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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xv 

시작하기 전에 
 

Pinnacle Studio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Studio Ultimate 및 Studio Ultimate 
Collection을 포함, Studio의 모든 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버전들 사이의 차이점은 적용 가능한 
경우에 별도로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Studio'라고 
지칭할 경우 모든 버전을 가리킵니다. 또한 ‘Studio 
Ultimate’라고 언급할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Studio Ultimate Collection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Studio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설명서를 
실제로 다 읽지는 않더라도 항상 설명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Studio 경험을 제 로 하려면 제 1장: Studio 
사용으로 계속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십시오. 

새 사용자는 Studio 튜토리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튜토리얼을 실행하려면 Studio가 시작될 
때 시작 화면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말 가이드 투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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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요구 사양 

효율적인 Studio 편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Studio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이 섹션에서 
명시한 특정한 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양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양 이외의 
요소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공급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와 지원 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해서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기타 장치에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곳에서 언급된 일부 기능들은 Studio 
버전에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컴퓨터 

• Intel Pentium 또는 AMD Athlon 1.8 GHz 이상(2.4 
GHz 이상 권장) AVCHD 편집 시 Intel Core™2 
Duo 또는 i7 2.4 GHz 필요* (AVCHD 1920 경우 
2.66 GHz) 

• 1 GB 시스템 메모리 권장, AVCHD 편집 시 2 GB 
필요 

• Windows® 7, Windows Vista® + SP2, Windows XP 
+ SP3 

• 64 MB 내장 DirectX® 9 또는 10 이상 호환 그래픽 
카드(128 MB 이상 권장); HD 및 AVCHD 편집 시 
256MB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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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X 9 이상 호환 사운드 카드 
• 디스크 여유 공간 3.2 GB(플러그인 설치 시 추가 
공간 필요) 

•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DVD-ROM 드라이브. 

다음 장치는 선택사양입니다. 

• VideoCD(VCD) 또는 Super VideoCD(SVCD) 
제작을 위한 CD-R(W) 기록 장치 

• DVD, HD DVD, AVCHD 디스크 제작을 위한 
DVD-/+R(W) 기록 장치. 

• 블루레이 디스크 제작을 위한 블루레이 기록 
장치(Studio Ultimate). 

• 서라운드 사운드 믹싱 미리 듣기를 위한 
서라운드 사운드 출력 기능이 적용된 사운드 
카드. 

하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는 4 MB/sec 속도로 지속적으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SCSI 및 부분의 UDMA 
드라이브는 이러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캡처할 때 Studio는 드라이브를 
테스트하여 속도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DV 
형식의 비디오는 매초마다 3.6 MB의 하드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므로, 4분 30초짜리 DV 비디오는 
기가바이트 하드 디스크 공간을 모두 사용합니다. 

유용한 정보: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캡처할 경우 
Windows를 포함해서 캡처 작업 동안 Studio 및 
다른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드라이브 사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별도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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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캡처 하드웨어 

Studio는 다양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소스로부터 
비디오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28 페이지의 
‘패널에서 가져오기’를 참고하십시오. 

비디오 출력 하드웨어 

Studio는 다음과 같은 장치에 비디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HDV, DV 또는 Digital8 캠코더 또는 VCR. 
이 때 OHCI 준수 IEEE-1394 (FireWire) 
포트(Pinnacle Studio DV에서 제공된 로)가 
필요합니다. 캠코더는 DV 입력으로 받은 신호를 
녹화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아날로그(8mm, Hi8, VHS, SVHS, VHS-C 
또는 SVHS-C) 캠코더 또는 VCR. 이것은 Pinnacle 
Studio USB-700, PCI-500, PCI-700, 또는 아날로그 
출력을 갖춘 또 다른 Pinnacle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사용자의 DV 또는 Digital8 캠코더나 
VCR이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 DV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Pinnacle Studio DV 또는 다른 OHCI 
호환 1394 포트를 사용하면 아날로그 캠코더나 
VCR로의 출력도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캠코더 매뉴얼과 제 16장: 영화 제작을 
참고하십시오). 

축약어 및 표기법 

이 안내서에서는 다음 표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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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어 

AVCHD: 일부 고해상도 캠코더에서 사용하고 
블루레이 플레이어에서 읽을 수 있는 DVD 디스크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비디오 데이터 형식. AVCHD 
파일을 성공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Studio에서 
지원하는 다른 파일 보다도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DV: “DV” 용어는 DV 및 Digital8 캠코더, VCR 및 
테이프를 나타냅니다. 

HDV: 1280x720 또는 1440x1080의 프레임 크기로 
된 비디오 화면을 MPEG-2 형식으로 DV 매체에 
녹화할 수 있는 “고화질 비디오” 형식. 

1394: “1394” 용어는 OHCI 호환 IEEE-1394, 
파이어와이어, DV 또는 iLINK 인터페이스, 포트 및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아날로그: 이 용어는 컴포지트/RCA 및 S-Video 
케이블과 커넥터를 이용하는 8mm, Hi8, VHS, SVHS, 
VHS-C 또는 SVHS-C 캠코더, VCR 및 테이프를 
의미합니다. 

버튼, 메뉴, 화 상자 및 윈도우 

버튼, 메뉴, 관련 아이템의 이름은 주변의 텍스트와 
구분을 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메뉴를 열려면 메뉴 
편집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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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명령 선택 

오른쪽 화살촉 기호 ( ) 는 계층 메뉴 항목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도구 상자  배경 음악 생성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표기법 

키보드의 이름은 밑줄로 표시된 문자로 표시됩니다. 
더하기 (+) 기호는 키 결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타임라인의 모든 클립을 선택하려면 Ctrl+A를 
누릅니다.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왼쪽 버튼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자막/메뉴 
편집기로 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온라인 도움말 

Studio에서 작업하는 동안 두 가지 종류의 도움말을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움말 파일: Studio의 주 메뉴 표시줄에서 
도움말 버튼  을 클릭하거나, 도움말  도움말 
항목 메뉴를 선택하거나, F1을 눌러 Studio의 
온라인 도움말 파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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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유용한 정보: 버튼 또는 기타 Studio 
컨트롤의 기능을 알아보려면 해당 도구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십시오. 도구의 기능을 
설명하는 “도구 유용한 정보” 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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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Studio 사용하기 
 

Studio로 영화 만들기는 3단계 과정입니다. 

1. 가져오기: 가공하지 않은 소스 비디오 자료를 PC 
하드 드라이브로 가져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8mm, VHS 등),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HDV, 
DV, Digital8), 메모리 카드, 기타 파일 기반 
미디어와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또는 웹캠에서 
가져오기 하는 라이브 비디오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모드는 제 2장: 미디어 캡처 및 
가져오기에서 설명합니다. 

2. 편집: 장면들을 다시 정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로 비디오 내용을 
배열합니다. 전환 효과, 제목, 그래픽과 같은 시각 
효과 및 음향 효과와 배경 음악 등과 같은 보조 
오디오를 추가합니다. DVD, 블루레이 디스크, VCD 
제작 과정에서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렉티브한 메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는 Studio에서 부분의 작업 시간을 
할애하는 영역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개는 이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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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에 있는 “편집 모드” (4페이지) 를 
참고하십시오. 

제공 여부: 블루레이 디스크 제작 기능은 Studio Ultimate 및 Studio 
Ultimate Collection에서만 제공됩니다. 

3. 동영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완성된 
동영상을 선택한 형식으로 테이프, VCD, S-VCD, 
DVD, AVI, MPEG, RealVideo 또는 Windows 
Media로 생성합니다. 

영화 제작 모드는 제 16장: 영화 제작에서 
설명합니다. 

모드 설정 

Studio 창의 왼쪽 상단에 있는 세 개의 모드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영화 제작 절차의 단계를 
선택하십시오. 

 
모드를 전환할 때 Studio 화면은 새 모드에 필요한 
컨트롤을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작업 취소, 다시 적용, 도움말, 지원, 고급 

현재 세 가지 모드 중 
어느모드에서 
작업하더라도 Studio 창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는 
항상 실행 취소, 재실행, 도움말, 지원 및 고급 
단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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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취소 버튼은 사용자가 현재 세션에서 
한번에 한 단계씩 프로젝트에서 변경된 것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다시 적용은 작업 취소를 너무 많이 했을 경우 
다시 하나씩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 도움말 버튼은 Studio에 내장된 도움말 시스템을 
실행합니다. 

• 지원 버튼을 누르면 웹 브라우저에서 Studio의 
기술 지원 사이트가 열립니다. 

• 고급 버튼은고급 컨텐트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Studio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Studio 화면의 기타 모든 컨트롤은 현재 모드 내의 
작업에 할당됩니다. 

옵션 설정 

Studio에 있는 부분의 옵션은 2개의 탭으로 
구성된 화 상자를 이용하여 설정됩니다. 

첫번째는 편집 모드와 관련된 옵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기에는 2개의 탭이 
존재합니다: 

 
다른 화 상자는 영화 제작 모드와 관련된 
옵션입니다. 이것은 여섯 개의 탭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여섯 개의 영화 출력 유형과 관련됩니다. 



4 Pinnacle Studio 

 
두 가지 화 상자에서 각각의 패널은 설정 메뉴의 
해당 명령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예. 
설정  프로젝트 환경 설정). 그러나 하나의 화 
상자가 열리면 모든 패널은 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 설명서에서는 
‘프로젝트 환경 설정 옵션 패널’처럼 다양한 
옵션 패널을 독립적으로 언급합니다. 

두 가지 화 상자에서의 옵션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A: 옵션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가져오기 마법사의 모드 패널을 통해 가져오기를 
위한 추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은 
37 페이지 ‘모드 패널’에서 설명된 것처럼, 
가져오기 하려는 미디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편집 모드 

편집 모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Studio가 
실행될 때마다 편집 모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편집 
모드 화면에는 크게 세 가지 주 영역이 있습니다. 

앨범은 캡처한 비디오 장면을 포함하여 영화에서 
사용할 자원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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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창은 비디오 및 사운드 클립을 배열하고, 전환 
및 효과를 적용하여 편집한 영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플레이어는 Studio에서 현재 선택된 항목을 
재생하고 미리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택된 
항목은 비디오 장면, 자막 또는 음향 효과와 같은 
앨범 자원일 수도 있고 전환, 자막, 효과 및 세 가지 
오디오 트랙으로 완료된 편집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아래에 설명됩니다. 

제 3 장: 앨범 및 제 4장: 영화 창을 참고하십시오. 

 
Studio 편집 모드에서  앨범,  플레이어,  
동영상 창, 스토리보드 보기에서 표시. 

플레이어 

플레이어는 편집한 영화 또는 앨범에서 현재 
선택한 항목의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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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두 가지 주요 영역, 미리 보기 창과 재생 
컨트롤로 구성됩니다. 미리 보기 창은 비디오 
이미지를 표시합니다.재생 제어 기능은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비디오 내의 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표준 및 DVD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표준 모드 

표준 재생 컨트롤은 캠코더나 VCR의 재생 
컨트롤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적인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DVD 모드 

DVD 재생 제어 기능은 DVD 플레이어 리모컨의 
탐색 제어 기능과 유사합니다. 메뉴 상호 작용을 
포함해서 DVD, VCD, S-VCD 시청 또는 디스크 
제작에 이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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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 창 

이 창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영화를 미리 
보기 위해 자주 사용하므로 Studio에서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이 
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형의 앨범 내용 
• 영화의 정적 이미지 또는 자막. 
• 효과를 위해 매개변수 컨트롤을 조정하면서 
실시간으로 비디오 효과에 적용하는 변경사항 

• 비디오의 정적 프레임. 
정적 프레임을 볼 때 “조그” 컨트롤을 
사용하여 프레임 하나씩 어떤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미리보기 크기 바꾸기 

Studio는 플레이어 크기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플레이어와 비디오 미리보기를 확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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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 제어 기능은 디스플레이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을 때 플레이어 위 작업 취소 단추 왼쪽에 
나타납니다. 

 
제어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끌어서 이동하면 
플레이어 크기가 증가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합니다. 손잡이가 가장 왼쪽에 위치할 경우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기본 설정). 

 
플레이어 크기를 조절해서 비디오 미리보기를 보다 

크게 보도록 화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VD 토글 버튼 

재생기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DVD 
토글 단추를 사용하여 두 재생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이 단추는 편집한 동영상에 적어도 
하나의 메뉴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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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제어 

플레이어는 선택한 재생 모드에 따라 두 가지 재생 
컨트롤 세트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원본 비디오로 영화를 재생할 때 표준 재생 
컨트롤을 사용할 것입니다. 영화가 디스크 메뉴 
탐색을 사용할 경우 DVD 재생 컨트롤을 사용하여 
화면의 화식 메뉴로 광 디스크처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두 컨트롤 그룹 모두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전체 화면 미리 보기 단추: 미리 보기 창의 
오른쪽 모서리 위에 있는 이 단추는 전체 화면 
미리 보기로 전환합니다. 이 단추는 두 재생 모드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모니터 
시스템에서 전체 화면 표시는 동영상이 끝나거나, 
화면을 두 번 누르거나, Esc 키를 누를 때 
사라집니다. 다중 모니터 시스템에 적용할 설정에 
한 정보는 비디오 및 오디오 환경 설정 
패널（페이지 423）의 비디오 미리보기 옵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설정 옵션 패널의 비디오 미리 
보기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두 번째 모니터에 
전체 화면의 미리 보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Studio 
Ultimate에서는, 이와 동시에 외부 장치에 미리 
보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표준 재생 컨트롤 

이러한 버튼은 플레이어에서 재생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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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일시 정지: 재생 단추는 현재 위치에서 
동영상 미리 보기를 실행합니다. 미리 보기가 
시작되면 재생 단추가 일시 정지 단추로 변합니다. 
재생이 일시 정지될 때 미리 보기가 정지한 
지점에서 앨범 장면이나 동영상 창 클립이 선택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Space] 키를 사용하여 재생을 
시작하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으로 이동: 이 단추는 재생을 중단하고 
미리 보고 있는 상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건너뜁니다. 

빨리 뒤로 이동, 빨리 앞으로 이동: 이 
단추들은 동영상을 정상 속도보다 2배, 4배 
또는 10배 속도로 앞으로 또는 뒤로 미리 볼 수 
있게 합니다. 작업할 비디오의 특정 부분을 
검색하려면 이 단추를 사용하십시오. 속도 값을 
순환하려면 단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십시오. 

반복: 이 단추를 누르면, 동영상 창에서 현재 
선택된 클립이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추가 효과와 전환을 선택/편집할 때 
편리합니다. 반복을 중지하려면 재생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반복이 활성화 상태인 동안 반복 
단추가 켜져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변경하더라도 
반복은 유지됩니다. 

조그 단추: 이 제어 기능 쌍은 동영상을 한 
번에 한 프레임씩 앞으로/뒤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프레임 신에 초, 분, 시간 단위로 이동하려면 
카운터에서 해당 필드를 선택한 후(아래 그림 참고) 
조그 단추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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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슬라이더 

캡처한 비디오 또는 편집한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이동하려면 플레이어 슬라이더를 
사용하십시오. 슬라이더 위치는 캡처한 비디오 
파일 (현재의 장면이 아님) 이나 편집한 영화 (현재 
클립이 아님) 의 위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슬라이더 막 는 항상 제시되는 내용의 전체 
길이에 해당됩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임에 따라 미리 보기 창이 현재의 
프레임을 보여 줍니다. 영화 창에서오디오 
스크러빙 버튼을 활성화했다면, 사용자는 
스크러빙하면서 영화의 오디오를 띄엄띄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1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리 보기 화면이 슬라이더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정도는 컴퓨터의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플레이어 슬라이더를 천천히 움직인다면 미리 보기 
화면도 부드럽게 반응할 것입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속도를 증가시키면 미리 보기에서 
프레임을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지점은 사용자의 하드웨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미리 보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전체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떨어집니다. 

카운터 

카운터는 시간, 분, 초 및 
프레임으로 현재 재생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용자는 카운터 
필드를 직접 수정하여 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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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을 시작할 프레임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숫자 위를 클릭한 후에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다른 필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클릭하거나 왼쪽 /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하십시오. 

이 값은 선택된 필드에서 카운터 뒤의 조그 버튼을 
이용하거나 위 / 아래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슬라이더 

 
이 컨트롤은 재생을 미리 보는 동안의 전체 오디오 
볼륨을 설정합니다. 기능이 시스템 볼륨 도구를 
사용하여 사운드 카드의 마스터 볼륨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Studio에서 영화 제작 
모드로 만든 최종 영화의 볼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컨트롤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확성기 아이콘은 
재생 도중 마스터 음소거 버튼 역할을 합니다. 

DVD 재생 컨트롤 

이러한 제어 기능에는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네 가지 표준 이동 
단추(재생/일시 정지, 빨리 뒤로 재생, 

앞으로 빨리 재생, 시작 지점으로 이동)과 DVD 
플레이어 제어 기능이 포함됩니다. DVD 플레이어 
제어 기능은 271페이지의 ‘DVD 플레이어 제어 
기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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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집 항목 

특정 편집 항목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제 5장: 비디오 클립 
• 제 6장: 테마와 테마 편집하기 
• 제 7장: 비디오 효과 
• 제 8장: 2 트랙 편집 
• 제 9장: 장면 전환 
• 제 10장: 정지 이미지 
• 제 11장: 디스크 메뉴 
•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 제 13장: 모션 타이틀 기능 
• 제 14장: 음향 효과 및 음악 
• 제 15장: 오디오 효과: 

Studio 기능 확장 

작품에 화려함을 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양한 
비디오 및 오디오 필터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는 
장면 전환 효과, 타이틀, VCD, DVD 메뉴, 사운드 
효과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Studio는 광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컨텐츠 항목과 특수 효과를 포괄하지만, 또한 
사용자의 필요와 함께 증가할 수 있게 설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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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설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필터나 장면 전환 효과, 메뉴 또는 
효과가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내용을 발견,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경계의 개척 

사용자는 Studio 내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추가 미디어와 필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도움말  활성화 키 구입 메뉴 명령을 
이용(또는 Studio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고급 단축 단추 이용). 
이 방법은 특별한 찾아보기 창을 열어서 
관심있는 고급 내용의 유형에 따른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앨범 명령인 추가 전환, 추가 테마, 추가 사운드 
효과, 추가 메뉴 이용. 
이 명령은 앨범의 해당 섹션 내 드롭 다운 
목록에서 제공됩니다. 이 명령들은 프로그램 
설치 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고급 내용을 
다운로드, 시험 이용,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Studio의 일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 

 
이 단추들은 Studio 내에서 고급 내용이 표시될 
때마다 나타납니다. 위에서 제시된 것은 오디오 
효과 도구와 비디오 효과 도구에서 나타나며 
오디오 또는 비디오 필터 팩을 활성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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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합니다. 앨범 내의 유사한 단추들을 
이용하면 테마 팩으로 특정 앨범 페이지 내의 
모든 미디어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의 작동 원리 

Studio의 고급 내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Studio가 
설치된 단일 컴퓨터 내에서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라이센스를 사용자가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스 처리 메커니즘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관련된 코드들이 이용됩니다. 

• 구입한 각 고급 내용에 한 활성화키 
• 컴퓨터에 처음으로 Studio를 설치할 때 생성되는 
숫자인 패스포트. 도움말  내 패스포트 메뉴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의 패스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는 한 컴퓨터에 해서만 응되기 때문에 
Studio를 다른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새로운 
활성화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Studio와 새로 입수한 고급 내용에 한 사용자 
라이센스는 새로운 컴퓨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 사용자의 패스포트는 개별 컴퓨터에 
해서만 적용되지만 확장 카드나 드라이브, 
메모리의 추가나 제거와 같은 일반적인 하드웨어 
변경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Studio가 설치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고급 내용 활성화 키를 구입, 적용할 
수 있습니다. Studio 내에서의 잠금 해제 링크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특정한 내용을 주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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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터넷 URL 
• Studio 프로그램에 한 숫자 ID와 활성화하려는 
항목 

• 사용자의 패스포트와 시리얼 번호 

지시된 로 다른 컴퓨터에서 제시된 URL로 
이동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그 
후에는 도움말  활성화 키 입력 메뉴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원래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 키를 받게 됩니다. 

고급 내용 숨기기와 표시하기 

Studio에서 제공하는 고급 내용 및 기능을 보고 
싶지 않으면,프로젝트 기본 설정 옵션 패널을 열어 
고급 내용 표시와 고급 기능 표시를 둘 다 선택하지 
않거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420페이지 참고.) 

이전 Studio 버전에서 컨텐트 가져오기 

이전 버전 Studio를 가지고 있다면 ‘보너스 
컨텐트’나 ‘프리미엄 팩’ 디스크, 시스템에 
연결된 하드 드라이브 등에서 자신만의 컨텐트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Studio의 
‘컨텐트 전송’ 마법사는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의 위치를 찾아서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기 까지 실행합니다. 
마법사가 처리하는 항목 유형은: 

• 타이틀 
• 디스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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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효과 
• Hollywood FX 3D 장면 전환 
• RTFx 비디오 효과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 
메뉴에서 Studio 그룹을 찾고 도구 컨텐트 전송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보관 및 복원 

Studio 프로젝트가 크기와 복잡도 측면에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의 추적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동영상에 
추가하는 사진과 그래프, 비디오 자료, 사운드 
파일은 시스템 내 다양한 장소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Studio는 사용하는 파일들의 개별 복사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미디어 
파일을 이동하거나 삭제하면 동영상 미리보기나 
출력 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르 들어 하드 
드라이브를 정리할 때 부주의하게 Studio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파일을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udio의 보관 및 복원 
기능으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에서 참조하는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는 중앙 집중화된 보장 장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보관 
장소에 복사된 파일의 원본을 제거해도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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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보관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복원하면 모든 항목들이 그 로 작동합니다. 

또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와 미디어 파일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작 후에 보관 내용 
복사만으로 간단하게 미디어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tudio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에서 프로젝트를 복원할 경우 일부 자원 
유형은 보관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tudio 버전별, 또는 
컨텐트 팩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보한 효과, 
ScoreFitter 음악, 디스크 메뉴, 등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 신 이러한 자원들은 양쪽 컴퓨터에 
모두 설치 후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글꼴에 해서도 유사하게 예외가 적용됩니다. 
표준 글꼴을 이용하거나 Studio와 함께 설치된 
글꼴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바르게 렌더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전에 없는 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Studio 프로젝트 보관하기 

프로젝트 보관 작업을 시작하려면 파일  프로젝트 
보관… 메뉴 명령을 선택합니다. Studio는 몇 초 
후에 보관에 필요한 디스크 크기를 표시하는 
화상자로 응답하게 됩니다. (참고: 프로젝트에 
저장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속 하기 



제 1 장: Studio 사용하기 19 

전에 저장 요청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보관 
작업은 디스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요청을 
합니다.) 

 
Studio 프로젝트의 총 미디어 크기는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크기에 따라 보관 내용을 
저장하려는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때 시스템 파티션(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느려져서 결국 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 시스템 드라이브 및 
파티션은 전체 용량에 가깝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미디어에는 보관 내용에서 포함 
가능한 비디오 파일 크기를 제한할 수도 있는 파일 
크기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FAT32 형식으로 포맷된 드라이브와 USB 메모리 
스틱에는 실제 여유 용량에 상관 없이 4GB 파일 
크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화상자에 표시되는 예상 시간은 USB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에 보관할 때를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보관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이 예상 
수치는 동적으로 실제 쓰기 속도를 반영하도록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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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을 닫으면 보관 장소 이름과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저장 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에서 보관 장소는 프로젝트와 같은 폴더 내에 
프로젝트 이름 다음 ‘Archive’라는 단어가 추가된 
이름의 폴더에 생성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보관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관 
작업 동안 종료 시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진행 
상태 표시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화상자에서 취소 단추를 클릭하면 Studio에서 
보관 작업을 중단하고 그전까지 실행된 모든 
작업을 취소해서 시스템을 그 직전 상태로 
전환합니다. 

