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

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보조 클릭]은	macOS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Windows에서	사용하는	[마우스 우클릭]과	같은	기능입니다.

●		이	책은	Final	Cut	Pro	X을	기준으로	하며,	10.5.4	버전까지	반영하였으나,	업데이트로	인해	일부	아이콘	모양	등에

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예제	파일은	본	도서의	실습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저자	및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예제	파일은	 https://bit.ly/fcpx_ jpub 	에서	챕터별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출간	후	안내사항	및	정오표는	 https://bit.ly/fcpx_a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seyoung423@gmail.com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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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할 수 있을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듯한 마음으로 수많은 편집 프로그램 

책을 정독하고, 전시회와 세미나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던 영상 편집 초보자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멋

진 영상을 만들고 싶은 의욕은 가득했으나, 만드는 방법을 몰라 참으로 막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책으로만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 편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보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진 상태라야 수월합니다. 대

체 어떤 것부터 봐야 할지 선택하는 것부터 어려울 테니까요.

이 책은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편집을 막 시작하려는 여러분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좀 더 쉽게 영상을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다양한 이펙트 적용 방법, 자막 사용 방법, 색상 보정 방법 등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다

양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필 중에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펙트 사용법입니다. 실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영상에 동일하

게 적용했을 때도 멋진 영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을 광고/뮤직비디오 프로덕션과 MCN에서 일

하면서 사용한 실용적인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책만으로 어렵다면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era의인셍방송 	에 방문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영상을 

보강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후 이 책을 덮는 순간에는 분명 완성도 높은 영상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이 영상 편집이라는 진입 장벽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

는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편집자 송찬수 님과 디자이너 책돼지 님, 제이펍 출판사 관계자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늘 응원해 주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과 이 책을 선택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Soli Deo Gloria!

Sera(정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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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0년 이상 현업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파

이널 컷 프로 영상 편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Lesson:	차근차근	학습하는	것을	추천하며,	영상	편집	과

정에	따라	8개의	CHAPTER로	나눈	후	다시	Lesson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Lesson에서	10년	경력의	영상	편집	

노하우를	배워	보세요.	

친절한 화면과 지시선:	지금	당장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하

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화면과	친절한	지시선	

표기로	학습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한 걸음 더, 깨알 Tip:	실습을	진행하거나	기능을	설명할	

때	함께	알아	놓으면	좋은	다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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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의 Tip & Tech

예제 파일  [Chapter02_Tip] 라이브러리

톡톡 튀는 점프 컷의 매력

같은 화면 크기, 같은 앵글의 클립을 연속으로 붙이는 ‘점프 컷’은 시간, 공간의 생략이라는 연출적 의

미를 가집니다. 화면이 자연스럽지 않고, 끊기는 데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재미 요소로도 많이 사용합

니다. 인물은 가운데 그대로 서 있는데 주변 환경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영상이 점프 컷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같은 배경에 인물만 툭툭 바뀌거나 동일 인물이 홍길동

처럼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하는 것도 점프 컷 기법이지요. 카메라를 고정하고 찍는 요리 

영상, 언박싱 영상 역시 점프 컷을 사용합니다. 발랄하고 톡톡 튀는 느낌의 점프 컷 영상, 우리도 한 번 

만들어 볼까요?

예제 파일로 제공하는 [Chapter02_Tip]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후 [01_Jumpcut] 이벤

트에 있는 [Jumpcut]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타임라인에 배치된 클립을 스키밍해 보

세요. 책을 넘겼다가 커피도 마시고, 시계도 보는 등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고 [Blade] 툴 B  을 이용하거나 단축키 command  + B  등을 이용해 클립을 나누어 주

세요.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려면 타임코드를 클릭한 후 숫자를 입력하고 return  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초 19프레임으로 정확히 이동하려면 타임코드에 [1219]를 입력한 후 return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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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편집을 시작하려면 이벤트로 불러온 영상 소스 클립들을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요리에 비유해 보면 음식 손질을 위해 도마 위에 재료들을 올려 놓듯이 말이지요. 

