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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하루 여가 대부분을 유튜브를 보며 지내던 2018년의 어느 날, 문득 ‘나도 유

튜브 해보고 싶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어떻게든 하더라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무겁고 비싼 데다 

배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차에 알게 된 키네마스터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직관적이

고 쉬운 인터페이스에,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친숙함이 더해져, 영상 편

집을 전혀 배워 본 적이 없는 저도 손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

나씩 기능을 적용해 밋밋한 내 영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나름의 뿌듯함을 

느꼈고, 여러 영상을 보고 따라 해 보며 편집 노하우를 익혀 나갔지요. 이 재

미를 혼자 알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편집하는 방

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채널 ‘기태의 키네마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

나하나 영상을 쌓아 올리고 구독자분들의 큰 호응을 얻어 채널은 차츰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기도 하고, 키네마스터 

책을 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영상 편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키네마스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영상 편집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활용도가 높은 연출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합

니다. 간편하면서도 쉽게 나만의 개성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예제로 구성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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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영상 편집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좋은 컴퓨터와 전문

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같은 편견을 깨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의 영상물을 그저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크

리에이터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온/오프라인 강의, 방송 출연 등으로 바삐 지내던 차에 건강 관리에 

소홀하여 크게 아프기도 하면서 집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기태의 키네마스터’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만의 멋지고 재밌는 영상들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2021년 7월 이기태

•		이	책은	안드로이드용	키네마스터	앱	5.3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		iOS용	키네마스터	앱의	경우	일부	인터페이스	형태가	약간	다르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책의	실습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

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기재한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및	등록명입니다.

•		이	책에서는	™,	Ⓒ,	Ⓡ	등의	기호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소개한	URL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la2001@naver.com

	 -	출판사:	help@jpub.kr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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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기본부터 차근차근, 영상 편집 시작하기

영상	편집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편집의	기

본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키네마스터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소개합

니다.	기태가	알려	주는	키네마스터	가이드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도	아주	손쉽게	스마트폰으

로	멋진	영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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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1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영상 편집

복잡하고 어려운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우리는 더 쉽고 재밌게 영

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말이죠. 국내외에서 

다양한 영상 편집 앱이 출시되어 있지만, 퀄리티가 우수하고 조작하기도 쉬운 

앱은 단연 키네마스터입니다. 여러 영상 편집 앱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먼

저 키네마스터의 장점을 알아본 후 직접 설치해 보세요.

 키네마스터의 장점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뚝딱	만들	수	있도록	편리하

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문적인 기능 제공:	크로마키,	속도	조정,	리버스(역재생),	멀티	레이어,	혼합	모드	등	PC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	 	우수한 퀄리티의 에셋 제공:	스티커,	애니메이션,	효과,	음악	등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2000여	개의	에셋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셋	스토어에	새로운	에셋들을	꾸

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5.0	업데이트	이전에는	무료	사용자가	에셋을	다운로드하려면	광

고를	시청해야	했지만,	업데이트	이후	광고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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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네마스터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기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Google Play]에서, 아이폰/아이패드

라면 [App Store]에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해서 앱을 설치합니다. 아래 QR 코

드를 이용하면 바로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https://bit.ly/2xNWsfk(안드로이드)

 

	https://bit.ly/3cefTNn(아이폰)

설치가 끝나면 키네마스터를 실행해 보세요. 키네마스터는 기본적으로 스마

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거나 바로 촬영해서 영상을 편집합니

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처음 실행했을 때 혹은 처음 미디

어를 추가할 때 접근 허용 여부를 묻는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팝업 내용

을 확인한 후 [허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처음 키네마스터를 실행한 후 환영 메시지 및 특징 소개 화면을 쓸어 넘기면

서 확인하고 [시작하기] 버튼이 표시되면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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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네마스터	최초	실행	시	화면

이제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Lesson에서는 키네마스

터의 기본 시작 화면인 홈 화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02
키네마스터 기본 편집 기능 익히기

영상	편집은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시작으로	효과	적용,	자막	추가,	오디오	편집,	그리고	결과

물	저장	과정을	거칩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실습에	앞서	영상	편집	과정에	따른	기본	편집	

기능을	배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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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1

컷 편집하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촬영장에서 감독이 “컷!”이라고 외치는 장면,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영상을 완성하려면 원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촬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일단 짧게 짧게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한 후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

내는 컷 편집 작업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생성 후 영상 클립 추가하기

키네마스터에서는 트림/분할 기능을 이용해 내가 촬영한 영상 중 잘못 촬영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01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020쪽	참고).	편집할	영상에	맞는	화면	비율을	선

택하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여	타임라인에	추가합니다.	편

집	작업	중	다른	영상을	타임라인에	추가하려면	미디어	패널에서	[미디어]를	누른	

후	추가할	영상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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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타임라인에	추가된	영상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립에	노란색	테두리가	표시

되며,	미디어	패널이	영상	클립	편집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가위	모양의	[트림/분

할]	아이콘을	누릅니다.	

  

①

②

	 	 배치한	영상	클립의	오디오	편집	방법은	102쪽을	참고하세요.

03 	트림/분할에는	4가지	옵션이	있는데,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플레이헤드에서 분할],	[분할 및 정지화면 삽입]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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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4

나만의 개성 있는 
자막 만들기

영상을 만드는 데 ‘이것’이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자막입니다. 자막은 영상에 

더욱 집중하게 하면서 동시에 재미를 주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야외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배려한다면 자

막이 포함된 영상이 훨씬 좋겠죠?

