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HOOT Shooting Continuity 

kkwakpd.tistory.com 

2014.11.4~11.6 / 용마랜드 

4일 촬영 

5일 촬영 

6일 촬영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1 B.S 
Film 후반부 조감독을 죽이기 위해 감독이  
방아쇠 당기는 장면을 프롤로그로 활용 

12초~15초(EPIC M+프리스타일 리그 SET) 

2 Title 
자 막 

(총구의 나사선을 따라 등장) 

3 F.S 놀이공원 전경 타임랩스+하이퍼랩스(최경섭 작가) 

4 

B.S 
 

팔로우 
트랙킹 

뒷태가 섹시한 여배우의 뒤를 쫓아가는 카메라 
(마치, 이야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듯한 one take 구성) 
걸어가다 멈추면 좌측에서 손이 들어와 코트를 가져가고 

의자를 놔주면 앉고 담배를 입에 물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담배 불 
오른쪽/(조감독& 스크립터) 조감독 여배우를 살짝 본다 

왼쪽/붐맨 헤드폰& 마이크 테스트 하다가 지나가는 러너를 불러 세우고 물 한잔 
오른쪽/스타일리스트에게 혼나는 어시스트  

(부러운 듯 바라보는 조연 배우_이선정?)->”복선”은 아니다 

UHD S3D Short film 

The SHOOT 

45” 

15” 

10” 

15” 



화장 톤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5 C.U 

여배우의 정면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고 난 후 카메라를 향해 내뿜는 여배우 

 

여자배우 얼굴 점 

6 C.U 

화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으면  
흑백으로 바뀌는 화면 

 
(영화촬영장면으로 자연스럽게 화면전환) 

7 C.U 

남자배우 얼굴에 뿌려지는 상대 여배우의  

담배연기로 자연스럽게 앞 씬과 연결 

남자배우 : 담배를 끊는 게 어때? 키스할 때마다 그 냄새가 좀 

거슬리는데.. 

8 
B.S 

2SHOT 

여자배우, 남자 배우를 등지고  묘한 미소를 지은 다음 

다시 한번 담배를 한 모금 빤다  

여자배우 : (담배 케이스를 열어보며) 

아직 5개비가 남아있는데 이걸 다 

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만나고 있다면 금연을 한번 고려해볼께~ 

12”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9 
담배 
케이스 
Insert 

여자배우 : (담배 케이스를 열어보며) 

아직 5개비가 남아있는데 이걸 다 

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만나고 있다면 금연을 한번 고려해볼께~ 

 

10 
B.S 

2shot 

남자배우 : (뒤에서 여자의 허리를 감싸오며 귀에 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  

담배를 제외하곤 당신은 내게 완벽해 

11 OTS 

여자배우: (남자를 살짝 뿌리치며 돌아서고 피식 웃으며) 

사내들이란..ㅋ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핑계를 찾겠지 

12 C.U 

(희롱하듯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더듬는듯한 자세) 

내게 사내는 이 담배와 똑~같아 

모양도…크기도…(남자의 귀에 대고)심지어 맛도…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13 
B.S 

2shot 

남,녀 배우의 숨막히는 대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 

두 배우 사이로 갑자기 등장하는 붐 마이크 

(화면 톤이 모노톤->컬러) 

이때,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O/V 들린다 

컷!! 

14 F.S 

화면 빠지면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일순간  
카메라를 향해 무덤덤한 얼굴로 쳐다본다. 

마치, 정지되어 있는 그림처럼 모두들 서있는 가운데 
그들중 누군가(현장 러너_쟁반 위에 컵) 한쪽으로 비켜서면  

그 뒤에 새파랗게 겁에 질려 있는 
붐마이크를 든 오디오 기사(붐맨)의 모습이 보인다.  

갑자기 쾅  총소리와 함께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붐맨 
배우와 스태프 무덤덤하게 쓰러진 붐맨을 바라본다.  