영상 편집의 시작,  
타임라인에 클립 배치하기

예제 파일  [Coffee] 라이브러리 ＞ [Video] 이벤트 ＞ [Coffee_Edit_01] 프로젝트

Lesson

01

편집할 프로젝트 열기

본격적인 영상 편집은 프로젝트(Projects)에서 진행됩니다. 예제 파일에서 [Coffee]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후 [Video] 이벤트 안에 있는 [Coffee_Edit_01]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더블 클릭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니 타임라인 가운데 검은 띠가 표시됩니다. 이 검은 띠를 ‘프라이머리 스토리라

인(Primary Storyline)’이라고 하며, Final Cut Pro X에서 편집을 하려면 반드시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비디오, 오디오, 스틸 이미지 등의 소스 클립들을 채워야 합니다. 

깨알Tip  [Video] 이벤트를 선택한 후 브라우저

에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맨 위로 

스크롤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이드바에서 

[Smart Collections>Projects] 폴더를 선택해서 프

로젝트만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era의 Tip & Tech:	영상	편집에	필요한	부수적인	기

능	혹은	실력을	중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

가	담겨	있습니다.	

예제 파일 다운로드

이	책을	학습할	때	필요한	예제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챕터별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fcpx_jpub

상위	버전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는	하위	버전의	Final	

Cut	Pro에서	열	수	없으며,	하위	버전에서	만든	라이브

러리를	열면	팝업	창이	열리고,	[Update]	버튼을	클릭

하면	열립니다.



CHAPTER 1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영상	편집	한	번	해볼까?	마음은	먹었지만,	영상	편집의	장벽은	너무	높아	보입니다.	급한	마음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부터	실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더	멋진	영상을	완성할	수	있으니,	조금	지루하

더라도	기초부터	살펴보세요.	

영상	제작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프레임과	픽셀,	주사	방식이란	무엇인지	등	영상	촬영과	편집에	필

요한	핵심	이론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Final	Cut	Pro	X을	설치하고	기본	인터페이스와	대

략적인	기능까지	파악하면서	워밍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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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은	요리	과정과	유사합니다.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해지면	재료	준비	및	손질	과정을	거쳐	조리를	시작합

니다.	끝으로	데코레이션을	더하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종류에	따라	미디어	파일을	

준비한	후	기본	편집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래픽,	음향	작업으로	영상에	풍성함을	더하여	완성합니다.

영상 제작 과정을  
알아보자

Lesson

01

영상 기획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영상을 만들지 기획(Pre Production)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

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이후 단계에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모르겠다

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적어 보세요. 그렇게 만든 뼈대에 살을 붙여 점점 구체화시키면 됩

니다. 스토리보드를 이용하여 콘티를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 나만의	콘티를	계획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촬영, 2D/3D 미디어 파일 준비

목적과 예산에 맞는 촬영, 음향, 조명 장비를 갖췄다면 촬영(Production)을 시작합니다.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상에 사용할 2D/3D 멀티미디어(비디오, 오디오, 스틸 이미지) 데이터 파일을 

준비해 주세요.

깨알Tip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판을	스토리

보드라고	부르며,	콘티는	스토리보드에	카메라	

앵글,	워킹,	대사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적은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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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작업

후반 작업(Post Production)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영상 편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01 편집하기 촬영하거나 미리 준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자르고 붙

여서 매끄럽게 배열합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는	060쪽,	타임라인	배치는	072쪽에서	설명합니다.

02 그래픽 및 자막 작업하기 편집하기 단계가 끝나면 필요한 부분에 2D/3D 그래픽 합성 작업을 

진행하거나 자막을 넣습니다. 2D/3D 작업이 많아질수록 렌더링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상	

효과	적용은	131쪽,	자막	작업은	227쪽에서	설명합니다.

깨알Tip 	효과를	적용한	비디오나	오디오	클립을	용도에	맞춰	최종	결과물로	만드는	작업을	렌더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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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색 보정하기 2D/3D 그래픽 작업까지 완료되면 색을 보정합니다. 영상의 색감에 따라 전체적

인 분위기가 결정되고, 스토리에 설득력을 더해 시청자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므로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과정입니다. 색	보정	작업은	301쪽에서	설명합니다.

04 음향 작업하기 내레이션, 효과음, 배경음악을 추가

해서 영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디오	작업은	267쪽에서	설

명합니다. 

