 인용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1) 촬 진 6명 (촬 기간: 3개월, \8,000,000 *3개월 *6명  = \144,000,000)

2) 세트 제작 (외주, 세트 제작을 최소화하여 촬 , \200,000,000)

3) 편집진 3명 (\6,000,000 * 1개월 * 3명 =  \18,000,000)

4) PD 2명(총 4개월, \11,000,000 * 2명 * 4개월 = \88,000,000)

5) 재현 배우(주연급 10명, 조연급 20명, 엑스트라 200명) \600,000 * 10 + \200,000 * 20 

+\50,000 * 200 = \20,000,000)

6) 배우 나래이터: \20,000,000

7) 교통비, 숙식비 등 부가 비용: \30,000,000

8) 검수진 7명 (\10,000,000 * 7명 = \70,000,000)  총: \590,000,000

2. 제작 편수

총 5편

1편 : 현  사회 국가 권력과 민중이 분리된 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실태를 찾아봄.

2편 : 중국과 일본에서 언론이 어떻게 국가권력과 민중을 연결했는지를 각 국가 별로 

한가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3편 : 일제 강점기 시기에 한국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가권력과 민중의 연결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4편 : 민주화 운동 시기에 한국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가권력과 민중의 연결

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5편 : 현  사회 국가권력과 민중들 사이에 깊어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2, 3, 4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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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조선일보 뉴지엄, 광화문 동아일보 구사옥, 오사카와 도쿄 아사히 신문, 도쿄 학(구 

도쿄제국 학),상하이 뉴스(상해한인저널 아님) 상하이의 구사옥 

나. 편집 스타일 

  서프라이즈 촬 기법(등장인물에 포커스를 맞추어 세트 예산 절감하는 촬 기법), 기

존 다큐멘터리 편집 방식 + 더빙과 자막의 조화 + 재현 씬

다. 홍보 방식  TV 예고편, SNS에 개재, 제작 발표회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현  사회 국가 권력과 민중이 분리된 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실태를 찾아봄. 

또한 1화 말미에 과거 언론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실마리를 남겨둠.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서프라이즈 촬 기법(등장인물에 포커스를 맞추어 세트 예산 절감하는 촬 기법), 기

존 다큐멘터리 편집 방식 + 더빙과 자막의 조화 + 재현 씬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25:00

기존 다큐멘터리 편집 방식을 

유지하되, 상 중간중간에 특히 

웅장한 배경음악 삼입. 

현  사회 국가 권력과 

민중이 분리된 현상의 

문제점과 심각성 각인

S#2 25:00~45:00

전문가 인터뷰 시에 인물에게 포커스, 

아래에 자막 삽입. 어려운 용어 설명 

자막 등

현  사회의 국가 권력과 

민중이 분리된 현상의 원인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신뢰 증가

S#3 45:00~1:00:00

후속 편에 나올 장면을 재구성하여 

요약적으로 제시. 서프라이즈 

촬 기법 사용

과거 근  시  언론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암시함



모의콘텐츠사업국◀

335인천국제고등학교

  1편에서는 현  사회에서 국가 권력과 민중이 분리된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가져간다. 우선, 상 초반에는 국가권력과 민중 분리 현상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2~3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상 중반에는 이 문제

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과거 문서나 기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인터뷰를 촬 할 때에는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어려운 용

어의 의미와 설명을 화면 하단에 배치한다. 마지막으로는 후속 편인 2,3,4,5편에 등장할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여 앞으로 다큐멘터리의 서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중

간중간 포함돼있는 재현 장면에서는 서프라이즈 촬 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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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EDU girls), 학번: (20106, 20313), 이름: (이서연, 이정연)

제작

인원

구성팀(4) [메인 작가(2), 작가(2)], 연출팀(6) [메인 PD(1), 연출(2), 조연출(3)], 카메
라팀(13) [메인 카메라 감독(1), 카메라 감독(12)], 조명팀(3) [메인 조명 감독(1), 조

명감독(2)], 오디오팀(2) [음향 감독(2)], 미술팀(4)

제목

당신이 꿈꾸는 모든 학

Dream It, universitY : DIY

(가제)

주제 학생들을 위한 학 입시 정보 및 전략 제공

소재 학, 입시
예상

시청자 층
중고등학생, 학부모

흡입요소

본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인 ‘ 학교 학과 정보 제공 및 멘토링’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학의 학과에 한 정보를 예능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예상 시청자

층인 학생과 학부모 시청자를 유입할 매력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교육적 정보가 적은 교육적 낙후 지역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격차 해소의 요소를 갖춘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

램에 한 친근감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마스코트 캐릭터는 본 프로그램의 

큰 흡입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러닝타임 30-40분 제작 장르 교양 예능

기획 

의도

 교육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민국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학업 역량이 늘

어남에 따라 학생의 학업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청소년의 진로 

및 진학 학과 선정에 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사회의 상황에 발

맞춰 ‘ 학교 학과 정보 제공 및 멘토링’을 취지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바

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의 측면에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본 프로

그램 기획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

 보통 학생들은 희망 진학 학과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학교의 사이트

를 방문한다. 그러나 이는 문헌상 정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과 활동이나 미래 

진로, 준비하는 과정에 한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차 별로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교수님을 방문 및 초

청하여 입시 방법, 실제 수업 내용, 미래 진로, 전망 등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능적 요소가 결합된 학생의 공부법 설명 혹은 브이로그, 

학생부와 자소서 톺아보기, 면접 꿀팁 코너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 편성으로 학생

들에게 재미 요소가 첨가된 교육 정보를 전달한다.

 예상 주요 시청자층인 학생층이 학업으로 인해 TV 시청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러닝 타임을 짧게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정

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적 낙후 지역 또는 소외 계층의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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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현재 한민국의 다수 고등학생들은 학 입시를 학업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 및 진학 학과 선정에 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과 학

과에 한 청소년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찾아보

기 힘들다. 보통 학생들은 희망 진학 학과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학교의 사

이트를 방문하지만 이는 문헌상 정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과 활동이나 미래 진로, 

준비하는 과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현 상황에 착안하여 ‘ 학교 학과 정보 제공 및 멘토링’을 

취지로 삼는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의 측면에서 정

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본 프로그램 기획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본 프로그램은 학 진학 및 학과 정보에 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

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이라는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적 낙후 지역 또는 소외 

계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향력을 가진다. 

3.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각 회차 별로 선정 학교의 재학생과 교수님을 방문 및 초청하여 입

시 꿀팁, 실제 수업 내용, 미래 진로, 전망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능적 요소가 결합 된 학생의 공부법 설명 혹은 브이로그, 학생부와 자

소서 톺아보기, 면접 꿀팁 코너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 편성으로 학생들에게 재미 요소

가 첨가된 교육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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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공부가 머니?>

‘교육비는 반으로 줄이고, 교육 효과는 배 이상 높이는 에듀 버라이

어티 관찰 예능’이라는 목표를 가진 ‘공부가 머니?’는 MBC에서 방송

된 예능프로그램으로 최고 시청률 5.2%를 기록하 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겪는 학부모의 제보를 통해 해당 가정의 학습 환경을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촬 한 후, 스튜디오에서 관련 분야의 컨설턴

트에게 상담을 받는 포맷으로 진행된

다. 과목별 공부 방법, 성적별 학습 전략, 학 입시 정보, 자녀 양육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태도를 취

했다. 그러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일반 가정의 자녀에게 학습 도움을 준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달리 회차가 거듭될수록 연예인 자녀의 학습 태도 관찰과 같이 

본 취지와는 달라진 포맷을 보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또한, 사교육을 줄이

고 자녀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알려준다는 방향과는 달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 다.

2. 편성 일시

매주 금요일 밤 10시 30분-11시

  본 프로그램은 예상 주요 시청자층인 중, 고등학생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간인 금요일 밤으로 편성한다. 학교와 학원 등의 학업 활동으로 인해 평일과 주말 낮 

시간 에는 TV시청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러닝 타임을 짧게 하여 프로그램 시청의 부담을 줄인다.

3. 목표(예상) 시청률

  먼저 유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닐슨코리아 최고시청률 측정에 

따르면 ‘공부가 머니?’ 5.2%, ‘ 재발굴단’ 9.3% 등이다. ‘공부가 머니?’의 방송시간은 화

요일 오후 9시 20분, ‘ 재발굴단’은 수요일 오후 8시 55분이었다. 본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은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비슷

하거나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제시한 시청률은 최고시청률 기준이기 때문에 필

자가 제작할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3.5%로 예측되며, 학생들의 주목도가 높은 학

과 방송 시 최고 시청률은 ‘ 재발굴단’과 비슷하게 8.0% 정도로 예측되는 바이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층

  본 프로그램 기획의 취지 자체가 ‘ 학교 학과 정보 제공 및 멘토링’이라는 점을 고

려하 을 때 주요 시청자층이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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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입시와 진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하는 고등학생층을 타겟 시청자층으로 설정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1) 짧은 러닝타임

  본 프로그램은 금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의 러닝 타임으로 구성된다. 한 시

간가량의 길이인 기존 프로그램과는 달리 짧은 러닝타임으로 구성하여 타켓 시청자들

의 상황을 고려하 다. 금요일 밤 하교 시간에 방송을 배치하여 최 한 많은 시청자들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연자 구성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전문가 혹은 컨설턴트를 초빙하는 포맷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상 적 박탈감의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차별 전공 과목에 맞는 학생과 교수를 초빙함으로써 프로그

램의 취지와 적합한 흐름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3) 방송 흐름

  시청자들과 의뢰인에게 컨설턴트가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 형식과는 달리 청소년과 학

생, 청소년과 학 교수 간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는 포맷을 기초로 한다. 이는 시청자들이 

방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흡입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용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III. 방송 계획

1. 회차별 제작비

  중앙일보 조사 결과 프로그램별 회차당 제작비는 '무한도전' 6500만원, '쇼 음악중심' 

1억 8700만원 등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제작비는 천차만별의 수준을 보인다. 본 프

로그램은 야외 프로그램과는 달리 고정된 스튜디오에서 촬 한다는 점, 방송 특성상 광

고 및 협찬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 회차별로 각기 다른 출연진을 섭외해야 한다는 점 

등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면 회차당 략 

5000만원의 제작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구성 및 연출진_15,000,000

  구성팀은 메인작가 2명, 작가 2명, 연출팀은 메인PD 1명, 연출 2명, 조연출 3명으로 

구성된다

2) 촬영진_17,000,000

  카메라팀은 메인 카메라 감독 1명, 카메라 감독 12명, 오디오팀은 음향감독 2명, 조

명팀은 메인 조명 감독 1명, 조명 감독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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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 환경 구성진_3,000,000

  미술팀은 4인으로 구성된다.

4) 출연진_5,000,000

  프로그램의 전반적 진행을 맡을 진행자 2명과 회차별로 학관계자 및 학생을 섭

외한다.

나. 세트 제작 비용 

1) 장소 확보_6,000,000

2) 미술팀_4,000,000

2. 제작 편수

  본 프로그램은 50부작 제작을 목표로 한다. 다수의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뿐만 아니

라 예체능〮전문 학과와 같이 특수 목적을 띄고 있는 학과까지 다루는 것을 최종적 목적

으로 삼는다. 나아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는 2부작으로 연속 편성하여 학습 

방법, 입시 전략에 한 QnA를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막바지에는 시

청자의 투표를 통해 다시 듣고 싶은 강연을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의 수요를 반 하는 

포맷을 기반으로 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회차별로 선정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촬 을 진행한다. 이후 학생 출연진들의 

인터뷰 등 진행 시 제작된 세트에서 촬 을 진행한다.

나. 편집 스타일 

  주요 타겟 시청자인 학생층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예능적 요소를 결합한 

자막을 삽입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전개

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속도에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세부 정보를 자막에 첨부함으로

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스튜디오에 있는 출연자의 수가 많고 질의응답 형식의 

빠른 전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배경음악은 최소화하여 시청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오락 코너가 진행될 때에는 기존과는 달리 배경음악 및 자막을 

짧은 주기로 변화하여 시청자들이 방송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다. 홍보 방식

1) 마스코트 캐릭터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굿즈를 제작

하여 주요 타겟 시청자층으로 설정한 학생층의 관심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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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러닝 타임이 짧다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하여 회차별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한 

클립 상을 제작한다. 유튜브에 클립 상을 업로드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프로그

램에 한 시청자층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1) Dream It, universitY!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심도있

는 학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을 꿈꾸어

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 진학 정보 제공

  첫 회차에는 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경 학과를 선정하여 경 학과에 한 다양

한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3) 경영학과 톺아보기

  실제 경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초청하여 입시, 면접 꿀팁, 생기부와 자소서 톺

아보기, 공부법 소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본 프로그램의 1화는 프로그램 전체 진행방식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오프닝을 통해 프로그램의 상징성

을 드러내도록 한다.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방식을 소개할 때에는 배경음악

과 다양한 방식의 자막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타겟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며 

이외의 시청자들까지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학과 소개가 

진행될 때에는 진행방식 소개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의 자막을 삽입하도록 한다. 이는 

분위기의 전환 및 시청자들의 내용 집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까 언급하

듯이 본 코너는 빠른 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나 용어의 설명은 자막으

로 첨부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학과 소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에는 학과를 소개하는 학생과 질의응답의 상자 화면을 분할하여 시선이 분산되

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때에는 본 상의 하이라이트를 재편집하여 게시

할 사이트를 자막으로 첨부하여 시청자들에게 부가적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메인 진행자 2명과 마스코트 캐릭터를 중심으로 오프닝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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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목적을 밝힌 뒤 고려 학교 경 학과로 이동하여 학과 학과에 한 전반적인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실제 경 학과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에서 경

학과 톺아보기 컨텐츠를 진행한다. 입시 및 면접 꿀팁, 공부법 전수, 학과 썰 풀기, 자

소서 생기부 톺아보기, 미니 게임과 같은 다양한 코너를 선보인다.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5:00

오프닝_ 진행자 클로즈업 후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한

다. 스튜디오 풀샷 잡은 후 학 탐방 

코너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때 자막과 

배경음악은 밝은 분위기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과 취지를 알려줌으로

써 시청자들에게 시청 목적

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S#2 05:00~15:00

대학 탐방_시청자들이 이번 화에 한 

궁금증을 보일 수 있도록 헬리캠으로 

학교 전경을 보여준다. 이후 자막으

로 해당 학에 한 정보를 제공한 

후 학과 소개 진행자 풀샷을 잡는다.

해당 회차에 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학 전경을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다. 학과 

소개 진행자에 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여 분위기를 

전환한다.

S#3 15:00~28:00

경영학과 톺아보기_학과 소개 진행자

를 중심으로 촬 한다. 앞선 오프닝과

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의 자막과 배경

음악을 삽입한다. 학과 소개 시 강조 

사항과 부가적 설명을 자막으로 넣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후 톺아보

기 코너 진행 시 밝은 분위기로 전환

하여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도를 높인

다 .

학과에 한 소개, 입시 전

략, 공부 방법 등에 하여 

설명하는 코너이다. 본 코

너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밝은 분위기로 진행

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지루하지 않고 오락적 요소

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S#4 28:00~30:00

엔딩_배경음악 및 자막을 다시 밝은 

분위기로 환기시킨다. 본 프로그램 진

행자의 마무리 멘트 이후 클로징 음악

을 내보낸다. 방송 마무리 시 자막으

로 유튜브와 네이버 TV 사이트 주소를 

첨부하여 시청자들이 재편집 클립본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해당 회차의 흐름을 총정리

하고 분위기를 전환시켜 시

청자들이 방송 내용을 다시 

곱씹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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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정이넘쳐), 학번: (20107, 20111), 이름: (이채현, 정희애)

제작

인원

배우(이레, 한현민, 이준혁, 스테파니 리 외 다수)

제작팀 30명, 연출팀 30명, 기타 스태프 40명

제목 컬러풀; COLOVEFUL

주제 “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

소재
다양한 차별 문제

(인종, 성적, 재력 등)

예상

시청자 층

10  및 차별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시청자층

흡입요소

본 드라마는 인종차별, 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제력에 의한 차별 등 우리 사회 속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차별들을 국제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 투 시킨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이 드라마는 차별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이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음악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들의 순수함과 박

애의 정신을 비롯한 희망적인 요소를 나타내 우리 사회에 짙은 메시지를 던진다.

러닝타임 1회차당 90분, 총 16부작 제작 장르 청소년 성장 드라마, 학원물

기획 

의도

존 듀이는 학교를 두고 하나의 작은 사회라 일컬었다. 어른들의 사회에서 좋은 것

만 가져와 만든 조그만 오즈이면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그쪽보단 범죄도시에 더 

가깝다.

전국의 수많은 범죄도시 중 잔혹함에 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PIS. 

학교 측에선 의도하지 않았으나 ‘얼떨결에’ 피부색에 따라 나뉜 반과 

각종 기준들로 분류된 아이들 사이의 희미하고 뚜렷한 계급, 그리고 충돌. 

분명 학교 이름은 ‘Peace’인데,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 맹렬한 동물의 왕국에는 물어뜯든 말든 피만 튀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김민지

와 

어디든 달려가 싸움을 말리고 약자를 구해내야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차민규가 

산다.

인류를 반으로 나눈다면 양극단에 있을 것만 같은 이 둘은 

자발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Healica에서 마주하게 된다.

누가 음악은 야만적인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랬던가.

믿기 어렵지만 PIS에도 그 마법이 통한 듯 하다.

순수하고 잔혹하며, 동시에 복잡하고 희망적인 그곳에 등교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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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며 사회의 다양성이 증 되

고 있음. 그러나 아직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부족함. 특히 다문화 가

구원이 100만명에 이르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색에 따른 차별 문제는 심각하기

만 함. 따라서 이 드라마를 통해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 문제에 해 다루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경종을 울리고 더불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차별 의식에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 자신이 행했던 무의식적인 차별 행위에 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편견 없는 태도를 배양하는데 기여함.

3. 프로그램 소개

  인종차별, 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제력에 의한 차별 등 다양한 차별들을 사회의 축소

판격인 PIS라는 국제학교를 통해 나타냄. 그 안에서 음악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차별을 

극복하고 화합되는 학생들을 보여줌.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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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 일시

  매주 금,토 10:00 ~ 11:30, 2021년 상반기 방  목표

->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특성에 알맞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말과 

저녁 시간 에 편성.

3. 목표(예상) 시청률

  스카이 캐슬의 최고 시청률은 12.5% 고, 펜트 하우스의 최고 시청률은 10.8%이었으

므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9~11%의 시청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세계화 시 에 살아가게 될 청소년들과 변화와 다양성에 해 비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  모두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1. 차별 그 자체

- 입시, 성적 등으로 인한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 여타 드라마들

과 달리 차별 그 자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데 집중함.

2. 국제학교

- 다른 작품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국제학교’라는 형태의 학교를 통해 인종차별

과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룸.

3. 음악을 통한 화합 

- 결말이 부분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지는 타 작품들과 다르게 ‘음악’이라는 특정한 

매개를 토 로 화합이라는 평화로운 전개가 이루어짐.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제작팀 (30인) : 1회당 1인 300만원

  2) 연출팀 (30인) : 1회당 1인 300만원

  3) 기타 스태프(소품, 분장, 마케팅 등) (40인) : 1회당 1인 200만원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1회당 제작비용 2억 8000만원

- 유사 프로그램인 스카이 캐슬의 경우 1회당 4억원의 제작비가 사용되었고, 펜트 하

우스의 경우에는 6억원이 사용되었으나 본 드라마의 경우 학교라는 제한적인 장소에

서 촬 되므로 2억 8천만원의 제작 비용을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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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편수

- 16부작. 일주일에 2회씩 방 하여 총 두 달간의 방  기간을 가지는 것이 드라마의 

기승전결을 다루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 한국 국제 학교 제주 캠퍼스(Korea International School): 실제 국제 학교인만큼 현실

성있는 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함.

나. 편집 스타일 

1. 색감의 차이

- 차별이 부각되는 장면에서는 차가운 톤의 필터를 사용하고 반 로 화합이 부각되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톤의 필터를 사용하여 장면의 특성에 따라 색감에 차이를 둠.

2. 촬  구도

- 차별 상황 속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차별을 가하는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반 로 차별을 가하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

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 하여 수직적 관계를 더욱 부각해서 보여줌.

다. 홍보 방식 

- 극중 배역으로 개인 SNS 계정 개설, 유튜브 클립 업로드를 통한 시청 유도 전략, 바

이럴 마케팅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 드라마의 설정 및 등장인물 소개. 체육 회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현 실태를 조망함.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 드라마에서 다루는 제재 중 하나인 인종차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색감’에 

중점을 두고 연출과 편집을 진행함. 예를 들면 학생들 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

둡고 무거운 색을, 평화로운 분위기를 드러낼 때는 따뜻한 계열의 색상의 장면을 연

출함. OST를 다양하게 사용하되, 언어에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언어의 

OST를 함께 연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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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 여자 주인공 김민지, 남자 주인공 차민규를 비롯한 PIS 학생들, 학교 교직원.

- PIS 반 항 체육 회가 열림. 반별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 충돌이 일어

나게 되고, 한 학생이 무심코 뱉은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됨. 

이 사건은 체육 회가 종료된 후 SNS상에서도 계속되고, 결국 체육 회 다음날 복합

적인 원인들로 인해 또 다른 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됨. 차민규는 이를 필사적으로 말

리려고 하지만 김민지는 이를 외면하려고 함. 차민규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실수

로 김민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됨. 결국에는 둘이 함께 반장

으로서 책임을 묻게 돼 공동으로 학생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고민하게 

됨. 그 방안으로 음악 동아리를 개설해 계속해서 만나야만 하는 차민규와 김민지의 

이야기를 2화에서 풀어나갈 예정.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내용

S#1 00:00~17:00

- 드론을 사용하여 

학교 전경 담음

- 학생들의 일상 생

활 모습 클로즈업

-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PIS를 소개하

고, 전반적인 분위기

와 학생들의 학교 생

활을 드러냄.

PIS의 전경과 인종별로 반이 나뉘어

져 있는 학교 모습 보여줌. 학생들의 

생활 모습 보여줌.

S#2 17:00~25:00

- 김민지와 차민규

의 립구도를 극

화하기 위한 자

리 배치 

- 두 인물의 첫 만남

을 인상적으로 표현, 

비되는 성격 부각. 

PIS 체육 회를 위한 반장들의 협의 

시간. 이 장면에서 주인공인 김민지

와 차민규가 처음으로 면하게 됨. 

선생님들의 격려도 포함.

S#3 25:00~38:00

- 전체적으로 체육

회 모습을 보여주

되 주인공을 잠깐씩 

클로즈업해서 촬 . 

- 학교의 전체적인 모

습과 더불어 그안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생

활하고 있는지 강조.

본격적인 PIS 체육 회가 시작됨. 반 

항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단합하

고 또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줌. 

S#4
38:00~45:00

(1부 끝)

- 색감을 강조함:날

씨가 어두워지며  우

중충한 분위기 형성

함. 

- 무심코 뱉은 차별

적 발언의 심각성을 

나타냄.

체육 회 과정에서 학생들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며 싸

움으로 이어짐. 이 과정에서 한 학생

이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싸움이 더욱 심화됨.

S#5
45:00~49:00

(2부 시작)

- 빠르고 집약적으

로 편집.

- 1부 마지막에서 보

여줬던 싸움을 다시 

보여주며 현 상황 알

려줌.

1부 마지막 장면이었던 싸움을 요약

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줌.

S#6 49:00~57:00

- 체육 회 마치고 

귀사하는 학생들의 

뒷모습 촬 .

- 잔잔하고 평화로

운 OST 삽입

- 체육 회가 끝나고 

평화로운 귀사 시간

을 보여줌.

교사들의 만류로 싸움은 진정되고 학

생들은 모두 귀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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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내용

S#7 57:00~66:00

- 경고의 표시를 드

러내기 위해 보라색

을 강조하는 편집

- 극단적이고 빠른 

OST 삽입

- 이전 장면과 비

되는 학생들의 모습, 

SNS 상에서 또 다른 

차별을 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강조.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간 후 SNS상

에서 체육 회에서 있었던 논란에 

해 이야기하며 편가르기가 이어지고 

사건이 지속됨. 

S#8 66:00~76:00

- 어제 SNS 란 이

후 표정이 좋지 않

은 학생들 클로즈업.

- 어두운 색감의 장

면 삽입

- 체육 회에서의 싸

움과 연결되는 또 다

른 다툼이 일어날 것

을 암시

체육 회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안

좋음. 급식실에서 줄을 서다가 어제 

논란이 된 발언을 한 학생에게 또 다

른 학생이 식문화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싸움이 벌어짐.

S#9 76:00~83:00

- 민규 표정 페이드 

아웃, 민지 모습 페

이드 인. 

- 민규가 민지의 식

판을 치는 장면은 

다각도에서 촬 .

- 민규와 민지의 성

격 차이 극명하게 드

러냄.

- 두 인물이 서로 얽

히게 되는 계기 마련

민규는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들고, 

민지는 그냥 급식줄에 서있었음. 싸

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민규가 민지를 

실수로 쳐서 민지의 식판을 엎음.

S#10 83:00~90:00

- 민지와 민규의 모

습을 한 프레임 안

에 담는 장면 多

- 두 인물이 앞으로 

전개에 있어서 끈질

긴 관계가 될 것을 

암시.

화가 난 민지는 민규에게 따지고,. 민

규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만 

늘어놓는 민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게 됨. 그러다 교무실에

서 이 둘을 호출해 학생들간 충돌을 

막지 못했으니 학생들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오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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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eudaimonia), 학번: (20115, 20314), 이름: (최한별, 이하연)
제작
인원

90

제목 공부의 참견

주제
학생들의 교육 관련, 말하지 못한 다양한 고민들 관련 사연을 받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솔루션을 준다.

소재 교육, 미디어
예상

시청자 층
학생, 학부모, 교육종사자

흡입요소

학생들의 실제 고민들을 익명으로 받아 솔직 담백하게 풀어나감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생들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재연드라마를 

만들어, 사람들의 흥미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전문가와 

명문  학생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이를 보며 실질적인 솔루션을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패널 중 심리 

전문가는 사연에 한 학생의 감정을 깊이 공감해주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심적 고민에 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사연에 맞는 

일타강사들을 매주 초  게스트로 맞이하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고,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러닝타임 90분 제작 장르 토크, 재연

기획 

의도

기존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순수한 고민, 의견이 아닌 부모와 함께 출연하거나 

아이가 부모의 공부체계에 따라주지 않아 생기는 아이와 부모간의 생각차이, 혹은 

이로 인해 생기는 부모의 고민 및 갈등들을 다루기 마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

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고

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실적으로 다루기에는 많은 한

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만들어 다양한 학생들의 사연들을 받고 이러한 사연을 재구성

하여 시나리오를 통해 재연배우들이 해당 사안에 해 재연을 펼친다. 패널 즉, 

주요 출연자들은 재구성한 해당 재연드라마를 보며 문제를 분석하고 함께 이야기

를 나누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을 함께 거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적으

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고민을 긍

정적이고 유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해

당 당사자 이외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주변에 이러한 친구가 있는 시청자들

은 이러한 재연 드라마를 보며 패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학교생

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반 될 수 있

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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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한국에서는 공부가 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중고생 5000명을 상으로 사회, 심리적 불안요소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학업과 진로문제를 꼽았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학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큰 관심의 상

이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과 관

련된 고민을 익명으로 받아 전문적인 패널들이 조언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학생들의 고민을 실제로 받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학

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패널로 설정하여 학생들은 높

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학업에 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학생들도 심리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을 들으며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고민으로 구성된 재연 드라마를 통해 부모가 학생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방송은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 받아 실질적

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개선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3. 프로그램 소개(구성내용, 전개방향)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제 고민을 익명으로 받아 사연을 재구성하여 재연드라마

로 만든 후 패널들이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교육 전문가와 명문  학생들

로 구성된 패널들은 재연 드라마를 보며 실질적인 솔루션을 준다. 패널들 중 심리 전문

가는 감정과 심리에 초점을 맞춘 조언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심적 고민에 해서도 

다룰 수 있다. 학생들의 사연에 맞는 일타강사들을 매주 초  게스트로 맞이하여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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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1) 연애의 참견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은 드라마 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연인들

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나 문제점들을 재연배우들이 직접 연기하고, 패

널들이 그것을 함께보면 상황에 해 판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이후에도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리거나, 문제에 해 함께 이야기 하면

서 사연 주인공이 이에 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할지에 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며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2) 공부가뭐니

 주로 연예인과 그들의 자녀들이 출연하여 자녀들을 부모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자녀의 진로에 해 토론하며, 교육 전문가의 교육 솔루션

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을 줄이거나, 새로운 공부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

자들이 자녀들의 공부에 관한 진실을 알게되어 충격을 받을 때도 있

고 패널들이 자녀의 행동을 분석하고, 학습 방향에 해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 편성 일시

매주 금요일 밤 9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들을 다루고 있고 이에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평일을 마무리하고 부모님과 함께 보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퇴근시간, 학생들의 학업을 마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매주 금요일 

밤 9시로 선정하 다.

3. 목표(예상) 시청률

7%

학생들의 고민들과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아닌 교육 관련 종사

자, 학부모, 학생들이 주 타겟층이기 때문에 7%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학생,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그 이유-학생들의 고민과 갈등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공감을 

하면서 본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이고, 부모님과 함께 시청할 경우 부모님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

에 학생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하여 화해의 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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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또한 교육계 종사자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느

낄수있고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지 예측할 수 있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공부가 머니>라는 프로그램같은 경우 연예인의 자녀, 유명인의 자녀를 상으로, 그

리고 부모님의 시점에서 고민, 아이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부모님 시점으로 아이들을 바

라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진정한 고민은 무엇이고 학생들을 위한 솔루션을 평가받는

데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부가 머니>는 사교육을 줄이고 자녀에게 알

맞은 교육방법을 찾아낸다는 방향으로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이 부분 사교육 

컨설턴트로 이루어져있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익명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들을 받을 수 있고 재연배우들이 학생들의 고민상황을 재

연하여  패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민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적으

로 다루는 데에 차별성이 있고, 패널들이 부분 사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성태, 스터디 코드의 조남호 코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 지

에 해 알려줄 것이다. 또한 <연애의 참견>과 분석해보자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전체

적으로 <연애의 참견> 프로그램처럼 재연상황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연애의 참견은 연애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타프로그램과의 경쟁성

이 프로그램의 고민자의 상은 일반적인 학생들을 상으로 익명의 방식으로 고민들

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말못할 고민들을 제보할 수 있고 전문적인 패널들

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흥행성을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입시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받아 이

를 재연상황을 통해 방송에 방 된다면 보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솔루션을 통해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 다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인 <공부가 머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평균 5.6%로 어느정도 관심을 받았지만 연예

인의 자녀를 출연시키면서 사생활 노출이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고 부잣집 연예인 자녀

들이 비싼 과외를 수십개씩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 적 박탈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학생들이 가진 고민들을 재연상황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흔히 공부의 왕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학습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부방법을 알려

주는 등,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심리에 관한 것이라면 심리치료사 등이 조언을 해주면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일으킬 것이고 sns 홍보들로 인하여 많은 인기를 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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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

 JTBC가 촬 스텝 모집에서 공지한 월급이 200만원이었다. 2020년 교양, 예능, 시사 카

메라 보조를 채용한다는 공고에서는 250만원을 제시하고 있었다. 재연 드라마와 패널

의 토크쇼를 촬 하기 위해 총 8명의 촬  스텝으로 구성하여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 재연 드라마 촬  시 클로즈업을 하여 촬 하는 네 명, 전체를 촬

하는 두 명, 보조 촬  두 명이 필요하다. 패널 촬  시 패널 6명 개개인을 담당하는 

촬  스텝이 필요하며, 전체 구도를 촬 하는 두 명의 촬  스텝이 필요하다.

2) 세트 제작진

 재연 드라마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약 3명의 세트 제작진이 필요하다. 한 사람 당 

200만원으로 약 6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 세트 제작진은 재연드라마에 

필요한 장소를 찾아 빌리고 꾸미는 일을 한다. 패널이 있는 촬  세트장은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세트 제작진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초기에 패널이 있는 촬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세트 제작진에 드는 비용은 

약 700만원으로 예상된다.

3) 편집진

 재연드라마를 편집하고 진행자들의 토크 상을 편집할 편집진이 필요하다. 편집진을 

총 2명으로 구성하여 두 명이 격주로 주도적으로 편집을 이끈다. 격주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편집자를 다르게 하고 편집을 도울 수 있게 하여 편집 부담을 줄인다. 일주일에 

1회 90분 방송하는 프로그램인 것과 웹 예능이 한편 당 100만원의 편집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여, 두 명이 각각 300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다. 총합하여 약 6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패널의 토크쇼가 진행되는 세트장은 둥근 테이블 하나와 의자 여섯 개, 재연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이 필요하다. 나무 의자 하나 당 2만원으로, 총 12만원이 

들 것이라 예상되며 둥근 테이블은 약 1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세트장을 꾸미기 

위한 비용(인건비,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세트장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약 500만원으

로 예상된다. 재연 드라마를 찍기 위한 장소를 여하는 비용은 한 회에 약 50만원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 카페 여비는 한 시간에 10만원을 부르는 곳도 있으며, 촬  장

소를 집으로 할 경우 약 2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학원과 학교를 배경으로 할 경

우도 고려하여 총합하여 약 50만원이 예상된다. 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카메라 8

의 비용은 약 2000만원이 들 것이다. ‘캐논 XA11 준 방송용 카메라광학 2배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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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약 250만원이었다. ‘일우 12인치 LED방송조명 IW-W2'가 약 60만원인 것을 고려

하여 세 의 조명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180만원이 들 것이다. ’슈어 VP88 콘

덴서마이크 드라마 화 예능 녹음용 마이크‘는 약 128만원이었다. 재연 드라마를 위한 

마이크와 토크쇼 진행을 위한 마이크가 필요하므로 총 256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다. 

2. 제작 편수

 한 시즌을 총 30편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받아 선정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연애의 참견> 등의 프로그램처럼 계속해서 사연을 받아 제

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연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 하여 시즌 수에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되, 한 시즌 당 30편으로 구성한다. 한 시즌의 편수를 제한하는 이

유는 달라지는 시즌마다 패널을 일부 변경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조언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진행자(패널)들이 있는 세트장에는 사연을 재구성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중앙

에 설치한다. 진행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조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둥근 테

이블과 의자들을 설치한다.

 재연 드라마의 촬  장소는 학업과 관련된 고민의 특성 상, 학교와 학원, 집을 중심적

으로 촬 장소로 마련한다. 

나. 편집 스타일 

 상은 사연을 재구성한 재연 드라마, 패널들의 조언을 순서로 구성하여 편집한다. 

 재연드라마의 경우, 사연자를 연기하는 주인공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한다. 

주인공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 상황에 맞는 그림들은 드라마로 표현하여 제작

한다. 기존의 <연애의 참견>에서 나오는 재연 드라마의 편집 스타일을 참고하여 재연 

드라마를 편집하도록 한다.

 재연드라마 다음으로 나오는 패널들의 조언 시간에는 우선 패널들 개개인이 갖고 있

는 생각을 한 사람씩 말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한사람씩 조언을 한 후, 함께 사연에 

한 화를 나눈 것 중 중요한 부분을 편집하여 상에 담는다.

다. 홍보 방식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하여 홍보

한다. 홍보 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다. 홍보 상은 전문가

들로 구성된 패널의 소개와 직접 사연을 들어 제작한다는 장점을 살려 제작한다. 사연

을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와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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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화 트레일러

1. 1화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제재 및 소재:입시 공부로 인하여 삶의 방향성을 잃고 반항을 꿈꾸며 가출을 계획하는 

여고생의 이야기, 그 여고생이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여고생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연하여 패널들이 함께 이야기하

고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담을 메시지: 패널들이 학생을 위한 위로의 말과 적절한 공감으로 다가간다.

2. 트레일러의 편집 방식 및 연출

 학생이 가진 고민을 재구성한 재연상황중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가장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는 부분을 잠깐 제시하고 학생의 얼굴을 클로즈업함과 동시에 교차적으로 패널

들의 놀란모습을 클로즈업하여 편집하고, 패널들의 조언이나 말중에서 부분적으로 편

집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패널의 다음 말의 내용에 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3. 트레일러 플롯

 현실판 스카이캐슬을 겪고 있는 여학생, 즉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부모님의 학업 개

입등으로 인하여 반항을 준비중인 여학생에 제보에 기반하여 재연상황을 만든다. 재연

상황에서는 그 학생의 제보를 중심으로 그 학생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다. 따라

서 이를 보는 시청자와 패널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학생이 

가진 갈등에 해 공감을 더 잘할수있도록 한다.

4. 1화 트레일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10:00

하이엥글로 시작해서 패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비추고, 각자 자기 

소개를 할 때 해당하는 패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패널들의 주요 이력을 소개할 때 

패널들의 표사진과 함께 이력을 

요약하여 자막을 사용한다. 

패널들의 인사와 자기소개, 

게스트 소개,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소개 및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 소개

S#2 10:00~20:00

이 회차에서 다룰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학원가나 학교 주변에 가서 학생들을 

인터뷰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오른쪽 상단에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는 패널의 얼굴을 

보여준다.(다음 사진과 같은 방식 

사용한다) 

간략하게 오늘 다룰 학생의 

고민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연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하여 패널들이 함께 

자신의 생각들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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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3 20:00~45:00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보는 상황들에 

관하여(제보를 중심으로)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재연하고, 재연상황에 

하여 패널들이 함께보면서 반응들을 

교차적으로 편집한다.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자신들과 반응을 비교해볼 

수 있고, 좀 더 생동적으로 

상황이 다가오게 만들 수 

있다.

S#4 45:00~60:00

재연상황이 끝난 후, 이에 관하여 

패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적절한 해결법, 자신들이 겪은 비슷한 

사례들을 나누면서 교차적으로 

클로즈업하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을 하여 패널들의 심리 등을 

보여준다. 

패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까이 보여주고,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은 한번에 다양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시청자의 

경우 더욱더 공감 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심어린 패널의 조언을 할 

때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하여 끝까지 시청자들은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시청할 수 있고, 흥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S#5
1:00:00~1:20

:00

롱 숏을 사용해서 패널들을 모두 

보여주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편집기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패널들이 다함께 클로징 멘트를 하며 

마무리한다. 

한 회차동안 다룬 내용을 

요약하여 이해하고, 

요약하여 보여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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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아는 애들), 학번: (20202, 20606) 이름: (김민하, 남수빈)

제작

인원
2명

제목
아는 사람 얘기

(부제: 알면 보이는 우리 사회 이야기)

주제
화와 책 속 사회 이슈에 할 말 있는 사람들, 즉 아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소재 사회 문제, 화, 책
예상

시청자 층
전 연령층

흡입요소

1. 화와 책이라는 문화적 소재

2. 시사 문제(사회 문제)에 걸맞은 재치 있는 진행자

3. 시사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코너

①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키워드 토크쇼

- 아는 사람이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매회 해당 화의 감독, 책의 작가

② 전지적 아는 사람(사회 문제의 당사자) 시점

- 아는 사람이란, 우리 사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러닝타임 회당 60분 제작 장르 시사 예능

기획 

의도

- 화와 책 속에서 찾은 시사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는 사람'

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 화와 책이라는 일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회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사회 비평을 일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진행자들의 친근감 있는 진행과 재치로 사회문제라는 무거운 사연을 자연스럽

게 풀어내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일상의 언어로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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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최근 시사 예능이 주목받으며 알쓸신잡, 방구석 1열, 책 읽어드립니다, 거리의 만찬과 

같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시사를 좀 더 재미있

고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중이 알아야 하지만 어려워서 

시도하지 못 하는 사회 이슈를 화와 책이라는 소재에서 끌어오면 어떨지에 관한 생

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화와 책 속에서 찾은 시사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는 사람’들의 이

야기를 다루면서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화와 책이

라는 일상적인 소재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회문제를 다룸으로써 시청자에게 비

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사회 비평을 일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프로그램 소개

[아는 사람 얘기: 알면 보이는 우리 사회 이야기!] 

 화와 책 속 사회 이슈에 할 말 있는 사람들, 즉 아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진행자들의 친근감 있는 진행과 재치로 사회문제라는 무거운 사연을 자연스럽

게 풀어내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 책 읽어드립니다 : 이 프로그램은 스테디셀러 책을 선정해, 설민석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의미를 강독하면서, 중간중간 패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책이 지닌 내용과 의

미를 각자(일반 출연진 및 분야별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의하고 토론한다. 설민석의 

칠판의 활용한 깔끔한 설명과 분석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책과 

관련한 논쟁거리, 혹은 그 당시의 역사와 숨겨진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부분 역시 이 

프로그램의 인기 요소이다. 

