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출 워크숍
강사
소개

김수정 연출가, 김보경 배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창작으로 온라인 연극하기
현장작업 방식 및 접근 방법, 젊은 작업자들의 공동창작 방식을 알려줍니다.
PART 1. 오리엔테이션
- 공통서적: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저 / 수업 전까지 읽고 오기
# 2020 년의 연극
- 현장 연극의 매커니즘에 대해 이해한다.
1) 프로덕션의 이해

1강

2) 공동창작의 이해
3) 대학로 창작 환경의 현재
4) 온라인 공연의 개념과 방식
# 배우와 연출의 커뮤니케이션
-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1) 오디션 테크닉
2) 디렉션과 피드백
# 기초 필라테스
- 필라테스 기초 동작을 통해 신체를 훈련한다.
1) 기초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기본 원리 이해

2강

2) 필라테스 동작을 통한 신체능력의 증진
# 신체 매커니즘
- 무대 위 배우의 신체 운용 원리를 이해한다.
1) 움직임과 무용의 차이
2) 기초 안무법의 소개
PART 2. 공동창작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션 진행
# 스터디
1) 공통서적을 통한 브레인스토밍
2) 작품 방향성 관련 키워드 도출

3강

# 팀선정 & 프리프로덕션 구성
1) 팀 구성 및 팀별 인사와 소개
2) 작품 방향성에 대한 논의
# 장면발표 가이드
1) 다양한 형식의 장면발표 텍스트 소개
2) 줌 플랫폼 활용 방식 공유
# 장면발표 1

4강

1) 팀별 장면 연습 및 발표
2) 팀별 방향성 논의
3) 피드백을 통한 장면 디벨롭

# 세부연기론과 연출론
1) 연출과 배우의 소통방식
2) 무대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
# 장면발표 2
1) 팀별 발표
2) 팀별 방향성 논의
5강

3) 피드백을 통한 장면 디벨롭
# 연출안과 작품 구성에 대한 이해
1) 연출 텍스트 작성 방법
2) 주제와 장면 구성의 연관성
# 장면발표 3
1) 팀별 발표
2) 팀별 방향성 논의

6강

3) 피드백을 통한 장면 디벨롭
# 텍스트 분석 및 디벨롭
1) 비트별 분석
2) 기승전결 및 클라이막스의 구성
# 작품 디벨롭 1

7강

1) 1 차 연출안 발표
2) 1 차 텍스트 발표
3) 피드백과 디렉션을 통한 디벨롭
# 작품 디벨롭 2

8강

1) 2 차 연출안 발표
2) 2 차 텍스트 발표
3) 피드백과 디렉션을 통한 디벨롭
# 작품 디벨롭 3
1) 장면연습 및 피드백을 통한 디테일 작업

9강

2) 테크니컬 구성
3) 전체 구성 및 텍스트 확정
# 팀별 연습
# 최종 리허설

10 강

1) 공연리허설 작업의 이해
2) 테크니컬 점검
PART 3. 공연발표
# 온라인 리허설&발표

11강

1) 온라인 공연 창작 활동의 이해
2) 공연 발표
3) 합평회

희곡 워크숍 (화금)
강사
소개

윤미현 극작가
반전이 없어도, 사건이 흘러가는 공간과 시간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주하는 일상으로 한 편의 단막희곡을 쓰고 다듬고 완성합니다.
# 희곡 쓰는 날
- 극을 쓰는 첫 단계
1. 무슨 이야기를 쓸까?
2. 첫 시작을 어떻게 하지?
3.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를 펼치지?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기)

1강

4. 이야기에 반전은 있을까? (반전 따위는 없어도 괜찮아요.)
5. 인물의 성격 그리기 (희곡 속 인물들이 평소 말하는 습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습관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갈등과 사건이 생겨요.)
6. 희곡의 공간과 시간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의 공간과 시간이 변했나?
공간과 시간이 굳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7. 희곡창작
# 일상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일과 무대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일
사건 생각해보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2강

등장인물 생각해 보기 (몇 명의 인물을 쓰고 싶은지)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과 희곡에서의 사건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일) 써 보기
- 이러한 사건들이 희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작품의 소재 찾기)
# 작가가 쓰는 말, 무대에서 배우가 하는 말
- 무대에서 배우가 하는 말과 시놉시스 (2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3강

배우가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와 같아요.
- 본인이 쓸 희곡 대사 생각해보기 (1강에서 생각한 등장인물들이 내뱉는 대사)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희곡 속 등장인물이 내뱉는 대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주제와 밀접하겠죠?)
# 일상에서 만난 사건을 꾸준히 생각하는 일

4강

- 플롯을 생각해 봐요!
구체적 사건에 구체적 인물 투입하기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희곡에 접목시키지 않아도, 상상 속 이야기를 펼쳐도 무방해요.)
#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즘에 관하여
- 우리가 쓰는 희곡이 정말 허구일까요?

