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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날짜 및 참여자(인증샷)
 14.05.21(수) 09:00 AM 7호관 231호

전원 참여



2. 회의 내용
 - 시나리오 2차 회의

1) 감염의 표현

감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독제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감염자

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 지에 대한 회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감염자들은 특이한 머리띠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 배우들과 구분

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로 기각되었다. 두 번째로, 감염자들은 선글라스를 끼자는 의견이 

있었다. 감염자답다는 느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세 번째

로, 감염자들은 마스크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감염자답기

도 하고, 다른 배우와 확실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통과되었다. 따

라서 UCC 내에서 감염자들은 흰색 민무늬 면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

2) 좀비의 등장 시기

데드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배우들을 꾸준히 감염시키는 좀비(숙

주) 역할의 등장 시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시나리오 작가는 좀

비가 자주 등장하기를 원했으나 UCC의 전반적인 내용이 ‘데드락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좀비의 등장은 필요한 부분에만 

넣기로 했다. 

3) 배경 음악

UCC 편집 시 사용할 배경 음악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배경 음악

으로 한 곡을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방법과 타이밍에 맞게 적절히 

효과음을 넣는 방법이 있다. 이 중 대중가요는 UCC 전체 분위기

와 맞지 않으므로 대중가요를 UCC에 전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제

외하기로 했다. 다만, 촬영본을 보고 추후에 편집 담당이 적절히 

음악을 선택하기로 했다.



4) 각 scene을 넘길 때 처리

각 scene을 넘길 때 처리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자

막이 적절히 사용되며, 촬영본을 연속적으로 이어붙이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scene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다. 두 번째로는 S#2(시나리오 · 콘티 참조)에서 등장하는 배

우 8명 중 데드락을 예방하지 못한 5명을 클로즈업하여, 그들이 

회상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즉 데드락을 예방하지 못하고 감염

되어 좀비가 되어가는 이들을 클로즈업하면서, 그들이 ‘예방을 잘 

했더라면...’이라는 대사를 한다. 편집은 이와 함께 fade-out과 

fade-in 효과를 적절히 주면서 그들이 회상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

할 것이다. 

5) 결론

결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결론은 모두 데드락이 

걸려(감염자가 되어) 좀비가 되기로 한다. 모든 배우가 좀비가 되

어 데드락을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연구원 또한 감염시킨다. 또한 

모두 좀비가 된 배우들은 촬영장 밖의 사람들도 차례로 감염시키

도록 한다.



3. 다음 일정
 - 촬영 시간 및 장소

14.05.26 월요일 06:00PM 지하 주차장 & 7호관 231호, 232호

 - 준비물

1) 색이 다른 음료수 3개

1.5L를 구매하며, 별도로 투명한 컵을 준비하여 색을 표현한다. 색

은 Red, Green, Blue로 표현하며 이에 맞는 음료를 적절히 준비하

도록 한다.

2) 의상

어둡고 차분한 의상을 입고 오도록 한다. 지나치게 밝은 옷은 UCC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분장

완전히 감염되어 좀비가 된 배우들은 눈 밑을 시꺼멓게 분장하도

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