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 도구 : 타이머 1개, 상자 1박스, 탁상 1개, 의자 5개, 1번부터 25번까지 번호가 붙

어 있는 공 (총 25개), 1번부터 25번까지 번호가 적힌 표 (총 25개), 문제가 적힌 스케치

북 4개 (그 중 3개는 Short job용, 1개는 Long job용), 볼펜 1개, 호루라기 1개, 

‘READY’라고 표시된 종이, ‘RUN’이라고 표시된 표찰.

- 이 표시가 있는 부분은 지우고 제출할 것(촬영용임)

- 상자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촬영을 위해 내부를 미리 4칸으로 나눠둔다. 칸마다 

Short job 1, Short job 2, Short job 3, Long job의 구역으로 나눠서 해당 job의 

공을 분류해 둔다.

- 스케치북은 Short job용, Long job용으로 나뉘며 Short job용은 스케치북 1장당 쉬

운 문제 2개씩 총 3장을 적어둔다. Long job은 스케치북 1장에 어려운 문제 5개를 적

어둔다.

배우 : 스케줄러A, 프로세스A, 프로세스B, 프로세스C, 프로세스D

- 배우는 나중에 제출 전 이름으로 수정한다.

탁상 위에는 볼펜을 올려두고 ‘RUN’표찰을 화면에 보이도록 올려둔다. 의자는 촬영 시 

사람의 얼굴이 보일 수 있게 탁상에서 카메라 반대편에 놓이도록 둔다. 스케줄러A는 한 손

에는 타이머를 들고 있고, 목에는 호루라기를 매고 있다. 스케줄러A는 탁상 오른편에서 서

서 있는다. 스케줄러A가 서 있는 바닥에는 1부터 12까지 번호가 있는 공이 담겨 있는 상

자가 있다. 탁상 뒤편(약 3m)으로는 의자 4개가 놓여있으며 의자 앞에는 ‘READY’를 

적어둔 종이를 화면에 보이도록 둔다. 

운동장 (낮)

프로세스A, 프로세스B, 프로세스C, 프로세스D가 각자의 스케치북과 티켓 3장을 들고 의

자 4개가 있는 곳으로 차례대로 등장한다.

- 프로세스A는 1~3, B는 4~6, C는 7~9, D는 10~12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다.

4명이 모두 등장했으면 동시에 의자에 앉는다.

(C.U) 4명은 몹시 긴장한 표정으로 티켓을 확인한다.

(CG) START라고 적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사라진다.(효과음 포함)

스케줄러A는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C.U)(Slow) 상자에서 공을 1개 꺼낸다.

- 이 때, 스케줄러A는 1~3번의 공을 뽑을 것.

(O.L) 4명의 프로세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티켓을 쥐고 흔들면서 자신의 티켓 번호

를 외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다.

(공에 후광효과 반짝반짝) 스케줄러A는 뽑은 공을 확인하고 화면에 번호를 보여준다.

프로세스A는 기쁜 표정(복권에 당첨된듯하게)으로 일어나서 환호한다. 반대로 프로세스B, 

C, D는 실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힘없이 앉는다.



프로세스A는 탁상으로 걸어가 탁상 의자에 앉는다. 스케줄러A는 타이머를 잴 준비를 한다.

- 타이머는 5초로 한다.

프로세스A는 스케치북을 펼쳐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탁상위에 둔다.

스케줄러A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시작신호를 알리고,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이와 동시에 프

로세스A는 볼펜을 집고 그 장의 문제를 푼다.(아주아주 쉬운문제)

- 5초 이내에 풀도록 하자.

프로세스A는 문제를 다 풀고 볼펜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스케줄러A는 타이머 

작동을 중지한다.

- 작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케줄러A는 프로세스A를 칭찬하며 프로세스A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인다.(나 이런 job

이다.)

스케줄러A는 프로세스A에게 13이 적힌 티켓을 준다.