- 방구석 1열 : 이 프로그램은 이미 개봉한 작품 중 좋은 평을 들었던 작품을 깊이 있

게 파고드는 방식의 화 소재 예능 프로그램이다. ‘방구석’과 ‘밥차’를 배경으로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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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친근한 느낌과 형의 프로그램으로 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담긴 

인문학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 알쓸신잡 : 이 프로그램은 각자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지와 관련된 주제로 출연진들이 

자유롭게 토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밥을 먹고 개인 또는 조를 구성하여 

여행을 다니다가 음식점에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련된 지식과 추천 관광지, 맛집 등이 비중 있게 나오며 출연진들이 입담이 좋아서 

교양적인 성격임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 거리의 만찬 :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들이 겪어온 문제들에 해 ‘당사

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사회를 비판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명처럼, 매회 사회문

제와 관련한 음식, 혹은 출연자의 사연과 관련한 음식을 거리의 만찬 셰프가 만들어 

소개하고, 이를 먹으며 토크를 진행하는 코너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요리 채널

과 ‘먹방’과는 다르게, 음식의 재료와 음식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만찬

이 가지는 의미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욱 부각한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 보

호 종료 아동, 거리에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 등 사회의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 끼 식사인 것이다.

2. 편성 일시

- 토요일 오전 10시

- 큰 부담 없이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구성임을 고려하여 주말로 선정했다.

- 주말 오전 늦잠을 자더라도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며 시청할 수 있는 시간 로 선

정하 으며, 현 편성표를 참고하여 동 시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여부를 고려

했다.

- 현재 부분 11시 정도에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있음을 고려하여 60분 

편성인 본 프로그램을 10시에 시작하면 시청자들이 기존에 보던 프로그램을 그 로 

보면서 추가로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지상파 채널에서 방 할 경우, 5%의 시청률을 예상하며,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에

서 방 할 경우 3%의 시청률을 예상한다. 그 이유는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시사 예

능 및 토크쇼 프로그램의 경우 적게는 0.8~7%까지 다양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채널의 경우 6%의 시청률을 기록하면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며, 케이블 채널 역시 3%를 넘으면 프로그램을 이어 가는 것

이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목표 시청률을 정했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층

 기존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주 타겟 시청자층은 남녀 20~40 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 20~30 가 이러한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층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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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역시 여성 20~30 가 구체적인 타겟 시청자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참고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알쓸신잡의 경우, 남녀 20~40 가 타겟 시청 층이며, 여

자 30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자 시청 층을 끌어들

이기 위한 전략으로 남녀 패널 비율을 맞추거나,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다양한 

타겟 층도 공략해보려고 한다. 이 점이 타 시사 예능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될 것이

다. 더불어 초기 시청 층을 조사하여, 이들과 함께 시청하는 가족들이 끌릴 만한 요소

를 프로그램에 주입하여 유입 층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보고 싶게 만드는 요소를 

추가하여 마니아층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높인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단위: 만원)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2000만 원)

1) 촬 진 (-만원/회당)

- 메인 촬  감독 1명 (25*1=25)

- 외주 촬  1팀/ 9명 (20*9=180)

2) 세트 제작진

- 기획 1명 (160*1=160)

- 책임 1명 (160*1=160)

- 메인 프로듀서 1명 (80*1=80)

- 연출 5명 (40*5=200)

- AD 1명 (40*1=40)

- FD 3명 (20*3=60)

- 작가 7명 (30*7=210)

- 외주 조명 업체 1팀/ 메인 1명, 보조 3명 (80*1+15*3=125) 

3) 편집진

- 외주 편집 업체 1팀 (250)

4) 출연진

- 진행자 1명 (300*1=300)

- 고정 전문 패널 3명 (50*3=150)

- 회당 초빙 화감독 1명/ 책 저자 1명 (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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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MBC 내부자료에 따르면 방송사 자체 제작 시 주요 장르별 평균 제작비 중 시사 다큐

멘터리는 회당 예산이 3000만 원이며, 그중 임차료, 즉 세트장 여비는 23%인 690만 

원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은 700만 원으로 설정하

다. 본 프로그램은 토크쇼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트장 이외의 추가적인 촬  환경 조

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제작 편수

총 제작 편수 : 15부작 (시즌제)

 현재 방  중인 시즌제 시사 예능을 참고해 보았을 때, 적게는 8회, 많게는 30부작으

로 구성되어 있다. 30부작의 경우, 시즌제의 유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며 프

로그램의 흥행 여부에 맞추어 이를 결정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시즌제’로 결정

하고 다양한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평균 제작 편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 15부작 시즌

제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 스튜디오를 여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내 실내 촬 으로 진행된다.

- 토크가 진행되는 스튜디오 내 구조는 원탁 형태이며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화할 

수 있고 참고 상이나 칠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치한다.

나. 편집 스타일

- 본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사회문제를 다루되 너무 무겁지 않은 편집 방식을 활용

하고자 한다.

1) 기본적인 배경 음악: 주로 통기타 혹은 카페 음악과 같이 가벼운 음악을 활용하고, 

또한 예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배경 음악은 길어도 5~7

초 이상 지속하지 않고,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함. 혹은, 토크가 주된 프로그램의 컨

셉이므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

면에서는 배경 음악을 작게 혹은 넣지 않고, 신에 지루하지 않도록 편집의 기간을 

짧게 하여, 출연진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겹쳐서 혹은 바로 등장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2) 자막: 본 프로그램의 로고 색과 자막 색을 일치시켜, 통일감 있는 스타일의 편집을 

하고자 함. 특히, 말로써 내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모든 말에는 자막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자막 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색을 다르게 하는 등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이룰 수 있게 함. 간단한 추임새 혹은 내용전달 측면의 사가 아닌 경

우에는 아래의 자막 신 인물 옆에 자막을 넣는, 최근 유행하는 자막 스타일을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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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전달 측면의 자막은 고딕과 같은 가시성 높은 글꼴을 사용하고, 추임새 등의 자

막은 동글동글하거나, 상황에 맞는 예능용 글꼴을 활용한다. 

다. 홍보 방식

 기존의 케이블 채널과 같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한 홍보를 

포함하여 촬  비하인드를 담은 클립 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

로 본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이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비정규직에 관한 화 '카트'와 관련 도서 '나는 슈퍼 계약직입니다'를 소재로 하여 진

행자와 고정 패널, 그리고 부지  감독님과 이하루 작가님을 초청하여 함께 우리 사회

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본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1-1) 책 소개 코너: 책 속 내용을 한 구절씩 소개할 때, 혹은 책 구절을 읽으며 내용을 

소개할 때, 진행자(혹은 구절 읽는 사람) 반절, 책 구절 반 절씩 드러나게 편집한다.

1-2) 책의 내용과 관련된 소개 및 이야기를 진행할 때,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이 '칠판'을 이용해서 강연하듯 내용을 시각화함. 본 프로그램에

서도, 책을 소개하는 강연자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넣고, 칠판 

신 애니메이션 혹은 그림 등으로 책 내용을 시각화 한 장면을 

사용하는 편집 스타일 활용하고자 한다.

2) 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화 소개 전 화 포스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본 프로그램에서도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 포스터와 책 표지를 나

란히 보여주며, 그날의 방송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일지 예측하게 한 후, 

화의 간단한 소개 및 책의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며 주제를 언급하는 흐름의 방송 

편집 활용하고자 한다.

3) 진행자를 제외하고, 그날그날의 게스트를 소개할 때, 간략한 소개를 돕는 (첨부한 사

진처럼) 이력서 같은(혹은 책의 저자 소개에 들어가 있을 법한) 스타일의 장면 활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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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1. 본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요약한 예고편 같은 동 상으로 시작한다.

 2. 진행자와 고정 전문 패널의 오프닝.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격

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는 멘트 시작한다. “오늘 받은 사연은 어디 사는 00씨

의 어떤 사연이다.”라고 말을 하며 시작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를 토 로 주제를 

전개해 나간다.

 3. 이번 화의 주제인 비정규직에 관한 화와 소설 포스터/표지 보여주며, 화의 내

용 간략 소개 + 소설의 이야기도 간단하게 언급( 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처럼)한다. 

이후, 비정규직의 현실 모습을 담은 동 상과 함께, 본 프로그램의 주제 정의 내린다.

 4. 다시, 세트장 화면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정 패널

과 몇 마디 나눈다(요즘 사회적으로 두되는 내용 아닌가요? ~ 사건이 요즘 이슈

죠 등등). 이후, 진행자가 이 사회문제에 해 실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면 

반쪽은 통계자료 등등으로 보여주는 편집), 각자 전문가들 역시 실태에 관해 이야

기한다. 진행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며 “전문가 나와주세요!”와 같은 멘트를 한다.

 5. 화감독과 작가가 나온다. 두 분에 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 후, 화감독이 자신

의 화에 관해 소개하고, 몇몇 질문을 한다. (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어

떤 목적과 의미 담고 있는지), 다시, 작가도 자기 책 직접 소개하고, 질문을 받은 

후에, 다 함께 자유토론 하는 시간. 감독과 작가의 현실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해결방안들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짓는다.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0:30
본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요약한 예고

편 같은 동 상으로 시작

본 프로그램의 제목과 전체

적인 분위기 보여줌

S#2 00:30~2:30

진행자와 고정 전문 패널의 오프닝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

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

는 멘트 시작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한다는 본 프

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간략

히 설명

S#3 2:30~6:00

오늘 받은 사연은 어디 사는 00씨의 

어떤 사연이다. 라고 말을 하며 시작

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를 토 로 주

제를 전개해나감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

하며, 오늘의 주제 설명함

S#4 6:00~10:00

이번 화의 주제인 비정규직에 관한 

화와 소설 포스터/표지 보여주며, 화

의 내용 간략 소개 + 소설의 이야기

도 간단하게 언급( 화 소개하는 프로

그램처럼)

본 프로그램이 다루고자 하

는 전반적인 소재들을 소개

함. 앞으로 이어나갈 이야

기의 기본 지식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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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5 10:00~11:00

이후, 비정규직의 현실 모습을 담은 

동 상과 함께, 본 프로그램의 주제 

정의 내림

화와 소설의 이야기 속에

서 발견할 수 있는 비정규

직의 모습이 현실에도 존재

함을 언급

S#6 11:00~16:00

다시, 세트장 화면으로 돌아와서, 오늘

의 주제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

정 패널과 이야기 나누기

(ex) 비정규직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두되는 내용 

아닌가요? 등의 이야기 하

며, 본 주제가 갖는 중요성

을 언급

S#7 16:00~24:00

이후, 진행자가 이 사회문제에 해 

실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화면 반

쪽은 통계자료 등등으로 보여주는 편

집), 각자 전문가들 역시 실태에 관해 

이야기함.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현실적인 사례들을 언급하

며, 각각의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

는지, 이 문제의 원인과 문

제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

S#8 24:00~25:00

진행자가 이 문제에 한 더 깊은 논

의를 위해, 앞서 소개한 화와 책의 

감독/작가 부름

관련 화의 OST가 배경 

음악으로 깔리거나, 매화에 

고정으로 등장 음악을 선정

S#9 25:00~40:00

화감독과 작가가 나와 자신을 간략

히 소개한 뒤 화감독은 자신의 화

를 소개하고, 작가는 자신의 책에 관

하여 설명함

분할 화면으로 화와 도서

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함께 이어감

S#10 40:00~55:00

고정 전문 패널과 화감독, 작가가 

다 함께 본 화의 주제인 사회 문제를 

화, 도서와 엮어 자유토론을 진행함

감독과 작가가 바라보는 사

회에 관하여 혹은 긍정적인 

해결방안은 있는지

S#11 55:00~59:00
본 화에서 진행된 다양한 논의와 핵심 

주제에 관해 정리하며 마무리

표나 그림을 삽입하여 시각

적으로 한눈에 정리를 볼 

수 있게 제시하고 진행자의 

멘트로 구성

S#12 59:00~60:00 클로징 화면과 함께 다음 화 예고
기 감 조성을 위한 음악 

사용과 사회 문제 힌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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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어영부영), 학번: (20204, 20215), 이름: (김어진, 정채영)

제작

인원
20명

제목 선 넘는 국제학교

주제 각국 청소년들의 국제이슈에 한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다.

소재 국제이슈 및 문화
예상

시청자 층
전체연령

흡입요소

청소년을 상으로 진행하여, 각국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국제이슈 및 문화에 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각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상으로 진행하여 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회차별로 의상 컨셉을 선정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능적 요소를 부여한다. (ex: 각 나라의 귀신 분장->미

국:드라큘라, 한국:처녀 귀신, 중국:강시 등)

러닝타임 1시간 제작 장르 시사예능

기획 

의도

다양한 국제이슈 및 각 나라 고유의 문화와 유행하는 문화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문화를 바라보는 상 주의적 관점 및 비교론적 관점

을 권장한다.

기존의 비정상회담의 경우 기미가요 삽입 문제, 특정 문화 비하, 지도 표기 오류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 다. 이에, 본 콘텐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세계 이슈 논

의와 관련이 없는 게스트의 출연 및 안건 제의로 프로그램의 본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 다. 따라서, ‘선 넘는 국제학교’는 국제 홈페이지를 개설하

여 편견 없는 국제적 이슈를 선정하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한다. 특정 국가의 이슈

를 회차별로 소개하고, 문화 관련 게임 진행(ex:전통사물의 사진 제시 후 어떤 용

도로 사용되는지 맞추기), 안건에 한 의견공유를 포맷으로 하여 재미와 시사라

는 두 요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모의콘텐츠사업국◀

405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다양한 국제이슈 및 각 나라 고유의 문화와 유행하는 문화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

보는 것이 본 방송의 취지이다. 기존의 세계문화에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잘못된 자료사

용, 편파적인 관점, 성비 불균형등 사소한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하여 편견없고 평등하며 청소년의 관점에서 세계이슈들과 문화들에 해 의견을 나누

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 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21세기 세계화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문화를 바라보는 상 주의적 관점 

및 비교론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성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뤄졌던 기

존의 방송과 달리 청소년의 시각에서 문화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에 아랍문화권, 아프리카문화권, 남아메리카 문화권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을 줄이고, 서양 위주로 다루어져 상 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 던 문화권을 모두 아

우르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서구 문화 우월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궁극

적으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시각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3. 프로그램 소개

 각 문화권에서 온 청소년들이 선 넘는 국제학교의 학급 학생으로 출연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세계의 문제에 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선 넘는 

국제학교’란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선을 뛰어넘어 한 학급에 세계각지에서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의미이다. ‘선 넘는 국제학교’는 국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편견 없는 국제적 

이슈를 선정하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한다. 특정 국가의 이슈를 회차별로 소개하고, 문

화 관련 게임 진행(ex:전통사물의 사진 제시 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맞추기), 안건

에 한 의견공유를 포맷으로 하여 재미와 시사라는 두 요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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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비정상회담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세계 정상 회담을 모티

브로 국제 청년들의 평화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각국 세계 청년들이 모여 젊은 시선을 

바탕으로 매주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화제인 안건을 놓고 펼치는 토론의 현장으로, 

행복을 갈구하는 이 시  청춘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색깔 있는 미래의 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 친구들의 리얼한 '한국 여행기'

를 통해 '여행' 그 로의 보는 즐거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재미까지 동시에 선사하

는 '신개념 국내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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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찰스’는 익숙한 세상을 떠나 낯선 한국 땅으로 온 외국인들이 단순 여행이나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

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며 겪는 한국사회의 외국인들의 생생한 리얼 적응 스토리를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2. 편성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로 편성한다. 이는 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며,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시간을 보내기에 최

적화된 시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제작하려 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구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추이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시청률이 1.9%로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편성

되어있는 MBC every1 프로그램이다. ‘비정상회담’은 5.5%로 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

되는 JTBC 프로그램이다. 이웃집 찰스는 8.1%로 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 되는 

KBS1 프로그램이다. 세 프로그램은 모두 평일 저녁시간 에 편성되어 있었으며, 프로그

램의 특성상 시청률이 다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수요일 9시에 편성될 본 프로그램은 5%로 예상한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본 프로그램의 형식이 청소년 표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와 문제에 해 다

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 타겟으로 청소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제한을 두기보

다는 전연령 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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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기존의 비정상회담의 경우 기미가요 삽입 문제, 특정 문화 비하, 지도 표기 오류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 다. 이에, 본 콘텐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

각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세계 이슈 논의와 관련이 없는 

게스트의 출연 및 안건 제의로 프로그램의 본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

다. 따라서 기획하고자 하는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에 초점을 두며 각 국가의 이슈들을 소개하고 문화와 관련된 게임을 기획하여 진행하

며 안건과 그에 한 회의를 가지며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비정상회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각 국가들의 표들을 국가비율과 성비에 맞게 설정하

고 진행할 예정이며 의장이 한국을 변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원자를 받아 매회 교

체해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차별점을 두고자한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통한 회차별 의상컨셉을 잡아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데 재미요소를 추가하고자 한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카메라감독-15명) 350x15=5250

 2) 세트 제작진(15명) 300x15=4500

 3) 편집진(5명) 400x5=2000

 4) 검수진(3명) 450x3=1350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2008년 8월 기준·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가 1억 2315만 원으로 가장 많은 1회분 제작비를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방송의 '무한도전'과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가 각각 회

당 6500만 원과 63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섹션TV 연예통신'(이상 MBC TV)이 

3200만 원, SBS TV는 '일요일이 좋다'에 1억3000만 원을 투입했고 가장 많은 돈을 들

다. 

 기획하고자 하는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스튜디오가 제작되어있으며 각 회차마다 약간

의 분위기의 변화만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튜디오 프로그램인 섹션TV연예통신 등

을 참고하여 4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작 편수

 시리즈물이 아닌, 세계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재에 한계가 없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특성이기 때문에, 총 제작 편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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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스튜디오 

나. 편집 스타일

 1)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통해 접하는 인기 채널인 워크맨, 네고왕 등의 편집기법과 인

기 예능 프로그램인 신서유기의 편집기법을 활용하여 출연자들의 반응, 표정 등 세 한 

부분을 표현한다. 이러한 편집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를 자연스럽

게 녹아들도록 한다. 2) 또한, 프로그램 전체의 진행과 화제 소개 등 정보 전달을 요구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비정상회담의 편집 방식을 모방하여 명확한 전달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한다. 

    

   1) 신서유기              1) 워크맨                  2) 비정상회담

다. 홍보 방식

 청소년을 출연자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SNS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공식 채널)

을 통해 홍보한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각 국 표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노래를 소개하고 문화를 공유한다. 다음으로, 

한민국의 ‘키’사진 보여주어 사물의 용도를 맞추는 등 각국 별 전통 사물 한가지씩을 

선정하여 용도를 예측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세계문제 토의주제로 <코로나

로 인한 학교 생활의 변화>를 선정하여 각국 청소년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각국의 학

교 제도와 시스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워크맨, 네고왕 등의 편집기법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신서유기의 편집기법을 활용

하여 출연자들의 반응, 표정 등 세 한 부분을 표현한다. 또한, 프로그램 전체의 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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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소개 등 정보 전달을 요구하는 부분 (노래 소개, 게임 진행, 안건 토론)에서는 기

존 비정상회담의 편집 방식을 모방하여 명확한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오프닝) 각국의 교복 입고 등장

 근황 토크) 각국의 최근 유행 노래 소개하기

 게임) 나라별 전통사물 보여주고 용도 맞추기, 각국 언어의 의미 맞춰보기(놀라운 토

요일 포맷과 유사)

 안건 제의) <코로나로 인한 학교 생활의 변화>

 엔딩) 매 회차마다 한 국가의 언어로 엔딩인사하기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0:05

출연자 등장 시 클로즈업 샷으로 각 

국가별 인상을 남김.

틸팅기법을 활용해 의상을 자세히 

보여줌.

각국 표들이 자신이 입고 

온 의상의 컨셉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등장

S#2 00:05~00:20
소개하는 노래의 분위기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bgm첨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소개하며 트렌드를 

이해

S#3 00:20~00:50

게임이 진행되는 순서인 만큼 

재미요소를 이전보다 극 화하는 

편집기술 사용.

전체화면의 우측 하단에 게임 문제를 

20%정도의 비율로 제시함. 

전통문화와 사물을 

추측하는 게임을 통해 재미 

요소를 극 화, 당시 

사회의 풍습을 이해하는 

계기 제공

S#4 00:50~1:20

각 국의 표 학생들이 발언시 

클로즈업샷으로 집중력을 높임.

15~20분 간격으로 풀샷을 보여줌.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변화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통의 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회담의 면모를 

보여줌

S#5 1:20~1:30

근접한 풀샷에서 점점 멀어지는 

풀샷으로 마무리.

초반부분 노래 소개 파트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을 bgm으로 fade 

out하면서 마무리

한민국의 인사말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을 다같이 

말하며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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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열연으로 만난 사이), 학번: (20223, 20622), 이름: (정찬호, 이한서)

제작
인원

감독: 1명, 스태프: 9명, 편집+검수: 2명, 출연진: 호스트 2명+ 게스트 1명

제목 앞광고해드립니다

주제
더 이상 뒷광고 논란은 없다! 당신이 애정하는 연예인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

하는 솔직 후기 리얼 예능 프로그램.

소재 광고, 일상
예상

시청자 층
10 , 20

흡입요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출연을 통해 광고를 통한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고, 

그들이 실생활에서 광고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V-log와 일상 상

에 열광하는 10 , 20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웹예능에 최적화된 

길지 않은 러닝타임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같은 시

간 내에 더 많은 회차를 방 함으로 여러 가지 취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찾기에 더 용이할 것이며, 이러한 요소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를 늘리는데에 기여할 것이다.

러닝타임 15~20분 제작 장르 웹예능

기획 

의도

최근 논란이 된 ‘2020 유튜버 뒷광고 사건’은 유튜브계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지

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정도로 큰 이슈 다.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광고

주 입장에서는 놓고 상품을 광고하는 앞광고보다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뒷광고를 선호했고, 분명히 둘 간의 단가 차이가 존재했다. 그렇기에 많은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이 최 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뒷광고를 택했고, 시청자들

은 크게 분노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어느 부분이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분노를 

이끌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뒷광고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

제를 저지른 범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렇게까지 질타를 할 일인

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분노한 포인트는 그들

이 뒷광고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챙긴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에 노출되었

다는 것도 아니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저 내가 믿고 있던 유튜버가 나

를 속 다는 배신감과 신뢰에 한 회의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모든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광고에 한 의심을 시작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흐

름 속에서 앞광고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 듯 해 보인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쫓아가면서 현재 무너져버린 방송인과 시청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

제와는 반 로 ‘속임수 없는 당당한 광고’를 모토로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와 연

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해당 상품을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나 더욱 적극적인 PR을 

불편함보다는 해학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재미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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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본 기획서

20223 정찬호, 20622 이한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최근 논란이 된 ‘2020 유튜버 뒷광고 사건’은 유튜브의 많은 거  채널 사용자들의 니

즈에 큰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이슈 다. 해당 사건은 광고 컨택을 받은 많은 유튜

버들이 시청자들이 최 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뒷광고를 해온 것이 폭로되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광고주들이 놓고 상품을 광고하는 앞광고보다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고 효과도 더 좋은 뒷광고를 선호했기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에 시청자

들이 크게 분노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어느 부분이 시청자들

의 분노를 이끌었는가?’에 해 탐구한 결과, 시청자들은 내가 믿고 있던 유튜버가 나

를 속 다는 배신감과 신뢰에 한 회의감으로 인해 이 사건에 더 크게 반응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기획하

으나, 지상파 방송에서도 역시 ppl과 같은 형태로 이러한 뒷광고가 성행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독 유튜버와같은 개인 사업체들에게만 광고에 한 잣 가 높은 것

이 아닌가, 지상파방송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다. 따라서 현

재 무너져버린 방송과 시청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뒷광고로 얼룩졌

음에도 뻔뻔하게 유튜브 뒷광고 사건에 한 지적만을 감행하고 변화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에 응하고, 숏폼 형식의 매체들이 각광받는 현재의 흐름을 따라 유튜브 플랫폼에

서 웹예능형식으로 기획하고자 하 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본 프로그램은 뒷광고 문제와는 반 로 ‘속임수 없는 당당한 광고’를 모토로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해당 상품을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이 실

시간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광고에 한 믿음이 사라진 현  사회에서 ‘신뢰성 있는 광고’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의 출연진은 호스트와 게스트로 나뉜다. 약 15분의 러닝타임 동안 게스트

가 상품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상을 모니터실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관람

하며 토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광고할 상품의 경우 광고 응모를 받은 후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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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 최상의 질을 자랑하는 상품일 수도 있고, 광고 응모 상품들 중 

호스트나 게스트가 직접 사용해 본 제품이 있다면 추천하는 상품일 수도 있다. 이 상품

들은 모두 많은 광고 응모 상품 중 내부 회의를 거쳐 엄선된 상품들이기에 상품의 질

을 최 한 보증할 수 있고, 시청자들은 예능을 보며 질 좋은 상품에 한 정보까지 쉽

게 얻을 수 있기에 인위적 광고에 한 거부감보다는 웃음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노린다. (광고비용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모든 상품의 광고 비용을 

동일하게 하여 응모 상품이 비용에 따라 우선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주로 MBC의 ‘나 혼자 산다’와 비슷하다. 프로그램 출연진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광고 물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 로 보여주고, 스튜디오 내에서 

출연진들이 그 상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에 가려 볼 수 없던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공감 를 형성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상품을 광고한다는 컨셉에서는 달라 스튜디오의 ‘네고왕’과도 유사성을 지닌다. 

네고왕의 사례를 통해 광고를 컨셉으로 하는 방송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고를 할 기업 및 업체 선정에서의 신중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편성 일시

 웹예능이며 상 적으로 짧은 러닝타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젊은 층의 시청자들이 출·퇴근 시간 및 

자투리 시간에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편성 시간을 주 1회, 저녁 6시 업로드로 정

한다면 이러한 시청자층의 주요 시청 시간을 겨냥할 수 있다. 상품을 ‘광고’ 한다는 프

로그램 특성상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본 후 원활하게 구매하고 배송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 요일은 매주 수요일로 정한다.

mbc, 나 혼자 산다. 달라스튜디오, 네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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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예상) 시청률

 본 프로그램과 가장 유사한 ‘네고왕’의 경우 평균 조회수 300만회 이상, 광고 내용에 

따라 500만, 70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러닝타

임을 가진 웹예능인 ‘워크맨’, ‘와썹맨’의 경우 평균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 50만명 달성 시점부터 100만회 이상의 안정적인 조회수를 확보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또한 일정 시점 이후부터 평균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회차에 따라 그 이상의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본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들은 뉴미디어 환경에 익숙하고, 안정적인 구매력을 확보한 

2030세 이다. 해당 시청자들로 하여금 주요 시청 시간 에 재미와 필요한 정보를 모

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의 정체성을 각인시킨다면, 본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

게 ‘즐겁고 싶을 때 보는 것’이라는 예능으로써의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물건을 사는 

새로운 통로’로써의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본 프로그램은 기존 좋은 성과를 보여주던 예능의 형식과, 사람들의 욕구와 가장 접

하게 연관되어있는 ‘소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현재는 발달하

지 않은 방송 내 광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을 보여준다는 

컨셉은 뉴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테마 중 하나인 v-log와의 유사성을 띄기

에, 웃음, 정보 외에도 시청자들에게 또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더 많은 시청자를 만족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능 한 편의 전체 분량 중 일부만을 업로드하는 경우와 달

리, 한 편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만족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1) 촬 진: 고정된 호스트 출연자 2명, 매 회차 새로운 게스트 출연자 1명에 한 임금

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은 매주 회차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호스트에게는 

한편당 40만원씩 지급, 게스트에게는 40만원과 더불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2) 세트 제작진: 제작진은 총괄 PD 한명, 카메라 4명, 그 외 스태프들 5명으로 구성한

다. PD에게는 월 300만원, 나머지 스탭에게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3) 편집진: 편집진은 1주일에 한 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명으로 한다. 임금은 한 달

에 200만원으로 한다. 

4) 검수진: 검수진은 1명으로, 검수는 PD와 함께 진행한다. 임금은 월 1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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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세트장은 호스트와 게스트가 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스튜디오를 하나 지정하고 

그 장소를 고정할 것이기에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장소에서 촬 을 진행하고, 그 외 관

리비는 월 15만원 안으로 한다. 또한, 출연진들이 낮을 수 있는 의자 및 기타 배경을 

구성하는 가구 비치 금액으로 20만원 이내로 지출하고, 상을 보여줄 모니터가 필요

하기에 모니터는 30만원 안으로 구매한다. 이 외에 촬 지는 게스트의 집이기에 따로 

추가적으로 세트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이상 없다. 각 촬 마다 광고될 상품들은 광

고 비용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다.  

2. 제작 편수

 시즌제로 시즌 당 약 15화로 구성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매회 큰 틀의 변경 

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상품만 전환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금방 흥미를 잃

어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시즌제로 진행하며 시즌마다 재정비를 진행하고, 사람들

이 새로운 시즌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으로 진행할 것이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게스트가 광고 물품을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모습을 담은 

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스튜디오에서 촬 을 진행하며, 게스트가 광고 물품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습은 실제 그들의 집이나 작업실과 같은 생활 현장에서 촬

을 진행할 것이다.

나. 편집 스타일 

 게스트가 상품을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컷 편집과 자막 등을 사

용하여 브이로그 스타일로 편집하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상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할 때에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와 같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주고 리액션을 하는 패널의 모습을 잡아

준다. 광고 상품을 보여줄 때에는 광고 상품을 클로즈업해주며 화면을 정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주어 상품에 한 설명과 더불어 광고 상품이 눈에 띌 수 있게 편집

한다. 또한, 게스트의 상이 진행 중일 상황일 때 지켜보는 패널들의 재미있는 리액션

이나 멘트를 겹쳐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화면 하단에 작은 사각형으로 스튜디오에서의 

반응을 게스트의 상에 편집해 넣는다.

다. 홍보 방식

 홍보는 유튜브 광고와 커뮤니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목과 썸네일을 시청자

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상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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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광고 상품에 한 홍보는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의 멘트와 상에 구매 링크를 

첨부하여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우선 프로그램이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음을 정확히 명시하여, 본 프로그램이 속임수 

없이 당당하게 앞광고를 하는 프로그램임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킨다. 인플루언서인 

게스트가 직접 보증하며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이 자신

이 믿고 좋아하는 연예인과 그 광고 상품 간의 신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광고를 하면서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꾸

준히 심심할 때 상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예고편 형식으로 편집된 인트로 재생 후 화면 전환, 스튜디오에서 게스트와 호스트를 

줌 인과 상을 통해 소개 후,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집된 게스트의 제품 실사용 상을 

재생한다. 브이로그 형식의 실사용 상은 컷편집과 자막을 적극 활용한다. 상을 반

으로 나누어 중간에 스튜디오로 전환, 다시 상을 재생하고 상이 끝난 뒤 스튜디오

로 다시 전환, 상품을 재차 강조하는 편집을 사용한 엔딩 이후 아웃트로를 재생하며 마

무리한다. 전체 상에는 깔끔한 느낌의 자막을 넣으며, 일부 장면엔 추가적인 편집으

로 재미와 상미를 더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우선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의 모토가 ‘속임수 없는 당당한 광고’임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에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프로그램에 한 간단한 소개 상을 보

여준다. 이후 1화이기 때문에 호스트 두 명이 각각 스튜디오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호스트 간 자연스러운 토크를 이어간 뒤 PD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한 설

명을 듣고 이어서 게스트를 소개 해준다. 호스트들은 게스트를 반겨주며 근황에 한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히 토크를 진행한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그날 광고를 하게 

될 상품을 PD가 출연진들에게 간단히 소개한 뒤 본격적으로 게스트가 직접 광고 상품

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브이로그 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상을 끊고 스튜디오에서 상품에 한 이야기와 게스트의 일상에 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상으로 돌아가 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마지막으로 광고 상품에 한 이야

기를 나누고, 광고 상품을 추천하며 마무리한다. 



모의콘텐츠사업국◀

425인천국제고등학교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0:30
인트로를 예고편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재생한다.

본 프로그램이 속임수 없이 

당당한 광고를 하면서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예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2 00:30~02:00

호스트를 줌 인하며 멈춤, 코믹스 

같은 효과, 해당 인물의 정보나 

필모그래피를 짧은 상으로 재생, 

이후 게스트도 동일하게 연출한다.

호스트와 게스트에 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S#3 02:00~07:00

게스트가 광고 상품을 사용하는 

상을 브이로그 식으로 편집. 지루한 

부분은 컷편집으로 넘기고, 자막 

효과를 추가하고, 이를 바라보는 

스튜디오 화면을 중간중간 화면 우측 

하단에 작게 삽입한다.

게스트의 상품 사용 모습을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고, 스튜디오의 반응도 

함께 담아냄으로 재미를 

얻을 수 있다.

S#4 07:00~08:30

화면 스튜디오로 전환, 사 중 

재미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자막 

효과를 넣고, 각자의 얼굴과 전체 

구도를 화에 흐름에 따라 전환한다.

브이로그 상을 잠시 

중단, 스튜디오에서의 

토크를 보여주며 시청자의 

집중도를 환기하고 또다른 

재미도 제공한다.

S#5 08:30~13:30

S#3의 마지막 부분부터 끝까지 

재생한다. 편집, 촬  기법은 S#3과 

같다.

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뒷부분을 잠시 쉰 뒤 

보여줌으로써 더 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S#6 13:30~15:00

화면 다시 스튜디오로 전환, 

마지막으로 상품 소개하며 상품 

정보를 화면에 띄움. 마무리 멘트 

이후 페이드 아웃되며 아웃트로 재생.

상품을 재조명함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강조한다. 아웃트로를 통해 

상의 완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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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폴 유), 학번: (20304, 20508), 이름: (김유진, 성승은)
제작
인원

300여 명

제목 위 한 유산

주제

"나는 한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나 나
는 이미 조금 전의 내가 아니다." 
- 당신의 인생에서 그 책은 어떤 의미 나요?

소재 책을 통한 소통
예상

시청자 층
20 ~40

흡입요소

- ‘책’이라는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주제로 고전, 동화, 시 등 다양한 종류의 책과 

인문·과학·예술 지식, 로맨스, 판타지, 교양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

- 매회 출연진들이 각자 책을 읽고 느낀 점, 인상 깊은 구절을 한 권의 노트에 한 장씩 

작성하고 필름 카메라로 상징적인 깨달음을 찍어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극 화한다.

- 토크 형식이 아니라 책의 주제에 따라 일상 속 셀프 카메라, 여행을 통한 탐방, 책의 

배경을 구현한 테마 속 버라이어티 촬  등 틀을 깨는 다양한 방식으로 흥미를 끈다.

- 전문가, 연예인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 게시판과 SNS를 활발히 운 하

여 쌍방향으로 책을 읽고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잔잔하면서도 웃음 포인트와 공감 를 살려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 매회 위로의 자막과 장면들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달랜다. 

러닝타임 1시간 20분 제작 장르 인문 교양

기획 의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미를 넘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바쁜 삶 속에서도 최소한의 지적 교양을 갖추고자 하는 니즈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효리네 민박’, ‘윤식당’ 등의 인간애

에 한 힐링 예능부터 ‘책 읽어드립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예능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기존의 힐링 예능은 우리의 일상과는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한계가 있었고, 지식 교양 예능은 “전문가의 지식을 전달 받는다“는 점에

서 시청자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힐링과 인문 교양, 소통과 일상을 융화할 수 있는 방향의 본 프로그램을 기

획하게 되었다. 특히 무수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정보 속에서도 오늘날 여전히 ‘독서’

의 위상이 굳건하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소재를 ‘책’으로 선정하 다. 본 프로그

램은 한 전문가의 고정된 시각에서 내용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연진들의 관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 책에 한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고자 한다. 

또 이를 단순히 토크 형식으로 풀어내지 않고 출연진들이 책에서 얻은 내용을 자신

의 일상과 태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책을 통해 얻은 가르침을 각

자의 삶에 녹아들게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다. 더불어 책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을 그려냄으로써 책을 통해 만난 ‘인연’에 집중하여 삶 속에서

의 타인에 한 인식을 새롭게 그려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도 함께 공감하

며 또 다른 깨달음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고자 한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여 

자신만의 ‘삶’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누구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타인에 해 

생각해보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책이 전하는 메

시지를 우리의 곁에서 더욱 빛내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432 http://ii.icehs.kr

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화가 필요한 시 , 우리는 소통을 갈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나’, 품위 있는 인

간으로서의 ‘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오늘날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좋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매슬로우가 제시한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중 5단계에 해당하는 자아실

현 욕구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열한 경쟁

과 개인주의 풍조 속 사람 냄새를 풍겨주는 쉼터이자, ‘나’라는 사람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무언가‘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니즈에 걸맞게 그 ‘무언가’로서 세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인문학’이

다.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가

치를 탐구한다. 방송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오락성 프로그램을 넘어 '인포메이션'

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일명 ‘인포테인먼트’가 세를 이루고 있다. 역  한국 예

능의 추세에서  2010년  중반 이후 '무한도전',' 1박2일', '런닝맨' 등이 종 하거나 하

락세를 보이면서 관찰 예능, 요리예능, 여행예능 등 다양하고 새로운 포맷들이 등장하

기 시작했는데, 그 중 특히 최근 강세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인문학 예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에 근거하여 90년  유행하던 ‘공익예능’이 가진 특성과 2000

년~2010년  유행하던 ‘리얼 버라이어티’의 성격, 그리고 오늘날 ‘인문학적 예능’의 성

격을 모두 갖춘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책’을 소재로 잡은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지적 욕구는 상승하는 데 반해, 시간이 부족하거나 흥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민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7.5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출연진들 간, 출연자와 시청자 간, 시

청자와 시청자 간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온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할 수 있는, 자극적인 개그를 넘어 소소한 미소를 자아낼 수 있

는, 시청자가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예능으로 말이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책’과 ‘소통’. 이 두 개의 가치에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

을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다루는 책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책’ 그 자체에 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책과 ‘삶’에 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책에 한 내용을 우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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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적용해보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방송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책을 통한 소통”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이를 일상에 

구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 회차마다 각 출연진들이 선정된 책을 읽고 각자의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모습을 편집해 다각적으로 책을 소개하며, 이들이 회차 

말미에 하나의 노트에 자신의 감정과 깨달은 바를 손으로 기록하고, 서로 화를 나누

며 공유하는 모습이 담긴다.

 출연진은 평소 독서를 즐기고 중의 호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가수 아이유, 이적, 유

희열과, 차분하고 잔잔한 목소리의 배우 유인나, 신선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배우 

이성경, 틈틈이 웃음과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개그맨 이경규, 장도연을 캐스팅했다. 이들

은 각 나이 를 표할 뿐 아니라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각자의 삶에 책을 녹여내며 좋

은 케미를 선보일 것이다.

 책의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의 형식은 크게 “테마관 형식”, “일상 관찰”, “여행”, “만남”

으로 나뉜다. 먼저 “테마관 형식”은 텍스트로만 접하던 책의 내용을 제작진들이 세트장

을 만든다거나 여러 장치를 활용하여 일상에 그 장소나 테마를 구현해내고, 그 속에서 

출연진들이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미션을 수행하거나 각자의 경험을 쌓는 방식이

다. 예를 들면 책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는 출연진에게 미션을 주고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책의 내용처럼 시간을 사면 이들이 차고 있는 시계에서 남아있는 시

간을 늘려준다. <해리포터>에서는 실제 책에 나오는 마법의 예시로 주문을 외치면 가

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나와 이것을 이겨내고 자신한테만 집중하면 사라진다는 내용을 

살려 출연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담는다. <우동 한그릇>에서는 실제로 우동 

가게를 운 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을 담아 책의 내용을 재미있게 녹여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직접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한다.

 “일상 관찰”에서는 자기계발서, 고전 등을 읽은 뒤 출연진들이 셀프카메라 찍으며 하

루를 돌아보며 책의 요소 찾거나, 일상에서 그 책의 교훈을 느끼는 순간을 기록하는 모

습을 담는다. 예를 들어 미니멀라이프에 관련된 책을 읽고 변화된 모습을 담거나, <어

린왕자>, <미움받을 용기>, <노자의 도덕경> 등을 읽고 달라진 마음 가짐을 잔잔하게 

카메라에 담는 방식이다. 

 “여행” 형식은  소설, 자기계발서, 여행기 등을 읽고 주인공이 무언가를 깨달은 장소에 

직접 가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읽고 구보의 발자취를 따

라 소설 속 모습과 현재 서울 거리를 비교하며 본다거나, 역사 서적을 읽고 역사 유적

지 탐방하거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철거 이주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

가거나, 과학 서적을 읽고  별 여행을 떠나는 등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남” 형식에서는 직접  작가나 책 속의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

물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듣거나 보다 풍부하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모습을 

담는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책의 주제에 따라 일상 속 셀프 카메라, 여행을 통한 탐방,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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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을 구현한 테마 속 버라이어티 촬  등 틀을 깨는 다양한 방식으로 흥미를 끄

는 예능이라고 할 수 있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1-(1) <요츰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책을 매개로 한 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격식을 갖춘 세트장에서 설민석의 책 강연을 

바탕으로 연예인 출연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다. 주로 내용이 어렵고 친숙하지 않은 책을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시청자

는 지식적인 측면에 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어 화에서 소외됨에 따라 수

동적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2-(2)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알아두면 쓸데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 토크 프로그램이다. 도시계획, 역사, 

문학, 물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화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

스로를 'TMI(Too Much Information)의 향연'이라 칭하며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방식

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말 ‘tmi'를 

제공하기에 지식적인 호기심을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시청자들이 그 깨달음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라는 한계가 있다.

