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Ⅳ-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시나리오창작

연습I
학점 3 교․강사명 윤상오

교․강사 

전화번호
-

강의시간 5 강 의 실 - 수강대상 - E-mail -

2. 교과목 학습목표 

  극장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의 입장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 ‘기

획’이란 무엇을 하는 단계인지, 또한 item을 찾아 창작의 다음 단계인 영화의 ‘문장’인 시나리오를 작

성하는 기본 법칙과 원리를 학습하고 실습함으로써 시나리오의 중요성과 집필 기술을 인지하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영상화 되는지 비교하며 이해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블레이크 스나이더(2017), Save the cat, 비즈앤비즈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강의주제: 영화제작의 1단계인 ‘기획’이란 무

엇인가?

-강의목표: 기획(development)단계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영화제작 과정 5단계 중 출발선인 

기획단계에서 행하는 창의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

이 있는지 강의한다. 

-수업방법: 강의

2

-강의세부내용: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들의 사례를 

통해 아이템을 찾는 방식 중 하나인 ‘소설’의 

영화화에 대하여 소개한다.  

-수업방법: 강의

3

-강의세부내용: ‘소설’과 ‘시나리오’의 창작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들의 사례를 

통해 아이템을 찾는 방식 중 하나인 ‘역사’적 

사실의 영화화에 대하여 소개한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5

-강의세부내용 : ‘소설’ ‘역사’ 이외의 콘텐

츠에서 아이템을 찾는 방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제 2 주

1

-강의주제: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

-강의목표: 영화자체이자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본다.

-강의세부내용 : 로그라인은 무엇인가? 

-수업방법: 강의

2

-강의세부내용: 금주에 개봉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정보를 찾아 간단한 스토리를 읽는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로그라인과 포스터를 개선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고 발표한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1주차 강의의 결과물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아이러니,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 등을 

충족시키는 로그라인을 작성해 본다. 



-수업방법: 실습

4

-강의세부내용: 작성한 로그라인을 발표(피칭)하

고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테스트 마케팅에 

대한 경험을 한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스킬을 기르

고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을 한다.

-수업방법: 실습

제 3 주

1

-강의주제: 관객이 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줘

라.

-강의목표: 장르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클리셰’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집안의 괴물’ 장르에 대하여 특징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3

-강의세부내용: ‘집안의 괴물’ 장르에 해당하는 

한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살펴

봄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성에 대하여 이

해한다.

-수업방법: 실습

4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황금양털’ 장르에 대하여 특징을 알

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5

-강의세부내용: ‘황금양털’ 장르에 해당하는 한

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살펴봄

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성에 대하여 이해

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제 4 주

1

-강의주제: 장르 심화

-강의목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 장르에 대하

여 특징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 장르에 

해당하는 한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

인을 살펴봄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장르에 

대하여 특징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장르에 해당하는 한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살펴봄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



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평범한 나(학생)에게 닥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장르를 충족시키는 

로그라인을 작성해본다. 

-수업방법: 실습

제 5 주

1

-강의주제: 장르 심화

-강의목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통과의례’ 장르에 대하여 특징을 알

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통과의례’ 장르에 해당하는 한

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살펴봄

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성에 대하여 이해

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버디 러브’ 장르에 대하여 특징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버디 러브’ 장르에 해당하는 

한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살펴

봄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성에 대하여 이

해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나(학생)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

보며 그 시기 나는 어떤 ‘통과의례’가 있었는지 

메모하고 로그라인을 작성한다.

-수업방법: 실습

제 6 주

1

-강의주제: 시나리오 강독

-강의목표: 영화화된 시나리오를 강독해 보며 시

나리오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쓰이는지 이해

한다.

-강의세부내용: 영화 ‘밀정’ 시나리오를 1막, 2

막, 3막 나누어 강독한다. 

강독하며 시나리오의 표현 요소(대사, 지문)를 이

해하며 일반적인 소설 기법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영화 ‘밀정’의 아이템은 무엇에

서 차용하였으며, 로그라인을 찾아보고 시나리오

의 주제 및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영화 ‘밀정’의 시나리오 특정 

씬이 어떻게 영상화 되었는지 비교해 본다.

-수업방법 :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영화 ‘밀정’의 한 씬을 보고 학

생들 각자 역으로 시나리오의 형식으로 옮겨본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 시나리오에서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상의 상황을 설정하

고 특정한 개성을 지닌 인물을 정하여 짧은 씬 하

나를 구성한다.

-수업방법 : 실습

제 7 주

1

중간고사

2

3

4

5

제 8 주

1

-강의주제: 장르 심화

-강의목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이유추리’ ‘바보의 승리’장르에 

대하여 특징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이유추리’ ‘바보의 승리’ 장

르에 해당하는 한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

그라인을 살펴봄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성

에 대하여 이해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저자가 장르의 카테고리 중 하나

로 정의한 ‘집단 이야기’ ‘수퍼 히어로’장르

에 대하여 특징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집단 이야기’ ‘수퍼 히어로’ 

장르에 해당하는 한국영화를 찾아보고 이 영화의 

로그라인을 살펴봄으로써 장르와 로그라인의 일관

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지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개봉 중인 혹은 개봉 예정인 영화

들을 찾아보고 이 영화들은 저자가 정의한 장르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실습

제 9 주

1

-강의주제: 주인공 설정하기

-강의목표: ‘무엇’에 대한 영화인지 알기위한 

다음 단계는 ‘누구’에 관한 영화인지 아는 것임

을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2

-강의세부내용: 영화 ‘밀정’의 주인공과 악역

(안타고니스트)은 누구인지 인물을 분석해서 나누

어본다. 그리고 주인공의 ‘원초적 욕구’는 무엇

인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강의 시간에 발전시켜 온 학생 개

인의 로그라인에서 주인공을 증폭시키고 안타고니

스트를 설정해 본다. 또한 주인공의 ‘원초적 욕

구’를 구체화 한다. 



