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들리 활용 사례

나는 스토리텔링 영상을
이렇게 제작했다!

두들리 사용자 : 양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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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들리 간단 소개
• 화이트 보드 애니메이션.
두들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끌어 오기만 하면 저절로 그림을 그려주
어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칠판, 블랙보드, 글래스 보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편집한 배경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2. 두들리의 장점

• 일반적인 영상 편집 (카메라로
직접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
에 비해 훨씬 쉽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

• 정보 전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툴로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다



•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왼쪽에서 그림을
바로 끌어올 수 있음

슬라이드, 녹음본, 
삽입한 배경음악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오른쪽에서 바로
이미지의 레이어,
싱크 맞추기 가능
(시간 설정)

2. 두들리의 장점



싱크 조절 시 아래 그림을
눌러야 변경 가능

여러 그림이 같은 장면에 나오도록 하고
싶은 경우, 카메라셋으로 묶어 같은 장면
에 나오도록 설정 해야함.

비디오 스크라이브의 경우



2. 두들리의 장점 (비디오 스크라이브와의 차이점)

• 한글 폰트 적용 가능 (가장 큰 장점)
• 무료 배경음악 제공
• 고품질의 녹음 툴을 제공

•즉, 두들리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음!

• 비디오 스크라이브의 경우, 한글을 쓸 수 없어 글씨를 이미지로 넣거나 영
상을 완성한 후 다른 편집 툴을 활용해 자막으로 넣어야 한다.



3. 두들리로 만들면 좋은 영상 분야 추천
‘정보 전달’이 필요한 마케팅 및 소
개 영상 / 지식 전달 영상

• 제품 홍보 영상

• 스토리 텔링 영상(메세지 전달) / 북 리뷰

• 회사 부서 소개 영상

• 자기 소개 영상

ex)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픈 고등
학교 선생님





내가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든 과정

스크립트 짜기 -> 두들리 장면 컷 만들기 -> 녹음하기 -> 목소리와 이미지
싱크 맞추기 -> 배경 음악 넣기

-> 렌더링하여 영상 추출하기



두들리로 처음 만들어본 영상



1. 스크립트 짜기 (대본 쓰기)

• 가장 중요한 단계
•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잡는
다.
• 글로 읽는 것이 아닌 말로 전달할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 편한 말투로
적었음.

• 우리의 영상을 보는 시청자도 결국은 자신
의 시간을 영상에 할애하는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            
글은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문장으로 정리
한다.



2. 두들리 장면 컷 만들기 (타이밍 고려 X)



3. 녹음하기
• 정확한 발음, 약간의 운율감 있는 목소리로 녹음한다.(전달력UP)

• 원테이크 녹음 시 음질 및 목소리 크기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으나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 각 장면마다 녹음 시 음질 및 목소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녹음될 수 있다. 



4. 목소리와 이미지 싱크 맞추기
애니메이션 드로잉이 끝난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조정

맨 위부터
레이어 1층, 

2층, 
3층

.

.

.

Delay : 전 애니메이션
이 끝난 후 몇 초 뒤부
터 그려질 것인가

Duration : 몇 초 동안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속도 조절)



5. 배경음악 넣기
• 두들리는 다양한 무료 음원들을 제공한다. 
•원한다면 새로운 음악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때 저작권을 주의해야한다! 

작은 Tip
유튜브에
오디오 라이브러리 or 
무료 음원을 치면
저작권 없는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다.



6. 렌더링하여 영상 추출하기

• 렌더링(Rendering)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또는 이들을 모아 놓은 장면
인 씬(scene) 파일)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
는 과정을 말한다.

• 고품질로 렌더링하는 것을 추천. 손의 움직
임이나 그림의 화질이 더 부드럽고 좋아진다.

•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린다..!

• (3~4분 정도 영상 : 1~2시간 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