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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그리고 배우,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기다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 

Treatment 

몽타주씬은 “The SHOOT”의 메시지와 Plot이 압축된 scene 

 

광기가 극에 달한 감독과  

죽음의 직접적 당사자가 된 배우와 스태프가 

죽음에 직면하면서 맞게 되는 공포와 전율 그리고 죽음 

 

몽타주씬의 비주얼 접근은 순차적 편집이 아닌  

디자인의 관점과 영역에서 사고하고 상상하기 바람 



#1. 고개를 서서히 드는 감독(김지경)  

머리에 바람(강풍기) / 동공이 Blue & Red / 화면 이분할 

#2. 감독(B.S) 총을 서서히 들어올린다  



#3. 총구를 향해 빠르게 zoom-in 

#4. 총알 발사(C.G) 



#5. 총에 맞는 남자배우(F.S) 



몽타주씬 촬영당일 배우분들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액션과 표정 그리고 사이즈의 합성 Source촬영 

*컨디션(body, 표현력, 메이크업&헤어, 의상, 전체적인 Style&Look) 

단, 4K 3D입체 고속촬영임을 감안해 촬영 데이터량 고려 

탄피(C.G) 

마치, 비처럼 내리다 

#. 극적인 동작으로 죽어가는 스태프 
(다양한 사이즈) 

에어 콤프레샤 

Green 천 /매트/애플박스 



몽타주씬 촬영당일 배우분들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액션과 표정 그리고 사이즈의 합성 Source촬영 

*컨디션(body, 표현력, 메이크업&헤어, 의상, 전체적인 Style&Look) 

단, 4K 3D입체 고속촬영임을 감안해 촬영 데이터량 고려 얼굴 (땀)오일리하게 만들고 

눈물, 화장범벅 

에어콤프레샤, 적당한 피 



철컥철컥(빈총) 

딸깍 딸깍 딸깍(총알장전) 

철컥 

쾅…쾅…쾅…쾅(격발) 

 

1min 30sec 동안 내달리면 재미없다 

총알을 재장전 하고 다시 달리자(호흡) 

A  



#. 빈 총을 머리에 쏴대며 웃는 미친 감독 

B 

1min 30sec 동안 내달리면 재미없다 

총알을 재장전 하고 다시 달리자(호흡) 



탄피(C.G) 

마치, 비처럼 내리다 

#. 극적인 동작으로 죽어가는 스태프 
(다양한 사이즈) 

에어 콤프레샤 

Green 천 /매트/애플박스 살육의 반복 
하지만  

앞서 속도감보다  
빠르게 진행 



#. 광란의 살육이 멈추고 공중에 유영중인 듯한 수많은 시체들 그들 위로 자막 



#. 공중에 부유중인 시체 중 한 사람의 얼굴로 C.U 몽타주씬 끝 
 

죽은 여성은 앞서 남자배우처럼, 캐스팅 확정된 여자 배우분 중 한 분이면 됨 

(현재 시나리오에서 볼때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트, 스크립터중에서… 

거꾸로 여기서 죽는 여자배우는 캐스팅이 확정된다고 보면 됨) 

몽타주씬 중간의 죽는 분들은 앞서의 드라마 구성과의 연계성은 굳이 없어도 상관없다.  

 

미 확정된 배역은 다음주까지 촬영 3일전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자 함 

특히, 여자배우, 남자배우, 여자조연배우, 스타일리스트(여),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트(여), 붐맨(남), 쟁반 든 러너(남) 

  



The End 

시나리오&감독 곽동철 010-3606-2911 kwakpd@empas.com 

Executive Producer 임재경 010-9012-7030 0228star@hanmail.net 

프로듀서 전봉욱 010-9351-2529 jeunbu@naver.com 

조감독 김종찬 010-8795-1512 jongchan_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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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육과 학살의 몽타주씬 

총을 쏴대는 감독과 총에 맞아 죽어가는 배우와 스태프 교차 

 극을 향해 치닫는 감독의 광기와 

죽음에 직면한 스태프의 두려움과 공포  

혼자 혹은 여럿의 주검들 

그리고 그들 머리위로 뜨는 자막들 

놀이공원 놀이기구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와 

살육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sound)  

회전목마와 각종 놀이동산 (캐릭터)오브제 교차와 병치_미장센 

총알, 탄흔, 튀기는 피, 탄피등 돌출(pop -up) 오브제 

 

레퍼런스 동영상(카메라 워킹&액션, 아트웍등) 

http://www.youtube.com/watch?v=9tJp09QgrHc 

 

http://www.youtube.com/watch?v=nn4KQ5MEuN0 

 

http://www.youtube.com/watch?v=2mwu5Low7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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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C.U으로 고개를 천천히 들고 

#. 총을 서서히 들고- 

#. 겁에 질린 남자주연배우 C.U 등장 

#. 총에서 총알 발사 

#. 총에 맞는 스태프(머리 혹은 가슴) 

#. 총을 들고 소리치는 감독 측면 샷 

#. 총구 대신 감독 입에서 총알이 나가고- 

#. 시나리오를 집어 던지면 종이가 하늘에서 

#. 총에 맞은 듯 공주에 부양하는 여자 스태프(긴 머리카락) 

#. 놀이공원 회전목마의 눈으로 카메라 dolly - in Shot 

#. 피스톨에 장전되는 총알을 pov샷뷰로 공포에 질린 스태프 얼굴까지 dolly-in 

#. 탄흔 사이로 누워서 죽어있는 스태프(공주에 떠서) 

#. 앉아서 죽어있는 스태프(공중에 뜬채로) 

#. 거친 호흡중인 감독 피범벅 얼굴 C.U 



Casting guide 

남자  
조감독 

여자 
스크립터 

붐맨 남 
여자배우 남자배우 

쟁반든  
러너 남 

촬영감독 남 

스타일리스트 
여 

조명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