기본 위치인 프로젝트 폴더에 보관 작업을 
완료하면 보관 폴더가 새로 이곳에 생성됩니다. 

 
이곳에서 프로젝트 파일 ‘One fine day.stx’, 작업 
파일 폴더, ‘ONE FINE DAY’, 보관 폴더, ‘On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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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rchive’가 나타납니다. 설명을 위해 이 예제 
폴더에는 프로젝트가 하나만 포함됩니다. 

보관 폴더 내에는 보관 파일 자체(‘One fine day 
Archive.sta’)를 포함하는 새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Media’ 하위 폴더도 생성되며 분산 저장되어 있는 
모든 미디어가 이곳에 중앙 집중화됩니다. 

 

보관한 프로젝트 복원하기 

보관 내용에서 복원 수행하는 작업은 파일 열기 
화상자를 여는 파일  프로젝트 복원… 메뉴를 
통해 부분 보관 프로세스와 칭적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관 폴더를 찾은 다음, 발견한 보관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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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내용을 점검한 후 Studio에서는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상 드라이브에서 확보해야 하는 
여유 공간을 알립니다. 

 
보관 내용을 복원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보관 작업과 관련되는 드라이브 공간에 한 
정보가 이곳에 다시 적용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상 드라이브에 공간이 없다면 
Studio가 복원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지만, 넉넉하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특히, 시스템 
드라이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와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복원 미디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관 작업 섹션에서 설명한 로, 이 
화상자에서 제시된 예측 시간은 USB 플래시 
저장 장치에서의 예상 값 (3 MB/sec)에 기초합니다. 
다른 장치 유형의 경우, 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 드라이브에 쓰기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 속도가 더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이 실제로 시작되면 이 예상 수치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보다 정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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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프로젝트 이름에는 보관 내용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이 포함됩니다. 원하는 로 이름과 
상 폴더를 변경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Studio는 단일 폴더 내에 모든 미디어에 한 
이름이 지정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진행 상태 
표시 화상자에서 복원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합니다. 보관 작업 시 이 화상자를 
취소하면 Studio는 모든 내용을 원래 로 복원하고 
이전에 열려 있던 프로젝트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복원 시 동일한 프로젝트를 이전에 복원한 내용을 
덮어 쓰도록 선택한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작업을 취소하면 복원된 프로젝트의 새 
버전과 이전 버전이 모두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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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미디어 캡처 및 가져오기 
 

Studio는 비디오 제작에서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컴퓨터 외부 장소, 예를 
들어, 캠코더 테이프,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스틱 
등에 이 미디어들이 저장되면 사용 전에 로컬 저장 
공간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 전송 프로세스는 ‘캡처’ 또는 
‘가져오기’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테이프에서의 
‘캡처’ 작업과 파일 기반 소스로부터의 
‘가져오기’가 구분되어 왔지만 부분의 시청각 
기록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현재에는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어 
졌습니다. 현재에는 아날로그 소스 (VHS 또는 
Hi8)에서의 기록 작업 시에만 디지털 형식으로의 
변환과 관련해서 ‘캡처’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품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나 사운드를 Studio로 가져오는 모든 
방식들을 언급할 때 ‘가져오기’ 또는 ‘가져오기 
작업’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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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Studio가 미디어 가져오기 작업을 완료한 다음 
작품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오기 한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3장: 앨범을 
참고해 주십시오. 

Studio 가져오기 마법사 

캡처에서 가장 첫번째 단계로 화면의 가장 위에 
있는 가져오기 단추를 클릭해서 Studio 가져오기 
마법사를 열어 주십시오. 

 
가져오기 마법사는 수많은 작은 
패널들로 둘러 싸인 중앙의 큰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작은 패널들 중, 
디스플레이 왼쪽 위에 있는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져오기 작업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 유형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입력 

소스에 따라서 가져오기 마법사의 나머지 부분이 
결정됩니다. 특히, 검토, 찾아보기, 자료 선택을 
위한 중앙 영역이 선택한 가져오기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4단계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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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가져오기 소스 
선택. 

2. 다른 패널에서 설정을 확인하거나 수정. 
3. 선택한 소스에서 가져오기 할 자료 선택. 
4. 가져오기 작업 시작. 
그 후 Studio는다음으로 가져오기패널의 위치 
설정을 이용해서 필요한 오디오, 비디오, 사진 
자료를 소스 장치에서 하드 드라이브로 전송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되면 가져오기 마법사가 
종료되고 Studio 제어 기능으로 복귀합니다. 복귀 
후에는앨범을 통해 가져오기 한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3장: 앨범 참고). 

 
그림의 가져오기 마법사가 DVD에서 자료 
가져오기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중앙 
영역에서는 디스크 소스일 경우 가져오기에서 
사용 가능한 ‘챕터’ 목록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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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마법사 패널 

가져오기 할 자료는가져오기 마법사의 중앙 
영역에서 실제로 선택됩니다. 각각의 가져오기 
소스는 약간 씩 다르게 중앙 영역을 이용합니다. 

입력 소스에 따라서 중앙 영역은 표준화된 기능이 
적용된 보조 패널(최  네 개까지)과가져오기 
마법사 인터페이스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 

이 기능은 가져오기 작업 설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가져오기 마법사의 왼쪽 
위패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가져오기 하려는 사진, 음악, 비디오 자료는 다양한 
장치 유형과 기술을 통해 구성, 보관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져오기 소스에는: 

• 광학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USB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보조 파일 기반 저장 
매체(45 페이지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참고).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다른 장치를 클릭해서 시작합니다. 

• IEEE-1394 (FireWire) 연결을 이용하는 DV 또는 
HDV 비디오 카메라 (54 페이지 ‘Import from DV 
또는 HDV 카메라에서 가져오기’ 
참고).장치들이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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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따라 나열됩니다(예. ‘DV 장치’). 
적절한 장치를 선택합니다. 

• 아날로그 비디오 카메라와 레코더 (59 페이지 
‘아날로그 소스에서 가져오기’ 참고).시스템의 
모든 아날로그 캡처 하드웨어가 이름별로 
나열됩니다(예. “Pinnacle Systems MovieBox”). 

• DVD 및 블루레이 디스크 (61 페이지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에서 가져오기’ 참고). 

• 디지털 정지 카메라(62 페이지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져오기’ 참고). 

메인 소스 입력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실제 장치 하위 
목록에서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 내 일부 
소스가 선택됩니다. 
그림에서는 DVD / 
블루레이가 클릭되었습니다. 
이 사용자는 이제 이 예제 
시스템에 설치된 DVD 드라이브 두  중 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프레임 가져오기 

Studio에서는 연속 자료가 아닌 단일 프레임으로 
구성된 자료를 가져오기 위한 특수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드는: 

• 스톱 모션: 라이브 비디오 소스에서 한 번에 
프레임 하나 씩을 가져오기 함으로써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합니다(63 페이지 ‘스톱 모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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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샷: 테이프나 웹캠과 같은 라이브 소스에서 
개별 이미지를 가져오기 합니다(66 페이지 
‘스냅샷’ 참고). 

아날로그 오디오 및 비디오 레벨 조정하기 

아날로그 캡처 
하드웨어에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매개변수 레벨 
수정을 위한 추가 제어 
기능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노출 문제를 수정하고 소스 
자료에서의 기타 문제 
수정에 유용하며 여러 소스들로부터 얻은 
비디오에서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 기능을 이용하려면 소스 이름 옆의 추가 단추 
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날로그 입력 

레벨 창이 열립니다. 

또한 이러한 레벨을 편집 모드에서 적절한비디오 
효과를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더라도, 캡처에 맞게 
레벨을 설정해야 이후 색상 정정에 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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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 레벨 창에서는 여러 비디오 및 
오디오 매개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조 
슬라이더 (왼쪽에서 네 번째)는 PAL 소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캡처 작업 동안 오디오 옵션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볼륨 레벨과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캡처 장치들은 여기에서 제시되고 언급된 
것보다 적은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레오 캡처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의 
경우 오디오 밸런스 제어 기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적절한 소스 단추를 클릭해서 
디지털화하려는 비디오 유형을 
선택하십시오(컴포지트 또는 S 비디오). 다섯 개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입력되는 비디오의 
밝기(비디오 게인), 비(검정색 레벨), 선명도, 색조 
및 채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색조 슬라이더는 NTSC 자료에서 원하지 않는 
색상 시프트 현상을 수정할 때 유용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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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PAL 소스를 캡처할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채도 슬라이더는 이미지에서 ‘색상 채도’ –  
즉, 색상의 양적인 측정 기준 –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가 0인 이미지는 흑백, 
회색조로만 표시됩니다.) 

오디오: 패널 오른쪽 슬라이더들을 이용하면 
입력되는 오디오의 스테레오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 

가져오기가 완료된 후에 컴퓨터에서 파일로 미디어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져오기 마법사의 
‘다음으로 가져오기’패널에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사진 
항목에 해 개별 폴더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은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에서 설정된 현재 가져오기 소스와 관련이 
있는 항목만 나열합니다. 

시스템의 미디어 파일 개수가 증가하면 필요한 
자료를 나중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폴더와 하위 폴더에 정리하는 최적의 방식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 상의 제어 기능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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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폴더로 작업하기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가져오기 마법사는 비디오, 
음악, 그림에 해 Windows 
사용자 계정 내의 표준 문서 
폴더를 이용합니다. 
그림에서는 Windows Vista 
내의 전형적인 설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져오기 폴더를 
변경하려면 작은 폴더 단추나 현재 폴더 경로를 
클릭하십시오. (아래 ‘가져오기 폴더 선택하기’ 
참고.) 

기본 폴더 및 사용자 지정 폴더를 포함해서 각 
미디어 유형에 해 선택한 폴더는 가져오기 한 
파일의 기본 위치로 이용됩니다. 또한 미디어 
컬렉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위 
폴더 이름에 사용자 지정 폴더 이름을 적용하거나 
현재 날짜나 가져오기 한 자료의 생성 날짜에 
기초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 폴더 옵션을 이용하기 위해 미디어 
유형에 해 ‘하위 폴더 설정’이나 추가 단추 
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하위 폴더 설정하기’ 

참고.) 

예를 들어 메인 비디오 폴더를 ‘c:\vid’로 
설정하고 하위 폴더 이름 지정 방식을 ‘이번 
달’로 지정했다면 가져오기 하는 모든 비디오가 
‘c:\vid\2009-10' 같은 이름이 설정된 폴더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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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기 레벨 표시 기능: 이 막  그래프에서는 각 
가져오기 상 저장 장치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 막  그래프의 첫 
부분은 이미 장치에서 사용 중인 공간을 
표시합니다. 색으로 표시된 확장 부분은 현재 
가져오기 작업 기 중으로 선택된 미디어 파일이 
얼마만큼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 디스플레이 

참고: 가져오기 작업 중 상 장치가 98%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서 작업이 중단됩니다. 

가져오기 폴더 선택하기 

특정 미디어 유형에 해 
서로 다른 기본 폴더를 
선택하려면 해당 폴더 
단추를 클릭하거나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에서 폴더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하려는 폴더로 
이동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 폴더를 만들 수 있는 
폴더 선택 상자가 열립니다. 

하위 폴더를 포함하는 폴더 왼쪽에는, 하위 폴더가 
현재 닫혀 있을 경우 더하기 아이콘이 표시되고 
하위 폴더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빼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폴더 
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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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폴더 내용 검토. 

현재 선택한 폴더 내에서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파일 선택 기능 아래쪽에서 '새 폴더’를 클릭하고 
폴더 이름을 입력한 후 Enter를 누르십시오. 

폴더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해당 폴더를 선택하고 
왼쪽 마우스 단추로 다시 한 번 더 클릭하거나 F2 
키를 눌러 주십시오. 이 때 편집 상자가 열려서 기존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nter를 눌러서 입력을 확인하거나 Esc를 눌러서 
이름 변경을 취소합니다. 

 
선택한 폴더 이름 바꾸기. 

기본 폴더로 사용하고자 하는 폴더를 찾고 선택한 
후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현재 선택 내용을 
승인하거나 ‘가져오기 마법사’ 창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하위 폴더 설정하기 

기본 폴더의 하위 폴더를 특정 미디어 유형에 한 
실제 가져오기 상으로 지정하려면 ‘하위 폴더 
설정’ 단추나 추가 단추 를 클릭합니다. 이 
단추는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의 확장 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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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화창을 엽니다. 이 창에는 하위 폴더 
이름 설정이나 현재 선택한 입력 소스에서 
지원되는 각 미디어 유형에 해 이름 지정 방식을 
설정하기 위한 제어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파일 기반 미디어에 한 확장 ‘다음으로 
가져오기' 화 창. 파일의 미디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유형에 한 제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른 소스 부분은 비디오 
미디어만 가져오기 하며 오디오 및 사진 제어 
기능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유형에서 제어 기능은 각 행별로 이름 지정 
옵션을 위한 드롭다운 목록을 포함합니다 : 

• 하위 폴더 없음: 이 옵션을 적용하면, 가져오기 
하는 파일이 기본 폴더에 저장됩니다. 

• 사용자 지정: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입력을 위한 
편집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가져오기 또는 
미디어 유형 가져오기 파일들을 저장할 하위 
폴더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오늘: 가져오기 파일이 “2009-10-25” 형식으로 
현재 날짜가 이름으로 지정된 하위 폴더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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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날짜: 가져오기 한 각 파일이 위에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해당 미디어를 만든 날짜를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에 저장됩니다. 
가져오기 작업 한 번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여러 미디어 항목을 가져오기 할 때에는 여러 
하위 폴더를 새로 만들거나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 이번 달: ‘오늘’ 옵션과 동일하지만 ‘2009-
10’ 처럼 날짜 부분이 없습니다. 

선택 후 화 창의 오른쪽 위에서  단추를 
클릭하면 가져오기 창으로 복귀합니다. 

모드 패널 

가져오기 마법사의 모드패널에서 몇 개의 가져오기 
소스에서 제공되는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DV / HDV 가져오기 옵션 

DV 및 HDV 가져오기옵션은 
모드 패널에서 세 개 그룹에 
걸쳐 제공됩니다. 

사전 설정: 사전 설정 
그룹에서는 위쪽의 추가 
단추 를 클릭하면 
열리는압축 옵션 창을 통해 압축 매개 변수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비디오 및 오디오 압축 표준 구성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40 페이지에서 ‘압축 옵션 
창’ 참고.) 고정된 사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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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 최고 품질을 제공하는 DV 캡처로서 비디오 
내용 1초 당 200MB의 여유 디스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 MPEG: MPEG 압축은 DV 보다 작은 파일을 
생성하지만 인코딩과 디코딩 시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형 컴퓨터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장면 감지 기능: 장면 감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Studio 앨범에서 개별적으로 표시 및 
조작 가능한 ‘장면’ 단위로 가져오기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편집 작업 동안 
자료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추가 단추 를 클릭하면장면 
감지 옵션 창이 열립니다.  (41 페이지에서 ‘장면 
감지 옵션 창’ 참고.) 

테이프 끝부분에서 정지: 이 옵션은 테이프의 빈 
부분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Studio에서 캡처 작업을 
중단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빈 영역 –  
타임코드 스트립이 없는 부분 –  은 공테이프 
구간을 의미합니다. 촬영 시 빈 공간을 남겨 두지 
않았을 경우 (주변 촬영 내용과 약간 겹쳐지도록 한 
경우) 이 옵션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캡처가 실행됩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에 한 가져오기 옵션 

아날로그 가져오기옵션은 
디지털 소스에서의 옵션과 
유사합니다. 아래에서 압축 
옵션과 장면 감지 옵션 창에 
한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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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에서 신호 없을 때 정지 옵션은 위에서 
설명한 테이프 끝부분에서 정지와 유사합니다. 이 
옵션이 설정되면 소스 장치에서 신호가 중단되면 
Studio가 자동으로 캡처를 종료합니다. 

파일 기반 미디어에 한 가져오기 옵션 

모드 패널에서는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원본 삭제: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복사 작업 후에 
가져오기 한 파일 원본이 
삭제됩니다. 미디어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하드 드라이브에서 정렬하기 위해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이 옵션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무시: 이 옵션은 다른 이름이지만 분명히 
동일한 파일이 존재할 경우 해당 복사본을 
추가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미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미디어 파일을 처리합니다. 

스톱 모션 캡처를 위한 가져오기 옵션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라이브 
비디오 소스에서 일련의 
개별 프레임이 캡처됩니다. 
스톱 모션 시퀀스 제작 계획에 따라 가져오기 
마법사가 개별 프레임을 동영상 한 편으로 
통합하도록 지시하거나 각각의 개별 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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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가져오기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압축 옵션 창 

DV / HDV 및아날로그가져오기용으로모드 
패널에서 제공되는 옵션에는 세부 압축 환경 
설정을 위한 액세스 기능이 포함됩니다. DV 및 
MPEG 사전 설정을 선택하면 이 창을 이용해서 
실제 사용할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설정을 편집하면 자동으로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을 선택합니다.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 가져오기용 압축 옵션 

창. 

일부 옵션이 다른 옵션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가 동시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설정 

압축 코덱: 이 드롭다운 목록을 이용해서 
사용하려는 코덱을 선택하십시오. 

프레임 크기: 이 라인에서는 캡처한 비디오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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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데이터 속도: 일부 코덱은 퍼센트로 품질을 
나타내며(품질), 다른 코덱은 KB/sec 단위로 데이터 
전송 속도(데이터 속도)를 포시합니다. 

오디오 설정 

압축: 이 드롭다운 상자는 입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사용될 코덱을 보여줍니다. 

오디오 기록: 작품에서 캡처한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선택 상자를 해제하십시오. 

장면 감지 옵션 창 

DV / HDV 및아날로그가져오기용으로모드 
패널에서 제공되는 옵션에는 세부 압축 환경 
설정을 위한 액세스 기능이 포함됩니다. 

 
DV 또는 HDV 가져오기에 한 장면 감지 옵션 창. 
아날로그 소스에서 가져오기를 실행할 때 마지막 
두 개 옵션만 지원됩니다. 

자동 장면 감지 기능은 DV 및 HDV 소스로 작업을 
할 때 Studio의 핵심 기능입니다. 캡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Studio는 비디오 내에서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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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점들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장면으로 
분할합니다. 감지된 각 장면에 해 앨범의 비디오 
장면 섹션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사용 중인 캡처 장치에 따라, 자동 장면 감지는 캡처 
도중 실시간으로 수행되거나, 캡처가 완료된 직후 
별도의 작업으로 수행됩니다. 

네 가지 장면 감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및 날짜에 기초한 자동 기능: 이 옵션은 DV 
소스에서 캡처할 때만 적용가능합니다. Studio는 
캡처 작업 동안 테이프에서 시간 스탬프 
데이터를 감시하면서 여기에서 단절을 발견하는 
즉시 새로운 장면을 시작합니다. 

• 비디오 내용에 기초한 자동 기능: Studio는 
비디오 내용의 변화를 감지하고 영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새로운 장면을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조명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로브 조명이 있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촬영한 비디오는 스트로브 조명이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장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 매 X 초마다 새로운 장면 생성: Studio는 
사용자가 선택한 간격으로 새 장면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긴 연속 촬영이 들어가는 내용을 나눌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장면 감지 없음: 전체 캡처 과정을 보고 직접 
장면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캡처 도중 장면 분할을 삽입하고 
싶을 때마다 [Space]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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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패널 

가져오기 마법사의 이패널에서는 가져오기 한 
미디어 파일이 저장될 곳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소스의 각 유형에는 
Studio가 할당한 기본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을 가져오기 할 때 
기본 파일 이름은 ‘Snapshot’입니다. 이 이름을 
변경하려면 해당 공간을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져오기 마법사는 가져오기 할 때 절 로 기존 
파일을 덮어 쓰지 않습니다. 상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입력되는 파일 
이름에 일련 번호가 추가됩니다.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할 때 추가 파일 
이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파일 기반 입력에 한 이름 지정 규칙은 
‘[original].[ext]’으로 지정되며, 원래 파일 이름과 
확장자가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을 
원한다면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편집 상자에 
입력합니다. 그러나 파일 
기반 미디어의 경우 상 파일 이름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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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줄기와 가져오기 시점에서 적용되는 세 
가지 간단한 규칙 중 한가지가 적용되어 생성되는 
꼬리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설정 
규칙에서는 모든 파일 이름에 고유한 일련 번호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을 입력하는 동안 
편집 상자에는 줄기만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른 시점에서 표시될 때 꼬리 부분에 한 규칙도 
함께 나타납니다. 

꼬리 부분에 적용할 다른 규칙을 선택하려면 추가 
단추 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드롭 다운 
목록 두 개가 포함된 화 창이 열립니다. 
첫번째에서는 줄기에 해 ‘원본’과 ‘사용자 
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으로 파일을 가져오기로 변환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 해서만 
표시되는 두 번째 드롭다운에서는 꼬리 부분 
생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규칙들이 제시됩니다. 

• 번호: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미디어 
유형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줄기가 
‘Parade’일 경우 복사되는 첫번째 파일 이름이 
‘Parade’ (+ 원래 파일 확장자)가 되며 두 번째 
이름은 ‘Parade_001’이 되며 이 번호가 
연속적으로 계속됩니다. 

• 생성 시간: 시간, 분, 초 단위로 파일이 생성된 
시간을 사용해서 오후 8시 30분에 생성된 
파일이라면 ‘Parade_20-30-00’으로 
표시합니다. 

• 하루 중 시간: 이전 옵션과 유사하지만 파일 
가져오기를 실시한 시간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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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가져오기 구성 창. 

가져오기 할 미디어 선택하기 

가져오기 마법사가 지원하는 각 소스는 자료 
선택을 위한 적절한 자체 제어 기능을 
보유합니다.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소스 
이름을 클릭하면 이 마법사의 중앙 지역에 필요한 
제어 기능이 적절하게 구성됩니다.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 마법사의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다른 장치를 선택해서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USB 저장 장치를 포함해서 모든 유형의 파일 기반 
저장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준비합니다. 

가져오기 할 파일 선택 작업은 디스플레이의 중앙 
부분의 폴더와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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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할 때 가져오기 
마법사가 중앙 영역에서 폴더와 파일 브라우저를 
제공합니다. 왼쪽으로는다음에서 
가져오기및다음으로 가져오기패널이 있고 
오른쪽으로는모드및파일 이름패널이 
위치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가져오기 시작 
단추는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한 다음 동작을 
설정합니다. 

가져오기 작업 하나에서 여러 소스 폴더로부터 
여러 유형의 미디어 파일들을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각 파일이 미디어 유형에 따라 
올바른 폴더에 복사됩니다(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에서 지정된 로). 



제 2장: 미디어 캡처 및 가져오기 47 

폴더 및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의 왼쪽 
컬럼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파일 저장 장치의 
모든 폴더들이 계층적으로 
표시됩니다. 하드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USB 저장 장치 등과 같은 
장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폴더 트리를 통한 이동 
기능은 Windows 탐색기 및 
다른 프로그램에서와 

유사합니다. 다른 폴더를 포함하는 폴더들은 닫혀 
있을 때 이름 왼쪽에 더하기 기호가 표시되고 열려 
있을 때 빼기 기호가 표시됩니다. 이 부호를 
클릭하면 폴더 목록의 하위 폴더가 열리거나 
(“확장”) 또는 닫힙니다(“축소”). 

