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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조애리)입니다! 드디어 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

쁘네요. 어린 시절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시작한 후 매일 선생님 소리를 듣고,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게 되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꿈만 같은 일들이 실현된 것은 모두 유튜브와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선물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나 유튜브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려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요. 그

중에서 영상을 멋지게 편집하는 일이 첫 번째 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영상 편집을 전혀 모

르는 초보자도 기초를 다지고 중급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작은 부

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던 10여 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며 초심자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의 클립을 자르는 단축키는 Ctrl  + K 입니다. 모든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죠? 하지

만 클립이 여러 개 쌓여 있을 때, 트랙 대상 지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등 상황에 따라 단축키가 제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럴 때 가장 당황하고 답

답할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답답한 마음까지도 헤아려 같은 단축키라도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또한, 모르면 일일이 작업하다 밤을 꼴딱 새워 버릴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정리해 두었으니, 부디 영상을 편집하느라 밤새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책을 봐도 어려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강좌 QR 코드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면 언제든 jovely_vely@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점차 유튜브 강좌를 보강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강의를 듣고 배움의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

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으로 배움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편집자 송찬수 님과 디자이너 책돼지 님, 그리고 제이펍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고 항

상 응원해 주는 10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조블리(조애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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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실제 유튜브 영상 편집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기능들만 담았습니다. 기초부터 탄

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영상 편집의 기본 이론부터 컷 편집, 자막 편집, 오디오 편집, 색 보정, 그리고 영상 

출력까지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을 챕터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동영상	강의	QR	코드: [조블리]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와 URL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살펴보고 동영상 강의로 

복습해 보세요.

172  Chapter 03  실전 연습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하기

4분할 영상 만들고 중첩
관리하기

한 화면에 여러 장면을 넣고 싶을 때는 화면 분할을 이용해 보세요. 브이로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분할 효과를 

배우면서 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작업한 영상을 섬네일 이미지로 쉽게 출력하

는 꿀팁도 확인해 보세요.

Lesson

03

화면 분할 쉽게 만들기

https://youtu.be/Vy_ttVE8KjU

완성 미리 보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4분할.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4분할_완성본.prproj

완성

(크기 및 위치 변경)

완성	미리	보기: 어떤 실습을 진행할지 완성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에 필요한 예제 

파일과 실습 후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완성 파

일도 함께 제공합니다.

Lesson 09  REC 녹화 효과 만들기   209

 녹화 화면처럼 영상 꾸미기

REC 녹화 화면처럼 보이는 소스를 배치하고. 빨간 빛이 깜박거리는 녹화 표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1
REC 녹화 효과.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❶[홍콩 브이로그] 영상을 드

래그하여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에 가져다 놓습니다. 계속해서 ❷[REC 소스]를 드래그하여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에 배치합니다.

V1로 드래그❶

V2로 드래그❷

02
지금부터는 REC 앞에 빨간색 녹화 표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❶[펜 도구]를 길게 누르고 나오는 도구 목록에서 ❷[타원 도

구]를 선택합니다.

03
[타원 도구]를 선택했으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REC 왼쪽에 드래그하여 동그라미를 그립

니다. 이때 Shift 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Shift  + 드래그

❶

❷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확대하면 동그라미를 좀 더 쉽게 그

릴 수 있습니다. 패널을 선택하고(정

확하게는 마우스 포인터가 확대할 패

널에 위치하면 됩니다)하고 1  왼쪽

에 있는 ~ 를 누르면 패널이 전체화

면으로 확대되며, ~ 를 한 번 더 누

르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친절한	실습	과정: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

록 설명글과 이미지에 지시선을 이중으로 표시하였

으며, 주요 옵션 설명은 진하게 강조하였습니다. 

확대	효과: 지면의 한계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돋보기를 이용하듯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표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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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손 변신 Tip: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실력을 중

급까지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098  Chapter 02  영상 편집의 기초, 컷 편집

단축키 W

(재생헤드 뒷부분 삭제)
클립 1 클립 2 클립 3

삭제

단축키 Q

(재생헤드 앞부분 삭제)
클립 1 클립 2 클립 3

삭제

재생헤드

▲ 편집 단축키 Q, W

클립에서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앞부분을 모두 지우고 싶을 때는 재생헤드를 가져다 놓고 단축키 Q 를 눌

러 보세요. 재생헤드 기준으로 클립의 앞부분이 모두 삭제됩니다.