2. 편성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20분에 방 할 것이다.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날이다. 본 프로그램이 이러한 날을 보내는 시

청자들에게 따뜻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이 시간  

예능인 ‘복면가왕’과 ‘1박2일’이 고정층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되며 신

선함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는 바이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유사 방송프로그램인 <책 읽어드립니다>는 평균 3.5%를, <알쓸신잡>은 평균 약 

5.8%, <선을 넘는 녀석들>은 평균 약 6% 를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들의 방송사와 편

성 시간 를 고려해본다면 높은 시청률이다. 편성 시간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

는 황금 시간 라는 점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해당 시간 의 '놀면 뭐하니?'가 10.9%, '1박2일'이 12.7%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약 10%

의 시청률을 예상할 수 있다. 1박2일, 런닝맨과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성격의 미션 

수행, 무한도전과 같은 사회적 메세지와 감동의 요소, 그리고 재미와 지식, 인문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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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는 점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본 프로그램은 연령대, 성별을 아우르는 시청자 층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 특히 온 가

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예능으로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금 어려운 책이 

선정되더라도 방송에서 쉽고 익숙하게 내용을 풀어내고, 예능으로서 웃음을 유발한다

는 점에서 모두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경우 재미를 추구하는 것 

뿐 아니라 필독서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고, 직장인 역시도 바쁜 일상 틈에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각자의 이야

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1) ‘책’이라는 소재 아래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아우를 수 있고, 프로그램의 형식 또한 

토크, 버라이어티, 관찰 등 각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책의 분위기나 주제에 따

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회 흥미를 끌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진다.

2) 수동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미리 책을 읽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종이 책’이라는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극 화한다는 점에

서 웃음과 재미, 지식 전달을 넘어 소소한 힐링과 공감, 위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본 프로그램의 흥행 요소이다.

3) 한 권의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나'의 삶과 더불어 '타인'의 삶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삶에 본질적이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서 '인간'이란 존재에 한 깊

은 탐구의 시간을 제공하기에 시청하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도록 한다.

III. 방송 계획

1. 1)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무한도전, 1박2일과 같은 형스케일의 예능의 경우 많게는 100명 이상 투입되며, 최

 5~6명의 PD와 하청업체(카메라팀, 브이제이팀, 음향팀, 조명팀, 동시 녹음팀 등), 파

견노동자(에프디 등), 프리랜서(방송작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들

어 리얼버라이어티의 등장으로 인당 한명씩 카메라가 붙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카메

라는 최소 멤버 수만큼 필요해졌다. 이는 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1) 해당 금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와 https://news.joins.com/article/3364106 기사를 참고하여 본 프로
그램의 규모에 맞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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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촬 진: (80명) X 300 만원 = 24,000 만원 

 2) 세트 제작진: 세트장 구성, 디자인 (50명) X 300 만원 = 15,000 만원 

 3) 편집진: (10명) X 300 만원 = 3,000 만원 

 4) 검수진: (5명) X 100 만원 = 500 만원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이러한 점에 미루어봤을 때, 본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테마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

우 약 세트장을 마련하는 데 700만 원, “일상 관찰 버라이어티”의 경우 제작비가 따로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 출연진당 100만 원이내), “여행”의 경우 여행 장

소를 섭외하고 식비 등을 마련하는 데 한 출연진 당 500 만 원, “만남”의 경우 작가, 

전문가 등을 섭외하는 데 1회 강연에 약 10~30만 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작 편수

 시즌별 10회씩 제작할 계획이다. 각 시즌은 계절에 따라 구분할 것이다. 책 종류가 아

닌 계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책 종류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로 인해 한 시즌 

내내 한 종류의 책을 선택한다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각 계절에 따른 분위기와 시청자들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컨셉에 따라 어떤 곳도 촬  장소가 된다. “테마관 형식”의 에피소드를 진행할 때는 

세트장을 활용하고, “일상 관찰 버라이어티”, “여행”, “만남”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모

든 곳이 촬 장이 된다. 

나. 편집 스타일

 편집은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향을 미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억지로 웃음을 끌어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며 ‘깔끔함’을 추구한다. 왜곡되지 

않은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여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배경음악을 적극 활용하여 전반적인 방송의 분위기를 형

성할 것이다. 밥 딜런, 콜드플레이, 비틀즈, 들국화, 무한궤도 등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통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분위기가 아닌 진지한 분위기를 형

성하되, 잔잔하면서도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편집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자막은 책 내용과 문구 소개 등에 활용하고 연한 색깔의 필기체 폰트를 활용하여 세련

된 동시에 향수적인 느낌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다. 홍보 방식

 본 프로그램의 공식 SNS 계정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청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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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천하고 방송이 끝나면 시청자게시판을 통한 의견 공유를 통해 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을 보고 후기를 쓴 30명을 선정해서 해당 회차가 다루었던 

책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통해 더 큰 참여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 서점 등에 아날로그 느낌의 홍보 포스터를 붙임으로써 ‘책’ 프로그램이라는 타

이틀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1회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색깔과 결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책으로서 <나미야 잡

화점의 기적>을 선정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우연히 잡화점으로 숨어 들어온 

3인조 좀도둑이 편지를 받고 과거의 사람들에게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매개로 답장 편지를 보내며 상담해주는 이야기로, 인연의 소중함과 그들이 전하는 감동

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를 통해 출연진들이 시청자와의 소통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어떠한 삶의 이

야기도 다 가치 있다는 책의 교훈을 그 로 전한다. 또 출연자별로 모두 다른 해결책을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정해진 답은 없다는 위로의 메세지를 담는다. 출연자끼리도, 출

연자와 시청자끼리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모습으로 1회를 구성했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앞서 언급한 “테마관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각자가 주어진 

미션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그 로 카메라에 담는다. 예능

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자막을 다는 것 외에는 최 한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각 출연진들에게 책을 미리 읽도록 한 뒤, 책의 내용을 잊어갈 때 쯤 그냥 첫 촬 이

라고만 말한 상태에서 제작진들이 준비한 낡은 상점에 들어가서 머물도록 한다. 그러다 

책의 내용처럼 갑자기 고민편지가 도착하도록 한다. 이는 과거에 시청자들에게 미리 받

았던 내용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삶의 고민들이다. 출연진들은 이 고민편지들에 

해 서로 머리를 맞 고 이야기를 나누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민에 한 답장 편지를 

써준다. 이후 익명의 편지를 받은 고민 편지의 주인공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그렇

지 않을지에 해 고민하는 모습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의 이들의 삶까지, 이들의 일상

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이후 이들과 편지를 쓴 출연진들과 직접 만나서 화를 나

누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모습을 담는다. 이로써 각 선택의 순간에서 이들

이 내린 결정과 그 속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을 담고, 이후 각 출연진들이 느낀 점을 기

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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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5:00

- 책에 한 명언을 제시한다. 

- 촬 분을 가지고 예고편처럼 빠르게 

지나가도록 편집한다. 

- 감성적인 bgm으로 프로그램의 색깔

을 드러낸다.

앞으로 다루게 될 책 주제 

예시들과 형식, 출연진을 소

개한다.

S#2 5:00~15:00 

각 출연자들이 따로따로 소개해주는 모

습을 편집을 통해 책의 흐름에 맞추어 

엮어서 편집하여 시청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한다.

책을 읽은 각 출연진들이 1

회에 선정된 책을 잔잔한 목

소리로 직접 책장을 넘겨가

며 소개한다. 

S#3 15:00~45:00

- 프로그램 ‘런닝맨’처럼 버라이어티 예

능 형식으로 출연진들 모습을 그 로 

관찰하여 화면에 담는다. 

- 이 부분에서는 재미 또한 이끌어내야 

하므로 출연진들이 던지는 이야기에 

자막을 더해 재미 요소를 덧붙인다.

앞서 작성한 시나리오 플롯

에 따라 각 출연진들이 테마

관 형식으로 실제로 책의 내

용에서 느꼈던 부분을 구현

해내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

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S#4 45:00~70:00

- 고민편지의 주인공인 일반인들의 삶

은 관찰 카메라로 담고, 이들에 한 

인터뷰를 중간중간 엮는다.

- 출연진과 화하는 부분은 토크쇼 형

식으로 촬 한다.

답장을 받은 고민편지의 주

인공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을 담고, 이후 이들이 출연

진과 만나 화하는 모습을 

담는다.

S#5 70:00~80:00

책의 일지를 쓰는 부분은 브이로그 형

식으로 셀프카메라나 클로즈업으로 감

성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서로 이야기

를 공유하는 부분은 잔잔한 토크로 편

집을 통한 개입을 최 한 지양한다. 

마무리 단계로 각 출연진들

이 깨달은 바를 책 일지에 

기록하고, 서로 이야기를 공

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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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소다(소소한 다큐), 학번: 20309, 20607, 이름: 안소현, 박소민

제작

인원
20309 안소현, 20607 박소민

제목 <특집> 통합으로 通하다

주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통합 교육 채택의 필요성

소재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소통
예상

시청자 층
학생, 학부모 층

흡입요소

사전에 조사하 던 프로그램인 ‘수업을 바꿔라’, ’비정상회담‘ 모두 사회문제와 교

육을 다룬 회차가 존재하 고, 이 점을 새 제작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TV(2017), 유튜브 클립 상 ’2017년, 장애인 교육의 길을 묻다 5화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장애인 통합 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수용하

습니다. 

러닝타임 60분 제작 장르 다큐멘터리

기획 

의도

우선,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들과 일반 학급 학생들 간의 문제점(차이점)을 다루는 컨텐츠는 소

수라고 생각되어 본 컨텐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적고, 접촉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 간의 교류 시간을 늘리

는 것이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장애 학생들에 관한 편견을 깨기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하 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표 제목 ‘통합으로 通하다’처럼 통합 교육으로 장애 학생들과 비

장애 학생들 간의 교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음을 간파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

하는 우리 사회, 환히 비치는 미래 사회‘를 유도하여 장애 학생들에 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합니다. 더불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된 사회를 기 합

니다.

1편 : 한국 일반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 분반, 현황

2편 : 해외 사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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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20309 안소현, 20607 박소민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김종서, 이 덕, 정원식 저 「최신 교육학개론」에서는 교육의 기본 개념을 다루며, 피

터스(Peters)는 “교육이란 교육받는 사람이 장차 거기에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

해 주는 일”(Education implies the transmission of what is worthwhile to those who 

become committed to it)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교육은 ‘바람직한 정신상태를 도덕적

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며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생기

있는 지적 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피터스(Peters)는 

특히 인간의 인지적 변화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교육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

분을 읽으며, 우리나라 교육방식에 해 떠올려보게 되었고, 그 중 서로의 관심 분야인 

교육과 사회문제를 엮어 고려해보았을 때, 장애교육에 해 초점을 맞추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들에 한 교육이 떠

올랐고,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일반 학교 내 특

수학급 학생들과 일반 학급 학생들 간의 문제점과 차이점을 다루는 컨텐츠는 소수라고 

생각되어 본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

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의 통합 교육은 목적에 맞게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방송은 한국 통합교육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국의 통합 교육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 통합교육 방향에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통합교육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의 한국 통합 교육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한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이다. 

3. 프로그램 소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들과 일반 학급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재 통합교육의 한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학급과 특수학

급 분반으로 운 되어 나타나는 교육의 한계점들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교육

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 통합교육의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미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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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교육 이론이나 방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이다(김기흥. (2012). 독일의 통합교육 현황과 운 사례를 통한 시사점. , 14(1), 221-255.). 

이에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통합교육 운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개선된 통합 교육으로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 간의 교류 시간을 늘려 장애 

학생들에 한 비장애 학생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목 

명처럼 ‘통합으로 通(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사전에 조사하 던 프로그램인 ‘수업을 바꿔라’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교육방

식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받는 통

합교육 방식을 소개해준다는 점이 유사하다. 모두 사회문제와 교육을 다룬 회차가 존재

하 고, 이 점을 새 제작 프로그램에 녹여냈다. 

 또한, 연합뉴스TV(2017), 유튜브 클립 상 ‘2017년, 장애인 교육의 길을 묻다 5화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장애인 통합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수용하 다. 

2. 편성 일시

 2021년 4월 19, 20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11시 2편에 걸쳐 방송

 우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집> 방송을 계획하 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방송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므로 ‘일반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 분반 현황’을 

알리고자 방 하는 1편을 장애인의 날 전날에 편성하고, 문제상황에 한 해외사례와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2편을 장애인의 날 당일에 편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조

금 더 의미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편에 나누어 편성하 고, 주로 밤 시간 를 공략하여 조용

한 시간 때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10시~11시에 방 하고자 한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장애인의 삶을 다룬 화 <달팽이의 별>의 관람객 수는 2만명으로 낮은 편이다. 장애

인들의 삶과 희망을 진솔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지상파 유일의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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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가족>의 최근 10월 31일 시청률은 1.1%이고 최고 시청률은 2.9%(8월 8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0시에 방송하는 <EBS 다큐프라임> 은 시

청률에 한 정보가 없지만 화제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

편의 경우 1-3%의 시청률을 예상할 수 있지만 화제성을 이끌어낸다면 5-6%의 시청률

까지도 기 할 수 있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층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학생들과 가깝게 생활하는 환

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학

생과 교사의 경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현황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자신의 경험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고, 학부모의 경우, 당연히 학생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

라고 생각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우리나라 통합교육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 통합교육과 특수학급의 

기본적 정체성의 혼미를 들 수 있다(김기흥. (2012). 독일의 통합교육 현황과 운 사례

를 통한 시사점. , 14(1), 221-255.). 그만큼 일반학교 내 특수 학급 학생들이 받는 교육

과 일반 학급에서의 통합교육 간 차이점과 문제점들에 한 논의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TV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가 없다. 따라

서 본 프로그램의 주제의 참신성을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가 

생소하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통합교육의 문제

는 제 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에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많

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변 사람들 중 통합교육을 받거나, 특

수학급 내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본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자체가 교육과 사회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에 폭 넓은 예상 시청자 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미시적인 주제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더욱 공감하고 문제의 시급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및 나레이션 고용 관련 비용

1) 메인&세트 제작진 : 500만원 예상

                     (섭외 + 제작진의 명수가 많아야하며, 해외촬 까지 고려해야함.)

2) 나레이션 : 략 200만원 예상

             (유명 아나운서 섭외를 목적으로, 공중파 섭외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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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진 : 50만원

 

나. 학교 섭외 관련 비용 (국내, 국외 모두)

- 국내 : 한 학교 당 30만원 (1시간 당 5만원 기준, 6시간)

- 국외: 한 학교 당 30만원 + 해외 이동 300만원 예상

다. 촬  환경 조성 비용

 제작진 거처 비용 : (해외) 숙박비 략  500만원

2. 제작 편수

 특집 방송으로 각각 60분의 러닝타임으로 2편의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다. 다큐멘터

리의 특성상 긴 시간으로 오래 끌면 지루한 느낌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60분 

정도로 편성하 고, ‘일반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 분반 현황’과 ‘해외 사례, 해결방안’을 

나누어 진행하기 위해서 2편의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 국내 : 용인 특수학교, 인천 동방중학교

- 국외: 독일 Rosenmaar시립초등학교, 호주 빅토리아주 특수 요구 계획을 받아들인 학

교, 프랑스 중앙특수교육연구원(INSHEA), 파리 인근 퓨토 시 장조레스 초등학교

나. 편집 스타일

 체적으로 1편에서는 특수학교의 상황을 거시적으로 알아보고, 그것과 비교하여 일

반 학교 내 특수학급의 현황을 알아본다. 2편에서는 해외의 모습을 담음과 동시에 해

외에 선정된 학교들의 학급 현황과 생활을 촬 하여 편집한다.

 선정한 학교에 카메라를 세워 학생들의 생활패턴, 현황을 알아본다. 중간 중간 담당 

선생님과 관련 학생들, 당사자의 인터뷰 장면을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할 예정이다.

다. 홍보 방식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예고편을 통해 충분히 홍보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네이

버,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사이트에 홍보 프로그램 포스터를 게시하면 홍

보 상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의콘텐츠사업국◀

449인천국제고등학교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합교육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그래픽 효과를 이용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이용한다. 그 후 한국에서 통합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현황을 비교’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때 한민국과 프랑스 재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통

합 교육 시스템 중 부족한 점을 비시키는 형식을 이용하는데, 두 나라간 차이를 비교

하여 더 나은 장애인 교육 환경을 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

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진정한 통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인물 등장 시 페이드 인, 아웃 사용,

 다음 화 예고 - 비되는 나라 언급 시 오버랩 효과 사용

 중요 부분 클로즈업 사용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이시온 (남, 국적 : 한민국, 후천적 청각장애인) / Anna (안나) (여, 국적 : 프랑스, 후

천적 청각장애인) / 인터뷰 시 질문할 진행자

 예고편에 언급되는 시온과 Anna의 말을 삽입하여 주목을 끌고, 그 뒤 통합교육의 정

의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나타낸 뒤, 현재 시온이 살고있는 한민국에서 시온의 

학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류 빈도와 차

별의 현실을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구성. (구체적인 한민국과 타국의 비교는 

2회에서 방 될 예정)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0:15

시온 등장(페이드 인, 아웃)

예고편에 나왔던 부분에 덧붙여서 

시온이의 학교 생활 모습을 클로즈 업을 

통해 시온의 행동과 심리를 부각시키며 

보여줌.

안나 등장(페이드 인, 아웃)

예고편에 나왔던 부분에 덧붙여서 안나의 

학교 생활 모습을 클로즈 업을 통해 

안나의 행동과 심리를 부각시키며 보여줌.

(예고편에 나왔던 부분)

제 이름은 이시온입니다. 

저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입니다. 

Je m'appelle Anna.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Je suis une déficience auditive 

postnatale.

(저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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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2  00:15~5:00
컴퓨터 그래픽(구분되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딱 통합되는 듯한 느낌)

통합교육: 특수교육 상 

학생을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비장애 또래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교육. 

S#3 5:00~20:00

시온과 카메라 감독의 인터뷰, 친 감 

쌓는 시간도 잠시 비춰줄 필요O

시온이의 학교생활과 자신이 

청각장애인으로서 느끼는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인터뷰 형식으로 편집.

중간 중간 특수학교(농학교)의 학습 

시스템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여줌.

시온이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 편이야?

학교생활은 괜찮아?

와 같은 일상적인 화 

인터뷰

S#4 20:00~40:00
한민국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 학생들 

생활 살펴보기(시온&친구들),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접촉빈도, 현재 현황을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유도

S#5 40:00~50:00 시온이 인터뷰

이런 학교생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온이가 원하는 

학교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S#6 50:00~55:00
지금까지 내용 중 중요한 내용 

요약해서 언급

학교생활 사진과 상들 

이용

S#7 55:00~60:00

다음 화 예고

& 장애인 공익 광고 뒷부분에 짧게 

삽입

해외 학교 사례 중 인상 

깊은 장면을 짤막하게 모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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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盤石之安 (반석지안)), 학번: (20316, 20319), 이름: (김현호, 석지웅)

제작

인원

PD, 조연출, 작가, 편집팀, 촬  및 녹음팀, 출연진(진행자, 정치 전문가 패널, 연예

인, 개그맨 등), 소품팀, 메이크업팀, 네트워크 관리팀, 시청자 소통 전담팀 -> 총 

50~60명

제목 인권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인묻정답)

주제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본격 정치참여 예능. 현장 취재를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 토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법과 정

책에 반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예능. 

소재 인권, 정치 
예상

시청자 층

가족, 정치 관련 종사자 

(15세 이상 관람가)

흡입요소

1. 시민들의 높은 사회적 이슈 및 정치에 한 관심 유도

2. 각계 전문가들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회 문제 토론 

3. 정치 효능감

4.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함(손쉬운 정치참여, 셀럽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러닝타임 100분 제작 장르 시민참여 예능

기획 

의도

1. 일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깊이 있게 취재하여 중에 

전달하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를 시민들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공론

의 장을 마련한다.

3. 다양한 정치적 관점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

를 모색한다. 

4. 문제에 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 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연 를 유도한다.

5. 시청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입법, 정책제안, 국가 기관에 

알림 등 실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중의 정치 효능감을 제고시킨다. 

6. 현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ICT 및 웹 2.0 환경을 통한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7. 정치라는 무거운 소재를 예능을 통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정치에 

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

8.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당사자의 개별적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참여 

의식과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실생활 문제를 중과 소통하는 우리 시  예능의 새 지평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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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1. 최근 정치참여에 한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불

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도모하는 실용정치의 이념이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정치참여를 통해 해

결하려는 의지 또한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이 시민사회 내

에서 확 되고 인권 의식이 신장 되었으며. 일상 속의 작은 인권 침해 사례에 

한 민감성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 온라인 환경 및 ICT 기술의 발달로 다차원적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고, 사회적 

공유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의 의제화(agenda 형성 기능)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정치참여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3. 1.2를 종합하 을 때, 인권과 관련된 일상 속 문제점의 해결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경로를 온라인 환경을 통해 확보해 주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 언론

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방송국의 사회적 역할을 달성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 다. 또한, 

정치 역에서 의제 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한 경로를 시민들에게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다소 접근이 힘든 정치 과정에 예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시민참여 의식 역시 확  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정치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전파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한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1. 시민사회 내 정치참여 의식을 확 한다. 

  2.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인권 문제

를 해결한다.

  3. 방송국으로써 정치 예능에 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수행한다. 

  4. 언론과 시민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5. 알려지지 않은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6. 사회 구성권들 간의 토론 역량을 함양시키고, 민주적 숙의의 발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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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소개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본격 정치참여 예능.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인권 문제에 

한 실질적 해결을 목표로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한다. 

  (1)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취재하여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2)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상황 및 가치에 관해 전문

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립한다(공론화 과정). 

(3)연예인 패널을 두 팀으로 나누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 하여 법안과 정책을 제안하도

록 하고, 인권문제의 제보자 또는 의뢰인이 더 나은 제안을 선택한다. (4)이를 실제 정치 

환경(국회의원, 행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에 전달하여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이다. 현장 취재 

시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문제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다. 전체과정 내내 온라인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

치 현장과 시민들의 생각을 연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 

팀별 경쟁을 통해 예능적 요소를 부각시킨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제목: 무한도전 국민의원

방  기간: 2017년 4월 1일~4월 8일(특집 프로그램)

개요 및 특징: 국회 상임위 구성과 유사하게 6개 분야로 나

누어, 시청자로 구성된 국민의원의 입법 제안을 받아 국회의

원에게 입법 과정을 컨설팅받고, 실제로 발의할 것을 약속받

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들이 법안 아이

디어를 공모하고, 시청자 국민의원 200명이 현장 참여했으

며, 무한도전 최초로 입법 과정을 컨설팅할 현역 국회의원 5

명을 섭외했다. 여야 5명의 의원은 ‘국민의원’의 법안 가운데 

6개를 선정해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방송 전략: 폭넓은 시청자층의 참여 유도, 재미 추구, 국회의

원을 실제로 등장시켜 정치 효능감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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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 일시

방송 편성 일시는 토요일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타겟층을 전연령으로 삼

고 있으며 가족들 공동체의 소통을 취지

로 하는 방송이다. 주말의 경우 가족들이 

모두 모여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선정하 다. 시간 는 7

시~8시40분으로 닐슨코리아 미디어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연령에 걸쳐 텔레비전 

시청이 상승하는 시간 다. 해당 프로그

램의 경우 온라인 시민참여를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7시~8시40분이란 

시간 는 모바일 및 pc 이용이 급증하는 시간 로 적극적인 시청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간 이다. 또한, 시사예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평일 뉴스 시간 에 편승

하여 일주일 이슈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연령 측면에서 7~18세의 

이용률이 높은 시간 로 프로그램의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연령층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 이다. 편성 시간이 길어 주간이나 야간에 편성하는 것은 시청률 측면에

서 불리하다. 또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인 9시~11시 사이에

제목: <체험! 사람의 현장> 막나가쇼

방  일시: 2019년 11월 26일~2020년 3월 29일

개요 및 특징: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과 사건사고를 세 MC의 명쾌한 취재와 색다

른 시선으로 풀어보는 인터뷰 쇼이다. 패널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관련 사항을 체험해 본다. 

사건을 피상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고, 

사건에 얽힌 각종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방송 전략: 체험과 인터뷰 비중을 늘려 사건 전달에 생동감

을 더함, 사건의 심각성 부각시켜 이슈에 한 관심 유발

제목: 구해줘! 홈즈

방  일시: 2019년 3월 31일~현재

개요 및 특징: 연예인들이 나서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에 맞

는 최적의 주택을 탐색, 집을 소개하며 의뢰인과 부동산업자

를 중개하는 프로그램. 팀을 나누어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매물을 탐색하고, 의뢰인의 선택을 받으면 해당 코디의 이름

으로 의뢰인에게 이사지원금을 준다.

방송 전략: 다양한 주택 정보 제공을 통한 관심 유도, 주택 

선정 관련 조언 제공, 한국 사회에서의 ‘주택’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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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시청률 측면에서 유리한 주류 방송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 매주 

방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촬  및 편집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KBSI ‘열린채널’)이 평균적으로 6.1%의 시청률을 보인다. 그러

나 예능적 요소가 포함된 시사예능 프로그램임을 반 하여 일반 참여프로그램보다는 

높은 시청률을 예상한다. 더 나아가 시간  역시 시청률 측면에서 유리한 시간 이며 

전 연령 가 시청 가능한 방송임을 감안하여 7% 이상의 시청률을 기 하는 바이다. 그

러나 주류 예능에 비하여 예능적 요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시간  또한 프라임 시

간 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타겟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TV 시청의 시청률은 모바일 점

유율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이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라 시청률이 계속해서 

변동할 것이다. 월드컵,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나 중 한 사건사고 등 시사 이슈가 발

생하면 시청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1)전 연령, (2)시청자 참여를 위한 모바일 기기 소지자, (3)사회 문제에 관심있는 사

람들, (4)정치 연구소, (5)언론미디어 연구소, (6)시청각 자료 사용 교사 등이 있으며, 회

차마다 다른 인권문제에 해 다루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시청자들 타겟이 변화하

리라 예상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1) 중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 중

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2) 시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예능의 오락성, 참여 프로그램의 사회성을 결합시켜 

시청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다. 

  (3)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난립하는 방송 틈에서 인권 문제 탐구라는 건전성을 추구한다.

  (4) 기성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사이다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확보할 수 있다.

  (5)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제안하고 온라인 민주주의를 확 하며 정치적 올바름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국민을 연계하여 시청자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충족시

킨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공채자료사이트 사람인에서 제시한 초봉 기준, 실제

로는 1.5~2.0배 증가추세를 보임)

 1) 촬 진: 카메라 및 조명 스태프 월 250만원*10명 =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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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트 제작진: 월 200만원*5명 = 1000만원

 3) 편집진: 월 250만원*5명 = 1250만원                 

 4) 연출진: 연출 : 월 350만원*2명 조연출 : 월 200만원*2명 = 1100만원            

 5) 작가: 월 180만원*5명 = 900만원

 6) 현장 스태프: 170만원*10명 = 1700만원

 7) 세트 조성 인력: 일당 20~25만원*20명 = 500만원

 8)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코디: 월 60*10명 = 600만원

 9) 캐스팅 디렉터 : 170만원*3명 = 510만원

10) 출연진: 유명 MC-회당 1500만원+800만원 / 유명 개그맨-회당 1000만원+500만원 

/ 아이돌- 200만원 / 국회의원- 사례비 20만원*5(정당별로) / 전문가- 250만*4 / 

자문단- 30만원*10명 = 4900만원 

총 : 약 1억 4960만원 (출연진과 세트 조성 인력을 제외한 모든 기준은 월급 기준) 

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청중(시청자 표) 100명 좌석, 형 전광판(스크린), 국회의원 및 패널들 좌석 완비

된 스튜디오 / 토론 스튜디오 / 취재비 / 항공편 / 가이드 / 관계자 인터뷰 사례비 / 

문자 연결 시스템 및 온라인 환경 조성비(화상 연결 등) / 기타 소품비(다과, 의상 등) 

/ 방역 관련 비용(코로나-19 비) / 청소비 / 방송 장비(마이크, 지미집 등) / 이동수단

/ 변호사 / 식비 

==> 여러 환경 조성 물품 비용을 따져보아 세트장 비용 예산은 1억으로 제정한다. 

2. 제작 편수

  제작 편수는 40편(주 1회)로 계획한다. 

(1) 환경적 여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일정상 장기 프로그램을 꾸준히 출연한다는 것

은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은 고정 출연

진이 아니긴 하지만, 방송사가 정치권과 오랜 시간 접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

럽다. 

(2) 프로그램의 한계 

  위 방송은 온라인 시민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프로그램 제작 편수가 길어진다면, 시민

참여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너무 많은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면 정부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소재

의 한계도 존재한다. 방송의 특성상 PPL를 넣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3) 법적문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상파 직

접제작 예능은 전체 상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100분의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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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데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상 시간을 110%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교양프로그램의 상 시간을 고려하면 방송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길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 정도로 제한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방송사 스튜디오, 인권 침해가 발생한 현장 직접 취재(회차마다 다름, 해외도 포함), 

작업실(자문단과 정책을 상의할 회의실 유형의 공간), 온라인 플랫폼이 설치된 장소, 정

책 제안한 내용을 제출할 장소(회차마다 차이 존재), 정치인 업무 공간(방송용)

나. 편집 스타일 

  온라인 환경과 프로그램 상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다기능 알람 시스템 구

조를 도입한다. 시공간적 분절이 자주 일어나므로 비선형 콘텐츠 편집기를 사용한다. 

지식채널 e 컨셉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방송 진행 시 발언자를 중심 편집한다. 실시간 

온라인 댓글을 화면에 송출한다. 자막은 다양하게 사용하되 진지한 컨셉으로 사용한다. 

통계 자료를 보여줄 때는 입체적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다. 홍보 방식

  TV 광고 / SNS 페이지 / 버스 광고 / PPL 적극 활용-스폰서십(sponsorship) / 제작

발표회 / 퍼블리시티(publicity) / 유튜브에 클립 올리기 / 방송사 웹사이트 / 옥외 홍보

물 설치

IV. 예고편 트레일러

1. 예고편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제재 해당 프로그램의 독특한 진행 방식을 보여준다.

소재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및 인권 문제 열람한다. 프로그램 진행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

로 진행될지 알려주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우리 일상 속 인권 문제가 매우 다

양하고 많으며, 프로그램 내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들과 소통

하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메시지
인권 문제는 시민의 참여와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사회적 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 트레일러의 편집 방식 및 연출

 편집 : 연속재생, 일반 재생,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줌업, 파노라마 편집 방식을 사용

한다.

 연출 : 시민참여와 정치권 협력을 통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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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레일러 플롯

  현 인의 바쁜 일상(도로 위에 차들, 사람들 거리에 북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한다. 취

재하는 연예인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출연진의 모습을 표현한다. 인권 문제가 발생한 사

진이나 상을 고속재생하여 화면을 채운다. 스튜디오와 정치인들의 토론 장면을 비춰

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참여하는 모습(온라인 실시간 댓글 참여)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방  일자

와 시간을 알려주고 로고를 보여주며 마무리한다. 

4. 예고편 트레일러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0:03
편집 기법: 고속 재생 및 화면 

이어붙이기

21시  현 인의 바쁜 

삶을 요약해 제시한다. 

S#2 00:03~00:05
편집 기법: 일반 재생

촬  기법: 달려가면서 촬

출연진이 현실 속 인권 

문제를 취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3 00:05~00:06
편집: 줌인 후 검은 화면으로 전환

촬 : 카메라 렌즈를 줌업

인권 문제를 가까이서 

취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4 00:06~00:09

편집: 고속 재생, 많은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기법 사용, 

화면 전환 시 페이드아웃

해당 프로그램이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시사한다.

S#5 00:09~00:10:50
편집: 화면 전환 기술

촬  기법: 카메라 롤링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토론과 

정책 수립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S#6 00:10:50~00:12

편집: 화면 전환 및 실시간 댓글창 

올라가는 화면

촬 : 카메라 롤링

시민참여방송이라는 점을 

어필한다. 

S#7 00:12~00:15
편집: 인터넷 댓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표현

프로그램 구체적 

방 정보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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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어? 너, 언어?), 학번: (20214, 20604), 이름: (이도윤, 김민서)

제작

인원

기획(2), 연출(8), 작가(8), 조명(5), 오디오(8), 기술(5), 종합편집(10), 디지털콘텐츠

(8), 현장지원(10)  계: 64명

제목 “ 언어의  ”

주제
언어 마술사들의 우리 세계 이야기! 언어학과 사회 ·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

한 관점의 이야기를 펼치는 '수다 여행'

소재 언어 및 여행
예상

시청자 층
전 연령층

흡입요소

본 프로그램에서는 언어학자와 문학, 과학, 역사 등 각 분야의 지식인이 모여 언

어학과 다양한 학문이 만난다. 언어학과 각 분야의 지식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지며, 어렵게만 느껴지던 '언어'와 '언어학'을 알기 쉽

게 풀어낸다. 여러 지식인이 여행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깨달음

이 언어학을 넘어 새로운 지식 분야까지, 신선하고 즐거운 지식 여행으로 시청자

들을 인도할 것이다.

러닝타임 90분 제작 장르 시사 · 교양, 예능

기획 

의도

언어에는 인간의 희로애락, 사랑과 갈등, 과학의 흐름과 역사의 발자취, 예술과 문

학의 원천이 스며있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인문학을 한다는 것과 

상통하는 셈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언어를 마주할 

수는 없을까? 일방적인 지식 나열 혹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지식이 겉돌지 않고 바로 가슴과 머릿속

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선한 소재인 ‘언어’를 바탕으로 작가, 

언어학 교수 등 다양한 언어 전문가 집단과 기타 학문의 교수진들을 중심으로 역

사, 문화를 비롯한 사회, 과학 등 여러 다양한 학문과 언어를 접목함으로써 흥미

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직된 정보 전달성 프로그램에서 탈피하

기 위해 여행의 형식을 접목하여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 다. 전 세계를 여행하

며 전문가의 시선에서 언어를 창구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해 학습하며 세상

의 모든 학문과 언어가 맞닿아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되기를 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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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20214 이도윤, 20604 김민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본 프로그램은 기존 예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소재인 ‘언어’에 문화를 비롯한 사회, 

과학 등 여러 학문을 접목함으로써 흥미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직된 

정보전달성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수다를 형식으로 한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딱

딱한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움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분위

기 속에서 지식을 전달한다. 여행의 형식을 이용해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작가, 

언어학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와 교수진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언어를 창구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해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언어가 맞닿아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본 방송을 통해 언어와 관련한 내용이 중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언어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함께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 을 때, 시청자들의 지식수준의 고양 역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는 바이다.

3.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6부작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tvN에 편성한다. 본 시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을 여행하며 각 국가마다 두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2부작을 

할당한다. 1회부터 2회의 한국 편에서는 1회. 언어의 [ 어제 ],  2회. 언어의 [ 오늘 ]을 

주제로 우리 역사의 어제와 오늘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언어에 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3회부터 4회의 일본 편에서는 3회. 언어의 [ 맛 ], 4회. 언어의 [ 문학 ]을 주제로 각각 

일본 식문화의 유래를 탐구하며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일본 문학 속 언어의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5회부터 6회의 중국 편에서는 5회. 언어의 [ 노래 ], 6회. 언어의 [ 건축 ]을 

제목으로 각각 중국어의 고  문학과 성조를 통해 중국어의 특징을, 그리고 유적을 통

해 건축의 기원을 알아본다. 시즌 1은 파일럿으로 편성되어 시청률 등의 지표를 바탕

으로 차기 시즌의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시즌은 동아시아 외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하며 언어와 다양한 학문을 접목해 시청자들이 언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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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알쓸신잡’, ‘배틀트립’, ‘안녕! 우리말’이 있

으며, ‘알쓸신잡’과 ‘안녕! 우리말’은 각각 각종 지식과 언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내용

적 유사성이 높으며, ‘배틀트립’은 프로그램의 포맷이 여행 형식이라는 점에서 형태적 

유사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들과 비교하여 본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

성은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여러 흥미 요소를 더해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펼친다는 

것이며, 이는 시청자들의 재미와 더불어 지식적 욕구의 충족을 함께 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2. 편성 일시

 금요일 밤 9시 10분에서 10시 40분까지, 90분의 러닝타임을 가진다. 각 방송은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총 6편으로 6주간 방 된다. 폭넓은 연령층의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

로 지식을 전달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송인만큼, ‘금요일 밤 황금시간 ’에 

방 할 수 있도록 한다. 

3. 목표(예상) 시청률

 앞서 제시한 3가지의 유사 방송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언어에 한 중들의 

관심도가 낮음을 확인하 다. 이를 극복하고자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tvN

의 ‘알쓸신잡’(5.8%)과 KBS의 ‘배틀트립’(7.4%)의 포맷을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시청

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목표(예상) 시청률 설정을 위해 동시간  프로그

램의 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현재 MBC에서 방  중에 있는 ‘트로트의 민

족’(매주 금, 20:45~)과 JTBC의 ‘갬성캠핑’(매주 금, 21:00~)을 확인한 결과 각각 시청률

이 13.2%, 1.5%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 다. 시청률의 현저한 차이는 지상파와 종편

의 방송국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 으며, 본 프로그램 역시 ‘갬성캠핑’과 마

찬가지로 종편에서 방 될 예정이기에 내용과 방송 시간 , 그리고 종편 방송국의 유사

성을 지닌 프로그램 ‘알쓸신잡’을 기준으로 목표(예상) 시청률을 5.5%로 설정하 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지식에 목마른 2030세 뿐 아니라 모두에게 언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인만큼 전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A는 B다.’ 식으로 정

의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 과정에서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부터 높은 연령층의 시청자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지

식 토크”를 테마로 한다. 넋 놓고 바라보는 재미 위주의 방송이 아닌 지식 함양의 도

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시청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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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기존 언어 프로그램들은 부분 ‘언어’ 하나만을 주제로 하여 방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표적으로 모바일 세 로부터 비롯된 무분별한 통신용어 사용의 개선

과 일상생활 속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을 소개하는 ‘안녕! 우리말’이 그 예시이다. 그러

나 본 프로그램은 언어를 주요한 주제로 하되 다방면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전문 출연

진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곁들여 풍미를 내고자 하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 

‘안녕! 우리말’은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반

해, 디지털 콘텐츠 팀을 중심으로 뉴미디어 홍보 전략을 수립한 것 역시 본 프로그램이 

갖는 경쟁력이다. 편집 역시 ‘안녕! 우리말’과는 사뭇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안녕! 

우리말’은 무거운 내용과 정적인 편집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하기에 어려웠

으나 본 프로그램은 보다 신선한 편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내용의 무거움을 극복하고

자 하 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가. 제작진 고용 관련 비용

분야 인원 비용 (단위: 만 원)

기획 2 2400

연출 8 6500

작가 8 6000

조명 5 3800

오디오 8 5600

기술

(디지털 송신 및 송출, 네트워크 관리)
5 3500

종합 편집

(일반편집, 서브편집, 편집보 외)
10 7200

디지털 콘텐츠

(일반편집, 서브편집, 편집보 외)
8 6000

현장 지원

(통역, 장소섭외, 출연진 관리, 현장전문가)
10 6000

계 64 47000 (만 원)

*비용은 6회분 전체를 합한 값으로 계산

**비용은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차등을 고려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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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트장 및 촬  환경 조성 비용

 국립한글박물관과 주시경 마당, 윤동주 기념관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함을 확인하 으

며,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사전 예약 시 무료로 관할 수 있음을 파악하 다. 경복궁 

수정전(집현전 터)에서의 촬 은 촬  허가 및 내국인 단체 기준 1인당 2,400원 지불 

후 가능함을 파악하 고, 제작진 및 출연진을 합한 전체 금액은 110,400(2,400*46)원으

로 계산하 다. 전국 각지의 카페 여 비용 조사 결과 1시간 기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카페별 비용이 매우 상이했으며 시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졌기에 가격

을 측정하기 어려웠으나 방송을 통한 홍보 효과를 고려하 을 때 적정 수준의 값으로 

마지막 촬  장소인 한글빵 카페의 섭외 비용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제작 편수

 본 프로그램은 6부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정규 방송

으로 편성하기 전에 시청자의 반응을 알기 위해 시험적으로 제작해 방송하는 프로그

램’으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 후 정규 편성을 결정하는 패

턴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머릿속에서 구상한 소재에 비용을 투하해 시청자들의 반응

을 살피는 작업이다. 파일럿 편성 후 이에 따른 시청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정규 편성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고려하고, 처음 시도해보

는 소재이기 때문에 형식과 시청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6부작은 한국 2부

작(1회. 언어의 [ 어제 ],  2회. 언어의 [ 오늘 ]), 일본 2부작(3회. 언어의 [ 맛 ], 4회. 언

어의 [ 문학 ]), 중국 2부작(5회. 언어의 [ 문학 ], 6회. 언어의 [ 건축 ])으로 구성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파일럿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시즌 1인 본 프로그램에서는 동아시아 3국으로 분류되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촬  장소로 선정하여 촬 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는 1회. 언어의 [ 어제 ]에서는 경복궁 수정전(집현전 터), 국립한

글박물관, 주시경 마당, 윤동주 기념관, 그리고 한글빵 카페를 방문할 예정이다.

