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트레일러 제작 가이드

2022. 5.

Ⅰ

북트레일러

1. 정의
북트레일러(Book-Trailer)는

영화의

필름트레일러(Film-Trailer:영화예고편)에서

따온

의미로 책(Book)과 트레일러(Trailer)의 합성어로 책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말함

2. 유형
가. 6가지 유형
유형
정지사진형
인터뷰형
문자설명형

설명
여러 장의 정지사진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
출판도서의 저자, 편집자, 독자 혹은 인터뷰를 이끌어갈 유명인을
등장시켜 인터뷰하는 형식
화면에 문자가 내레이션 내용에 따라 출현하는 형식

스토리전개형

책의 극적인 장면을 영화처럼 촬영하여 제작하는 형식

애니메이션형

컴퓨터그래픽과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형식

조합형

위의 유형들 중 2개 혹은 그 이상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형식

나. 유형별 감상하기
유형

작품

정지사진형

https://www.youtube.com/watch?v=N6UXOic1ALI
《연어》(안도현, 문학동네) 북트레일러: 오희영 作(2014 한국독서교육
연구학회 주관 제2회 북트레일러 공모전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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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형

https://www.youtube.com/watch?v=Ju7HF14A_2o&t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일본편》(유홍준, 창비) 북트레일러

문자설명형

https://www.youtube.com/watch?v=OSYar9BiIH0
《검은집》(기시 유스케, 창해) 북트레일러: 의왕부곡중학교 책누리단 作

스토리전개형
https://www.youtube.com/watch?v=t6G9fJ3nrlo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맥스 브룩스, 황금가지) 북트레일러: 서울영상
고등학교 作(2014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주관 제2회 북트레일러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

애니메이션형

https://www.youtube.com/watch?v=E559mGL2vJ0
《멍멍 금붕어》(질리언 쉴즈, 주니어김영사) 북트레일러: 경기광문초등
학교 ‘책 그리는 아이들’ 동아리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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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작품

조합형 북트레일러

https://www.youtube.com/watch?v=_CgsWHKZ8SY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박동선, 소담출판사) 북트레일러: 김하은,
신재현, 채윤우

作(인터뷰형, 애니메이션형 조합)

3. 북트레일러 제작과정(3단계)
가. 1단계: 기존의 독서활동 영역으로 북트레일러로 제작할 도서를 선정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선정도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작성하고, 중요
사건과 인상적인 구절 그리고 작가․등장인물․나의 관점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도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나. 2단계: 융합적 독서활동 영역으로 제작구상과 스토리보드 작성을 통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다양한 독서표현활동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매체와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해 재구성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다. 3단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여 동영상 파일로 제작한 후 규정된 파일명
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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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도서 선정 기준
제작하는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정하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선정
가. 기승전결이 분명한 도서
나. 주인공(등장인물)의 성격이 잘 묘사된 도서
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긴 도서
라. 각 학교의 추천도서
※ 단 사회 통념적,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도서는 제외

Ⅱ

제작 참고사항

1. 이미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 셔터스톡 이미지를 제외한 무료 이미지 사용 가능
- Pexels(https://www.pexels.com/ko-kr)
나. 이미지는 직접 찍은 사진 및 그린 그림, 공유저작물 이용 권장
다. 선정도서 책표지 사용은 허용(단, 책에 있는 그림 삽화는 허용 안함)

2. 영상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가. 무료 영상 사이트
- 비데보(https://www.videvo.net): 무료 영상물 제공 사이트
- 마즈와이(https://mazwai.com): 출처표기 시 상업적 사용 가능
- Pexels(https://www.pexels.com/ko-kr)
-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 영상도 일부 제공
나.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동영상 장면 삽입 허용 안함(단, 직접 찍은 패러디 장면은 허용)
다. 영화예고편 무단 사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3. 배경음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가. 무료 음원 사이트
-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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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음연구소(https://soundeffect-lab.info/)
- 벤사운드(https://www.bensound.com/)
- 인컴피티치(https://incompetech.com/)
- 사용 시 아티스트 정보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내용 반드시 표기

4. 폰트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가. 무료 폰트 사이트
- 눈누(https://noonnu.cc/index)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나. 워드프로그램에 있는 기본 글꼴 중 주의해야 할 글꼴
- 맑은 고딕: 이미지 파일화 하여 저장한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적용한다면 라이선스 침해에 해당
- 윤고딕(한컴): 이미지나 영상, 자막파일 등을 만드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
다. 출처 미표기 시 저작권 위배로 간주하여 작품 배제