Q

                                                 

반대로 클립에서 뒷부분을 모두 지우고 싶다면 재생헤드를 가져다 놓고 단축키 W 를 눌러 보세요. 재생헤

드 기준으로 해당 클립의 뒷부분이 모두 삭제됩니다.

W

                                                 

단, 재생헤드가 위치한 클립만 삭제되며, 다른 클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컷 편집 단축키 금손처럼 사용하기

Lesson 10  음성 변조 만들기  353밤샘 금지  353

01   오디오 자동더킹.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하고 오디오 편집을 위해서 작업 영역을 [오디오] 레이아웃으로 

설정합니다. [오디오] 레이아웃에서는 화면 오른쪽에 [기본 사운드] 패널이 표시됩니다. 자동 더킹을 하려면 오디오

를 유형별로 나눠야 합니다. ❷A1 트랙에 있는 음성 클립을 모두 선택하고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❸[대화]를 클릭

합니다.

선택❷

❶

❸

레이아웃 변경은 메뉴 바에서 [창] – [작업 영역] – [오디오]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소리가 조절되는
배경음악

음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배경음악의 볼륨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음성이 있는 구간에는 배경음악을 작게 

만들고, 음성이 없는 구간에는 배경음악을 크게 조정하려면 일일이 키프레임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 더킹 기능

을 이용하면 1초 만에 배경음악 볼륨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밤샘 금지

말할 때 자동으로 줄어드는 배경음악 편집 방법 

https://youtu.be/shtoQhJZOhc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5/오디오 자동더킹.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5/오디오 자동더킹_완성본.prproj

밤샘	금지: 모르면 일일이 작업하면서 밤을 새야 할

지도 모를 편집 작업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

옥 같은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꿀팁: 10여 년 전 초심자 시절을 떠올리며, 초보자

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드

립니다.

금손을	뛰어넘는	첫	걸음,	애프터	이펙트	&	포토샵	연동하기!

프리미어 프로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어도비 프로그램과의 자유로운 연동입니다. 부록으로 제공하는 5가지 [금손 뛰

어넘기]를 잘 익혀서 애프터 이펙트의 다양한 프리셋과 효과, 포토샵의 풍부한 이미지 소스를 영상 편집에 적용해 보세

요. 보다 풍성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PDF	제공 http://bit.ly/jeipubprpro

별책 부록
(PD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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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인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에 입문할 준비가 되었나요? 조블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도 금세 금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단,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씩 따라 하면서 실습해 

보세요. 실습 중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예제 파일과 글꼴을 미리 준비하고 첫 장을 넘기

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글꼴 준비하기

예제 파일에는 영상 편집에 활용하면 좋은 몇 가지 대표적인 무료 글꼴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영

상을 편집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글꼴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티몬 몬소리체(TimonMonsori)  

https://brunch.co.kr/@creative/32

• 나눔바른고딕(NanumBarunGothic)  

https://hangeul.naver.com/2017/nanum

• 배달의민족 주아체(BM JUA)  

http://font.woowahan.com/jua/

실습을 위한 예제 파일 다운로드 http://bit.ly/jeipubprpro

예제 파일은 프리미어 프로 CC2019와 프리미어 프로 2020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CC 2019에

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어 프로 2020에서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최신 버전으

로 변환 작업을 거칩니다. 프로젝트 변환 창이 열리면 ‘이름’ 옵션에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확

인] 버튼을 클릭하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039쪽을 참고하세요.

  예제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는 [Notion]으로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

금손되기 전 준비



유튜브	영상	편집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920×108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80p처럼 숫자 뒤의 p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왜 29.97fps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는 촬영 단계부터 필수로 알아야 할 영상 편집 기본 이론에 대하여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봅니다. 

Chap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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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픽셀? SD? HD? 4K? 
해상도 관련 용어 알기

세상은 4K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4K TV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8K TV도 

출시됐지요. 대체 4K와 8K는 무슨 말일까요? TV를 사려고 해도 알아야 하는 이런 용어인데, 영상을 편집하려는 여

러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SD, HD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화소

첫 번째로 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화소와 픽셀(Pixel)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는 동

일한 의미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제가 인형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특정 부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때까지 쭈욱 늘려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모자이크처럼 무

수히 많은 네모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모 하나를 우리는 화소 또는 픽셀이

라고 부릅니다.