이 폴더 트리 내의 항목은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 
가능합니다. 해당 폴더에 포함된 임의의 미디어 
파일이 즉시 브라우저 오른쪽 부분에 크게 
나열됩니다. 바로 파일을 미리보기 하고 각 파일 
아이콘의 오른쪽 위 모서리 선택 상자를 
선택함으로써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 미리보기 

오디오 및 비디오 미리보기: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에는 지원되는 모든 
미디어 유형에 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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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 
아이콘의 중앙 부분에 있는 재생 단추를 클릭하면 
미디어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콘 
프레임 자체에서 빠른 보기를 위해 비디오 파일이 
재생됩니다. 재생을 중단하려면 아이콘 내부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파일 미리보기를 
수행합니다. 

 
이 예에서는 \video\current 폴더가 열려서 8개의 
비디오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져오기 할 
파일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려면 아이콘 
오른쪽 위의 선택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림에서 
파일 세 개가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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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면 미리 보기: 비디오 재생 
동안 전체 화면 보기 단추가 파일 
아이콘 왼쪽 위에 표시됩니다. 이 
단추는 Studio의 편집 모드에서 
플레이어의전체 화면 미리보기 
단추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9 페이지 참고).  

비디오 끝 지점에서 전체 화면 미리보기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수동으로 닫으려면 미리보기 
중에 Esc 키를 누르거나 디스플레이를 더블 
클릭합니다. 

디지털 사진이나 기타 그림 파일을전체 화면 
해상도에서 보려면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슬라이더 미리보기: 오디오 및 
비디오 클립은 모두 파일 아이콘 
바로 아래에 슬라이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슬라이더 손잡이를 
클릭해서 수동으로 끌어서 
이동시키면 파일에서 임의의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슬라이더 위에 올바로 
위치시키면 양쪽 수평 방향 화살표로 바뀝니다. 

가져오기 할 미디어 파일 선택하기 

가져오기 할 미디어 파일을 한 번에 하나 씩 
선택하려면 파일 아이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선택 상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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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선택 또는 선택 해제를 위해 선택 상자 클릭. 

여러 선택: 이 브라우저는 표시한 여러 파일들을 
동시에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개별 파일을 표시하려면 파일 
이름이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렌지색 테두리를 
통해 강조 표시된 상태가 나타납니다. 추가로 
파일을 강조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Shift 키와 Ctrl 
키와 함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룹 내 다른 
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파일 하나만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클릭한 
아이콘과 이전에 클릭한 아이콘 및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선택됩니다. 이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다른 아이콘들은 모두 선택 
해제됩니다. 

또한 마우스로 클릭한 후 포함시키려는 모든 
아이콘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그려서 아이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우스 단추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아이콘으로 
이동합니다. 

가져오기 하려는 아이콘 몇 개를 선택 표시한 다음 
이 아이콘들 중 일부의 선택 상자를 클릭해서 한 
번에 전체 그룹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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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표시된 비디오 파일 아이콘 네 개로 구성된 
그룹. 임의의 한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면 전체 그룹에 영향을 줍니다. 

모두 선택 및 모두 선택 해제: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 
아래에 있는 이 단추들을 클릭하면 현재 폴더에 
나열된 미디어 파일 모두를 내보내기 작업을 위해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른 폴더에 
현재 선택된 파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모두 선택 단추를 이용하면 현재 폴더 내의 모든 

미디어 파일들을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할 목록에서 파일이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디스플레이 아래 쪽의 
선택 상태 표시 기능을 업데이트합니다. 

브라우저 사용자 지정하기 

일부 제어 기능에서는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와 요구 사양에 맞도록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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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트리 닫기: 파일 보기를 위해 공간을 
최 화하려면 폴더 트리 스크롤 막  위쪽에서 
왼쪽을 향하는 양방향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폴더 트리가 왼쪽으로 내려가는 수직 
막 로 축소됩니다. 이 막  위쪽에는 트리를 다시 
열 수 있는 오른쪽을 향하는 양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현재 폴더의 이름도 표시됩니다. 

파일 목록 필터링: 파일 영역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미디어 유형 
하나만을 포함하도록 표시 
파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브라우저의 왼쪽 아래에 있는 미디어 
파일 드롭다운 기능입니다. 기본 설정에서 
지원되는 모든 미디어 파일 유형이 브라우저에 
표시되지만 이곳에서 선택을 통해 그림 파일,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로 보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 유형이 선택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해당 항목 위에 
마우스 아이콘을 몇 초간 위치시켜서 목록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오디오 파일 옵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오디오 가져오기를 지원하는 파일 
유형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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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크기 설정: 화면 영역 
관리를 위한 마지막 도구는 
브라우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미리보기 크기 
슬라이더입니다. 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파일 브라우저 내 미리보기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커집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슬라이더를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슬라이더 손잡이를 클릭해서 좌우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 슬라이더 손잡이 아래쪽을 클릭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 슬라이더 양쪽의 +/- 단추를 클릭해서 큰 폭으로 
손잡이를 이동시킵니다. 

미리보기 볼륨 설정: 미리보기 재생 볼륨을 
설정하려면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 아래쪽 
표시줄의 오디오/음소거 단추 영역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킵니다. 단추 아래에 볼륨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손잡이를 위 아래로 
끌어서 이동하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음소거 전환을 하려면 오디오/음소거 
단추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파일 날짜 및 시간 조정하기 

기록 장치의 내부 시계가 부정확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미디어 파일의 타임스탬프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져오기 마법사는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 가져오기 한 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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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간이나 날짜를 수정하려면: 

‘선택한 파일’ 라인에서 추가 단추 를 
클릭해서 타임스탬프 조정을 위한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는 창을 엽니다: 

• 시간  수정: 이 슬라이더는 가져오기 하는 
미디어 파일의 파일 타임스탬프를 최  12시간 
까지 임의의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홈 비디오를 여행 중에 
촬영했을 때 시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날짜/시간 설정: 이 필드에서는 선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하는 미디어 파일의 파일 시간이 입력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DV 또는 HDV 카메라에서 가져오기 

디지털 비디오 가져오기를 
준비하려면 DV 또는 HDV 
장치를 재생 모드에서 
켜고가져오기 
마법사의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해당 장치를 
선택합니다. 

또한다른 패널들을 
이용해서 상 폴더, 압축 사전 설정, 기타 옵션을 
원하는 로 조정해 주십시오.  (28 페이지 
‘가져오기 마법사 패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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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미리보기 

소스 장치에서 현재 재생 중인 
비디오는 디스플레이 중앙 
영역의 미리보기 부분에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디오 
미리보기의 오른쪽 가장 
자리에서는 매순간 오디오 
레벨을 표시하는 눈금입니다. 눈금 위 미리보기 
프레임의 오른쪽 위 모서리 옆에는 전체 화면 
미리보기로 전환하는 작은 단추가 있습니다. 

 
DV 또는 HDV 소스가 선택되면 가져오기 
마법사의 중앙 부분에서 테이프 기록 자료의 
미리보기 및 가져오기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 아래에는 마크인 및 마크아웃 
지점 설정을 통해 캡처를 자동화하는 제어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7페이지의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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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어 기능으로 전송 표시줄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소스 장치의 이동 기능 콘솔 역할을 
수행합니다. 

 
DV 및 HDV 가져오기에 한 전송 표시줄, 
(왼쪽에서부터) 조그 제어 기능, 타임코드 표시, 
전송 단추, 왕복 제어 기능, 볼륨 미리듣기 제어를 
위한 팝아웃 슬라이더 적용 오디오 단추. 

현재 타임코드 표시 기능에서는 
촬영 당시 테이프에 기록되었던 
타임코드에 따라 재생 위치를 표시합니다. 네 개의 
필드에서는 각각 시간, 분, 초,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표시 기능의 왼쪽에는 화살표 단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 프레임 
씩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단추 기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재생/일시정지, 정지, 
뒤로 이동, 빨리 앞으로 이동이 배치됩니다. 이 
단추들은 카메라에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에 내장된 제어 기능 이용과 동일하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편리합니다. 

왕복 제어 기능의 오렌지색 
바늘을 좌우로 끌어서 
이동시키면 위치에 따라 재생 방향이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바늘 위치가 중앙에서 더 
멀어질수록 모터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 바늘은 
마우스 끌기를 중단하면 중앙 위치로 다시 
돌아오고 재생이 일시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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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볼륨 설정: 미리보기 재생 
볼륨을 설정하려면 미디어 파일 
브라우저 아래쪽 표시줄의 
오디오/음소거 단추 영역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킵니다. 단추 아래에 볼륨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손잡이를 위 아래로 
끌어서 이동하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음소거 전환을 하려면 오디오/음소거 
단추를 클릭합니다. 

• 마크 인/마크 아웃:마크 인 및 마크 아웃은 계획한 
비디오 캡처 시작 및 종료 지점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5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DV 및 HDV 소스도 스냅샷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 작업 

가져오기 마법사는 가져오기 할 비디오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수동 방식에서는 재생 내용을 미리보기 하고 
원하는 자료 시작 지점에서 캡처 시작을 눌러 
주십시오. 세그먼트 끝 부분에 도달하면 캡처 
정지를 눌러 주십시오. 소스 자료의 타임코드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었고모드 패널에서 테이프 
끝부분에서 정지가 ‘예’로 설정되었다면 이후 
사용자의 개입없이 입력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마법사가 시스템을 끕니다. 

캡처 자동 방식은 프레임 1개 정도의 정밀도로 
캡처 종료 지점(‘마크 인’ 및 ‘마크 아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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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좋은 방식이며 기록된 자료의 끝부분 
이전에 사용자의 개입 없이 가져오기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마크인 시간만을 설정하고 마크아웃을 
비워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캡처 시작을 클릭하면 
가져오기 마법사가 시작 시간을 찾고 그 후에 
사용자가 정지할 때까지 (또는 테이프 끝부분까지) 
캡처가 계속 진행됩니다. 

또는 마크아웃 시간을 설정하고 마크인 시간을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캡처 시작을 클릭하면 
가져오기가 즉시 시작되며 마크아웃 지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시간 길이를 입력하는 
작업과 마크아웃 시간을 입력하는 작업은 결과가 
동일합니다. 어떤 쪽을 지정하더라도 가져오기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른 쪽을 계산해서 표시합니다. 

참고: 가져오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 및 다른 패널(28 페이지 
참고)에서의 설정이 올바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캡처 시작 및 캡처 정지 단추로 수동 캡처를 하려면: 

1. 마크인 및 마크아웃 지점이 설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필드의  단추를 한 
번 클릭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2. 원하는 캡처 시작 지점 이전에서 수동으로 소스 
테이프 재생을 시작합니다. 

3. 시작 지점에 도달하면 캡처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버튼의 캡션이 캡처 정지로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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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그먼트 끝부분에서 이 단추를 다시 
클릭합니다. 캡처한 자료가 앨범에 저장됩니다. 

5. 수동으로 재생을 정지합니다(위에서 설명한 
로자동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마크인 및 마크아웃 지점을 설정함으로써 자동으로 
캡처하려면: 

1. 시간 카운터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마크인 및 
마크아웃 값, 즉, 원하는 자료의 시작 및 종료 
지점을 설정합니다. 
마크인 지점을 설정하려면 
시작 필드에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해서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 마크아웃 지점 설정 시에도 
유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캡처 시작을 클릭합니다. Studio가 소스 
장치에서 마크인 지점을 찾은 후 자동으로 기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3. 마크아웃 지점에 도착하면 가져오기 작업이 
종료되고 소스 장치가 정지됩니다. 

4. 캡처한 자료가 앨범에 저장됩니다. 

아날로그 소스에서 가져오기 

아날로그 비디오(예. VHS 또는 Hi8)를 기록하려면 
컴퓨터에 연결할 컨버터와 적절한 비디오 및 
오디오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레코드 
플레이어와 같은 아날로그 사운드 소스로부터 기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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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원되는 장치로는 USB 500/510, USB 700/710, 
DVC 100와 같은 Pinnacle 및 Dazzle 제품과 
DirectShow 기술 기반 웹캠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소스에서의 
가져오기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치 전원을 
켜고가져오기 
마법사의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이름으로 장치를 
선택합니다. 또한 적절한 
입력을 선택합니다(예. 
‘비디오 컴포지트’ 또는 ‘S 비디오’). 
디지털화 전에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조작하려면 
추가 단추 를 클릭해서아날로그 입력 레벨 창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캡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다른 패널들을 이용해서 
상 폴더, 압축 사전 설정, 기타 옵션을 원하는 
로 조정해 주십시오. (28 페이지 ‘가져오기 
마법사 패널’ 참고.) 

아날로그 소스에서 캡처하려면: 

1. 올바른 입력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예. 
‘비디오 S 비디오’). 

2. 캡처를 시작하려는 지점 직전에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미리보기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되지 않으면 케이블 연결 상태와 컨버터 
설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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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캡처 시작 단추를 클릭해서 기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단추의 캡션이 캡처 정지로 바뀔 것입니다. 

4. 세그먼트 끝부분에서 이 단추를 다시 
클릭합니다. 캡처한 자료가 앨범에 저장됩니다. 

5. 소스 장치를 중단합니다.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 마법사는 DVD 및 
BD (블루레이 디스크)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려면 
드라이브에 소스 디스크를 
넣고가져오기 
마법사의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이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광학 
드라이브가 두  이상 있다면 나열된 장치 중에서 
원하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캡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다른 패널들을 이용해서 
상 폴더, 파일 이름을 원하는 로 조정해 
주십시오. (28 페이지 ‘가져오기 마법사 패널’ 
참고.) 

광학 디스크에서 가져오기를 실행할 때 큰 
파일들에 한 가져오기가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져오기 디렉터리를 선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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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특히 지정한 저장 위치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32 페이지 참고). 

참고: 복사 방지된 미디어는 가져오기 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파일 미리보기 

광학 디스크에 저장된 미디어는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통해 액세스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앙 영역의 미리보기 제어 기능, 파일 선택 방식, 
가져오기 절차 등은 일반적인파일 기반 미디어와 
동일합니다(필요하지 않은 폴더 보기가 닫혀진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점 제외). 자세한 정보는 4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져오기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된 미디어는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통해 액세스합니다. 
카메라가 이동식 디스크 
드라이브로 소스 목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보기, 선택하기, 
가져오기 작업은 일반적인파일 기반 미디어와 
동일합니다(폴더 보기가 닫혀진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점 제외). 자세한 정보는 4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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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모션 

가져오기 마법사의 스톱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아날로그 비디오 카메라나 웹캠과 같은 라이브 
비디오 소스에서 캡처한 개별 프레임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톱 모션 가져오기의 결과로 모델 패널 설정에 
따라 캡처한 정지 이미지 컬렉션인 초당 8 프레임 
또는 12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톱 모션 가져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스 장치 
전원을 켜고가져오기 
마법사의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이름으로 장치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캡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다른 패널들을 이용해서 
상 폴더, 옵션, 파일 이름을 원하는 로 조정해 
주십시오.  (28 페이지 ‘가져오기 마법사 패널’ 
참고.) 

소스 장비가 올바로 작동하면 가져오기 
마법사 창의 중앙 영역에 라이브 
미리보기가 보여야 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미리보기를 하려면 미리보기의 오른쪽 
위에 있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 모드를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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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처 준비가 완료되면 
프레임 캡처 단추를 클릭합니다. 
캡처한 프레임의 섬네일이 창 
아래쪽이미지 트레이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8 페이지의 ‘이미지 트레이 이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이 시퀀스는 스톱 모션 시퀀스 이기 문에 각 
이미지가 캡처된 후에 프레임 사이에서 움직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촬영한 장면을 
약간 수정해야 합니다. 

시각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스톱 모션 
미리보기에는 연속 프레임이 투명한 레이어에서 
동시에 표시되어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양파 껍질’ 효과가 포함됩니다. 이 기능은 제어 
표시줄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어 표시줄 바로 아래에 지금까지 촬영한 이미지 
수와 동영상 길이( 략적인 이미지 장수)가 
표시됩니다. 

스톱 모션 제어 표시줄 

이 제어 표시줄에서는 스톱 모션 가져오기에 한 
전송 및 기타 기능을 제공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 라이브 및 파일 표시 기능: 이 기능은이미지 
트레이에서 라이브 비디오 피드 미리보기와 
캡처한 프레임 미리보기를 전환합니다. 다른 
작업을 취소하지 않고 특정 프레임을 검토 –  
필요한 경우엔 교체 –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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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이 정보는 애니메이션 내에서 현재 
위치를 시간, 분, 초, 프레임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 카운터 수치는 캡처한 프레임 수와 초당 
프레임 수로 표시되는 애니메이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운터 왼쪽의 위 아래 화살표는 
애니메이션 미리보기에서 한 단계 씩 이동합니다. 

• 이동 단추: 이 단추는 애니메이션 미리보기 
용으로 사용합니다. 루프 단추는 쉬운 확인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연속 반복 실행합니다. 

• 프레임 속도: 초당 프레임수로 표시되는 이 
속도는 동영상 1초를 구성하기 위해 프레임 몇 
장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속도는 
표시되는 애니메이션 속도를 설정합니다. 

• 양파 껍질 설정: 추가 단추 를 클릭하면 양파 
껍질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나타납니다. 첫번째 슬라이드 쇼에서는 연속 
프레임 사이의 투명도 차이를 보여주며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표시될 프레임 수를 
제어합니다. 최적 동영상 설정을 발견할 때까지 
두 가지 설정을 테스트 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 가져오기 

애니메이션에 원하는 모든 프레임들을 추가했다면 
가져오기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마법사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추가하거나 캡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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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프레임을 Studio 앨범의 적절한 섹션에 
추가합니다. 

스냅샷 

가져오기 마법사의 스냅샷 
기능은 카메라나 시스템에 
연결된 플레이어에서 개별 
프레임(정지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스 장치 전원을 
켜고가져오기 마법사의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에서 스냅샷 항목에서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0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캡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다른 패널들을 이용해서 
상 폴더, 파일 이름을 원하는 로 조정해 
주십시오.  (28 페이지 ‘가져오기 마법사 패널’ 
참고.) 

이제 카메라를 시작하거나 테이프를 감고 가져오기 
마법사 창의 중앙 영역의 미리보기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미리보기를 하려면 
미리보기의 오른쪽 위에 있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 모드를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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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스냅샷 캡처하기. 이 창의 
중앙 부분에서 라이브 비디오나 테이프에 기록된 
비디오를 미리보기 하는 동안 프레임 캡처 
단추를 이용해서 정지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캡처한 프레임은 가져오기 시작 단추를 클릭해서 
Studio 앨범으로 전송하기 전까지 이 창의 아래에 
있는 이미지 트레이에 누적됩니다.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캡처하려면 프레임 캡처 단추를 
클릭합니다. 캡처한 프레임의 
섬네일이 창 아래쪽 이미지 트레이에 추가됩니다. 

필요한 만큼 추가로 프레임을 캡처합니다. 
가져오기 마법사는 이미지 트레이에서 점차 
증가하는 컬렉션에 각각을 추가합니다. 캡처 작업 
동안 테이프를 교체하고 카메라를 다시 조정해서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캡처 단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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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클릭할 때 신호만 있다면 소스 비디오를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 트레이 이용하기 

이미 캡처한 프레임을 바로 보려면 이미지 
트레이의 가장 최근 프레임을 제외한 임의의 
프레임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비디오 
소스로부터 캡처한 파일로 미리보기 디스플레이를 
전환하고 파일 표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직접 표시 기능을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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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표시 기능이나 이미지 트레이 내의 임의의 
섬네일을 클릭해서 이미 캡처한 이미지를 
검토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섬네일 3이 
클릭되었으며 삭제를 위해 마우스가 휴지통 
아이콘 위에 위치합니다. 선택한 섬네일 
오른쪽의 두꺼운 선은 다음 번 캡처한 프레임의 
섬네일이 삽입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캡처한 프레임을 삭제하려면 이미지 트레이에서 
해당 프레임을 선택하고 섬네일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트레이에서 파일 미리보기를 수행한 후에 
비디오 미리보기로 다시 돌아가려면 미리보기 
디스플레이 아래 라이브 표시 기능을 클릭합니다. 

프레임 가져오기 

비디오 소스에서 원하는 모든 프레임들을 
캡처했다면 가져오기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마법사는 캡처한 이미지를 Studio 앨범의 
정지 이미지 섹션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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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앨범 
 

 
장면 모드에서 앨범의 비디오 섹션. 이곳에 
표시된 아이콘은 특정 동영상 파일 내에서의 
장면들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내 다른 곳에서 
다른 동영상 파일을 이용하기 위한 제어 기능도 
제공됩니다(위쪽). 앨범의 왼쪽 아래에 있는 탭을 
클릭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에 힘입어 
예전보다도 훨씬 쉽게 고품질 미디어 자료를 
입수해서 자신의 작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디오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미디어와 
자원들을 Studio 동영상의 제작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들로 시작해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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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예술 자료, 환상적인 타이틀과 애니메이션 
장면 전환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에 
해서는 소스 비디오의 자체 사운드트랙을 음악, 
사운드 효과, 음성 해설 등으로 꾸미거나 전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특수 아이템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DVD 디스크의 경우 매력적인 이동 기능 메뉴를 
포함할 수 있고 다른 자원을 동적이고 창의적인 
비디오 레이아웃으로 결합하는 Studio의 
몽타주(Montage®) 테마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품을 
보다 세련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Studio 소프트웨어에는 이미 전문가가 
제작한 다양한 컬렉션과 수많은 보너스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자신이 
제작한 자료는 물론 다른 사람이 제작한 소스 등,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지원됩니다. 

미디어 관리하기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관리하는 작업 자체가 
오히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Studio에서는 쉽게 미디어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앨범에서는 전체 미디어 컬렉션을 지능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이 기능은 원하는 
항목을 신속하게 찾고 미리보기까지 지원하며 그 
후에 해당 아이콘을 동영상 창으로 끌어서 작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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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의 편집 모드의 영구적인 기능인 앨범을 
공유하고 활용합니다. 

프로젝트 저장소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의 처리를 전담하는, 앨범의 특별한 
버전입니다. 동영상에 추가한 미디어 항목은 
자동으로 저장소에 추가되지만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바로 항목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장소를 이용하면 작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파일을 수집할 수 있고 편집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하게 유지하고 프로젝트가 로드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앨범에 해 설명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설명되는 부분의 개념과 작동 방식은 
105 페이지 첫부분에서 설명되는 저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앨범 미디어 액세스 하기 

영화 제작에 필요한 소스 자료들은 앨범의 다양한 
섹션에 저장되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자체 탭에 
의해 접근됩니다. 

비디오: 이 섹션은 촬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비디오 자료를 포함합니다. 지원되는 
비디오 파일 형식은 avi, mpg, mpeg, mod, mp2, 
mp4, m2ts, mt2, m2t, tod, m1v, m2v, mpv, 3gp, wmv, 
mov, skm 입니다. 캡처 파일에 직접 액세스해서 
미리 보거나, 캡처 파일을 앨범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앨범의 장면은 섬네일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사용자의 동영상에 있는 일부 장면을 
사용하려면 간단하게 장면 아이콘을 동영상 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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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서 이동시킵니다. 79 페이지의 ‘비디오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장면 전환: 이 앨범 섹션에는 정교한 
Hollywood FX 장면 전환을 포함하여 페이드, 
디졸브, 슬라이드 및 기타 장면 전환 유형이 
있습니다. 장면 전환을 이용하려면 동영상 창에서 
비디오 클립 및 그래픽의 옆 또는 그 사이에 장면 
전환을 위치시킵니다. 95페이지의 “장면 전환 
섹션” 을 참고하십시오. 

몽타주(Montage)® 테마: Studio에서 테마는 
관련되는 템플릿의 집합입니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장된 애니메이션 및 효과를 자신의 
비디오 및 정지 이미지와 결합하는 효과적인 
시퀀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97페이지의 
‘몽타주® 테마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타이틀: 이 섹션에서 오버레이 또는 전체 
화면 그래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타이틀이 제공됩니다. 처음부터 직접 타이틀을 
작성하거나, 제공된 타이틀을 이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udio에서는 롤, 크롤, 애니메이션 
적용 모션 및 다양한 글꼴 효과를 지원합니다. 
98페이지의 “자막 섹션” 을 참고하십시오. 

