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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이지요.  

버들치 같았던 동료 선배 후배들이 오히려 부당함을 겪거나

그저 예스맨으로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는 그간의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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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한 000(기관) 위해 고군 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

* 크고 작은 비위 사건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한다.

2. 조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청렴 소재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자기 성찰 기회 제공과 윤리
의식 함양.

* 일상 업무에서 직원들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계약, 예산 집행 등 소재에서 발굴

* 00 공사가 가능한 건을 고의로 분할 발주 후 수의계약, 부적정한 회의비

정산,  승진 시즌 보여주기 식 업무 행태와 접대 문화 등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포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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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극은 000(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윤리 의식 고양 및 근무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오춘상이라는 인물의 일상과 일상 속에 벌어지는 내적 갈등을 보여 줌으로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자 합니다.

결국 청렴이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나와 내 일터를 지켜내는 힘이자

내 가족과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는 점을 현실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극으로

풀어냈습니다.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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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즘

공직과 부패의 관계 및 청렴의 긍정적 영향 고취

딱딱한 강의 식 교육이 아닌 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효과 상승

연극을 활용한 다이나믹한 감성 교육이며 공연 전에는 기대하고,

공연 중에는 공감하고,

공연 후에는 여운이 길게 남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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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이 아닌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소를

첨가해 교육 효과는 물론 교육 집중도가 높습니다.

(연극 중간 관객 참여)

7명 (감독 1명, 배우 4명, 스탭 2명)

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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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징

강사진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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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춘상

30대 중반. 집에서는 딸 바보 아빠, 회사에선 베테랑이다.

원칙을 따르는 실수없는 일처리로 유명하지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이 많다. 하춘화와는 늘 으르렁대는 관계다.

최기륭

30대 중반. 채용비리라는 뒷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유야무야다.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다. 눈치 빠르고 돈 나올 구멍을 찾는 일에 선수다.  오춘상과 동갑이나 사이는

떨떠름하다. 하춘화에게 자주 추파를 던진다.

하춘화

20대 후반. 4차원 성격에 직설적인 성격이나 매일 마음 속에 참을 인( 忍 )을 써가며 버티고 있다.  

오춘상과 매일 티격태격이나 사실 누구보다 오춘상을 위하고 있다.

윤부삼

40대 후반. 인맥의 왕이라 불리는 상사. 근무시간 보다 접대시간이 더 길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맥 관리와 접대에

탁월하다. 덕분에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 외 순이 (오춘상의 딸), 오춘상의 아내, 횟집 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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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오경

<방송>

청춘시대, 김과장, 역적, 또
오해영,

몬스터, 미세스 캅 외 다수

기획 – 이 정 민 실장

<연극>

여보 고마워 제작감독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제작감독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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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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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삼 역 - 황 인 준

<방송>

국제시장, 무뢰한, 비밀의 숲,
조작,

검사 외전, 살인의 기억 외 다
수

최 기 륭 역 - 안재완

<방송>

동치미, 첫사랑, 네 여자의 방
, 세빌리아의 이발사 외 다수

하 춘 화 역 - 강시아

<방송>

달동네 컴플렛스, 
셜록홈즈:진실게임 외 다수

오 춘 상 역 – 강 대 준

<방송>

일일 노동직 아빠, 국수의 신, 
딱방왕, 테너를 빌려줘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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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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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청렴 교육을 연극으로 보니 색다르고 지루

할 틈이 없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 

너무 웃어서 배 아픔

기대 안했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네요.

청렴을 연극으로 만들다니 대단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우리 직원들인

줄 알았다. 교육종료 후 남겨주신 소감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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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실 공회상 실장

T. 02.2179.5336

M. 010.3468.5249

E. gongsang@fninno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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