픽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즉,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화소 또는 픽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화소가 많을수록 어

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픽셀은 영상의 규격마다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옆으로 긴 뚱뚱한 픽셀도 있고 아래로 긴 날씬한 픽셀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픽셀의 비율이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재생하는 환경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 

예제처럼 정사각형 픽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시퀀스 설정할 때에는 픽셀 종횡비를 정사각형 픽셀(1.0)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에 대해서는 107쪽 시퀀스 설정으로 화면 크기 조정하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Less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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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	세로	=	화소	수	

화소 수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화소 개수) × 세로(화소 개수)’입니다. 아래 예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

다.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이미지의 화소 개수는 가로 5개, 세로 5개입니다. 그러므로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5 × 5 = 25화소 이미지가 됩니다. 25화소의 이미지를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이미지인지 

파악할 수 있나요? 아직까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죠? 화소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 

10개, 세로 10개로 이루어진 100화소 이미지입니다. 25화소 이미지보다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도 보일 듯 말듯 아리송합니다. 

5×5

25화소

10×10

100화소

50×50

2,500화소

200×200

40,000화소

이번에는 화소를 훨씬 많이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를 볼까요? 네 번째는 가로 200개, 세로 200개

로 이루어진 40,000화소의 이미지입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사람이 인형을 들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또렷하고 정밀하게 보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고화질 

이미지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화소의 개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화소가 많다는 것

을 “해상도가 높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해상도는 또 무엇일까요?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또는	영상의	규격,	해상도

종이에 인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린터에 종이를 넣을 때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종이나 

넣고 인쇄를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A4용지 또는 B5용지처럼 규격화된 종이를 사용해서 인쇄를 합니

다. 이처럼 영상에도 산업적으로 규격화된 크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디오의 규격, 즉 해상도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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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프로 각 패널 살펴보기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와 자주 사용하는 각 패널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작업 영역의 레이아웃을 초기화하는 

방법과 편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타임라인] 패널을 자세하게 배워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기본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는 크게 메뉴 바, 작업 영역 레이아웃 목록, 다양한 패널의 배열로 이루어졌

습니다. 작업 영역은 컷 편집, 자막 편집, 오디오 편집, 색 보정 등 특정 작업에서 원활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패널들을 정리한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초기 작업 영역은 [학습] 레이아웃입

니다. [학습] 레이아웃에서는 프리미어 프로 가장 왼쪽에서 [학습] 패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편집 소스와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메뉴 바
작업 영역 레이아웃 선택

다양한 패널

▲ 프리미어 프로 [학습]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화면

Lesson

06



Lesson 06  프리미어 프로 각 패널 살펴보기  041

	프리미어	프로	주요	패널	알아보기

프리미어 프로에는 수십 개의 패널이 존재하지만 모든 패널을 사용하여 편집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자주 사용하고, 꼭 알아야 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 소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집

(Editing)]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❹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❸ [타임라인] 패널

❻ [오디오 미터] 패널

❺ [도구] 패널

❷ [소스 모니터] 패널

❽ [효과 컨트롤] 패널

❶[프로젝트] 패널

❼[효과] 패널

 

프리미어 프로 작업 순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패널 → [소스 모니터] 패널 → [타임라인] 패널 →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또한 작업 순서대로 Shift  + 1 , Shift  + 2 , Shift  + 3 , Shift  + 4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❶ [프로젝트] 패널( Shift  + 1 ):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할 소스를 불러오는 곳입니다. 동영상, 사진, 음

악, 자막, 시퀀스 등 모두 [프로젝트] 패널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053쪽 영상 소스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소스의 유형마다 아이콘과 레이블 색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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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단축키 재생	단축키

새 프로젝트 Ctrl  + Alt  + N 재생/일시 정지 Space bar

새 시퀀스 Ctrl  + N 미리 보기 재생 Shift  + K

프로젝트 저장 Ctrl  + S 앞으로 재생하기 L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Shift  + S 재생 정지하기 K

프로젝트 종료 Ctrl  + Q 뒤로 재생하기 J

파일 가져오기 Ctrl  + I 앞으로 느리게 재생하기 Shift  + L

미디어 내보내기 Ctrl  + M 뒤로 느리게 재생하기 Shift  + J

L 이나 J 를 2번 누르면 2배속, 3번 누르면 4배속, 4번 누르면 8배속으로 재생됩니다. 

