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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소스 수집 및 
인코딩 프로그램1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의 기술
이상훈 대표(쿨디자인)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쉽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간단한 편집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동영상 편집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동영상 편집 관련 프로그램과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알툴바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다운로드

알툴바는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알툴바를 설치
하면 Internet Explorer에 도구 막대처럼 표시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하고, 
① 동영상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표시되는 ② [Down] 버튼을 클릭해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Down]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알툴바에서 ③ [캡처]
를 클릭하고 ④ [동영상 퍼가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알툴바로 YouTube에 있는 동영상 다운로드하기

 1-2   반디캠으로 동영상 녹화하기

반디캠은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동영상을 녹화할 때 유용합니다. 
반디캠을 설치한 후 ① [화면 녹화 모드]를 클릭하고, ② 표시되는 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캡처하고 싶은 동영상에 맞춘 후, ③ [●REC]를 클릭해 녹화를 시작합니다. 중
지 버튼(■)을 클릭해 녹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된 동
영상(bandicam….avi)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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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소스 수집 및 
인코딩 프로그램1

   반디캠으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녹화하기

 1-3   다음팟 인코더로 동영상 인코딩하기

다음팟 인코더는 동영상의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팟 
인코더에서 ① [불러오기]를 클릭해 변환할 동영상을 선택하고, ② [PC저장용] 탭을 클
릭한 후 ③ [파일 형식]을 [WMV]로 변경하고 ④ [인코딩 시작]을 클릭합니다.

   다음팟으로 인코딩하기

동영상의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

러분이 갖고 있는 동영상의 형식이 mp4인데 이것을 avi와 같은 형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매체에 따라 

특정 잘 재생되는 동영상 형식과 그렇지 못한 동영상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의 경우 mp4 형식의 동영상은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avi나 wmv

와 같은 형식은 재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코딩 작업이 의미를 갖는 것

입니다. 동영상 인코딩 작업을 해주는 포로그램을 ‘인코더(encoder)'라고 부르는데 다음팟 

인코더, 곰인코더, 바닥인코더, 카카오인코더 등이 유명합니다.

Note 동영상 인코딩(encoding) 이란?
반디캠 외에 동영상을 녹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에는 오캠, 곰캠 등이 있으

며, 외국 프로그램으로는 Snagit(유료)이 유명합니다.

Note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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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 메이커로
동영상 편집하기2

 2-2   동영상 속도 제어 및 음악 편집하기

무비 메이커에서 ① [비디오 도구 or 동영상 도구] 탭의 ② [속도]에서 동영상의 재생 속
도를 조정하거나 ③ [시각 효과]에서 ④ 동영상을 흑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속도 조정 및 시각 효과 변경하기

⑤ [홈] 탭에서 ⑥ [음악 추가]를 클릭해 음악을 추가하고, ⑦ [음악 도구] 탭에서 ⑧ 분
할, 시작 및 종료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비 메이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아쉽
게도 2017년 1월 10일부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은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동영상 편집 및 자막 추가하기

무비 메이커의 ① [홈] 탭에서 ② [비디오 및 사진 추가]를 클릭해 편집할 동영상을 추가
합니다. ③ 스토리보드에서 편집할 위치를 선택하고 ④ [비디오 도구 or 동영상 도구] 탭
에서 ⑤ 분할, 자르기, 시작/종료 지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분할하기

[홈] 탭에서 [자막]을 클릭해 자막을 추가한 후 ⑥ [텍스트 도구] 탭에서 ⑦ 글꼴, 글꼴 크
기, 글꼴 색, 시작 및 재생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⑧ [윤곽선 크기]를 클릭해 글자에 
윤곽선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의 윤곽선 크기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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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다루기

 3-1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삽입하기(포함 or 연결)

파워포인트 ① [삽입] 탭에서 ② [비디오]를 클릭한 후 표시되는 대화상자에서 ③ 동영
상을 선택하고 ④ [삽입]을 클릭해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삽입 명령 선택

   동영상 선택 후, 삽입하기

   음악 추가 및 편집하기

무비 메이커로
동영상 편집하기2

  무료 : 곰믹스(프리웨어), 반디컷(쉐어웨어)

  유료 : 베가스, 프리미어, 포토샵

프리미어를 이용하면 방송사 수준의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것은 사진 편집 및 

보정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포토샵에서도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토

샵에서 [Window] 메뉴에서 [Workspace]-[Motion]을 선택하면 동영상 편집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Note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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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파워포인트 포스터 틀로 동영상 첫 페이지 사진 조정하기

파워포인트의 포스터 틀 기능을 이용하면 동영상의 첫 번째 장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특히, 동영상의 첫 번째 장면이 검정색인 경우 이 기능은 유용합니다. ① 슬라이드에
서 동영상을 재생하다 첫 번째 장면으로 설정하고 싶은 장면이 나오면 일시 중지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② [비디오 도구]-[서식] 탭에서 ③ [포스터 틀]을 클릭하고 ④ [현재 틀]
을 선택합니다.