05 파일 내보내기 최종으로 완성한 영상을 적절한 포맷으로 압축해서 한 편의 완벽한 동영상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내보내기는	339쪽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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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컷 편집

멋진	영상은	처음부터	“짠!”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위해	정성껏	조리하는	것처럼,	멋진	영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상	소스	클립을	다듬고,	배열하는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컷	편집에	대해	배웁니다.	수많은	영상	클립	중	OK	컷을	골라	배열	및	가편집한	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고,	속도를	조절하여	재미와	리듬감을	더합니다.	이어서	적절한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

하여	분위기	변화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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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편집을	시작하려면	이벤트로	불러온	영상	소스	클립들을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리에	비유해	보면	음식	손질을	위해	도마	위에	재료들을	올려놓듯이	말이지요.	

영상 편집의 시작,  
타임라인에 클립 배치하기

예제 파일  [Coffee] 라이브러리 ＞ [Video] 이벤트 ＞ [Coffee_Edit_01] 프로젝트

Lesson

01

편집할 프로젝트 열기

본격적인 영상 편집은 프로젝트(Projects)에서 진행됩니다. 예제 파일에서 [Coffee]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후 [Video] 이벤트에 있는 [Coffee_Edit_01]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더블 클릭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니 타임라인 가운데 검은 띠가 표시됩니다. 이 검은 띠를 ‘프라이머리 스토리라

인(Primary Storyline)’이라고 하며, Final Cut Pro X에서 편집을 하려면 반드시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비디오, 오디오, 스틸 이미지 등의 소스 클립들을 채워야 합니다. 

깨알Tip 	 [Video]	이벤트를	선택한	후	브라우저

에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맨	위로	

스크롤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이드바에서	

[Smart	Collections>Projects]	폴더를	선택해서	프

로젝트만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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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

	▲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에	아무	클립도	없다면	점선으로	된	빈	사각형이	표시됩니다.	

스키밍 후 소스 클립 선택하기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면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에 배치하기 위해 클립의 내

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의 섬네일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좌우로 살살 움직여 보

세요. 이때 섬네일 위를 클릭한 후 드래그하면 클립에서 범위가 지정되니, 클릭하지 않고 좌우로 움직

이기만 해야 합니다.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 섬네일에  빨간 선이 표시되며, 뷰어에는 해당 클립의 내용

이 표시됩니다. 브라우저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060쪽을	참고하세요.

스키머 해당 클립의 내용

	▲ 클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면	빨간색	[스키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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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위에 표시된 빨간색 선을 [스키머](Skimmer)라고 하며, 이렇게 클립의 내용을 훑어보는 것을 ‘스

키밍(Skimming)’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종종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

밍으로 클립을 훑어보면서 편집에 사용할 클립을 결정했다면 해당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타임라

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합니다. 

[스키머]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Turn	video	and	

audio	skimming]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하세요(단축키	S 	).	파란색으로	표시된	아이

콘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깨알Tip 	

떨어져 있는 여러 클립 선택: 브라우저에서 

command  를 누른 채 편집에 사용할 소스 클립을 

모두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선택한 클립에 노란

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연속된 여러 클립 선택: 연속으로 

나열된 클립을 일괄 선택할 때는 

가장 앞에 있는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shift  를 누른 채로 선택

할 마지막 클립을 클릭합니다. 클

릭한 2개의 클립과 그 사이에 있

는 모든 클립이 선택됩니다.

command  + 클릭

클릭❶

Shift  + 클릭❷



CHAPTER 3

기술이 있어야 
센스도 발현된다,

영상에 효과 적용하기

맛과	재료가	같다면	아무래도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한	쪽으로	더욱	시선이	쏠리겠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

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편집한	영상에	적절한	화면	효과를	적용한다면	더욱	돋보이는	결과물이	될	것입

니다.	Final	Cut	Pro	X에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리셋이	많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효

과의	사용법부터	응용법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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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속 화면 합성

Distort 기능을 활용해 [Misson] 클립의 영상이 노트북 모니터에서만 보이도록 합성하는 간단한 실습

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01 클립 가리기 두 클립이 겹쳐진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Mission] 

클립을 잠시 가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Mission] 클립을 선택하고 단축키 V  를 누르거나 [보조 클

릭]( control  + 클릭)한 다음 [Disable]을 선택합니다.