편집	단축키 패널	단축키

복사 Ctrl  + S 프로젝트 패널 Shift  + 1

붙여넣기 Ctrl  + V 소스 모니터 패널 Shift  + 2

삽입 붙여넣기 Ctrl  + Shift  + V 타임라인 패널 Shift  + 3

특성 붙여넣기 Ctrl  + Alt  + V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Shift  + 4

지우기 Delete 효과 컨트롤 패널 Shift  + 5

모두 선택 Ctrl  + A 오디오 트랙 믹서 패널 Shift  + 6

모두 선택 해제 Ctrl  + Shift  + A 효과 패널 Shift  + 7

실행 취소 Ctrl  + Z 미디어 브라우저 패널 Shift  + 8

다시 실행 Ctrl  + Shift  + Z 오디오 클립 믹서 패널 Shift  + 9

키보드 단축키 설정 Ctrl  + Alt  + K 커서가 있는 패널 최대화 `  (한 번 더 누르면 복원)

프리미어	프로	
주요	단축키	모음

똥손에서 금손으로 변신하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단축키를 익혀두면 마우스 사

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이 3배 이상은 빨라집니다. 아래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정리

한 것입니다. Mac에서는 Ctrl 을 Cmd 로 Alt 를 Opt 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

우는 Mac 단축키를 별도 표기했습니다.

밤샘	금지



영상	편집의	기초,	컷	편집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장 기본 기능을 설명하지만, 가장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컷 자르기부터 시퀀스 설정, 영상 속도 조절,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고수로 가는 하위 클립 만들기까지 모두 다룹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레슨 순서대로 실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하는 유튜브 강좌를 함께 활용하면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편집의 결과는 같아도 작업 속도는 3배 이상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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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덮어쓰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교차 편집하기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시작/종료 표시를 설정하여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

른 클립을 삽입하거나 덮어쓰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영문 버전에서는 삽입을 Insert, 덮어쓰기를 Overwrite라고 표

현합니다. 또한, 덮어쓰기와 유사한 의미이지만 클립을 지우지 않고 트랙 위에 덮어쓰는 것을 Overlay라고 합니다.

	컷과	컷	사이에	영상	삽입하기(Insert)

이미 편집해 놓은 시퀀스에 다른 컷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스 모니터] 패널의 삽입 

기능으로 빠르게 컷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2/고양이_삽입하기.prproj

01
고양이_삽입하기.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동물나라] 시퀀스의 타임라인에는 이미 편집

된 다람쥐와 산양의 컷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람쥐와 산양 컷 사이에 고양이 컷을 빠르게 삽입

해 보겠습니다.

Lesson

03

삽입(Insert) vs. 덮어쓰기(Overwrite)

https://youtu.be/8Q82qVGoQ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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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❶[프로젝트] 패널에서 [고양이] 영상을 더블 클릭하여 [소스 모니터] 패널을 실행합니다. [소스 모

니터] 패널에서 삽입할 영상의 구간을 정하겠습니다. ❷[00;00;02;00] 위치에서 [시작 표시] 아

이콘  을 클릭하고, ❸[00;00;03;29] 위치에서 [종료 표시] 아이콘  을 클릭하여 시작/종료 표시를 설

정합니다.

❶

❷ ❸00;00;02;00 00;00;03;29

03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헤드를 영상이 삽입될 구간인 다람쥐와 산양 사이 ❶[00;00;02;00]으

로 옮깁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❷[삽입]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❶❷

삽입 단축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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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방향키로	편집하기

잔물결 편집 상태(노란색 화살표) 또는 롤링 편집 상태(빨간색 쌍 화살표)일 때 클립을 클릭하면 클립의 가

장자리가 해당 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Ctrl 을 누른 채 키보드의 ←  또는 →  방향키를 누르면 클립이 1

프레임 단위로 편집됩니다.