   동영상에 포스터 틀 설정하기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서 동영상을 삽입하면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현재 파워 
포인트 파일에 포함됩니다. 동영상이 포함되면 동영상을 별도로 가져가지 않아도 파
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파워포인트 파일 크기가  
포함된 동영상 크기만큼 커지고, 동영상 포함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파워포인트 2007 
이하 버전에서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동영상 연결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연결하고 싶다면 ⑤ 동영상을 선택
하고 ⑥ [삽입]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⑦ [파일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선택 후, 연결하기

3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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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안내

 3-3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트리밍하기

파워포인트의 비디오 트리밍 기능은 동영상의 앞과 뒷부분을 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을 선택하고 ⑤ [비디오 도구]-[재생] 탭에서 ⑥ [비디오 트리밍]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대화상자에서 ⑦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한 후 ⑧ [확인]을 
클릭합니다.

   비디오 트리밍 명령 실행하기

3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다루기

Kyonggi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학습클리닉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공 적응이 안 돼요!

도무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런 분은 

학습클리닉이 필요해요!

• 학습 유형 검사 및 해석 특강을 통해 본인의 학습 유형 파악, How to learn 특강을 통해  
학습 방법에 대한 강의와 훈련을 실시하여 나만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발견 및 자신감 회복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습클리닉 수료 시 학사경고 1회 삭제

•평생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전공 학습 및 진로에 관한 이해와 방법을 상담을 통해 안내

•수료증 발급 및 성적 향상 우수 학생에게 자기주도장학금 지급

   Creative 거북이 학습그룹

지도교수, 선·후배 및 동기와 함께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

• 교내 ·외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는 준비그룹, 전공 및 관심 분야의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연구그룹으로 나누어 지원

• 활동 장학금 지원(연구그룹 : 팀원 당 10만원씩 최대 60만원, 준비그룹 : 팀원 당 6만원씩 최대 36만원)

•한 학기 동안 학습 활동 후 우수 학습 그룹을 선정하여 자기주도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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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Kyonggi Creative Leader) 양성 과정

• 경기대학교 학생만을 위한 창의력 증진 및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

• 창의인문과정, 창의과학과정, 창의경영과정, 창의예술과정 등 총 4과정 운영 

• 매 학기 중 2회(토요일) 연간 4회 과정 실시(과정별 중복 신청 가능)

•  전 과정 수료 시 KCL 인증서 발급 및 과정별 우수 참여자 자기주도장학금 지급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안내

Kyonggi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학습 유형 검사 및 해석 특강 

• 학습 유형 검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습 유형 검사는 학기 중 상시 진행하며, 해석 특강은 매 학기 5회 실시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

• 다양한 주제의 학습법 관련 특강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방법의  
개발 기회 제공

• 학습법 특강 매 학기 2회~3회 실시, 워크숍 연 1회 실시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

• 학생들의 우수 학습 사례 공유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법 실천 사례 에세이 공모

• 연 1회 실시(2학기)

• 우수작을 선정하여 자기주도장학금 시상 및 자료집 제작 배포

   수업동행 프로젝트

• 교수와 학생이 함께 경기대학교의 ‘좋은 수업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 연구 진행

• 함께 하는 수업을 바꾸기 위한 ‘수업동행팀’을 구성하여 신청 

• 팀 운영비 30만원 지원, 참여 학생 자기주도장학금 개별 15만원 지급

 ※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 일정에 의해 변동 가능

   知튜터링

• 전공 학습 심화를 위해 튜터-튜티 그룹 지원

• 학습 의욕 고취, 학습 동기 부여, 협동학습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함양 기회 제공

• 학기별 운영 : 최소 20시간 이상 활동 시 KGU+ 포인트 및 자기주도장학금 30만원 지급(튜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