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된내용을보고
강사가다시정리해보는

피드백자료

한글날
그들은 왜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 모였나?

스마트폰으로 사회복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By 복지영상 이성종

필기의
달인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한 뒤

그 영상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한 뒤

그 영상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얼굴,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신 분들에게

이렇게 즉시 상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일년동안 촬영만 하고 연말에 보여주는 영상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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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음악, 자막을 추가한

사진 슬라이드는 이미 흥미가 없는 영상물이 되었습니다. 

‘화면, 현장음, 말소리, 효과음’ 

네 가지가 포함된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씨로
사진 슬라이드 영상 만들기

골라 놓은 사진에
어울리는 음악을 넣고
자막 넣고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 보세요

http://blog.estsoft.co.kr/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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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사진을 모으느라 애쓰고, 

생각도 안 나는 추억을 보여주는 것 보다

최근의 모습을 다시 보며

‘내가 이랬나?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영상 상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만들어 본

알씨로 만든 사진 슬라이드

이런 사진 영상은

되도록 빨리

추억이 가물가물 해지기 전에

바로 보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은 영상은

현장음, 말소리가 들리며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컴퓨터로 하는 영상편집 도구는

곰플레이어 ,무비메이커, 알씨, 베가스 를 사용하는 분이

계신데,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1년치를 정리하는 영상작업은

지루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시간의 순서대로 영상을 만드는데

봄 영상이 지나고 여름 이야기 나오면

시청자들은 ‘언제 다보나?’ 지루해 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기 보다는

여러 활동의 공통점을 엮어서

주제를 나눠서

3~4분 정도 분량의

여러 편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진을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

그 사람의 이야기 형식으로

나래이션을 넣어주면

훨씬 좋은 영상이 됩니다. 

나래이션 장면도

앞 뒤로 3초 정도는

앉아서 인터뷰 하는 모습

나머지는 해당 활동 사진을

꾸며주듯 넣어 편집해줍니다. 







여섯시 내 고향 방송을 보고

흉내를 내보면 됩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다 알고 있어도 물어보면

어르신의 대답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상에 넣는 배경음악을 잘 넣기 위해서는

음악 디제이(DJ) 가 되는 마음으로

대상에게 선물하듯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을

많이 알아 놓습니다. 



좋은 음악을 많이 알기 위한 팁을 알려준다면,

정규적으로 듣는 라디오방송과 선곡표를 이용합니다.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을 찾아

자주 듣고, 선곡표를 참고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곡은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뮤지션별로 음반을 구입하면, 

라디오에서 듣지 못한

다른 좋은 곡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7시~9시는 출퇴근 분위기에 맞게

활기차고, 세련된 곡, 광고음악에 어울릴 만한 곡을 많이 접할 수 있고, 

9시~11시는 차분한 분위기의 곡이나, 전문적인 영역을 접하기가 쉽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가요를 좀 많이 틀어주는 분위기이고, 

저녁 6시~8시에는 퇴근시간대에 맞게 힘을 주는, 

차분하게 하는 류의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라디오의 선곡표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듣는 PD, 제작진의

모든 노력이 들어간 산출물이니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해당 프로그램과 음악의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미용봉사자를 인터뷰 한다면

의자에 앉혀서

준비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하고 있는 순간에

이야기를 주고 받는 식으로

인터뷰 하면

더 자연스럽고, 

머리 손질하는 전문성과

손질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표현되게 됩니다. 











해외연수 기록을 위한 영상교육
2002년에 작성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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