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A-1 

 

촬영 세부사항(BEBE DE PINO) 

 2021/09/23 

 

1. 브랜드 이름, 주소 BEBE DE PINO, SEOUL 

2. 브랜드 웹페이지 BEBEDEPINO.COM 

3. 브랜드 인스타그램 @BEBEDEPINO 

4. 브랜드 카테고리 남여 유아동복 

5. 브랜드 타겟마켓 국내 도소매, 전자 상거래 

6. 브랜드 에스테틱 브랜드 웹페이지, 인스타그램 참조 

7. 레퍼런스 브랜드 N/A 

8. 촬영 타이틀 BEBE DE PINO SS22 FASHION FILM CAMPAIGN 

9. 저작권 더캐리 (비디오와 사진) 

10. 사진 용도, 목적 브랜드 캠페인, SNS, 홈페이지, 매장 광고 등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사용 

11. 작업 완성본 수 
1 X 1 MIN VIDEO, 3 X 10~15 SEC CAPSULE VIDEO, BTS PHOTOS, GOOD ORIGINAL VIDEO 
FOOTAGES 

12. 사진 및 비디오    

             포맷 

- 비디오: 4K 또는 1080P, LANDSCAPE 

- BTS 사진 : RAW FILES, PORTRAIT OR LANDSCAPE  

- 비디오 풋테이지: 1080P, LANDSCAPE 

13. 촬영 장소 추후확정 

14. 모델 아동 모델 5 명  

15. 촬영컨셉, 레퍼런스 클라이언트 레퍼런스 참조, 추후확정 

16. 촬영 아웃 핏 수  모델 1 명당 2 착장, 총 10 착장 

17. 의상 스타일링 고객이 한국에서 착장 준비 후 바르셀로나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착장 



18. 헤어/메이크업 NATURAL, 추후확정 

19. 사진 작가 및 

    서비스 제공자 

1 X 필름 디렉터 

1 X DOP(DIRECT OF PHOTOGRAPHY) 

1 X 비디오 및 포토 어시스턴트 

1 X 포토그래퍼 

1 X 스타일리스트 

1 X 스타일리스 어시스턴트 

1 X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5 X 아동 모델 

1 X 프로듀서(아트 디렉터) 

1 X 에이전시 

20. 촬영 스케쥴 

 

2021/09/27 부터 촬영 전까지(TBC): 촬영 준비 및 기획: 모델, 로케이션 캐스팅, 무드 

및 촬영 컨셉, 스토리보드, 콜 시트 등 완성  

 

2021/10/(TBC): 서울에서 바르셀로나로 촬영 품목 배송 

 

2021/11/06(TBC): 촬영 

 

2021/11/(TBC): 바르셀로나에서 서울로 촬영 품목 배송 

 

2020/11/(TBC): BTS 포토 전달 

  

2020/11/(TBC): 비디오 풋테이지 전달 

 

2020/11/(TBC): 음악(5 가지 샘플) 중 선택 , 사운드 디자이너 필요시 2 회 가능 

 

2020/11/(TBC): 보이스오버(배우 선택 후 같은 배우로 2 회 수정 가능) 

 

 2020/11/(TBC): DEMO EDIT 전달, 전체적인 수정 협의 

 

2020/11/(TBC): 1ST EDIT 전달, 간단한 수정 

 

2020/11/(TBC): 2ND EDIT 전달, 간단한 수정, 캡슐 비디오 협의 

 

2020/12/(TBC): 캡슐 비디오 전달, 간단한 2 회 수정 가능 

 

2020/12 월 중반(TBC): The final edit 전달(1 분, 캡슐) 

 

*촬영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21. 촬영 의상 추후 확정 

22. 촬영 소품 여행용 밴, 추후확정 



23. 배송 회사 DHL 

24. 기타 

고객과 모델 및 로케이션 선택 

고객과 비디오 및 사진 촬영 기획 및 준비 상의  

합의 된 물품구매 후 인보이스 청구  

바르셀로나 스테프가 촬영 품목 한국 배송을 도움 

비디오와 사진파일 이메일(클라우드, 웹드라이브) 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