15 C.U 
권총의 총구에서는 방금 전 화약의 잔향이 피어 오르고 있다 

 

16 
단독 
TFS 

 

감독이 의자에 앉아 권총을 들고 있다 
그리고는 무덤덤하고 일상적이게(살인에 대해 별다른 동요 없이) 

권총을 거두고 책상 위 콘티들을 뒤적이며 보기 시작한다 

총 소리에 질끈 눈을 감는 스크립터(C.U)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17 

조감독 
W.S 
OSS 
감독 

총을 거두는 감독의 앞으로 메가폰을 들고 현장을 정리하는 조감독이 등장 

자~다시 가겠습니다 

18 
스태프 
배우 
F.S 

(조감독의 지시에 따라) 
마치, 얼음 [땡]한 것처럼 일제히 움직이는 스태프와 배우 

여배우는 메이크업을 새로 고치고- 
남자배우는 가글링을 하고- 

촬영감독이 탄 크레인은 다시 올라가고- 
스태프중 일부는 붐맨의 시체를 치우고- 

19 
조감독 
OSS 
TFS 

조감독이 지시를 하자 

컵을 들고 있던 러너는 쟁반을 집어 던지고 

붐 마이크를 잡는다. 촬영준비가 완료되자  

(W.S)돌아서서 감독을 쳐다보는 조감독(감독의 동의를 구하듯) 

20 
감독 
C.U 

총을 이마에 기댄 상태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감독 
(감독 Reaction 편집을 고려해 Size별로 몇 개 더) 

10”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21 B.S 

#12와 동일 

(희롱하듯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더듬는듯한 자세) 

내게 사내는 이 담배와 똑~같아 

모양도…크기도…(남자의 귀에 대고)심지어 맛도… 

22 
C.U 

2shot 

여배우의 농염한 유혹에 못 이겨 

갑자기 여배우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남자배우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남녀 

23 
Dolly 
-out 

카메라 서서히 빠지는 가운데 

이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화면 톤 흑백 -> 컬러) 

아까보다 더 신경질적인 O.V 소리로 

컷!! 

24 F.S 

#14와 동일한 샷(미장센은 조금 다르게 연출) 
 

처음에는 카메라(감독)를 봤다가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방향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린다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25 
스태프 
3Shot 
W.S 

스태프들과 배우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빨간 안경을 쓴 스타일리스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나…지금 촬영중인데…내가 이따가 전화… 

26 C.U 
자신에게 겨누어진 총구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운다/비명을 지른다) 

27 
로우앵글 

TFS 

감독이 권총을 발사하자 

고꾸라지며 프레임 아웃 되는 스타일리스트 

28 C.U 
화면 앞에 갑자기 머리에 총을 맞은 스타일리스트 머리가 나타난다 

“쿵”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29 
감독 
B.S 

분노와 광기를 (누르는듯한) 참는듯한 표정의 감독 

30 
조감독 

B.S 

조감독이 감독의 눈치를 살피며 (현장을 정리한다) 

누군가(스타일리스트 어시스트외)에게 지시하듯 손짓한다 

31 
스태프 
3shot 
TFS 

조감독의 사인을 받은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가 들고 있던 

(비닐에 쌓인)옷가지들을 옆에 있던 다른 스태프에게 넘기고 

돌아서 앉아 죽어 있는 스타일리스트의 빨간 안경을 뺏어 

자신이 쓴 다음, 

32 C.U 

쓰고 있던 야구모자를 벗어 던지고 머리를 푼 다음 

조감독을 보고 마치 준비가 되었다는 듯 미소를 보인다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33 
3shot 
W.S 

조감독 고개를 끄덕이고 

남녀 배우 앞에서 슬레이트를 치고 프레임 아웃 

“더 슛_담배에 대하여 10에 18” 

(슬레이트 테이크 숫자 바뀌면서  

다양하게 촬영) 

34 2shot 

남자배우 : (뒤에서 여자의 허리를 감싸오며 귀에 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  

담배를 제외하곤 당신은 내게 (읔) 완벽해~ 

대사도중 딸꾹질을 하는 남자배우 당황해서 감독을 본다 

35 
감독 
C.U 

폭발하는 감독 

카메라를 향해 총구를 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분노를 표출한다 

36 
Dolly 

in 

스파이크 리 샷 
 

감독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카메라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37 

몽타주씬(별도 첨부) 

10월24일 Green screen 촬영 완료 

현재 마스터 디자인/아스트로에서 후반작업 진행중 

38 C.U 

(인서트 컷) 폐 놀이공원의  

음산한 오브제들(회전목마,빈 그네등을 호흡으로) 