❶ 보조 클릭

❷

02 화면 배율 조정 뷰어를 보면 [Mission] 클립의 Distort 조절 핸들과 아래에 배치된 [Monitor] 

클립 영상이 보입니다. 섬세한 합성을 위해 뷰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배율을 [200%] 이상으로 확대

합니다. 화면을 확대하면 뷰어의 오른쪽에 내비게이터가 표시되는데, 전체 화면에서 현재 표시되는 위

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❶

내비게이터



CHAPTER 4

자막으로 영상에
재미 더하기

자막은	영상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최근	소리를	켜지	않고	영상을	보는	사람이	

늘고	있어	자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신구가	옷차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의태어

나	의성어	등을	자막으로	추가하여	영상에	생생한	재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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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이	움직이며	나타나거나	사라진다면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자막을	과하게	사용하

면	영상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inal	Cut	Pro	X에	있는	Build	In/Out	자막	템플릿을	사용하여	손쉽게	움직이는	자막을	만들어	보세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막 만들기

예제 파일  [Chapter04] 라이브러리 ＞ [Lesson02] 이벤트 

Lesson

02

[Chapter04] 라이브러리의 [Lesson02] 이벤트에서 [Buildin_Text]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열면 

타임라인에 [Mybag] 클립이 놓여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막 템플릿을 배치하

고, 내용과 스타일을 변경해서 자막을 완성해 보세요. 

Build In/Out 자막 클립 배치

01 자막 클립 배치 사이드바의 [Titles & Generators 

sidebar] 탭에서 [Title - Build In/Out] 카테고리에 있는 

[Fade] 자막 클립을 [Mybag] 클립 위로 드래그해서 배치

한 후 영상에 맞게 클립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spacebar  를 

눌러 영상을 재생해 보면 ‘Title’ 텍스트가 부드럽게 한 글자

씩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❶

❷

❸



CHAPTER 5

영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오디오 편집

아무리	멋진	화면이라도	음향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노이즈가	심하면	시청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나	이어

폰	사용이	잦은	요즘에는	또렷한	목소리,	전체적인	음향	밸런스,	배경음악	등의	오디오	요소를	얼마나	잘	활

용하는지에	따라	영상의	시청	시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부터	배경음악과	효

과음을	삽입하는	방법,	다양한	오디오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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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사용할	오디오를	찾고,	간단한	오디오	클립	사용	방법을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에	활용해	봐야

겠죠?	흔히	사용하는	오디오	클립	활용	방법은	작은	볼륨으로	시작했다	점점	커지고,	다시	점점	작아지는	설정

입니다.	3가지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오디오	볼륨	조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볼륨이 점점 커지게,  
점점 작아지게 만들기

예제 파일  [Chapter05] 라이브러리 ＞ [Lesson03] 이벤트

Lesson

03

페이드 핸들로 자연스럽게 볼륨 조절하기

볼륨을 서서히 키우거나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타임라인에 배치한 오디오 클립의 페이드 핸들

(Fade Handle)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Chapter05] 라이브러리를 실행한 후 [Lesson03] 이벤트의 

[Sound Fade] 프로젝트 더블 클릭해서 열면 [Custom] 클립과 자막 클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바에서 [Photos & Audio sidebar] 탭을 클릭한 후 [Sound Effects] 카테고리에서 [iLife 

Sound Effects > Jingles] 폴더에 있는 [Red Velvet Medium] 오디오 클립을 찾아 타임라인으로 드래

그해서 배치하세요. 이어서 오디오 클립의 길이를 [Custom] 클립에 맞춰 줄입니다. 