사진 및 프레임 캡처: 사진, 비트맵 및 캡처한 
비디오 프레임 섹션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전체 화면으로 이용하거나 기본 비디오의 
오버레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의 표준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bmp, dtl, gif, jpg, 
jpeg, pcx, png, psd, tga, tif, wmf. 100 페이지의 
“사진 및 프레임 캡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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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메뉴: Studio에는 DVD, VCD, S-VCD 
제작 작업에 사용되는 방 한 챕터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를 있는 그 로 
이용하거나, 메뉴를 수정하거나, 사용자 자신의 
메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의 “디스크 
메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운드 효과: Studio에는 뛰어난 품질의 
다양한 사운드 효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녹음했거나 다른 소스에서 
얻은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wav, mp3, mpa, m4a, wma, avi, ac3입니다. 
103페이지의 “음향 효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음악: 이 앨범 섹션은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찾고 
사용하는 곳입니다. 지원되는 형식은 사운드 효과 
형식과 동일합니다. 104 페이지의 “음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앨범 사용 

폴더의 드롭다운 목록이 모든 앨범 섹션에 
표시됩니다. 폴더들이 하드 드라이브의 실제 
디렉터리를 표현하는 사진 및 프레임 캡처 섹션과 
같은 일부 섹션에서는 추가 이동 제어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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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프레임 캡처 섹션에서 폴더 드롭다운 
목록. 이곳에서 현재 폴더에는 이미지 파일과 
하위 폴더가 포함되며 이 중 하나는 
‘즐겨찾기’ (별표)로 지정되었습니다. 
즐겨찾기 폴더는 목록에서 내 즐겨찾기 폴더를 
클릭해서 보다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폴더 내의 자원들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에 모든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스크롤바가 제공됩니다. Studio는 각 앨범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해당 폴더 내의 총 항목 수와 현재 볼 
수 있는 범위가 표시됩니다. 

 
스크롤바 위의 수치를 통해 현재 총 19개의 
아이콘 중에 18개가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든 유형의 앨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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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디오 섹션에 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으로 각 앨범 섹션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실제로 앨범의 내용을 이용해서 
편집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은 4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앨범 내용을 위한 소스 폴더 

부분의 앨범 섹션에는 다양한 일반적인 유형의 
미디어 파일들이 포함되지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비디오 섹션의 장면 모드 내의 장면 
아이콘은 특정 비디오 파일 내에서의 세그먼트를 
나타내며 장면 전환 및 테마 섹션 내의 아이콘은 
Studio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별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다섯 개 섹션과 비디오 섹션의 파일 
모드는 특정 디스크 폴더에 포함된 파일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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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섹션의 아이콘은 하드 드라이브에 선택된 
소스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나타냅니다. 앨범 
페이지 위의 드롭다운 목록을 통해 타이틀에서 
설치된 몇 가지 폴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아래의 폴더 단추를 통해 필요한 
경우 나열된 내용 이외에서 폴더 내 타이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메뉴 섹션 역시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각 섹션의 내용에 한 소스 폴더는 작은 폴더 단추 
 옆의 앨범 왼쪽 위에 나열됩니다. 현재 섹션의 

소스를 변경하려면 드롭 다운 목록에서 폴더를 
선택하거나 단추를 클릭해서 시스템의 다른 
폴더에서 다른 파일을 찾아보기해서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은 새로 표시되는 앨범 영역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일부 앨범 섹션에서는 상위 폴더 단추 를 
제공해서 동일한 유형의 미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들 내부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앨범 내 파일 기반 미디어는 해당 파일을 포함하는 
폴더를 Windows 탐색기로 여는 컨텍스트 메뉴 명령, 
포함 폴더 열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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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섹션 

이곳은 캡처한 원래 자료와 다른 비디오 소스 
자료가 포함되는 비디오 섹션에서 실제로 
편집 과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보통의 제작 
과정에서 첫번째 단계는 앨범에서 선택한 장면을 
영화 창으로 끌어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제 5장: 
비디오 클립 참고) 

앨범에서 장면들은 비디오에 나타나는 순서 로 
표시됩니다. 이 순서는 관련 파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지만, 원하는 
순서 로 동영상에 해당 장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앨범 장면을 트리밍(편집)할 
수는 없지만, 장면이 동영상의 클립으로 나타날 때 
장면의 원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모드 및 장면 모드 

두 단계를 통해서 동영상 내에서 특정 비디오 
장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장 장치 –  
일반적으로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원하는 장면이 
포함된 비디오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파일들이 포함하고 있는 장면들 중에서 
원하는 장면을 선택합니다. 

앨범의 비디오 섹션에서 비디오 파일을 찾아보기 
하려면 파일 라디오 단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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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의 비디오 섹션에서 파일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컴퓨터에서 폴더와 비디오 파일을 
찾아보기 합니다. 비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장면 라디오 단추를 선택해서 장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보기 옵션 

파일 및 장면 모드는 앨범 아이템 각각에 해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기 옵션을 
지원합니다. 

Studio는 이 보기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보기 메뉴의 명령을 이용. 
• 앨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 보기 단추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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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모드에서 비디오 섹션은 다양한 범위에서 
세 가지 보기를 지원합니다:  아이콘 보기, 

 세부 보기,  섬네일 보기. 

 
장면 모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보기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네일 보기  설명 
보기. 

인터페이스 기능 

비디오 섹션은 몇몇 특별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 동영상 창에 추가된 장면은 장면 아이콘 오른쪽 
위의 선택 기호를 통해 앨범에서 구분 
가능합니다. 이 선택 표시는 동영상 창 내의 
클립이 해당 장면으로 시작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아이콘의 동일한 모서리에 컬러 
배경 사각형이 표시되면 사용자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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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에 별도로 추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표시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 특정 앨범 장면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앨범  
프로젝트에서 장면 찾기 메뉴 명령을 
이용하십시오. Studio는 선택한 장면에 기초하여 
영화 창에서 클립을 강조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앨범에서 장면 찾기 명령을 
이용하십시오. 이 명령은 영화 창 클립에 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 
있습니다. 

 
앨범이나 프로젝트 저장소에서 아이콘의 오른쪽 
위에 있는 기호를 통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음 (기호 없음);  
프로젝트에서 사용됨;  저장소에 추가됨;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저장소에도 추가됨. 

장면들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메뉴 명령들은 메인 
앨범 메뉴와 선택한 장면에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앨범  장면 결합과 같은 
메뉴 명령을 호출할 때 일반적으로 팝업 
‘컨텍스트’ 메뉴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명령들을프로젝트 저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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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요약 

앨범의 비디오 섹션은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됩니다. 

• 비디오 파일 열기 
• 비디오 보기 
• 장면 및 파일 선택 
• 장면 및 파일 정보 표시 
• 설명 보기 
• 장면 결합 및 분할 
• 장면 다시 감지 

비디오 파일 열기 

비디오 파일 저장을 위한 기본 위치는 Windows 
공용 비디오 폴더와 사용자 계정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폴더로 지정됩니다.파일 모드에서 비디오 
섹션을 볼 때 이 두 위치는 모두 앨범의 맨 위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하드 드라이브 폴더를 선택하여 저장한 
비디오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tudio는 
파일 모드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일이 위치한 
폴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파일 모드나 
장면 모드에서 파일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해서 
바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폴더와 
이전 폴더 모두 나열되며, 이 두 폴더가 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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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다른 경우 한 번에 네 가지 서로 다른 폴더를 
목록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의 최종 항목은 ‘내 즐겨찾기 
폴더’입니다. 몇 개의 서로 다른 비디오 폴더로 
작업할 경우 Studio의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폴더를 
즐겨찾기로 지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뉴 
즐겨찾기 폴더로 지정을 이용합니다. 즐겨찾기 
폴더는 앨범에서 별표로 표시됩니다. 즐겨찾기로 
돌아가려면 ‘내 즐겨찾기 폴더’를 선택한 후에 
원하는 특정 폴더를 선택합니다. 

 
‘내 즐겨찾기 폴더’ 선택하기. 오른쪽에 있는 
폴더가 즐겨찾기로 지정되어 별표가 나타납니다. 

앨범에 있는 비디오 장면 작업 시 모드와 보기에 
한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섹션’(79 페이지)을 
참고해 주십시오. 

폴더 열기 

폴더 내용이 파일 모드에서 표시됩니다. 현재 폴더 
내에서 하위 폴더와 디지털 비디오 파일 모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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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를 여는 세 가지 방법: 

• 비디오 섹션이 파일 모드에 있을 경우 드롭 다운 
목록에서 폴더 이름을 선택하거나 나열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 파일 또는 장면 모드에서 상위 폴더 단추 를 
클릭합니다. 

• 파일 찾아보기 단추 를 클릭하고 열기 
화상자를 이용해서 파일 또는 장면 모드에서 
디지털 비디오 파일을 찾습니다. Studio가 비디오 
파일을 열면 파일 모드로 전환해서 상위 폴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파일 열기 

비디오 파일을 열면 파일 내에서 장면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디지털 비디오 파일을 여는 세 가지 방법: 

• 비디오 섹션이 장면 모드 일 때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 파일 모드에서 제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 파일 찾아보기 단추 를 클릭하고 열기 화 
상자를 이용하여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디지털 비디오 파일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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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감지 및 조각 그림 

비디오 파일을 열면 파일에서 발견된 장면들이 
앨범에 표시됩니다. 각 장면은 장면의 첫번째 
프레임을 아이콘으로 나타낸 조각 그림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장면을 표시하는 용도로 첫번째 
프레임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프레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앨범에서 조각 그림을 변경하려면: 

1. 변경할 장면을 선택합니다. 
2.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조각 그림에 사용하고 
싶은 프레임을 찾습니다. 

3. 앨범  조각 그림 설정 메뉴 명령을 클릭합니다. 

비디오 화면 비율 

부분의 디지털 비디오 파일은 Studio에서 4:3 
또는 16:9의 프레임 가로 세로 비율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일이 가로 세로 비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Studio는 표준 4:3 형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앨범 메뉴에 있는 가로 세로 비율 4:3 및 가로 세로 
비율 16:9 명령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필요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은 앨범의 
비디오에 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나타나는 메뉴에도 나타납니다. 이 방법은 원본 
프레임을 새 프레임 크기로 늘리는 것입니다. 
비율을 4:3 영화 비율 또는 16:9로 설정하면, 사람과 
물체의 경우 세로에 비해 가로가 넓게 보입니다. 

이것은 장면을 가로세로 “역” 비율로 영화 
프로젝트에 추가할 때 일어나는 프레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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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장면이 상 프레임 내에서 가로, 세로 모두 
동일하게 확장되고 프레임 이외의 영역은 검게 
나타납니다. 

Studio가 파일을 처음으로 열거나 장면을 색인 
처리한 후에 화면 비율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메뉴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 

 
(좌) 원본 4:3 프레임; (중) 동일한 프레임을 16:9 
프로젝트에 추가하면서 검은색 측면 막 도 함께 
표시; (우) 동일한 프레임을 가로 세로 화면 비율 
16:9 명령으로 적용한 이후. 또한 ‘전체 그림 
표시’ 및 ‘프레임 크기로 그림 확 /축소’ 
컨텍스트 메뉴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 비율 
불일치도 동영상 창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주: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후에 변경될 수 없는 영화 
프로젝트의 프레임 형식은프로젝트 환경설정 옵션 
패널에서 새 프로젝트에 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보기 

열린 비디오 파일에 있는 개별 또는 여러 장면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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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장면에서부터 비디오를 보려면: 

1. 앨범내의 장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플레이어는 선택한 장면의 첫번째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2. 플레이어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선택한 장면과 그 이후의 
장면들을 재생합니다. 진행 과정은 세가지 
방법으로 표시됩니다. 
• 장면들이 재생되면서 연속적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플레이어 슬라이더는 전체 영화에 한 
상 적인 현재 위치를 보여 줍니다. 

• 장면 조각 그림이 미리 보기 동안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캡처한 비디오를 계속 보면 진행 
표시줄이 한 조각 그림에서 다음 조각 
그림으로 이동합니다. 

 

디지털 비디오 파일 미리 보기 

비디오 파일이파일 모드에서 선택되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장면 모드에서 실제로 열지 
않고서 비디오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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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및 파일 선택 

Studio는 앨범의 비디오 장면 섹션에서 장면과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선택한 비디오 장면은 테두리가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폴더와 비디오 파일은 
텍스트가 강조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선택한 장면은 테두리가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선택 방법은 표준 Windows 규칙을 따릅니다. 다음 
방법을 각각 또는 함께 사용하십시오. 

• 다른 페이지에 포함된 것까지 현재 앨범에 
표시되는 모든 장면 (또는 파일 및 폴더) 을 
선택하려면 편집  모두 선택 메뉴 명령을 
선택하거나 Ctrl+A를 누릅니다. 

• 인접 항목의 범위를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 선택에서 개별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Ctrl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 앨범 페이지의 빈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고, 
클릭하고 끌어 영역을 “선택” 하여 영역에 
속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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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앨범 그리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Shift키와 함께 화살표키를 이용하면 
항목을 이동하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폴더와 비디오 파일은 텍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그림에서 즐겨찾기로 지정되었음을 
의미하는 별표가 ‘2008’ 폴더에 
표시되었습니다. 

장면 및 파일 정보 표시 

비디오 장면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장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면 시작 시간과 
길이가 팝업 상자에 표시됩니다. 만일 
화면에서 손 모양 포인터를 치우면 

디스플레이가 몇 초간 계속 유지됩니다. 표시된 
시작 시간은 분, 초, 프레임으로 표시되는 원래 소스 
비디오의 타임코드입니다. 

비디오 섹션이 폴더 
보기 모드에 있을 때 
비디오 파일에 관한 
정보는 앨범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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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파일 이름, 해상도, 
가로 세로 비율, 지속기간 및 프레임 속도가 
표시됩니다. 아이콘 보기가 적용되는 간단한 
목록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설명 보기 

섬네일 보기라고 하는 비디오 섹션 장면 모드의 
기본 보기에서 각 장면은 섬네일 프레임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각 장면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80에 설명된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서 설명 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기에서 앨범 장면에 한 편집 가능한 
캡션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캡션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즉, 캡션은 검색 
키워드이거나, 장면 이름이거나, 장면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캡션이 장면의 시퀀스 번호와 지속 시간 (예.“장면 
3, 7:21”) 으로 표시됩니다. 

 
비디오 장면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이름이나 설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텍스트 필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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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장면 선택 

관련 옵션을 이용하여 설명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여 
비디오 장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 상자를 
열려면 앨범  이름으로 선택을 이용하십시오. 

 
텍스트 필드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서 
키워드를 포함하는 캡션이 적용된 모든 앨범 
장면들을 강조 표시합니다. 기본 캡션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자가 지정한 부분만 
검색됩니다. 

 

장면 결합 및 분할 

장면을 미리 보고 나서 큰 장면이나 작은 장면으로 
만들기 위해 장면들을 결합하거나 분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쉽게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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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에서 장면을 결합하려면: 

1. 결합할 장면을 선택합니다. 
2. 앨범  장면 결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장면들이 하나로 결합될 것입니다. 
선택된 근처의 장면들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면들은 선택된 순서에 상관없이 앨범에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결합될 것입니다. (앨범 
순서는 행을 따라 이동한 후에 페이지 
아래쪽으로 진행합니다.) 취소하려면 Ctrl+Z를 
누르거나 작업 취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만일 선택된 장면들이 모두 연속적이지 않다면 
각각 주변 장면들의 집합이 결합되지만 서로 
다른 집합들은 서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선택한 장면 (검정색) 이 두 개의 긴 
장면으로 병합됩니다. 연속적이지 않은 장면 
4는 선택 부분에 속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앨범에서 장면들을 분할하려면: 

1. 분할할 장면들을 선택합니다. 
2. 앨범  장면 분할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장면 분할 화 상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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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된 장면의 길이를 직접 입력합니다. 
허용된 최소 분할은 1초입니다. 분할 이후에 
남아 있는 모든 비디오는 마지막 장면에 
추가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진행 막 가 나타나서 장면이 분할되고 새로운 
장면들이 앨범에 추가됩니다. 취소하려면 
Ctrl+Z를 누르거나 작업 취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지속 시간이 최소 1초가 될 때까지 
이 장면들을 계속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선택한 장면은 5초 길이로 분할됩니다. 
세로 줄은 각 장면 내 5초 분할 지점을 
나타냅니다. 분할 후 남은 시간은 최종 분할된 
장면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면 2가 분할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일정하지 않은 클립 타이밍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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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다시 감지 

장면들을 결합하거나 분할한 후에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하려면 임의의 장면이나 선택한 장면들을 
다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면 감지 방법이 
적용되었다면 이 감지 작업의 결과는 원래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면을 분할했다면 먼저 다시 결합시켜야 
합니다. 초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없어서 
원래 보다 더 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지 과정 
동안에 원래의 장면 시퀀스가 정확하게 복구될 
것입니다. 

장면을 다시 감지하기 위해서는: 

1. 장면을 다시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분할된 장면을 선택한 후에 앨범  장면 결합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2. 다시 감지할 장면을 선택하십시오. 
3. 앨범 메뉴에서 비디오 내용으로 장면 감지 또는 
촬영 시간 및 날짜로 장면 감지를 선택합니다. 
Studio가 장면을 감지하고 앨범에 그 장면들을 
채우면서 진행 상태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장면 전환 섹션 

앨범의 장면 전환 섹션은 다양한 드래그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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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 클립 장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장면 전환 기능은 몇몇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드롭 다운 목록을 이용해서 보고 싶은 
장면 전환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전환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영화에서의 적용 
방법은 제 9 장: 장면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Studio의 장면 전환 
컬렉션에는 74 개의 
표준 장면 전환, 100 개 이상의 알파 매직 장면 전환, 
무제한 Hollywood FX 3-D 장면 전환 시작 세트가 
포함됩니다. 

추가 장면 전환 얻기 

Avid 웹사이트에서는 Studio와 함께 설치된 테마 
뿐만 아니라 추가 Hollywood FX 장면 전환 효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Studio용 고급 내용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장면 전환 이름 표시 

마우스 포인터를 앨범의 전환 아이콘으로 
이동시키면 커서가 손 모양 (전환을 
앨범에서 영화 창으로 끌어서 이동 
가능함을 의미) 으로 변합니다. 잠시 
아이콘 위에서 정지하면 전환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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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됩니다. 화면이 몇 초 동안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치우기 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전환 효과 미리 보기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플레이어가 원본 클립을 
의미하는 “A” 와 새로운 클립을 의미하는 “B” 
로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미리 보기 효과는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는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장면 전환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를 
정지하고 조그 버튼 (프레임 뒤로 및 프레임 
앞으로) 을 이용해서 한번에 한 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몽타주® 테마 섹션 

몽타주® 테마에 따른 편집 기능은 Studio에서 
제공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기능입니다. 각 

테마는 응되는 템플릿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드롭 다운 목록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보려고 하는 
테마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각 테마에서 이용 가능한 템플릿은 자체적인 
비디오, 사진, 캡션,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슬롯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에서 테마 클립을 생성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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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동영상 창으로 끌어서 
이동) 테마 편집기가 열려서 
사용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언제라도 나중에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은 내장 
애니메이션 및 효과를 자신의 
자료와 결합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시퀀스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영상에서 테마를 사용하는 작업에 한 정보는 
제 6장: 몽타주® 테마와 테마 편집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테마 얻기 

Avid 웹사이트에서는 Studio와 함께 설치된 테마 
뿐만 아니라 추가 테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Studio용 프리미엄 컨텐트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자막 섹션 

앨범의 이 섹션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텍스트 
미 그래픽 타이틀 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용자의 동영상에서 전체 화면 또는 
오버레이 타이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타이틀에서는 투병한 배경이 다른 내용(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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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클립)으로 교체되는 것에 비해 전체 화면 
타이틀에서는 배경에서 모든 투명한 영역이 
검은색으로 교체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Studio에서는 타이틀 형식 두 개를 지원합니다. 두 
가지 모두 그래픽 도형과 이미지와 함께 장식 
텍스트를 결합하지만 각각은 특수 속성과 자체적인 
편집 도구를 포함합니다. 

• 클래식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정적이지만 텍스트 
‘크롤’ 및 ‘롤’ 형식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는 가변 문자/선 간격 조정 등과 같은 고급 
텍스트 형식 지정을 지원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를 이용해서 디스크 메뉴의 
시각적인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모션 타이틀은 제공하는 특수 텍스트 기능 
개수가 적으며 디스크 메뉴 편집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타이틀들은 동적인 시각적 구성을 위해 개별 
요소 –  텍스트나 그래픽 - 에 적용 가능한 수많은 
사용자 지정 가능한 애니메이션 루틴들을 
지원합니다. 모션 타이틀 섬네일 버전은 
프로젝트 내에서 특수 기호로 구분됩니다. 

앨범에서는 오버레이에 투명으로 
적용되는 자막의 일부를 나타내기 위해 
회색 체크무늬가 사용됩니다. (검은색 

배경을 선호할 경우, 앨범  검은색 배경 메뉴 
명령을 이용하십시오.) 비디오 장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프로젝트에 추가된 자막은 
앨범에서 선택 표시 기호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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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에 내장된 강력한 타이틀 편집기를 이용하면 
쉽게 자신만의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타이틀 중 하나로 작업을 시작해서 타이틀 
편집기로 사용자 지정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타이틀 폴더: 타이틀 섹션 내의 아이콘은 이 섹션의 
왼쪽 위에 있는 폴더의 파일들을 나타냅니다. 각 
폴더는 클래식 타이틀이나 모션 타이틀을 
포함합니다. 두 개의 특수 폴더, ‘내 모션 
타이틀’과 ‘내 클래식 타이틀’은 직접 생성 
또는 수정한 타이틀을 저장하는 기본 위치입니다. 
또한 이 섹션의 소스로 다른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7페이지의 “앨범 내용을 위한 소스 
폴더” 참고). 

동영상에서 타이틀을 사용하는 작업에 한 내용은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와 제 13장: 모션 
타이틀 기능을 참고하십시오. 

정지 이미지 섹션 

앨범의 이 섹션은 캡처한 비디오 프레임, 사진, 
비트맵 그립을 포함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의 

섬네일을 포함합니다. 부분의 표준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비디오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동영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는 선택 
기호로 표시됩니다. 

정지 이미지 폴더: 정지 이미지 섹션의 아이콘은 이 
섹션의 왼쪽 위에 있는 폴더의 파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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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냅니다. 이미지를 이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이 
섹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캡처한 
비디오 프레임을 프레임 캡처 기능 도구를 
사용해서 폴더에 저장하거나,가져오기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사진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서 얻은 디지털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의 소스로 다른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7페이지의 “앨범 내용을 
위한 소스 폴더” 참고). 

영화에서 정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작업에 한 
정보는 제 10장: 정지 이미지를 참고하십시오. 

디스크 메뉴 섹션 

앨범의 이 섹션은 VCD, S-VCD, DVD 제작 
기능에 한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한 메뉴 

모음을 포함합니다. Studio의 메뉴들은 사실 
전문화된 ‘클래식’ 타이틀입니다. 즉, 메뉴들 
역시 타이틀 편집기로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으며 
편집기에서 디스크로 저장하거나 영화에 직접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장면 및 기타 시각적인 자원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스크 메뉴는 선택 
기호로 앨범에서 구분됩니다. 

