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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아리인1 <꿈꾸는 학교2> 

1. 공 연 명  : 학교폭력예방교육 뮤지컬 ‘꿈꾸는 학교2’ 

2. 관람대상 : 중.고등학생 (전학년),  학부모, 교사 

3. 공연장소: 학교 강당 및 체육관, 구민, 시민회관, 극장 등 

4. 런닝타임 : 70분 

5. 소요인원 : 배우-6명 / 스텝-5명 

작품개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갈등 속에 숨어있는 적. 바로 학교폭력과 생명존중(자살)이다.  

우리는 갈등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이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갈등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5명이  

한 학교의 뮤지컬 팀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찾게 되고, 풀지 못했던 그들 마음속에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친구와의 갈등, 집안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폭력으로 인한 자살충동 등..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 되고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각자에게 찾아온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한층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겨낼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뮤지컬 한편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닌 이겨내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다. 
 

기획의도 



공연내용 

‘학교폭력 (사이버, 언어, 물리적)으로 고통 받는  
                                        안타까운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자’ 

 폭력 서클 가입 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행 

 퇴학, 전학의 반복된 비행 

 가정환경, 성적, 외모 등 콤플렉스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 

 뮤지컬 동아리반 가입 후 오디션 연습 

 사이버, 언어폭력, 보모의 무관심, 가정환경, 성적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연과 고민을 서로에게 얘기하고 들어준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대화와 노래를 통해 학교로, 가정으로, 꿈

꾸는 학교로 만들고자 한다.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시놉시스 

무차별적 사이버 폭력과 비인간적인 언어폭력으로 상처받고  

주위의 무관심과 불우한 환경, 성적과 진로문제로 고민하던 우리의 아이들.  

외톨이, 왕따, 문제아의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들...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노래와 희망이 있는 뮤지컬 동아리에 모인 아이들. 

어느 한 교실에 모여 저마다의 사연을 이야기 하는 시간. 

드디어! 아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서서히 친구가 되어간다. 

절망의 끝에서 간절한 의지로 다시 일어나 치유되는 아이들.  

새해의 태양이 우리의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뮤지컬   

    “꿈꾸는 학교2”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등장인물 

줄리  김예은 

아버지는 사고뭉치 하이드와 달리 공부 잘 하고  

예쁜 딸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원대로 배우가 꿈인 줄리에게 아버지의 기대는  

억압의 굴레일 뿐이다. 드림예고 운영위원의 딸. 

 
 

뮤지컬 무녀도동리, 안두레, 곡예사의 첫사랑, 꽃신 

연 극 황혼의 기도, 부산상인 서일록 낭독극 우리경주 

엘리  박누리 

큰 키에 늘 두꺼운 안경, 화난듯한 표정, 느린 말투로 

드림예고의 소문난 왕따. 사이버 공간에선 카톡방의 왕따. 

현실에선 하이드에게 늘 돈을 빼앗기고 괴롭힘 당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능의 소유자로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 친구가 생기는 게 소원.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꿈꾸는 학교1,  꽃신 

핑크  유미정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아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부끄러워 한다.  

줄리의 외모, 환경, 재능 등 모든 것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    

  

뮤지컬 꿈꾸는 학교1, 사마이야기, 유랑,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 

아이 시, 댄싱크리스마스등 다수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2013 오페라 갈라, 토스카 등 다수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등장인물 

로미  지원선 

하이드의 여동생 줄리의 권유로 드림예고로 전학 와서 

과거를 숨기고 뮤지컬 팀의 리더가 돼 있으나, 

일진 하이드의 집요함에 시달리고,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그의 어머니와 가난은 로미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나 

뮤지컬 팀을 통해 꿈을 찾는다.  

 
 

뮤지컬 꽃신, 사랑꽃, 금강 

하이드  김영호 

하이드는 사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자신도  

뮤지컬 팀에 들어가 친구들, 특히 죽마고우 로미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뮤지컬 후토스 시즌2,  마리아마리아, 꿈꾸는학교1,  

 또라이질량보존의법칙 쇼케이스 적우가 

로미  김은철 

하이드의 여동생 줄리의 권유로 드림예고로 전학 와서 

과거를 숨기고 뮤지컬 팀의 리더가 돼 있으나, 

일진 하이드의 집요함에 시달리고,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그의 어머니와 가난은 로미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나 

뮤지컬 팀을 통해 꿈을 찾는다.   

  

오페라 연극 햄릿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등장인물 

아버지, 선생님  강상범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긴다.   

아내와 사별한 그에게 줄리 만이 인생의 낙이며  

하이드는 골치덩어리다.  드림예고 운영위원.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닥터지바고, 몬테크리스토, 황태자루돌프, 

테너를 빌려줘, 마리아마리아, 꽃신 등 다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렛토,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등 다수 연극 벚꽃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