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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분투 리눅스(Ubuntu Linux, 이후 우분투)에서 멀티미

디어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동 상의 음원을 추출하거

나, 추출한음원을편집하고, 음원과 상을합치는방식

을알아본다.

우분투 7.10에서의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인‘Avidemux

2.4.1’과‘Audacity 1.3.4--beta’를기준으로소개할것이며, 이는곧

출시될예정인우분투8.04 버전에서도크게변경되지않을것이다. 

동 상으로부터음원추출방법

가수의 콘서트나 라이브 상에서 음악만을 휴 용 음악 플레이어

로 재생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멀

티미디어편집프로그램을통해동 상의음원을추출할수있다.

우분투의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인‘Avidemux’는 동 상과

음원을 분리하거나 동 상에 음원을 입히는 작업, 그리고 동 상 편

집기능을제공한다. 

Avidemux는 좌측 상단의‘시스템’메뉴의‘관리’에 있는‘시냅틱

꾸러미 관리자’를 실행해서 Avidemux를 선택함으로써 설치한다. 설

치후 좌측 상단의‘프로그램’메뉴의‘음악과 비디오’에 Avidemux

가추가된것을확인한다. 

이제Avidemux를통해동 상의음원을추출해음악파일로저장

하는방법을알아보자.

Avidemux를 실행하고 작업할 동 상을 불러온다. (화면1)은

‘File’메뉴의‘Properties’를 실행한 것으로 음원을 분리하는 작업

이전에동 상의음원정보를확인한것이다. 

(화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 상에서 음원의 코덱(Codec)

은 AC3이며, 채널은 스테레오(Stereo, 2채널), 비트율(Bitrate)은

192Kbps/48KHz, 음원의 총 길이는 12분 58초이며, 파일 크기는

17.83MB이다. 이처럼 음원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원본에 맞춰

음원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는 동 상의 원본 음원보다 높은

품질로 분리해서 인코딩함으로써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며, 이를통해효율적인작업을수행할수있다.

음원 정보를 확인한 후 인코딩을 위한 설정 작업을 해야 한다. 우

선‘Audio’메뉴의‘Encoder’를실행한다(화면2). 이메뉴는음원을

추출하면서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할 인코더나 인코더 코덱을 설정할

수 있다. 코딩 없이 원본 음원을 그 로 추출하는‘Copy’를 선택하

면 음원의 코덱에 따라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서 재생하지 못할 경우

도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화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P3(LAME)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

이는 음원 코덱으로, MP3 파일로 인코딩하며, 인코더로는 LAME를

사용한다는 의미다. 인코더 설정 후‘Configure codec’을 통해 채널

과비트율, 비트율모드등을선택한다.

채널로는 스테레오(Stereo), 조인트 스테레오(Joint Stereo), 모

UCC 등의 온라인 동 상 뿐만 아니라 최근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의 동 상 지원은 사용자들의 멀티미디어 편집에 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동 상으로부터 음원을 추출해 MP3 플레이어로 재생하거나, 동 상에 배경음악을 입혀 개성적인 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분투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동 상과 음원을 편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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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Mono)가 지원된다. 조인트 스테레오 방식은 디지털 음원에서만

가능하며, 양쪽 채널에서 각기 다른 음향을 내야하는 스테레오 방식

이동일한소리가나올시이를하나의채널로합쳐저장한다.

양쪽 채널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스테레오로 저장하고, 똑

같은 소리가 나오면 모노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같은 용량, 품질의

음원일 경우 더욱 좋은 상태로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28Kbps

의 스테레오 음원은 한쪽 채널에 64Kbps씩 할당되고 양쪽 채널을

합치면 128Kbps가 된다. 이를 양쪽 채널에서 동일한 소리가 나오는

모노 방식으로 저장하면, 하나의 채널 소리를 양쪽 채널에서 재생함

으로써128Kbps의품질을제공할수있다.

비트율은 동 상의 음원보다 낮은 품질로 설정하며, 예전에는

128Kbps가 일반적이 으나, 최근은 좀더 높은 품질인 192Kbps로

인코딩하는것이보편적이다.

비트율 모드(Bitrate mode)는 CBR(Constant Bit Rate), VBR

(Variable Bit Rate), ABR(Average Bit Rate) 방식이 있다. CBR

은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비트율로 인코딩하는 방식이며, VBR은 음

원의 상태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최소값, 최 값, 평균값에 맞춰

비트율을 가변적으로 변경하면서 인코딩한다. ABR은 CBR과 VBR

의 중간으로 볼 수 있으며, VBR와는 달리 평균값만을 선택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트율(Bit rate)이 가변하면서 인코딩하는 방식

이다.