영화에서 디스크 메뉴를 사용하는 작업에 한 
정보는 제 11장: 디스크 메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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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메뉴 폴더: 디스크 메뉴 섹션의 아이콘은 이 
섹션의 왼쪽 위에 있는 폴더의 파일들을 
나타냅니다. 메뉴를 이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이 
섹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의 
소스로 다른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7페이지의 “앨범 내용을 위한 소스 폴더” 참고). 

모션 배경 기호: Studio와 함께 제공된 메뉴 중 
일부는 정적 그림이 아닌 이동하는 비디오의 
배경을 통합하는데, 사용자는 이 같은 메뉴를 직접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모션 배경” 은 완성된 
디스크를 전문가 수준의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공 여부: 모션 배경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동영상 비디오 배경 제작 또는 편집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301 페이지의 ‘모션 배경 
추가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모션 배경이 있는 메뉴는 앨범 아이콘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작은 기호  로 나타납니다. 

추가 디스크 메뉴 얻기 

Avid 웹사이트에서는 Studio와 함께 설치된 테마 
뿐만 아니라 추가 디스크 메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Studio용 프리미엄 컨텐트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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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효과 섹션 

Studio에는 바로 사용 가능한 광범위한 음향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wav 파일은 

'동물', '종소리', '만화' 등의 범주를 통해 다양한 
폴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향 효과 폴더: 앨범의 이 섹션은 이 섹션의 왼쪽 
위에 있는 폴더에 저장된 사운드 파일들을 
나타냅니다. 사용자는 다른 폴더를 이 섹션의 
소스로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폴더 –  Studio에 의해 
설치된 폴더일 필요는 없음 –  내의 사운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77페이지의 “앨범 내용을 
위한 소스 폴더” 참고). 

앨범의 이 섹션에는 wav(Windows '웨이브') 파일 
뿐만 아니라 mp3 형식 및 avi 애니메이션 파일, 
기타 유형까지 표시되며 사용자의 작품에 보조적인 
오디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든 사운드 클립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사운드를 사용하는 작업에 한 정보는 
제 14장: 음향 효과 및 음악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사운드 효과 얻기 

Avid 웹사이트에서는 Studio와 함께 설치된 테마 
뿐만 아니라 추가 사운드 효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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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용 고급 내용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음악 섹션 

앨범의 이 섹션에는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음악 파일이 표시됩니다. 

파일을 사용하려면, 파일을 영화 창 타임라인에 
있는 음악 트랙이나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끌어옵니다. 

음악 폴더: wav, mp3 및 기타 오디오 파일은 이 
섹션 왼쪽 위에서 해당 이름이 설정된 폴더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폴더에 다른 음악 파일을 
저장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의 
소스로 다른 폴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77페이지의 “앨범 내용을 위한 소스 
폴더” 참고). 

영화에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작업에 한 
정보는 제 14장: 음향 효과 및 음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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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저장소 

프로젝트 저장소로 작업을 시작하면 이 
기능이앨범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서 각 컬렉션의 범위와 
소스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앨범이 사용 
가능한 자원에 한 중앙 집중적인 라이브러리인 
반면에 프로젝트 저장소는 현재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이후의 포함을 위해서 특별히 
표시해 둔 항목들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저장소에서는 앨범의 소스 폴더 체계나 파일 이동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파일 시스템에서 바로 프로젝트 
저장소로 끌어서 이동시킴으로써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왼쪽의 폴더 단추가 프로젝트 

저장소를 엽니다. 

각 프로젝트에 해 빈 프로젝트 저장소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그 내용이 그 후에 프로젝트와 
함께 로드 및 저장됩니다. 프로젝트 저장소를 열고 
내용을 검사하려면 동영상 창 제목 표시줄의 왼쪽 
끝에서 폴더 단추를 클릭하거나 도구 상자  
프로젝트 저장소 표시 메뉴를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저장소가 열리면 일반적으로 앨범에 
할당된 패널처럼 표시됩니다. 왼쪽 옆의 단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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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는 패널을 저장소로 표시하는 폴더 아이콘이 
포함되며 위쪽의 탭들을 통해 네 개의 그룹으로 
프로젝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앨범의 해당 섹션에서처럼 이 탭은 모든 
유형의 비디오 파일을 포함하며 파일과 장면 
보기 모두에서 자료를 미리보기,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진: 앨범 섹션에서처럼 이 탭은 디지털 사진 및 
프레임 캡처를 포함한 비트맵 이미지 파일과 
관련됩니다. 

• 오디오: 모든 유형의 음악 및 사운드 파일을 
이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저장소의 비디오 섹션은 앨범의 
동일한 섹션과 거의 동일하지만 폴더 이동 제어 
기능이 없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왼쪽 위 
선택 상자, ‘타임라인 미디어/컨텐트 표시’는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용 중인 항목들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이 탭은 다양한 기타 자원들을 위한 
곳입니다. 클래식 타이틀, 모션 타이틀, 디스크 
메뉴, Montage® 테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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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에 추가하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컨텐트 항목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때마다 이후의 사용을 위해 항목들이 
저장소에 함께 추가됩니다. 또한 항목들을 
저장소에만 추가해서, 프로젝트에 나중에 포함하기 
위해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편집 작업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하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저장소를 통해 이 
작업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새 항목을 추가할 때 적절한 저장소 섹션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며 다음 번에 저장소가 열렸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저장소 내의 항목은 관련된 미디어 파일의 새 
복사본이 아니며 단순히 기존 파일에 한 참조 
정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저장 공간을 낭비할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많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항목과 관련된 실제 파일이 원래 위치에서 
삭제되거나 이동될 경우 더 이상 저장소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장소에 하나 이상 선택한 항목을 추가하려면 
다음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하십시오: 

• 해당 항목을 앨범에서 저장소 단추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표준적인 드래그 앤 드롭(끌어서 
이동) 마우스 포인터로 변경되어 작업을 
확인합니다. 

 
• Windows 탐색기에서 미디어 항목과 유사한 응용 
프로그램을 끌어서 저장소 단추로 옮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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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가 열려 있는 경우 저장소로 이동시킵니다. 
Studio에서 지원하는 모든 미디어 유형이 
허용되며 적절하게 분류될 것입니다. 

• 앨범 항목에서 컨텍스트 메뉴 명령 저장소에 
추가 또는 저장소에 고정을 선택합니다. 
‘고정’ 기능은 이미 동영상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용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저장소에 
‘고정’된 항목은 프로젝트에서 삭제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이 저장소에 있을 때 앨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창으로 해당 아이콘을 끌어서 
이동시키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선택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앨범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호나 저장소 
아이콘에서는 해당 항목이 프로젝트에서 현재 사용 
중인지의 여부와 저장소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1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저장소에서 제거하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 동영상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장소에 자동으로 추가된 항목과 
별도로 추가한 항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된 항목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항목들입니다. 

자동으로 추가된 항목을 제거하려면, 프로젝트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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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제거하려면, 
앨범이나 저장소에서 항목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프로젝트 저장소에서 제거 명령을 클릭합니다. 

고정된 항목을 제거하려면, 앨범이나 저장소의 
해당 항목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프로젝트 
저장소에서 고정 해제 명령을 클릭하고 
프로젝트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해 주십시오. 





제 4 장: 영화 창 111 

제 4 장: 

영화 창 
 

앨범에 있는 원시 자료에서 영화를 구성하는 영화 
창은 Studio 편집 모드의 화면 하위 절반을 
차지합니다. 영화 창에 접근하려면 아직 편집 
모드에 있지 않은 경우 먼저 편집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영화 창의 제목 표시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컨트롤과 화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 
표시줄의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버튼은 
124페이지에서 설명되는 비디오 도구 상자와 
오디오 도구 상자를 엽니다. 

도구 상자 단추 옆에는 폴더 아이콘으로 
표시되는프로젝트 저장소단추가 위치합니다. 이 
단추는 앨범과 Windows 탐색기에서 끌어서 이동할 
수 있는 상 위치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5 페이지의 ‘프로젝트 저장소’를 
참고하십시오. 

저장소 단추 오른쪽에는 프로젝트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 텍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상태 및 경고 메시지도 이 영역에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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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마커와 관련된 다음 제어 기능은 프로젝트 
내의 클립에 첨부된 북마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그룹 내 마커 추가 단추만 
보입니다. 첫번째 마커를 추가하면 더 많은 제어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마커 추가 단추(위쪽)는 타임라인 슬라이더 
위치에서 새 클립 마커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에 마커를 추가한 후에 이름 지정 및 
선택을 위한 제어 기능들이 보입니다(아래 쪽). 
자세한 정보는 121 페이지의 ‘클립 마커’를 
참고하십시오. 

더 오른쪽에는 오디오 스크러빙 및 클립 삭제 
단추가 있고 세 개의 보기 선택 단추(116 페이지의 
‘동영상 창 보기’ 참고)와 볼륨 및 밸런스 도구의 
출력 레벨 미터 (377 페이지 참고)의 간단한 버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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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스크러빙 버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오디오는 재생 
중에만 미리 보기가 됩니다. Studio의 오디오 

스크러빙 기능은 확성기 단추로 작동/해제되며, 
동영상을 스크러빙하고 있을 때에도 오디오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오디오 스크러빙은 사운드 큐에 좌우되는 편집 
결정을 할 때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클립/장면 분할 버튼 —  면도칼 

이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동영상 창에서 
선택한 클립이나 앨범에서 현재 선택한 

장면을 분할합니다. 

이때 어떠한 정보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항목이 
앨범 장면인 경우 항목은 표시된 지점에서 두 개의 
짧은 장면으로 분할됩니다. 항목이 영화 창의 
클립인 경우 항목은 복제되고 자동으로 분할 
지점으로 트리밍됩니다. 

면도칼 버튼은 편집 내용 삽입, 오디오가 비디오와 
맞지 않는 경우의 편집과 같이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영화 창의 타임라인 보기의 
추적 잠금 버튼과 연관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3페이지의 “고급 타임라인 편집”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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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분할: 원본 클립에서 편집선의 위치가 분할 
지점을 결정합니다. 면도칼 도구를 적용할 때 
Studio는 클립을 복제하고 첫번째 사본의 분할 
지점 이후로 트리밍하여 두번째 자본의 분할 
지점까지 트리밍합니다. 

클립 삭제 버튼—  휴지통 

이 단추는 동영상 창 보기에서 현재 선택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프로젝트의 메인 비디오 트랙 비디오 클립이 
임의의 보기에서 삭제되면 동영상 상에 삭제 
작업으로 생긴 공백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며 다른 
트랙에 있는 클립들이 필요에 따라 제거되거나 
줄어 들어서 모두 동기화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른 트랙에서 클립을 삭제하면 기본 작업으로 
클립 사이의 공간이 자동적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클립의 타이밍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삭제 단추를 클릭한 상태에서 Ctrl 키나 Delete 키를 
누르면 현재 트랙에 한 기본 동작의 반  동작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메인 비디오 트랙에서 
Ctrl+Delete를 누르면 클립이 제거되었을 때 빈 
공간이 유지되며 다른 트랙에서는 트랙 상의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트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4 장: 영화 창 115 

또한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에 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메뉴를 통해 삭제 
작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클립에 한 오른쪽 단추 메뉴 상의 
삭제 옵션은 기타 트랙(오른쪽)에 한 것과 같이 
메인 비디오 트랙(왼쪽)의 클립에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메뉴들은 컨텍스트에 따른 키보드 
단축키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배치: 편집선, 슬라이더 

영화 창에서 클립으로 작업을 할 경우 현재 위치는 
플레이어에서 표시되는 프레임입니다. 
이것은타임라인 보기에서 편집선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위치는 타임라인 슬라이더(편집선이 추가되는 
곳)나 재생기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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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속성 도구가 열려 있을 때 트리밍 동안 클립 
내 현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세번째 
슬라이더인 트리밍 슬라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창 보기 

영화 창은 프로젝트의 세 가지 보기, 타임라인, 
스토리보드 및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영화 창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보기 선택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사용할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스토리보드 보기 

스토리보드 보기는 비디오 장면과 
전환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신속하게 구성하기 위해 섬네일 아이콘을 
이용합니다.프로젝트 기본 설정 옵션 패널의 
스토리보드 섬네일 크게 보기 선택상자로 큰 
섬네일과 작은 섬네일 중에 골라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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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보기 

타임라인 보기는 시간 단위와 
관련해서 클립의 위치 및 길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보기는 다양한 종류의 클립을 
위치시킬 수 있는 5개 트랙을 표시합니다. 

• 비디오, 전체 화면 디스크 메뉴, 타이틀 및 
그래픽 포함: 비디오 트랙에는 제작물의 
기본 시각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 5 장: 비디오 
클립, 제 11장: 디스크 메뉴 및 제 10장: 정지 
이미지를 참고하십시오. 

• 원본(또는 ‘동기화’) 오디오: 원본 
오디오 트랙에는 카메라의 비디오와 함께 
캡처한 오디오가 들어 있습니다. 삽입 편집 및 
분할 편집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 이 트랙의 오디오 클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입 편집” 
(155페이지) 및 “분할 편집” (157페이지) 을 
참고하십시오. 

• 오버레이 비디오와 오디오: 픽처 인 픽처 
및 크로마키 도구를 통해서 오버레이 
트랙에 위치시킨 비디오와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전문적인 느낌의 비디오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오버레이 
비디오에 한 원본 오디오는 연결된 오디오 
트랙에 저장됩니다. 오버레이 트랙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 8장: 2 트랙 편집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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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및 그래픽 오버레이: 타이틀 
트랙에 위치한 이미지는 투명한 배경을 
바탕으로 메인 비디오에 오버레이로서 
랜더링됩니다. 제 10 장: 정지 이미지와 제 11 장: 
디스크 메뉴를 참고하십시오. 

• 음향 효과와 음성 해설: 이 트랙의 오디오 
클립은 원본 오디오 트랙 및 배경 음악 
트랙과 함께 혼합되어 동영상의 최종 
사운드트랙을 작성합니다. 제 14 장: 음향 효과 및 
음악을 참조하십시오. 

• 배경 음악: ScoreFitter 도구(362페이지)를 
이용하여 동영상의 배경 음악을 원하는 
길이로 생성하거나 CD 오디오 
도구(361페이지)를 이용하여 동영상의 배경 
음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트랙은 
mp3 및 기타 음악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355페이지 참고). 

• 디스크 메뉴, 챕터 표시 및 메뉴로 복귀 
링크: 이것은 동영상이 디스크 메뉴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마다 비디오 트랙 위에 
나타나는 추가 트랙입니다. 제 11 장: 디스크 
메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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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편집 작업은 타임라인 보기에서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기 모드는 전반적이거나 
자세한 편집 기능 또는 고급 편집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트랙 잠금 

비디오 트랙은 일반적으로 트리밍 또는 삭제 위한 
다른 모든 트랙에 우선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정의합니다. 

• 비디오 클립을 트리밍할 때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실행 중인 클립 또한 트리밍됩니다. 

• 비디오 클립을 삭제할 때 이 클립이 사용한 시간 
세그먼트 또한 병렬 클립에서 제거됩니다. 

• 삭제한 비디오 클립의 범위 내에 완전히 차는 
클립 또한 삭제됩니다. 

이러한 정렬은 편집과 재생 작업을 제외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다른 트랙에 독립적으로 
특정 트랙을 “잠글” 수 있는 기능으로 체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창의 오늘쪽 
가장자리를 따라 자물쇠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트랙에 
한 잠금 설정이 전환됩니다. 
트랙 잠금 기능은 Studio 에 
삽입 편집 및 분할 편집 
성능을 제공합니다 (제 5 장: 
비디오 클립 참고). 



120 Pinnacle Studio  

트랙 음소거 및 숨기기 

동영상 창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음소거 
단추를 사용해서 오디오 트랙들을 
개별적으로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추들은볼륨 및 밸런스 도구에 
있는 음소거 단추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7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트랙의 해당 작업은 숨기기 
단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숨기기 
단추는 프로젝트에서 트랙의 
비디오를 일시적으로 생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오버레이 비디오를 편집하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데 유용합니다. 

위치 설정 피드백 

Studio는 영화 창의 타임라인 보기에 클립을 
위치시킬 경우 사용자의 작업에 한 여러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상태선: 영화 창 제목 표시줄의 왼쪽에 있는 상태 
표시줄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클립을 위치시키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위치 설정 표시: 클립을 타임라인의 위치로 끌 때 
Studio는 클립의 현재 위치가 올바른지 여부를 
알려주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과 세로 위치 설정 선의 색상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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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운드를 비디오 트랙으로 끌려고 하면 
위치 설정 안내선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마우스 포인터가 “복사”에서 “사용 
불가능”으로 바뀌고, 상태 표시줄에는 “비디오 
트랙의 장면, 자막, 사진 및 전환만”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복사” 포인터  가 있는 초록색 위치 설정 선은 
작업이 유효함을 의미하고, “사용 불가능” 
포인터 가 있는 빨간색 위치 설정 선은 작업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클립 마커 

Studio의 직관적인 클립 마커 시스템은 특히 길이가 
길거나 복잡한 프로젝트 내에서 이동을 단순화해 
드립니다. 

또한 마커를 이용해서 파일이나 웹에 
동영상의일부를 출력하기 위한시작 및 종료 지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8 페이지의 
‘마커 사이에서 만들기’를 참고하십시오. 

클립 마커와 관련된 제어 기능이 동영상 창 제목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그룹 내 
마커 추가 단추만 보입니다. 나머지 제어 기능은 
첫번째 마커가 추가된 후에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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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프로젝트에서 그룹 내 마커 추가 단추만 
보입니다.  이 단추를 클릭(또는 ‘M’ 키를 
누르면)하면 타임라인 슬라이더의 위치에서 
마커가 생성됩니다. 

 
마커가 추가되면 마커 추가 단추가 마커 삭제 
단추로 변경되며 나머지 제어 기능이 
표시됩니다 . 슬라이더 위치에서 마커 탭 
‘01’이 표시됩니다 . 

 
마커가 더 추가되면 이전 마커와 다음 마커 
단추들이 필요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 Studio는 
마커들이 시퀀스를 유지하도록 번호를 다시 
조절하며 ,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 

클립마커는 특정한 클립 내에서 특정한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클립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동될 경우 
또는 다듬기된 경우에도 앵커 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커 자체는 마우스로 끌어서 
다른 클립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클립 마커 제어 기능은 다음 기능을 포함합니다: 

• 마커 추가, 마커 삭제: 클립이 선택될 
때마다 슬라이더 위치에 마커가 없을 경우 



제 4 장: 영화 창 123 

타임라인 보기에서 마커 추가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마커가 있으면 마커 삭제 단추가 
그 신 표시됩니다. 

• 이전 마커, 다음 마커: 이 단추는 
프로젝트 내에서 마커들을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마커 추가 및 마커 삭제 단추와는 
달리 이 단추들은 타임라인 보기만이 아닌 모든 
동영상 창 보기에서 활성화됩니다. 

• 클립 마커 제목: 타임라인 슬라이더 위치에 클립 
마커가 있는 경우 텍스트 필드에 번호와 이름이 
표시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필드는 편집 할 수 
없습니다). 표시되는 마커 번호는 자동으로 
할당되며 변경될 수 없지만 옵션으로 적용되는 
이름은 마음 로 수정 가능합니다. 

 
• 클립 마커 제목 목록: 클립 마커 제목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단추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내에서 
각 마커의 번호와 이름을 표시하는 이 목록을 
엽니다. 마커를 선택하면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참고: 프로젝트에 약간의 마커가 있을 경우 의미 
있는 이름을 마커에 지정하면 관리가 간단해 
집니다. 그러나 이름 지정은 옵션 사항이며 위에서 
언급된 로 Studio는 시간 순서 로 목록을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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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보기 

동영상 창의 텍스트 보기는 클립의 
길이와 시작 및 끝 시간을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또한 이 보기 모드에서는 클립에 한 
사용자 지정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 

도구 상자는 작업을 편집하고, 클립을 영화에 
추가하고, 기존 클립을 수정하고, 특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편리한 포인트 앤 클릭 (point-and-
click)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Studio에서는 
비디오 및 오디오 작업을 위한 별도의 도구 상자를 
제공합니다. 

도구 상자는 편집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상자들은 영화 창의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열거나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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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를 아이콘 위로 움직여서 열려고 하는 도구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개별적인 버튼이 강조 
표시가 되어서 어떠한 도구 상자가 클릭할 때 열릴 
것인지 표시해 줍니다. 그 후에 앨범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구 상자 표시로 
교체됩니다: 

• 왼쪽 패널의 도구 선택기 버튼. 이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도구가 열립니다. 

• 오른쪽의 현재 선택된 도구. 동영상 창에서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 도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더블 클릭할 때 타이틀 편집기에 바로 
열리는 타이틀클립 제외). 

 
각 집합의 맨 위에 있는 버튼을 제외한 모든 도구 
선택기 버튼은 전문화된 도구를 엽니다. 도구 
상자의 가장 위쪽에 있는 버튼은 클립 속성 
도구입니다 이것은 영화 창에서 현재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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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클립에 해 트리밍 작업을 하거나 편집을 
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표시합니다. 

타이틀 편집기 

Studio에는 도구상자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강력한 도구가 포함됩니다. 이 도구, 즉,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와모션 타이틀 기능은 텍스트, 
이미지, 기타 그래픽 자원을 결합해서 Studio 작품에 
적용할 타이틀과 디스크 메뉴를 제작합니다. 
타이틀 및 디스크 메뉴 도구를 이용해서 타이틀 
편집기에 접근하거나, 동영상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타이틀/메뉴 편집기로 가기 명령을 
선택해서 접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제 13장: 모션 타이틀 
편집기를 참고하십시오. 

비디오 도구 상자 

이 도구 상자에 있는 7개의 도구는 비디오 클립, 
자막, 정지 이미지 및 디스크 메뉴를 포함하여 시각 
관련 클립 유형을 수정하거나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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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속성:클립 속성도구는 모든 형태의 
클립에 해 시작과 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다듬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도구를 이용하여 클립에 한 설명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편집 중인 클립 유형에 
적합한 추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148페이지의 “클립 속성 도구로 
다듬기”를 참조하십시오. 

테마:테마 편집기 도구는 ‘테마 
템플릿’에서 클립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이 도구에는 테마 클립에서 
사용할 비디오와 사진을 가져오기 할 수 있는 미니 
앨범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템플릿에서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텍스트 캡션이나 기타 매개 
변수가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 6장: 
테마 및 테마 편집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타이틀: 이 도구는 타이틀의 이름과 길이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한 타이틀 
유형에 따라서 타이틀 편집 단추는 타이틀의 
텍스트와 모습을 변경할 수 있는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나모션 타이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128 Pinnacle Studio  

내용은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제 13장: 
모션 타이틀 편집기를 참고하십시오. 

디스크 메뉴:디스크 메뉴도구에는 디스크 
메뉴에 있는 단추와 동영상 창의 메뉴 트랙에 
표시되는 챕터 표시라는 동영상 입력 지점 사이의 
링크를 편집하기 위한 다양한 제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메뉴 편집 단추는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를 열어서 메뉴의 시각적인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81 페이지의 ‘디스크 
메뉴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프레임 캡처 기능:이 도구는 사용자의 
동영상에서 단일 프레임의 스냅샷을 
가져옵니다. 캡처한 프레임을 동영상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62 페이지의 
‘정지 영상 캡처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SmartMovie:이 도구는 소스 내용을 다양한 
스타일로 뮤직 비디오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한 디지털 음악 파일과 자동으로 
결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62 페이지의 
‘SmartMovie 음악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PIP 및 크로마키 도구: PIP 및크로마키는 
동일한 도구 창에서 개별 탭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의 도구가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PIP 
및 크로마키 효과에 한 또 다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픽처 인 픽처 도구” (223 페이지)와 “크로마키 
도구” (229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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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효과: Studio는이 도구에 수 많은 
플러그인 도구 효과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의 각 비디오 클립 또는 정지 이미지는 
단독, 또는 결합해서 사용될 때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udio에는 유용한 기본 라이브러리 효과 이외에도 
'잠금 설정된' 일부 고급 효과들이 제공됩니다. 제 
7장: 비디오 효과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양한 
비디오 효과 컬렉션을 포함한 Studio용 프리미엄 
컨텐트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오디오 도구 상자 

이 집합에 있는 6개의 도구는 오디오 클립(‘원본’ 
오디오), 나래이션, 음향 효과 및 기타 오디오 파일, 
CD 트랙 및 ScoreFitter 배경 음악에 한 작업을 
하거나 이들을 작성합니다. 

