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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순번 내용 마감일 확인

1 분장실, 의상실, 소품창고, 조명/음향 콘솔 등 관련 공간이 열려 있는지 확인

2 연습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집합시간에 도착했는지 확인

3 모든 무대 기술 사항은 시작 45분 전까지 준비 완료 되었는지 확인

4 무대감독 대본을 펼쳐 마지막으로 모든 큐를 읽어볼 것

5 포토 콜이 잡혀 있으면 미리 공지해 차질 없도록 할 것

1 무대감독 팀은 항상 모이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것

2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것

3 공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확인

4 공연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의 잠금장치가 열려있는지 확인

5
소품, 음향, 의상, 조명, 무대, 특수효과 등이 공연 시작 45분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6 무전기, 인터컴 등 공연 통신 수단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

7 배우 개인소품, 의상, 소품이 이상 없는지 재확인

8 무대 스텝들 무대바닥 청소 확인

9 공연 시작 30분 전까지 배우들의 warm-up 끝났는지 확인

10 백 스테이지와 분장실에 30분 전, 10(15)분 전, 5분 전, 공연 위치로의 콜

11
객석감독과 계속 통신 유지하며 언제 객석을 열지, 언제 공연을 시작할 지 결

정

12
공연 중 어떤 사고에도 대비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각 스텝들이 대응하는 방

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공연 전 무대감독 안전관련 안내방송 할 것

1 객석감독과 계속 통신을 유지해 중간 휴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상호확인

2 다음 막이나 장면을 시작하는데 준비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

3 발생된 문제 해결

4 모두 공연 위치에 준비 되었는지 확인

1 객석 조명 점등

2 공연 후 관객이 무대 뒤나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안내요원에 요청

3 무대의 모든 것이 잘 원상복귀 되었는지 확인

4 배우들이 개인 소품, 의상 정리 확인

5
배우들이 분장한 채로 아니면 의상을 착용한 채로 백 스테이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6 문제를 일으킬만한 것들이 있는지 전체 확인

7 공연 일지를 작성하고 극장 문 잠그고 퇴근

1 모든 장소가 깨끗이 청소되었는지, 물품이 정돈되었는지 확인

2 무대감독 대본, 열쇠들, 무대감독 비품이 반납되었는지 확인

3 빌려온 의상, 소품, 기타 비품들이 제대로 반납되었는지 확인

4 분장실을 확인해 배우들이 놓고 간 사물이나 공연 물품 확인

마무리 1 필요하면 배우와 스텝들의 평가서를 작성

* 참고도서 : 출판사 연극과 인간 / 김윤식 작 <무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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