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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의를 콘텐츠로 만들기 

저는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로서 발표 자료나 제안서 디자인 작업을 20년째 해오고 있

으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과 같은 매체 활용 강의를 하고 있

습니다. 이 글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1. 강의 대상, 목적, 시간, 장소에 따라 강의 내용 조정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강의 주제, 목적, 대상,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

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강의 대상과 목적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강의 대

상에 따라 다른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 강의 대상 및 목적에 따른 강의 내용 조정

대학교의 경우 교강사를 대상으로 할 때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강의 수준이나 내

용이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의 경우에도 신입 사원, 실무자, 임원 등 강의 대상에 따라 전

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교강사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려드리고 기술적인 부

분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전달합니다. 학생이나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할 때도 큰 흐름은 필요하지만 특정 내용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배색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교수님이나 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색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과 각 색이 갖고 있는 의미, 실제 색이 적용된 사례를 

Before & After로 보여준 후, 아주 쉽게 색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반면 학생들

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색의 명도, 채도, 색조, 색의 복사 등 아주 세밀한 부분

까지 설명함으로써 실제 업무에서 높은 수준의 색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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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수님이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니즈에 따라서 학생/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확실한 것은 강의의 목적과 

강의 대상의 니즈에 맞게 강의를 해야 청중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2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에 따른 내용 조정

강의 대상과 강의 목적이 확실해지고 나면 강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강의 내용을 조정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강의 시간이 1시간인 경우와 3~4시간인 경우, 몇 일동안 강의

할 경우 강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시간을 

오버하면 안되며,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예정된 강의 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딴 소리를 하거나 너무나 열의에 차

서 전달할 내용을 잔뜩 준비한 경우입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좋기는 하지만 둘 다  청중에

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듭니다. 청중의 소중한 시간을 강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일반 강의장, 계단식 강의장, 대강당, 호텔 연회장 등 강의 장

소에 따라 한 슬라이드에서 전달하는 강의 내용과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

다. 강의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슬라이드에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전달하는 내용을 줄

여야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소규모 강의장이라면 글자 크기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

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식 강의장이 아니라면 뒤쪽에 앉아 있는 청중들은 슬라이드의 하단에 있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할 내용을 슬라이드 위쪽으로 이동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계단식 강의장이 아닌 경우 청중에 가려 슬라이드 아래쪽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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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내용에 맞는 콘텐츠 구성

강의 스타일은 강사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판서를 위주로 하는 분, 파워포인트만 활용

하는 분,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분,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는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 사진 전달 시 주의할 점

‘한 장의 사진이 백마디 말보다 낫다’라는 디자인 계의 격언처럼 적절한 사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사진의 배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

로 사진과 같은 비주얼 요소와 글자가 함께 배치되어 있으면 사진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

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커다란 사진과 헤드라인에 눈이 먼저 가고, 그 후 기사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서 사진과 글자를 함께 배치할 때는 사진을 왼쪽에, 글자를 오른쪽

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림 2 참조). 그렇게 하면 청중들은 왼쪽의 사진을 보고 자연

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이동하므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 반대로 하게 되면 시선의 흐름도 반대로 될 수 있

으니 주의하세요.여러 장의 사진을 배치하는 경우 사진의 비율과 크기를 맞추는 것이 좋

습니다. 비율은 정사각형이나 4:3 등으로 조정하고 크기를 맞춥니다(그림 3 참조).

그림 2. 사진을 왼쪽에, 글자를 오른쪽에 배치한 상태

인물 사진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눈높이나 얼굴 크기 등을 맞추는 것이 보기에 

좋으며 사진의 색톤 또한 일치시키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힘들다면 사진을 회색조로 바꾸

는 것도 좋습니다(그림 4 참조). 사진의 비율에 맞춰 자르기, 크기 조정하기, 회색조로 변

경하기는 모두 파워포인트의 [그림 도구] 탭에서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림 3. 여러 장의 사진을 배치하는 경우 왼쪽 그림 4:3, 오른쪽 그림 1:1 비율

그림 4.  인물 사진을 배치하는 경우. 원본(첫 번째 그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얼굴 크기 및 눈 높

이를 맞춘 상태(두 번째 그림), 사진을 회색조로 바꾼 상태(세 번째 그림)

[인물 사진 출처]

-  Sergey Brin: https://commons.wikimedia.

org/wiki/File:Sergey_Brin,_Web_2.0_

Conference.jpg

-  Bill Gates: https://www.flickr.com/

photos/155754835@N04/35914109702

-  Steve Jobs: https://commons.wikimedia.org/

wiki/File%3ASteve_Jobs_WWDC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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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양질의 무료 픽

토그램이나 사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4의 3장의 인물 사진도 The Commons와 

Wikimedia Commons에서 찾은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이름 URL 주소

The Commons www.flickr.com/commons

Wikimedia Commons http://commons.wikimedia.org/wiki/Main_Page

Icon Finder www.iconfinder.com

Pixabay www.pixabay.com

2.2 동영상 전달 시 주의할 점

동영상은 청중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많은 교

강사들이 강의에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의 내내 동영상만 틀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의의 강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동영상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영상이 최신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전에 만든 것이라면 청중 입장에서는 식상

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영상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면 청중 중에서 누군가는 그 동영상을 이미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중의 실망감

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시간도 한 동영상 당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제 경험상 동영상이 1분이 넘어가면 강의의 주인공이 강사

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장 중에는 의외로 음향시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

면 동영상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

은 동영상에 직접 자막을 넣어서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 그런 방법을 잘 모른다면 동영상

을 보여준 후, 동영상에 전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곰믹스, 곰믹스프로

뱁믹스, 뱁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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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 (지원 중단됨)

Adobe Premiere Pro (유료)

Adobe After Effects (유료)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코덱이 강의장 컴퓨터에 설치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코덱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강의 도중에 코덱

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므로 코덱 문제가 없는 동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

다.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MP4와 AVI입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동영상이 파워포인트에서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VI

보다는 MP4가 재생이 안되는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용어 설명: 코덱(codec)

코덱이란 코더(coder)와 디코더(decoder)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합성어로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있는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 및 재생하기 위한 규칙으로 MPEG 시리즈, WMV 시리

즈와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출처: 김도훈, <코덱과 압축>, 《비디오 코덱과 동영상 포맷》, 커뮤

니케이션북스, 2014)

컴퓨터에 따라 다르지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 동영상 형식 중에서 

‘WMV(Windows Media Video)’가 가장 재생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영상 

형식 이름에서 보듯이 윈도우의 기본 동영상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영상 형식이 MP4라면 WMV로 변환해서 파워포인트 삽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코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동영상의 형식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 프로그램은 

다음팟인코더, 바닥인코더, 샤나인코더, 카카오인코더 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고 설치한 후, 동영상을 가져와 그 파일 형식을 바꾸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