❶

❷

❸

❹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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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 In

이제 페이드 핸들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클립 위에 커서를 올린 후 맨 앞을 보면 볼륨 조절 선 

위로 작은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이 아이콘이 페이드 핸들(Fade Handle)이며, 페이드 핸들에 마우

스 커서를 가져가면 아래와 같이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페이드 핸들

페이드 핸들을 찾았으면 ‘점점 크게’라고 입력된 자막 클립의 길이만큼 페이드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

그해 보세요. 오디오 클립에 곡선 그래프가 생겼지요? 타임라인에서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옮긴 후 

spacebar  를 눌러 재생해 보면 볼륨이 천천히 커지는 효과(Fade In)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de Out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오디오 클립의 맨 끝에 

있는 페이드 핸들을 찾아 ‘점점 작게’라고 입력

된 자막 클립까지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클립 

앞쪽과 반대 모양의 곡선 그래프가 생기며, 재생

해 보면 볼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Fade 

Ou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알Tip 	페이드	핸들을	조절할	때	마우스	커서	모양이	그림과	같은

지	꼭	확인하세요.	자칫	클립의	길이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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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의 Tip & Tech

Audio Enhancements로 오디오 문제 해결하기

Final Cut Pro X에는 오디오 클립을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클립을 선택하고 뷰어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Auto 

Enhance Audio]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오디오 클립이 개선됩니다(단축키 option  + command  + A  ). 

❶

❷

[Audio Inspector] 탭에서 [Audio Enhancements] 옵션의 속성을 확인해 보세요.

	●  Equalization:	사운드	이퀄라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좀	더	세부

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Audio Analysis:	오디오를	분석합니다.	마술봉	모양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초록색	체크	아이콘이	나타

나면	문제	없음을,	노란색	경고	아이콘이	나타나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오디오만 듣기

오디오 클립이 여러 개 겹쳐진 상황에서 필요한 오디오 클립만 모니터링할 때는 오디오 솔로(Solo) 기

능을 사용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듣고 싶은 클립을 선택한 후 타임라인 오른쪽 위에 있는 헤드폰 모양

의 [Solo]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나머지 클립이 모두 회색으로 변합니다. spacebar  를 눌러 재생해 

보면 비디오는 그대로 재생되지만 오디오는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클립에서만 들립니다. 다시 [Solo]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Solo

이러한 솔로 기능은 내레이션, 효과음, 엠비언스(Ambiance), 배경음악 등 여러 종류의 오디오가 섞였

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CHAPTER 6

색 보정으로 영화 같은
영상미 표현하기

스산한	분위기의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하고	파르스름한	톤을	가지고	있어	무섭고	비

정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화사한	오렌지색이나	핑크색	톤의	밝은	영상

은	보기만	해도	긍정적인	기운이	나는	듯하지요?	이처럼	색은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

니다.	Final	Cut	Pro	X에서	제공하는	색	보정	도구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의	색을	보정하고,	특정한	색감

을	더해	영상의	분위기를	더하는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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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꾸는	것처럼	특정	색상을	지정해서	다른	색으로	보정하거나,	특정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모두	흑백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색상만 지정해서  
보정하기

예제 파일  [Chapter06] 라이브러리 ＞ [Lesson06] 이벤트

Lesson

06

지정한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기

빨간색 사과를 초록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Chapter06] 라이브러리에서 [Lesson06] 이벤트의 

[Apple] 프로젝트 더블 클릭해서 열면 먹음직스러운 빨간색 사과가 보입니다. 타임라인에서 [Apple] 

클립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Color Inspector] 탭에서 Hue/Saturation Curves 모드를 실행하세요. 

Hue/Saturation Curves 모드는 특정 색을 지정하여 색상, 채도, 밝기를 조정하는 도구라고 했죠? 사

과의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꿀 것이므로 [HUE vs HUE]에 있는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뷰어

에서 사과의 빨간 부분을 클릭하여 색을 지정합니다.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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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 vs HUE 그래프에 3개의 조절 핸들이 추가되면 변경하려는 색상과 가장 유사한 가운데 빨간색 

조절 핸들을 위아래로 드래그해 보세요. 위로 드래그하면 사과 표면이 파란색~보라색으로 변하고, 아

래로 드래그하면 주황색~초록색으로 변합니다. 

특정 색만 제외하고 흑백으로 만들기

사과의 빨간색만 남기고 나머지 색을 모두 흑백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HUE vs HUE]에 적용한 값

을 초기화하기 위해 오른편에 있는 [Reset] 아이콘을 클릭한 후 이번에는 [HUE vs SAT]에서 [스포이

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사과의 표면을 클릭합니다. 