 
클립 속성:클립 속성 도구를 이용하여 모든 
유형의 클립 시작 및 끝 시간을 
조정(‘다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립에 한 
설명 이름을 입력하여 원하는 경우 기본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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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창이텍스트 보기에 
있을 경우 클립 이름이 표시됩니다.) 도구의 다른 
제어 기능은 클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368페이지의 “클립 속성 도구로 
다듬기”를 참조하십시오. 

볼륨 및 밸런스:이 도구는 세 개의 오디오 
트랙(원본 오디오(비디오와 함께 캡처한 
오디오), 음향 효과 및 음성 해설, 배경 음악) 각각에 
한 마스터 볼륨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도구로 일부 또는 전체 트랙을 음소거하고, 
실시간으로 볼륨 페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트랙 중 각 트랙을 독립적으로 1차원적 
스테레오 공간과 2차원적 서라운드 사운드 공간에 
두려면 밸런스 및 서라운드 제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오버레이 트랙이 열리면 오버레이 
오디오 트랙을 제어하는 네 번째 제어 도구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377 페이지의 ‘볼륨 및 
밸런스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제공 여부: 서라운드 사운드는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음성 해설 기록:음성 해설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기록 단추를 클릭하고 마이크로 
음성 해설을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364 
페이지의 ‘음성 해설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CD 오디오 추가:이 도구를 이용해서 오디오 
CD에서 전체 또는 일부 트랙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61 페이지의 ‘CD 오디오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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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음악:이 도구를 사용해서 Studio의 
강력한 음악 생성 기능인 ScoreFitter로 배경 
음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음악 및 버전을 
선택하면 Studio는 동영상 길이와 일치하는 음악 
사운드트랙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62 
페이지의 ‘배경 음악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오디오 효과:이 도구를 사용하여 오디오 
클립에 플러그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러그인에 한 일반적인 VST 표준을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추가 효과 및 타사 효과로 
사용자의 효과 라이브러리를 증 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노이즈 감소 필터가 표준 효과로 
제공됩니다. Studio Ultimate에서 제공되는 
효과에는 그래픽 EQ와 잔향, 코러스, 기타가 
포함됩니다. 

‘워터마크’ 처리된 일부 고급 효과가 포함될 수도 
있으며, 오디오 효과 브라우저에 있는 추가 효과… 
‘범주’를 클릭하면 Avid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고급 효과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15장: 
오디오 효과를 참고해 주십시오. Studio용 프리미엄 
컨텐트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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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디오 클립 
 

부분의 Studio 비디오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들은 
캡처한 비디오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앨범 
섹션에 포함됩니다. 편집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앨범에서 영화 창으로 장면들을 끌어오면 
영화 창에서는 이 장면들이 편집 가능한 비디오 
클립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에서는 각 클립에 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영화 
창의 편집 인터페이스는 이 '트리밍' 작업을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비디오를 트리밍하기 위해 ( “비디오 클립 
트리밍”, 142페이지) 이 장에서 다루는 방법은 
부분 이후의 장에서 설명하게 될 다른 유형의 
클립 (자막과 음향 효과 등) 에도 적용됩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분할 편집 및 삽입 편집을 
포함해서 영화에 보다 전문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고급 편집 기술을 다룹니다. 153페이지의 
“고급 타임라인 편집” 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udio의 자동 영화 재생 
프로그램인 SmartMovie를 탐색합니다. 
SmartMovie는 비디오 내용과 음악 사운드트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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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으로 결합하여 비트 동기화된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내거나 연속되는 정지 이미지와 결합하여 
슬라이드쇼를 만들어 냅니다. 양 모드 모두 다양한 
스타일의 옵션을 지원합니다. 

비디오 클립의 기초 

영화를 만드는 첫번째 단계는 앨범에서 몇 개의 
비디오 장면을 영화 창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영화 창에서 비디오 장면은 편집 가능한 클립이 
됩니다. 일정 지점에서는 사용자가 몇 가지 전환, 
자막, 오디오 및 기타 추가 효과를 추가하겠지만, 
일련의 비디오 장면이 프로젝트에 한 
시작점입니다. 

이 절에서는 장면을 영화에 추가하는 방법과 여러 
캡처 파일의 장면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작업할 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 기능에 
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영화에 비디오 클립 추가 

영화에 비디오 클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끌어 놓기: 앨범의 비디오 장면 섹션에서 장면을 
끌어와서 영화 창에 놓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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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인 장면 컷들을 함께 모으는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원하는 경우 여러 
장면을 동시에 끌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영화 창에서의 비디오 클립에 해 표준 
클립 보드 작업 (자르기, 복사, 붙여넣기)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 작업은 앨범 장면에 
해서도 이용됩니다. 

한 장면이나 클립을 영화 창에 붙여넣으면 편집 선 
위치에서 시작하는 첫번째 클립 경계에 삽입됩니다. 
이때 클립보드 작업에 해 표준 키보드 단축키 
(자르기는 Ctrl+X, 복사는 Ctrl+C, 붙여넣기는 
Ctrl+V) 를 사용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에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창이 타임라인 보기에 있을 때 비디오 
장면이나 클립을 다음 중 임의의 곳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메인 비디오 트랙. 클립이 오디오와 연관되면 
원본 오디오 트랙에 추가됩니다. 이 비디오는 그 
보다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트랙에 있는 
오버레이 비디오나 자막에 해 배경으로 
사용됩니다. 

• 오버레이 트랙. 이 트랙 위의 비디오는 비디오 
트랙의 내용 위에 겹쳐져서 표시됩니다. 픽처 인 
픽처와 크로마키 효과는 오버레이 프레임의 
일부를 투명하게 해서 메인 비디오가 보이도록 
합니다. 

• 타이틀 트랙. 오버레이 트랙이 숨겨진 상태라면 
타이틀 트랙에 비디오를 위치시키면 오버레이 
트랙이 열리고 해당 클립이 이 트랙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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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됩니다. 다른 버전의 Studio에서나 오버레이 
트랙이 이미 표시되고 있는 상태라면 타이틀 
트랙에 비디오 클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음향 효과 트랙이나 배경 음악 트랙. 비디오 
클립을 이 트랙들 중 하나에 위치시키려고 하면 
실제로는 이 클립의 원본 오디오가 위치됩니다. 

다중 캡처 파일로 작업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다중 소스 테이프의 장면 
또는 한 테이프에서 만들어진 다른 캡처 파일의 
장면을 통합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파일을 차례 로 로드하고 각 파일에서 
원하는 장면을 영화로 끄십시오. 

다중 캡처 파일을 사용하려면: 

1. 첫번째 캡처한 파일에서 영화 창으로 장면을 
끕니다. 

2. 드롭다운 목록을 이용하거나 앨범의 비디오 
장면 섹션에서 폴더 버튼을 이용해서 두 번째 
캡처 파일을 엽니다. Studio는 앨범에서 현재 
파일에 저장된 장면만을 표시합니다. 이 단계에 
한 자세한 내용은 83페이지의 ‘비디오 파일 
열기’를 참고하십시오. 

3. 두번째 캡처한 파일에서 영화 창으로 장면을 
끕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파일들을 처리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십시오. 

동영상에 추가한 장면이 있는 파일들을 자동으로 
추가하는프로젝트 저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캡처 



제 5 장: 비디오 클립 137 

파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프레임 형식 믹싱 

주어진 영화는 표준 (4:3) 형식과 와이드스크린 
(16:9) 형식 중 하나로만 있을 수 있으므로, 
Studio에서는 영화 창에서 프레임 형식을 섞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에 추가하는 첫번째 
비디오 클립이 영화의 프레임 형식을 결정하고, 
이후 클립은 이 형식을 따라 수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비디오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비디오 형식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비디오 화면은 
장치가 같거나 파일 형식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프레임 크기, 화면 비율, 프레임 속도도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Studio에서 비디오를 재생할 때에는 공통된 
프레임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프로젝트 기본 
설정 옵션 패널의 프로젝트 형식 상자는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첫 번째 클립의 형식에서 새 
프로젝터의 형식(예: “NTSC 와이드스크린”)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지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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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프로젝트 포맷은 이동창의 프로젝트 제목 위에 
도구 정보로표시됩니다. 

 
프로젝트 형식은영화 창내에 있는 모든 비디오와 
이미지 클립과플레이어내의 모든 클립 미리보기에 
적용됩니다. 캡처한 비디오 장면 등과 
같은앨범내의 시각 내용은 프로젝트 형식과의 일치 
여부에 상관 없이 기본 설정에서 원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비디오에서 검은색 줄(‘레터박스’)을 
없애고 화면 비율이 변형된 채로 그 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앨범 메뉴에서화면 비율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일부 왜곡되어 나타나지만 
프로젝트 프레임의 비율에 맞춰 앨범 장면을 
늘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6페이지의 
‘비디오 화면 비율’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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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창 내 클립에 한 전체 프레임 크기로 
그림 확 /축소 컨텍스트 메뉴 명령은 원본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을 늘여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프레임을 채웁니다. 이 방식으로 
비율이 유지되지만 일부 자료가 손실됩니다. 

• 동일한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적용하려면 
비디오를 ‘팬 앤 스캔’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해 2D 편집기효과와키프레임을 이용합니다. 
일반 스튜디오에서는 보통 이 기술을 이용해서 
표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디오 테이프나 
DVD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프레임의 일부가 
여전히 손실되지만 손실되는 부분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키프레임 
방법을 이용해서 각 화면을 주의해서 추적하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성에 한 안내: 2D 편집기 효과와 키프레임 기능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제공됩니다. 

 
검은색 줄을 추가해서 ‘일치하지 않는’ 화면 
비율을 보정(왼쪽), 전체 프레임에 늘여서 
맞춤(가운데), 확 /축소(오른쪽). 각 방법은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랜더링 

렌더링의 상 형식으로서 프로젝트 형식도 
사용됩니다. 이는 HFX 전환이나 효과 또는 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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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의 비디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비디오를 렌더링할 
때까지는 미리보기에서 비디오가 원활하고 
정밀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udio는 일하는 동안 몰래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 
옵션 패널에 있는 배경 렌더링 상자에서 
제어합니다. 

 
배경 렌더링에 어떤 코덱을 사용할지에 해서 이 
화상자의 충고를 따르면 최종 영화를 출력하는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장치(Studio Ultimate 만 해당)에서 비디오를 
미리보기할 계획이라면, 이 장치에 맞는 프로젝트 
형식과 배경 렌더링 코덱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DV 캠코더에 연결된 아날로그 
모니터에서 미리보기를 한다면, DV에서 배경 
렌더링을 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Studio는 영화 창에서 비디오 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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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을 영화 창에 추가했을 때 해당 장면에 해 
앨범의 아이콘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 체크 표시는 영화 창 내의 클립이 해당 장면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 소스 비디오에서 클립의 원래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 창 클립에 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에서 앨범에서 장면 찾기를 
이용하십시오. Studio는 선택한 클립이 그려지는 
앨범 장면을 강조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앨범  프로젝트에서 장면 찾기를 
사용하여 특정 앨범 장면이 현재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타내십시오. 

• 앨범에서 주위의 장면들을 영화 창의 시퀀스에 
위치시킬 때 클립 사이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클립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며 영화 창에서 처리되는 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타임라인 모드에서는 클립에 적용한 특수 효과가 
클립 맨 아래 줄에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아이콘은 비디오 효과 및 오디오 효과 
도구에 표시된 효과 그룹에 해당됩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매개변수 편집을 위한 
도구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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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디오 클립 아래의 별 아이콘은 “재미” 
범주에 있는 하나 이상의 효과가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비디오 클립 트리밍 

일반적으로 캡처한 비디오 장면들에는 영화에서 
필요한 부분보다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립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 (in) 과 종료 (out) 지점을 조정하는 
과정인 “트리밍” 은 핵심적인 편집 작업입니다. 

트리밍으로 손실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Studio는 
영화 창에 있는 클립에 해서 새로운 시작 및 종료 
지점을 설정하지만 원래의 앨범 장면은 그 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항상 클립을 원래의 
상태로 재설정하거나 다른 트리밍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tudio는 모든 클립 (비디오 장면, 전환, 자막, 정지 
이미지, 오디오 클립, 디스크 메뉴) 을 트리밍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 5 장: 비디오 클립 143 

• 타임라인에서 바로 (아래의 '핸들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에서 트리밍'을 참고하십시오) 트리밍. 

• 클립 속성 도구 사용 (148페이지의 “클립 속성 
도구로 트리밍” 참고). 

비디오 클립은 원래의 장면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어떠한 in 및 out 지점에 해서도 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트리밍 작업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타임라인에서 직접 클립의 가장자리를 끌어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트리밍 작업 동안에 
플레이어를 살펴보면서 시작 또는 종료 지점으로 
설정할 프레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립을 가진 영화에서 가장 간단한 트리밍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른 
클립에 둘러싸인 하나의 클립에 한 트리밍 
작업을 수행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 해 
살펴볼 것입니다. 

타임라인에서 단일 클립에 해 트리밍 작업을 
하려면: 

1. 타임라인에서 하나의 클립만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합니다. 타임라인이 비어 있다면 앨범에서 
장면을 끌어서 이동하십시오. 

2. 미세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시간 단위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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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선 위를 제외하고 타임라인 위의 임의의 
지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킵니다. 
포인터가 시계 표시로 바뀔 것입니다. 시간 
단위를 확장하려면 오른쪽으로 끄십시오. 
다음 그림은 각 눈금이 하나의 프레임을 
나타내는 최 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3. 마우스 포인터를 클립의 오른쪽 가장자리 위에 
위치시킵니다. 포인터가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변할 것입니다. 

 
4. 트리밍 작업이 적용된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을 
보기 위해 플레이어를 계속 보면서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왼쪽으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클립을 줄이는 동안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변경되어 클립 가장자리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끌어서 이동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클립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감소시키거나 소스 장면의 끝 부분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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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이제 클립에 한 
트리밍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다중 클립 

타임라인 위에 여러 클립이 있을 때 하나의 클립을 
트리밍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우스로 트리밍 작업을 
할 클립을 선택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다중 클립에 해 트리밍 작업을 
하려면: 

1. 타임라인에 두 개의 짧은 클립을 준비합니다. 
2. 조정하려는 눈금이 편집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설정될 때까지 시간눈금을 조정합니다. 

3. 두번째 클립을 클릭합니다. 비디오 트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위의 단일 클립 예제에서처럼 클립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해 트리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이 플레이어에 표시됩니다. 두번째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왼쪽으로 
끌어서 비디오를 좀더 트리밍하거나 
오른쪽으로 끌어서 트리밍된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4. 두번째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포인터가 
오른쪽 화살표로 변경될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클립의 왼쪽 가장자리 위에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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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번째 장면의 왼쪽 가장자리를 오른쪽으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끌어서 이동함에 따라 클립의 첫번째 프레임이 
플레이어에 표시됩니다.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오른쪽으로 끌어서 
비디오를 좀더 트리밍하거나 왼쪽으로 끌어서 
트리밍된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6.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트리밍 작업을 마친 
클립은 첫번째 클립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해 
정리됩니다. 

 

빈공간과 채우기: Ctrl 키를 사용한 다듬기 작업 

위의 예제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비디오 트랙에서 
클립의 길이를 줄이면 해당 클립과 해당 클립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클립들은 빈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트랙 위에 있는 클립들 역시 전체 
타임라인을 동기화 시키기 위해서 줄어 듭니다. 
그러나 다른 트랙 위의 클립을 다듬기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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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공간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다른 트랙 
역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기본 다듬기 작업은 부분의 경우에 작업 
환경을 단순화 하지만 필요할 경우 Studio 에서 이 
작업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에서 
다듬기를 시작하기 전에 Ctrl 키를 누르면 해당 
클립이나 다른 기타 클립의 위치가 재설정되지 
않으며 빈공간 역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트랙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트랙에 있는 클립들을 다듬기 할 때 
Ctrl 키를 사용하면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트랙 상의 클립들은 다듬기 작업으로 
발생한 빈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듬기가 
적용되고 있는 트랙 아래에 위치하는 트랙 위의 
클립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클립 삭제 작업 시 Ctrl 키를 사용할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 한 설명은 114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클립 트리밍 유용한 정보 

트리밍도중 클립의 가장자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음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 트리밍 작업을 적용하려는 클립이 유일하게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미세 조정이 쉬워 질 때까지 시간 단위를 
확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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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단위를 너무 많이 확장하지 마십시오. 
클립이 매우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확장한 경우라면 시간 단위가 원하는 로 될 
때까지 작업 취소를 적용하거나 왼쪽으로 끌어서 
눈금 표시를 감소시키십시오. 또는 시간 단위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합니다. 

클립 속성 도구를 사용한 트리밍 

타임라인에서 전체 프레임 정확성으로 직접 
비디오 클립을 다듬기할 수 있더라도, 클립 

속성 도구로 정교한 다듬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 도구에 접근하려면 변경할 클립을 
선택한 후 도구 상자  클립 속성 수정 메뉴 명령을 
사용하거나, 동영상 창의 왼쪽 위에 있는 도구 상자 
단추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동일한 단추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도구가 닫힙니다.) 

비디오 클립의 경우(실제로 자막을 제외한 모든 
클립) 영화 창 보기에 있는 클립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클립 속성 도구를 열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클립 속성 도구는 모든 종류의 클립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유형에 해 
적절한 컨트롤 집합을 제공합니다. 

이름 텍스트 필드: 비디오 클립에 해 부분의 
클립 속성 컨트롤은 트리밍에 한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름 텍스트 필드로, Studi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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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할당한 클립의 이름을 이곳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 필드는 모든 클립 유형에 해 클립 속성 
도구에서 제공됩니다. 클립 이름은 영화 창의 
텍스트 보기에 의해 사용되며 또한 스토리보드 
보기에서 클립 위로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레이블로 
표시됩니다. 

미리 보기 영역: 독립적인 미리 보기 영역에서 모두 
카운터와 조그 버튼을 갖추고 트리밍 작업을 한 
클립의 시작 (in) 프레임과 종료 (out)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각 미리 보기 영역의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편집 작업 동안플레이어의 레이아웃과 
비슷합니다. 

 
재생 위치 설정: 도구의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더 
컨트롤을 이용하면 클립 내에서 임의의 재생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미리 보기 
영역 사이에 위치한 카운터와 조그 버튼을 
이용해서 재생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 이용: 세 개의 카운터에 의해 지시되는 
위치는 클립의 시작 지점인 0:00:00.0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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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인 위치로 표시됩니다. 플레이어에 있는 
카운터로 네 개의 필드 (시간, 분, 초, 프레임) 중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조그 버튼을 이용해서 
클립 속성 도구에 있는 카운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필드도 명시적으로 선택되지 
않았을 때 조그 버튼이 프레임 필드에 적용됩니다. 

전송 제어 기능: 클립 속성 도구를 사용 중일 때 
가운데 영역의 전송 제어 기능이 보통 플레이어에 
나타나는 전송 제어 기능을 신합니다. 이러한 
특수 전송 제어 기능으로는 다듬기 지점이 
조정되는 동안 클립의 다듬기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순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루프 재생/일시 정지 
단추 이 있습니다. 

다듬기 지점 설정: 왼쪽 미리 보기 영역의 카운터 옆 
왼쪽 브래킷  단추와 오른쪽 미리 보기 영역 
카운터 옆의 오른쪽 브래킷  단추는 현재 위치에 
해 각각의 다듬기 위치를 설정합니다. 

또한 다음 작업으로 트리밍 지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카운터에 직접 값을 입력 
• 조그 버튼을 이용하여 카운터 필드 조정 
• 해당 트리밍 캘리퍼를 끌어서 이동 

기간 텍스트 필드: 이 필드는 트리밍 작업을 한 
클립의 길이를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표시합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하거나 해당 조그 버튼을 
클릭해서 이 값을 변경하면 그 결과 클립의 종료 
(out) 지점이 변경됩니다. 물론, 한 프레임 이하로 
기간을 줄이거나 원래 비디오 장면의 한계 
이상으로 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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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 유용한 정보: 만일 비디오 트랙에서 
하나의 클립을 트리밍하다가 다른 클립 트리밍으로 
전환하려면 클립 속성 도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새 클립을 클릭하거나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새 
클립 위치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트리밍된 클립 재설정 

미리 보기 후 특정 트리밍 작업 (또는 작업 그룹) 에 
하여 변경할 경우 작업 취소 버튼 (또는 Ctrl+Z) 
을 이용하거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트리밍된 클립을 수동으로 재설정하십시오. 

• 타임라인에서 직접 클립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끌어서 더 이상 늘일 수 없을 때까지 이동합니다. 

• 클립 속성 도구에서 다듬기 캘리퍼를 클립의 
끝까지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클립 분할 및 결합 

비디오 트랙에서 다른 클립의 가운데 클립을 
삽입하려면 원래 클립을 두 부분으로 나눈 후에 새 
클립을 삽입하십시오. 클립 '분할'은 실제로 복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두 개의 클립 모두가 
트리밍을 거쳐서 첫번째 종료 지점이 분할 지점에 
자리잡고 두번째 시작 지점이 적절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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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보기에서 클립을 분할하려면: 

1. 분할할 지점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슬라이더 이동, 재생 버튼을 클릭한 후 
일시 정지 클릭, 플레이어의 카운터 값 편집 등 
현재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할하려는 클립 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클립 분할을 
선택하거나 편집 선이 클립을 분할하려는 
위치에 오도록 한 후 클립/장면 분할 버튼을 
클릭합니다 (113페이지 참고). 
현재 위치에서 클립이 분할됩니다. 

분할된 클립을 복원하려면: 

• 작업 취소 버튼 (또는 Ctrl+Z) 을 이용합니다. 
클립을 분할하고 나서 다른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다중 작업 취소 기능으로 필요한 만큼 
뒤쪽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 만일 중간에 취소하기 어려운 작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작업 취소를 적용하기 힘들다면 분할 
클립의 양쪽 절반을 앨범에 있는 원본 클립으로 
체할 수 있습니다. 또는, 

• 분할된 클립의 한쪽 절반을 삭제하고 다른 쪽을 
트리밍합니다. 

영화 창에서 클립을 결합하려면: 

결합할 클립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클립 결합을 선택하십시오. 

이 작업은 클립의 조합이 사용 가능한 클립 즉, 소스 
비디오의 연속적인 부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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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에서 결합 가능한 클립은 점선으로 된 
가장자리를 만납니다. 

고급 타임라인 편집 작업 

참고: 이곳에서 설명된 종류의 편집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 
오버레이 트랙 사용 방법은 제 8장: 2 트랙 편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부분의 편집 작업 동안에 Studio는 자동적으로 
클립에 해 다양한 타임라인 트랙에서 동기화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앨범에 포함된 장면을 
비디오 트랙에 삽입할 때 삽입 위치의 오른쪽으로 
모든 클립의 상 적 위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본적인 동기화 특성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클립을 교체하지 않고 새로운 비디오 클립을 
프로젝트에 삽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비디오에 첨부되는 오디오와 별도로 
비디오를 편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 유용한 기술). 