◀  잔물결 편집 상태에서 

 클릭한 클립

이동 구간 Windows 단축키 Mac 단축키

1프레임씩 이동 Ctrl  + → , ← Opt  + → , ←

5프레임씩 이동 Ctrl  + Shift  + → , ← Opt  + Shift  + → , ←

메뉴 바에서 [편집] – [환경 설정] – [트림]을 선택한 후 ‘복수 트림 오프셋’ 옵션 값을 변경하면 단축키를 

사용할 때 지정한 프레임만큼 편집됩니다.

	비디오	또는	오디오만	편집하기

잔물결 또는 롤링 편집 모드일 때 Alt 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비디오 또는 오디오만 따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즉, 비디오 트랙에서 Alt 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비디오만 조정되고, 오디오 트랙에서 Alt 를 누르

고 드래그하면 오디오만 롤링 편집됩니다.

Alt  + 드래그

◀  비디오만 롤링 편집하기

편집 도구 금손처럼 사용하기



Lesson 05  잔물결, 롤링 편집 도구로 빠르게 컷 편집하기  105

	유사한	편집	도구의	차이점	파악하기

[도구] 패널에는 편집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으며, 비슷한 속성의 도구들은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안에 있는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헷

갈릴 수 있는 편집 도구 그룹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물결	편집	vs.	롤링	편집

아래 이미지처럼 A 클립의 일부분을 왼쪽으로 트리밍한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잔물결 편집(Ripple Edit)은 A 클립의 길이만 줄고, 

B와 C 클립의 길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A 클립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클립들의 위치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즉, 잔물결 편집은 시퀀

스의 전체 길이가 트리밍한 만큼 줄거나 늘어납니다.

 반면, 롤링 편집(Rolling Edit)은 A 클립이 줄어든 만큼 B 클립의 

시작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A와 B 클립 모두 길이가 변경되지만 

나머지 클립과 시퀀스의 전체 길이가 유지됩니다.

잔물결 편집 A B C

원본 컷 A B C

A컷 길이를 줄이면?

(전체 길이 변동)

롤링 편집 A B C (전체 길이 유지)

▲ 잔물결 편집 vs. 롤링 편집

밀어넣기	도구(Slip	Tool)	vs.	밀기	도구(Slide	Tool)

다음 이미지처럼 B 클립을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밀어넣기 도구(Slip Tool)는 A와 C 클립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B 클립의 길이나 위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B 클

립 내에서 표시되는 영상의 시작과 종료 지점만 변경됩니다.

반면, 밀기 도구(Slide Tool)는 B 클립이 길이를 유지한 채 왼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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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하위	클립	만들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2/하위 클립 만들기.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2/하위 클립 만들기_완성본.prproj

01   하위 클립 만들기.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❶[말레이시아] 영상을 더블 클릭하여 [소스 모니터] 패널

을 실행합니다. [말레이시아] 영상에서 국기 부분만 선택하여 독립적인 클립을 만들겠습니다. ❷[00;00;00;00]에 

시작 표시를 잡고( I ), ❸[00;00;04;29]에 종료 표시를 잡습니다( O ).

❶ 더블 클릭

❷ 시작 표시

❸ 종료 표시

시작/종료 표시를 잡는 자세한 방법은 083쪽 시작 표시, 종료 표시 잡아 빠르게 편집하기를 참고하세요.

긴	영상	효율적으로	편집하는
하위	클립	만들기

Lesson02에서는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시작 및 종료 표시를 잡아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죠? 하지만, 시작 및 

종료 표시는 한 구간만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 표시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시작 표시를 잡으면 그 전에 잡아 놓았던 시

작 표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긴 영상에서 필요한 구간이 많을 땐 어떻게 작업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긴 영상을 

효율적으로 편집하는 하위 클립(Subclip)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밤샘	금지

원하는 부분만 짧은 클립으로 만드는 방법

https://youtu.be/XwS9o8MTzQw



실전	연습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하기
화면 분할, 모자이크, 영상 합성, REC 녹화 효과 등 유튜브에서 자주 활용할 

기능을 실습합니다. 예제 소스와 예제 파일 그리고 완성 파일까지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눈으로 백 번 익히는 것보다 손으로 한 번 익히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다양한 편집 스킬을 익혀 보세요. 

