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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영상 매체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많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영상 콘텐츠 소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유튜브(YouTube)나 비메오(Vimeo) 등의 매체에 본인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미디어를 쓰고, 읽고,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영상을 활용하고 표현하는 미디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디어 교육은 발전된 디지털 기기와 영

상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한 교육 없이는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의 관

점에서 미디어 교육을 다룬다. 이를 위해 비선형 편집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한다. 

ABSTRACT 

Today the influence of digital video media grows bigger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gradually and most of juveniles spend a number of image contents with their smart phones and computers. And they not 
only consume such image contents but also upload the videos they make at YouTube or Vimeo by recording and editing 
them by themselves. As we learned from such phenomenon, the education of media that uses and expresses the video in 
various environment such as making, reading and expressing video media is very important. The education of using the 
advance digital device and software of producing image contents is essential as current education of media cannot be 
discussed without that. This study treats the education of media based on the view point of education on image contents 
production. It discusses the education method that we can learn from the process of image contents production based on 
Non-Linear Edi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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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정보통신의 발전은 뉴미디어의 등장을 이루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영상과 소리를 이용하는 영상 콘텐

츠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

소년 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이

용하여 수많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개개

인이 소형화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이

렇게 촬영된 영상을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쉽게 편집하여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렇게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

여 소통 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 졌다. 이렇게 급변하

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은 점점 강

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전달하

는 도구로서 청소년의 세계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과정에

서 영상 콘텐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미디어 교육에 대

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미디어 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메시지나 콘텐츠 분석 및 

비판 능력 함양’과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 능

력 함양’이 미디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라고 이

야기하고 있다[3]. 이는 내용의 비판적 능력 함양도 중

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 능력 또한 미

디어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영상 콘

텐츠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시대

에서 영상 콘텐츠를 올바르게 제작하는 능력 또한 미디

어 교육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된 것이다. 
본 논문은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미디어 교육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으로 가장 많이 교육하

는 촬영과 영상편집 부분을 통하여 미디어 교육을 다룬

다. 영상편집 단계적 교육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비선형 

영상편집 과정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은 Adobe Premiere 
Pro CC의 작업별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2장 본론에서

는 미디어 교육에서 영상 콘텐츠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

고 영상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인 비선형 편집 시스템

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인 촬영에서 편집, 출력 부분에까지 교육하여야 할 

기능과 활용능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미디어 교육 환경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디지털화 되고 

시각화되어 전달됨에 따라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미

디어 제작 능력을 개발하는 미디어 교육이 요구됨에 따

라 2003년부터 한국 언론재단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성

화를 위해 중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 시간 외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통하여 미디어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내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체

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체계 밖인 

시민 사회단체, 국가기관, 학술단체 등에 의해서 미디

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

원회는 미디어 교육을 위해 2005년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퍼블릭 액세

스(Public Access)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퍼블릭 엑세스

란 지금까지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자인 일반 대중이 창

조적인 주체로 변화함으로써 스스로 영상매체를 만들

어 의사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

에 30개가 넘는 미디어 센터에서 일반 시청자들에게 미

디어 이론과 실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

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미디어선별능력’, ‘미디어분석능

력’, ‘미디어생산능력’의 세 가지 능력을 교육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과정의 하나인 미디어 생산 능력은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활용하여 키울 수 있는 능력 중 하

나이다[4]. 이러한 교육에는 촬영 카메라 및 영상을 편

집할 수 있는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

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

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미디어 생산 능력을 기르기 위

해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여러 학과에서 영상 콘텐

츠 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 환경

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중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

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및 편집, 출력의 제작 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미디

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은 2019년 대학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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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활동을 보여준다. 