나. 편집 스타일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방송인만큼 ⓐ용어 설명 및 지식 전달을 위한 설명을 

담은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유튜브의 자막문법

을 이용한 유머코드를 사용하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이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

를 편집에 반 한다. 그 예로, 최근 뉴미디어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래킹 기법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 자막)을 도입해 10 와 20  시청자들에게 재미 요소가 되도

록 한다. 또, ⓒ출연자의 얼굴을 활용한 자막 등을 활용해 상과 연관성을 갖추면서도 

자막 자체로 재미를 주도록 한다. 단, 유튜브보다 시청 연령층이 넓은 점,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자막의 남발로 프로그램의 깊이까지 떨어뜨리

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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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홍보 방식

 디지털 콘텐츠 팀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와 유튜브 및 네이버 플랫

폼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 컷 편집 상 게재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방식을 채택

하여 10 를 비롯한 2030 세 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자 하 다. 뉴미디어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임을 인지하고 그 장점을 극 화하여 주된 시청자층의 니즈

(needs)를 빠르게 파악하고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 내용

 본 프로그램의 1회(언어의 [ 어제 ])는 2부로 나누어져 구성되며, 모든 회차에 고정인 

'언어도사들의 TMT(Too Much Talking)'로 마무리 짓는다. '한글의 큰 스승'을 제목으로 

하는 1부에서는 경복궁 수정전(집현전 터)를 방문하여 한글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기념

함과 동시에 창제 정신을 알아본다. 뒤이어 방문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구체

적인 창제 과정과 역사적 변천사를 깊이 있게 다루며 1부를 마무리한다. '한글, 나랏글

이 되다'를 제목으로 한 2부에서는 주시경 마당을 방문하여 한글이 우리 언어로 확정

되고 지켜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우리 언어의 소중함을 상기한다. 동시에 윤동주 

기념관을 방문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한글 문학의 아름다움을 상기한다. 마지막으로, 

한글빵 카페에서 '언어도사들의 TMT'를 제목으로 하여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화를 

통해 앞서 살핀 방 한 정보들에 한 그들의 시각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1화를 마무리

한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각종 분야의 지식인들과 부담 없는 여행을 함께한다는 기분, 여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다. 첫 회인 점을 고려하여 출연진들에 한 

소개를 비롯한 인트로를 1부 이전에 포함시킨다. 지식인들의 같은 장소에 한 다른 

감상, 다른 장소를 방문하며 느낀 다양한 감상을 드러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앞서 언급(Ⅲ-3-(가))한 자막 기법 및 연출을 이용해 새로운 자막 및 편집 기법을 사용

하되, 지식 전달 및 교양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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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김 하, 유시민, 유희열, 설민석, 조승연의 다섯 명의 출연진들은 경복궁 수정전, 국립

한글박물관, 주시경 마당과 윤동주 기념관을 방문한 뒤 한글빵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방문한 장소에 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한다.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21:10 ~ 21:15

 풀샷(Full Shot)과 니샷(Knee 

Shot)을 혼용하여 내용에 

알맞게 촬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드론 촬  기법을 

적용하여 언어도사들의 첫 

만남을 전체적으로 담아낸다.

<Intro>

언어도사들의 첫 만남

김 하, 유시민, 유희열, 설민석, 

조승연 다섯 명의 출연자들은 

광화문광장 세종 왕 동상 앞에서 첫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경복궁 

수정전으로 걸어 이동한다.

S#2 21:20 ~ 21:35

드론 촬  기법을 사용하여 

경복궁의 전경을 촬 한 후, 

수정전의 내부 구조를 

패닝(panning)과 

부밍(booming)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1부. 한글의 큰 스승>

경복궁 수정전(집현전 터)에 방문하여 

한글 창제 시점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한 당 의 인식, 세종 왕의 한글 

창제 정신 등의 이야기를 한글 창제의 

터에서 나눔으로서 생생함을 

전달한다.

S#3 21:35 ~ 21:50

오버 숄더 샷

(Over Shoulder Shot)을 통해 

국립한글박물관의 내부 모습과 

화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촬 하며, 핸드 

핼드(Hand-Held)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생생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방문하여 한글이 

전시 및 체험을 통해 조선 시 의 

사회문화 전반에 가져온 변화, 실용 

분야로 확 되어 간 과정을 이해한다. 

한글이 일상적인 문자로 자리 잡아 

한글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인 각종 문서나 편지 등을 비롯한 

문학 작품, 놀이 용구, 생활용품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보고 그 

감상을 나눈다.

S#4 21:50 ~ 22:00

주시경 마당을 걸으며 

화하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팔로우(Follow)하여 흔들림을 

최소화한 촬 을 진행하며,

주시경 마당과 윤동주 

기념관을 교차 편집 기법을 

사용하여 편집한다.

<2부. 한글, 나랏글이 되다>

주시경 마당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된 한글의 역사, 

한글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기까지의 

과정과 숨은 위인들을 알아봄으로써 

그 소중함을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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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5 22:00 ~ 22:10

주시경 마당과 마찬가지로 

윤동주 기념관을 돌아보며 

화하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팔로우(Follow)하여 촬 하며, 

윤동주 기념관의 전경은 

지미집을 통해, 내부의 모습은 

틸팅(Tilting)을 비롯한 다양한 

촬  기법을 적용해 촬 한다.

윤동주 기념관에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의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났던 

한글의 문학적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피고, 당  문학 속 인문학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풀어낸다.

S#6 22:10 ~ 22:40

미디엄 숏(Medium Short)과 

리액션 샷(Reaction Shot)의 

촬  기법으로 화 장면을 

생생히 담아낼 수 있도록 

촬 하며, 아이 레벨 앵글(Eye 

Level Angle)을 유지하여 

시청자들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딱딱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언어도사들의 TMT>

주시경 마당과 윤동주 기념관에 각각 

이동했던 출연진들은 한글빵 카페에서 

모여 여행의 감상을 공유하고 지식 

토크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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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기획안 요약서

팀명: (55.5), 학번: (20602, 20611), 이름: (권수민, 이세연)

제작
인원

연출 및 조연출, 방송작가, 촬  감독, 오디오 감독, 조명 감독, 출연자 포함 약 30여 명 

제목 우리 동네 가필드

주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관계의 부재를 인식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제시 및 해결한다.

소재 길고양이, 관계, 사회문제
예상

시청자 층
10 -50

흡입요소

기존 방송 프로그램은 길고양이 문제를 짧게 다루거나, 인간과 동물이 맺는 관계

가 아닌 동물의 모습만을 단편적으로 담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관계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현 인에게 공존의 메

시지를 던진다. 또한, 길고양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

회문제를 다루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장기적·다면적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러닝타임 70분 제작 장르 예능

기획 

의도

한 회의 방송 프로그램은 초반 5-10분의 다큐멘터리 식 사회문제(길고양이 문제 

및 회당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포함) 설명, 중반 40분의 출연진의 고

양이와의 관계 및 공존, 후반 20분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담는다. 

1) 길고양이 문제의 실태 및 공존과 관계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5-10분): 우리 

사회는 길고양이 보호론자와 혐오론자 간의 립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밖

에도 장애인 차별 문제, 독거노인 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는 공존과 관계의 부

재로 인해 발생한다. 다양한 측면의 사회문제를 다큐멘터리식으로 다루어 시청

자들에게 사회의 현실과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잃어버린 공존의 가치를 되

짚어보고자 한다. 

2) 출연자의 고양이와의 관계 및 공존(40분): 유기 고양이 센터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한 길고양이들을 출연자들이 입양하는 과정을 통해 길고양이 문제를 시청자

에게 알리고, 무분별한 고양이 입양이 아닌 동물 유기와 혐오에 한 문제인식

을 촉구한다. 또한 고양이와 출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고양이와 인

간이 주고받는 향을 공존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길고양이에 

한 인식 개선 또한 목표로 한다.

3)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20분): 매 회 출연자에게 주어지는 개인 미션, 공동 미

션을 통해 현  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

천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

여 시청자에게 심각성을 일깨우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까지 이어지도

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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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PLUS 모의 콘텐츠 사업국

프로그램 본 기획서

I. 프로그램 제작 배경 및 소개

1. 제작 배경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는 어떤 존재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에는 25만 마리의 길고양이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현실이 무색하게,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와의 공존을 말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길고양이가 살던 터전에 들어와 집을 지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에 고양이가 들어와 생활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서로에 해 따

뜻하지만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길고양이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외면 받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방안에 해 생

각해보게 한다. 고양이를 통한 문제에서 시작해 점점 확장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

는 시각을 통해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사회문제,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계문제를 해결한다. 시청자는 출연자에게 제시되는 문제들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인식하

고 이에 한 경각심을 갖고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소개

 <우리 동네 가필드>는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추구하며, 우리 

사회에서 관계의 부재에 주목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나

간다. 초반 10분 동안은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길고양이 문제의 

실태와 관계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를 담고, 중반 40분 동안은 

출연자의 고양이와의 공존을 담는다. 후반 20분 동안은 출연자

들이 진행하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담아 재미와 감동을 

주는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II. 방송 전략

1. 유사 방송 분석

Ⅰ. TV 프로그램

 1. 다큐 오늘 - 갈 곳 없는 고양이 / 내 이름은 길고양이 (EBS의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 엄선): 길고양이를 주제로, 고양이를 함부로 

<우리 동네 가필드>의 

로고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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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간의 모습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기

존 다큐프라임 “인간과 고양이”를 재구성한 것으로, 유튜브에 게시된 상의 조회

수는 약 20만 회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시청자들은 길고양이의 고통에 공감하

고,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등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향을 끼쳤다. 

 2. 나 혼자 산다 - <양희의 트라우마 극복기> 307회, 322회 (MBC의 관찰 버라이어

티): 출연자 방성훈이 유기견이었던 양희와 친해지면서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담

은 방송이다. 그는 방송을 통해 ‘유기견을 입양하라는 말보다는 유기견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이 방송을 통해 동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게시된 유튜브 상의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을 비롯한 동물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본 상의 조

회수는 약 100만 회이다.

Ⅱ. 유튜브

 1.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 짜증난다고,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40  남성 (SBS 동

물농장 유튜브, 구독자 348만 명): 짜증난다는 이유로 3m 이내의 거리에서 길고양

이를 고의로 쏜 사건을 담았다. 상 조회수는 약 294만 회다. 상에서는 생명의 

무게가 불편함보다 가볍다고 생각했는지를 시청자에게 물으면서, 길고양이를 하

는 인간의 태도에 경각심을 가지게 했다. 

 2. haha ha - 베란다에 고양이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았다, 얼 이와 뚱땅이 등 (유

튜브 채널 haha ha, 구독자 87만 명): 유튜브 채널 'haha ha'에서는 길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모습을 공개한다. 고양이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튜버와 교감하

고, 댓글 역시 길고양이에 한 편견 없이 고양이들을 바라본다. 상의 조회수는 

체로 20만 회에서 200만 회 정도다.

Ⅲ. 종합적 견해

  개인이 운 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길고양이에 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길고양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생명으로 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그 개선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

다. 고양이의 모습 위주로 다루는 기존의 방송에서는 인간과 고양이가 맺는 관계에 주

목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의 귀여움이나 사랑스러움

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과 동물의 선한 관계에 주목해 공존의 가치를 찾

을 수 있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편성 일시

 매주 화요일 6시 30분에 70여 분 간 방 해 전 연령층이 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월화 드라마에 공백이 생기면서 예능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방송 형태가 나타나

고 있다. 또한, 현재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 되는 예능 프로그램 중 온 가족이 함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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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형태 및 시간 의 방송이 부재해 본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3. 목표(예상) 시청률

 KBS2에서 방 하는 '개는 훌륭하다'의 시청률은 최근 7개월 간(24회-53회) 최저 2.2%, 

최고 7.2%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으로는 4~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BS에서 방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경우 1~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예인들이 자연에서 생

활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성공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

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양이와 생활하는 모습을 담는 본 프로그램 역시 좋은 성적

을 거둘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사회 문제를 던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능을 벗어난 신선함으로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과 함께 유튜

브 채널도 개설되는데, 최근 웹 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한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5-6% 정도의 시청률을 예상한다.

4. 구체적 타겟 시청자 층

 본 프로그램은 전 연령 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로 편성하 다. 또한 최근짧은 클립 상을 즐겨보는 10 부터 30 까지

의 시청 층을 겨냥하여 유튜브 채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BS 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KBS, MBC, SBS의 시청자는 모두 평균적으로 40  후반에서 50 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20 의 유튜브 사용률은 월등히 높은 것을 보아 유튜브가 

20-30 의 시청자 층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5.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경쟁성

 본 프로그램은 앞선 프로그램들과 달리 유튜브를 활용한 숏폼(Short Form) 형태를 활

용하여 유튜브를 주로 활용하는 20  층을 겨냥하며 자연스러운 홍보를 곁들일 수 있

다. 숏폼 형식의 상편집은 최근 긴 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집중력

을 끌어올릴 수 있어 프로그램에 한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다.

III. 방송 계획

1. 제작비

 사람인 통계 결과 스태프들의 평균 월급은 초봉이 250만 원, 경력직이 3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스태프의 임금을 250만원으로 통일하면 한 달 기준 7천 

5백만 원이 든다. 본 프로그램은 두 달의 촬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태프 30명의 

임금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사용한다. 스튜디오 제작비용은 모델하우스 집 한 채를 

꾸미는 가격을 기준으로 2억여 원이 필요하다. 출연자의 출연료는 한 회당 성동일 600

만원, 제시 600만원 조인성 800만원, 공효진 800만원이다. 시즌제 방송으로, 2달(8회) 

기준 총 2억 2천 400만 원이다. 총합은 5억 7천 4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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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편수

 시즌제로 구성하여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드라마 계에

서 최초로 도입된 시즌제는 시즌 사이 공백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상 노

출을 통해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상기시킨다. 8회를 한 시즌으로 구성하

여 시청자들이 2달 간 여러 사회문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는다. 이

후 다음 시즌 준비 기간인 8개월의 시간동안 유튜브를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나, 다음 

시즌에 관한 상을 업로드 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한다. 

3. 제작 방법

가. 촬  장소

 1회에서는 모든 출연진이 함께 스튜디오에서 길고양이 문제와 사회문제에 해 이야

기를 나누는 쇼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중반부에는 출연자 각자의 집에서 진행된다. 후

반부에 사회문제를 다루는 코너를 진행할 때에는 함께 사용할 공용공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스튜디오와 공용공간에서 촬 할 예정이다. 직접 외부로 나가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경우도 종종 있을 예정이다.

나. 편집 스타일

 초반 10분간은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무게감 있는 전개를 한다. 이 때 화

려한 효과는 최 한 자제하되 상의 의도를 극 화를 위해 색 보정을 진행한다. 중반

부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켜 따뜻하고 긍정적 분위기의 상을 제작한다. 후반부에서

는 출연진이 함께 모여 사회문제에 해 화를 하는 장면 등을 통해 예능적인 요소와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적절히 배합한다. 후반부에서는 빠른 내용전개를 통해 문제해

결의 노력과, 성과가 효과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홍보 방식

 최근 10 와 20 는 유튜브와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활용한 마케팅은 지출 

비용이 적고, 시청자와 쉽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채널 십오야’에서는 인스타그

램에 해당 채널의 상으로 이루어진 배경화면 등을 무료 배포하고, 본 방송을 인증하

거나 관련 내용을 업로드한 시청자의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시청

자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은 젊은 

층에게 효과가 좋을 것이다.

IV. 1회 드라이 시나리오 (요약적 시나리오)

1. 1회 드라이 시나리오에 담을 핵심적인 내용

 길고양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길고양이에 한 태도가 

긍정적인 측과 부정적인 측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임을 표현하고자 한다.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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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와 길고양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제시하고, 이

를 해결해나가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간의 이해이며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프로그램은 총 70여 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초반 10분 간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중반 40분 간 출연자와 

고양이 간의 공존을, 후반 20분 간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담는다.

2. 1회 드라이 시나리오의 편집 방식 및 연출

 초반 10분간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현실을 무게감 있게 

전하기 위해 화려한 효과는 최소화하되, 상의 의도를 극 화하기 위한 색 보정은 추

가한다. 시청자가 여운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페이드아웃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중반 40분과 후반 20분은 분위기를 바꾸어 공존의 따뜻함을 강조한다. 이 과

정에서는 초반 부분과 색 보정을 달리하고 주로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한다. 다양

한 연령층의 출연자는 다양한 시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물을 좋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나 강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존’에 가

치를 두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느껴지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인물의 출연을 통해 

연출적인 요소를 극 화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 후반 20분은 빠른 속도의 

편집을 적용해 반복적인 장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전개로 문제 

해결 과정이 효과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한다. 

3. 1회 드라이 시나리오 플롯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길고양이를 싫어한다. 이러한 혐오의 감정은 태도와 행동에도 

반 되는데, 초반 10여 분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의 길고양이에 한 인식과 관

련한 인터뷰와 사건·사고를 담아 경각심을 준다. 중반 40여 분 동안은 고양이와 출연자

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지만, 1회에서는 고양이들과의 첫 만남으로 출연자(성동일, 

공효진, 조인성, 제시)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비춘다. 그 후 안락사의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비추

고, 각자 한 마리씩 입양 절차를 밟는다. 후반 20여 분 동안은 네 출연자가 모여 길고

양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와 길고양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미션 형식으로 제

시 받고, 이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담는다. 

4. 1회 드라이 시나리오

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1 00:00~03:00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와 

길고양이 혐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담는다. 진중한 음악과 

함께 인터뷰는 속도감 있게 편집하며, 

페이드아웃 기법을 사용한다. 

인터뷰를 통해 길고양이에 한 

우리의 생각을 인식하게 하며, 

페이드아웃 기법을 통해 

시청자에게 길고양이 문제에 해 

생각할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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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러닝타임 편집 및 촬  기법 전달 메시지 및 효과

S#2 03:00~07:00

길고양이의 어려운 생활과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담는다. 

길고양이의 생활 부분에서 화려한 

효과는 최소화한다. 사회 문제는 

다양한 자료 화면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현실감 있는 상을 통해, 

중·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만 보고 시청자들이 

섣불리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회 

문제의 제시를 통해 그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S#3 07:00~15:00

출연자(성동일, 공효진, 조인성, 

제시)가 한 곳에 모여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오늘 할 일에 한 설명을 

듣는 장면을 제시한다. 출연자들의 

첫 등장인 만큼, 각 인물에게 부여된 

이미지를 극 화할 수 있는 

편집(효과음, CG 등)을 적용한다.

시청자가 출연자들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이후 이들이 고양이와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을 해 나갈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S#4 15:00~25:00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도착한 출연자가 동물들을 

마주하는 모습을 담는다. 동물들의 

모습과 보호소 직원들의 이야기를 

교차로 편집해 각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부여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의 생명 경시 풍토를 지적한다.

S#5 25:00~40:00

안락사의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과 

출연자들이 각자 한 마리씩 입양 

절차를 밟는 모습을 담는다. 

고양이와의 소통을 시작하는 모습을 

한 명씩 편집한다.

고양이와 출연자가 한 화면에 

담기는 첫 번째 장면으로, 공존의 

가치를 전할 수 있다. 또한 입양 

절차를 상세히 담아 유기동물 

입양을 계획하는 시청자에게도 

도움을 준다.

S#6 40:00~45:00

출연자들이 고양이와 각자의 집에 

도착한 모습을 담는다. 다음 편부터 

진행될 고양이와 출연자의 공존에 

한 예고편 형식으로 편집한다.

다음 회에 한 기 감을 조성하며, 

고양이를 거부감 없이 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길고양이에 한 

편견을 덜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S#7 45:00~68:00

출연자가 모여 길고양이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담는다. 

1회에서는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에 한 사회 문제를 

담으며, 방송이 거듭될수록 환경 

문제 등으로 확장해나간다. 반복적인 

장면은 속도감 있는 편집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속도감 있는 편집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와 닿도록 한다. 매 회마다 

다른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성취감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실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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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

대표운영자: 2학년 5반 이연우

  안녕하세요, 열린연단 PLUS 활동에서 사이코드라마 활동의 진행을 맡은 이연우입니다.     

  본 활동은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와 그로 촉발되는 심리적 현상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심리
극인 사이코드라마의 형식으로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현상을 정리하
며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를 이해하고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이코드라마 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는 6개의 조로 나뉘어 쇼비니
즘, 가스라이팅, 인터넷 방송 내의 폭력성, 자경단, 쪽방촌과 도시 빈민, 가정 내 아동 폭력이라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와 연결된 심리 현상을 찾아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
으로 한 학기 동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 선정, 보고서 작성 및 발표와 같이 진행한 활동들의 중간 중간 조별로 진행 과
정과 분석 내용을 서로 교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조에서 분석하
는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조에서 조사하고 있는 문제에 한 접근성 역시 높이면서 활동하
는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며 사이코드라마의 시나리오와 함께 사회 문제
에 한 분석과 시나리오에 한 분석을 함께 담은 최종 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작성하며 활동
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열린연단 PLUS 활동에서 사이코드라마 활동과 같이 심리적, 사회적 분야에 한 활동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야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함께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여러 
방향으로의 활동을 고민하고 큰 노력을 함께해 준 사이코드라마 활동의 또 다른 개국공신인 현승
이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이코드라마 활동은 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해당 심리극의 주제가 되는 문제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이 진행자의 중재 아래 직접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나가는 심리극입니다. 다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제가 되는 사회 문제를 실제로 경험한 바 있는 당사자를 찾아 제한된 시간 동안 
심리극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 산출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사이코드라마 활동
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의 한계 속에서도 항상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준 참가자 여러분들과, 운영에 있어서 저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활동의 다양한 개선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여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꼭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는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한 긴장과 설렘을,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23명 
각각의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참가자 여러분들도 활동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의미 있는 의견의 교환을 이루셨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
움 주신 선생님들과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한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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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의 이론적 탐색과 해결방안 고찰
: 4가지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20208 박세정, 20213 윤려원,
20308 송예나, 20610 이비아, 20615 진서영.

[요약]
 본 연구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유형과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가스라이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가스라이팅은 상 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하는 
가해자(가스라이터)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병리적 심리현상으로, 가정 내, 
여성관련, 직장 내, 언론 및 미디어 내 가스라이팅의 총 4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해자는 피해자의 현실에 한 소유권을 내면화하고 거부, 반박, 전환/쳐내기, 망각/부인 등의 
방식을 이용해 가스라이팅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과, 결정 불가, 변화, 혼란, 폐쇄성 등의 
반응을 보인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자존감이 낮고, 피해자는 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을 때 실현된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점에서 스톡홀름 증
후군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지만,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의 주체적 판단 하에 이루어
지고 가해자가 친절하게 하며 유 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스라이팅과 차이가 있다. 가스
라이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스라이팅의 인지 및 자존감 회복 - 관계의 단절 - 
전문 심리 치료기관 및 긴급전화 등의 단계를 거쳐 극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가스라이팅
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전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에 한 인식을 마련할 수 있는 교
육정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가스라이팅, 자존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톡홀름 증후군, 사이코드라마

Ⅰ. 문제제기
 지난 1월 더불어 민주당의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 씨의 전 여자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

투(Me too)' 게시글을 올린 것이 전국적으로 공론화되면서, 데이트폭력과 더불어 ‘가스라이팅
(Gaslighting)’라는 단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원 씨의 전 여
자 친구는 몸을 많이 가린 옷을 입었음에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비난을 당하면서 원 씨
의 판단에 휘둘리는 등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처럼 연인관계의 가스라이팅은 흔히 데이트폭력이
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관계 외에도 가족, 직
장, 언론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라이팅은 많은 사람들에
게 심각성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았고, 이에 한 공식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가스라이팅을 제 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가스
라이팅의 유래와 개념을, Ⅲ장에서는 유형별 가스라이팅과 가스라이팅 가해자 및 피해자의 양상을 
알아보고, Ⅳ장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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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무력화시킨 후 

지배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병리적 심리 현상이다. 작가 패트릭 해 턴
(Patrick Hamilton)이 1938년에 연출한 스릴러 연극 <Gaslight>에서 유래한 말로, ‘가스등 이펙
트’라고도 한다. 연극 속 여주인공의 남편은 집 내부에 있는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어놓고, 아내가 
“집안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아.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라며 그녀를 탓
한다. 계속되는 남편의 질타에 아내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지고, 그녀의 유산을 노린 남편의 거짓 
수작임을 모른 채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
스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듯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감정, 본
능, 온전한 사리분별능력 등을 의심하게 하는 극단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정서적 학 로서, 가해
자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보다 심리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서적 학

의 핵심은 ‘권력과 통제’로 구성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통제하고 이에 한 권력을 점유한다. 

Ⅲ. 문제 분석 
1) 가스라이팅의 사회적 분석
가) 가정 내 가스라이팅
가정 내 가스라이팅은 체로  부모와 자녀 간에서 발생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양육자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향하는 아
이들의 공감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정서적 학 가 시작된다. 가스라이팅의 표적 특징 중 하나인 
가해자가 가해자임을,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같이 부모와 자녀는 자신들이 
가스라이팅의 상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 자
녀의 부모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으면, 부분 자식을 위해 했다고 답하는 모습에 잘 나타난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훈육과 애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사실 역시 인식하기 어렵다. 가정 내 가스라이팅은, 앞으로 본 보고서에
서 나열할 가스라이팅의 유형 중에서 가장 친 한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엄연한 가정학 의 
종류이다.

자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는  “엄마 말 들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믿을 사
람은 엄마/아빠밖에 없어”, “네가 나 없이 뭐 하나 제 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 등과 같은 말들을 주로 사용한다. 훈육이라는 명
목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며,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정해놓고 아이가 엄마에게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되묻는 것, 엄격한 통금시간을 정하는 것 등 정신적으로 아이를 압박하
고 부모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말과 행위들이 포함된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인 아이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의 저하, 열등감, 사회로 나갔을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포기해버리는 등 궁극적
으로 부모에게 종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 여성 관련 가스라이팅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의 연인이나 헤어진 애인으로부터의 물리적 

폭력, 사진 및 영상 유포,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옷차림을 
제한하고 친구들의 만남에 해 일일이 묻는 것, 거칠게 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
위를 만지거나 피임도구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 악의적인 비난이나 고함을 지르고 욕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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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로 들 수 있다. 2019년 친 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229명에 달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9년 1만 99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본 이후에도 폭력 상 방과 결혼한 비율이 45%나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 통계청의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는 "데이트폭력에 한 허
용도가 높은 경우 자신의 경험이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인지하더라도 폭력에 
해 소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권력형 성폭력이다. 이는 조직 내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자신의 요
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행하는 범죄이다. 권력형 성폭력은 최근에 새롭
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며, 과거의 판례에서는 ‘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법원은 위력에 

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
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라 판시
한 바 있다. 특히 전 경남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인 강문순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이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를 가스라이팅 사례로 들며,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불
신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믿는 것이다.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 우상이거나, 안희정 전 지사같이 
직장 상사이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폭행을 당하고
서도 그를 적으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충청남도지사 정무비서와 수행 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약 8개월에 걸쳐 성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안희정 전 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권력자인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 방의 자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게 하였다.

한민국의 성별 임금(남성 비 여성의 임금비율)의 격차는 67%이다. 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11.1%이며 5급 이상의 공무원 여성비율은 16.8%이다. 성폭력 발생 건수의 여성 피해자 비율도 
92.4%이다. 이 지표들은 경제 활동과 의사 결정, 안전 영역에서 여성이 여전히 낮은 사회적 지위
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위 차이는 상 적으로 약한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의 가
스라이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직장 내 가스라이팅
회사의 구조적 특성상 업무를 지시하고 평가하는 상사가 부하직원에 비해 더 명확한 권력을 

가지고 그에 따라 위계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는 
가스라이팅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뜨는 연관 검색어가 직장 내 가스라이팅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
생한다. 왜 알려준 방식 로 하지 않았는지에 한 지적이나 알려준 방식을 활용해도 왜 세세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냐는 지적은 분명 가스라이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능력적 측면에
서 보다 경력 있는 상사의 지적을 자신이 부족했을 것이라 단정하며 자신을 탓하곤 한다. 권력을 
가진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가진 열등감을 가졌을 때  “OO씨는 꼭 뭔가를 놓치더라.”, “OO씨는 
사람 부담스럽게 하더라.” 등의 말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가하게 된다. 자신이 상 방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상 를 깎아내림으로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기나 부하 직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권력관계가 명확한 상사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라) 언론 및 미디어 내 가스라이팅
언론과 미디어 내에서도 가스라이팅이 발생하고 있음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명 ‘묻지마 살인사건’의 하나로 칭하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2016년 새벽 노래방의 남녀 공
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살인범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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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여성에게 무시당한 것을 범행동기로 삼아 불특정 여성을 범행 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인지 여성혐오범죄인지에 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범행동기와 상, 다수의 남성이 
화장실을 거쳐 갔음에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만을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점에서 여성혐오
범죄의 소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언론과 미디어는 ‘여성 상범죄’ 또는 ‘여성혐오범죄’라고 명명하
지 않고 단순히 정신이 불안정한 개인이 저지른 '묻지마 사건'으로 일축하였다. 이는 성별과는 관
련 없는 사건처럼 중에게 심리적으로 세뇌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가
해자로 여기도록 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에게 애정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는 젠더 폭력 또한 연인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으로 
총칭하여 강간으로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언론과 미디어에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
지 않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은 중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스라
이팅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적 분석
가) 가해자의 가해방식
꼭 계획적 모략이 동반되어야만 가스라이팅인 것은 아니다. 계획성과는 관계없이, 가스라이팅

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소유권에 한 내면화된 사고방식에 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소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마음 로 통제하고 조종해도 
상관없다고 믿는다. 그들이 자신이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고자 신체적 폭력 신 
사용하는 가해 방식이 바로 가스라이팅인 것이다.

가해자의 가해 방식은 초반에는 무해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가해 패턴이 지속될
수록 피해자는 혼란, 불안, 고립, 우울을 느낄 수 있으며 자기 인지능력에 한 신뢰를 상실함으
로써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한 감각을 아예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표는 가해자의 가해
방식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의 징후
가스라이팅을 연구한 심리분석학자 로빈 스턴은 자신의 저서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인지 알아

가해방식 설명 화법 예시

거부
학  가해자가 피해자의 말을 아예 듣
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척 한다.

예)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지긋지
긋하다.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 무
슨 소리야. 일부러 날 헷갈리게 만들려
는 거야?

반박
학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억을 무조건 
불신한다.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가리지 않는다. 

예) 언제 그랬다는 거야. 네 말은 완전
히 틀렸어. 너 완전 잘못 기억하고 있
어. 네 기억은 틀렸어.

전환/
쳐내기

학 가해자가 화제를 전환하거나 피해
자의 생각을 의심한다.

예) 뻔해. 이거 또 ㅇㅇ(친구, 가족 등)
한테 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네. / 
왜 네 멋 로 상상해서 그렇게 생각해?

망각/부인
학 가해자가 실제 발생했던 일을 일부
러 까먹은 척 하거나 자기가 피해자에
게 했던 약속을 부인한다.

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 내가 
언제 그랬어? 말 좀 지어내지 마.

<표1>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가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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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징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 가스라이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박사와 《씨네21》의 이다혜 기자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

일>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조종 상인 피해자의 자존감이 높지 않아야 한다. 자존감이 높지 않은 피해자는 상 방

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그의 말을 쉽게 믿게 된다. 미래에 한 기 와 예측에 부합하기 
위해 행동하여 실제로 기 한 바를 현실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처럼, 자존감이 
낮은 피해자는 상 방이 지속적으로 조작하는 상황에 해 자신보다 상 방이 더 나은 사람이라
는 인식하에 그의 말을 따르고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과정에서 상 방의 조종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속되는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자존감을 더욱 
낮춰 악순환이 반복된다.

두 번째는 피해자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가스라이팅이 가해질 때 가해자는 피
해자의 심리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생각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
해자가 상 방 말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외부의 개입이 일체 봉쇄되어야 한다. 즉, 가스라이
터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차

징후 유형 징후

사과

나쁘게 여겨지는 모든 일에 해 홀로 미안하게 느낀다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의
무가 모두 피해자에게만 짊어지워졌다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계속해
서 무죄로, 피해자는 영원히 유죄가 된다.
- 나는 늘 상 방에게 사과하고 있다.

결정 불가
- 나는 간단한 결정조차 하기 힘들다.
- 나는 뭘 해도 제 로 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 나는 미래에 한 희망이 없으며 뭘 해도 기쁘지 않다.

변화

쉽사리 눈치 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분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어떤 의미에
서는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가 시작되기 전
과 후를 비교해본다면, 명백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전의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를 만나기 전의 나는 분
명 지금보다 자신감 있고 즐겁고 편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혼란

-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하루에 몇 번씩 자문하게 된다.
- 종종 혼란스러우며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 내 언행을 자꾸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한다.
-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나 스스로에게조차 뭐가 잘못 됐다
는 건지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다. 
- 내 삶엔 복 받은 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왜 더 행복하지 않은 건지 도무
지 이해가 안 된다.
- 나는 내가 "이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파트너인지 잘 모르겠다.

폐쇄성

- 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가해자의 행동에 해 변명할 때가 잦다.
- 친구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거나 변명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들이 있다.
- 파트너에게 의해 무시당하거나, 현실을 왜곡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표2>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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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라) 스톡홀름 증후군과의 비교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은 인질로 잡힌 사람 또는 피해자가 인질범 또는 가

해자에게 동화되어 그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피해자는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의 상황을 유발한 가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마땅히 느껴야 할 증오, 혐오 등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 또는 애착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서 발생한 은행 강도사건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당시 강도 두 명은 은행을 습격해 4명을 인질로 
잡고 금고실에서 지냈다. 그 과정에서 인질들은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강도와 정서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강도들을 위해 직접 경찰과 협상하고 강도에 

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스톡홀름 증후군과 가스라이팅은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

게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현상은 피해자의 주체적 판단과 가해자의 피해자에 한 태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화되었지만 주체적으로 판단하
여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인 반면,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서서히 무력화되어 스스
로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스톡
홀름 증후군은 가해자가 공포적인 상황을 조성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하며 유 감
을 쌓는 반면, 가스라이팅은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 체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불친절하게 하
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Ⅳ. 해결방안
1) 개인적 해결방안
가스라이팅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

라이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1단계: 가스라이팅의 인지
가스라이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

다.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징후들(사과, 결정 불가, 변화, 혼란, 폐쇄성)에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가스라이팅에 한 세간의 관심의 증폭되면서, 스스로 가스라이팅 피해자인지 알
아볼 수 있는 검사지 및 체크리스트가 등장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추가로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 또한 해결방안의 한 축이 될 수 있는데, 가스라이팅은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이기에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지 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관계의 단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우선적으로 타인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실제로 상 방과의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상 방과의 접촉이 불가피
하더라도 그를 기꺼이 떠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로빈 스턴은 상 방
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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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왜곡과 진실을 구분하라.
둘째, 상 방과의 화가 서로의 힘겨루기가 아닌지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화를 피하라.
셋째, 영향력 행사를 유발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자신과 상 방 양쪽에서 찾아내라.
넷째, 옳고 그름 신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라.
다섯째, 자신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타인의 영향력을 차단한 후에는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추구해야 한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말에 어느 정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면, 가해자의 말에 응하여 가해자와 다툼을 계속하
기 보다는 우선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3단계: 전문 심리 치료 기관/긴급 전화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심리 치료 기관으로부터 상

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는 개인의 갈등상황을 
즉흥 연기로 표현하여 환자를 분석하고 치료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식으로서,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마음 로 휘두르던 권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내담자가 현실에
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고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
봄으로써 내담자가 상황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전문 심리 치료 기관
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여성, 청소년 등)을 위해, 한국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전화 
등의 긴급 전화를 통한 도움이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스라이팅의 개인적 해결방안으로는 이성적 판단능력 기르기, 논리적으로 생각하

기, 가해자의 전력을 이해하고 조력자 찾기 등이 있다.

2) 사회적 해결방안
앞서 나열한 개인적 해결방안은, 가스라이팅이 정서적 학 의 일종임에도 그 해결방안이 가해

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과 가스라이팅을 인지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은 피상적·사후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해결방안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회적 해결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가스라이팅이 나타나는 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물리적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스라이팅은 친
한 관계 내에서의 의존과 유 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훈육과 구분하기가 더 어렵
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정서적 학 이고 법적으로 처벌 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공
고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상응하는 가스라이팅에 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가스라이팅을 처벌하는 법 제정 등이 뒤따라야한다. 더 나아가 현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
력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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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라이팅에 관한 교육정책 마련
가스라이팅의 상자들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스라이팅에 관한 전사회적이고 사전적인 교육정책이 요해진다. 정부는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전문 심리 관련 자격증 이수 강사를 파견하여 가스라이팅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해 전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
스라이팅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상황에 한 적합한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스
라이팅이 야기하는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아니
라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용어의 사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1) 정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조작적 상황을 구성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자신의 

의도 로 조종함으로써 스스로를 의심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병리적 심리현상이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많은 의존을 하게 되고 결국 파멸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우리 사회가 가스
라이팅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가스라이팅은 가정, 여성, 직장, 언론 및 미디
어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은 부모와 자녀라는 
가장 친 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인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는 목적
으로 흔하게 발생하곤 한다. 이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것에 해 부모가 받는 사회적 인정의 
욕구로부터 시작되곤 하며,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아이들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성과 관련한 가스라이팅은 데이트 폭력과 권력형 성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관련된 피해 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애정이나 권력의 차이 등의 이
유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은 위계질서에 
따른 상하관계에서 비교적 뚜렷한데, 상사 직원이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 직원에게 가지는 열등감
이 가스라이팅의 시발점이 된다. 언론 및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은 '강남역 살인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들을 하여금 사건의 심각성을 제 로 전달하지 못하고 특정 관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의 한 유형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기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
조건 불신하고, 화제 전환 및 의심 제기, 내용을 부인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강압적으
로 몰아붙임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에 해 피해자는 계속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결정도 하지 못한다. 또한 변화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에 한 신뢰를 잃어가는 징후를 
보인다. 가스라이팅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가스라이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
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에 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전 국
민이 확실히 가스라이팅에 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개인과 사회가 더불어 노력할 때 비로
소 가스라이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 의의 및 한계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두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친 한 관계에서 형성되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우울증이나 자신감 저하 등의 피해를 입게 되고 가
해자에게 종속되어도 피해자는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만 찾을 뿐 자신을 학 하는 가해자가 있
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기에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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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종속된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본 연구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에 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줌과 더불어 스스
로 가스라이팅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아닌지 고민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심리적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스스로와 사회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 가스
라이팅과 같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정서적 학  근절에 일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새롭게 

두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을 만큼 가스라이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는 특정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가스라이팅’이라
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야함과 더불어 가스라이팅의 구체적 해결방
안에 한 실증적 연구도 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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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정은 내 잘못이 아니다

20208 박세정, 20213 윤려원,
20308 송예나, 20610 이비아, 20615 진서영

<주제>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온 주인공이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표
출하고 진짜 자아를 찾아 미래를 개척하게 되는 스토리.

◎ 등장인물 : 상담자, 내담자(김예원), (예원의) 엄마, (예원의) 아빠, 김수원(예원의 동생)
◎ 내담자의 심리상태: 내담자는 부모님의 기 에 부응하여 사랑받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며 엄
마의 감정을 다 받아주는 존재임. 부모님에 의해 모든 교우관계와 생활 전반을 통제당하고 부모
님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으며 집안을 일으키는 등 부모님의 바람을 신 실현해줄 존재로 여겨
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당연시 여겨져온 상황이라서 크게 의아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감. 현재 
부모님에게 결혼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됐어.'라고 느낌에도 잘못된 이유를 알
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있음.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
신'이라고 여겨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사를 찾음.

(본문)
무  상수에 상담자의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다. 

내담자가 무 로 걸어 들어와 상담사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간다. 

상담자: (밝게 웃으며 인사) 안녕하세요.
내담자: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의자에 앉음)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 미리 작성해주신 상담 신청서는 잘 읽었어요. (내담자와 눈을 맞추며) 하고 싶으신 이야기 
편하게 하시면 되고, 본격적인 상담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게요.
내담자: (우물쭈물하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뭘 말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상담자: (종이를 보며) 최근에 부모님께서 결혼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
나요?

무  상수 조명 OUT 하수 조명 IN 
조명은 아빠를 비춘다. 

