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이스 콘테스트 대본 과제
■ 안내사항
- 성별에 맞게 선택하여 녹음한 후 ‘voicefesta@naver.com‘으로 제출하십시오.
- 파일명과 메일 제목은 ‘이름_생년월일_연락처’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음 파일 형식은 mp3로 제한하며,
음질은 심사에 크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면 허용됩니다. (휴대폰 녹음 가능)
- 신청 시 중복 또는 변경 제출이 어려우므로, 녹음파일은 반드시 미리 듣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괄호 안 지문은 대사에 참고만 하시고, 녹음은 대사 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콘테스트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성우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84-7012)

남자
(필수)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콘테스트에 신청하는 OOO입니다.
(털썩 주저앉으며) 화목한 가정에 점잖은 교수 아빠? 하,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런 우리
아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우리 아빤, 자신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서울대
아님 학교로 치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서울대 법대를 꼭 가야하고... 난 숨이 막혀...
공부, 공부... 내 인생은 기승전, 공부니까... 나 가끔은 니가 부러워... 단순하고 충동적이
라서... 나도 가끔은 생각이라는 거 없이, 단순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널
보며 대리 만족할 때도 있어... (일어나 어깨를 툭 치며) 너 그거 아냐고 임마!
(내레이션) 웅이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차 안은 땅속 깊이 파
묻힌 관처럼 아늑해서 금세 졸음이 몰려왔나 보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즈음, 어디선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여자
(필수)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콘테스트에 신청하는 OOO입니다.
(카운터로 걸어가는) 돈은 팔천원뿐이고, 난, 미성년자고... 카운터 할머니가 나이가 많
으신 거 같으니, 성인이라고 우겨봐? 근데 돈이 모자라는 건 어쩔?? 아 돌겠네 정말...
- 다음날 아침 (길거리 소음 속을 걸으며) 간밤에 비가 와서 하늘이 깨끗하네. 미세먼지도 없고...
(아이들 까르르 웃는 소리) 나만 빼고 모두들 즐겁고 행복하구나...
엄마아빠는 내 걱정이나 하고 있을까?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내레이션) 일요일 오후의 풍경들이 한가로웠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아저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제자리 뜀을 하며 신호를 기다렸고, 프랜차이즈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말인데도 모두들 할 일이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주눅 들게 만들었
다.
(차,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걸으며 혼잣말) 그래, 일단 걷자... 걸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태. 집 나온 지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내 삶이 초라해졌을까.
이제 난, 어디로 가야하나...

- KBS 라디오 극장 이유선 作 <시트콤> 중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