[금손 변신 Tip]과 다양한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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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매트를 이용하여
배경 색상 바꾸기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배경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배경은 영상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색상 매트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색으로 배경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

니다.

Lesson

01

배경 색상 바꾸는 방법

https://youtu.be/wleXkCz3dVQ

완성 미리 보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색상 매트.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색상 매트_완성본.prproj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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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색상 매트.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❶[프로젝트] 패널 오른쪽 아래에서 ❷[새 항목] 아이

콘  을 클릭하고 ❸[색상 매트]를 선택합니다.

❶

❷

❸

02
새 색상 매트 창에서 비디오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픽셀 종횡비를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퀀스 설정 값과 동일한 값이 표시

되므로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03
이어서 색상 피커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할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직접 원

하는 색을 찾아 선택하거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색상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❶색상 코드로 

[#ED334F]를 입력하고 ❷[확인]을 클릭합니다.

04
끝으로 이름 선택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❶색상 매트의 이

름을 입력하고 ❷[확인]을 클릭합니다. 예제에서는 [핫핑크 매

트]로 입력했습니다.

메뉴 바에서 [파일] – [새로 만들기] 

– [색상 매트]를 선택해도 됩니다.

❶

❷

색상 코드 입력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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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 고정 효과로 화면 속 영상 
합성하기

모퉁이 고정(Corner Pin) 효과를 이용하면 이미지의 모퉁이를 조절하여 형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 고정 효

과를 활용하여 이미지 속 모니터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으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Lesson

12

완성 미리 보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스크린 합성.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스크린 합성_완성본.prproj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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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크린 합성.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❶[노트북] 영상은 [타임라인] 패

널의 V1 트랙에, ❷[합성영상] 영상은 V2 트랙에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❶ V1로 드래그

❷ V2로 드래그

02
❶[효과] 패널의 검색 창에서 ❷‘모퉁이 고정’을 입력해서 검색한 후 ❸[모퉁이 고정] 효과를 선택

하여 [합성영상] 클립으로 드래그합니다.

❶

❸ V2로 드래그

❷ ‘모퉁이 고정’ 검색

[효과] 패널 단축키는 Shift  + 7 입니다. 영문 버전에서 모퉁이 고정은 ‘Corner Pin’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03
[타임라인] 패널에서 [합성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❶[효과 컨트롤] 패널을 확인합니다. 비디오 효과 항

목에서 ❷‘모퉁이 고정’ 옵션을 클릭하고 ❸[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보면 꼭짓점에 조절점이 나타

납니다.

화면 크기 조절

❶

❷

❸

조절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의 왼쪽 아래에서 화면 크기를 축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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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조절점을 드래그하면 영상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절점을 

모두 조절하여 아래쪽에 있는 노트북 화면 위에 배치되도록 조정해 보세요. 

드래그

드래그

05
영상을 재생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모퉁이 고정](Corner Pin) 효과를 이용하면 영상의 크기나 위치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TV, 노트북, 전광판 등 다양한 화면 위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하고 싶다면 영상의 색감을 주변 이미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색 보정은 Chapter 06. 브이로그 촬

영 시 필수품, 색 보정하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모퉁이 고정’ 옵션의 하위 옵션 값을 변경하여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키프레임을 생성하여 움직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238  Chapter	03  실전 연습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하기

크로마키 영상 합성하기

영상을 합성하고 싶다면 특정 배경색 앞에서 촬영해 보세요. 편집 단계에서 특정한 색을 추출하여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크로마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마키 배경색은 사람의 피부색과 다른 초록색(그린 

스크린) 또는 파란색(블루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크로마키 촬영 시 배경색 계열과 유사한 색의 옷을 입으면 옷도 배

경으로 인식되어 같이 제거되겠죠? 지금부터 프리미어 프로에서 크로마키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esson

13

완성 미리 보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크로마키.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3/크로마키_완성본.prproj

완성



유튜브	영상	편집의	꽃,

자막	다루기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 작업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도구] 패널에 있는 [문자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프리미어 프로 옛날 

자막기인 레거시 제목 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유튜브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능 자막, 옆으로 흘러가는 자막, 

자동으로 늘어나는 자막 바 등 다양한 자막 효과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막 작업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으로 편집하여 밤새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주세요. 