 

살육의 몽타주씬이 끝나고 거친 호흡을 몰아 쉬며  

얼굴에 튀긴 피를 스카프로 닦아내는 감독 

39 OTS 

피를 닦는 감독을 

쳐다보고 있던 조감독 

감독이 피를 닦는 사이 도망가기 위해 뒤 걸음 치는 조감독 

40 
조감독 

TFS 

그러다 그만 누군가의 시체에 걸려 넘어져 메가폰의 사이렌이 

울리고 만다 애~애~앵 

당황해서 끄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겨우 진정시킨다. 이때 머리에서 들려오는 

권총 장전되는 소리 철컥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41 B.S 

조감독에게 겨누어진 총구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총알이 없다 

철컥철컥 

42 
감독 
TFS 

감독 다리를 절며 

책상으로 돌아가 

총알을 장전해서  

돌아서는데… 

43 
감독 
POV 
Shot 

조감독이 보이지 않는다. 

감독의 POV샷으로 총구로 조감독을 찾는다 

멀리 도망치는 조감독의 모습이 보인다 

쏘려다 이내 포기한다 

44 
감독 
TFS 

포기하고 힘없이 자리와 돌아와 앉는 감독 

작게 읊조리듯 얘기하기 시작하다 

점점 비명을 지르듯 고함친다 

레디 액션~레디 액션~레디 액션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45 B.S 
그러다 자기 분에 못 이겨 

총구를 입에 무는 감독 

46 F.S 
쾅 

의자에서 고꾸라지는 감독 

47 F.S 같은 사이즈에서 조준경으로 바라보는 화면 

48 C.U 바닥에 떨어지는 탄피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49 
제작자 

C.U 

차 안에서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제작자 

입에는 시가를 물고 있다 

50 
제작자

B.S 

총을 내려놓고 벗어놓은 가죽 장갑을 끼는 제작자 

그런 다음 룸 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긴다. 그리고는 독백으로 

“버러지 같은 놈” 

51 C.U 

차에 시동을 켠 다음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제작자의 차를 가로 막는다 

급하게 차를 세운다 

52 

조감독 
OSS 

제작자 
자동차 

조감독이 제작자의 차를 가로막고 서있다 



#. Shot Reference 대사 / Scenario / Treatment / Depth budget 

53 
제작자 

B.S 
차 안의 제작자 조감독을 응시한다(긴장감) 

54 C.U 배기가스 배출구(시간의 경과와 긴장감) 

55 2shot 

조수석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에 올라타는 조감독(F.S) 경직되어 앉아 있다 

조감독에게 권총과 시나리오(The SHOOT)를 내미는 제작자 

56 
조감독 

B.S 

권총과 시나리오 넘겨받고 

권총을 쥐는 조감독(단독 B.S) 

카메라 빠지면 차 안에서 불꽃이 번쩍 빛나고 

울려 퍼지는 총성 

쾅 



The End 

놀이공원 내 오브제 인서트 컷 외 연출팀 내부에서 편집을 고려해 

별도로 촬영하는 모든 컷(연기자 리액션등)들은  

현장 스크립터 및 데이터매니저와 반드시 촬영 분에 대해 기록하고 공유하기 하기 바람. 

 

그리고, 모든 샷 앞에는 반드시, 꼭 슬레이트(&포커스용 줄자) 치세요~  

 

모든 촬영 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용량을 반드시 고려하기 바람 



S3D Point 



#.4 

1. Intro에서 여자 뒷모습 B.S follow shot(테크노 크레인 / 킹 크레인)_고속촬영(EPIC M+프리스타일 리그)_120FPS 

2. 의도는 여자가 스토리 속으로 데려 가는듯한 효과 혹은 느낌(Shot Size는 B.S->W.S shot까지 양보 가능) 

3. 여자 모델의 입체의 볼륨 값이 변하지 않고 돌출에서 깊이로 이동이 가능한지 고민 부탁 드립니다 



남자  
조감독 

여자 
스크립터 

붐맨 남 
여자배우 남자배우 

쟁반든  
러너 남 

촬영감독 남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트 여 

조명감독 

#.14 / 24 

1. 컨버전스 포인트 설계 부탁 드립니다.(정말 모르겠습니다)  