Fig. 1 Video editing education

2.2. 비선형 편집 시스템

비선형 편집(Non-Linear) 시스템은 컴퓨터 모니터 상

에서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시

스템이다. 이전의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테이프에서 테

이프로 복사하는 선형(Linear) 편집 시스템에 비해 하나

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컷 편집, 이펙트 적용, 자막 처리 

작업을 비롯해 색 보정 등의 후반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편집 소스(Source)로 사용하기 때

문에 랜덤액세스가 가능하며, 편집 영상이라면 언제라

도 특정한 부분을 액세스하여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장비들의 부피가 줄어 작업 공간이 간소화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가져왔다[5].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로는 Avid사의 Media Composer, Adobe사
의 Premiere Pro, Apple사의 Final Cut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6]. 최근 편집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컷 편집 기능뿐만 아니라 사운드 

편집, 자막처리, 컬러 그레이딩(Color Grading)을 포함

한 색 보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현재 영화 편집 분야에

서도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는 현재 새롭게 등장한 뉴 미디

어인 입체 영상과 VR(Virtual Reality)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7]. 비선형 편집 시스템

들의 작업 환경은 공통적으로 듀얼 모니터와 타임라인 

트랙을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같은 작업환경은 사용자로 하여금 다른 비선형 편집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빠르게 적응하여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는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인 

Premiere Pro CC와 Media Composer, Final Cut X의 편

집 작업 환경을 보여준다.

 

(a) Adobe Premiere Pro CC

(b) Avid Media Composer

(c) Apple Final Cut X
Fig. 2 Non-Linear Editing Software

Ⅲ.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

3.1. 촬영

영상 콘텐츠란 그 콘텐츠 안에 영상과 소리를 이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8]. 현재 수많은 미디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가 영상 콘텐츠이다. 영상 콘텐츠

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연출자가 기획 단계에서 설계한 

이야기를 영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스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상 소스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영상 콘텐츠 

제작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영상 소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그래픽 소스들이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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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을 사용한

다. 이러한 촬영 과정에서 효과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는 영상언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칙인 영

상의 문법과 카메라 사용 기법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카메라의 기능을 잘 다루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촬영 교육이 아닌 것이다. 영상 촬영

자는 눈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여 

촬영한다. 이러한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촬영하는 

과정을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상을 

촬영할 때 피사체를 카메라의 뷰파인더 테두리 안에 배

치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카메라에 담기는 영상을 선택하여 프레이

밍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

면서 촬영을 해야 한다. 그림 3은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실

제 일어나는 사건이 영상 촬영을 통해 왜곡되어 보여지

는 프레이밍을 보여준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맞게 화면을 프레이밍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촬영된 영상이 달라지기

도 한다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다.

Fig. 3 Framing

3.2. 편집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편집은 연출자가 다양한 

소스들을 선택하고 나열하여 하나의 완성된 영상물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편집 작업은 비선형 편집 소

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 편집 시스템에서 진행하

게 된다. 편집 과정은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보관된 다

양한 편집 소스를 스토리에 맞게 타임라인 트랙

(Timeline Track)에 배치하여 연결하는 컷 편집 과정으

로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컷 편집이 완성되면 사운드 

편집을 수행하고 이펙트 적용 및 색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막 작업을 하고 편집이 완성되면 최종 편

집된 결과물을 원하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내는 출력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4는 촬영과 출력 부분을 포함

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 

Fig. 4 Image Contents Production Process

3.2.1. 컷 편집

단어가 모여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이

야기가 되듯이 영상 콘텐츠는 수많은 영상 소스들을 나

열하여 배치함으로써 전달해야 할 내용을 영상으로 표

현한다. 영상 콘텐츠를 편집할 때 먼저 편집의 최소단위

인 컷(Cut)을 나열하여야 한다. 컷은 촬영된 샷(Shot)에
서 편집에 필요한 만큼 선택된 영상 편집의 최소 단위로 

문장에서는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영상 편집자는 

컷을 나열하여 씬(Scene)을 만들고 씬을 구성하여 하나

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시퀀스(Sequence)를 만들어 나간

다. 촬영된 여러 개의 샷 중에서 내용 전달에 가장 적합

한 샷을 선택하고 선택한 샷에서 중요한 부분을 In, Out
으로 설정하여 컷으로 만든다. 그림 5는 샷, 컷, 씬, 시퀀

스의 관계를 보여준다.