5강

허구가 아닐 수도, 정말 허구일 수도
- 본인이 쓴 희곡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아요.
어떤 공간을 생각하며, 어떤 사건을 생각했나요?
이야기의 사건을 먼저 생각했나요?

공간을 먼저 생각한 후, 이야기를 생각했나요?
# 무대 위에 사건 투척하기
6강

얼마만큼 썼나요?
인물이 무대 위에서 어떤 사건을 펼치고 있나요?
# 단막 희곡쓰기
- 거칠게 쓴, 단막희곡 다듬기

7강

(희곡 속 인물들이 하는 행동과 사건이 부족한가? 대사가 너무 많은가? 부족한가?
처음에 의도한 주제를 관통했는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과 대사가 부합한가?)
단막희곡이기 때문에 장막희곡보다는 이러한 점이 더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8강
9강

# 내가 쓴 희곡 속 캐릭터 되어보기
(본인이 쓴 단막희곡) 인물과 사건이 되짚어보기, 마무리하기
# 희곡을 무대 위로 이사 보내는 날 (단막희곡 쓰기 완성)
발표회: 희곡 낭독

희곡 워크숍 (수토)
강사
소개

윤성호 극작가, 연출가
나의 이야기가 희곡으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배우들의 낭독을 통해 내가 쓴 희곡이 무대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
# 희곡은 무엇일까?
연극은 무엇일까? 그 제약은 무엇일까?

1강

그럼 왜 희곡을 쓸 것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
# 희곡을 쓸 준비하기
가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써보고, 보완한 가설 공유하기
# 희곡을 쓸 준비 1: 가설
적합한 가설인가?

2강

# 희곡을 쓸 준비 2: 인물
어떻게 생생한 인물을 만들까?
- 인물의 설정: 세가지 차원에서
- 인물의 조건: 인물의 성장
- 인물의 욕망: 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
자신이 써본 인물 공유하기
그럼 자신이 만든 인물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 희곡을 쓸 준비 3: 플롯
플롯과 줄거리의 차이

3강

플롯의 구성과 특징: 배경, 공간, 상황
자신이 쓴 가설과 인물이 안착할 플롯을 만들어보기
# 어떻게 ‘극적’으로 쓸까?
무엇이 극적일까?
어떻게 갈등을 심화시킬까?
다시 욕망을 들여다보기
# 희곡을 쓸 준비 4: 최종점검 자신이 써본 인물 공유하기
자신이 쓴 플롯을 공유하기: 가설, 인물, 플롯 점검

4강

욕망&행위&갈등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이제, 실제로 희곡을 써보자
준비된 걸 가지고 무작정 용감하게 써보기
# 서로의 희곡 읽어보기

5강

관객의 입장 되어보기: 객관화
관객이 희곡을, 공연을 봐야할 이유는?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까?

6강

# 리얼함에 대하여

리얼함, 그럴듯함이란 무엇일까?
왜 나는 리얼한 글을 쓰지 못할까?
리얼함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관객과 인코딩하기
리얼함에 성공하고 있는 희곡 읽어보고 분석하기
# 거짓말에 대하여
7강

거짓말과 매력적인 인물
거짓말과 매력적인 연극
거짓말과 행위가 만날 때
# 실전 희곡 쓰기 tip
대사는 어떻게 써야할까?

8강

독백은 어떻게 써야할까?
왜 너무 단순하거나 유치한 글이 나올까?
실제 연극 만들기에서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9강
10강

# 마침내 쓴 희곡, 읽어보기
발표회: 완성된 희곡 낭독 1
# 마침내 쓴 희곡, 읽어보기
발표회: 완성된 희곡 낭독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