속성 초기화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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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클릭한 지점과 유사한 색에 3개의 조절점이 추가되었죠?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의 채도

를 모두 낮춰 흑백으로 표현할 것이므로 3개의 조절점에서 유지할 색인 빨간색 조절 핸들만 남기고 나

머지 핸들은 모두 맨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맨 아래로 드래그한 핸들을 다시 좌우로 드래그해서 흑백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빨간 핸들과 가까울수록 빨간색의 범위가 줄어들고, 멀어질수록 빨간색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지정한 색 이외에 모두 흑백으로 변하니 독특한 느낌이지요? 뮤직비디오와 같이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CHAPTER 7

완성!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고,
프로젝트 백업하기

영상을	완성했다면	이제	유튜브나	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영상	파일로	출

력할	차례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외부로	편집본이나	클립을	내보내는	기능을	보통	Export라고	하

지만,	Final	Cut	Pro	X에서는	Shar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책에서는	코덱을	사용해	동영상,	오디오,	사진	파일을	내보내고,	작업을	마친	후	라이브러리를	완벽하게	백업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DVD나	Blue-Ray	제작용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활용도가	떨어지

므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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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에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자막	등의	클립을	배치하여	한	편의	영상을	완성했다면	이제	편집한	내용

을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내보내기	작업을	실행합니다.

최종 결과를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Lesson

01

전체 영상 내보내기

편집한 전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내보내기’는 다른 말로 ‘출력한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결

과물을 동영상, 오디오, 스틸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

한 방법으로 내보내기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  도구 막대 이용하기:	Final	Cut	Pro	X의	도구	막대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Share]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팝

업	메뉴에서	[Master File]을	선택합니다.

❶

❷



CHAPTER 8

Final Cut Pro X
중수로 가는 길

지금까지	과정을	잘	따라	했다면	Final	Cut	Pro	X을	이용해	어느	정도	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한	영상의	싱크를	하나로	맞춰	편집하는	멀티캠과	

Final	Cut	Pro	X에	없는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데	필

수	기능은	아니지만	잘	익히고	활용한다면	좀	더	다채롭고	효과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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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하고	편집한다면	촬영한	영상의	싱크를	맞추는	일부터	비디오,	

오디오	트랙을	편집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싱크를	자동으로	맞추고,	최대	64개의	앵

글을	한	눈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멀티캠	편집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여러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묶는 멀티캠 편집

예제 파일  [Chapter08] 라이브러리 ＞ [Lesson01] 이벤트

Lesson

01

자동으로 멀티캠 만들기

멀티캠 시작 전 설정하기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미리 작업해 두면 편리한 설정이 있습니다. [Chapter08]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후 [Lesson01] 이벤트의 브라우저에서 멀티캠 편집에 사용할 [SRC01] 클립을 선

택합니다. 인스펙터에서 [Info Inspector] 탭을 클릭해서 열고, 왼쪽 아래에서 [Basic] 버튼을 클릭한 

후 METADATA VIEWS 영역에서 [General]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메타데이터 입력 필드가 나타

납니다. 

❶

❸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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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Metadata)는 속성 정보를 의미하며, 멀티캠은 클립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므

로 미리 메타데이터를 입력해 두면 이후 Final Cut Pro X에서 클립을 분석하고 정렬할 때 도움이 됩니

다. 그러므로 촬영한 카메라에 따라 메타데이터 입력 필드 중 [Camera Angle]이나 [Camera Name] 

속성에 해당 숫자를 입력해 주면 이후 멀티캠 클립을 만들 때 같은 숫자가 입력된 클립은 같은 트랙에 

정렬되며,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Info Inspector] 탭에서 [General] 보기로 바꿨다면 브라우저에서 [SRC01], [SRC02], [SRC03] 클립

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Camera Angle] 속성에 각각 [1], [2], [3]을 입력합니다.

멀티캠 만들기

[Chapter08] 라이브러리의 [Lesson01] 이벤트에는 3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한 [SRC01], 

[SRC02], [SRC03] 클립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입력한 3개의 클립으로 멀티캠 클립을 만들기 위

해서 브라우저에 있는 3개의 클립을 모두 선택하고 [보조 클릭]( control  + 클릭)한 후 [New Multicam 

Clip]을 선택하거나, 메뉴 바에서 [File - New - Multicam Clip]을 선택합니다.