2. 의도는 붐맨의 죽음이 무관심하게 처리 되길 원합니다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1 / 41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요구했던 샷 입니다 

의도적으로 두통과 멀미를 유발하는 돌출효과를 원합니다.(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최대치)  

추가로 가능하다면 역광으로 찍기를 원합니다  



추가 컷 
 

촬영 진행 여부를 보고 (4일차 이후) 판단 예정 
여배우&여조연 상황 



콘티에는 미 반영 되어있지만, 몽타주씬 이전에 이런 리듬감을 고려중에 있음. 

 

슬레이트 탁 

실수 어..어.. 

컷 

쾅 

 

슬레이트 숫자 바뀌고 탁 

실수 어..어… 

컷 

쾅 

 

예를 들어 

소품의 실수 그리고 죽음(담배 갯수) 

#. 4개뿐인 담배C.U / 컷 

#. 당황하는 소품 담당 C.U 

#. 화를 내며 총을 쏘는 감독 C.U 

#. 총을 맞고 쓰러지는 소품담당 C.U 



#. 주연 여배우의 엔딩크레딧 

 

다시 진행되는 촬영. 하지만  

거듭되는 N.G로 여러 번 담배를 핀 여배우가 

대사도중 목인 갈라진 듯한 쉰 목소리를 내게 되는 실수를 한다 

당황한 여배우가 감독을 향해 연약한척 기절한 척을 해보지만 

가차없이 쏴 죽이는 감독(블랙코미디_극 전체 톤앤무드 연관성 고려) 

조연으로 배경에 서있던 여자가 앞으로 나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자 여배우와 똑같은 옷을 이미 입고 있다 

죽은 여배우의 손에 꼭 쥐어진 담배 케이스 소품을 빼앗는다 

그러나 꽉 움켜쥔 담배 케이스가 잘빠지지 않는다 

그 모습을 지켜 보는 감독의 광기는 점점 더 극을 향해 치닫는다 

여배우의 주검위로 뜨는 자막 

Leading actress ji hyun jun 

스태프와 배우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감독 

->살육의 몽타주씬으로 이동 

Treatment 

#. 여자주연배우 -> #. 몽타주 씬 브릿지 컷은, 

광분한 감독이 스태프를 향해 권총을 겨누는 샷(감독을 달리에 태우고 달리인샷)에서 

스파이크리 샷?(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음) 피사체의 배경이 도는효과처럼..일반촬영에서는 가능한데 

3D입체 촬영에서는 어떨지? 금번 프로젝트는 도전과 실험정신  

권총 총구까지 zoom-in 되고 나서 몽타주씬으로 연결 



#. 스타일리스트의 엔딩크레딧 

여재배우: (피식 웃으며)사내들이란..ㅋ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핑계를 찾겠지 

(희롱하듯 남자의 몸을 더듬는듯한 자세) 

내게 사내는 이 담배와 똑~같아 

모양도…크기도…(남자의 귀에 대고)심지어 맛도… 

이때 여배우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남자배우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남녀배우. 카메라가 서서히 틸 다운하면 

색깔이 제 각각인 구두(빨/파)를 신고 있는 여배우 

또다시 들리는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 

컷!!! 

여자배우 자신의 구두를 스윽 보더니 그 다음 감독을 향해 빈손 제스처 

스태프들 사이로 색깔이 제 각각인 구두(빨/파 혹은 B/W)를 

들고 겁에 질려 있는 스타일리스트 

분노에 찬 감독이 목을 풀듯 고개를 좌우로 흔든 다음 

평정심을 찾는듯한 자세를 취하고 나서 

총구를 겨누고 거리낌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쾅 

총에 맞아 죽는 스타일리스트(페이크 스턴트씬) 

스태프들이 시체를 치우려는데 스타일리스트의 어시스턴트로 보이는 

친구가 들고 있던 옷가지를 집어 던지고 죽은 스타일리스트의 

안경을 자신이 쓰고 난 다음 여배우의 신발을 바꿔준다. 

옮겨지는 스타일리스트의 시체위로 자막 

Stylist nu ri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