아빠: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두 손을 흔들며 호소하듯) 이제 결혼해라, 우리가 널 얼마나 예쁜 
신붓감으로 키웠는지 알지? 네가 결혼하는 게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데,....... 휴우 
(한숨을 쉬고 잠시 쉼)

무  하수 조명 OUT 상수 조명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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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다 알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저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고, 가족에게도, 
키워준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갚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상담자: 그럼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내담자: 저는 일단 장녀이고, 아래로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거는 기 가 컸
죠. 배워보고 싶던 것도 많았는데, 아무것도 말해보지 못했어요. 
상담자: (염려하는 목소리로) 그런데, 모든 장녀가 그런 부담을 짊어지도록 자라진 않아요…. 
내담자: 하... 저희 집 형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서요. 그냥 아빠는 항상 이
랬어요.

무  상수 조명 OUT 하수 조명 IN.
아빠는 식탁에 앉아 있고, 내담자인 김예원은

무  상수에서 하수로 이동하여 아빠의 맞은편에 앉는다. 

아빠: (화난 목소리로) 학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학원 친구들이랑 
제발 좀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내담자: (억울하게) 그게 아니라…! 
아빠: (단호하게) 네 변명,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도 체 요즘 왜 그러니? 넌 항상 말 잘 들었잖
아.1) 
내담자: (우물쭈물하며) 아빠, 그런데 저번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온 걸로는 화내지 않는다고 약속
하셨는데… (말끝을 흐리며)
아빠: 김예원, 도 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거야. 너 요즘 왜 이래 
정말? 뭐든 열심히 잘 해왔던 너 아니니.2)

내담자: (고개를 천천히 들고) 그렇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쉬어갈 수도 있고, 잘 하지 못
할 때도 있는 거라고요….(말끝을 흐리며)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될까요? 
아빠: 하!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도 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니? (손가락을 꼽으
며) 정가연, 이지원, …. (알아챘다는 듯이) 최수영 얘구나? (위압적인 말투로) 말했지. 걔 이상하
다고, 걔가 하는 말 듣지도 말고 놀지도 말라고 했잖아. 또 속이고 만난거야?3)

내담자: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다.)
아빠: (애원하지만 비꼬는 투로) 제에발, 제발 아빠 말 좀 듣자. 별 것도 없는 너 자신을 믿어서 
뭐하게?!

무  하수 조명 OUT 상수 조명 IN
아빠는 퇴장, 내담자인 김예원은 무  상수의 상담실로 돌아온다.

내담자: (힘없이 웃으며) 그런데 저 그렇게 모든 일에 열심이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길러진 거
지.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큐 검사를 받았는데 완전 하위권인거에요. 아빠는 계속 그걸 상기시키
면서 ‘너는 멍청하다. 네 일을 제 로 판단 못하니까 부모 결정에 따라라. 우리가 선택해주는 인
생을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웃기죠.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4)‘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나는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정해주는 로 살아야지.’하
는 마음으로. 
상담자: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아버지에 해 말씀해주셨는데, 예원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원님이 그분들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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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말을 했었다와 같은 말도 좋아요.
내담자: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가끔씩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다 돌아오면 아빠랑 동생
은 먼저 자고 있고,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계셨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
고 좀 토닥여 드리고 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무  상수 조명 OUT 하수 조명 IN 
불 꺼진 집 안, 주방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다.
엄마는 현관문을 등지고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

엄마: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다) 
내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
엄마: (뒤돌아본다) 
내담자: 어…! 왜 울어 엄마... (식탁 맞은편에 앉는다) 
엄마: 우리 예원이 밖에 없어. (내담자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건 우리 딸 뿐
이야... 
내담자: 아빠한테는, 말했어? 
엄마: (눈을 피한다)
내담자: 혹시 아빠랑 또 싸웠어?
엄마: (눈을 밑으로 하며) 저번에 너희 친할머니  가느라 외할머니 은 들리지도 못한 거 알
지? 그거 하나 말했는데 이렇게…. (다시 내담자를 바라보며) 엄마 힘든 건 역시 딸이 알아줘야
지… 네 동생에겐 어떻게 힘든 모습을 보이겠어...?
내담자: (울적해진 말투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5) 나밖에 엄마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데... 전에 
또 이렇게 혼자서 울고 계셨던 건 아니죠?
엄마: 무슨 얘기니…? 엄마 헷갈리게 하려는 거야? 저번 주 금요일에 딸이 이렇게 위로해줬었잖
아.6)

내담자: (의아하듯이) 네? 그날은 가연이 집에서 잔 날인데…
엄마: (한숨 쉬며) 도 체가 애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 그럴 거면 어서 들어가 자라.
내담자: (반박하려고 말을 하려다가 만다) 네…알겠어요.

무  하수 조명 OUT 상수 조명 IN
엄마는 퇴장, 내담자인 김예원은 상담실로 돌아온다.

내담자: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했어요. 내가 잘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7) 그런데 이상한 건, (혼
자서 마구 말하기 시작, 혼란스러워하는 말투로) 미안한데, ‘내가 왜 미안해야하지?’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그런데 진짜 미안한 마음이 크긴 해요.(허탈한 웃음) 다 제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결혼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상한 거 같아요. 어렸을 때
는 그래도 꿈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뭘 하든 이게 맞나 싶고 그
냥 불안해요.8)

상담자: 그럼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내담자: 부끄럽지만... (볼을 살짝 붉히며) 고등학생 땐 피디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영상학
과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상담자: 간호사라는 직업은 마음에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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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거 없이 (미련이 남았지만 참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그냥, 하는 거
죠. 그냥...
상담자: 그럼 어떻게 간호사 일을 하게 되셨어요?
내담자: 부모님이 간호학과를 나오길 원하셨어요. 방송일이라는 게 영상학과를 나온다고 바로 되
는 게 아니니까, 졸업하고 바로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께서 간호학과를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냥 갔어요.
상담자: 그럼 그때 당시에는 무슨 기분이 들었어요?
내담자: 별로 속상할만한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의아한 어투로) 어차피 부모
님 말씀 로 간호학과를 가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상담자: (내담자 앞으로 빈 의자를 가지고 오며)9) 그럼 이 의자에 앉아서 예원님이 고등학생 때로 
돌아갔다고 상상해볼게요. 7년 뒤인 지금의 나에게 궁금한 거나 해주고 싶은 말을 한 번 말해볼
까요?
내담자: (한참을 망설이다, 빈 의자로 다가가 앉고) 지금의 나는 피디를 꿈꾸고 있어. 근데 부모님
이 피디 일을 반 하셔서 고민이야. 그래도 잘 이겨내서 7년 뒤의 나는 좋은 피디가 되어있겠지? 
모두가 반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 자신만큼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담자: 네, 그럼 다시 이쪽에 앉으셔서 현재의 예원님으로서 고등학생 예원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답해볼까요?
내담자: (다시 반 로 의자로 앉는다. 고개로 숙이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안해... 나는 너의 기

처럼 피디가 되지도 못했고, 너를 이해해주지도 못했어.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면서 말한
다) 나조차도 너를 버렸어…
상담자: (내담자 반 편의 의자에 앉으며)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기 앉아볼게요. 저를 예원님의 어
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해볼까요? 
내담자: (머뭇거리다가 이내 결심한 듯이) 엄마, 난 정말 피디가 되고 싶었어. 나도 수원이처럼 사
랑도 받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수원이처럼 어린애가 아니니까... (한 박자 쉬고) 내가, 잘못한 거
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나도 힘들었어.
상담자: 그래, 근데 결국엔 네가 다 선택한 것이잖아.
내담자: 그렇지... 내가 선택했지... 근데, (말을 길게 늘이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내가 원한 선택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10) 항상... (감정이 점점 고조되면서) 항상 엄마가 원하
는 로 해왔어, 난.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되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겠지, 내가 엄마 
말 로 잘 돼서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싶었어. 엄마 말 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려
웠어. 엄마는 다 알고 있겠지... 근데 결국에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옳은 길인지도 모
르겠어...11) (결국 눈물을 흘린다)
상담자: (조용히 휴지를 가져다 준다.)
내담자: (나직한 목소리로)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
요. 엄마 말 로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그냥 제가 강하지 않아서 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상담자: (내담자의 손을 잡아주며) 이곳을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들 어딘가로 부터 상처받은 분들이세요. 
내담자: 엄마가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와서 제가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건 제가 이상해서 일까요?
상담자: 이곳을 오시는 분들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그래
도 가족인데 내가 미워해도 되나, 예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 말



사이코드라마◀

521인천국제고등학교

씀을 해드려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사람이 미운 건 당연한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드는 것에 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미워하기
만 하는 게 아니라 상 방에게 상처 받은 것을 솔직히 말하고 사과를 받아야 해요. 
내담자: 그게... 마음처럼 잘 안돼요. 내가 상처 받은 걸 말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게... 그게...
상담자 :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선은, 억눌려왔던 예원님의 감정이 뭔지 알아보는 연습을 먼
저 해볼까요? 

무  가운데 의자 세 개가 있고, 그 중 가운데 의자에 내담자가 앉아있다.
세 개의 의자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자리에 초록색 빈 의자가 하나 더 있다.

상담자가 무 로 천천히 등장한다.

상담자: (내담자의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부터 저는 예원님의 또 다른 자아가 되어서, 예
원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12) (내담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천천히 초
록색 빈 의자로 다가간다.) 최근 어떤 일이 있었죠?
내담자: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결혼을 강요하셨어요. 늘 그랬듯이,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으셨고요...
상담자: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셨군요.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내담자: 엄마가 떠올라요... 아빠도요.  
상담자: (초록색 의자 뒤로 다가가서) 지금 이 의자에 부모님이 앉아계십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
요?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내담자가 빈 의자에 부모님을 그릴 수 있도록, 초록색 의자로부터 
멀어진다.)
내담자: 죄송한 마음부터 들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 전 큰 잘못을 저지를 텐
데, 저는 뭐 하나 제 로 해내지 못할 텐데...13)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제 자신이 아니라 그
냥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14) (숨을 조금 고르고)….이 상황에 화가 나요.
상담자: 좋아요. 예원님의 오른쪽 의자는 ‘미안함’ 이에요. 왼쪽은 ‘분노’입니다. ‘미안함’ 의자에 
앉으셔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내담자: (가운데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쪽 의자에 앉고) 엄마, 미안해.15) 엄마 지금까지 힘들게 살
아오신 거 다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아빠가 말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 여유도 좀 생기고, 엄마도 아빠도 편해지실 텐데…자꾸만 망설여서 죄송해요.
상담자: 그럼 이번엔 왼쪽 의자에 앉아서 ‘분노’가 되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내담자: (왼쪽 의자로 다가가 앉고 우물쭈물하며 뜸을 들이다) 엄마, 난 이 결혼... (말하기 어려운 
듯 눈을 질끈 감고) 하기 싫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
잖아요. 아빠도 강요만 하셨지 제 말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상담자: 잘하셨어요. 이제 원래 가운데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내담자가 돌아가 앉자) 이제부터 
제가 신 예원님의 미안함과 분노가 될 거예요. 예원님이 느낀 감정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
세요.
(‘미안함’ 의자에 앉고) 엄마, 우리 집을 생각하면 이 결혼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망설이면 엄마 
아빠가 편해지실 수 없을 텐데… 엄마 아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망설여서 죄송해요.
(‘분노’ 의자에 앉고) 아빠, 엄마. 이제까지 강요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로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로 하게 두신 적, 없잖아요! 이 결혼은 안 할 거예
요. 하기 싫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예원님에게 여쭤볼게요. 둘 중 평소에 더 자주 느끼던 감정은 무엇인가요? 
내담자: 미안함..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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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심리극은 익숙한 상황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긴 
천을 주머니에서 꺼내고) 제가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분노’가 되어 드릴 테니, ‘미안함’ 의자
에 앉아주세요. 

상담자는 ‘분노’ 의자에, 내담자는 ‘미안함’ 의자에 앉아
각각 긴 천의 양 끝을 붙잡는다.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이다.

상담자: (분노 의자에 앉고, 분노의 감정이 되어 줄다리기 하듯 말할 때마다 천을 잡아당기며) 지
금까지 내가 원하는 로 해본 적 없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로 해봐. 결혼 하고 싶지 않
다고 말하라고!
내담자: (미안함 의자에 앉아서 상담자와 똑같이 줄다리기 하듯, 그러나 자신 없는 듯 약하게) 안 
돼. 부모님께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하는 
거야.
상담자: 체 왜? 지금까지 부모님이 말씀하신 로만 사는데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나도 하
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거잖아!
내담자: (잠시 망설이며 고민하다가) 안 돼. 부모님은 항상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고 하셨
어. 아니, 그렇게 말하신 적은 없어도... 난 그렇게 믿어왔어. (혼란스러운 듯) 나는... 어쨌든, 부
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상담자: (잠시 쉬고, 천을 내려놓으며) 좋아요.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 볼게요. 이제 예원님이 ‘분
노’가 되는 겁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고 다시 각각 긴 천의 양 끝을 붙잡는다.

내담자: 이 결혼, (잠시 망설이다 확신하며)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상담자: 왜? 부모님께 잘못하는 거잖아. 나는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 나는 무조건…
내담자: (천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크게 높인다. 말을 자르고) 아니!! 그렇지 않아. 부모님
이 하라는 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리라는 법
은 없어. 
상담자: ...정말이야? 내 선택이 부모님을 힘들게 해도?
내담자: (망설임 없이) 그건 정당한 이유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로 해도 돼. 그럴 자격이 있
어. 그러니까 말씀드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로 한다고.
상담자: (천을 내려놓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 감정 그 로, 거기 앉아 계세요. (가운데 의자
로 가서) 저는 지금부터 예원님입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예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내담자: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 없어! 그런다고 잘못한 게 아니니까.
상담자: 정말... 그래도 될까? 
내담자: (확신에 차서)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돼. 반 해도 그냥 고 나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부모님이 하라는 로 따르기만 하지 않아.

상담자와 내담자, 다시 자리를 바꾸어 내담자는 처음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상담자는 ‘분노’의 의자에 앉아 내담자가 방금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준다.



사이코드라마◀

523인천국제고등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이 앉아있다고 상정한 빈 의자를 향해하고 싶은 말을 전하라고 한다. 

내담자: (빈 의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 결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미안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미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결심한 듯 강하게) 저는 엄마 아빠 없이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담자: 잘 하셨습니다.

암전 후 다시 조명 IN
무 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의자에 앉아 있다.

상담자: (빙그레 웃어주며) 심리극을 잘 끝마치셨어요. 소감을 간단히 물어볼게요. 먼저,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내담자: 내가 부모님께 수없이 느끼던 미안함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혼란스러웠고, 무
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도, 억울해도, 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상담자: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내담자: (후련한 표정으로) 후련해요. 계속 나만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기만 했는데. 나
는 뭘 해도 제 로 해낼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뭘 해도 기쁘지 않았는데...... 더는 그러지 않
아도 된다는 생각에 더없이... 기뻐요. (눈물을 훔치며 조금 웃는다.) 이렇게 기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담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내담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  앞쪽으로 걸어 나간다. 올곧은 눈빛으로 무  밖을 응시하며, 스
스로 다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쭉 써보고, 가장 하고 싶었던 순서 로 해볼래요. 방송 공부를 
아마 다시 하겠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든, 이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추고, 결심한 듯) 이제야 저는, 비로소 제가 되었으니까요!

내담자의 미래를 응원하는
활기찬 BGM과 함께 조명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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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가해방식 중 '거부'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을 변명으로 치부하고 듣기 
자체를 거부한다.

2) 가해방식 중 '망각/부인'과 ‘반박’에 해당한다. 아빠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부인하고 내담자
의 기억의 정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담자의 기억을 무조건 불신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에 한 신뢰를 
잃도록 유도한다.

3) 가해방식 중 '쳐내기'에 해당하며, 친구에게 들은 말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교우관계까지 통
제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4)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징후 중 '결정 불가'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자신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에 한 자존감을 더욱 저하된다.

5) 피해자의 징후 중 '사과'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엄마에게 발생하는 나쁜 일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고 엄
마를 챙기는 의무가 모두 자신에게만 짊어지워졌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에게 반복하여 미안함을 표출한
다.

6) 가해방식 중 '망각/부인'에 해당한다. 엄마는 실제 발생했던 일을 일부러 까먹은 척하고 실제와 다른 기
억을 제시한다.

7) 피해자의 징후 중 '사과'에 해당한다. 나쁘게 여겨지는 모든 일에 해 홀로 미안하게 느끼며 모든 책임
과 의무를 피해자가 짊어지고, 엄마에게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

8) 피해자의 징후 중 '혼란' 에 해당한다. 이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인
지 짚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9) 사이코드라마(심리극)의 기법 중 '빈 의자 기법'을 사용했다. 상 인물을 등장시키는 신에 빈 의자를 
사용하여 주인공(내담자)의 내적 갈등을 극화시켜 다룰 수 있다.

10) 피해자의 징후 중 '결정 불가'에 해당하며, 내담자는 간단한 결정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한다.

11) 피해자의 징후 중 '혼란'에 해당한다. 내담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
야 할 상황에 놓여 있으나 스스로 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12) 사이코드라마의 기법 중 '이중자아 기법'을 사용했다. 주인공(내담자)의 심리적인 쌍둥이가 되어 그의 
내면의 소리로 숨겨진 생각, 관심, 감정 등을 드러내고, 주인공이 다시 이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극에서는 내담자의 분노와 미안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13) 피해자의 징후 중 '결정불가'에 해당하며, 스스로를 뭘 해도 제 로 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14) 피해자의 징후 중 '혼란'에 해당하며,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만 정확히 
잘못된 부분을 설명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도 있다.

15) 피해자의 징후 중 '사과'로서, 상 방에게 늘 미안함을 느끼며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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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의 행동 심리 및 이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다양한 반응 
: 사례 및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20219 신휘수, 20320 이유준, 20405 김지원, 20407 박서현

[요약]
자경단(이후 “비질란테”)은 시민들이 범죄에 비하고 지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
한 경비 단체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비질란테의 활동이 또 다른 범죄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보복함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구현한다고 주장하
지만, 법치국가인 한민국에서 이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비질란테 활동을 하는 심리
적 요인으로는 비인간화 효과, 허구적 독특성 현상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비질란테 활동이 언
론에 의해 과장 및 편향 보도되면서 비질란테 활동을 옹호하는 중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중들의 비질란테 옹호는 공포 감소 모델, 욕구-상보성 가설 등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비질란테 사례와 언론의 과장 및 편향 보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비
질란테, 언론, 중의 관계를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후, 불법적인 비질란테 활동
과 언론의 과장 및 편향 보도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첫째, 
형법 제 10조 3항의 내용을 가중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둘째, 언론 중재 및 피
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을 추
가한다. 
키워드: 비질란테, 과장보도, 군중심리, 중선동       

Ⅰ. 문제제기 
 비질란테(Vigilante)는 자경단의 단원이라는 뜻으로, 자경단은 한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나 재난

에 비하고 그 지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경비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질란
테 활동은 웹툰 및 드라마 등에서도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예로 CRG
작가, 김규삼 작가가 연재하는 네이버 토요일 웹툰 ‘비질란테’에서는 ‘비질란테가 생각하는 정의’
를 다루고 있다. 웹툰에서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자신이 직접 
처벌하는 인물로서 ‘비질란테’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비질란테 활동은 웹툰 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한민국에서는 경찰 활동을 
후원 및 보조하고, 특히 치안 공백 지역이나 경찰 인력 부족 지역에서 주로 결성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 와 시민 경찰이 합법적 비질란테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법의 경계를 벗어나 스스로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들을 비질란테로 칭하기도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웹툰
에서는 비질란테의 활동에 언론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언론의 과장보도 및 중심리 선동은 비질란테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비질란테가 자경활동을 하는 심리적 이유와 언론의 과장보도와 
중심리 선동이 비질란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질란테를 찬성 혹은 반 하는 사람

들의 심리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비질란테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범죄 비 낮은 형
량 선고 수준에 집중하여 앞으로의 법익 구제와 보호로서의 방향성에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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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 보고서의 비질란테의 활동 심리 및 비질란테 찬반 심리에 한 서술에서는 익숙하지 않

은 심리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심리학적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와 국외의 비질란테 활동 분석 부분을 읽으면서 비질란테 활동에 어떤 심리
학적 용어들의 개념이 적용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그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군중심리는 사회심리 현상의 하나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비인간화 효
과 (Dehumanization)는 사람들이 상 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내면에서 격하시킬 때 공격성이 
촉발되는 현상이다. 허구적 독특성 현상 (False Uniqueness)는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과는 다르고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심리적 반발 (Psychological)은 사람들이 하라면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공포 감소 모델 (Fear 
Reductuion Model)은 공포감을 줄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욕구-상보성 가설 
(Need Complementary Hypotheses)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 와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현상이다. 부정성 효과 (Negativity Effect)는 상
방의 부정적인 특징을 긍정적인 특징보다 상 방에 한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되는 현상
이다. 현저성 효과 (Salience effect)는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는 현상이다. 

Ⅲ. 문제 분석
1) 국내와 국외 비질란테 사례 분석

1-1) 국내 비질란테 사례 분석
①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강력 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 범 등의 사진은 물론 그들의 각종 신

상정보를 담고 있는 익명 웹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이
다. 신상정보 기준은 경찰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며, 크게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 능욕), 아동학  가해자, 살인자 등 3개 부류로 범죄자 목록을 구
성했다.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 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한다. 신상을 공개
한 피의자들의 재판 일정도 명시하며, ‘수배 게시판’에서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이
나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를 받기도 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회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범죄
자들의 신상을 신 공개한다는 점에서 정의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
은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는 점, 민간의 기준에 의한 신상 공개는 법을 영역을 
벗어난 불법 행위로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2020년 9월 5일 한 고
려  학생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가고,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고려 학교 
커뮤니티와 기타 SNS에 퍼진 사건이 있었다. 그는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억울하다고 토
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후 경찰의 인터폴과의 공개수사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였다.

 
② 주홍글씨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보기 위해 입장관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일명 텔레그램 자경단으로 불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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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명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강력범죄에 한 신상 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 및 온라인 어디에서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텔레그램 3  
강력범죄(소아 성애, 지인 능욕, 성 판매)를 강력히 규탄하여 범죄자들의 인권을 따지지 않고 이들
에 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교육 원들을 꾸려 범죄자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2020년 10월 19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활동 중단을 하고 자진 해산한다고 밝혔다.

 
③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H아파트 인도에 방치된 50  여성 입주민 A씨의 차량에, 주민들이 A씨

를 비난하는 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고 A 씨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경계석
과 주차금지 표지판, 화분을 놓아 둘러싼 사건이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A
씨의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주민들은 붙임쪽지를 이용해 '18',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등의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아파트 관
리사무소 측이 붙임쪽지를 떼어내자, 일부 주민들은 "뭐가 잘못됐냐"며 따지기도 했다. 전날에는 
A씨의 차량 앞뒤를 차량으로 막은 사진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불법 주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나
돌기도 했다.

1-2) 국외 비질란테 분석
① 멕시코 자경단
멕시코에는 만연한 범죄조직의 폭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결성된 여러 비질란

테 단체를 둘러싸고 치안 공백을 메우는 선량한 시민조직 (필요악)이라는 입장과 법 밖에서 활보
하는 또 다른 범죄조직이라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멕시코 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
브라도르는 “정부는 불법 단체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질란테 단체를 ‘불
법 단체’로 칭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멕시코 내무차관 페랄타는 비질란테 단체의 
지도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비질란테 활동의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멕시코 통
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다시 한번 더 “치안을 지키는 것은 국가이고 단체를 조
직해 치안에 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는 효과도 없고 무실서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
조했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는 비질란테의 활동이 언제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것일까? 멕시코에
서 비질란테 단체가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으로, 2006∼2012년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오히려 민간인을 상으로 범죄가 늘어나면서 생겨났다. 비질란테에 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멕시코 일간 푸블리메트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멕시코 전역에 167개의 
무장단체가 있고, 이 중 36개가 스스로를 비질란테 단체라고 정의했다. 부분 미초아칸과 할리스
코, 베라크루스, 치와와 등 마약 매 조직들이 횡행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력이 충분
히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비질란테 단체도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
다. 주민을 지킨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조직됐다고 해도 무장한 범죄조직을 상 하기 위해서는 
비질란테 역시 무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달 초 
멕시코 시날로아주에선 납치 용의자들이 주민들의 손에 살해되기도 했다. 또 처음엔 마약 조직의 
납치나 갈취에 맞서 조직됐다가도 경쟁 마약 조직으로부터 무기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 성격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2) 비질란테에 한 언론의 과장보도 및 중선동 분석

1923년 간토 지진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한 여러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민심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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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일부 신문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이 내용을 보도
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여러 신문을 통해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
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는 더욱더 과격해진 내용이 
보도되며 각종 유언비어들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짓소문들에 강렬한 적개심을 갖게 
된 일본인들은 곳곳에서 비질란테 단체를 조직해 불심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는 
6000~66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발음상의 차이로 인해 조선인으로 오인받은 
서양 출신 사람들이나 지방의 일본인들도 비질란테에 의해 가차 없이 살해당했고, 일부 비질란테 
단체는 경찰서 안까지 쳐들어와 조선인들을 끄집어내어 학살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간토 지진 이
후 발생한 일본 비질란테들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언론이 사실확인이나 정확한 근거 없이 조선
인에 한 과장보도를 하여 시작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외에 현  여러 기사에서는 비질란테의 입장을 변하는 듯한 왜곡된 제목으로 중
의 시선을 끄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일보 기사 <“조두순 죽이겠다” 솜방망이 처벌에 분
노한 시민들 ‘출동’>, 노컷뉴스 기사 <그들은 왜 '조두순 자경단'을 자처했나> 등의 기사 제목은 
비질란테의 입장을 옹호 및 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내용은 비질
란테에 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사의 경우에도 비질란테 활동에 옹호적인 입장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기사 제목으로 중들의 비질란테 동조심리를 충분히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기사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비질란테 활동에 한생각이나 인식을 공유하며 비질란테에 
한 군중심리와 동조현상이 조장되기도 한다. 

3) 심리적 분석 

3-1) 비질란테의 심리
비질란테의 심리에 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그중 미국 캔사스주립

의 심리학자 도날드 소시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질란테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우월하
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통제감과 권력감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 또한 소시에 교수는 비질란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심리
적 특징을 6개로 정의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ㄱ.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계몽할 의무가 있다.
ㄴ. 보통 자신의 말이 옳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ㄷ.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잘못을 고쳐줄 책임

이 있다.
ㄹ.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올라있는 상상을 즐겨 한다.
ㅁ. 이 사회에는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ㅂ.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속이 터진다.

한편, 김동복, 이건근의 논문 “자경주의에 한 신사고와 융합학적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비질
란테 행위를 “군중심리에 따른 폭력의 표현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며, 비질란테 행위를 군
중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비질란테의 심리는 여러 심리학적 법칙들로 설명되는
데, 아래는 그에 한 설명이다.

첫째, 사람들은 상 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내면에서 격하시키면 공격성이 촉발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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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비인간화 효과 (Dehumanization)” 라고 한다. 즉, 비질란테가 해당 범죄
자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해, 공격성이 촉발되어 비질란테 활동의 가능성이더 높아진다는 것이
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고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보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
를 심리학적 용어로 “허구적 독특성 현상 (False Uniqueness)”이라고 한다. 앞서 소시에 교수 연
구에서도 봤듯이 비질란테들은 체로 허구적 독특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말리면 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심리적 반발 (Psychological Reactance)”이라고 한
다. 즉, 비질란테의 활동 이후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거나 제지하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생겨 계속 비질란테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2) 비질란테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심리
먼저 비질란테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한 마디로 “통쾌하다”라는 감정에서 기인한

다. 이는 특히, 국가기관(경찰)이 비리나 무능함, 혹은 다른 이유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했을 때 
더욱 커진다. 이렇게 비질란테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여러 심리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의 공포심을 줄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공포 감소 모델 (Fear Reduction Model)”이라고 한다. 즉, 범죄자에 해 일
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던 와중에 자경활동으로 해당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질
란테에게 호감을 갖고 비질란테 활동을 옹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서로 상반되는 사
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 와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특징이 있는
데,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욕구-상보성 가설 (Need Complementary Hypotheses)”이라고 한
다. 비질란테 활동에 한 동기는 있으나 용기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비질란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욕구(악질 범죄자 처벌)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호감을 갖고 그들의 비질란테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2-3) 비질란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
비질란테에 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여론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김동복, 이건근의 논문 “자

경주의에 한 신사고와 융합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따르면, “미국문화가 공권력 이외에 민간인 
개인과 단체의 자구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에 비해 한국 사회는 국가기관(경찰)만이 모든 범
죄행 위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질란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범죄로 잡는 것”에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똑같은 범죄로 바라본다. 실제로 앞
서 언급한 논문에 따르면, “민간인들의 비질란테 행위가 일반화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약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질란테 활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
리 역시 심리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상 방에 한 인상 형성에 있어 상 방의 부
정적인 특징을 긍정적인 특징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하는데, 이는 심리학적 용어로, “부정성 효과 
(Negativity Effect)”라고 한다. 즉, 비질란테 활동을 봤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치안 유지, 국민 
정서와 욕구 만족 등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것 역시 범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질란테 활동의 
인식에 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비질란테 행위에 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4) 언론의 과장보도가 중들에게 미치는 영향
언론에서의 과장보도는 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사실보다 부풀려서 일반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을 뜻한다. 언론은 일부러 과장보도를 하여 사회의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한다. 일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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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언론의 경우에도 긍정적, 부정적인 양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율 등의 경제적 변수나 경
제정책을 비관적으로만 보도하는 일이 종종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박사는 “외신들의 위기
설 관련 보도는 일부 언론에 한정된 것인데 한국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경제를 나쁘게 인식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가 악화되고, 투자나 소비를 줄이는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악화로 이루어진다는 '미디어 
맬러디 효과'를 강조하였다. 과장보도는 이처럼 환율, 경제 변수 등과 같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여 투자 및 소비량에 영향을 준다. 또한, 
과장보도는 음모설을 만들거나 조작하여 중들의 심리를 자극시켜 사회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기
도 하며 중매체로 보도된 과장보도에 달린 댓글 등을 통해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더 깊게 형성
된다.

언론에서의 과장보도는 심리 현상 중 “현저성 효과 (Salience effect)”를 바탕으로 그 영향력
을 설명할 수 있다. 현저성 효과란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는 심리 현상이
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물 또는 사람을 볼 때 전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눈길을 끄는 것을 먼저 
본 다음 그때 받은 인상만으로 전체적인 사물 또는 사람의 속내까지 판단하게 되는 현상이다. 
중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첫눈에 들어오는 비질란테의 장점 혹은 단점만을 보고 비질
란테에 한 인식을 형성해 지지하거나 반 하는 경향이 있다.

Ⅳ. 해결방안 
1) 사회적 해결방안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찰의 공권력 지배와 통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이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질란테 단
체를 만들어 비질란테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경찰의 능력 부족, 의지 부족, 부정
부패 등에 따른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신뢰
하지 못하고 이에 스스로 비질란테 활동을 통해 범죄자에 해 자신만의 정의를 구현하는 심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민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따라서 비질란
테 활동의 근원이 되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판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신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걸맞는 처벌을 판결하기 위해 현재의 법 중 일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형법 제 10조 1항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
니한다.”와 제 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감형받은 요소인 법 조항이다. 물론 
불가피한 심신장애 및 미약 상태에서 기인한 범죄에 경우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다
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음주, 마약 등 범죄자 본인의 의지로 의식적 
행위를 통해 심신 장애의 상태가 된 후 저지른 범죄까지 감경해주는 것은 악질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역시 얻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형
법 제 10조 3항에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
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것만으로는 비질란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 제 10조 3항의 내용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경을 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가중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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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언론은 불법적인 비질란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군중심리를 조장한다. 언론의 과장
보도는 사람들의 심리를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동요시킬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
양한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과장 보도된 기사 또한 많이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
레 과장 보도된 인터넷 신문 기사 및 SNS 기사 댓글에서 군중심리가 형성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형성된 군중심리는 새로운 비질란테 단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
고, 기존에 있던 비질란테 단체는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
기 위해서는 언론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 현 언론법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려지는 구체적인 처벌에 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사이코드라마
사이코드라마는 1936년 모레노(J. L. Moreno)가 제안한 기법으로서 인간의 심리를 탐색하기 

위한 인 집단 접근법이다. 이 기법은 자신의 갈등 상황이나 문제점들을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차원을 탐구한다. 자신의 현실, 좌절당한 상황, 소
망 등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연기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된 자신의 감정, 무의식적 
충동 등을 깨닫게 되고, 현재 문제와 관련된 환상이나 기억을 찾아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사이코드라마는 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며 역할 놀이, 자발적 자아 표현 기법, 화법, 독백, 역할전환, 거울 기법, 이중 자아 기
법, 다중 자아 기법, 빈 의자 기법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비질란테 활동과 언론인의 허위보도 
및 과장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이코 드라마 심리 치료를 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질란테 활동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사이코 드라마 역할 바꾸기 기법으로 치료한다고 가정해보
자. 비질란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담사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역할 바꾸기 기법을 통해 상담사는 비질란테가 되고 비질란테 자신은 비질란테 
범죄의 피해자 또는 비질란테 활동을 반 하는 사람이 되어봄으로써, 본인 행위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과장보도와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인 역시 사이코드라마의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다. 빈 의자에 언론인의 사명감 또는 죄책감이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한 뒤 
상담사가 언론인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 언론인은 
빈 의자에 앉아 있는 사명감 또는 죄책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뒤 자신이 빈 의자에 앉고 사
명감 또는 죄책감이 되어 앞서 본인이 말한 내용에 해 답을 하면 된다. 이처럼, 심리 치료 기
법 중 하나인 사이코드라마가 하나의 개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의의 
비질란테의 활동은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희망하는 ‘범죄 수준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함으로

써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부실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비질란테의 행위는 불법이고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비질란
테의 존재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한편, 언론의 보도는 비질란테의 활동에 중 여론 형성, 다음 타겟 결정 등 많
은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질란테의 활동에 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
어 있다. 우리 사회가 비질란테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과 조직이 제2의 경찰로서 자신과 
타인이 또는 사회의 법익을 구제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비질란테의 활동이 법의 정신 아래에서 



▶ 2020 인천국제고 열린연단 PLUS

532 http://ii.icehs.kr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해 학문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질란테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논의해야하고 해외 비질란테 사례들을 심도 있게 고찰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군중심리에 기초한 사회심리학과 법익 구제 목적의 법학 그리고 
언론 분야에서 정의론적 관점으로 학문적 연구 및 융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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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기묘한 상담

20219 신휘수, 20320 이유준, 20405 김지원, 20407 박서현

<주제> 사이코드라마를 이용한 심리 치료

#1 상담실 

◎ 내담자의 심리상태: 내담자의 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언론의 사명감보다 이익 추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오던 내담자는 이익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서 과장 기사를 작성해왔으나 자신이 쓴 과장 기사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죄책
감을 느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옴.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명감을 되찾
고 싶어함.  

상담사: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시게 되었죠?

내담자(언론인):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쓴 과장기사에 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왔어요…

상담사: 자 그러면 여기 앉아보실까요? 이 1)빈 의자에는 환자분의 내면의 사명감이 앉아있습니
다. 여기 앉아있는 이 사명감에게 하고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담자(언론인): 안녕 사명감? 나는 그동안 비질란테 활동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왔어. 어떤 사람
들은 내 기사가 사람들의 2)군중심리를 자극하였고, 비질란테를 옳게만 바라보는 3)동조현상을 불
러일으켰다며 잘못됬다고 비난했어.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나는 이러한 기사를 쓴것에 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 명감아 이제는 이 죄책감을 덜고 싶어ㅠㅠㅠㅠㅠ.

상담사: 자 그러면 이제 저 빈의자에 앉아 사명감의 입장이 되어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
세요! 

내담자(사명감): 너가 쓴 과장보도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것에 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그런 과장기사를 쓰지 않으면 죄책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
까? 

상담사: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사명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내담자(언론인): 물론 그렇지만 나는 과장기사를 쓸 수 밖에 없어. 나는 기자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 기사가 신문 1면에 실리길 바라왔고,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했어. 그래서 어쩔수 없이 비질란테에 관한 과장기사 쓰는 것을 선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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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자 그러면 이제 저 빈의자에 앉아 사명감의 입장이 되어 자신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시 
해보세요!

내담자(사명감): 언론인에게 항상 필요한 사명감이자 꼭 필요한 자질이 정직이라는 것은 너도 잘 
알고있을거야. 그런데 너는 신문기사 1면에 네 기사가 실리기 바라는 단순한 욕심 때문에 정직함
과 객관성이라는 이 언론인의 사명감을  버렸어. 너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어.

상담사: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자신의 입장에서 사명감한테 하고싶은 말을 해봅시다!!

내담자(언론인): 신문기사 1면에 내 기사가 실리면, 신문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자본주
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건 당연한거 아니야?! 내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잊으면서까지 이런 과장기사를 쓰게 된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
택이었어.

상담사: 자 이제 다시 빈 의자에 앉고, 사명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내담자(사명감): 언론인의 진정한 사명감과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 기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식을 사회에 알리는 것인지….

내담자(언론인):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며!) 그렇네!!!!! (혼잣말하듯이 감탄) 당연히 언론인의 
진정한 사명이자 가치는 세상의 소식을 사회에 알림으로서 진실된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지. 
/ 그래! 내가 처음 기자가 되었을때 꿈꿔왔던 이상적인 언론인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

상담사: (툭툭 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나봐요 환자분! 본인의 내면 속 사명감과의 화는 어땠나
요? 이 화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내담자(언론인):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언론인에게 꼭 필요한 사명감이자 자질인 ‘정직’을 잊고 과
장된 기사만을 작성하며 사회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자본주
의 사회를 탓하며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책감 마저 외면하려 했어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앞으로는 제 내면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챙겨서 바르고 정직한 언론인이 되고자 합
니다. 오늘 제 내면의 사명감과의 화를 통해 제 잘못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이를 제 로 반성하
고 뉘우치며 마음 한쪽에 내재해있던 죄책감도 덜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사: 네 잘 치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가세요~ 

내담자(언론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담사: (언론인을 보내고 난 후) 어! 이제 교도소에서 있을 심리치료프로그램 할 시간이네? 얼른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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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도소에서 상담사와 치료를 하는 비질란테(자경단의 단원)

◎내담자의 심리상태: 내담자가 사는 지역의 여성들을 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성
폭력범에 해서 분노를 느끼고 직접 범죄자를 살해하였음. 악질범죄자를 처단하여 정의를 실현했
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살인 행위에 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여 상
담을 받으러 옴.

내담자(비질란테): (억울한 표정으로) 아니 전 죄가 없어요!!

상담사: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담자(비질란테): 네!!!! 억울합니다! 

상담사: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담자(비질란테): 제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4)그 놈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약한 여자들만 골라서 나쁜 짓을 했다니까요?? 제가 제거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담사: 그래도 경찰한테 맡겼어야죠! A씨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내담자(비질란테): 아….저는 일반인과는 달라요. 경찰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구요! 5)경찰도 해결 
못하던 일을 제가 한거잖아요!

상담사: 하지만 A씨가 저지른 살인은 법으로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잖아요. 

내담자(비질란테): 저도 알아요!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죠. 6)엄마도 하지 말라 하고 친구들도 하지 
말라 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절 더 자극시켰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그들이 못 하니까 그러
는 거 아닌가요? 

상담사: 아하...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A씨의 어머니가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되었
다는 가정 하에 제가 비질란테이고, 당신이 비질란테 반 하는 사람이 되는거에요. 비질란테 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담자(비질란테):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 (말투 돌변한 채로)전 죄가 없습니다!!

내담자(비질란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저희 엄마를 죽였잖아요!! 

상담사: 아니 제가 어떻게 그냥 살인범이에요! 저는 악질 범죄자를 처단한 정의로운 시민이라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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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비질란테): 하지만...저희 엄마를 죽인거잖아요. 7)제 입장에서는 당신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해서 보게 돼요…. 8)당신의 그 논리 로라면 자경범죄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경찰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 버릴거에요. 

상담사: 그럼 뭐 법이 허락한 선에서만 그 악질범죄자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건가요? 그때까지 
자경단은 악질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그들에 해 손도 못 쓰고 가만히 지켜보고
만 있어야 한다는거잖아요! 

내담자(비질란테): 법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마음 로 행동하면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니까요?? 
(뭔가 자기가 설득당하는 느낌을 받음) 9)트..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여론이 경찰에게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가지니까요..

상담사: 이제는 잘못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내담자(비질란테): 예, 이제야 알았습니다 ㅠㅠ 더이상 정의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짓을 하지 않
고 제 죄를 뉘우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1) 빈의자 기법은 주인공의 사고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출자는 빈 
의자를 무  중앙에 놓고 주인공에게 누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가를 상상해보며 그가 가장 얘기하고 싶
은 사람이나 보고 싶은 사람을 그려보라고 말한다. 주인공이 상을 선택하고 그를 묘사할 수 있으면 주
인공에게 그 상에 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한다. 주인공이 그 상에 한 자신의 감정
을 쏟아 놓고 나면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상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자신이 한말에 한 답을 하도록 
유도한다.