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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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막 만들기

[문자 도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 보겠습니다. [문자 도구]는 프리미어 프로 

버전 2017.1(2017년 4월)에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도구] 패널에 [문자 도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신 버

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276쪽부터 배우게 될 레거시 제목 창에서 자막 작업을 해야 합니다.

Lesson

01

자막의 모든 것

https://youtu.be/qwSkRpA1I6g

완성 미리 보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4/기본 자막.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4/기본 자막_완성본.prproj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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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 자막.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자막 편집을 위해 작업 영역을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 메뉴 바에서 [창] – [작업 영역] – [그래픽]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면 화면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 패널이 표시됩니다.

02
자막을 입력하기 위해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  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화

면을 클릭하면 빨간색 상자가 표시되면서 자막 입력 상태가 됩니다. 

❶
❷ 클릭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해도 빨간색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프리미어 프로의 오류입니다.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

나며, 임시 해결 방법으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아래쪽으로 확대하면 나타나곤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풍요롭게,

음악	편집하기
녹음한 음성이 너무 작아 고민이신가요? 

녹음된 오디오의 음량이 제각각 달라 애를 먹고 있으신가요? 

오디오의 적정 음량을 맞추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오디오를 편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비롯하여 

오디오 싱크 쉽게 맞추는 방법, 

신원 보호를 위해 음성 변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오디오를 효율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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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게인으로
오디오 음량 조정하기

프리미어 프로에서 오디오의 음량을 조정하는 방법은 오디오 게인이나 오디오 레벨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 게인을 이용한 음량 설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01
오디오 게인.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영상을 재생하여 오디오의 음량을 확인합니다. [오디

오 미터] 패널을 보면 -36dB에서 -24dB 정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는 이해를 돕고자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Lesson

02

오디오 편집 방법

https://youtu.be/BOvkBzZbxvk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5/오디오 게인.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5/오디오 게인_완성본.prpr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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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음성은 보통 -12dB ~ -6dB이 적당합니다. 오디오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타임라인] 패널

에서 ❶[보령 여행]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❷[오디오 게인]을 선택합니다.

❷

❶

우클릭

오디오 게인은 클립을 선택하고 G 를 눌러도 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오디오 게인 창이 나타납니다. ❶[게인 설

정]을 선택한 후 [10dB]로 설정하고 ❷[확

인]을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게인 설정]은 선택

한 오디오 클립의 음량을 얼마나 높일지, 낮출지 

설정하는 곳입니다. 기본값은 0dB이며, -96dB 

~+96dB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04
아래 이미지 중 첫 번째는 수정 전 오디오 클립의 파형이며, 두 번째는 [게인 설정]을 [10dB]로 

높였을 때의 상태입니다. 수정 전보다 파형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수정 전 오디오 파형

❶ ❷



브이로그	촬영	시	필수품,	

색	보정하기
어두운 영상을 밝게 만들고 싶다면? 영상이 붉거나 푸르게 촬영되었다면? 

영화처럼 멋진 색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특정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브이로그를 제작할 때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프리미어 프로의 [Lumetri 색상] 패널을 이용한 재미있는 색상 보정을 

알아보겠습니다. [Lumetri 색상] 패널에서는 직관적인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초보자도 쉽게 색상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색을 보정할 때 클리핑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색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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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영상 밝게 보정하기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촬영하면 영상도 어둡게 찍히겠죠?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어두운 영상을 쉽게 보정할 수 있습

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을 밝게 조정하거나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나누어 특정 부분만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

다. 자동 기능을 이용하여 적절한 값을 찾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esson

01

완성 미리 보기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6/어두운 영상.prproj

완성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6/어두운 영상_완성본.prproj

완성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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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metri	기본	교정으로	어두운	영상	밝게	만들기

01
어두운 영상.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작업 영역을 ❶[색상]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❷[어두운 영상_1] 클립을 선택해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Lumetri 색상] 패널

을 활성화합니다.

❶

❷

❸

메뉴 바에서 [창] – [작업 영역] – [색상]을 선택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해도 됩니다.

02
[Lumetri 색상] 패널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

며, 각 영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세부 옵션이 표시됩니다. 