스케줄러A는 13이 적힌 공을 박스에 넣는다.

- 이 때, 공은 박스 안에 프로세스A의 구역에 잘 넣는다.

프로세스A는 스케치북을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당당하게)

다시 스케줄러가 공을 뽑을 준비를 한다.(긴장감 고조)

스케줄러A는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C.U)(Slow) 상자에서 공을 1개 꺼낸다.

- 이번에는 스케줄러A는 4~6번의 공을 뽑을 것.

(O.L) 4명의 프로세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티켓을 쥐고 흔들면서 자신의 티켓 번호

를 외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다.

(공에 후광효과 반짝반짝) 스케줄러A는 뽑은 공을 확인하고 화면에 번호를 보여준다.

프로세스B는 기쁜 표정(복권에 당첨된듯하게)으로 일어나서 환호한다. 반대로 프로세스A, 

C, D는 실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힘없이 앉는다.

프로세스B는 탁상으로 걸어가 탁상 의자에 앉는다. 스케줄러A는 타이머를 잴 준비를 한다.

- 타이머는 5초로 한다.

프로세스B는 스케치북을 펼쳐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탁상위에 둔다.

스케줄러A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시작신호를 알리고,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이와 동시에 프

로세스B는 볼펜을 집고 그 장의 문제를 푼다.

- 5초 이내에 풀도록 하자.

프로세스B는 문제를 다 풀고 볼펜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스케줄러A는 타이머 작

동을 중지한다.

- 작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케줄러A는 프로세스B를 칭찬하며 프로세스B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인다.(나 이런 job

이다.)

스케줄러A는 프로세스B에게 14가 힌 티켓을 준다.

스케줄러A는 14가 적힌 공을 박스에 넣는다.

- 이 때, 공은 박스 안에 프로세스B의 구역에 잘 넣는다.

프로세스B는 스케치북을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당당하게)



B가 자리로 돌아온 뒤 스케줄러는 또다시 공을 뽑고, C->B->A->C순으로 당첨이 된다.

.... 생략.

다시 스케줄러가 공을 뽑을 준비를 한다.(긴장감 고조)

스케줄러A는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C.U)(Slow) 상자에서 공을 1개 꺼낸다.

- 이번에는 스케줄러A는 10~12번의 공을 뽑을 것.

(O.L) 4명의 프로세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티켓을 쥐고 흔들면서 자신의 티켓 번호

를 외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다.

(공에 후광효과 반짝반짝) 스케줄러A는 뽑은 공을 확인하고 화면에 번호를 보여준다.

프로세스D는 체념하고 있다가 자신의 번호가 뽑힌 것을 알고, 기쁜 표정(복권에 당첨된듯

하게)으로 일어나서 환호한다. 반대로 프로세스A, B, C는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힘없이 앉는다.

프로세스D는 탁상으로 걸어가 탁상 의자에 앉는다. 스케줄러A는 타이머를 잴 준비를 한다.

- 타이머는 5초로 한다.

프로세스D는 스케치북을 펼쳐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탁상위에 둔다.

스케줄러A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시작신호를 알리고,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이와 동시에 프

로세스D는 볼펜을 집고 그 장의 문제를 푼다.(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쓰여질 예정)

- 5초 이내에 풀지못한다.

프로세스D는 시간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그러면 스케줄러A는 5초가 끝났음을 프로

세스D에게 알린다.

스케줄러A는 프로세스D에게서 티켓을 하나 뺏는다. (슬픈표정의 프로세스D)

스케줄러A는 박스에서 D의 공도 하나를 뺀다.

프로세스D는 스케치북을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씁쓸하게)

-위의 과정을 2회 반복하면 A,B,C는 4번씩당첨. D는 2번당첨된다.(a,b,c가 좀더 당첨되

도 됨.)

- 아래는 마무리 부분.

프로세스A, B, C는 티켓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내면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프로세스D는 티켓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좌절된 모습을 보인다.



- Start -











반복



- The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