타임라인 보기의 영화 창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트랙 잠금단추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수 
편집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메뉴 트랙 
제외) 표준 트랙 각각은 잠금 단추를 제공합니다. 
트랙 잠금에 한 자세한 내용은 119페이지의 
“트랙 잠금”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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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트랙은 타임라인 보기에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잠긴 트랙의 클립은 세 가지 보기 모두에서 
선택되거나 편집될 수 없고, 이들 클립은 잠금 
해제된 트랙에 한 편집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메뉴 트랙은 제쳐두고, 나머지 트랙의 결합은 
잠금될 수 있습니다. 

 
자막 트랙을 잠그면 동일한 시간 색인의 메인 
트랙에 있는 클립을 다듬기할 때도 자막 길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막 트랙이 잠금 해제되면, 위의 비디오 클립은 
자동으로 자막을 다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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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편집 

일반적인 타임라인 편집 작업에서 비디오 클립과 
이 비디오 클립과 함께 캡처된 원본 오디오는 한 
단위로 간주됩니다. 이 둘의 특별한 관계는 영화 
창에서 비디오 트랙 표시기와 원본 오디오 트랙 
표시기를 연결하는 선으로 표시되어서 메인 오디오 
트랙이 비디오 트랙에 종속적임을 나타냅니다. 

트랙 잠금 버튼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원본 
오디오 트랙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동안 비디오 
트랙 위의 클립 일부를 교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삽입 편집과 같은 작업에 해 두 개의 트랙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이곳에서 설명된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삽입 편집 작업을 
오버레이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8장: 2 트랙 편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확 하는 시퀀스에서 메인 오디오를 건드리지 않고 
청중 중 누군가가 미소짓는 (또는 졸고 있는!) 
모습을 한 장면을 삽입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에서 삽입 편집을 수행하려면: 

1. 영화 창의 타임라인 보기에서 트랙을 잠그기 
위해 원본 오디오 트랙의 자물쇠를 클릭합니다. 
잠금 단추가 강조 표시되고, 트랙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트랙의 내용이 편집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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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하려는 비디오 클립을 위해 비디오 트랙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삽입을 시작하려는 지점에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위치시키고 클립/장면 
분할 버튼을 이용합니다. 삽입이 종료될 
지점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클립 분할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삽입에 의해 교체될 
비디오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오디오 트랙은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잠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비디오와 
오디오가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삽입 
지점의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는 타임라인에서 
사용자가 만든 공간을 채우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디오를 미리 
보기한다면 재생 중에 비어 있는 공간이 검은색 
화면으로 표시되지만 사운드 트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이제 처리해야 할 일은 삽입하려는 클립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클립(앨범, 프로젝트 
저장소 또는 시간선 위의 임의의 위치로부터)을 
방금 전 열어 놓은 비디오 트랙의 빈 자리에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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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한 클립이 생성한 공간에 비해 너무 길다면 
이 공간에 맞추기 위해 클립에 자동으로 트리밍 
작업이 적용됩니다. 클립 속성 도구를 이용해서 
트리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오디오 트랙에 삽입 편집 

비디오는 그 로 유지한 채 사운드 클립을 원본 
오디오 트랙에 삽입하는 반  방향의 삽입 편집 
작업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Studio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비디오 삽입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각 
단계에서 두 개의 트랙의 역할을 서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분할 편집 

 “분할 편집” 에서는 클립의 오디오와 비디오가 
독립적으로 트리밍되어 한쪽에 한 전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쪽에 한 전환 효과가 
일어납니다. 

참고: 이곳에서 설명된유사한 방법을사용해서 분할 편집 작업을 
오버레이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8장: 2 트랙 편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L 삽입” 에서는 비디오가 동기화된 오디오에 
선행하고 “J 삽입” 에서는 오디오가 먼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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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보다 빠르고 정밀한 트리밍을 위해, 
이 절의 과정을 수행할 때 클립 속성 도구를 열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구를 열려면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 클립 중 하나를 두 번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L 삽입 

L 삽입에서는 새로운 비디오에 해 삽입된 장면이 
오디오 부분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디오에서 강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원래의 강사의 모습에서 주기적으로 여행 과정이나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이 삽입되는 비디오 
테이프 강의를 가정하겠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가 동시에 삽입됨.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삽입하는 신 강사의 
음성이 다음 장면에 겹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자가 지금 보고 있는 새로운 
장면이 강사가 지금 바로 끝낸 설명에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의 경계가 L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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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가 비디오 이후로 연장되어 삽입. 이 
그림에서는 “L” 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기법은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번째 클립의 비디오가 첫번째 
클립의 오디오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L 삽입을 실행하려면: 

1. 타임라인을 조정해서 겹치려는 부분의 프레임 
수나 시간 (초) 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왼쪽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가장자리를 
오디오를 종료할 지점으로 트리밍합니다. 

 
3. 오디오 트랙에잠금 기능을 설정합니다. 이제, 
동일한 클립의 비디오 오른쪽 모서리를 
왼쪽으로 끌어서 다음 클립의 비디오가 시작될 
지점으로까지 끌어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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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디오 트랙이 여전히 잠긴 상태에서, 두번째 
클립의 비디오를 원본 클립과 만날 때까지 
왼쪽으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이 트리밍 작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두 번째 
클립의 시작 지점에 충분한 여분의 비디오가 
없으면 먼저 오디오와 비디오 모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트리밍을 제거한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5. 오디오 트랙에 잠금 기능을 해제합니다. 
이제 비디오가 두번째 오디오 클립에 앞서서 
삽입된 효과를 얻습니다. 비디오는 첫번째 
클립의 끝에서부터 다듬기 작업이 
적용되었으며 오디오는 두 번째 클립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다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J 삽입 

J 삽입에서는 새로운 오디오가 비디오가 전환되기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은 두번째 클립의 
오디오를 이용해서 시청자가 다음 화면에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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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디오 테이프 강의 예제를 살펴본다면, 이제 
삽입된 장면의 끝부분에서 다시 강사의 모습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비디오의 장면에서 
강단을 다시 보여주기 전에 강의의 다음 부분이 
사운드 트랙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변경은 훨씬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클립의 경계 부분이 J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디오가 비디오가 나타나기 전에 삽입. 이 

그림에서는 “J” 자 형태로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J 삽입을 실행하려면: 

1. 타임라인을 조정해서 겹치려는 부분의 프레임 
수나 시간 (초) 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전처럼 왼쪽 클립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오른쪽 가장자리를 겹치려는 시간만큼 뒤로 
트리밍 작업을 합니다. 

3. 오디오 트랙에잠금기능을 설정합니다. 이제 
동일한 클립의 비디오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를 
끌어서 겹치려는 시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4. 오디오 트랙에 잠금 기능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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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디오가 두번째 비디오 클립에 앞서서 
삽입된 효과를 얻습니다. 

참고: L 삽입과 J 삽입을 수행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과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J 삽입의 경우, 오른쪽 클립을 비디오의 
원하는 시작 지점으로 트리밍한 후, 비디오 트랙에 
잠금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오디오 부분을 
왼쪽으로 끌어서 이동하여 왼쪽 클립의 오디오를 
겹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MARTMOVIE 뮤직 비디오 도구 

뮤직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은 Studio의 편리한 편집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큰 작업으로 보입니다. 
음악과 비디오가 적절하게 조정되도록 수십 개의 
간단한 클립이 신중하게 사운드트랙의 비트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Studio의 SmartMovie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스타일로, 비디오 
내용과 음악을 결합한 것을 사용하여 동적이면서 
비트 동기화된 뮤직 비디오를 즉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SmartMovie는 
스틸 이미지로 곧바로 슬라이드쇼를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 원하는 스타일을 고르고 삽입 
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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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오디오 클립으로 작업할 때에는 영화 창의 
타임라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artMovie 도구가 간단한 
단계별 지시사항과 함께 
제작 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앨범을 
이용하여 포함할 비디오 
장면 또는 스틸 이미지를 

찾은 후 이것을동영상 창으로 끌어서 이동하십시오. 

시각 효과를 원하는 위치에 설정하고 ScoreFitter,CD 
오디오나 디지털 음악(wav, mp3) 클립을배경 음악 
트랙에 추가합니다. 이 클립의 길이(사용자가 
제공하는 시각 자료의 분량이 아님)에 따라 뮤직 
비디오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충분한 시각 자료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SmartMovie가 비디오 
클립이나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해서 필요한 
길이를 구성합니다. 반 로 음악 길이 보다 더 많은 
클립이나 이미지가 제공될 경우 몇 개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 모든 이미지 사용 옵션을 선택한 상태로 
슬라이드를 제작할 경우(아래 참고), 음악 클립의 
길이가 아니라 적용한 이미지의 개수가 최종 
프로젝트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SmartMovie 스타일 

SmartMovie 도구 창의 위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스타일을 선택하십시오. 뮤직 비디오와 
슬라이드쇼 프로젝트에 해 모두 다양한 스타일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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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타일의 경우, 비디오 촬영분의 길이가 
사운드트랙 길이의 약 두 배일 때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쇼 스타일은 

그림의 수와 노래의 길이 
사이에 저마다 이상적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풍선은 올바른 비율을 
구하기 위한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목록의 스크롤 바를 이동하면 각 
스타일에 한 간단한 설명이 상태 풍선에 

표시됩니다. 

SmartMovie 옵션 

초기 시퀀스와 관계 없이 시각 자료를 섞으려면 
임의 순서 로 클립을 사용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일부 스타일의 경우 기본입니다. 비교적 
균일한 텍스처를 갖춘 완성작을 구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술적 연속성을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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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음악의 길이와 상관없이 슬라이드쇼에서 
프로젝트에 추가한 모든 이미지들이 사용되도록 
하려면 모든 이미지 사용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Studio에서 선택한 이미지의 개수에 맞도록 음악 
클립을 반복하거나 적절하게 조절할 것입니다. 

참고: 모든 이미지 사용 옵션은 SmartMovie 
슬라이드쇼에만 영향을 주며 뮤직 비디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  볼륨 슬라이더는 다른 오디오 트랙에 
상 적인 배경 음악 트랙의 부각을 조절합니다. 
완성된 비디오에서 음악 트랙만 들으려고 하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마지막 구성 단계는 열고 닫는 자막에 사용할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각 텍스트 행은 두 
개의 편집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필드와 
오른쪽 필드 사이를 건너뛰려면 Tab 및 Shift+Tab 
키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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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순간… 

마지막으로, SmartMovie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Studio가 영화를 만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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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몽타주® 테마와 테마 
편집하기 

 
Studio가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가능 
몽타주(Montage®)‘테마’는 
강력하지만 쉬운 기능으로 

슬라이드쇼, 애니메이션, 다중 트랙 편집 효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ㄴ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일관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을 
비디오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 테마는 ‘테마 
클립’으로 프로젝트에 추가 가능한 템플릿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예술적인 느낌의 타이틀과 
애니메이션을 사용자의 사진과 비디오와 함께 
통합함으로써 매력적이고 시각적으로 일관적인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몽타주 테마에서 만든 ‘타이틀’은 앨범의 
타이틀 섹션이나 Studio의 타이틀 편집기 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테마가 보다 사용하기 
쉬우며 일반 타이틀에서 제공하지 않는 효과를 
지원합니다. 이에 비해, 타이틀 편집기는 타이틀의 
표현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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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테마는 각각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테마 내에서 이용 
가능한 템플릿들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을 
때 서로 보완적으로 디자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의 테마는 오프닝 템플릿과 이에 해당되는 
엔딩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테마는 
비디오나 이미지 클립 하나에서 다른 
비디오/이미지로 전환할 때를 비해서 하나 
이상의 세구에(Segue)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테마 클립의 타임라인 아이콘의 모습은 구조를 
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프닝, 세구에, 엔딩 아이콘이 배치되었습니다. 
지그재그형 가장자리는 클립 내의 풀 프레임 
비디오 배치에 해당됩니다. 오프닝의 마지막 
부분 비디오와 엔딩의 시작 부분에 있는 
비디오는 세구에의 비디오와 일치하도록 편집 
가능하며 따라서 이 지그재그는 템플릿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각 템플릿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비어 있는 
화면이 적용되는 비디오나 그래픽 시퀀스를 
정의합니다. 부분의 템플릿은 비디오나 이미지 
클립에 해 하나 이상의 슬롯을 제공합니다. 많은 
기능들이 타이틀에 한 텍스트 캡션을 제공하고 
일부는 다른 특별한 속성에 한 추가적인 
매개변수를 지원합니다. 

테마 템플릿은 앨범의 해당 섹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템플릿을 이용하는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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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프로젝트에 테마 클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작업은 앨범에서 동영상 
창으로 아이콘을 끌어서 이동시켜서 완료됩니다. 

동영상 창에서 테마 클립은 일반적이고 독립적인 
비디오 클립으로 간주됩니다. 클립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서 –  템플릿의 비어 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  템플릿 편집기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테마 이용하기 

테마 템플릿은 앨범의 해당 테마 섹션에 
저장됩니다. 앨범은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된 
로 해당 테마 내 모든 템플릿을 표시합니다. 
템플릿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앨범에서 동영상 
창으로 아이콘을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드롭다운 목록 (L)에서 테마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한 템플릿 (R)을 표시합니다. 템플릿을 
이용하려면 아이콘을 끌어서 동영상 창으로 
이동시킵니다. 

동영상 창이 타임라인 보기에 있을 때 테마 클립은 
일반적인 비디오와 매우 유사하게 다듬기와 편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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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또한 장면 전환 및 효과를 이용해서 
클립을 꾸미고 오디오 조절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메뉴처럼 이 테마 클립은 클립이 
프로젝트에 추가되었을 때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특수 편집 도구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테마 클립(그림에서 선택)은 동영상 창에서의 
단위로 취급됩니다. 특수 속성은 테마 편집기 
도구(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열림)를 이용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테마 편집기 도구는 내장 설정을 조절하거나 
비디오와 오디오 스크립트를 지정함으로써 
사용자가 테마 클립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편집기는 도구상자  테마 편집 메뉴 
명령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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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편집기 도구는 비디오나 이미지 클립, 속성 
설정, 텍스트 캡션 등과 같은 테마 구성요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편집기의 자체 미니 
앨범(도구의 왼쪽)이나 동영상 창에서 끌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마 배경 

일부 테마에는 내장 그래픽 배경, 
선택 가능한 배경 색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테마들 중 많은 테마들이 
테마 편집기에 선택 시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배경 
선택 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비디오 트랙을 배경으로 하고 테마를 오버레이 
트랙 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앨범의 테마 섹션 

앨범에서 테마 하나에 한 템플릿을 한 번에 
하나 씩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장면과 함께 

마우스를 이용해서 테마 템플릿을 선택, 재생,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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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한 번 하면 전송 제어 기능을 통해서 재생 
가능한 플레이어에 템플릿을 로드합니다. 

• 더블 클릭하면 템플릿을 플레이어에 로드하고 
즉시 재생을 시작합니다. 

• 템플릿을 동영상 창으로 끌어서 이동시키거나 
템플릿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동영상에 추가 컨텍스트 메뉴 명령을 
클릭하면 프로젝트에 삽입합니다. 테마 클립이 
동영상에 추가되면 메뉴와 함께 특수 편집기 
도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테마 클립 만들기 

테마 클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컨텐트를 
추가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앨범의 테마 섹션에서 아이콘을 끌어서 동영상 
창으로 이동시킵니다. 

• 테마 템플릿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 
컨텍스트 메뉴에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기존 테마 클립을 잘라내기 또는 복사한 후에 
Windows 클립보드의 내용을 붙여 넣기 합니다. 

각 테마는 테마의 컨텐트 유형에 적합한 트랙에 
나타나도록 구성됩니다. 

• 컨턴트가 타이틀이나 PIP 프레임과 같은 투명한 
배경을 적용한 그래픽 오버레이인 테마는 보통 
타이틀 트랙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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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시퀀스와 같은 풀 프레임 비디오가 
적용되는 테마는 메인 비디오 트랙(Studio)이나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마 클립의 기본 길이는 개별 템플릿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새로운 테마 클립을 타임라인 위의 기존 테마 클립 
위에 위치시키면 새 클립이 이전 클립 옆에 
삽입되거나 새로운 클립으로 교체됩니다. 삽입이나 
바꾸기 작업의 선택은 마우스 단추를 놓을 때 상 
클립에 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존 클립 이전 또는 이후에 테마 삽입하기: 새로운 
클립을 기존 테마 클립의 시작 또는 끝부분 근처에 
위치시키면 기존 클립의 이전이나 뒤쪽에 적절하게 
삽입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새 클립의 위치를 
보여주는 위치 선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복사’ 마우스 포인터로 표시된 새 테마 
클립이 왼쪽 클립의 시작 부분 근처로 끌어서 
이동되었습니다. 녹색 위치선은 새 클립이 
삽입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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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위치선은 템플릿의 기본 길이에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마우스 단추를 놓을 때 생성되는 
클립의 경계선을 표시합니다. 모든 기존 클립은 
새로운 클립에 해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신 
기존 클립의 오른쪽 근처에 새 클립을 위치시키면 
기존 클립 이후에 새 클립이 삽입됩니다. 

기존 클립 바꾸기: 새 테마 클립을 기존 클립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시키면 새 클립이 기존 클립을 
교체합니다. 또한 새 클립은 이전 클립의 모든 
사용자 지정을 그 로 가져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치선에서는 교체할 클립의 경계선을 보여 
주며 원하는 기본 길이에 상관없이 새 클립이 이 
경계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새 클립이 왼쪽 클립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서 
기존 클립을 교체합니다. 다른 클립의 위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테마 클립에 한 작업 

테마 클립은 다듬기와 장면 전환 추가라는 
측면에서 일반 비디오 클립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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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클립을 다듬기 할 때… 

타임라인에서의 테마 클립 다듬기 작업은 비디오 
클립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다듬기 작업에 의해 
생성된 실제 결과는 클립의 본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팬시 롤 타이틀과 같이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테마에서 애니메이션은 현재 클립 길이가 
지정한 속도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클립의 길이를 줄이면 애니메이션이 보다 
빨라지지만 시퀀스를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디오를 포함하는 클립은 보통 
방식 로 다듬기가 됩니다. 여러 테마에는 가변 
길이 비디오 하위 클립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클립들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해당 클립은 하위 클립 
중 하나가 정지 이미지일 때 하위 클립이 허용하는 
길이만큼 확  가능합니다. 

테마 내부 다듬기 

테마 클립의 템플릿이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전체 
프레임 비디오로 시작하거나 끝날 때, 
타임라인에서는 전체 프레임 부분의 ‘리드 인’과 
‘리드 아웃’ 회수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을 
제공합니다. 이 핸들을 클릭해서 좌우로 끌어서 
이동시켜서 각각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립 
중앙 부분의 길이 –  애니메이션 부분 –  가 
사용자의 작동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 집니다. 
중앙 부분의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리드 인과 
리드 아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핸들 
사이를 클릭하고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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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핸들을 클릭한 후 끌어서 이동시켜서 
테마 클립의 리드 인이나 리드 아웃 부분을 
조정합니다. 가운데 부분의 길이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핸들 사이를 클릭해서 한 
번에 두 개 모두를 끌어서 이동시켜서 클립의 
가운데 부분의 길이를 변경하지 않고 전체를 
이동시킵니다. 

테마 구조에 한 자세한 설명은 177 페이지의 
‘테마 해부도’를 참고하십시오. 

장면 전환 및 효과 

장면 전환은 다른 클립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테마 클립의 시작 부분과 종료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및 오디오 효과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테마 클립에 추가할 수 있으며 클립이 포함하는 
모든 내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와 
같은 몇 가지 효과는 테마 클립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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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분석 

테마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 보기 위해서 다섯 
개의 템플릿을 포함하는 ‘50년  모던’ 테마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특정한 테마 내의 모든 템플릿은 동일한 배경 
디자인, 즉, 추상적인 스크롤 패턴을 이용합니다. 이 
디자인은 풀 프레임 비디오 세그먼트를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패턴의 색상은 각 템플릿의 
테마 편집기에서 이용 가능한 매개변수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됩니다. 

이제 테마 편집기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각 요소 –  
클립과 캡션 –  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각 
템플릿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오프닝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타이틀을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등으로 시작된 후에 풀 
프레임 비디오로 종료됩니다. 이 ’50 년  모던’ 
예제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 시퀀스의 부분에는 스크롤 배경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애니메이션 내부에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캡션 두 개가 표시됩니다. 이 캡션은 
‘애니메이션’ 막 에서 선 아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됩니다. 이 두 개의 캡션은 프레임(검은색 
선)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그 사이에 1.5 초 가량 
정지(밝은 색상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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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길이인 14 초에서 ‘50년  모던’ 테마의 
오프닝 템플릿에 한 구조 표시. 

두 번째 캡션이 프레임에서 사라지는 즉시 비디오 
하위 클립을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패널이 
실행됩니다. 이 비디오는 테마 클립에서 11:18 까지 
풀 프레임으로 확 /축소되며 마지막 까지 
유지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비디오’ 표시줄의 
흰색 부분). 

기본 설정에서 이 테마 클립의 길이는 13:29입니다. 
포함된 비디오 클립은 고정된 오프셋 7:03에서 
시작되며 끝까지 진행됩니다. 이 길이는 따라서 
6:26입니다. 비디오 하위 클립이 충분히 길다면 
전체 클립 길이를 늘여서 전체 프레임 비디오 
부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비디오’ 
표시줄의 끝부분에 있는 화살표까지, 위에 있는 
다이어그램 내에 표시됩니다. 

세구에(Segue) A: 세구에 템플릿은 
특정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풀 프레임 비디오 시퀀스를 
연결합니다. 첫번째 이 세구에 예제는 풀 프레임 
비디오 2초에서 시작된 후 동시에 실행되는 다중 
비디오 패널 구성을 보이며 축소됩니다. 최종 하위 
클립에서의 확 를 통해서 풀 프레임 비디오의 
확장 가능한 부분까지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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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구에 A는 다중 비디오 소스를 통합합니다. 

세구에(Segue) B: 이 세구에는 이전 
보다도 더 간단하게 두 개의 비디오 
클립을 연결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하위 클립은 풀 
프레임으로 시작된 후 시청자로부터 멀어지면서 
회전, 축소됩니다. 회전 패널의 반 면이 보일 때 두 
번째 하위 클립이 첫번째 하위 클립을 체합니다. 
클립 마지막 부분에서 프레임을 채우기 위해서 
패널이 확 됩니다. 

 
세구에 B는 보다 단순한 장면 전환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도 타임라인의 테마 클립을 확 함으로써 두 
번째 하위 클립의 전체 화면 부분이 확장됩니다. 

세구에(Segue) C: 이 예제는 
시퀀스에 하위 클립이 하나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중간 부분에서 
이동하는 비디오 패널에 추가적인 스핀이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세구에 B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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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하위 클립 연결을 포함하는 세구에 C. 

역시 최종 하위 클립은 확장 가능합니다. 

엔딩 : 여기에서 엔딩 템플릿의 
목적은 오프닝 템플릿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예제에서 내부 
구조 역시 거의 동일하게 미러 처리됩니다. 풀 
프레임 비디오는 위에서 설명한 오프닝 시퀀스와 
정반 로, 애니메이션 캡션에 공간을 내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패널로 사라집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 경우 클립의 풀 프레임 비디오 부분이 
확장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엔딩 테마는 기본적으로 오프닝 테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테마 편집기 도구 열기 

테마 편집기 도구는 하위 클립과 다른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테마 클립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도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 내 테마 클립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창에서 클립을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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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테마 편집기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이 도구를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 테마 편집기 도구 단추를 클릭합니다. 
• 도구 상자 메뉴에서 테마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테마 클립이 현재 동영상 
창에서 선택되었다면 편집기를 열 때 해당 테마 
클립이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편집기가 열려 있을 때 동영상 창의 다른 테마 
클립을 클릭하면 편집기를 닫지 않고 해당 클립에 
한 미리보기가 변경됩니다. 