5. 영상 편집 제작 프로그램(권장 사항)
가. PC 편집 프로그램: 파워디렉터(Power Director)
나. 휴대폰 어플 편집 프로그램: 키네마스터(KineMaster), 블로(VLLO), 비타(VITA)

6.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음원, 폰트, 이미지는 제작가이드에서 명시한 사이트만 참조하여 사용할 것
나. 폰트 출처 미표기 시 저작권 위배로 간주하여 작품 배제
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 시 프로그램 내재 기본 폰트 사용 금지,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 할 것(PC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해당)
라. 북트레일러 구성폼
- 오프닝 크레딧(opening credit): “2022년도 충북교육도서관 북트레일러
공모전”, 작품명(제목), 학교 표기“
- 두 번째 컷: 북트레일러 스토리
- 종영 자막 1(ending credit 1): 서지사항(표지, 서명, 저자, 출판사 등)
- 종영 자막 2(ending credit 2): 저작권 및 출처(사용한 이미지, 음악 등)
- 종영 자막 3(ending credit 3): 제작자(제작에 참여한 조원의 이름과 역할)
마.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출처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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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토리보드
가. 스토리보드 작성
- 영상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 역할을 함
- 재구성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 워드 및 자필로 작성(자필로 작성한 경우 스캔하여 제출)
- 12~20컷이 적당
text (문자)
visual (영상)
sound (음향)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림이나

영상 감상할 때 화면상에 나타나는 문자,

문자로 표현

영상, 음향 등을 기재

나. 스토리보드 예시
- 서명: 82년생 김지영 작품명: 우리 모두의 김지영
- 오프닝 크레딧(opening credit) (3초 노출)
text (문자)
2022년도 충북교육도서관 북트레일러 공모전

2022년도 충북교육도서관 북트레일러 공모전

○○학교

visual (영상)
○○학교

sound (음향)
Ticker-Silent Partner(잔잔한 음악)

- 두번째 컷 북트레일러 스토리(필요한 만큼 작성)
text (문자)

visual (영상)

sound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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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영 자막(ending credit) 1
text (문자)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조남주

민음사

민음사

visual (영상)
《82년생 김지영》책표지 사진

sound (음향)
New Land-ALBIS(잔잔하고 밝은 음악)

- 종영 자막(ending credit) 2
text (문자)
- 이미지 -

- 이미지 -

김성욱, 엄마의 마음, 2009

김성욱, 엄마의 마음,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성래, 대한민국,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성래, 대한민국, 2018

빈센트 반 고흐,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 고흐,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 음악 Ticker-Silent Partner(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음악 -

New Land-ALBIS(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Ticker-Silent Partner(유튜브 오디오

베토벤, 월광소나타 1악장(유튜브 오디오 라이브

라이브러리)
New Land-ALBIS(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베토벤, 월광소나타 1악장(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러리)

visual (영상)
text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sound (음향)
베토벤, 월광소나타 1악장

- 종영 자막(ending credit) 3

text (문자)

영상 유관순, 신사임당, 논개
제작 허난설헌, 선덕여왕

영상

유관순, 신사임당, 논개

제작

허난설헌, 선덕여왕

visual (영상)
text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sound (음향)
베토벤, 월광소나타 1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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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 제출 형식
가. 영상 길이: 1~3분 내외
나. 영상 포맷: mp4, avi, mov, wmv 파일 중 선택(swf 파일은 받지 않음)
다. 영상 해상도: 1280*720(HD) 이상
라. 영상 제출 형식: 학교-제목-(작품명)-이름(학생대표자).mp4

9. 심사기준 안내
심사 항목

배점

심사세부기준
◦ 책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창의성

30

◦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순수 창작물로 제작했는가
◦ 분량이 적절하고, 형식면을 충족시키는가

표현성

30

◦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책의 주제를 잘 표현했는가

이해성

20

내용성

10

◦ 책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가
◦ 저작권을 잘 준수했는가
◦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전달력이 있는 도서인가
◦ 기획 의도를 잘 표현하였는가

작품설명서

10

◦ 스토리보드를 잘 작성하였는가
◦ 폰트, 음원 및 사진의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였는가

※ 각 심사세부기준의 배점간격은 2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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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도서
서명: 독서활동을 위한 북트레일러 활용설명서
지은이: 최용훈
출판사: ㈜학교도서관저널

서명: 독서활동을 위한 북트레일러 활용설명서: 제작편
지은이: 최용훈
출판사: ㈜학교도서관저널

서명: 2020 충북학교도서관 활용 매뉴얼(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서동아리 운영)
지은이: 충북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 활용연구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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