 텍스트 기능으로 자막 입력하기

미디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누르면 표시되는 여러 레이어 중 [텍스트]를 누르면 

자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한 레이어는 타임라인에 영상 또는 사

진 클립이 배치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임라인에	클립	배치	전	[레이어]	비활성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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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임라인에 클립이 없다면 [레이어]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후 미디어 패널에서 [미디어]를 눌러 타임라

인에 영상 또는 사진 클립을 추가하고 실습을 진행해 보세요.

01 	타임라인에	영상	클립을	배치했다면	플레이헤드를	자막이	시작할	위치에	놓고	미

디어	패널에서	[레이어]	→	[텍스트]를	누릅니다.

  

②

③

①

02 텍스트	편집	화면이	열리면	원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①
②

03 	미리보기	화면에	입력한	텍스트가	나타나고,	타임라인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텍스트	안쪽을	누른	채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회전]	아이콘을	이용해	각도를,	[크기]	아이콘을	이용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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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6

나만의 시그니처 영상 
소스 만들기

앞서 배운 내용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상을 만들 때 단일 프로젝트로 완성하

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영상을 만들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이번에는 단일 인트로 영상이 아닌, 한번 만들

어 두면 언제든지 모든 영상에 나만의 시그니처를 남길 수 있는 멋진 애니메이

션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장면전환을 이용한 시그니처 영상 만들기

01 	[16:9]	비율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	폴더에서	검은색	단색	

배경을	선택해	타임라인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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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시킨	후	[레이어]	→	[텍스트]를	눌러	원하는	문구를	

적습니다.	유튜브	등의	본인만의	채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채널	이름을	적

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②
③

①

④

03 	텍스트와	어울리는	그림을	추가합니다.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추가

할	이미지도	흰색으로	준비합니다.

①

②

③

	 	 	 나만의	이미지나	캐릭터,	그림이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얗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옵션에서	[조정]	기능에	들어가	[채도]를	제일	낮게,	[밝기]를	

높게	설정해	보세요.	필요에	따라	[감마],	[게인],	[하이라이트]	등의	조절	바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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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삭제]	/	[복구]	메뉴를	이용해서	처리된	이미지에	직접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

다.	브러시	크기를	설정하여	직접	배경을	지우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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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마음에	들게	처리됐다면	[다운로드]를	눌러	이미지를	내	PC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

합니다.

  

	 	 	 [HD 다운로드]를	이용하면	보다	높은	화질로	처리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removebg	서비스를	제공하는	Kaleido의	새	계정을	생성해야하며,	이용	빈도에	따라	별도의	

유료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솔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이 책 또는 이미 읽은 제이펍의 책이 있다면, 장단점을 잘 보여 주는 솔직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매월 최대 5건의 우수 서평을 선별하여 원하는 제이펍 도서를 1권씩 드립니다!

▪	서평 이벤트 참여 방법
	 ❶	제이펍 책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 각 인터넷 서점 리뷰란에 서평을 올린다.
	 ❷	서평이 작성된 URL과 함께 review@jpub.kr로 메일을 보내 응모한다.

▪	서평 당선자 발표
	 	매월 첫째 주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jeipub)

에 공지하고, 해당 당선자에게는 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채찍질을 받아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95

영문

Background	Eraser		283

Ducking		176

EQ		105

pixabay		280

removebg		289

ㄱ

건너뛰기		043

구글	드라이브		054

그림자		091

글로우		092

ㄴ

저장		115

노래방	가사		212

녹음		112

ㄷ

동영상	페이드	아웃		033

동영상	페이드	인		033

드라마	엔딩	효과		180

ㄹ

레이어		048

리버스		139

ㅁ

메인	타임라인		046

모자이크		142

미디어	레코더		060

미디어	브라우저		037,	053

미디어	패널		051

믹서		103

ㅂ

반복	재생		122

배경색		092

배경음악		099

복사		044

부분	확대		130

북마크		049

비트레이트		119

ㅅ

사진	길이		034

새	프로젝트		020

색상		088

서브	타임라인		048

설정		031

속도		137

슬로모션		137

시네마틱	프레임		151

ㅇ

아웃	애니메이션		098

애니메이션		097

찾아보기



296

액션	바		041

얼굴	인식		035

에셋	스토어		081,	133

오디오	보관함		272

오디오	브라우저		058

오디오	페이드	아웃		032

오디오	페이드	인		032

윤곽선		091

음성	레코더		059

음성	변조		106,	191

음정		104,	188

인	애니메이션		097

ㅈ

자동	볼륨		103

자막		084

잔향효과		106,	195

장면전환		079,	262

저장		115

전체적용하기		093

조정		156

중복	재생		125

지금	분석하기		056

ㅋ

캡처		041

크로마키		197,	243

클립	교체		027

클립	그래픽		164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046,	142

ㅌ

트림/분할		062

ㅍ

팬&줌		069

폰트		088

프레임레이트		118

프로젝트	내보내기		018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		032

프로젝트	불러오기		022

프리미엄		019

플레이헤드		049

필터		154

ㅎ

해상도		118

혼합		158,	238

화면	맞추기		034

화면	비율		020

화면	조정	영상		170

화면	채우기		035

회전/미러링		075

효과음		099

흔들리는	화면	효과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