❶ 선택 후 보조 클릭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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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Final Cut Pro X 단축키

생성 및 클립 관리

단축키 기능 단축키 기능

command 	+	 O 라이브러리	열기 option 	+	 N 새	이벤트	만들기

command 	+	 N 새	프로젝트	만들기 command 	+	 D 프로젝트	복제하기

shift 	+	 command 	+	 N 새	폴더	만들기 command 	+	 I 미디어	파일	임포트하기

option 	+	 command 	+	 G 비디오/오디오	싱크	맞추기 command 	+	

backspace 	(	delete 	)

클립	휴지통으로	보내기

backspace 	(	delete 	) 브라우저	내에서	클립	무시

하기(Reject)

F 브라우저	내에서	클립	

즐겨찾기(Favorite)	표시

U 클립의	무시하기(Reject),	

즐겨찾기(Favorite)	삭제

I 	/	 option 	+	 I 시작점(In	Point)	지정하기	/	

지우기

O 	/	 option 	+	 O 끝	점(Out	Point)	지정하기	

/	지우기

shift 	+	 I 시작점으로	이동하기

shift 	+	 O 끝	점으로	이동하기 option 	+	클릭	

(	option 	+	 X )

시작점,	끝	점	모두	지우기

Q 클립	연결하기(Connect) W 클립	삽입하기(Insert)

D 클립	덮어쓰기(Overwrite) E 맨	끝으로	클립	붙여넣기

(Append)

편집 관련

단축키 기능 단축키 기능

A Select(선택)	도구 T Trim	도구

P Position(위치)	도구 R Range	Selection	도구

B Blade(자르기)	도구 Z Zoom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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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기능 단축키 기능

H Hand(화면	이동)	도구 S 스키머	켜기/끄기

shift 	+	 S 오디오	스키밍	켜기/끄기 N 스내핑	켜기/끄기

↑ 이전	편집점으로	이동 ↓ 다음	편집점으로	이동

← 한	프레임	이전으로	스키머	

혹은	플레이헤드	이동

→ 한	프레임	이후로	스키머	

혹은	플레이헤드	이동

Fn	+	←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 Fn	+	→ 타임라인	맨	뒤로	이동

spacebar 재생 shift 	+	 / 스키머	혹은	플레이헤드	앞

뒤	2초씩(설정	변경	가능)	

미리보기

C 스키머	혹은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클립	선택하기

X 스키머	혹은	플레이헤드

가	위치한	클립	범위	선택

(Range	Selection)하기

command 	+	 A 클립	전체	선택하기 command 	+	 B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의	

클립	또는	선택한	클립을	

스키밍	바나	플레이헤드	

위치에서	바로	자르기

shift 	+	 command 	+	 B 스키머	혹은	플레이헤드	위

치에서	여러	개의	클립	바로	

자르기

backspace 	(	delete 	) 클립	삭제하기

shift 	+	 backspace Gap	남기고	클립	삭제하기 option 	+	 [ 스키머가	있는	지점으로	

시작점	트림하기

option 	+	 ] 스키머가	있는	지점으로	

끝	점	트림하기

option 	+	 \ 선택된	구간	트림하기

command 	+	 C 복사하기 command 	+	 V 붙여넣기

option 	+	 command 	+	 V 효과	붙여넣기 shift 	+	 command 	+	 V 속성	붙여넣기

command 	+	 X 잘라내기 control 	+	 D 클립	길이	조절하기

command 	+	 Z 이전	작업으로	되돌리기 shift 	+	 command 	+	 Z 마지막	작업으로	되돌리기

V 타임라인의	클립	활성화/

비활성화

, 선택한	클립을	한	프레임	

왼쪽으로	이동하기

. 선택한	클립을	한	프레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shift 	+	 , 선택한	클립을	열	프레임	

왼쪽으로	이동하기

shift 	+	 . 선택한	클립을	열	프레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command 	+	 G 선택한	클립들을	스토리라

인으로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