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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물품 준비

회의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기를 할 배우 팀과 소품을 제작할 

소품 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시나리오와 콘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배우 5명과 카메라맨 1명이 필요하였다. 나머지 4명은 소품을 

제작하는 소품 팀을 하기로 하였다. 배우 팀에는 이현영, 김승태, 이

창호, 왕신명, 조문희 5명과 카메라를 담당하는 차현준 1명을 포함하

여 6명으로 확정지었고, 이준택, 왕효함, 진수용, 황형재는 촬영에 필

요한 소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 후 회의는 배우 팀과 소품 팀 따

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먼저 배우 팀의 회의에서는 중간 결과 보고 때 쓰일 리허설 촬영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중점으로 하였다. 우선 Short Job 3명, Long 

Job 1명, Scheduler 1명을 뽑았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둔 콘티와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였고 콘티와 

시나리오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디테일만 부분을 추가하였다. Short 

Job과 Long Job이 뽑히지 않았을 때의 행동과 표정을 통일성 있게 

하였고, 뽑혔을 때의 행동과 표정도 통일성 있게 하여 영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하였다. 또 그 외에 Scheduler와 Job들 간

의 Scene에서의 카메라 경로와 행동, 표정들을 정하여 대본처럼 만

들어서 실제 촬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소품 팀의 회의에서는 어떤 소품을 제작할 것 인지부터 시작하였다. 

시나리오를 보고 필요한 소품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다. 소품에는 공

을 넣을 상자, 1~25로 표기된 공, 타이머, 호루라기, 스케치북, 

READY 푯말, RUN 푯말, 1~25로 표기된 티켓이 필요하였다. 먼저 

상자는 매점에서 남는 종이박스를 가져와서 색지를 붙이고 LOTTO

라고 쓰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집에 공이 있는 팀원이 

있어서 그 팀원이 준비하기로 하였다. 타이머, 호루라기, 스케치북은 

구입하기로 하였고, READY, RUN 푯말, 티켓들은 재료를 구입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작한 소품들은 7호관 빈 사물함에 배치

하고 조장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배우, 소품 팀 각자 회의가 끝난 이후 다 모여서 서로의 회의 내용

을 확인해주고 토론하였고, 중간 보고 때 쓰일 동영상의 촬영장소와 

촬영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난 후 회의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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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제작 모습 및 촬영시 필요한 소품

결과물

  배우마다 역할 선정 및 각 Scene마다 구체적인 내용 정하였다. 

⚫그리고 소품 리스트 작성 및 소품을 제작 하였다.  

⚫중간 시연을 위한 리허설 촬영 계획 수립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