인코딩 설정 작업 후, ‘Audio’메뉴의‘Save’를 통해 음원 파일을

인코딩과동시에저장한다. 인코더로‘MP3(LAME)’을선택한경우

에는파일의확장자를mp3로지정한다.

자유자재로음원편집

동 상에서 음악과 멘트를 구분해서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음원

의 편집이 필요하다. 우분투의 음원 편집 프로그램인 Audacity는 동

상의 원하는 부분을 자르거나, 부분을 이어 붙일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음향 효과를 적용하거나, 여러 개의 음원 트랙을 추가해

하나의 음원으로 합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Audacity 설

치방식은Avidemux와동일하다.

Audacity를실행하고mp3 파일을읽어온다. (화면3)에서보는바

와 같이 화면의 상단은 시간을 표시하는 눈금이 있으며, 각 눈금은

15초단위다. 화면의하단은선택한구간이나현재진행중인음원의

위치를시, 분, 초단위로표시한다. 

(화면 3)에서 mp3 파일의 음원 파형은 시작부터 3분 20초 부분까

지의 파형과 8분 30초부터 끝까지의 파형이 두드러진다. 큰 파형은

이mp3 파일의음악부분이고, 이외의작은파형은멘트부분이다. 

이 음원 파일에서 0분 0초부터 3분 26초까지의 음악 부분만을

mp3 파일로추출하겠다.

Audacity 실행 화면의 왼쪽 상당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음

원을 재생한다. 재생 중의 현재 위치는 파형 위의 막 로 표시되며,

정확한 시, 분, 초는 하단의‘Audio Position’부분에 표기돼 해당되

는부분의시간을확인할수있다.

추출해낼 곡의 위치를 확인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낼 역을

선택할수있다. 

첫 번째는‘Help’메뉴 아래에 있는‘Selection Tool’아이콘을 클

릭한 후, 파형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역에서 시작점, 혹은 끝점을

클릭한 채로 선택할 역을 드래그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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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1 | Avidemux에서동 상정보보기

화면3 | Audacity 실행후음원파일을읽어온화면

화면2 | Avidemux로음원추출을위한인코더선택



‘Selection Start’부분에 곡의 시작점의 시간을 입력하고, ‘End’를

선택해서 곡의 끝점을 입력하거나, ‘Length’를 클릭해서 시작점부

터‘Length’에입력한시간만큼을선택한다.

(화면4)는 0분 0초(00h 00m 00s)부터 3분 26초(00h 03m 26s)까

지의 역을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잘라낼 역을 선택한

후에는‘File’메뉴의‘Export Selection...’을 통해 선택한 역만을

저장할수있다.

추출한음원파일저장

이번에는 앞에서와 같이 추출해낸 음원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Audacity에서는 AIFF, WAV, AU, FLAC, MP3, OGG 등의 음

원 파일을 지원하며, 추출해낸 음원을 원본 파일보다 낮은 품질로 저

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음원 원본의 확장자

가mp3인파일을WAV와같은무압축포맷이나FLAC과같은무손

실 압축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은 원본보다 용량만 커지는 결과를 초

래한다.

가장많이사용되는MP3 파일로저장하는방법을알아보겠다. (화

면5)는 Audacity의 실행창에서 파일 메뉴의‘Export Selection...’을

클릭하고‘MP3 Files’로 파일형식을 선택한 후 하단의‘Options...’

를 클릭해서 실행된 것이다. ‘MP3 Export Setup’창에서 비트율 모

드의‘Variable’, ‘Average’, ‘Constant’는 Avidemux의 인코딩 설

정 방식에서 VBR, ABR, CBR과 각각 동일한 의미다. ‘Preset’는

Audacity에서미리설정한값중의하나를선택한다는것이다. 

비트율 모드(Bit Rate Mode)를 선택한 후‘품질(Quality)’을 설

정한다. 품질은 비트율 모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치들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화면5)에서의 비트율 모드는 Variable이며, 이는

사용자 정의에 따라 품질을 최소값, 최 값, 평균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VBR 모드와 동일하다. (화면5)에서의 품질은 최소값이

170Kbps, 최 값이 210Kbps로 설정됐으며, 시스템상의 특별한 언

급이 없는 한 평균값인 190Kbps로 재생될 것이다. ‘Average’와

‘Constant’의 비트율 모드에서는 각각 128Kbps, 192Kbps와 같이

정해진값으로만설정된다.

preset 모드와 Variable 모드에만 적용되는‘Variable Speed’는

음원에따라품질변화의속도와품질변화의방식을선택할수있도

록한다. 이는일반적으로‘Standard’를설정한다. 

이와 같이 인코딩 옵션을 설정하고 추출한 파일을 저장하면, 원하

는 부분이 MP3 파일로 인코딩되는 동시에 저장된다. 읽어들인 음원

에서더추출할부분이있다면, 이와같은방식을반복한다.