2) 군중심리란 바로 집단적 동조현상이다. 즉 군중들이 지배적 의견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
은 무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군중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러
한 군중심리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른 말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
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라고도 한다.

3) 개인 혹은 집단의 압력에 의해 누군가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판단이 다를 때,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다수의 의견이나 태도의 수준에 동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다수의 생각에 맞추는 것으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
다. 이렇게 개인이 동조를 할 때 자신의 어떠한 신념에 따라 동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뚜렷한 
신념은 없으면서 어떠한 집단의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동조를 할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높은 
동조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집단의 경향성에 
맹목적인 동조를 한다든지 작위적인 동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4) 비인간화 효과란 상 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면 자신의 공격성이 촉발 될 수 있는 것을 뜻한
다. 자경단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악질 범죄자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해, 비인간화 효과에 따라 마음의 
가책 없이 범죄자에 해 공격성이 촉발되어 범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한 경우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5) 허구적 독특성 현상이란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보려는 것을 
뜻한다. 자경단은 체로 허구적 독특성을 갖고 법의 굴레에 갇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단
하지 못하는 경찰이나 일반인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6) 심리적 반발이란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말리면 하고 싶은 심리이다. 여기서 자경단은 주변인들이 말렸
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반발이 들어 자경단 활동을 하게 되었다. 

7)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란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동일한 양과 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전자보다 후자에 가중치를 두어 상을 평가하는 심리현상을 의미한다.

8) 김동복, 이건근의 논문 “자경주의에 한 신사고와 융합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따르면, “민간인들의 자
경 행위가 일반화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9) 김동복, 이건근의 논문 “자경주의에 한 신사고와 융합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따르면, “미국문화가 공
권력 이외에 민간인 개인과 단체의 자구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에 비해 한국 사회는 국가기관(경찰)
만이 모든 범죄행위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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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속 권력의 비대칭성과 왜곡된 호혜성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20209 박제이, 20311 이연주, 20312 이인서, 20510 이연우

[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방송의 확산도 함께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다양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폐쇄적인 가상의 공간으로의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었으
며 시청자와 BJ간의 비 칭적인 수적 열세와 권력적 비 칭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별풍선과 같이 단순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벗어난 양상을 ㅍ며, 주로 비 칭적 권력관
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청자와 BJ가 느끼는 감정을 비교하고 이러한 상
황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 본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
으며 문제에 한 원인을 심리적, 경제적, 언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후 제도
적,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아프리카TV 내 
시청자들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여 BJ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물타기를 막고자 하였고, 개인적 차
원에서는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별풍선이라는 후원을 폄하하는 현재 시청자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접근, 차단, 비 칭적, 수적 열세, 권력관계

Ⅰ. 문제제기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사과와 같다. 잘 익은 겉모습과 달리 그 내면에는 검게 썩은 모습이 존

재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속내에 주목해보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검은 속내를 잘 보여주
는 곳은 익명성이 보장된 집단적인 공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내에서는 
참여자 간 실제로써 ‘적 적’ 관계가 나타난다. 서로 비속어를 내뱉고 이른바 ‘물타기’를 하며 험
악한 상황을 조성하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계 종식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며 어쩌면 이들 간 말싸움이 사회의 친교 방식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표격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이라는 선물 개념의 교
환이 존재한다. 증여자 입장에서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비 칭적 소통 구조에서 일시적
으로나마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발언권을 얻는 수단이 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내의 사
회는 이렇듯 ‘적 적 방식의 의사소통’과 ‘별풍선’이라는 특수한 수단에 의거하여 우리 사회 내의 
검은 내면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현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아프리카 TV 내에서 이루어지는 BJ와 시청자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으로 

설명되기 힘든 양상을 보인다. 즉, 시청자가 ‘별풍선’이라는 일종의 가상의 화폐를 통해 BJ의 서비
스를 구매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서적 관계라 보기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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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지라도, 아프리카 TV와 같이 호혜
와 (시청자와 BJ 간의) 전쟁이 반복되는 이중성을 지닌 구매의 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앞에
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에서의 관계가 일반적인 구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렇기에 본론에서는 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양상이 나타나
는지 알아보고, 그 현상을 심리 현상과 연결 지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시청자와 BJ의 관계는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시청자와 BJ 간의 별풍선은 마치 

‘후원’과 같다. BJ가 방송을 통해 경제적 재화를 얻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후원’이라는 용어로 그 
관계가 등치될 수는 없다. 아프리카 TV 내에서 일어나는 호혜적 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후원과는 다르다. 그것은 시청자와 BJ의 수평적이지 않은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싸
움이다.
다수의 시청자와 소수의 BJ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의사소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시청자는 BJ에 비해 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얻기 힘들다. BJ가 모든 시청자의 댓글을 
읽기 힘들며, BJ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댓글을 작성한 시청자만이 화에 ‘선택적’으로 참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청자는 ‘댓글 물타기’, ‘비속어 사용’, 특히 별풍성을 통해 비 칭적
인 구조에서 자신의 입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BJ가 자신의 닉네임을 언급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별풍선에 시청자의 위치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원리 로

라면 수많은 시청자가 상당수의 별풍선을 BJ에게 후원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들이 별풍선
을 주진 않을뿐더러 거액의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에 불가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
출을 하지 않고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까? 별풍선이 BJ들의 
경제적 생계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증여자가 아닌 시청자 군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안에서 제 3자로써 증인의 역할을 하기에 방송에서 등가성의 원리가 
어느 정도 지켜진다.
흔히 아프리카 TV를 별풍선을 위해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BJ를 보며 ‘자낳괴’라 칭하는 사람

들이 있다. 아프리카 TV 내의 사회관계에서 엽기적인 행위를 하는 BJ에게 특정한, 조롱조의 명칭
을 부과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조롱, 인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시청자들에게는 '괴물'이라는 
직접적인 지칭어가 붙지는 않는다. 주로 디씨 인터넷방송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인방갤러가 쓴 글에 
공격적으로 반박 의사를 표출하거나 '인생을 내걸 정도로' 열성적인 게시물 활약을 펼칠 때, BJ에
게 거금의 별풍선을 쏠 때에 '엠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엠생은 BJ를 집요하게 분석하는 시청자
로서 BJ에게 자신의 여론을 생성하는 골칫거리이지만 별풍선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마운 존
재이기도 하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실제 현실 공간과 다른 위치에 서 있다. BJ와 시청자 간 선물교환과 투기의 관

계를 종식하길 원치 않는 참여자의 의지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참여자 스스로 접속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 권력뿐이다. 자아의 동시적 다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프리카 TV 참여자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현지인인 동시에 그 외부사회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운영자, BJ, 참여자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외
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고 검열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곳에서는 열렬히 서로를 공격하고 ‘괴
물’됨을 발현하는 참여자로부터 문득 ‘내가 봐도 이건 심했다’는 식의 또 다른 현실 인식이 동시
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괴물들의 세계는 지극히 사회적인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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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 분석
1) 사회적 분석
가. 경제적 분석
이 부분에서는 본론의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현상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TV에서의 폭력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해보려 한다.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개념 중 한 가지로는 ’호혜성‘이 
있다. 흔히들 아프리카 TV에서의 거래를 같은 가치를 가진 재화의 교환으로 등가성에 따라 설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했듯이 아프리카 TV에서의 별풍선 증여는 증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서의 ’등가의‘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의 후원금은 단순한 거래나 교환보
다는 더 큰 인격적 관계를 표상한다. 별풍선은 단순히 BJ의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BJ와 시청자 사이의 권력 관계가 적용된다. 앞선 분석에서 언급된 것과 뒤의 언어적 분석에서 언
급될 바와 같이 시청자들은 다수의 구성원 사이에서 BJ에게 관심을 받음으로 권력과 명예, 위신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풍선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인격적 가치가 개입되면서 BJ와 별풍선 증여자의 
관계를 단순히 등가의 거래에 입각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호혜성이 적
용 가능하다. 시청자 중 일부가 BJ에게 제공하는 별풍선은 후원이자 권력의 획득 수단이며, BJ의 
입장에서 별풍선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방송 컨텐츠의 개선을 위해 시
청자에게 받는 선물이다. 상호에 동등한 가치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등가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혜성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권력 관계에 있어서 이 
호혜성의 관계가 타락하면서 보고서의 주제인 비인간적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 시청자는 관심을 
얻고 권력을 가지려는 의도가 잘못 발산되어 BJ에게 비인간적인 행태를 별풍선을 증여하는 가
로 강제하게 되고, BJ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러한 비인간적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서 앞선 상호 혜택의 관계에서 등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관계 단절의 케이스이다. 인격적 가치가 개입되어 등가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별풍선의 증
여 과정에서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그 인격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청자는 자신의 권력과 방송 내에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풍선을 구매하여 BJ에게 
후원하고, BJ는 그 별풍선을 후원받아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증여자와의 선물-의례적 관계를 유
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등가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 주체가 
그 과정에서 인격적 가치를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기존의 증여의 주체 간에서 호혜성
을 가지는 부가적인, 관계 유지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시청자가 BJ가 용
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강제한 경우 받은 별풍선 상당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다른 재화를 
그 로 돌려줌으로서 요구를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완벽한 등가의 선물 교
환을 통해 관계의 종식이 선언되는 것이다.

나. 언어적 분석
아프리카 TV에서는 다수의 시청자와 소수의 BJ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의사소

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시청자는 BJ에 비해 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얻기 힘들다. BJ가 
모든 시청자의 댓글을 읽기 힘들며, BJ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댓글을 작성한 시청자만이 화에 
‘선택적’으로 참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청자는 ‘댓글 물타기’, ‘비속어 사용’, 특히 
별풍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비속어 사용’이라는 
막말에 집중해 막말을 비롯한 비속어 등이 빈번히 사용되는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 집단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프리카 TV내에서 시청자들
과 BJ간의 별풍선은 하나의 ‘호혜’, ‘기부’와 같은 개념이다. 시청자들은 BJ의 방송을 의식주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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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품이 아닌 여가를 위한 무수한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며 자신들의 별풍선을 통해 BJ가 경
제생활을 유지해나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BJ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만족
시켜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과정에서 자극적인 비속어의 사
용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또 시청자는 더 세고 자극적인 비속어와 막말의 사용을 요구하
게 되는 것 이다.

둘째,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 TV 내에서 시청자는 다수이지만 BJ에 비해 상 적으로 낮
은 위치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BJ를 폄하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 이다.

셋째, 상 방이 자신에게 욕을 했을 때 그에 도전하여 저항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아
프리카 TV 내에서는 시청자가 BJ를 향해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시청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댓
글 싸움도 종종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사용
하는 언어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단순히 근
거 없는 공격적 성향의 비속어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말까지 포함한
다. 이러한 현상은 막말이 가진 긍정적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시청자가 막말
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과격함에 흥분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기도 
한다. 이렇듯 막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다. 
더욱이 아프리카 TV는 현실세계와 단절된 가상의 공간으로서 시청자나 BJ의 행동을 규제할만한 
실질적 안이 존재하기 힘들고, 또한 그것이 있더라도 지켜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막말과 비속어
가 일상화되기 쉽다. 

다섯째, 막말과 비속어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동조되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각과 기분, 즉 뇌 활동을 동조화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심리학, 뇌과학, 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조화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목표를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상태를 ‘하이브 마인드’라 부른다. 하이브 마인드는 여러 사람들이 속해있는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SNS 곳곳에 존재한다. 아프리카 TV와 같이 폐쇄적이며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집단 내의 응집력, 혹은 집단 내 이상현상을 통제할만한 효과적 기제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 마인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심리적 분석
가. 사회 전염(Social Contagion), 인터넷 집단 극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

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 현상은 집단의 한 점에서 시작된 소
용돌이가 집단 전체로 전염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르봉은 이런 현상을 '사회 
전염'이라고 불렀다. 집단행동을 병이 전염되어 퍼져나가는 현상에 비유한 것이다. 세균과 바이러
스가 질병을 옮기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정서와 행동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현상이 사회 전염이다. 이런 현상은 집단의 한 지점으로부터 원을 그리기 시작해 점차 큰 원을 
그리며 확산된다. 사회 전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 가치 체계, 사회적 규칙들, 책임감에 
의한 행동 통제 기제가 무너지고 원초적인 공격성과 성충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터넷 공론장처럼 익명성이 확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양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키
며, 이 과정은 비합리적 신념이나 언어성 분노행동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권력거리나 불확
실성 회피와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나은영, 차유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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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력에 해
분석에 활용한 논문(조지선, 2018)에서는 아프리카 TV 속 사회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라고 했으나 권력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권력은 ‘타인에게 자원을 제공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상태나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상 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프
리카 TV는 '권력이 없는 깨끗한 사회‘가 아닌, ’권력이 부분별하게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권력의 상 성이 서로에게 작용하여 BJ가 시청자에게 가지는 권력이 다시 시
청자가 BJ에게 가지는 권력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심리학자 커 켈트너의 
연구팀이 제안하고 많은 후속 연구가 동의한 바, 접근.억제 성향의 활성화 정도는 개인이 느끼는 
권력감에 따라서 달라진다. 권력자는 접근성향이, 권력이 없는 자는 억제성향이 활성화되는데 BJ
와 시청자는 서로에게 상 적인 권력을 지니므로 접근성향과 억제성향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매
우 활성화되게 된다. 그래서 접근성향이 강한 사람의 눈에 환경 내의 잠재적 보상이 크게 보이고, 
억제성향이 강한 사람의 눈에는 잠재적 위협이 크게 보이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여 현재 아프리
카 TV에서 보이는 비인간적인 행태가 더욱 고조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접근성향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이 접근성향이 잘못된 탈억제로 이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탈억제인데, 심리학자 앤디 얍 연구진은 어
깨를 펴고 몸을 크게 만드는 파워 포즈를 취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돈을 훔치고 시험에서 부정행
위를 하고 교통법규를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비윤리적인 아프리카 TV의 
행위가 탈억제로 인한 행위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아프리카 TV 내에서 BJ가 시청자의 비
인간적인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보이는 모습 등이 
이 예시가 될 수 있다.

Ⅳ. 해결방안 
1) 개인적 해결방안 
가. 윤리적, 경제적 측면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회적 해결방안이 투입 

비 큰 산출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만큼, 위에서 제시된 더 정 한 방법과 함께 아프리카 TV를 
이루는 구성원들 차원에서의 해결방안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해결방안을 윤리
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려 한다.

도덕적 원리 중 존중(respect)이란 자신에 한 존중과 다른 사람에 한 존중을 의미한다. 책
임(responsibility)이란 서로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터넷 공
간에서는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세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
된다. 정의(justice)란 모든 인간이 자율적 의지로서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를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 한 펼칠 동등한 권리를 갖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해악 금지(non 
maleficence)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복지에 해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남
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해악금지는 흔히 최소한의 도덕으로 통한다. 

앞서 제시되었던 경제적 분석에서와 같이 별풍선의 증여는 단순히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별풍선은 본래 시청자가 마음에 드는 BJ에게 ‘선물’을 주며 양질의 방송 컨텐츠 창출을 위한 목적
으로 후원의 수단으로 생각되었으나, 그 의미가 변질되면서 시청자가 BJ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적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금전적 도구 정도로 변질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BJ의 등가 교환이다.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별풍선이라는 후원을 폄하하는 현재 시청자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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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점이다. 현존하는 후원 제도는 BJ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BJ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
니다. 호혜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별풍선의 증여 과정이 BJ의 행동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를 바탕에 둔 지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구조가 드러내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내에서의 권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시청자와 BJ 등 플랫폼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사고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나. 사이코드라마의 적용
본 사이코드라마의 목적은 ‘아프리카TV 방송 참여자의 심리적 치료’로 참여자는 사이코드라마

를 총괄하는 디렉터(director), 방송을 하며 금전적 이익과 본인의 인간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
로워하는 BJ,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권력을 BJ와의 관계에서 얻고자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시청
자 2명으로 구성된다. 본 사이코드라마는 ‘워밍업, BJ의 행위화, 시청자의 행위화, 마무리’의 4가
지 단계로 진행되며 2번의 행위화 과정 동안 BJ와 시청자 2명의 치료가 동시에 진행된다. 상반된 
입장에 있는 BJ와 시청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본 사이코드라마에서 사용한 다양한 기
법 중 ‘역할 교 ’ 때문이다. ‘역할 교 ’를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 역할을 교 하면서 실제로 자신
들을 상 방의 입장에 세우게 된다. 본 사이코드라마의 경우 관점에 한 변화 촉진, 상황에 한 
이해 증진, 정화 경험 유도를 목적으로 역할 교 를 사용하였다. 

워밍업 단계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자발성을 높이고 누구나 기꺼이 행위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드라마화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자발성을 갖도록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술상점(magic 
shop)’ 기법(김동수. 이유경, 2004)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상상 속 이야기를 가정함으로써 관
중 혹은 집단원이 쉽게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본 사이코 드라마 같은 
경우 디렉터의 주도 하에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유도했다. 워밍업 단계에서 이 기법을 사용해 주인공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관중이 
쉽게 무 와 친해져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꺼내게 만들었다. 

두 번의 행위화 단계 동안 쓰인 주요한 기법은 ‘이중자아(doubling)'와 ‘확 화’를 동시에 사용
하는 방법과 ‘빈 의자 기법’으로 유도한 ‘멜로드라마(melodrama)’ 기법(최윤미 역2002)이다. 이중
자아와 확 화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BJ의 행위화 단계이다. 우선 BJ의 행위화 중에서도 BJ가 가
진 금전을 중요시하는 자아와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자아 2가지 자아를 분리하여 주인공인 BJ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중자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보조자가 주인공의 
내적인 이야기를 크게 고함치며 말하도록 하는 ‘확 화’(김희경·이정숙, 1996)를 사용하여 주인공
이 본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표현에 한 인식
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 ‘빈 의자 기법’과 ‘멜로드라마’는 시청자의 
행위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이중자아로 만들어낸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아’와 ‘부정한 행위에 

해 죄책감을 느끼는 자아’ 2가지 중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아를 빈 의자로 지정하고 실연 중 
분노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때 분노는 2차 감정으로서 1차 감정인 인정받고픈 
욕구를 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감정이다. 그 다음으로 멜로드라마 기법을 통해 
두 자아와 주인공인 시청자가 즉흥적이고 과장된 연기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
어냈다. 

2) 사회적 해결방안: 제도적, 윤리적 차원에서
아프리카TV내에서 일어나는 막말과 비속어의 사용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라는 현실세계와 

단절된 공간, 시청자와 BJ간의 권력 차이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중점으
로 두고 제도적,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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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속어 사용 규제이다. 우선 사이버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사
이버 명예훼손죄는 최  법정형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50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
범죄다. 하지만 선고형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민 창과방패 표변호사는 “사이버 폭력은 일반
적인 신체나 생명의 피해가 있는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상 적으로 약하다”며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상의 언어폭력, 성폭력 등이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적 규제가 그 인식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적 규제 말고도 비속어를 탐지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논문
(김수현, 문현수, 이영석, 2018)에 따르면 이러한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글자나 숫자를 추가하여 욕설 감지를 피하는 방식을 추적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한다면 채팅창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의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아프리카TV 내 시청자들의 조직 구조를 개편시키는 것 이다. 아프리카TV는 다수의 시
청자와 소수의 BJ로 구성되어 있다. 발언의 기회, 의견의 개진과 같은 중심 권력은 BJ에게 집중되
어 있고 시청자들은 BJ의 선택을 통해서만 발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시청자
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관심을 받기 위해 여러 비속어와 막말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
기에 비 칭적 권력관계에서 오는 막말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권력관계를 최 한 수
평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 수를 분산시켜 시청자가 BJ와 조금 더 면 면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최소한의 시청자들과 BJ간의 소통을 통해 최 한의 시청자가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TV 내에서의 조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집단 극
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악마의 변인’이라고 불리는 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집단이 갖
는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은 기존의 의사 결정을 반 하는 역할을 하는 레드 팀(홍
기범, 2020)으로, 아프리카 TV에서는 시청자가 이를테면 100명 이상이 넘어가는 방에는 아프리
카 티비에서 레드팀(악마의 변인)을 5명 방에 참여시켜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물타기
(신상훈, 송성재, 2002)를 지속할 시 이에 반 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인터
넷 집단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억제 효과(박정호, 2006).를 고려하여 온라인 세계에서 더 강화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 인터넷 윤리는 ㄱ)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로 정보사회
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줘야 한다. ㄴ) 예방 윤
리(Preventive Ethics)로 향후 IT기술의 발전에 수반될 윤리 문제들에 해 사전에 숙고하고 예
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ㄷ) 변형 윤리(Transfor-mative Ethics)로 정보화의 역기능, 특히 인터
넷 공간의 무질서와 같은 혼돈에 한 반응으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정
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ㄹ) 인터넷 윤리는 세계 윤리(Global Ethics)로 국지적 윤
리가 아닌 세계적 보편적 윤리가 돼야만 한다. 

Ⅴ. 결론 및 의의
본 논문은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현실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아프리카TV라는 인

터넷 방송 플랫폼 속에서 발생하는 시청자와 BJ간, 혹은 시청자와 시청자간의 여러 갈등관계를 왜
곡된 호혜성과 비틀린 권력적 관계를 통해 집중 분석 하였다. 시청자와 BJ간의 갈등은 둘 사이의 
비 칭적인 인원수가 근본적 원인이다. 시청자는 BJ에 비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BJ의 선택에 해
서만 주류적 화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인원수와는 반 로 BJ가 발원권의 부여에 있어서는 거의 
독점적이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단순히 BJ의 선택에 의
해서만 화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고 물타기 등 집단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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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물타기를 BJ가 외면할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청자들이 제공하
는 별풍선이 BJ가 지닌 부분의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시청자에게 있어 BJ의 방송은 수많은 
여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서 BJ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억지로라도 자신
이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별풍선은 비틀린 호혜적 관계의 원
인이자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적,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아프리카TV 내 시청자들의 조직 구조를 개편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BJ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물타기를 막아 BJ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
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별풍선이라는 후원을 폄하하는 시청자들이 올바
른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모둠의 사이코드라마는 시청자와 시청자 사이
의 갈등보다는 BJ와 시청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실시간 방
송 내 비속어 사용, 성적인 요구 등이 BJ와 시청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역설하
였다.
본 보고서의 의의는 확 되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의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경제적, 

언어적 등의 사회적인 분석과 심리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서 현행 형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문
제를 상기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에 있다. 본 보고서는 인터넷 방송 중 

표적인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에서 나타나는 비인간적인 행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해 해
결방안을 기존의 미미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서 발전된 사회적, 개인적 양측의 방안으로 사회 문
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는 것에서와 함께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여 개인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사회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개인적 하나의 해결방안만으로는 지금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제도적 방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단순한 의식 개혁으로는 거 한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정 한 제도적 방안과 윤리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판단의 기준이 융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하다. 사회와 개인 양 측의 노력 없이는 문제의 해결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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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방송 참여자의 심리적 치료 목적의 사이코드라마

20209 박제이, 20311 이연주, 20312 이인서, 20510 이연우

<아프리카TV 방송 중 시청자가 BJ의 인격을 훼손하는 상황>
 
◎ 내담자의 심리상태: BJ의 경우 인간성과 금전이라는 두 요소를 중시하는 각각의 자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시청자의 경우 BJ에 한 상 적 권력감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면서도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1. 워밍업

디렉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는데, 다들 표정이 굳어계시네요. (미소를 띄우고 친절하게 이
야기한다)

내담자들: (네, 그렇죠,.. 등등의 어색하고 머쓱한 반응을 보인다)

디렉터: 다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있는 그 로 얘기해볼까요?

BJ(a): 어색해요. 사이코드라마라는 건 처음이라서..

시청자1(b): 집에 가고 싶어요.

시청자2(c):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고..

디렉터: 모두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밖
에서 모두 잊어버리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은 서로 공감과 격려만으로 화하기로. 모
두들 약속해줄 수 있을까요? 

내담자들: (아까보다 유해진 표정으로 네, 답한다)

디렉터: (고개를 한 번 끄덕인 후) 자, 이제 모두 눈을 감고 제 말에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는 잊어버리고, 숨겨버렸던 내 안의 소중한 자존감을 가진 자아를 찾는 여정을 떠날 거 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보면 어느새 오늘 이 자리가 끝난 후에는 들어올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나와 함께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한 갈래의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에는 여러
분을 방해하는 몇몇 장애물도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인가요? 1)

a: 저는 수치심.. 갈등.. 이런 장애물이 보여요...

b: 음..저는 욕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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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 장애물은..죄책감..?인 것 같아요..

디렉터: 그렇군요. 그럼 왜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2)

a: 전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BJ 일을 하고 있어요. 별풍선을 주는 가로 입에 담기 어려
운 비인간적인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비난을 받게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 처지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
다는 상황이 너무 비참해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직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제 
특기를 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서인데, 시청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너무 힘
들어요..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고는 싶지만 인간으로서 우 받지 못하는 순간에는 정말 제 스스
로를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구요..그래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하게 돼요....

b: 저는 제가 비제이한테 모욕적인 댓글을 쓰면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별풍선
을 주면서 제가 보고 싶은 행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BJ와 후원자의 관계가 일종의 권력 관계
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뭔가 스스로 우월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별풍
선을 쏘면서 행동을 요구한 그 방송이 꺼지고 나면 그런 비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에 해 너무 
큰 죄책감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될 짓인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뿌듯함과 우월감 때문
에 이 짓을 멈출 수가 없어요. 

c: 저도 b씨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별풍선을 쏘면 제가 뭔가 되는 기분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BJ한
테 잘못하는 것 같고 아니 잘못하는 게 맞지만.. 휴... 잘 모르겠네요.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잠을 잘 때는 저 때문에 BJ가 고통스러워하고 시청자들의 
폭언과 비인간적인 요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저도 b씨처럼 잠깐 우월
감을 느끼고 난 뒤에는 정말 괴롭지만 그런데도 이걸 멈출 수가 없네요….

디렉터: 음, 모두들 각자의 장애물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장애물들을 이겨내야만 우리 모두 여러
분이 가지고픈 평온한 자아를 가질 수 있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와 함께 장애물들을 이겨내
고 싶으시다면 용기 내 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주세요. 

(내담자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다가 a가 조심스레 일어나 앞에 놓인 의자에 가 앉는다. )

#.2 행위화1

디렉터: a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a: 조금 긴장 되네요, 하하(어색하게 웃으며 긴장한 표정을 짓는다)

디렉터: a씨는 아프리카TV BJ로 일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시나요?
a: 아까도 말씀드린 제 인간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이요..

디렉터: 그럼 아프리카TV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내담자님께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
을 추면 별풍선 1000개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이 때 주로 어떤 마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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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힘들게 하나요?

a: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돈을 벌어야하지만, BJ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 존중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게 너무 힘들어요. 

3)디렉터: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구를 인간성을 중요시 하는 자아 역할로 세우고, 누구를 금전을 
중요시 하는 자아 역할로 세우고 싶나요? (내담자가 한 명씩 고르기 b가 인간성 자아, c가 금전 
자아) 네, 그럼 인간성을 중요시 하는 자아 역할을 맡은 분은 계속해서 내담자를 향해 “나도 사람
이야. 이런 수치스러운 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를 외치고, 금전을 중요시하는 자아 역할을 맡
은 분은 “어차피 먹고 살려면 다 해야해. 돈이 최고야. 난 돈만 있으면 돼!”를 외쳐주세요. (이 때 
외치는 건 말이 겹치지 않게 인간성 자아가 외치고 나면 금전 자아가 외치고 다시 인간성 자아가 
외치는 식으로 진행된다)4)

a: (둘을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디렉터: 두 자아를 바라보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드나요?

a: 너무 괴로워요. 둘 모두에게 너무 공감되고, 맞는 얘기 같아서 어떤 자아를 따라야할지 모르겠
어요..하... 그냥 너무너무 비참해요…(울먹이며)

디렉터: a씨는 이제 눈을 감고 뒤를 돌아주시고, 두 자아 역할을 맡은 분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5)

b(인간성 중시): 결국 제가 BJ로써 활동하고 있는 것도 제게는 일종의 직업인데, 제 고유의 인간
성을 무시해가면서까지 금전을 얻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은 BJ가 가지는 직업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c(금전 중시): 사실 BJ란 직업이 시청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단순히 여가생활을 제공해주는 사람처
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구요. 하지만 BJ란 직업이 저에게는 경제
적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신의 노동력에 한 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회사
원이나 공무원 같은 일반적인 직업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a: 그렇다면 오히려 BJ로써 활동하면서 스스로가 정당한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방송 컨텐츠를 생각해
내야 하는 거죠. 

b: 단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를뿐이지… BJ가 시청자들에게 경제권을 잡
힌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선택한 직업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밖에 
없다면, 또 그 방식이 많은 부를 가져다 준다면 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a: 하지만 제가 직업에 한 만족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함 이라는 제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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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업적 가치와 목적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따라서는 안돼요.  

디렉터: 이제 누구의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누구의 말이 왜,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셨나요?

a: 저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자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제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물론 BJ로서 돈을 벌어야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BJ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 그 자체로의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 자아를 단순히 금전적 현실에 매몰되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BJ라는 직업 자체를 나 스스로 폄하시킨 것도 같구요. 앞으로 BJ 이전의 나 자신을 고려하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a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고 디렉터, b, c가 박수를 쳐준다)

#3. 행위화2

디렉터: 그럼 이번에는 b, c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b씨는 이야기 밖에서, c씨
는 자아의 입장에서 두 분이 겪고 계신 ‘욕심’과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거에요. 본인의 입
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자아 역할은 a씨가, 방송이 꺼진 후 죄책감에 시달
리는 자아 역할은 c씨가 해볼까요?
6)

a,b,c: (고개를 끄덕이는 등 답한다)

디렉터: 이제 두 자아는 아프리카TV를 시청하면서 여성BJ를 향해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BJ는 그것을 힘들어하면서도 수용하고 있구요. BJ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우월감 자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책감 자아’는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7)

b:우월감 자아는 BJ가 내 맘 로 움직여지는 걸 보고 권력을 얻은 느낌을 받고 있고 죄책감 자아
는 BJ를 함부로 한 것에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힘들어해요.

디렉터: 자 그럼 a씨와 c씨가 이 이야기를 본인의 말로 풀어서 해주세요. 극단적으로 하셔도 괜
찮아요. 8)

a(우월감 자아): 나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말을 따라야하는 거 아냐? 시청자가 원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BJ가 하는 일이잖아. 내 돈을 가져가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방
송에서는 원래 시청자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c(죄책감 자아): 나 때문에 저 BJ가 너무 괴로워 보여. 아무리 내가 돈을 내고 컨텐츠를 구매하는 
입장이라지만 저 사람의 인격까지 침해할 권리가 있을까..? 내가 돈을 제공하고 방송을 본다는 게 
저 사람의 인격까지도 침해할 권리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저 사
람도 BJ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인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나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
람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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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 방송을 보면서 내 권력을 내가 마음 로 쓰고 있을 뿐이잖아. 
쓸데없는 일로 죄책감이나 느끼고, 사람들은 원래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거야. 너 같은 죄책
감 자아 때문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라고. 알아? 

c: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정말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내 스스로가 현실에서 남들보다 우월하지 못하니까 익명 속 
세계에서 라도 우월해지려고 애쓰는 건 오히려 한심해.. 아, 나는 너무 한심해...

디렉터: b씨는 지금 자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b: 제가 다른 사람을 학 하면서만 우월감을 얻는다는 게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워요. 단순히 물질
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니... 하지만 
저는 이 행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행동을 멈추면 저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패자가 
되어버리고,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난 그런 패자가 아닌데...!!(괴로워한다) 

디렉터: 앞에 놓인 의자가 인터넷 속에서 우월해지려고 남을 상처 입히고, 현실에서는 한 없이 소
심해져버리는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9)

b: 저런 제 자아를 없애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실컷 욕도 해주고 싶구요

디렉터: 자 의자를 그런 자아라고 생각하고 마음 로 해주세요. 

b: (의자를 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가 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 돈 내면 다
야? 그 BJ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제발 그런 식으로 너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지 좀 마! 

디렉터: (b가 진정되고 난 후) 기분이 좀 어떠세요? 

b: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디렉터: 좋아요. 이제 죄책감에 짓눌렸던 자아를 구해줄 시간입니다. 소중한 자아가 이 로 자신
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월감만을 추구하는 자아에게 억눌려 살게 내버려 둘 건가요? 

b: 아니요.. 구해줄 거 에요.

디렉터: 우월감 자아는 죄책감 자아를 있는 힘껏 붙잡고 있어주세요. 그리고 b씨는 가서 우월감 
자아를 어내고 죄책감 자아를 구해오세요. 10)

b: (우월감 자아에게서 안간힘을 써서 죄책감자아를 구해낸다)

c: 어차피 결국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줄 거잖아.. 난 원래 그런 애니까….

b: 아니야..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내가 꼭 너를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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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떻게 나를 지킬 건데? 넌 아직 네가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제 로 인정하
지 못하잖아!

b: ..나는….(망설이며 붙잡고 있던 c를 놓는다)

디렉터: 이제 마지막으로 b씨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남들보다 우월하지 못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죄책감 자아는 “나는 남들을 괴롭게 하면서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돼.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정말 우월해지는 게 아니야. 현실의 나는 우월한 사람이 아니야.”를 
말하면서 여기 서주세요. 그리고 b씨는 진심으로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죄책감 자아를 
안아주세요.

c: 나는 남들을 괴롭게 하면서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돼.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정말 우월해지는 
게 아니야. 현실의 나는 우월한 사람이 아니야. 

b: (망설인다) 

진행자: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픈 마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
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b: 네..할게요.(천천히 다가가 c를 안아준다.)

a와 디렉터는 이 때 박수를 쳐주고 시청자1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디렉터: 자 이제 자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b: (우월감 자아에게 다가가서) 난 이제 더 이상 익명을 무기삼아 가짜로 우월해지려고 애쓰지 않
을 거야. 너는 이제 사라져줘.

우월감 자아 a는 이 때 자리로 돌아가 앉고, b는 죄책감 자아를 안는다

b: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

c: 응..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b: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못난 사람에 가까워. 지금까지는 이
걸 인정하면 정말 패배자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이제 난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더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건 이
제 그만할 거야. 너도 이제 죄책감이 아닌 자존감을 가진 자아로 바뀔 수 있어.

c: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b: 당연하지. 내가 꼭 노력할게. 우리 이제 힘들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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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b를 함께 안아준다. 둘은 그 상태로 울먹인다. 그리고 조금 후 디렉터가 사람들을 자리에 앉
힌다.

디렉터: 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b와 c는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는다

#4. 마무리

디렉터: 네 다들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해보니 어떠셨나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너무 잘 참
여해주셔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고마웠어요.

a: 저는 되게 흥미진진, 재밌었어요! 제 고민도 정말 잘 해결된 것 같고요. (웃으며)

c: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이라 조금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 단순히 일회성의 
치료와는 달리 정말 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b: 저도 솔직히 다른 사람과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게 자주 있는 일이라 긴장되기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혼자서는 안 풀리던 고민들이 해결 되었어요.

디렉터: 다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사이코드라마를 하면서 어떤 점을 배워가고, 얻
어 가시는 것 같으신가요?

b: 저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만약 제가 쓴 댓글을 읽었더라면 
충격을 받았을 거에요. 비제이들이 실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일까요..? 제 자신
과 비제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도 느꼈을 거에요. 

c: 저도 여러 자아를 표현해보면서 BJ님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느끼는 죄책감이 주였는데, 다른 자아를 표현해보면서 BJ님이 느꼈을 
고통에 한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확실히 제 짧은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월감에 한 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
여 BJ님들께 상처를 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a: 저에 한 욕이나 별풍선을 쏘면서 특정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분들이 저에게 왜 이러는지 이
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과 심도 깊은 화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을 원망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고통만 생각할게 아니라 
시청자가 느끼는 우월감과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피해자라는 
공감의 마음을 통해 이런 화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렉터: 네 그럼 앞으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의 장이 형성되길 바
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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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술상점(magic shop): 이 기법은 상상 속 이야기를 가정함으로써 관중 혹은 집단원이 쉽게 사이코드라
마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워밍업 단계에서 사용해 주인공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관중이 쉽게 무 와 친해져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꺼내게 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2) 구체화: 추상적인 말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한다. 애매모호한 것은 문제를 직접 다루기를 
회피하는 주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은유를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된다. 

3) 이중자아(doubling): 우리가 큰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경험할 때 이중자아는 실
연자를 긍정해주며 그의 사고, 감정, 의경,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말로 지지한다. 이중 자아는 실연자
의 표현되지 않은 사고나 감정을 조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중 자아는 실연자
의 숨겨진 목소리이며, 가장 진실한 자기이다. 디렉터도 이중 자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확 화: 이것은 이중자아의 단순한 형태로 보조자 환자가 말했던 것을 크게 고함치며 말한다. 이 기법은 
주인공이 본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표현에 한 인식
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5) 등을 뒤로 돌림(turn your back): 주연이 집단을 마주보며 극을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을 집단에게 등
을 돌림으로 당황치 않고 혼자 있는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6) 역할 교 : 참여자들은 역할 교 를 통해 실제로 자신들을 상 방의 입장에 세우게 된다. 역할 교 의 
목적은 이 사이코드라마의 경우 관점에 한 변화 촉진, 상황에 한 이해 증진, 정화 경험 유도이다. 

7) 나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 감추고 싶은 내용,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웠던 이 등이 노출
되었을 때 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영향을 받은 집단구성원을 위해서 감정이입적인 피
드백을 하게 된다.

8) 이중 자아
9) 빈 의자 기법: 빈 의자를 집단 앞에 놓는다. 집단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의자에 있는 상상을 하도록 

한다. 빈 의자의 사용은 참여자들이 실연에서 탐색할 수 있는 문제들에 해 워밍업 할 수 있도록 돕거
나 실연 중 분노 표출에 사용된다.

10) 멜로드라마(melodrama):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으며, 즉흥적이고 과장된 연기를 하도록 고
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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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공간성과 도시 빈민 문제
: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을 중심으로

20310 이다빈 20501 김미소 20512 최현승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쪽방촌의 삶.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쪽방촌의 삶은 우리

에게 먼 듯 가까이 있다. 그들이 쪽방에서 보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겨울이 오고 한낮 추위마
저 영하권에 머물면서, 쪽방촌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서울 용산구의 동자동 희망나눔센터 
앞, 쪽방촌 주민 100여 명이 1m가량 거리를 둔 채 한 줄 서기를 하고 있다. 거센 추위에도 이들
이 이토록 힘겹게 긴 줄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센터직원들이 나눠주는 후원품으로 컵라면 
한 상자와 내복 한 벌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후원품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에 줄을 선 모든 
주민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날 700상자의 후원품이 지급됐지만 75세 이 씨의 몫은 없었
다.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 씨에게서 들은 쪽방촌의 실상은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
다. “중앙난방이라 주인집이 난방을 켜 줘야 하는데 이렇게 추워도 잘 안 틀어 줘.” 차가운 바닥, 
발을 뻗고 누울 수 없는 좁은 공간, 찬물만 나오는 공동 샤워장. 51년째 쪽방 생활을 하면서 그
는 매년 돌아오는 겨울이 무섭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쪽방촌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1994년부터 그곳에 살았다고 말하는 71세 박 씨와 49세 딸 송 씨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사회복지
단체에서 후원해 준 연탄에 의지하며 산다.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선지 아직 연탄을 준다는 연락
이 없네요. 지난해 받은 연탄 아껴서 써야 해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작은 
연탄마저 풍족하게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쪽방촌에서의 생활은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소중한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현실적 문제와 부딪혀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쪽방촌 거주민들의 삶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여러 집이 착된 공
간적 구성과 부 시설을 공동을 사용해야 하는 실상으로 인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쪽방촌 주민 김 씨는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3~4일도 쓰고 하나 가지고 5일씩 걸치는 사람
도 있다"라고 말했다. 위생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쪽방촌에서는 마스크조차 아
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면접촉이 지양되는 상황이기에 평소 
쪽방촌에서의 봉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허기복 연탄 은행 표는 "연탄 봉사는 12월 들

[요약]
 본 연구는 쪽방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차원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동자동 쪽방촌과 영
등포 쪽방촌의 양상을 중심으로 쪽방촌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운영 및 실태를 토 로 한 사
회적 분석과 쪽방촌 거주민들의 거주, 사회관계, 주거이동 차원의 심리 현상을 토 로 심리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러 기법을 활용한 사이코드라마를 개인적 해결방안으로 선이주 선순환 
정책, 영구임 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영국의 사례를 모방한 공유자산화를 사회적 차
원의 해결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쪽방촌의 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넘어 거주자 개
인의 심리 문제까지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키워드: 쪽방촌, 동자동, 영등포구, 이중심리, 사이코드라마, 선이주 선순환, 공유자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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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만 20건 정도 취소됐고 후원도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연탄으로 겨울을 나
는 쪽방촌은 하루 5장 써야 하는 연탄을 3장에 의지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연탄이 있어도 연탄을 나눠 줄 봉사자 수가 부족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수의 
봉사자와 상담소 직원들, 쪽방촌 주민들이 직접 움직이며, 힘을 모아야 했다. 이렇게 쪽방촌 주민
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면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빈민의 일종인 쪽방촌 거주민들의 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며 
위험의 사각지 로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쪽방촌의 형성 배
경과 운영 실태, 공간성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을 중
심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쪽방촌 거주민들의 공통적 심리 현
상과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차이 분석을 통해 
그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빈곤 집주거지 
본 연구에서는 쪽방촌을 명명하기 위해 먼저 빈곤 집주거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빈곤 집주거지에 관한 정의는 김다윤, 김경민, 김건(2017)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쪽
방촌 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개된 정의를 참고하였다. 빈곤 집지역은 도심 최빈
곤층이 오랜 기간 집 거주하며 비공식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 
4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컫는다(U. S. Bureau of the Census, 1974). 이
러한 빈곤 집주거지는 형성 지역에 따라 도시 지역과 도시 외곽지로 법적 상태에 따라 공식주거
와 비공식 주거로 나뉠 수 있는데 이때 쪽방촌은 빈곤 집주거지 중 도시 지역의 비공식 주거 형
태이다. 

