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기획안 /당진종합사회복지관

√촬영하기 전 = ①~③ 중 원하는 포맷 정하기
① 내레이션+인터뷰 (ex. 인간극장)
② 리포터 형식 (ex.여섯시 내고향)
③ 자막+인터뷰

√촬영할 때 주의사항 (편집할 때 고생하지 않기 위해!)

-촬영하러 가는 길 찍기 : 표지판, 달리는 차 등
-어떤 장소에 도착했거나, 장소가 바뀔 때는 반드시 풀샷 찍기(위치를 알 수 있도록)

-5-7초 정도 짧은 스케치 컷을 많이 찍기
-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줌인+줌아웃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가까운 것을 찍고 싶다면 줌을 사용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촬영하기
-가능하다면 여벌 녹음기도 활용하여 이중녹음을 할 것
-촬영장소가 너무 어둡지 않도록 신경써 주세요.

제목(가제)

촬영일시

촬영장소

준비물 예시) 블루투스 마이크, 노래방 책, 스마트폰 혹은 패드

대상자 정보

나이 :
가족관계 :
특이사항 :



*구성안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덧붙일 질문을 넣으시면 좋겠어
요!

비디오 오디오

출발하기 전 토크
(차 안 / 차 밖)

-오늘 만날 분은 누구인지? 
(노래교실 선생님이나 복지사 선생님께서 진행자가 되어 
소개해줄 수 있겠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지관 이용을 못 하고, 
좋아하는 노래교실에도 참여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
서 저희가 오늘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노래 처방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찾아가 보죠!

찾아가는 모습

-할머니 댁은 복지관에서 ㅇkm 떨어진 ~읍 ~면...
-먼 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의 열정
이 대단하시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지금 노래처
방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할머니 댁 전경 -마침내 도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복지사샘과
반갑게 인사하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와 둘러앉아 토크
-할머니에게 오늘 오게 된 취지를 소개한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 인터뷰
(중간중간 집안 풍경, 

인상깊은 물건, 할머니의 
사진 등 수록)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맞장구를 쳐가며 경청하는 노래교실 선생님, 복지사샘들.

할머니 인터뷰 질문지
-사이사이 할머니의 일상 모습이나 
인서트 샷(벽에 걸린 사진, 할머니의 
낡은 신발, 집안 곳곳의 풍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단했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할머니의 애창곡은 무엇인지?
-그 곡이 애창곡이 된 사연은 무엇인지?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할아버지 인터뷰

-할아버지가 봤을 때 할머니는 어떤 사람인가요?
-할머니와 살아온 지난 인생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일상 모습
-할머니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할머니가 쉴 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할머니와 가족들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모습은?

중간중간 바깥 풍경이나
시계를 한번씩 찍어주세요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

-~ 하는 사이 N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만들기 시간
(제가 전해듣기로 노래교실 선생
님께서 만들기를 준비하셨다고...)

-재료 소개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 보기
-완성품은 꼭 제대로 찍어보기

*할머니 댁에 펴놓고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미리 확인,
없다면 작은 상이라도 가져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만들기 시간

-서툴지만 꼼꼼히 집중하는 할머니의 손
-물건을 완성하고 기뻐하는 할머니
-복지관에 오기 전에 할머니의 삶은 어땠는지?
-복지관에 와서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들께, 복지관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는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선생님들과 할머니 서로 한 마디씩!

할머니에게 음악을
처방해드릴 시간!

-본격적인 노래 찾기에 앞서 할머니의 노래 취향 파악!
-칠갑산 스타일의 정통파인지, 아모르파티 스타일의 2030
감성이신지?
-패널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찾아가는 음악약국, 이런 느낌으로...

함께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

-평소 노래강사님 진행하시는 것처럼..
-복지사샘들도 함께 배워보는 장면이 나오면 할머니도 어
색하시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 마이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처방 받아보신 소감은? -노래 처방, 받아보시니 어떠세요?



√참고할만한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8AVjLiP7k1Y
할아버지의 집 곳곳을 스캔하는 시선

https://youtu.be/ksKsYeCZOx8
살아온 인생을 쭉 이야기해주시는 할머니
자료사진을 스캔해서 사이에 이렇게 넣어도 좋겠습니다.

-또 기다려질 것 같으세요?

마무리 -함께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