배경음악을덧입힌동 상제작

최근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로 인해 동 상을 찍는 경우가 흔하

다. 이런 동 상에 음악을 입혀, 뮤직비디오와같은 동 상을제작할

수도있다.

우분투는 Avidemux와 Audacity를 활용해 동 상에 여러 개의

음원을 추가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이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인

Audacity를 통해 여러 개의 음원을 하나로 합쳐주며, Avidemux를

통해동 상에음원을입힌다.

앞서 설명한 Avidemux를 활용해 동 상으로부터 음원을 추출해

낸다. Audacity를 실행한 후, 추출한 음원과 함께 입힐 음악을 추가

(Import)해서 작업한 후, 다시 하나의 음원으로 합쳐서(Mi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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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5 | Audacity에서선택한 역을MP3로저장시옵션설정

코덱
Codec. Coder Decoder의 줄인말. 상이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기기, 또는 변환 방

식. 음성을 디지털 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디지털 전화 시스템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에 기본

적으로사용된다. 

bps
bits per second. 어떤 시간 내에 특정한 회선을 흐르는 정보의 양. 역폭이라고도 한다. 회선

의신호를감지할수있는최고주파수와최저주파수의차이를의미할때도있다. 

용 ■어 ■설 ■명

화면4 | Audacity로추출할음원의 역을선택한화면



Render) 저장(Export)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난 음원을 Avid

emux에서 저장함으로써 기존의 동 상 음원이 새롭게 음악을 입힌

것으로교체된다. 

추출한 음원과 입힐 음악을 추가해서 하나의 음원으로 합치는 작

업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우선 Audacity를 실행해서 동 상에서 추출한 본래의 음원을 불

러온다. Audacity 실행창의‘File’메뉴에서‘Import >> Audio’를

클릭함으로써 덧씌울 음악을 추가한다. (화면6)과 같이 기존의 음원

파형 하단에 추가된 음악 파일이 읽어진다. 좌측 상단에 재생 아이콘

을클릭하면본래의음원과추가된음악이함께재생된다.

불러온배경음악을원하는시간에배치시키는방법은Audacity 실

행창의‘Time Shift Tool’을 선택한 후, 드래그해서 원하는 시간으로

옮길 수가 있으며, 특정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Selection Tool’로

역을 선택한 후, Del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된다. 여러 곡을 배경음악

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이‘File’메뉴의‘Import

>> Audio’를통해새로운곡을추가한후작업하면된다.

배경음악을 덧씌우는 작업을 끝낸 후, 여러 개의 음원을 하나로 합

치는일을마무리해야한다.

‘Tracks’메뉴의‘Mix and Render’를클릭하면최근까지작업했

던 모든 음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Mix) 랜더링(render)된다. 이 작

업을 완료하면 하나로 합쳐진 트랙만 남게되고, 모든 트랙의 소리가

한꺼번에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포토샵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작업했던 원본 파일을 JPG와 같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여러레이어를하나로합치는것과동일하다.

‘File’메뉴의‘Export’로 앞에서 작업한 음악 파일을 저장하면

Audacity에서의작업이완료된다.

마지막으로음원과 상을합치기위해멀티미디어편집기인Avid

emux를 실행한다. Avidemux에서 본래의 동 상 파일을 열고, 작업

한음원으로새롭게바꾸기위해‘Audio’메뉴의‘Main Track’을클

릭한다. (화면7)에서와 같이 비디오에 포함된 본래의 음원 정보 창이

뜨고, (화면8)에서보여지는설정창을통해Audacity에서새로운음

원으로 바꾼다. Main Track 창의‘Audio Source’는‘External

MP3’를선택하고, ‘External file:’에작업한음원파일을지정한다.

배경음악이 입혀진 동 상은 Avidemux의 좌측 하단의 Play 버튼

을 클릭함으로써 재생된다. 이를 확인한 후 Avidemux 실행 창에서

‘File’메뉴의‘Save >> Save Video’를 클릭하고 동 상을 저장함으

로써 새로운 음원의 동 상 파일이 생성된다.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Video, Audio의인코더나인코딩설정을할수도있다. 

인코더와 인코딩 설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원되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로, 일반 사용자가 간편

하게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 기능 위주

로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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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6 | Audacity 덧씌울배경음악을추가한화면

화면7 | Avidemux 본래의동 상에포함된음원

화면8 | Avidemux 작업한음원으로교체

WAV
파일포맷. 음성 신호를 디지털화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파일 포맷. 마이크로소프트의 윈

도우에서주로사용된다.

FLAC
Free Lossless Audio Codec. 무손실압축오디오포맷. 오디오스트림의손실이발생하지않아,

인코딩한파일을원본데이터와같이디코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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