Fig. 5 Shot, Cut, Scene, Sequence

이러한 컷들을 나열하여 하나의 문장 역할을 하는 씬

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

가 완성되듯이 여러 개의 씬이 나열되어 이야기가 완성

되는 시퀀스로 편집이 완성되게 된다. 이러한 컷, 씬, 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9: 1096~1103, Sep. 2019

1100

퀀스의 편집 과정을 거쳐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이야기

를 영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게 된다. 즉 편집 과정에서 

영상의 부분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영

상 구성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6은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영상과 사운드 컷이 나열

된 타임라인을 보여준다. 

Fig. 6 Timeline

3.2.2. 사운드 편집

영상 콘텐츠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상과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영상 콘텐츠를 만

드는 과정에서 사운드의 편집은 영상을 구성하는 만큼

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이 눈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요소라면 사운드는 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

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운드는 현장의 공간감과 느낌

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꽃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

께 물이 흐르는 소리와 새 소리가 들린다면 보는 이는 

꽃이 있는 곳이 숲속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

나 꽃과 함께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려준다면 보

는 이는 도로 옆의 꽃이라 생각하게 된다. 이는 사운드

의 선택에 따라 같은 영상이라도 완전히 다른 공간의 의

미로 영상이 표현되는 것이다. 즉 사운드가 시각적 이미

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확장시키고 창출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운드 편집 과정에서 영상

의 내용 전달에 가장 적절한 사운드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운드는 일반적으로 음성, 음악, 음향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음악 효과는 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 음

악으로 사용되며, 음성과 함께 재생되면서 내용의 전달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음향 효과는 문이 닫히는 소리나 물체가 부딪치는 

타격 음 등 단일로 사용되는 사운드를 말한다. 사운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사운드의 볼륨(Volume)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음악의 볼륨과 음성의 볼륨이 적절히 조

화되어 음성이 재생되어 설명하는 부분이 음악으로 인

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7은 사운드 

크기를 나타내는 Audio Meters와 키 프레임을 이용한 

사운드 크기 조절을 보여준다.

Fig. 7 Sound editing

3.2.3. 이펙트 적용과 색 보정

편집 과정에서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는 다양

한 비디오 이펙트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이펙

트는 세그먼트(Segment) 이펙트, 레이어(Layer) 이펙트, 
트랜지션(Transition) 이펙트로 구분이 된다. 세그먼트 

이펙트는 영상의 색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 편집된 영

상 자체에 적용하는 효과이며, 레이어 이펙트는 영상위

에 영상을 보여주는 이펙트로 대표적인 것이 PIP(Picture 
in picture)와 자막효과이다. 트랜지션 이펙트는 컷과 컷 

사이에 적용하여 장면이 전환되는 이펙트로 디졸브

(Dissolve)와 와이프(Wipe)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펙트

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영상을 통한 이야기 

전달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

해야 한다. 영상 이펙트는 각 설정 값의 변화를 주어 영

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주기위해서는 

이펙트의 시작점과 끝 점을 설정하는 키 프레임(Key 
frame)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키 프레임에 주

어진 설정 값의 변화는 Linear와 Curve로 구분 할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Linear 변화보다는 Bezier Curve를 이

용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영상 이펙트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펙트의 변화를 조정할 때 Bezier Curve의 시

작과 끝 점인 키 프레임과 Curve를 제어하는 핸들

(Handle)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8은 이펙트 작업창의 키 프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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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Key frame

현재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는 과거 전문가 영역이

었던 색 보정(Color Correction)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

다. 영상의 명도와 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계

측기를 지원하며, 계측기를 보면서 영상의 명도와 색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느낌의 영상을 연출할 수 있게 되

었다. 영상의 명도와 채도를 Shadow, Mid, Highlight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조절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영상의 밝기 조절이 중요한데 이는 촬영 

때 영상의 밝기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영상의 밝기 정보는 계측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측기를 보면서 쉽게 영상의 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영상의 명도를 보정하는 것만으로도 영상

의 입체감과 채도를 높이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처럼 영상의 밝기와 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영상을 

통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한 느낌과 기능에 대한 색채학적인 교육

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많은 비선형 소프트웨

어는 2차 색 보정(Secondary Color Correction)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촬영에서 얻어진 색을 다른 색으로 변환

하는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림 9는 각 계측기와 색

을 조절하는 창을 보여 준다. 

