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디자인1 수업계획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에서부터 마케팅의 과정 및 환경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까지 학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각종 산업분야에 전략적
수업목표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같이 학습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인터
넷 시대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마케팅의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도 학습하여 변화
하는 시대에 빠르게 고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사고 함양을 하고자 한
다.

교재

○ 주교재 : 마케팅 관리, 안광호·권익현·임병훈, 학현사, 2006.

주

강 의
수업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

1

2

3

4

내 용

디지털 영상의 발전 방향과 구성요소 학습
디지털 영상의 개념 숙지 및 발전 과정을 이해시키고, 프리미어 기초 원리 이해(기초 메
뉴 및 패널의 이해 및 숙지)하도록 학습한다.
- 화면 사이즈에 의한 쇼트의 종류 및 특성(앵글, 움직임, 기능에 의한 쇼트)을 학습하고 프
리미어 인터페이스 이해 및 툴 학습한다.

렌즈의 종류 및 특성과 카메라 샷, 장면의 시각적인 요소, 구도 등과 프리미어 영상 출력
(테이프, 최고화질 영상, 오디오 파일, YouTube, 스틸이미지) 방법을 학습한다.

연출의 방법인 미장센을 이해하고, 스토리보드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및 프리미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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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이미지 캡쳐 방법, 타이틀 패널 숙지, 타이틀 디자인 방법 습득, 오디오, 프로젝트,
클립, 마커의 활용과 슬라이드 영상 만들어 본다.

조명의 이해(조명의 종류, 색온도, 조명의 기능 및 효과, 조명의 용도, 인터뷰 조명)와 프
6

리미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방법(주요 편집 툴 활용, 장면 자르기, 장면 들여
내기, 클립 제거 및 조절 등)을 학습니다.

사운드의 이해(마이크의 종류 및 용도별 특성, 사운드 미학)를 학습하고, 프리미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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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 트랜지션 효과 활용 방법, 크기가 변화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색 보정 방법을 학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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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팅 이론 및 컨셉 : 연기의 양식과 중요성, 리딩, 리허설, 배우, 블로킹 요령 등을 학습하
고, 애프터이펙트 기초 원리 이해(기초 메뉴 및 패널의 이해 및 숙지)를 학습한다.
기획이란 무엇인가?, 기획안의 구성요소, 나레이티브 형식 이해와 애프터이펙트 인터페
이스 이해 및 툴 학습한다.
기획의 구체화 되는 과정 분석 2 및 애프터이펙트 화면 제어, 컴포지션 편집, 이펙트 활
용 방법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프로그램 기획 구성 방법, 스토리보드의 필요성 및 구성 요소를 학습한다.

현 시대에서 모션그래픽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숙지와 애프터이펙트의 레이어 이해와 편
집 방법, 레이어 스타일 이해하기, 마스크의 이해시킨다.

영상에서의 모션그래픽의 기법과 미래 발전 정도를 이해하고 애프터이펙트에서 키 프레
임 활용 방법, 로드 트렉킹 영상 만들기, 마스트 애니메이션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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