2. 쪽방촌
(1) 정의
쪽방의 사전적 정의는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 명에서 두 명의 사람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쪽방이 비공식 주거 형태이기 때문
에 쪽방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제시하기보다 각 연구 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쪽방에 

한 정의는 크게 주거 시설 또는 주민 특성과 연관된다. 
한국 도시연구소의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 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쪽방재생포럼의 ‘역 근처나 도심 인근 지역 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 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과 같은 정의는 주거 시설과 같은 물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정의를 제시한다. 
반면, 다른 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거 시설과 주민 특성을 포괄하는 정의를 사용한다. 주민 특

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곧 쪽방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해
당 차원에서 정의된 쪽방은 일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운영되며 기초적 부 시설이 없는 방에 독
신 혹은 가족 단위로 일용직 등 이동이 강한 직업의 종사자가 거주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 최빈곤층이 거주하는 약 0.5평~1평 규모의 작은방
으로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로 지불하는 무허가 숙박시설”로 쪽방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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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래
쪽방의 유래는 해방과 6.25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을 피해 피난한 실향민들이 서울

에 정착하면서 집을 지을 여력이 없던 상황에서 나무판자로 만든 일명 ‘하코방’이라고 불리는 판
자촌이 형성되었고 이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도시 노동자들의 주거 역할을 담당하며 쪽방의 기
원이 되었다. 

(3) 형성 배경
쪽방은 1970년  근 화 이후 1980년 부터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함께 해체된 

달동네, 판자촌, 산동네 등의 도시 내 불량주거지와 달리 남아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분산된 집단
화 형태로 변화하면서 등장했다. 그 후 1997년 IMF로 일컬어지는 경제 위기 이후 실업과 고용불
안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실패로 인해 노숙인이 증가하며 노숙자가 수입이 생겨 거처를 옮길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쪽방촌이 주목받았다. 

Ⅲ. 문제 분석 
1. 사회적 분석
(1) 쪽방촌 운영 및 실태
서울 시내 쪽방은 크게 돈의동, 창신동, 동자동, 영등포동 등 4곳에 분포해 있다. 2018년 서울

시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 거주자는 총 3,296명(지난해 12월 말 기준 3,183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쪽방촌 운영 현황 및 물리적/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공간
적 특성에 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쪽방 현황 내부 자료(2018년 9월)에 따르면 쪽방 건물 중 등기가 되어 있는 243채 
등기부 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270명 소유주(법인 포함) 중 188명(69.6%)이 쪽방촌 밖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 쪽방 건물주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남 건물주의 가족들, 중소기업 표 등 재력가가 다수 포착됐다. 이들
은 실질적으로 쪽방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쪽방 관리인에게 월세 일부를 주거나 무료로 쪽
방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면서 쪽방 관리를 맡긴다. 

건물주나 부동산 투자자에게 쪽방촌은 안정적인 투자처다. 재개발 지역 투자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먼 미래를 고려하여 현금 자산과 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업 자체가 
좌초하거나 유예된다면 투자금은 투자처에 묶이게 된다. 하지만 ‘쪽방촌 투기’는 다르다. 많은 돈
을 투입하여도 지속해서 쪽방 주민으로부터 현금이 나오는 ‘Cash Cow(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상
품)’다. 이러한 쪽방 운영은 확실한 돈벌이가 가능한 수단으로 건물주의 수입 벌이가 되었다. 

(2) 물리적 차원의 공간적 특성
① 열악한 환경
쪽방 관리인이 따로 운영하는 쪽방촌은 ‘여인숙’, ‘고시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극소수

를 제외하고 부분 ‘무허가 숙박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쪽방은 노숙의 경계에 놓이기 직전의 
주거지로 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정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서울의 이러한 쪽방 
시설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일까?

서울시(2018)의 「서울 쪽방 집지역 건물실태 및 주민의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용샤워장
의 보유 비율은 21.9%로 많은 서울의 쪽방에서 공용샤워장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공용취사장은 24.8%, 공용세탁장은 39.4%, 공용화장실은 82.2%, 공용세면장은 89.2%로 화
장실 및 세면장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쪽방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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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쪽방의 평균 평당 임 료는 18만 2,550원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 월세인 
3만 9,400원의 4배 이상의 임 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비 모
두를 월세로 지급하면서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용화장실, 냉난방, 온
수와 방 한 칸에 1.25평으로 성인 남성 한 명이 눕기도 힘든 것이 쪽방의 현실이다. 

② 빈곤의 재생산 및 빈곤 집지역의 범죄율
이외에도 해외 저서에 따르면 빈곤 집지역은 사회적 지위 향상 기회를 박탈하고 빈곤의 재생

산을 일으킨다고 한다. 또한, 해외 연구(Valdez, Kaplan & Curtis Jr, 2007)에서는 빈곤과 강력
범죄의 연관성을 실증하기도 하였다.

(3) 사회경제적 차원의 공간적 특성 
지금까지 쪽방촌의 운영 현황 및 물리적 차원의 공간적 특성에 하여 알아보았다. 쪽방의 열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쪽방촌 거주민들은 생활비 모두를 지급하면서까지 이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쪽방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그들에게 주거지의 ‘최후 보루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러한 쪽방촌을 경제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어 쪽방촌을 떠날 수 없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민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유 관계를 맺어간다. 그렇기에 
서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지원단체와 시설, 주민 간 커뮤니티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 쪽방촌 지역은 맞춤형 생활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주민지원조직들은 빈곤 주민과 

접한 관계 형성으로 주민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Weisbrod, 1988). 주민지원센터는 쪽방촌 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금을 통해 그들은 외부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감축시킨다. 따라서 주민들은 내부의 사회적 관계망과 장소 기반의 호혜적 경제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쪽방촌 거주민들은 다른 이유로 쪽방촌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양
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시 쪽방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에 하여 물리적, 사회경제적 차
원에서 다루어보았다. 이를 토 로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의 두 공간의 특성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동자동 쪽방촌의 문제 양상
동자동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부분 사업실패로 인한 실직 혹은 질병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이다. 또한, 다른 쪽방촌 혹은 지역에서 이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비
록 쪽방촌 자체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여느 쪽방촌과 마찬가지로 동자동 쪽방촌 역시 소
외 계층에게 주거지의 최후 보루망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들은 서로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단체에 크게 의존하며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문화생활 영위, 이웃 간 소통 공간 
등을 제공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기반을 둔 호혜적 경제가 존재
한다. 이들은 비시장적이고 장소기반적인 호혜적 경제에 의존해 상호부조 생활을 하며 정서적 지
지나 유 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쪽방촌의 운영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쪽방촌의 운영은 ‘확실한 돈벌이 수단’으로 건물주의 생계
유지 및 용돈 벌이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에 건물주들은 쪽방의 용도 변경과 상업화에 해 체
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용도 변경 및 상업화 즉 주거지 상업
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쪽방 임  수입보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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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높다. 게스트하우스 공실률이 50%에 이른다는 전제 하에도 매월 4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쪽방에서 다른 용도로 건물의 임 방식을 변경하는 것
은 주거 책 마련 및 보상비 지급에 한 우려를 없애주고 임  운영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급진적인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건물
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형성하였다.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별단위의 건물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발생한다. 그렇기
에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적 자본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개입 및 제재에 한계가 있
다. 주민들은 쪽방촌이라는 최후 보루망을 떠나 다른 주거공간으로 이주 책을 받는 것뿐만 아
니라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주를 통보받게 된다. 이러한 
비자발적 이주는 이들에게 큰 부담감 및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임
주택 정착은 쪽방촌 내에서 상호부조적 관계를 형성하며 호혜적 경제를 실현시켰던 특수성을 기

하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감을 토로하게 된다.

(5) 영등포구 쪽방촌 문제 양상
영등포지역 쪽방촌 거주민의 특성으로는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가 드물며, 노숙인이 수급

자 자격을 취득하여 유입되는 경우 부분이며, 고령화 추세가 강하여 60  이상의 거주민이 전체 
거주민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쪽방촌으로 유입되는 노숙인들은 주거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이
곳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노숙인들은 쪽방촌보다 영등포역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 구비, 현 인들의 무관심 속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등포구 역사관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타워팰리스’라 불린다.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사들은 거리노숙인에게 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여러 번의 설명과 설득 
작업을 거친다. 노숙인들을 쪽방촌에 거주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일반 사람들의 안
전을 보장하려는 이중적 목적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지원사업은 노숙인들을 상으로 원활하게 진
행되기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채무 관계를 청산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노숙인들은 그 과정에서 지친다. 둘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
가오기에 중도에 포기한다. 셋째, 주거 지원을 받아 쪽방에서 살아간다 해도 유지하는 데 얼마 가
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쪽방에서 거주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잠재적 노숙
인’으로 인식한다). 그렇기에 노숙자를 쪽방촌에 유치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노숙인은 정부로부터 관리 및 감시의 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주체화하는 
존재로 사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쪽방촌에 거주공간을 마련한 노숙인들은 최소한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주민’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센터직원과 이웃들과 
거리감을 유지한 유 감과 이웃 관계를 주체적으로 형성한다. 또한, 위계질서 형성, 폭력 행사, 문
제해결 등 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쪽방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쪽방촌 공간 자체가 이미 빈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찾는다. 그렇기에 복지서비스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 주
변 구제사업기관들이 무료 급식, 쉼터와 상담소, 질병 치료, 정서적 유  맺기 등을 지원하는 쪽
방촌에 더욱 노숙인들이 떠나려 하지 않는다.

노숙인들은 쪽방촌을 ‘안 동네’라고 부른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 장소감을 부여하면서 자신과 
쪽방촌 주민들을 구별 짓는다. 또한, 안동네는 자율성과 욕구충족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바깥세계
와 격리된 완벽한 통제공간이 된다. 노숙인의 입장에서 안동네는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되 이들의 
감시를 피해서 노숙인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공간이 된다. 결국, 노숙인에게 영등포구 쪽방촌
은 다음과 같은 곳이 된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쉽게 “떠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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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떠나더라도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지금까지 동자동, 영등포역의 쪽방촌 양상을 살펴보며, 쪽방촌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이 없는 소외계층에게 최후 보루망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쪽방
촌의 부정적 쪽방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현상,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에 하여 분석
해보고자 한다.

2. 심리적 분석
(1) 쪽방촌 거주민들의 공통적 심리 현상
 쪽방촌 거주 가구와 일반 빈곤 가구의 심리상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정리한 [표 1-1]을 살펴보

면 쪽방촌 거주자의 이중심리를 보여준다. 

① 먼저, 거주의 차원에서 살펴본 이중심리는 ‘거주하기에 열악하지만, 오로지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이다. 쪽방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쪽방의 낙후된 주거환경상태로 인해 거주하기 답
답한 상황을 버거워했으나 자신의 형편과 쪽방촌에서 얻은 일자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쪽방
촌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쪽방촌의 열악한 거주 환경에 더해 쪽방이 철거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쪽방을 ‘언젠가는 곧 떠나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거주민에게 
불안 심리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다음으로, 사회관계적 차원에서 살펴본 이중심리는 ‘때로는 밉지만, 결국 의지하게 된다’는 
심리이다. 쪽방 거주자에게 이웃 주민은 애증의 존재이다. 비록 유사한 처지에 따른 유 감 등을 
갖고 있지만, 쪽방 거주자들에게 이웃 주민은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한심한 존
재, 이간질 등을 통해 갈등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앞서 설명
했던 바와 같이 우범 지역화되어 가는 쪽방촌 내에서 물리적,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는 이웃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심지어는 쪽방촌 생활에 염증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
한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주민들에 해 ‘타자화’하고 자신의 삶과 
구분 지으려 하는 경향 역시 보인다.

③ 마지막으로, 주거이동 차원에서 살펴본 이중심리는 ‘쪽방촌을 탈출하여 더 잘살아 보고 싶
지만, 막상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다’라는 심리였다. 쪽방 거주자들은 장기간 쪽방촌에 머무르면
서 지루함과 이곳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체념, 또 외부사회의 부정적 낙인에 한 탈
피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 경험할 외로움, 적응할 수 있
을지에 한 막연함과 두려움,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등으로 인해 이주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
인다. 이러한 그들의 심리는 방어기제의 일환인 ‘합리화’의 경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그

[표 1-1] 쪽방촌 거주자의 이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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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심리는 곧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이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쪽방촌의 이중심리에 더해 쪽방촌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늘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부

정적 심리와 함께한다. 그중에서도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비자발적 이주자들은 공
통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다른 주거 환경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하
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거 상실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 또한, 쪽방촌 주민들은 경제적 실패와 가정의 해체 등 일차적 실패를 경험하였고,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힘든 쪽방촌의 특성상 이주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은 그들
에게 다시 이주해야 한다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 

(2)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의 심리 현상
앞서 쪽방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심리 문제에 하여 논하였다. 이후에는 사회 문제 분

석에서 동자동과 영등포라는 두 지역을 비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주민들의 심리 현상과 차이에 한 원인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에서는 쪽방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에는 쪽
방촌을 다시는 이곳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떠날 수 없는 공간으로의 인식, 자신의 거주지가 철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사회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유 감 등이 있다. 

반면 동자동과 영등포역 쪽방촌 각각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해당 
거주민들의 유입 경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여부, 기존 삶의 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크다. 동자동 쪽방촌은 최후보루망으로 여러 지역의 쪽방촌에서 거주하다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으로 비자발적 
이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건물주와 쪽방촌 거주민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계기로 작용
하게 된다. 영등포역의 쪽방촌에서는 길거리 노숙인에서 쪽방촌으로 입주하게 된 경우가 부분이
기에 노숙인들만의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들이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나타나는 경우
가 많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 사업 진행으로 쪽방촌 내에 노숙인들을 유입하려는 시도
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기존 삶의 방식과의 차이가 나타나 입주가 쉽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쪽방촌에 한 보편적인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분석뿐만이 아니라 차이
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지역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다루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
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 해결방안 
1. 개인적 해결방안
쪽방촌 거주자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으

동자동 쪽방촌 9-20 영등포역 쪽방촌
길거리로 전락할 수 없다는 압박감 자신이 잠재적 노숙인이라고 인식함
쪽방촌 입주에 한 일시적 안도감 쪽방촌 입주 자체에 한 부담감 존재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크게 의존하고 
친 감을 형성함

주체적인 행동 경향
친 감에 형성에 거리를 두려는 성향

외부와는 고립,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바깥세계’와 ‘안 동네’라는 장소감 부여

어쩔 수 없이 거주하게 되는 최후보루망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있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인식 
[표 1-2] 동자동 쪽방촌과 영등포구 쪽방촌 심리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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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앞서 심리 분석에서 제시되었던 이중심리의 부정적 심리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들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 치료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사이코드라마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
코드라마는 정신과 의사 모레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심리극이라고도 한다. 연극의 틀과 기법을 
이용한 심리 요법과 동시에 고민을 갖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에 해 행동을 통해 이해와 해결
을 목표로 하는 집단정신 요법이다. 이러한 사이코드라마에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
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이 쪽방촌 거주자의 복잡한 이중심리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
았다. 

가령 이중자아 기법의 경우 다른 억압으로 자신의 내면 생각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 보조자
아가 주인공을 신해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함으로써 주인공이 자신의 갈등을 솔직하고 
뚜렷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중자아 기법을 쪽방촌 거주자를 상으로 행한다면 
쪽방촌 거주자가 자신이 겪는 복잡한 이중심리를 더욱 명확히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미래 상황을 상상의 세계 속에서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미래투사기법을 활용한
다면 쪽방촌 거주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체념,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해결방안
쪽방촌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쪽방촌은 앞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이 소외계층의 최후보루

망 역할을 하므로, 안이 없는 해체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조건 없는 쪽방촌의 해체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쪽방촌 문제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쪽방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쪽방촌의 문제에 처하기 위한 다양
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의 ‘선이주 선순환 정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쪽방촌을 전면 철거하고 거주민을 위한 영구임 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12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정책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지구 내 우측에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
한 쪽방 주민 임시 거주용 선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공공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영구임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 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은 쪽방촌 내의 거주민
들의 거주지는 확보하면서 환경은 개선하는 말 그 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더해 외국 사례를 기반으로 안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지역공동체의 형성
이다. 영국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유자산화를 진행해 자신들의 거주지 및 활동지를 지켜

[그림 1. 선이주 선순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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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있었다. 특히 Ivy House Pub은 영국 최초로 주민 공동체 주식과 협동조합으로 직접 펍을 
인수하고, 지역 자산을 주민의 힘으로 되살려 지역공동체의 공유 활동 공간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유자산화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서도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돈의동이다. 돈의동 역시 새뜰마
을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구성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돈의동 쪽방촌 내 주민 
간의 정서적 유 감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급감한 결과를 통해 빛을 발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
했을 때 쪽방촌 내에서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기업)의 공유자산화 사례에서는 영국의 공유자산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
으로 총 3가지를 지목한다.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다양한 자선단체, 재단이 사회적 가치 투자에 있어 활발히 참여 중이기 
때문에 신뢰 자본이 든든하다는 점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주체들은 뛰어
난 리더십과 역량으로, 사회적기업(지역공동체기업)을 이끌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는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
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로컬리티’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마을사업이나 
마을계획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들이 연결된 전국적인 지역공동체들의 연합 네트워크 조직으로 
로컬리티의 직원들은 지역공동체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들을 
조언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로써 지역공동체 주도의 기업들을 지원한다. 또 공동체 주식 유닛을 두
어 지역공동체의 주식 발행을 돕기도 한다. 마지막 요소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다. 영국은 
지역주권법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 자산 소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미경, 2017)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와 자본적 기반을 갖추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시도한다면, 쪽방촌 내에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다양한 이주 불
안 요소에 응하여 불안 심리를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공간을 수호
할 수 있다. 또한, 쪽방촌 내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유 감도 강화하여 앞선 사회 분석에서의 높
은 범죄율과 심리 분석에서의 사회 관계적 차원의 이중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 집주거지 중에서 도시 지역의 비공식 주거에 해당하는 쪽방촌의 공간적 특

성을 물리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가 도시 빈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사회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밝혔다. 여기에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 
양상을 드러내고자 동자동 지역과 영등포역 지역으로 세분화한 분석 역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쪽방촌의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열악한 운영 실태, 높은 범죄율, 빈곤의 재생산 등
으로 명명하였으며, 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심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이중심리의 개념을 
인용하여 그중 부정적인 심리를 분석해 명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밝힌 후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

로 나누어 제안했다. 개인적 해결방안으로는 심리 치료, 그중에서도 사이코드라마의 다양한 기법
을 활용하여 거주자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선이주 선순환 정책’과 ‘공유자
산화’ 전략 두 가지를 제안하였고, 공유자산화의 전략 시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노력을 국내 
연구자의 분석을 토 로 제시하고자 했다. 
쪽방촌 문제는 최근에 더욱 두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쪽방촌의 문제

를 기존에 다뤄지던 사회 문제를 넘어 거주자 개인의 심리 문제까지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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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본 연구에서는 쪽방촌의 긍정적인 측면은 배제한 채 부정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제시하였으
므로 편향된 시각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시행될 연구에서 쪽방촌의 긍정적 측
면과 부정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 기능은 극 화하되 부정적 기능은 축소하는 방
안을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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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 시연
– 쪽방촌 거주자의 이중심리 해소를 중심으로 - 

20310 이다빈, 20501 김미소, 20512 최현승

<쪽방촌 거주자의 이중심리> 
(본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같은 쪽방촌에 거주 중인 각기 다른 3명의 거주자인 해숙, 영자, 기철을 

상으로 그들의 이중심리를 다양한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이코드라마를 연출하는 연출자와 함께 
있다. (연출자는 참여 인원 부족으로 인해 장면별로 주인공과 보조자가 아닌 사람이 표현한다.)그
들은 워밍업 단계, 각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행위화 단계,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나누기 단계에 
걸쳐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한다.)
 
◎ 내담자의 심리상태: 
해숙(27세, 여)(김미소): 거주 차원의 이중심리를 지니고 있다. 남편이 없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
우고 있어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
고 일자리 역시 쪽방촌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감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 역시 존
재한다. 1)

영자(43세, 여)(이다빈): 이웃 주민에 한 부정적 심리 및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다. 이웃 주민과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 역시 공
존하고 있다.2) 
기철(52세, 남)(최현승): 쪽방촌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반복되는 이주 실패 경험을 통
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체념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
다.3)

(본문)
S#1. 워밍업 단계 
누구 하나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다. 
연출자: 안녕하세요. 다들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얘기나 조금 나누
어 볼까요? 다들 지금 기분은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물론 지금도 설렌 마음을 가
진 상태고요. 
영자: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4)하고 뭘 하겠다
는 건지….
해숙: (살짝 불쾌한 표정으로 옆을 본다. 고개를 돌리고 웃으면서) 저는 얼른 가서 우리 도윤이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아 도윤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귀여운
지….
기철: (무기력하게) 저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연출자: 모두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마워요. 오늘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서로의 감정에 해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공감만 해주기로 해요. 어떤가요? 
해숙: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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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기철: (고개를 끄덕인다.)
연출자;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리극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색의 천을 가리키며) 
저기 천5)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색을 하나 골라볼까요? (천을 고르는 것을 지켜본 후) 자 이 천은 
사이코드라마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천을 두르게 되면 모두가 초면의 관계로 
되돌아간답니다.6)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계처럼요. 모두 천을 두르고 서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모두 주춤거리다가 천을 두르고 서로 자기소개를 한다. 해숙과 영자는 악수하기도 한다. 
연출자: 자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기 의
자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해숙이 앞으로 나와 의자에 앉는다. 

S#2. 행위화 단계
(해숙: 거주 차원이 이중심리 – 이중자아 기법)7)

연출자: 자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해숙: 네. 도윤이요.
연출자: 아 아까 말해줬던 아들이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들. 아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해숙: 음…. 미안해요. 
연출자: 미안해요? 혹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해숙: 아무래도 못난 엄마 때문에 깨끗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곳에서 살게 했잖아요…. 정말 마
음 같아서는 얼른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연출자; 아하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해숙: 아뇨. 그건 또 아니에요. 아 물론 벗어나고 싶긴 한데….
연출자: 편하게 말해줘요.
해숙: 사실 제 현실을 생각하면 이동하기 어렵죠…. 가정 형편도 녹록지 않고, 지금 일자리도 쪽
방촌에서 얻은 일자리거든요…. 하…. 근데 또 이동하지 않자니 그것도 어렵고….
연출자: 괜찮아요. 충분히 고민될 수 있어요. 일단 영자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영자가 앞으로 나온다. 
연출자: 자 지금부터 해숙님이 아까 말해주었던 심리상태를 우리가 신해서 말해줄 거에요. 영자
님은 왼쪽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심리를 아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말
해주세요. 저는 오른쪽에서 감내하고자 하는 심리를 말해볼게요. 자 해숙님 지금 상황에서 해숙님
은 부동산 중개인이 되신 겁니다.8) 부동산 중개인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해숙: 그래서 이 집 사시겠어요? 
연출자(감내하고자 하는 해숙의 심리): 아니요. 그냥 안 살게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부담되네요.
영자(아들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해숙의 심리):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도윤이 생각
을 해야지. 지금 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분명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연출자(감내하고자 하는 해숙의 심리): 그럼 일자리는 어떡할 건데? 일자리를 잃으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어디서 구하고!
영자(아들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해숙의 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건 너의 몫이지. 지금까지 
그냥 시도조차 안 해봤던 거 아니야? 아들이 너에게는 최우선이어야지.
해숙: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연출자: (해숙이 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말을 꺼낸다) 그동안의 고민이 조금 정리가 되었나요.
해숙: 네….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먼저인데. 
연출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해숙님은 왜 꺼리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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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그냥 스스로 편하려고 상황을 합리화9)하고 있었던 거에요. 바보였던 거죠. 
연출자: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요. 해숙님과 아들 두 분 모두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
요해요. 해숙님도 엄마의 역할을 처음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두 자아를 어떻게 하고 싶나요?
해숙: 아들을 생각하는 저만 남기고 다른 저는 보내버릴래요….
연출자: 좋아요. 그러면 저를 힘껏 어주세요. 
해숙은 연출자를 힘을 주어 민다. 연출자는 려난다. 10)

S#3. 행위화 단계
(영자: 이웃 주민에 한 부정적 심리 및 스트레스 – 역할 바꾸기 기법)11)

연출자: 자 그럼 다음으로 의자에 앉아주실 분 나와 주시겠어요?
영자는 기철을 한번 쳐다보고는 앞으로 나와 의자에 앉는다. 
연출자: 아까보다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영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유난이죠. 이곳 사람들12) 
연출자: 이곳 사람들이요? 
영자: 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요.13) 
연출자: 아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자님도 쪽방촌에 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영자: 저랑 이웃 사람들이랑 같나요? 짜증 나요 그냥. 
연출자: 음…. 그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짜증이 나는 건가요?
영자: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것도 한심하고, 또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처음 쪽방촌 입주할 때부터 별로 맘에 안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정적인 생각만 
강해지더라고요.14) 
연출자: 음 그러면 영자님은 쪽방촌 사람들 사이에 소속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영자: 뭐 그렇죠. 
연출자: 그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건 어떤가요? 사실 소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영자: 근데 또 뭐 이웃 주민이기도 하니까…. 사실 자꾸 저만 배제되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해요. 
결국, 다 처지도 비슷하면서 상부상조하면 좋잖아요?
연출자: 음…. 기철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기철이 느리게 일어서서 나온다. 
연출자: 여기 맞은편 의자에 앉아주세요. 방금 영자님께서 하시는 얘기 다 들으셨죠? 지금부터 기
철님은 영자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자님 영자님은 기철님이 되실 거에요. 두 분 천을 바꿔 둘러주
세요. 15)

영자와 기철이 천을 바꿔 두른다. 
연출자: (기철을 보며) 영자님, 기철님에 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철: 멍청하고 한심해요. 맨날 술만 마시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출자: 또 어떤 감정이 들죠?
기철: 맨날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연출자: (영자를 보며) 기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님을 따돌리고 있나요?
영자: (주춤거리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제가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감정이 
있는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연출자: 자 영자님, 기철님 다시 천을 바꿔주시겠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자를 
보며) 영자님, 기철님이 되어 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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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저를 보며 한심하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따돌리고 있다고 하니 어이
가 없기도 했고요. 
연출자: 내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면 타인 역시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기 마련이에요. 16)그렇
다면 영자님 영자님의 이웃 주민들의 장점을 찾아볼까요? 앞에 보이는 의자들을 이웃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의자 하나하나 지나치면서 칭찬을 하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천천히 그들을 마주하고 
한 명 한 명.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17)

영자: …….
연출자: 내가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한번 해보지 않으실
래요??
영자: 해볼게요….
영자는 천천히 의자 하나하나를 마주 보며 장점을 얘기하고 손뼉 친 후 다음 의자로 넘어간다. 
처음에는 장점을 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차 장점을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다양
한 장점을 얘기한다. 
연출자: 자 마지막으로 아까 역할을 바꿔보았던 기철님을 보고 칭찬과 박수를 해볼까요?
영자: (기철을 보며) 늘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보가 생기
면 가장 먼저 나누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웃으며 손뼉을 친다.) 
기철: (얼떨떨한 표정)

S#4. 행위화 단계
(기철: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체념,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 미래투사 기법)18)

연출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철님 의자에 앉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철은 얼떨떨한 표정을 거두고 의자로 가서 앉는다. 
연출자: 아까는 집에 가고 싶으셨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철: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연출자: 아까 영자님께서 칭찬해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철: 과찬이죠.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남을 챙기고 하지는 않거든요. 저조차도 늘 실패하거든
요. 뭐든.
연출자: 음…. 가장 최근의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기철: 뭐 이젠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반복되다 보니. 
연출자: 음….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철: 하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실패하게 될걸.19)

연출자: 그럼 하고 싶었던 것은 있었나요?
기철: 강남 쪽에 제 딸이 있어요. 어릴 때 아내랑 이혼해서 헤어졌긴 하지만 꿈이라면 딸아이 근
처에 집을 얻어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출자: 그럼 해숙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해숙이 앞으로 나온다. 
연출자: (천 두 개를 펼치고)20) 지금부터 해숙님은 기철님의 따님이 되실 거에요. 따님 역할 잘 
부탁드려요. 이 두 천은 두 분의 집입니다. 미래에 기철님과 따님이 함께 살게 된 그 순간으로 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미래 상황은 해숙님이 기철님께 전화를 거는 순간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전화를 거는 것처럼 하면서) 아빠! 오늘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었지?
기철: (조금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응. 오늘 맛있는 거 사서 간다고 했잖아. 뭐 먹고 싶은 거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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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나 치킨! 우리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치킨집 있잖아. 그 집 치킨이 먹고 싶어! 
기철: (크게 웃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그 집 치킨 참 좋아한다니까. 알았어. 아빠가 그 집 
치킨 사서 들고 갈게. 
해숙: 응. 아빠 빨리 와! 늦게 오면 영화 먼저 보고 있는다!
기철: 알았어. 빨리 간다니까. (전화를 끊는 모습을 취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한다.)
한참을 운 뒤 기철이 일어난다. 
연출자: 미래는 어떻던가요? 
기철: 행복했어요. 그 순간에 계속 머무르고 싶을 정도로. 
연출자: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없으신가요?
기철: 아니요. 있어요. 돈을 벌어야겠어요. 딸아이와의 일상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꼭 곁으로 갈 
거예요. 당당한 아빠의 모습으로. 가서 같이 치킨도 먹고, 영화도 볼 거예요. 
연출자: (웃으며) 좋아요. 목표가 확실해진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주위를 둘러보며) 
자 그럼 모두 자리에 앉아볼까요?
영자, 해숙, 기철 모두 자리에 앉는다. 

S#5: 나누기 단계
연출자: 다들 사이코드라마를 해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나눠볼까요? 가장 먼저 하셨던 해숙님. 
어떤 기분이신가요?
해숙: 신기했어요. 제3자가 되어 내 감정들의 화를 듣고 있으니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명확히 보였어요. 보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갈등의 답을.
연출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영자: 저는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타인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또, 의자를 바라보면서 직접 이웃 주민
분들을 칭찬하고 나니 마음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내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철: 저는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랜 목표를 잊고 있었어요. 너
무 오래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체념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출자: 자 모두 각자 두른 천을 풀고 바닥에 내려놓아 주세요. 오늘 맡은 역할은 이 천과 함께 
털어내는 겁니다.21) 그럼 오늘의 사이코드라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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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방거주의 지속에 내재된 주민들의 이중심리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명시한 거주 차원의 이중심리를 다룬다. 
2) 쪽방거주의 지속에 내재된 주민들의 이중심리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명시한 사회관계적 차원의 이중심리

를 다룬다. 
3) 쪽방거주의 지속에 내재된 주민들의 이중심리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명시한 주거이동 차원의 이중심리를 

다룬다. 
4) 타자화: 특정 상을 말 그 로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듦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결정 등의 총집합이다. 영자는 자신과 쪽방촌 내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로 규정하는 경향의 언어
를 사용하고 있다. 

5) 천은 사이코드라마의 소도구로서 사이코드라마 내에서 참여자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소도구 사용) 
6) 심리극의 상황을 초면의 상황으로 가정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이중자아 기법: 보조자아가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주인공이 그의 갈등을 솔직하고 

뚜렷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8) 해숙을 제3자인 부동산 중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

록 한다. 이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중잣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를 행위자 – 관찰자 편향 이론과 허구적 독특성의 효과 등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 – 관찰자 편향
은 같은 행동도 자신이 행위자일 때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할 때 차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허
구적 독특성의 효과는 자신에게는 관 하고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행태
를 의미한다. 

9) 합리화: 프로이트가 제시한 방어기제 이론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믿음, 행동을 포함한 것들
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10) 보조자아를 어내는 행위를 통해 주인공의 내면에서도 심리적인 해소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행동 
연습을 통한 치료 효과의 극 화)

11) 역할 바꾸기 기법: 타인과 접하는 상황에서 주인공과 보조 자아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주인공은 타인의 입장을 원활히 이해하고 자신을 반성할 기회를 얻는다. 

12) 타자화의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13) 타자화의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14) 스티그마 효과: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그 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이고, 또한, 상에 

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영자에게 이웃 주민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혀 현재까
지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스티그마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15) 천을 서로 바꾸는 행위를 통해 각자가 맡게 된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행동 연습을 통한 
치료 효과의 극 화/소도구 사용)

16) 상호성의 법칙: A가 B에게 호의를 베풀면, B 역시도 A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법칙으로 1971년 심리
학자 데니스 리건이 실시한 상호성의 법칙에 한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17) 타인을 칭찬하는 것을 내면의 작용이 아닌 직접적인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이웃 주민에 한 긍정적인 
심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행동 연습을 통한 치료 효과의 극 화)

18) 미래투사 기법: 주인공의 미래 상황을 상상의 세계 속에서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기법으로 주인공의 목
표를 명료화하고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19) 학습된 무력감: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현상이다. 기철은 반복된 실패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을 겪고 있다. 

20) 천은 앞서 정체성을 상징하던 천과는 달리 집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소도구의 역할을 한다. (소도구 사용)
21) 천을 내려놓는 것을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사이코드라마 내에서의 역할을 털어내는 과정을 원활하게 한

다. (행동 연습을 통한 치료 효과의 극 화/소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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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폭력의 묵인과 2차적 피해에 대하여
: 스톡홀름 증후군을 중심으로

20112 조다빈, 20318 방예성, 20608 박혜상, 20609 안가은

[요약]
최근 가정 폭력이 사회적 접근을 필요로 함을 시사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인지 능력이 덜 발달한 아동은 성인에 비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에 
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하며 사건이 묵인되거나 2
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불안감, 공포심, 무기력함을 드러내며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
지는 현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게 해서 수사가 어렵게 한다. 스
톡홀름 증후군이 드러나는 표적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칠곡 계모 사건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스톡홀름 증후군 해결을 위해 사회적, 심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명시된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시설과 상담소 구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스톡홀름 증후군 피해자와 가정폭
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그 공통분모를 찾아 스톡홀름 증
후군 자가진단 사이트를 고안하였다. 또한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
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크게 불안정성, 은폐성, 내송성으로 명명하여 분류하고, 이를 치
료하기 위한 심리적 해결방안으로 이중 자아 기법을 활용한 사이코드라마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스톡홀름 증후군, 가정 내 아동폭력, 처벌불원, 2차적 피해 예방, 사이코드라마

Ⅰ. 사회 문제 설정 배경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화재 참사로 인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 , 방임 

등에 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끼니를 제 로 해결하지 못해 가정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해 중태
에 빠졌다. 조사 결과 아이들의 엄마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고 2년 넘게 아이들을 
방치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폭력 문제가 더 이
상 사적인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그 중 
아동학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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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의 방향
아동은 상황 인지 능력의 발달이 성인에 비해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한 객관적인 판단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을 상으로 한 가정 폭력은 다른 종
류의 가정폭력에 비해 해결이 어렵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동조
하거나 감화되면서 사건 자체가 왜곡되거나 묵인되기도 하여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과 보호받을 
권리도 인지하지 못하고 후속조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  사망 사건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고, 가정 내 
아동학 의 후속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각각 해결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Ⅲ. 문제 분석
1. 처벌불원

1-1. 정의
처벌 불원(處罰不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드
러낼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문서가 처벌불원서이다. 처벌불원서에는 진행 중인 사건번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1-2.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불기소 처분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검찰청에서 가정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인자를 분석한 결과 기소･불기소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74.3%로 부분
이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
았다. 실제로, 기소가 유예된 사건의 사유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한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전체 530건 중 430건(81.1%)에 달한다는 것에서 기소 유예의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
원 의사 표명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 해결과 2차적 피해 예방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 표명이 중요
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중독범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가해자에 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피해자들

의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기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다른 폭력 사건의 경우와 달

리 자신의 피해 사실에 한 인식과 응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가지는 의사를 제
로 외부에 표현하기 어렵고,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2) 항상 불안과 공포에 질려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과 함께 사소한 소음, 환경의 변화에 크게 놀라고 항상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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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상태를 보인다.

3) 무기력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드러낸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사회활동, 교육활동, 기타 활동 전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회피하거나 숨기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무기력한 태도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데 있어 심리적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4) 폭력의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폭력 발생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는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폭력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에 한 처벌을 원치 않게 하여 스톡홀름 증
후군 발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5) 자존감이 낮아 폭력사실을 숨기고 가해자를 사랑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존감이 낮아 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시선을 우려하여 폭

력을 당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혹은 상황이 확 되
어 가해자를 사랑하게 되기도 한다.

6) 자기방어 수단으로 핑계를 댄다.
가해자가 가족이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한 폭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거짓말 혹은 핑
계를 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상 속에서 핑계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피해 사실에 한 사실 규명과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2
차적 피해의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7)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말하기 싫기 때문에 무언가 숨기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은폐성을 보이

는 것이다. 피해자는 일종의 강요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살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타인에
게 이야기하는 것을 숨기고 제한적으로 알리는 태도를 보인다.

8)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가 들거나 원망하고, 시비를 걸기도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한다.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를 거절당했을 때 

이로 인한 실망과 상처, 가해자의 보복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주변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자신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한 반항적 행위를 보일 
수 있다. 

2. 스톡홀름 증후군

2-1. 스톡홀름 증후군의 정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으로 특히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피해자의 자아는 
이를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본인
을 동일시하면서,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다. 즉, 공포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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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본인을 동일시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정신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 가정이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
나는데, 가해자의 행동에 한 합리화의 정도가 가해자에 한 증오를 넘어설 경우, 이는 피해자
의 자아에 한 큰 손실, 가해자에 한 맹목적인 옹호로도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로 인식된다. 
스톡홀름 증후군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공권력이나 
가족, 친구에 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
도 인식하지 못하며, 주변의 도움도 받기 어렵게 된다. 

2-2. 스톡홀름 증후군의 유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는 사건은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스톡
홀름 노르말름스토리의 크레디트반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인질범들은 은
행 직원 4명을 인질로 삼고 경찰들과 치하는 과정에서 인질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인질범
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질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후 인질들은 인질
범들에 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했다. 이를 본 스웨덴의 범죄학자이
자 심리학자 베예로트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이름을 붙였다. 

3. 가정폭력의 심리학적 분석 : 스톡홀름 증후군을 중심으로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감화되는 여러 원인 
중 주요 심리적 원인으로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정 내 아동폭
력의 표적 사례인 ‘칠곡 계모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느꼈던 심리적 현상을 스
톡홀름 증후군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3-1. 칠곡 계모 사건
  2013년 8월 14일, 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다. 임씨는 두 아이의 친부와 함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다. 숨진 A양 장례식 지원비를 문의하러 군청에 간 임씨를 수상하게 여
긴 칠곡군청 직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계모 임모씨를 체포하였고, 친부도 구속되었다. 그러나 
계모와 친아버지는 A양의 언니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고, 이로 
인해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상담 과정에서 계모와 친부의 범죄행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3-2.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본 칠곡 계모 사건 
  이런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실제로 가해자 계
모는 아이들을 학 한 후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끔찍한 학  후에 
자신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모를 동정하고 계모에게 감화되어 오히려 그녀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4년 5월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일자 
방송에 따르면 아동 피해자들은 학  이후에도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지했으며, 심지어는 동생이 
죽고나서도 계모의 손을 잡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중 언니는 자신이 동생 소원을 죽인 범인이라
고까지 주장하며 자신을 폭행한 계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폭행한 계모를 두둔하는 법적 의사를 표명한 피해자 언니의 행위는 스톡홀름 증
후군에 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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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결방안
1. 사회적 해결방안

1-1. 법률 및 정책적 해결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는 가정폭력범죄를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검사 또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
정이다. 즉, 검사나 형사법원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
사를 묻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한 마땅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이나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존중하게 되면, 처벌불원으로 인해 가해자에 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표면적인 
의사보다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심각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
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처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위
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하다. 현재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로 지정된 상담소, 보호
시설, 의료기관 등이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
해 피해자에게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법적 기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1-2. 자가진단 사이트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원인이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은 앞서 말했

듯이 자신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끔 스톡홀름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들을 객관화된 언어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점수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자가진단 사이트를 만든다면 접근성이 낮은 전문기관의 검사보다 간편하고 누구나 쉽
게 이용할 수 있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줄 것이다.

