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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스토리 구성방법



어린이집 홍보 동영상 스토리보드1

※ 스토리텔링: 어린이집 홍보 이야기만들기

- 동영상의 내용이 되는 ‘이야기 구조’는 사회적·물리적 배경을 기초로 어린이집 이해를 높임

- 어린이집 소개,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필요

- 홍보 동영상 스토리보드: 어린이집 교육철학, 환경구성, 구성원, 특색교육, 월별이야기

<동영상 만들기>

① '이야기 구조'에 기초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공
→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해 질 뿐만 아니라

경험을 반영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음

② 스토리구성을 위해 육하원칙 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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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보드 만들기

① 어떤 영상 또는 그림 등을 보고 이야기에 따라
화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② 어린이집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만든다.

정보전달, 감동스토리 등

③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어린이집 홍보 동영상 스토리보드



놀이하며 성장하는 영유아

놀며 배우는 아이들

놀이하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00어린이집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

영유아-부모-교사가 더불어 행복한 곳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

보육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곳

놀이가 밥이다

유아용 영아용

보육철학 프로그램소개

월별활동 구성원소개

2 어린이집 홍보 동영상 스토리보드



2 어린이집 홍보 동영상 스토리보드

- 어린이집 교육철학

어린이집 보육전체 목표

어린이집 하위목표
-교육관, 아동관, 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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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유아 보육과정의 목표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를 반
영하여 영유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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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추구하는 어린이상 연령별 특성상이 나타나도록 어린이상 구성, 4개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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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보육프로그램별 특성: 연령, 특성화 프로그램 등

연령별 중점
보육과정

안정애착
초기적응

오감체험
감각탐색

자율성
주도성

탐구학습
통합활동

초등연계
구성주의
강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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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보육프로그램별 특성: 특성화 프로그램 전체소개- 개별사례



- 동영상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보육프로그램별 특성: 영아-유아특성 포함,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



- 동영상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보육프로그램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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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편성, 하루일과, 보육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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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일과운영(영아반, 유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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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 어린이집 교육철학
- 어린이집 위치(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추가)

어린이집 위치 소개
이동방법소개



홍보 동영상

저작권 유의사항



동영상 제작 시 사용하는 사진이 저작권이 있을 경우, 제작한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배포할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사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고화질의 사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1.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2. 언스플레쉬: https://unsplash.com/
3. 프리큐레이션: http://www.freeqration,com/
4. 스탁스냅: https//stocksnap. io/

무료이미지사용

https://unsplash.com/
http://www.freeqration,com/


무료이미지사용



동영상에 사용하는 음원 역시 저작권의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유튜브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든 후, 내 계정에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만들기’로 들어가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음악’과 ‘음향효과’가 있다. 이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안전할 수 있다.

무료음원사용



무료폰트사용

https://noonnu.cc/

https://noonnu.cc/


무료디자인사용

https://www.miricanvas.com/



무료디자인사용

https://www.flaticon.com/kr/free-icon/flaticon_1841787



홍보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 준비 사항
① 영상 제작용 파워포인트 자료
② 녹음용 마이크

※ 노트북의 경우 내장용 마이크로를 사용하면 됨

□ 제작 과정(요약)
① 제작용 파워포인트 자료 열기
② 슬라이드 쇼 > 슬라이드 쇼 녹화 > 녹화 안내 창에서 녹화 시작 선택
③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면서 녹화 시작 ※ 녹화 완료 시 Esc키를 눌러주면 됨
④ 파일 > 내보내기 > 비디오 만들기 > 영상 품질(인터넷품질) 선택> 비디오 만들기 선택
⑤ 파일 형식(MPEG-4 비디오) 선택 파일 이름 입력 후 저장

3 PPT를 통한 동영상 제작방법



□ 제작 과정(요약)
① 제작용 파워포인트 자료 열기
② 슬라이드 쇼 > 슬라이드 쇼 녹화 > 녹화 안내 창에서 녹화 시작 선택
③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면서 녹화 시작 ※ 녹화 완료 시 Esc키를 눌러주면 됨
④ 파일 > 내보내기 > 비디오 만들기 > 영상 품질(인터넷품질) 선택> 비디오 만들기 선택
⑤ 파일 형식(MPEG-4 비디오) 선택 파일 이름 입력 후 저장







전인교육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디자인 아이디어_활용하기



디자인 아이디어_사진전환

전환효과추가









구성된 일러스트 수정하여 활용하기- 도형채우기 스포이드활용







링크

링크

링크

https://www.altools.co.kr/download/alsee.aspx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617311
https://www.youtube.com/watch?v=uqd2dVU-hs0&list=PLFpt3tdbYwNClQfxviax7iTuMcdgegL4a&index=1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Rk6QK_D-3k


링
크

링
크

https://www.youtube.com/watch?v=FbsWa-fY4K4
https://www.youtube.com/watch?v=Cz9JJp2qlMQ


해외교육용증강현실콘텐츠활용영상제작

Quiver 3D Coloring App

◦ 증강현실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앱

◦ 그림을 프린트해서 색칠한 뒤 스마트폰의
Color Mix 앱으로 그림을 촬영하면 해당 그림들이
3D입체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영상을 제공함

◦ 유아는 자신이 색칠한 것이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가짐

◦ 손가락 조작으로 전후, 좌우, 위아래 부분을 모두
볼 수 있으므로 평면 조형과 입체 조형 활동이
가능하여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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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uivervision.com/coloring-packs/Yuri-the-Painter

https://quivervision.com/coloring-packs/Yuri-the-Painter


Quiver 3D Coloring App 교육적용사례

◦앱 ‘교육 스타터 팩’
- 동물세포를색칠하고퀴즈를풀어본
다.
- 우주 속의 지구를 경험한다.
- 화산의 내부 작용을 발견하고 직접
폭발시킬 수 있다.

◦앱 ‘플라톤 고체’
- 정사면체, 정오면체, 정육면체 등의
모양을 색칠한다.

- 평면도가입체적으로만들어지는것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 다양한 마법 효과를 사용하여 도형
의 특징이나 요소를 표현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P6gO9QeWt0https://www.youtube.com/watch?v=BOOh4-OpfOI

https://www.youtube.com/watch?v=qP6gO9QeWt0
https://www.youtube.com/watch?v=BOOh4-OpfOI


홍보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방법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방법

1

2



3 4



5

어린이집명, 자료내용 입력

하단 옵션> 아동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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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실시간 소통방법



실시간 홍보영상활용: ZOOM



다운로드: 회원클라이언트 클릭



어린이집
새회의 클릭

부모참가 클릭

40분 무료사용가능



비디오
오디오 점검



참가자 관리



부모초대하기



화면공유하기



녹화하기



LIV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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