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오디오조이너(Audio Joiner)로음악․영상편집하기
오디오 조이너(Audio Joiner)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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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조이너(Audio Joiner)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상에서 간단한 음악
파일을 편집(자르기, 병합하기)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비디오를 자
르거나 간단한 영상 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별도의 로그인 과정도
필요 없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PDF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해주
고 있다. 각 기능별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웹페이지이다.

가.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활용 가능
- PDF Tools, Audio Cutter, Audio Joiner, 오디오 변환기, 비디오 변환기, Vide
o Cutter, Video Recorder, Voice Recoder, Archive Extracor
- PDF, 비디오, 오디오, 압축파일 까지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손 쉬운 사용과 강력한 보안을 제공
- 300개 이상의 여러 형식을 지원하며, 더 많은 파일 형식을 확대 지원하고 있
다.
-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능 이용 시 비용을 결제할 필요가
없는 정식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호하며, 작업 후에는 서버에서 자동 삭
제하여 보안성이 높다.
다.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기능들 제공
-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브라우저 창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오디
오 트랙 자르기가 가능하다.
- 페이드 인 및 페이드 아웃 기능을 통해 오디오 트랙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편집이 가능하다.
- 비디오에서 사운드를 추출하는 기능을 통해 영화나 뮤직 비디오에서 사운드
트랙을 가져오려는 경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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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조이너를 통한 음원 편집

가. 홈페이지 살펴보기
Chrome브라우저에서
audio-joiner.com/ko/ 주소로 이동하
여 상단의 기능(메뉴)를 살펴본다.
* 총 9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음악 편집에 해당하
는 기능위주로 살펴봄

나. 편집할 음원 가져오기 – Audio Joiner 클릭

상단 기능(메뉴) 중 Audio Joiner
를 클릭한다. 클릭 후 합치고 싶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푸른색
배경화면에 놓는다.

다. 편집 화면 살펴보기

음원을 불러 오면 상단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 페이드 인/아웃 효과, 크로스 페
이드 기능(복수의 음원이 교차되며 자연스럽게 음원이 바뀌는 기능), 파일 순서 조정 등
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모든 편집 작업을 마친 후에는 파일 형식 지정 후
‘결합’을 클릭하여 파일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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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조이너 활용 수업 적용 사례(5학년)

가. 수업 살펴보기
학년

6학년

사용 환경

교과

음악

차시

크롬
2/4

단원

활용 도구

오디오 조이너

(검정교과)

학습주제

l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학급영상 만들기

성취기준

l [6음01-06]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
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학습목표

l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학급영상을 만들 수 있다.

SMART
Activies

l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기
l 저작권을 생각하며 학급영상에 넣을 알맞은 음악 다운받기
l 여러 분위기의 음악을 이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기

단 계
( 시간)

학습요소

도 입

학

습

(5′)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문제 확인하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학급영상 만들기

학습활동
안

내

자료(□)유의점(☞)
☞ 학습문제 및 학습
순서를 정확히 이해
시킨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우리 학급 영상 만들기 계획하기
【활동 2】 학급 영상 자료로 영상 만들기
【활동 3】 영상에 들어갈 음악 만들기

전 개

활 동 1

(30′)

▣ 학습 활동 하기

 PC

【활동 1】 우리 학급 영상 만들기 계획하기

☞ PC를 활용하여
사이버상에서 지
켜야 할 예절을
찾아보도록 한다.

◦1년간 학급의 가장 기억남는 일 이야기 하기
◦영상에 들어간 사진과 음악의 구성에 대해서 토
의 하기
활 동 2

【활동 2】 학급 영상 자료로 영상 만들기
◦ 학급의 사진 자료(사진파일)을 모으기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단한 문
구가 들어간 영상 만들기

☞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진을 삽입하고
MP4 등 영상으
로 저장하여 간단
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사전에 지
도하도록 한다.

활 동3

【활동 3】 영상에 들어갈 음악
◦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알
아보고, 무료 저작권이 부여된 음악
다운 받기
◦ 오디오 조이너의 오디오 합치기 기
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음악 만들기
◦ 완성된 학급영상 발표하기

정 리
(5′)

학습내용

▣ 학습 내용 정리하기

정

◦ 완성된 학급영상 자료 공유하기

리

 PC
(오디오조이너)
☞ 오디오 조이너는
로그인없이 사용
가능하며, 영어로
되어 있으므로 사
전에 자동번역 기
능을 활용하는 방
법을 지도하도록
한다.
☞ 사진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하도
록
하며,
Youtube
혹은
SoundCloud에서
Loyalty Free 음
악을 활용하도롞
지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