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S Studio
사용법안내



1. OBS Studio 다운로드 방법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소란에 https://obsproject.com/ko를 입력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서 Windows를 클릭합니다.
(Mac이나 Linux 사용자들은 MacOs 또는 Linux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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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왼쪽 하단에서 인스톨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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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스톨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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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후 만약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예“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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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스톨 프로그램 창이 나왔습니다. 해당 창에서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1. OBS Studio 다운로드 방법



6. 다음과 같은 창에서 ‘I Agre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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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과 같은 창에서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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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창에서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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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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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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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S Studio 실행 방법

1. 바탕화면에서 ‘OBS Studio’나 다음 그림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2. 처음 실행할 때 구성 마법사 창이 나옵니다.
해당 창에서 ①‘녹화 최적화, 방송은 하지 않음’을 선택한 후 ②‘다음’을 클릭합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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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설정은 ①과 같이 설정해 주신 후 ②‘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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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설정 적용을 클릭하시면 기본 구성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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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하단에 소스 목록에 ‘+’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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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캡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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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화면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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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바탕화면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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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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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출력] 탭을 클릭하여 ②[녹화형식]을 ‘mp4’로 지정하신 다음 ③’확인’을 누릅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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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메뉴에서 ‘비디오 캡쳐 장치’를 클릭합니다.

3-1. OBS Studio 녹화 세팅 방법(웹캠 사용)



2. 소스 만들기/선택 창이 뜨면 새로 만들기를 지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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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트북 및 데스크탑에 웹캠이 연결된 경우 웹캠으로 촬영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란 테두리처럼 현재의 모습이 나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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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캠으로 나오는 화면 사이즈 및 위치는 이동, 조절 가능하므로 사용자에 맞게 구성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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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 추가 OBS Studio 단축키 세팅 방법



2. ①[단축키] 탭을 클릭하여 ②[녹화 시작] 탭에는 Ctrl + R을 [녹화 중단] 탭에는 Ctrl + E를
지정하신 다음에 ③’적용’, ④’확인’을 누릅니다.  ※단축키는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다.

①

②

③④

※ 추가 OBS Studio 단축키 세팅 방법



1. 현재 상태에서 녹화할 강의의 ppt 파일을 실행합니다.
(※ 이때 OBS Studio는 잠시 최소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소화 버튼

4. OBS Studio 녹화 방법(단축키 적용 시)



2. 강의할 ppt 파일을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여 둡니다.

<슬라이드쇼 전> <슬라이드쇼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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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라이드 쇼가 진행된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합니다. (Ctrl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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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화를 마쳤을 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녹화를 중지합니다. (Ctrl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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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라이드 쇼를 종료한 후, OBS Studio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파일] 탭에
’녹화 저장 폴더 열기’를 클릭한 후, 녹화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저장
유무 확인

4. OBS Studio 녹화 방법(단축키 적용 시)



1. 현재 상태에서 녹화할 강의의 ppt 파일을 실행합니다.
(※ 이때 OBS Studio는 잠시 최소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4-1. OBS Studio 녹화 방법(단축키 미적용)

최소화 버튼



2. 강의할 ppt 파일을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여 둡니다.

<슬라이드쇼 전> <슬라이드쇼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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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라이드 쇼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OBS Studio를 실행합니다.
(Alt+Tab 키를 눌러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하거나, 윈도우 로고키 를 누른 후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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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다시 강의 ppt 슬라이드 쇼를 누른 뒤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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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화를 모두 마쳤을 때, 다시 OBS Studio로 돌아가 ‘녹화 중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Alt+Tab 키를 눌러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하거나, 윈도우 로고키 를 누른 후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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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라이드 쇼를 종료한 후, OBS Studio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파일] 탭에
’녹화 저장 폴더 열기’를 클릭한 후, 녹화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저장
유무 확인

4-1. OBS Studio 녹화 방법(단축키 미적용)



문의: 교육미디어혁신센터
김지혜 PD (02-2287-6402)
스튜디오 (02-228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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