어두운 영상을 보정하기 위해 [기본 교정]을 클릭하여 세부 옵션을 

펼칩니다.



편집의	마무리,	

영상	내보내고	프로젝트

백업하기
드디어 편집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 영상으로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압축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덱으로 출력하는 방법과 2차 가공을 

위해 최대한 손실 없이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도 배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중인 프로젝트를 다른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하고 싶을 때, 

혹은 외장 하드에 프로젝트를 백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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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할까요?

영상을 압축하고 압축된 것을 다시 재생시켜 주는 기술을 코덱이라고 합니다. 만약 영상을 압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의 길이는 같은데 용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레슨에서 압축의 필요성과 코덱 그리고 비트 

전송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축의	필요성

압축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여러 개의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압축도 유사합니다.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압축이라 말하죠. 만

약 영상을 저장할 때 압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분량의 영화를 다운로드한다면 화질에 따

라 다르겠지만 데이터의 크기는 약 1GB~2GB 정도입니다. 압축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 크기가 얼마

만큼 커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축하지 않은 이미지 크기는 1장당 가로 픽셀 수 × 세로 픽셀 수 × 3Byte로 계산합니다. 1픽셀당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즉 R, G, B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3Byte를 곱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

이 1920×1080 30fps의 규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20

1,080 1픽셀: R + G + B = 3Byte

Less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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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용량: 1,920 × 1,080 × 3B = 6,220,800Byte 5.9MB

•1초 용량: 6,220,800 × 30(장) = 186,624,000Byte 177MB

•1분 용량: 186,624,000 × 60(초) =  11,197,440,000Byte 10GB

•1시간 용량: 11,197,440,000 × 60(분) = 671,846,400,000Byte 625GB

위의 수치 보이시나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압축하지 않는다면 무려 625GB가 됩니다. 심지어 오디

오 데이터의 크기는 제외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약 600GB 용량을 어떻게 1GB~2GB 용량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압축은 복잡한 연산 과정으로 처리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색상 정보와 시간 정

보를 압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의 눈은 밝기에는 민감하나 색상의 차이는 밝기보다 둔감하다

고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색상은 압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은 앞 프레임과 뒤 프레임이 유사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죠? 프레임 사이를 분석하여 움직

임이 발생한 구간만 계산하여 압축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코덱	이해하기(H.264 vs. H.265)

압축의 필요성과 대략적인 압축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

니다. 영상을 압축하고 압축된 것을 다시 재생시켜 주는 기술을 코덱(Codec)이라고 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덱은 H.264입니다.

▲ YouTube 권장 업로드 인코딩 설정

Lesson 01  압축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할까요?  409



414  Chapter	07  편집의 마무리,  영상 내보내고 프로젝트 백업하기

다양한 포맷으로 영상 출력하기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덱인 H.264로 출력하는 방법부터 차세대 코덱으로 불리는 H.265

(HEVC)로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손실 없이 출력하는 방법까지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하

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esson

02

영상 출력의 모든 것

https://youtu.be/rCPi9xabglU

	유튜브	권장	설정	H.264	포맷으로	출력하기

유튜브 권장 설정인 H.264 포맷으로 출력하는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예제 파일: 프리미어 프로/Chapter 07/영상 출력하기.prproj

01
영상 출력하기.prproj 예제 파일을 실행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여러 개의 시퀀스가 있습

니다. 이럴 때는 현재 선택한 시퀀스의 영상이 출력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영상으로 출력

할 [시퀀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시퀀스 선택

[프로젝트] 패널에서 시퀀스 선택

패널 가장자리에 파란색 상자로 표시되는 것은 현재 해당 패널이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선택하면 [타임

라인] 가장자리에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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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타임라인] 패널 또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출력할 시퀀스를 선택했다면 메뉴 바에서 [파일] – [내

보내기] –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Ctrl  + M ). ❶[프로젝트] 패널에서 출력할 ❷[시퀀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❸[미디어 내보내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우클릭❷ ❸

❶

03
내보내기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창 오른쪽에 있는 옵션 중 내보내기 설정 영역에서 ‘형식’ 옵션을 

유튜브, 비메오, 페이스북 등 현재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H.264]로 설정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