아래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가진단 질문이다. 자가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1. 내가 피해를 당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고 내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기 어렵다. 
2. 지속적인 불안과 사소한 소음, 환경의 변화에 자주 놀란다. 
3.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기 어렵다. 
4.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5.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밉지 않다. 
6. 폭력, 감금, 방임 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피하면서 거짓말이나 핑계를 

는 일이 많다. 
7. 일어난 일에 해 내가 입은 피해 사실에 해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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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마지막에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참고사항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성들을 나열하여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피해)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제시해서 접근성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개인적 해결방안

2-1.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심리 상담 참여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심리 

상담 방법 중 사이코 드라마는 여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쓰이지만, 자신이 어떤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르는 상태인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상담을 진행하면 자신
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코드라마는 1936년 모레노(J. L. Moreno)가 제안한 기법으로서 인간의 심리를 탐색하기 
위한 인 집단 접근법이다. 이 기법은 자신의 갈등상황을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
기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리적 차원을 탐구한다. 자신의 현실, 좌절당한 상
황, 소망 등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연기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된 자신의 감정, 무
의식적 충동 등을 깨닫게 되고, 현재 문제와 관련된 환상이나 기억을 찾아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간다. 무

 위에서 행위화(acting-out)를 통하여 즉흥성이 나타나고, 자발성에 의하여 더욱 촉진된다. 단
지 말이 아닌 행동 즉, 역할 연기(role playing)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 상태-생각과 감정-를 표출
하기 때문에 사이코드라마는 즉흥성을 통하여 참여자들-주인공과 관객 모두-에게 자신의 내적 세
계에 좀 더 저항없이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는 자발성과 즉흥성을 기반으로 
하여, 역할 연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행위화를 이끌어 낸다. 그 행위화는 단순한 충동의 표출이 아
닌, 숨겨진 내면의 진실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드라마는 그 과정 
자체로 '치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전개되고 감정의 방출이 일어나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완결이 이루어지는 등 마치 한 편
의 전통 연극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실존적 사이코드라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무수히 많고 
상황에 맞게 변형도 가능하다. 무 의 분위기에 따라 혹은 주인공의 몰입 정도에 따라 기법이 길어
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으며, 기법의 강도 조절로 극을 구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다. 적절한 기법은 주인공(또는 등장인물들)의 깊은 속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따
라서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최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자신의 탓을 하는 부정 자아, 그와 반 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긍정 자아가 등장하는 ‘이중자아(multiple double)’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코드라마의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 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피해자들의 심
리적 요인들을 공략하여 2차적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크게 불안정성, 은폐(隱蔽)성, 내송(內
訟)성으로 명명하여 분류할 것이다. 불안정성이란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안과 공포에 질려 있으며 무기력하고 자신 없는 상태
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은폐(隱蔽)성이란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는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아 폭력 사실이 밝혀졌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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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우려하여 폭력 사실을 숨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은 피해 사실을 밝
혀내는 것을 방해하여 2차적 피해의 발생률을 높인다. 내송(內訟)이란 자신의 잘못에 해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말한다. 내송(內訟)성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성을 보이는 
피해자들이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가해자에 한 처벌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 이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가장 주된 특성으로, 피해자들은 이렇게 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사이코드라마의 자발성과 즉흥성을 통해 객
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이코드라마 치료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심리 상태, 즉 피해자에 한 원망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연기로 표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은폐(隱蔽)성을 공략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외부로 표출하게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
게 되고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자가진단 홈페이지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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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의의
지금까지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한 가정 내 아동폭력의 묵인과 2차적 피해에 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분
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중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과 피해자의 인권 보
호를 위한 의료시설 및 상담소 구축을 제시하였다. 둘째, 스톡홀름 증후군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
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후 자가진단 사이트를 만들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스
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기관과 상담소를 안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리적 해결방안으로는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심리 치료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특수한 심리 현상을 분석하면서 심층 면담 등 경험적 방법보다는 
문헌 검토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론적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 중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진 아동이 피해를 입은 후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2차적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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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찾아서 : 이중 자아 기법을 활용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극복 과정

20112 조다빈, 20318 방예성, 20608 박혜상, 20609 안가은

<주제> : 가정 내 아동폭력의 2차적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 내담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 사실에 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며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탓
으로 돌리고 오히려 가해자인 부모를 옹호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증상을 보인다. 

<등장인물 소개>
지민 (내담자) : 가정폭력 피해 아동으로, 진행자에 해 초반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며 가정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중자아 기법을 활용한 사이코드라마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고 객관적인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이후 가정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가 아
닌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사이코드라마 진행자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을 한다. 
나쁜 지민 (자아) : 지민이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아로, 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가해자를 두둔하며 폭력의 원인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린다.
착한 지민 (자아) : 지민이가 피해 사실을 제 로 인식하도록 돕는 자아로,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
해자인 부모에게 있음을 알려주며 지민이가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조별 사회문제 선정 배경 및 사이코드라마와 연결한 취지>
 최근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이 발생하며 가정폭력 및 방임에 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아동은 특히 상황 인지 능력의 발달이 성인에 비해 덜 진행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한 객관적인 판단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을 상으로 한 가
정 폭력은 다른 종류의 가정폭력에 비해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
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동조하거나 감화되면서 사건 자체가 왜곡되거나 묵인되기도 한다. 이에 따
라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과 보호받을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여 2차
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가정 폭
력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상태
를 심리 현상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  사망 사건 사례
를 스톡홀름 증후군에 입하여 살펴보았다. 이 증후군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자신의 상태를 객
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기에, 이중자아 기법을 활용한 심리상담을 통해 내면의 자아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폭력 사실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사이코드라마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하여 사이코드라마와 연결지어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나리오 본문>
[발단] 

진행자: 요즘 어떻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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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그냥...뭐...늘 똑같죠 뭐…1)

진행자 : 지난번 상담 때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좀 어때요?

피해자 : 그냥 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뭐...제가 문제니까 저만 바뀌면 돼요.2) 

진행자 : 아..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심리극을 통해 자아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한 번 만나볼 
거예요. 괜찮죠? 

피해자 : (별로 내키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네..뭐..3)

진행자 : 잠깐 눈을 감고 있으면 지민양의 자아들이 등장할 거예요.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피해자 : (눈을 감는다)

나쁜 지민, 착한 지민 등장해서 피해자 양 옆에 앉는다
이후 피해자가 눈을 뜬다
[전개]

나쁜 지민 : 야. 너도 니가 문젠 거 다 알고 있지? 아빠가 다 사랑해서 그런 건데 니가 괜히 민감
하게 구는 거잖아 안 그래?

피해자 : 그치..

나쁜 지민 : 그래~ 야 뭐 이런 일로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냐.4) 아빠한테 안 미안해? 넌 애가 왜 
이렇게 유별나냐?

피해자 : 그치만...요즘 사실 잠도 잘 못 자고…학교 상담 선생님께서는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하셨…

나쁜 지민 : (말을 끊고) 아빠 잘못이라고? 야 니가 평소에 행동을 그따위로 하니까 아빠가 너를 
똑바로 키우시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항상 남 탓만 하니까 맨날 맞고 사는 거지 에휴

착한 지민 : (부정적 자아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아니...ㅋㅋ가정폭력의 책임은 가해자한테 있는 
건데, 그걸 왜 지민이 탓을 해?! (피해자에게)지민아, 넌 지금 누가봐도 피해자인 게 맞아. 자책하
지 않아도 돼.

피해자: 아니 사실 근데…(부정적 지민을 가리키며) 얘 말이 맞기는 해.. 그래도 나만 잘했으면 이
런 일 없었을 거야. 괜히 내가 엄마 얘기를 꺼내서...아빠 안 그래도 힘든데...5)

착한 지민 : 너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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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응

착한 지민 : 아이가 엄마 보고싶다고 말 좀 할 수 있지 당연히. 그걸로 아이를 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나쁜 지민 : 야 14살이면 사리분별도 할 줄 알아야지. 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주제 파악이 
안 되냐?

착한 지민 : (부정 지민을 보면서)아니ㅋ 아까부터 말이 너무 심하네..! 가정폭력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가정폭력이야. 
근데 지금 지민이는 폭력까지 당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쁜 지민 : 야ㅋ 얘가 맞을 짓을 했잖아. 아빠가 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의 매라고 몰라? 
부모가 애를 키우다 보면 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착한 지민 : 너는 지금 훈육이랑 폭력도 구분 못 하냐? 그건 다 옛날 말이잖아. 훈육을 가장한 폭
력 때문에 가정폭력이 묵인되는 거라고. 

나쁜 지민 : 아 또 그 소리 지겹다 지겨워. 다 애 잘 되라고 하는거잖아. 야 송지민 내 말이 틀
려? 그리고 아빠가 때리고 나서 항상 사과하잖아. 야 뭐 더 필요해? 어?

피해자 : 아니...그렇긴 한데….난 아빠가 사과할 때마다 이젠 안그러시겠지 라는 생각이 전혀 들
지 않아. 아빠는 항상 사과하고 또 때리시거든. 항상 그런 식이셨거든. 사과하고, 때리고, 사과하
고, 또 때리고. 난 결국 사과받은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맞을 준비를 해야돼.

착한 지민 : 그래. 니가 아빠랑 있는 게 힘들면,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
줬으면 좋겠어. 

피해자: 그렇지만 아빠는 우리 가족이잖아...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재워
주시고...1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아빠한테 하지말라는 말을 해...

나쁜 지민 : 그래 임마 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창피한거야 아냐? 죄송하지
도 않냐?

피해자: 창피하다고..? 그건 좀,, 아니야,, 나는 매일같이 맞지만,,, 그래도 아빠 딸이니까,,, 꾹 참
은건데,, 내가 왜 창피해야 하는거야,,,,?

나쁜 지민: 니가 잘못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  이거봐~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
다니까? 에휴

착한 지민 : (나쁜 지민에게) 야 지민이한테 그러지 마. 지금 지민이 상태를 보니까 지민이는 6)스
톡홀름 증후군인 것 같아. (지민이한테)지민아, 그걸 지민이 니가 직접 알아야해. 너는 지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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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폭력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거야. 

피해자 : 뭐….? …...그 증후군이 뭔데……? 

착한 지민 :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동조되는 심리야.  니가 지금 가해사실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빠를 계속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너는 아빠라는 이유로 폭력을 사

랑으로 이해하려고 한 거야. 아이는 부모님한테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데, 넌 지금 그렇지 않잖아.

피해자 : 나 정말 사실 로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건가..? 그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해..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거면 어떡하지?

착한 지민 : 니가 버림받는 게 아니야. 니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젠 
넌 혼자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말해도 돼.

피해자 : 그...런가….?

나쁜 지민 : 그..런가..? (비꼬듯이 피해자의 말투를 따라하며) 같은 소리 하네. 너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아빤데? 넌 그냥 그 로 불효녀 길을 걷게 되는거야 ~ (비꼬는 말투로)

피해자 : 야…...아니….아니야 난 아빠한테.. 아빠한테 받은 사랑같은거 없어. 나는 계속 아프게 
살아왔어. 이젠 벗어날 때도 됐잖아….. 지긋지긋해!!!!!!!!!!!!!!!!!!!

나쁜 지민 : 그렇게 지긋지긋하면 나한테 어디 한 번 꺼지라고 말해보던지. 넌 절  그렇게 못해. 

피해자 : 뭐…?

나쁜 지민: 꺼지라고 말해보라고!!! 넌 절  그렇게 못 한다니까? 

피해자 : …….ㅅ..라져….

나쁜 지민 : 뭐? 사라져? 그것밖에 못하면서 무슨ㅋㅋ

피해자 : 꺼지라고. (조금 더 크게)

나쁜 지민 : 야 들리지도 않아 

피해자 : (소리치며) 꺼지라고!!!!!

진행자 : 자 잠시 자아들 퇴장하시겠습니다.

진행자 : 좀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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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이걸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랐었고, 그냥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자아들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까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네
요. 그리고 제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있다는 거랑,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더이상 부당한 폭력에 해 참지 않을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진행자 :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 사이코드라마
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가해 사실을 본인의 탓을 돌리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이다.
3)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하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이다.
4)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사를 외부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이다.
5) 가해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이다.
6)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으로 

특히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피해자의 자아는 이를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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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 매체 속 쇼비니즘 분석 
- ‘국뽕’ 콘텐츠를 중심으로

20103 김혜윤, 20415 조유정, 20621 이태양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뽕’을, 자국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찬양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정의 
내렸으며, 이러한 ‘국뽕’ 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한 현황, 원인, 해결방안을 제언한
다. 중적인 ‘국뽕’ tv 프로그램 및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tv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첫째, 외국인, 그 중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유색인종에 비해 서양인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시킨다는 것, 둘째, 작위적이고 의도된 연출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치켜세운다는 것이
었다.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한국의 장점을 외국을 비교하고 강조하는 영상 또는 외국 국
민들을 폄하하는 영상, 외국인의 입으로 한국의 문화,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칭찬하
는 것이 주 포인트인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위 현상에는 ‘자기고양편
향’, ‘집단 정체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과 함께,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각심 및 문화절 주의적인 태도 가지기, 둘째, 불건강한 심리의 공급자의 
경우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치료받기,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부와 교육계, 언론의 객관성 확
보를 제언하였다. 

키워드: 국뽕, 쇼비니즘, 미디어, 다문화수용성, 배타적 민족주의, 선진국 콤플렉스, 자기고양편향

Ⅰ. 문제제기
  21세기에 들며 서구문화의 무조건적 선호와 모방을 추구하던 한국사회의 문화의 흐름은 모방보
다는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여기에 맞물려 고유한 우리 문화 중 일
부 분야는 국제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
를 차지하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쓰는 등의 
국제적인 시상, 그리고 외국 여론의 긍정적인 피드백 등은 언론, 방송,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매
체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국민에게 전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는 ‘한국 문
화는 국뽕에 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타국이 우리나라의 특정 문화 요소나 생활 풍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하며 흥미를 자극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유머로 소비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성격의 콘텐츠는 근 1년~2년 사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때 일부 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문화 또는 사회 시스템의 장점만을 
과정하여 전달하고 시청자로부터 왜곡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뽕’ 콘텐츠로 인해 야기되는 한국의 쇼비니즘 사상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복지, 문화 등 부분의 분야에서 월등하다고 생각되었던 선진국에 한 실망감이
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서구의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다는 우월감이다. 특히 코
로나 19이전에는 선진국에 한 열등감 섞인 비난과 한국에 한 자긍심도 각각 다른 심리 현상
으로 분리 가능하였으나 한국의 방역시스템의 긍정적인 외신반응 이후로 위 두 심리현상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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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 4월 둘째 주에 실시한 ‘코로나19와 
국가 자부심’ 기획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에 한 국가 이미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8%나 됐다. 반면 한민국에 한 자부심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같은 질문을 던져본 결과다. ‘ 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
럽다’는 사람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80%로 크게 늘었다. ‘다시 태어나도 한민국 국민이고 싶
다’는 사람도 58%에서 71%로, ‘ 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58%에서 
76%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두 심리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중 2015년과 2018
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2015년에 비해 소위 국뽕 콘텐츠의 수요와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난 2018년에 오히려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수가 낮
아진 이유는 의식과 실제의 괴리 때문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시민으로서 ‘다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문제가 되면 소극적인 태도로 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과의 교류 의지도 적어지고, 이주민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
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앞선 사례로 일본의 경우, 자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문화 제국주의 사상
을 채택하였다. 일본 막부통치 시 의 봉건제후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일본의 쇼비니즘은 천황 숭
배의 신도 사상과 병행하여 전쟁 예찬 사상으로 성숙되어 종교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쇼비니즘 사상에 의거한 매체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현황이다. 2017
년 2월 19일 방송된 '우리들의 시 '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패널로 등장한 아쯔기리 제이슨은 
일본에서 활동함의 단점으로 " 단하지도 않은 일본 문화에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될 장면들만 있
다.“는 것을 꼽았다. 실제로 그는 이전 프로그램에서 일본 문화가 단한 이유로 ”사계절이 있기 때
문“이라는 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 가장 최근 2020년 3월에는 일본 국영방송 NHK에서 ‘목
례’가 코로나를 막는 일본만의 고유한 전통 인사법으로, 이것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매체들은 전부 해외 많은 커뮤니티 및 언론들에서 놀림
거리로 소비되었다. 즉 앞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쇼비니즘 사상에 입각한 매체는 자국
에 한 국제사회 및 외국 국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국뽕’ 콘텐츠 유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문
화권 및 다른 국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우월감 
혹은 열등감, 타국에 배타적인 태도, 반다문화 사상 등을 모두 내포한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보단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하고 수용
하게 만드는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쇼비니즘 사상, 즉 자문화중심주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반감을 사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되려 실
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선 현황 및 문제점들을 근거로, 사회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국뽕컨텐츠의 무
비판적인 수용이 곧 사회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국뽕 컨텐츠를 보다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Ⅱ. 이론적 배경
  단어 정의 및 조작적 정의

1-1 국뽕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필로폰)의 합성어이다. 사전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한한국을 찬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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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 2012년 10월 미국 국무부 브리
핑에서 한국의 한 통신사 기자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아느냐?”고 묻는 장면이 인터넷에 퍼지면
서 국뽕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TV,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서구사회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 한국의  좋은 점을 부각 및 왜곡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국뽕 컨텐츠
라고 정의 내린다. 

 1-2 쇼비니즘
  쇼비니즘은 배타적 애국주의를 뜻하며 국수주의라고도 한다. 사전적 정의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배외주의에 빠져 편협하고 광신적인 애국주의나 
국수적인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쇼비니즘은 프랑스 제1제정 시절 나폴레옹을 신으로 추앙하던 니
콜라 쇼뱅이라는 하급군인이 나폴레옹을 신격화하고 국가에 한 지나친 충성심을 보이는 모습이 
연극 연출가 코냐르 형제에게 알려지고 <삼색모표>의 한 역할로 등장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쇼비니즘을 자국에 비해 선진국이라고 인식되는 나라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고
유한 특성 및 문화, 제도등을 인정 받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하는 문화절 주의적 심리 및 의
식으로 정의한다.

Ⅲ. 문제 분석 

1) 현황 및 사회적 분석
 
  국뽕 콘텐츠의 현황 분석 첫 번째,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의 국뽕이다. 위 현황을 분
석하기 위해 표적인 프로그램의 표본으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국경없는 포자’, 
‘현지에서 먹힐까’ 총 3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받고 
있는 의혹 및 한계점들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통점과 한계점
을 짚어낼 것이다. 

(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MBC every1에서 방영 중인 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
동 중인 외국인들이 자신의 모국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 해, 평범한 외국인 여행자들로
서는 쉽게 즐기기 힘든 특별한 여행을 시켜주는 내용을 담은 '신개념 국내 여행' 리얼리
티 프로그램이다. 현 방송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관찰 카메라와 여행 포맷에 덧붙여, 한
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을 등장시킨다.
  한계점은 첫 번째, 출연자들의 절 다수가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유럽어권 국
가들(흔히 서양권으로 불리는 나라들)로만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중화권(중국, 홍콩, 
만)과 일본에서도 충분히 취지에 맞는 출연자를 찾을 수 있고, 이들 또한 흥미로운 반응
을 보일 수 있을 텐데도 아직까지 출연은 없다. 시즌2에서는 네팔, 터키, 모로코, 태국, 
남아공,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등 서양인이 아닌 국적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지금까
지 총 20여개(2020년 1월 기준) 국가가 나온 것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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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한국에 있는 친구가 불러주는 데다가 무료로 여행프로그램 및 출연료까지 제
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부분임에도 그 
부분을 좋게 포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난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국뽕 컨텐츠만 
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일부 시청자들의 비
뚤어진 애국심에 따라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연진들을 공짜로 여행시켜주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는데 한국에 

해서 불평이나 나쁜 소리는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시청자가 다수를 차지하
고 있으며, 여행중에 생길수 있는 불편이나 한국과 기호가 맞지 않는 부분에 해서 출
연진들이 불평을 하거나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에 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 일반인인 출연진들의 SNS를 찾아가서 악플 세례를 
쏟는 모습도 보인다. 예로 프랑스 편에서 게스트들이 떡볶이나 해산물같은 음식을 잘 먹
지 못하거나 프랑스인들의 식습관에 따라 두 차례 정도 빵집에 찾아가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이에 해 "한국 음식만 먹어야지 먹지도 않을거면서 왜 왔냐"는 식
으로 출연진들의 인스타그램에 악성댓글을 연속적으로 달고 로빈 데이아나(출연진)가 악
플러들과 말싸움을 벌이는 해프닝이 있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출연진을 무차별적으
로 비난하는 여론마저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 상 외국인 패널들 입장에서는 한국인
에게, 또 한국 문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객관적인 비교를 시도하는 것조
차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 시청층은 이런 국뽕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런 예찬적
인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기호와 민족주의적 정서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끌려갈 수밖
에 없다. 이러한 TV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특정 리액션이 분명히 존재하며 출
연진들이 불만을 표하거나 한국에 해 기호가 맞지 않다는 말을 한다면 다른 나라 출신 
출연진들과는 다른 수준의 민감한 반응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출연진들이 
한국에 해 칭찬을 할 때와 불만을 표할 때 시청자들의 반응에서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
진다는 지적이  많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해 불만을 표시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는 반
응이나, 한국 제작진의 지원 하에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그 한국에 해 불평을 하는 것
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도 있다.
 
(2) 국경없는 포차
  '국경 없는 포차'는 해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한국 음식과 정을 나누는 모습을 담
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배우 박중훈·신세경·이이경과 전 축구 국가 표 안정환·
방송인 샘 오취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인들을 만나 음식을 내주고, 소소한 화를 이
어나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계점은 첫 번째, 제작진의 외국인 사전 섭외 논란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한계점과
도 일맥상통하는 작위적인 연출과 한국 문화의 우상화이다. 두 가지 한계점을 소개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회차들 중 의혹을 샀던 장면들을 나열하겠다.
  첫 번째, 2018년 12월 19일 방송에서 포장마차를 찾은 젊은 영국인 커플은 안정환이 
축구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를 보자마자 2002년 월드컵의 활약을 떠올리고,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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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골든골로 인해 안정환이 AC 페루자에서 부당한 방출을 당했다는 것까지 상세히 알고 
있다. 그 후에도 안정환의 팬을 자칭하는 또 다른 여자 손님이 찾아와 2000년  최고의 
축구스타였다고 하거나, 자기 남자친구가 안정환의 플레이 영상을 다 보여줬다고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연출이 보였다. 두 번째, 2019년 1월 16일 방송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며 
무려 퇴계 이황의 팬이라는 한 여성 덴마크 여성이 등장했다. 후에 해당 여성은 아시아 
유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며, 서강 학교에서 이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한 네티즌이 그 때도 퇴계 이황 이야기를 했었다고 제보하면서 방송사측에서 섭외했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세 번째, 2018년 12월 6일 프랑스 편 방송분에서 포차에 방문한 프랑
스 악사들은 박종훈의 즉석 제안을 받아 손님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다. 그러더
니 2004년에 나온 노래인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불어로 부르기 시작한다.
  이 외에도 한국의 요구르트를 마셔보더니 자기네 나라엔 이런 게 없다, 천국의 맛이라
며 극찬하는 외국인 손님과 김밥을 먹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외국인 손님 등, 한국
의 문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제작진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취지와 어긋나게 시청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작위적인 연출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두드러
지게 보이는 특징이자 한계점이다. 
 
(3) 현지에서 먹힐까
  《현지에서 먹힐까?》는 tvN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영석PD 사단의 제작이 제작으로 
한국의 음식, 한국화 된 세계요리가 '현지에서 먹힐 것인가' 라는 테마로, 유명 요리사가 
연예인 보조들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즌 1은 
태국, 시즌 2는 중국, 시즌 3는 미국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에 비해 상 적으로 논란이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미국에서 촬영 중인 이연복 푸드 트
럭을 방문했다. 지나가는 비 한국인에게는 직접 찾아가 홍보를 하면서 한국인이 줄을 서 
있으면 스태프가 와 구경도, 구매도 할 수 없게 쫒아 내 버린다.’고 폭로한 것이 인터넷
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한국인 손님을 정중하게 거절한 것 아
닌, 무례한 제작진의 태도는 결국 외국인의 엄지를 치켜세우는 장면만을 촬영하기 위한 
조작이자 국뽕의 유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회차에 걸쳐 식사 중에 
‘한국을 좋아한다.’ 라고 언급하는 외국인 손님들이 등장하는 등,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 프로그램 세 개의 공통점은 첫째, 외국인, 그 중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유색인종
에 비해 서양인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시킨다는 것, 둘째, 작위적이고 의도된 연출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치켜세운다는 것이다.

  국뽕 콘텐츠의 현황 분석 두 번째, 1인 미디어에서의 국뽕이다. 1인 방송 내에서의 국
뽕 콘텐츠는 첫째, 생산자가 자국민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둘째 외국인 패널이 등장하
거나 외국인 유튜버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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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국민이 생산자인 경우.
  이들 영상의 주요한 주제는 주로 국가 간 정치와 외교, 국제 동향 이다. 각각의 채널마
다 하나의, 혹은 비슷한 분위기의 사진 위에 진한 글씨로 자극적인 문구를 적어둔 썸네
일을 사용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제목은 주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놀라
는 이유’, ‘일본인이 한국인을 보고 도망치는 이유’, ‘한국의 역사적 인물이 소개되자 눈
물을 흘리는 외국인들’, ‘참교육 하는 한국인’ 등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다. 본인들이 직
접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언론 기사나 번역 사이트 자료들을 인용해서 영
상을 만든다. 또, 직접 자료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며 동전의 앞면만을 
조명하듯,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들어맞는 정보들만 교묘하게 골라내 조작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 국가 간 정치 외교,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 기술, 국방,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과 문화, 게임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영상을 제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영상이 담
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로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외국, 특히 서구권 선진국에서 칭찬받았
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나라 일본, 중국을 비교, 비난하
여 깎아내리는 내용도 적지 않게 넣는다. 혹은 외국의 일부 혐한 감정을 가진 네티즌이
나 시민들의 부적절한 모습들을 짜깁기해서 보여주며 '해당 댓글이 n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라며 이것이 한국에 비되는 00의 현재 수준이라고 선동한다.

  둘째, 외국인 패널이 등장하거나 외국인 유튜버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외국인 패널이 등장하는 경우 한국인 유튜버가 질문을 하면 외국인 패널들이 답하는 
인터뷰의 형식을 띄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널의 명수는 채널마다, 영상마다 다양한 양상
을 띤다. 이들의 주제는 정치나 시사보다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시민의식, 시설 등 접근
이 비교적 쉬운 중적인 요소들을 다룬다. 어떠한 주제에 해서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
을 비교하면서 주로 외국인 패널들이 ‘한국에 이런 것이 있냐’, 혹은 ‘한국인은 단한 
민족인 것 같다’며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편집하여 
영상으로 제작한다. 혹은 ‘한국인은 이상하다’와 같이 독특하고 유별나다는 반응을 보이
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결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며 앞선 반응들과 거
의 일맥상통하는 맥락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k-pop, k-drama 등과 같은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한류에 관심을 보이
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돌이나 가수의 뮤직비디
오 영상을 외국인 패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리액션을 녹화하여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영상 속에서 외국인 패널들은 3~4분가량의 k-pop 비디오를 시청하며 깜짝 놀라거
나, 웃거나, 끊임없이 감탄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등 다소 과장된 반응을 보여준다. 
비디오가 모두 끝나면 비디오에 한 소감을 말하도록 하는데, 게 일방적인 찬사가 주
를 이룬다.
  외국인 패널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유튜버가 직접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인터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자신들만의 채널 성격
을 만들어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문화를 칭찬하거나 다른 국가의 
문화와 비교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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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론 언어, 여행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시청자들과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한국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들을 업로드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외국
인임을 강조하며 때로는 외국에서의 일상을 보여주거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문화적 시각 차이로 인해 당연히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으며 이들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즐기는 모
습은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는 앞선 두 유형들
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다.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표적인 유튜브 채널로는 영국남자
(구독자 385만 명), 올리버쌤(177만 명), 데이브(195만 명) 등이 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콘텐츠들이 한국문화의 장점만 강조하고, 서구 
선진국 출신 백인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절  다수라는 점을 한계로 꼽을 수 있
다.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버들이 서구 선진국에 인정받고 싶은 한국 유튜브 시청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 사 주의를 먹고 자라난 
한국식 맞춤 '국뽕' 콘텐츠가 보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아이디: ea****)은 "'영
국남자'의 성공은 서양인에게 한국을 인정받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린 한국인의 지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든 케이스"라고 일침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e_****)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이 봤는데 보면 볼수록 한국이 상화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일본도 
이런 '국뽕'에 심취한 나머지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소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
각했다"라고 전했다. (유원정, 2020: 1p)

2) 심리적 분석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에 해서는 상황적·환경적 요인으로 돌리는 반면, 자신
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에 해서는 자신의 내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예컨 , 취
업에 성공하면 ‘내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세상이 공정치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
다. 이것을 가리켜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 또는 ‘자기고양 편향’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하는 방식”인데,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방어하려는 욕
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가 국뽕에 빠지게 되는 이유로는 위와 같이 집단 자존감을 유지
하고 높이려고 하는 심리 때문인데, 예컨 , 가수 싸이의 노래가 외국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지, 
축구 선수 손흥민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아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
러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와는 다르게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
 비단, 자기고양편향 때문만이 아니다. 집단 정체감 이론의 권위자 타지펠은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한 정체감을 갖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한 
정체감을 갖고 자신의 집단을 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는 우리
가 속한 집단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 집단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다시 말해, 국뽕에 열광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다시 한 번 분류하고 미시
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왜 공급이 있는가? 
  위와 같은 심리적 현상에 더불어, ‘국뽕’ 콘텐츠의 생산자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유를 갖는
다. tv 프로그램, 저널, 1인 방송 모든 중매체는 결국 수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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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이며, 주요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을 보고 듣
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 수 있을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기 
마련이다. 중의 ‘니즈’를 파악하여 조회 수를 성공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생산자의 가장 근본
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서구 선진국에 인정받고 싶은 중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조회 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해내고
자 한다.

 (2) 왜 소비하는가? 
  첫째, 노력 없이 얻는 성취감을 얻기 위함이다. 일반적인 성취감은 개인이 어떠한 업적을 달성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국뽕 콘텐츠에 노출된 개인은 자신을 국가에 
소속해 있단 이유를 근거로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함으로써 스스로 우월한 사회적 유전자를 가졌
다는 것을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단지 국가에 
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나 자신도 고취됨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반열에 들
고자 하는 콤플렉스와 불안 때문이다. 선진국 콤플렉스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 를 거
치며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서구 열강에 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 서구 선진국 뒤를 
쫓는 후발주자로서의 인식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정이 곧 자부심으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고
려 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은 “경제 · 문화적 기반에 한 긍지가 있으면 굳이 티를 낼 필요
가 없는데 지금 한국의 위치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애매하다는 방증”이라며 국뽕은 자긍심이 아니
라 불안감의 표시라고 해석한다. 

Ⅳ. 해결방안 
1) 개인적 해결방안 

  첫 번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경우 미디어 속 쇼비니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평소에 
우리나라와 잦은 갈등이 있던 중국, 일본 등에 해 국뽕 관련 콘텐츠를 보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비록 우리나라와 꼭 갈등이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
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문
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세 번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
적절한 심리에 의해 ‘국뽕’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사이코드라마 내담 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
을 치료받을 수 있다. 

2) 사회적 해결방안
  첫 번째, 정부 및 교육계에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성을 ㅍ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자부심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은 사실이나 역사교육의 더 중요한 취지는 과거보
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교육할 때 강점과 약
점, 그리고 부족하기에 더 개선해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언
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호의적인 피드백만을 보도하기 보단 우리나
라와 외국 문화 또는 기술의 ‘차이점’, 따라서 그 차이점에서 느껴지는 ‘신기함’에 초점을 맞추어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 측 문화를 전부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뽕 콘텐츠의 지속적인 소비, 쇼비니즘 사상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자기고양편향 및 집단정체감에서 기인한 심리가 불건강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므
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스며든 선진국 콤플렉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이제는 바꾸어나
가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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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의의 
  본 보고서는 배타적 애국주의를 뜻하는 쇼비니즘 현상을 중심으로 미디어 속에서 나타난 일명 
‘국뽕’ 콘텐츠와 이러한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배경으로 여기에 따른 ‘국뽕’ 콘텐츠의 현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며 해당 현상의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국뽕’이란, 국가와 히로
뽕(필로폰)의 합성어로써, 자국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찬양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정의 내
렸다. 또, 한국에서 ‘국뽕’ 콘텐츠로 인해 야기되는 쇼비니즘 사상은 부분의 분야에서 월등하다
고 생각되었던 선진국에 한 실망감과 한국 또한 뒤처지지 않는다는 우월감이 혼합되어 나타난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이러한 국뽕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
민들이 다른 문화권 및 다른 국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보단 정보를 선택
적으로 접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쇼비니즘 사상, 즉 
자문화중심주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반감을 사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되려 실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연구 모델로 선정한 tv 프로그램 세 개의 공통점은 첫째, 외국인, 그 중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
이 유색인종에 비해 서양인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시킨다는 것, 둘째, 작위적이고 의도된 연출
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치켜세운다는 것이었다. 또, 1인 미디어에서 나타난 ‘국뽕’ 콘텐츠를 분석
해본 결과 우선 콘텐츠를 만들어낸 생산자가 자국민일 경우, 각각의 채널들은 부분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바탕으로 실제 내용보다 부풀려서 알리거나, 출처 자체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용
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패널이 등장하거나 외국인 유튜버가 직접 영상을 제작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패널들과 인터뷰 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외국인 유튜버가 스스로 한국 문
화에 한 영상을 찍어 올린다. 이 때 부분의 콘텐츠들이 한국 문화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영상
이었으며, 생산자의 절  다수가 서구 선진국의 백인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위 현
상에는 ‘자기고양편향’, ‘집단 정체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
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각심 가지기, 둘째, 불건강한 심리의 공급자의 경
우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치료받기, 셋째, 정부와 교육계, 언론의 객관성 확보를 제언하였다. 
  21세기를 거치며 기술은 발전하고 매체는 점차 다양해져 우리 삶에 접하게 맞닿아 있는 동
시,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상은 우리끼리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국뽕 콘텐츠를 촉발제로 한 이른바 쇼비니즘 현상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
지게 되었고,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위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의 진정한 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간 주로 가벼운 유머로 소비되는 동시 그 수요 및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국뽕’적인 콘텐츠가 가지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를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하여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황을 분석할 때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모델로 세 개만을 선
정해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로 현황 및 
앞선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실증적인 자료를 더 추가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문제에 집중해 관
련된 설문, 심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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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 국뽕 

20103 김혜윤 20415 조유정 20620 이태양

내담자: 최정훈. 31세 남자 취업준비생 

◎ 내담자의 심리상태: 현실에서는 취업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취업준비생. 현실 속 
자아와 이상 속 자아가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낮은 자존감을 국뽕을 통해 해결하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유명인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노력 없이 얻는 성취감을 국뽕을 통
해 느끼려 한다. 

연출자: 사이코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내담자분은 이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내담자 분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내담자: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00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코로나 방
역과 관련해서 글을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그 글이 다른 커뮤니티까지 퍼지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인다.)
연출자: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내담자: 댓글이 다른 커뮤니티까지 하면 략... 30개 넘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
는 댓글은 “뭘 이렇게 글을 많이 달아...ㅋㅋㅋㅋ 너 백수지”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연출자: 그 댓글이 신경이 많이 쓰이셨군요. 그 댓글이 다른 댓글보다 특별히 신경이 쓰인 이유가 
있을까요?
내담자: 그건, (머뭇거림) 제 아이디를 검색해서 제 활동을 전부 사진으로 달면서 평소에도 국뽕에 
빠져 산다고 백수라고 얘기를 해서... (순간 고조되는 목소리와 흥분한 표정)
연출자: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군요. 그렇다면 그 댓글을 쓴 사람은 왜 그런 이야기
를 한 걸까요?
내담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재밌어서 그랬지 않을까요? 하는 일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
는 모습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자신감 없이 어깨를 움츠리면서 고개를 
툭 숙인다)
연출자: 내담자분이 말씀해주신 로 큰 의미 없이 한 행동일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래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하고서는 기분이 어땠나요?
내담자: 탈퇴하기 전 그동안 제가 썼었던 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조회수가 
1000 넘게 나오며 반응이 많았던 글들도 있었고 지우기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출자: 내담자분은 인터넷 카페활동을 소중히 생각하셨나 보군요. 인터넷 카페 활동은 내담자 분
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한 단어로 정리해볼까요?
내담자: 한 단어로요? 인터넷 활동은... 어릴 때 한번 씩은 꿈꿔보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연출자: 아지트요?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내담자: 사실 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집에서도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할때면 6살, 7살 때 장롱에 들어가 숨어서 놀 때마냥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것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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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 카페를 탈퇴할 때는 마음속 아지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겠군요. (잠시 뜸을 
들인다.) 그 때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내담자: 지우기는 분명 아까웠지만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디로 다시 활동 한다면 사람들
이 알아볼 테니까요. 아지트라고 느꼈던 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니까... 
연출자: 그러면 왜 집에 있는데도 집에 있지 않는 것처럼 불안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담자: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연출자: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내담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전교 4등? 학교도 원하는 곳으로 
쉽게 붙었고요... 그때는 뭘 해도 자신감에 차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다면 뭘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고 4학년쯤 돼서 서류를 넣으러 다니니까 면접을 오라는 곳
조차 없었어요. 다 서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해서는 언제나 만족했는데 스
펙으로서는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을 가면 잘 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
조차 주지 않는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연출자: 계속 말씀해주세요
내담자: 이 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7살 때인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요. 부모님도 한번 해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3년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본 시험
까지 떨어졌어요. 엄마한테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공무원 시험은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출자: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담자: 말은 없었어요. 너 뜻 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분명 고등학교, 학교 내내 엄마아빠한테 
밖으로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 친구들 오면 밖으로 나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취업을 해서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뜻 로 안되네요.
연출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원하는 곳에 취업에 성공한 내담자 본인이 앉아있
다고 생각하고 말을 걸어주세요.
내담자: 음... 취업에 성공하니까 어때?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도 사드렸어...내가 언제 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신이 많이 없어...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보인다)
연출자: 내담자 분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로 하셔도 됩니다. (휴지를 건네준다.)
내담자: 감사합니다. (계속 빈 의자를 보며) 내가 19살 때 생각하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
데 그렇지?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 외교관이었어. 근데 지금은 외교관... 9급 공무원도 못 
붙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연출자: 이제 자리를 바꿔서 원하는 곳에 취직한 내담자분이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내담자 분에
게 말을 해주세요.
내담자: (빈 의자에 가서 앉고 원래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본다.) 어때? 지금은 많이 힘들지? 시간
이 지나니까 다 되긴 하더라. 엄마아빠도 지금은 많이 좋아하셔! 손님들 오시면 옆에 앉혀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나 취직한 날에는 아빠가 친구들 술 사주고 온다고 밤늦게 취해서 들어오셨다? 
기분 좋아 보이셨는데... 지금, 너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 그런 거야. 어
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거야. 

연출자: 계속 진행해주세요.
내담자: 00카페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부럽지 않았어? 취업했다고 후기 올라오는 것도 부럽고 
우리나라 외교관 00이 해외에서 ~~게 했다고 뉴스 나왔던 거 네가 몇 번이고 카페에 글 올렸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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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뽕 외교관 업적이라고... 사실 그때 부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지?
근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 우리나라 사람업적이니까 내가 이룬 것 같기고 하고 내가 다 자랑스
럽고 그랬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가
슴 한켠이 참 우울했던 것 같아. 1)그러니까 카페활동 그만둔 거 아쉬워 하지 마. (앞에 놓여있는 
빈 의자를 향해 손을 내 어 어깨를 쓰다듬는 행동을 취한다)
연출자: 다시 자리를 바꿔 앉겠습니다. 오늘 사이코드라마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미래의 꿈
을 이룬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내담자: 국뽕을 통해서 느끼려 했던 성취감은 참 손에 안 잡히는 거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제일 아픈데 결국은 현실을 살아야 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겠죠?(빈 의자를 
바라본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연출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세요.

1) 노력없는 성취감: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됨. 국내 유명인의 업
적=국가의 성취=나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 



2020학년도 2학년 열린연단 PLUS BEST 자료집

기획
디자인

발행일
발행인
자  문
발행처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인천국제고등학교 12기 열린연단 PLUS 대표운영진
표지디자인 20412 장채은
속지디자인 20412 장채은

2021년 2월 
교장 장 후 순
교감 이 임 구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032-745-4500
032-746-7510
http://ii.iceh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