-수업방법: 실습

4

-강의세부내용: 모든 영화가 주인공이 한 명이지

는 않음을 이해하고, ‘앙상블 영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누구인

지 찾아본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주인공은 어느 날 말하는 자동

차를 손에 넣는다.’ 이 문장으로 로그라인을 작

성해 본다.

-수업방법: 실습

제 10 주

1

-강의주제: 장(chapter)나누기

-강의목표: 시나리오 구조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학생들이 발전시켜 온 로그라인과 

주인공, 악역에 대한 설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전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구조를 짜는 

방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

2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오프닝 이미지’

와 ‘주제 명시’ 단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실습

3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설정’과 ‘기폭

제’ 단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토론’과 ‘2막 

진입’ 단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5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B스토리’와 ‘재

미와 놀이’ 그리고 ‘중간점’단계에 대하여 알

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제 11 주

1

-강의주제: 장(chapter)나누기

-강의목표: 시나리오 구조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악당이 다가오

다’와 ‘절망의 순간’ 단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과제물제출

2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영혼의 어두운 

밤’과 ‘3막 진입’ 단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실습

3

-강의세부내용: 15개 단계 중 ‘피날레’와 ‘마

지막 이미지’ 단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학습한 시나리오 구조 15개 단계

를 바탕으로 영화 ‘밀정’의 시나리오를 보며 단

계별로 분석하고 나누는 실습을 한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학생들 개인이 작성한 영화 ‘밀

정’의 시나리오에 대한 구조를 개별 발표하고 저

자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며 토론한다.

-수업방법: 실습

제 12 주 1
-강의주제: 완벽한 영화를 만드는 방법

-강의목표: 보드(board), 인덱스(index) 카드 활



용법

-강의세부내용: 시나리오의 구조를 완성한 다음 

영화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하며 구조의 각 단계별

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활

용으로써 보드와 인덱스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해 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이미 분석하여 15단계로 나눈 영

화 ‘밀정’에 대하여 나눈 단계를 인덱스카드로 

만들어 보드에 붙여본다.

이로써 시나리오를 보드에 붙인 카드를 조망하면

서 그 순서의 흐름에 맞춰 이해한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학생 개

개인의 로그라인을 바탕으로 한 15단계 구조를 작

성해 본다. 

다음 작업으로 단계별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지를 

비교하며 채워나가는 작업을 실행한다.

-수업방법: 실습

4

-강의세부내용: 보드를 보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장면을 쳐내는 방식과 보드에 놓인 인덱스카드

를 보며 인물(주인공)의 감정의 변화와 갈등의 고

조 표현방식을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5
-강의세부내용: 기호 활용의 예 (+/-   ,   ><)

-수업방법: 실습

제 13 주

1

-강의주제: 시나리오 불변의 법칙들

-강의목표: 영화가 발명되고 발전해 오는 동안 무

수히 많은 혁신적인 변혁이 시나리오 작법에도 있

었지만 변하지 않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룰에 대

하여 알아본다. 

-강의세부내용: save the cat! 법칙의 의미를 이

해하고, 주인공의 호감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무

엇인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시나리오를 쓰면서 ‘설명’을 어

떻게 하면 티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3

-강의세부내용: 시나리오에서 ‘중복되는 마법’

을 피해야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4

-강의세부내용: 시나리오 작법에서 ‘파이프’를 

많이 깔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파이프’가 

의미하는 것을 숙지한다.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의 

‘변화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이해한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5

-강의세부내용: 영화에서 호감이 가지 않았던 주

인공의 예를 들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시나리오 불변의 법칙들 활용)을 제안해 본



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제 14 주

1

-강의주제: 뭐가 문제인가?

-강의목표: 시나리오 초고(FIRST DRAFT)를 집필한 

후 집필된 시나리오에 대한 고찰의 의미를 이해한

다.

-강의세부내용: 집필한 시나리오를 다시 리뷰하며 

스스로 정직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정하

기 위해서 작가가 견지해야할 ‘기준 요소’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강의/실습

2

-강의세부내용: 학생들이 과제 피칭을 한 후 그 

피칭 내용이 

- 주인공이 능동적인가? 자신의 욕망이나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토론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

본다. 

- 주인공(악역, 또는 창조해낸 인물 모두)이 ‘플

롯’을 행동(action/reaction)을 통해 보여주는

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

는지 토론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본다. 

-수업방법: 실습

3

-강의세부내용 : 학생들이 과제 피칭을 한 후 그 

피칭 내용이 

- 원초적인 이야기인가? 즉 주인공의 행동의 지향

성 또는 지향점이 원초적인 욕구(생존을 위한 

욕구, 가족을 지키려는 욕구 등)를 향해 나아가

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

점이 있는지 토론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본다. 

-수업방법: 실습

4

-강의세부내용: 영화 ‘밀정’에서 묘사하는 인물 

중 주인공과 ‘악역’의 캐릭터를 상호관계 내에

서 분석해 본다.

또한 분석 후 ‘악역’의 ‘힘’이 약하거나 평범

하다면 두 인물의 역학구조는 어떻게 전환될 것인

지 토론해 본다. 

이를 통해 주인공과 ‘악역’의 상관관계를 바탕

으로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이해

한다. 

-수업방법: 실습

5

-강의세부내용: 한 학기 강의를 총평하며 학생들

이 한 학기 동안 집필한 30~40개 씬을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수업방법: 실습

제 15 주

1

기말고사

2

3

4

5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 20 % 20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강의 및 실습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