Fig. 9 Color Correction

3.2.4. 자막 처리

자막은 영상 위에 타이틀(Title)이나 대사를 문자로 

표시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

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영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에 부족한 부분은 자막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자막은 크

게 정지해 있는 자막과 움직이는 자막으로 구분이 된다. 
정지(Still)되어 보여주는 자막의 경우 자막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위
(Roll)나 옆(Crawl)으로 흐르는 자막의 경우에는 자막의 

움직이는 속도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막

을 만들기 위해서는 Title 기능을 실행시킨 후 영상 안에

서 글자의 크기와 색을 설정해야 하고 글자를 적당한 위

치에 배치시켜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글자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 폰트의 선택, 자간, 행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자막은 문자로 표현되는 만

큼 자막을 넣은 때에는 철자법과 띄어쓰기에 주의하여

야 한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인 문법에 대한 학습

이 먼저 이루어져야 올바른 자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영상 내용에 맞는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림 10은 

자막을 만들 수 있는 Title 창을 보여준다. 

Fig. 10 Title work

3.3. 출력

편집된 영상들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어져 각 매체에서 사용된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타

임라인에서 편집하여 나열된 수많은 영상과 사운드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출력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기능을 출력이라고 하는데 Export라는 명령

어로 수행하게 된다.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포맷으로의 출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DVD, Blue ray 
매체에 영상 콘텐츠를 담기 위한 MPEG2, MPE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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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4 포맷의 출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UHD 해상도의 

동영상 압축을 위한 H.265 포맷까지 지원하고 있다. 비
선형 편집 소프트웨어 중에는 출력 용량을 미리 계산해 

주는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미디어에 저장할 경

우 미디어의 저장 용량에 맞게 출력 설정을 조정하여 영

상을 출력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는 DVD와 같은 매체

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송출되기도 한다. 영
상의 출력은 출력된 영상 콘텐츠가 어느 매체를 통해 사

용되는 가에 따라 출력 포맷이나 설정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는 사용되는 매체

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 포맷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영상 포맷으로 WMV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고

화질을 지원하는 MPEG4나 H.264 포맷의 영상 콘텐츠

의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림 11은 출력 파일을 설정하는 

Export 창을 보여준다.

Fig. 11 Export work

Ⅳ. 결  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달 및 교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반응을 공

유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의 여러 매체들이 하나로 통합된 디지털 기반의 뉴 미디

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 또

한 크게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많은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상 편집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쉽게 편집하고 제작하

여 웹 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서 작

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기획서의 스토리에 맞게 카메라

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고 비선형 편집 시스템에서는 촬

영된 영상을 편집한 후 출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된 디지털 기기와 제작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 하면서 미디어 교육은 새로운 미

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과정인 촬영 및 편

집 단계 그리고 출력 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하여야만 하

는 미디어 교육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미디어 

교육과정의 하나인 미디어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인 촬영을 비롯한 편집, 출력부분에서 교육하여야 하는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내용은 미

디어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교육으로 영상콘

텐츠 제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1 Curriculum and process of image contents 
production

No. Production 
process Curriculum

1 Shooting
Learning the capability of framing and 
recording the scenes to show about what is 
happening at site.

2 Cut edit

Learning the capability of selecting the 
most suitable shots for contents delivery 
among the recoded ones, learning of 
composing the video about the images to 
forward

3 Sound
edit

Learning of capability of delivering the 
story by proper allocation of sound

4
Effect and 

Color 
correction

Understanding on colors and learning to 
use it. 
Learning the capability of controlling 
brightness and colors of video. 

5 Title
Work

Learning the capability of composing the 
sentences.
Learning the capability of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video based on sentences.

6 Export
Understanding on various video formats 
and learning the capability of using them.
Leaning the application of various media.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방

법은 영상을 통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아이디어 발굴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변화되는 미디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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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미디어 

교육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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