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나 드라마, 게임을 보면 멋진 영웅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약자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 영웅은 누구이고, 우리는 왜 영웅을 필요로 할까요? 

오늘은 이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십대를 위한 영웅의 심리학

독전 활동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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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드 윌슨!

데드풀이니까.

쿵푸 팬더라고 

말해……

나는 <엘더스크롤> 마틴 셉팀이요. 

일개 사제이지만 백성들을 지키려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성당에서 남은 

생존자들을 보살피고, 황제가 돼서도 

자기 목숨을 희생해 세계를 구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던 영웅이 있어요? 

또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영웅은 누구인가요? 

그 영웅을 왜 좋아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과 지금 자신이 닮은 

점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습관, 감정이나 

성격 중에서요. 가까운 미래에 비슷해질 듯

한 것,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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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좋아하는 영웅에게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요. 이 새로운 무기가 있으면 

영웅은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더 행복

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영웅한테 무엇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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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영웅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

람과 실제로 비슷한 사람이 지금 주변

에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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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신의 영웅한테 친구나 선후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생겼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10 11    

1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 일상적인 평범함, 그리고 위기를 툭 치고 나아가는 특별함이 공존한다.

3 모험을 겪으면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간다.

4 처음 의도부터 정의로운 일을 생각한다.

5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잠시 머뭇거리지만 끝내 달려든다.

6 사회적 규칙을 따르려 노력하고, 착하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한다.

7 역경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영웅의 기준

1 도움은 최소한으로 받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2 평범함보다는 아주 특출한 능력이나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모험을 겪고서도 자기 생각을 별로 바꾸지 않는다. 

4 사회 정의나 타인의 이익보다 복수나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을 쏟는다.

5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일을 무리하게 벌인다.

6 착하고 평화로운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잔인한 것을 좋아한다.

7 이상보다 현실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쓴다.

반영웅의 기준
우리가 정리한 영웅과 반영웅의 기준인데요. 

영웅과 달리, 반영웅은 사회적 규칙에 개의치 

않습니다. ‘닥치고 내 분노의 주먹을 받아랏!’ 

하면서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이 기준에서 자신

의 영웅은 몇 개가 해당되나요? 항목마다 그 이

유를 써 보세요.

체크

체크



이제 나만의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 봐요. 영웅의 

이름, 나이, 외모, 특수한 능력, 장점, 습관을 적

어요. 그 영웅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설정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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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본 명

성 별

나 이

직 업

외 모

장 점

능 력

단 점

습 관

활동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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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약 상

사람들의 평가 

친 구            (조력자)   

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나요?

악당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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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잠재

의식에 깊이 도사린 이름 모를 불안감과 콤플

렉스가 객관화해서 만들어진 환상이다.

누구나 영웅처럼 살고 싶다고 

마음속 깊이 느낀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을 

분석하는 일은 자신의 과거, 현재의 심리와 미래의 희망 사항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자신

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때마다 여기에 나온 질문들에 반복해 대답해 주세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에리히 프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