테마 편집기 도구 이용하기 

각 테마 템플릿은 테마 편집기에서 ‘드롭 
영역’이라고 하는 비디오 및 사진 컨텐트에 한 
자체적인 슬롯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의 
템플릿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드롭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최  6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드롭 
영역은 텍스트 캡션과 특수 기능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제공합니다. 

테마 편집기는 가운데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왼쪽 미니 앨범에는 비디오와 정지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사용자 
지정 가능 패널이 포함됩니다. 이곳이 비디오와 
이미지에 한 드롭 영역으로 텍스트 필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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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매개 변수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제어 
기능과 함께 제공됩니다. 

 
테마 편집기 도구의 왼쪽에는 비디오와 사진 
전용 탭이 적용된 미니 앨범이 포함됩니다. 
오른쪽에는 테마 클립의 드롭 영역과 매개변수 
설정을 위한 제어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비디오나 이미지 클립을 미니 앨범이나 동영상 
창으로부터 끌어서 드롭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보다 긴 하위 클립을 만들어야 한다면 연속 
비디오의 여러 클립을 선택해서 한 단위로 드롭 
영역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드롭 영역으로 작업하기 

드롭 영역 정리하기: 드롭 영역에서 하위 클립을 
삭제하려면 해당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에 팝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동영상 창으로 하위 클립 복사하기: 테마 편집기의 
드롭 영역에서 하위 클립을 타임라인(또는 다른 
동영상 창 보기)으로 복사하려면 해당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해서 메뉴에서 
타임라인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테마 클립으로 하위 클립을 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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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 전에 하위 클립에 효과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위 클립 오디오 음소거하기: 일부 드롭 영역은 
오디오 기호 로 표시되여 해당 영역의 
비디오에서 오디오 부분이 테마 클립의 오디오에 
포함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오디오 기호를 클릭해서  해당 하위 
클립을 음소거합니다. 

 
하위 클립의 시작 프레임을 설정하려면 포인터가 
드롭 영역 위에 있을 때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서 수평 방향으로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미세 다듬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마우스의 
동작으로 인한 변경 효과가 작지만 나중에는 
거리의 증가와 함께 점차 효과가 커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조절을 위해서는 상 적으로 
마우스 움직임이 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클립 정렬하기: 드롭 영역 내 비디오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영역의 시간에 한 상 적인 
위치에 둘 수 있습니다. 추가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드롭 영역에 들어가면 
양방향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 때 왼쪽 마우스 
단추를 클릭해서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영역 
아래의 클립 시작 슬라이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앞뒤로 이동시키면 하위 클립의 시작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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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시작 슬라이더를 스크롤 하면 드롭 영역 내의 
아이콘이 새 시작 프레임을 표시하기 위해 
업데이트됩니다. 이와 동시에 플레이어는 현재 
슬라이더 위치에서의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작업하고 있는 드롭 영역이 해당 시간 색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면 미리보기에는 시작 프레임에 
한 모든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하위 클립의 
시작 프레임을 미세 조정할 때 플레이어 
미리보기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슬라이더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립 시작 슬라이더를 이용하면 테마 클립 내 하위 
부분이나 길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신 하위 
클립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선택하게 됩니다. 
테마 편집기는 하위 클립의 시작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드롭 영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비디오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이습니다. 
예를 들어서 5초 길이의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 
드롭 영역에 6초 짜리 세그먼트를 위치시키면 시작 
지점을 1초 이상 차이나도록 하위 클립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위 클립이 드롭 영역의 길이보다 짧을 경우나 
길이가 같으면 시작 프레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테마 클립이 표시될 때 하위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은 필요한 경우 드롭 영역에 할당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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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 영역 내에서 효과 추가하기 

테마 편집기 내에서 하위 클립에 비디오나 오디오 
효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신 드롭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팝업 메뉴에서 
타임라인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위치시킵니다(슬라이더 위치에서). 이 
지점에서 다른 클립에서처럼 기호에 맞게 다듬기 
하고 효과를 추가하거나 편집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롭 영역에 끌어서 이전 내용을 덮어 씁니다. 이 때 
타임라인에서의 클립 복사본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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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비디오 효과 
 

부분의 비디오 편집 작업은 비디오 클립 선택, 
정렬, 트리밍 및 전환 효과와 클립 연결, 음악과 
정지 이미지와 같은 기타 내용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실제 비디오 이미지를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Studio의 비디오 효과 도구는 
비디오 또는 정지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광범위한플러그인 비디오 효과를 제공합니다. 
Studio와 함께 제공된 기본적인 효과들에 한 
설명은 20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비디오 효과 도구는 비디오 도구 상자에 있는 
여덟 번째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왼쪽의 효과 목록은 
현재 선택한 클립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오른쪽의 매개변수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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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효과와 오디오 효과 

부분의 면에서, 비디오 효과 도구와 오디오 효과 
도구는 효과가 적용되는 자료의 유형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기능합니다. 

효과 복사 및 붙여넣기 

클립에 효과를 추가하고 매개변수 패널을 통해 
구성한 후에 Studio는 동영상 창 타임라인에 있는 
다른 클립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기능과 제공되는 키보드 단축키를 활용하면 효과를 
많이 이용하는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효과가 있는 클립에서 개별 효과를 
복사하려면 해당 클립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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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클릭한 다음 적용 가능한 명령(이 그림에서는 
‘확 ’ 효과 복사)을 선택합니다. 모든 
매개변수와 키프레임(있는 경우)과 함께 효과를 
프로젝트 내 다른 클립에 붙여 넣기 할 수 있습니다. 

효과 목록으로 작업 

프로젝트의 각 비디오 또는 이미지 클립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효과를 이용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각 효과는비디오 효과 도구에 나열된 
순서 로 원본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각 효과 옆에 있는 선택 상자를 이용하여 효과를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목록에서 효과를 
제거할 필요 없이 효과를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목록에서 효과를 제거하면 사용자 지정된 
매개변수 설정이 상실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물방울’ 효과는 사용 불가능한 반면, 목록에 
있는 다른 두 효과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효과 추가 및 삭제 

현재 선택한 클립에 해 목록에 
효과를 추가하려면 새 효과 추가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도구 창의 
오른쪽에 효과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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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의 범주 목록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범주에 있는 개별 효과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효과를 추가하려면 원하는 효과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목록에서 현재 선택한 효과를 제거하려면 
효과 삭제(휴지통)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고급 비디오 및 오디오 효과는 Studio에서 다른 
잠금 적용 내용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재생 시에 비디오에 '워터마크' 그래픽이 
추가됩니다. 실제 작품에 이 효과를 사용하려면 
Studio에서 활성화키를 구입해야 합니다. Studio용 
잠금 설정 비디오 및 오디오 효과 및 기타 고급 내용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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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효과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Studio Ultimate 
RTFX 페이지가 열리는데, 이 페이지에는 Studio 
Ultimate를 위한 추가적인 효과 집합이 
포함됩니다. 나열된 다른 팩에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기타 고급 효과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범주’인 추가 효과를 누르면 고급 효과를 
추가로 제공하는 Avid 웹 사이트의 한 페이지가 
열립니다. 

효과 순서 변경 

동일한 클립에 둘 이상의 효과를 사용한 누적 
결과는 효과가 적용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 목록의 오른쪽에 있는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단추를 이용해서 처리 체인에 있는 
각 효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추는 현재 
선택한 효과에 적용됩니다. 

효과 매개 변수 변경 

효과가효과 목록에서 선택되어 있을 때,비디오 
효과 도구창의 오른쪽에 있는 매개변수 영역에는 
효과의 매개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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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와 함께 제공된 효과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한 제어 기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203페이지부터 시작). 추가 효과는 
각각의 온라인 문서에 설명되어 있으며, 기능 키 
F1을 누르거나 매개변수 영역의 왼쪽 위에 있는 
도움말 단추  을 클릭하여 매개변수 영역에서 
이러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플러그인 효과는 전문화된 컨트롤과 
함께 각각의 매개변수 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효과 도구의 매개변수 영역은 외부 
편집기에 접근하는 단일 편집 버튼을 표시합니다. 

매개변수 사전 설정 사용 

매개변수 사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많은 효과는 
목록에서 이름만 선택하면 간단히 특정 사용을 
위한 효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설정을 
제공합니다. 

Studio Ultimate에는 두 종류의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세트의 효과 매개변수를 
저장하는 정적이고, 또 하나는 여러 세트의 
매개변수를 키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하는 
키프레임입니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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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Studio 버전에서는 정적 
사전 설정만 제공됩니다. 

종종 효과를 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하는 
효과에 가장 가까운 사전 설정으로 시작한 후 직접 
매개변수를 미세 조정하는 것입니다. 

효과 재설정: 특수 유형의 사전 
설정은 각 효과에 해 출하시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기본값은 매개변수 
영역의 맨 아래에 있는 재설정 단추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사용 중일 때 재설정을 클릭하면, 기본 
매개변수 값이 현재 영화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에만 할당됩니다. 키프레임은 그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생성됩니다. 

키프레임 

보통, Studio 비디오 효과의 매개 변수는 비디오 
클립의 첫 번째 프레임에 적용되며, 변함 없이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클립에 
추가하는 각 효과의 표준 동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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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효과의 매개 변수 값은 그 효과가 속한 
비디오 클립 내내 바뀌지 않습니다. 

비디오 클립 내에서 매개 변수 값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키프레임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영화에 효과를 사용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새로이 열립니다. 

이용 가능성에 한 안내: 여기에 설명된 키프레임 기능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제공됩니다. 

각 키프레임은 해당 효과의 매개 변수 값을 풀 
세트로 저장하고 클립에서 어느 프레임에 그 값을 
완전히 적용할지 지정합니다. 

 
키프레임의 경우, 새로운 세트의 매개 변수 값은 
클립 전체에 원하는 만큼 자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들 사이에서, 키프레임 값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프레임마다 수치 매개 변수 값을 
자동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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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에서 키프레임의 그래픽 보기. 확 (Z), 
수평 위치(H), 수직 위치(V)의 값은 클립 시작 
부분에 있는 키프레임 1, 1/3 지점에 있는 
키프레임 2, 끝 부분에 있는 키프레임 3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 값들이 중간 프레임에 걸쳐 
부드럽게 바뀝니다. 

부분의 효과는 키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 중 몇 
개 효과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속도 
효과의 경우 키프레임이 즉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키프레임 시나리오 

적용된 각 효과의 경우, 클립은 이론상 프레임 수 
만큼 많은 키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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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레임 두 개는 클립 전체에서 매개 변수 값을 한 
가지 설정에서 다른 설정으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키프레임은 클립에 효과를 적용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의 속도를 서서히 증가/감소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됩니다. 

 
프레임 네 개로 된 세트의 경우, 사용자는 한 개 
이상의 매개 변수 값을 클립의 시작 부분에서 
증가시키고, 끝 부분에서 다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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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클립 속성 편집”(254 페이지) 아래 
설명된 것과 같은 이동 및 확  슬라이드쇼는 
하나의 정지 이미지 클립에서 이동 및 확  
효과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얼마나 
많이 요구되든, 동일한 매개 변수를 가진 
키프레임 두 개가 쇼 안에서 각 보기의 시작과 끝 
부분을 정의합니다. 

키프레임 사용 

키프레임을 지원하는 효과와 관련한 매개 변수 
창에서, 키프레임 사용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효과는 클립 전체에서 단 한 
세트의 매개 변수 값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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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관련한 키프레임을 작동하면, 키프레임 두 
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키프레임 하나는 
클립의 시작 부분에 다른 하나는 끝 부분에 
고정합니다. 두 키프레임의 매개 변수는 
키프레임이 아닌 값에 설정됩니다. 영화 창 
타임라인에서, 키 프레임은 비디오 클립에 번호가 
매겨진 플래그로 나타납니다. 효과의 매개 변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키프레임 플래그가 계속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효과 매개 변수 창에 열려 있는 효과의 
키프레임은 수직선 위에 번호가 매겨진 플래그로 
나타납니다. 현재 키프레임은 여기 키프레임 3의 
플래그와 같이, 강조 표시한 플래그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컨트롤은 매개 변수 창의 하단에 
표시됩니다. 추카 컨트롤에는 추가 버튼과 감산 
버튼, 전진/후진 화살표가 있는 현재 키프레임 
표시기, 조그 화살표가 있는 키프레임 시간 
카운터가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컨트롤이 
매개 변수 창의 하단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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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키프레임 표시는 사용자가 동영상 
창에서 보고 있는 프레임에 연결된 키프레임의 
수를 나타냅니다. 화살표를 사용하면 키프레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릭하면, 동영상 창 
슬라이더가 다음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키프레임이 정의되지 않은 영화의 프레임을 보고 
있을 때, 표시기가 시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매개 
변수 값은 재생 중에 현재의 프레임에 적용될 
값입니다. 

어떤 시점에서든 키프레임을 생성하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그냥 매개 변수를 조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Studio가 키프레임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키프레임은 클립의 시작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새로운 키프레임을 삽입하거나 
이전의 키프레임을 삭제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키프레임이 기억되면서 순서를 바로잡습니다. 

 
삭제 버튼은 현재의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있을 
때마다, 다시 말해 현재 키프레임 표시기에 시가 
아닌숫자가 나타날 때마다 사용 가능합니다. 

키프레임 시간 카운터는 현재 영화 시간의 클립 내 
시간 옵셋, 즉 재생기에 나타낸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키프레임은 0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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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마지막 키프레임은 클립의 길이보다 한 
프레임 적은 옵셋에 있습니다. 

현재의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있으면, 카운터의 
조그 화살표로 시간 옵셋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과 마지막 키프레임의 위치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키프레임은 인접한 키프레임의 
현재 위치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3의 시간 설정. 

미리 보기 및 랜더링 

비디오 효과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를 선택하고 
매개변수 설정을 조정할 때플레이어는 영화의 현재 
프레임에 해 동적으로 업데이트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클립 길이 효과(예: 물방울 효과, 
213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 단일 프레임의 
미리 보기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 중인 효과의 전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클립을 재생해야 합니다. 많은 
효과가 집중적인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클립의 매우 부드럽고 자세한 미리 보기는 
부분의 경우에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가 추가 또는 제거되거나 설정이 변경될 
때마다, Studio는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배경에서 클립 “렌더링”(클립의 최종 
모양 재계산)을 시작합니다. 배경 렌더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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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도중 클립 위 날짜 표시줄에 색깔로 
표시된 진행률이 나타납니다. 

배경 렌더링은 선택사양입니다. 필요하면,프로젝트 
기본 설정 옵션 패널 (설정  프로젝트 기본 
설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효과 라이브러리 

Studio와 함께 설치한 플러그-인비디오 효과는 
다음 6개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는 아이콘으로 
나타냅니다. 

• 지우기 효과는 노이즈 및 카메라 흔들림과 
같은 소스 비디오에 있는 결함을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 시간 효과는 속도처럼 비디오 프레임의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생 속도를 
변경합니다. 

• 스타일 효과는 추가된 효과와 구별되는 
시각적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 
볼록 및 오래된 영화). 

• 오버레이 효과는 PIP 및 크로마키와 같은 
Studio의 오버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 재미있는 효과는 영화에 독창성과 재미를 
주는 추가 범위를 제공합니다(예: 물방울 및 렌즈 
플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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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효과는 미미하든, 아니면 현저하게 
눈에 띄든 간에, 클립의 색상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러그-인 효과는 한 개 이상의 효과를 묶어서 
정리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모든 Studio 버전에 
포함된 Studio HD RTFX 팩(페이지 203 참고)에서의 
아홉 가지 효과에 해 알아 봅니다. 그 다음 
Ultimate RTFX 팩(207 페이지)에서  20여 개의 추가 
효과 각각에 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팩은 
Studio Ultimate와 함께 제공됩니다. 

Ultimate 효과의 매개 변수에 한 전체 문서는 
상황별 온라인 도움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은 각 효과에 한 매개 변수 패널의 왼쪽 
상단에 있는 도움말 단추 를 클릭하거나 패널이 
열려 있을 때 F1 키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효과 라이브러리 구축 

Studio 의 플러그인 구조는 사용자가 새로운 효과가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이들 효과를 비디오 효과 
라이브러리에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vid와 다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효과의 확장 팩이 프로그램과 무리 없이 통합될 
것입니다. 

일부 확장 효과는 잠금 설정된 고급 내용으로 
Studio와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Avid의 RTFX 
볼륨 1 및 2 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Studio에서 다른 효과들처럼 미리보기가 
가능하지만 재생 중에 특별한 그래픽과 함께 
'워터마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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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겅화키를 구입하면 워터마크가 제거됩니다. 이 
작업은 Studio 내에서 가능합니다. Studio용 고급 
내용 구입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경고: Studio의 플러그인 비디오 효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이론적으로 파일 
수정 및 삭제 또는 시스템 레지스트리 편집 등과 
같이 시스템에 잠재적인 나쁜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Avid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작 업체 이외의 서드 파티에서 
제작한 플러그인의 설치를 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표준 효과 

이 섹션에서는 Studio 효과 브라우저의 위에 있는 
Studio HD RTFX 그룹 내 여섯 개의 효과에 해 
설명합니다. 나머지 효과들은 다른 곳에서 
설명합니다: 크로마키 234 페이지, 이동 및 확  261 
페이지, PiP 227 페이지). 

지우기 효과 

자동 색상 보정, 노이즈 감소, 안정화는 지우기 
효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음과 카메라 
흔들림 등 소스 비디오의 결함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플러그인은 광범위한 
자료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범용 필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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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원본 자료, 
문제점의 심각성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동 색상 보정 

이 효과는 비디오의 부정확한 색상 밸런스를 
보완합니다. 이 효과의 개념은 캠코더에서 
“화이트 밸런스” 설정과 유사합니다. 

밝기: 색 보정은 이미지의 밝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수동 
보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컨트롤은 
이미지의 실제 밝기보다는 오히려, 이미지의 
“ 비 감마”를 수정합니다.) 

주: 자동 색 보정 효과를 처리하면 부작용으로 
클립에 비디오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문제가 될 정도이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노이즈 감소 효과를 추가하십시오. 

드림 조명 

이 효과는 적절하게 적용되면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장면을 구성합니다. 조절 가능한 흐리게 및 조명 
매개변수들을 통해 모습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균일하게 밝기를 증가시킵니다. 
레벨이 증가하면 최  밝기 레벨 이상이 되면 
흰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더 넓어져서 이미지에서 
보다 밝은 부분이 흰색으로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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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장면 원본 (왼쪽)과 드림 조명 효과 적용 
(오른쪽). 

회전 

이 효과는 전체 비디오 프레임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수평 및 수직 배율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 180° 회전 (왼쪽); 차분 배율 적용 
회전을 통해 간단한 원근 효과를 생성(오른쪽). 

노이즈 감소 

이 플러그인은 화려한 비디오의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아티팩트(이미지 처리의 부작용으로 생긴 이미지 
결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이즈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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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 특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는 프레임의 
영역에서만 수행합니다. 

동작 임계값: 이 슬라이더는 임계값을 조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효과가 허용되는 
동작의 양이 증가하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의 비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동시에, 허용될 
수 없는 아티팩트가 비디오에 들어갈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안정화 

많은 디지털 캠코더에 있는 전자 이미지 안정화 
기능처럼, 이 효과는 카메라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 
흔들림이나 지터를 최소화합니다.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은 버려지고, 가운데 부분은 
프레임을 채우기 위해 약 20%까지 확 됩니다. 
프레임 단위로 선택한 영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Studio에서는 원하지 않는 카메라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udio의 안정화 효과는 선택한 영역(선 안쪽)을 
전체 프레임 크기로 확 하면 적용됩니다. 
영역은 프레임 간에 조정되어 카메라 흔들림으로 
생긴 미세한 조준의 차이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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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이 정교한 효과를 이용하면 10~500 퍼센트 사이의 
연속적인 범위 내의 값을 이용해서 앞뒤 방향으로 
비디오 클립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변경되면 클립 길이도 변합니다. 

클립에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오디오 역시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원래 음높이 
유지 옵션을 이용하면 사운드 트랙에서의 갑작스런 
목소리 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ULTIMATE 효과 

Studio Ultimate RTFX의 비디오 효과 팩은 Studio 
Ultimate와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Studio 버전의 
사용자들은 Studio Ultimate로 업그레이드하면 이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제외한 각 효과에 한 
간략한 설명을 합니다: 

• 오버레이 효과 두 가지（크로마키, 페이지 234, 
픽처인픽처, 페이지 227）는 다른 곳에서 
설명합니다. 

• Avid의 Hollywood FX 소프트웨어로 3차원 장면 

전환 효과를 생성, 편집할 수 있는 HFX 필터 
효과는 Studio와는 별도로 실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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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HFX 
필터는 특별한 Studio 분류 항목 아이콘을 
이용합니다. 

이 효과들은 분류 항목별로 정렬되는 효과 
브라우저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납니다(페이지 
201 참고). Studio Ultimate에서 효과 매개 변수 창이 
열리면, 모든 매개 변수를 포함한 전체 설명이 
상황별 도움말로 제공됩니다 

흐리게 

비디오에 흐리게 효과를 추가하면 초점을 흐릿하게 
하여 찍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Studio의 흐리게 효과는 사용자가 전체 프레임 또는 
프레임 내 특정 사각 영역을 수평 및 수직으로 
흐리게 하는 강도를 각각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TV 뉴스 적용에 
익숙한 효과인 사람의 얼굴과 같은 이미지의 선택 
부분만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엠보싱 

이 특수 효과는 볼록화되거나 돌기를 형성한 조각 
표면 효과를 시뮬레이트합니다. 효과의 강도는 양 
슬라이더로 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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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싱은 비와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색상 
보정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오른쪽). 

오래된 필름 

오래된 필름은 보통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즉, 초기 사진 인화 과정에서 생긴 
거친 이미지, 필름에 붙은 먼지나 보풀로 생긴 
점이나 조흔, 그리고 영사 도중 필름이 스크래치된 
중간의 세로선 등이 그것입니다. 

 
오래된 필름 효과는 사용자가 본래 비디오에 
1930년  또는 그 이전에 제작된 영화의 모습을 
주기 위해 이러한 결함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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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부드럽게 효과는 비디오 화면을 살짝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뽀얀 효과로 낭만적인 느낌을 
가미하거나 주름살을 최 한 줄이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효과의 강도를 
조정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이 효과는 모자이크에 불규칙한 다각형으로 배열된 
영역을 통해 비디오를 보는 모양을 
시뮬레이트합니다. 

슬라이더를 통해 이미지에 있는 다각형 “타일”의 
평균 치수와 인접한 타일 사이에 어두운 테두리 
너비를 0(테두리 없음)부터 최 값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 효과의 세 가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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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키 

이 오버레이 효과는 작동 방식이 크로마키(234 
페이지)와 매우 비슷하지만, 이 경우 전경 이미지의 
투명한 영역은 색상 정보가 아니라 휘도에 의해 
정의됩니다. 

2D 에디터 

이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 하고 
표시되는 부분을 설정하거나, 이미지를 축소하고 
선택적으로 테두리와 그림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진 

Studio Ultimate 지진 효과는 지진이 발생하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비디오 프레임을 흔들며 이 때 
사용자는 속도와 세기를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렌즈 플레어 

이 효과는 직접 조명으로 후광이 생기거나 비디오 
이미지 내에 빛에 노출된 부분이 생길 때 플레어 
현상을 시뮬레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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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주 조명의 방향, 크기,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타난 것 중 첫 번째 방법은 조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차적 효과(광선과 
반사)는 계속 생성됩니다. 

 
여덟 가지 옵션. 

확  

이 효과를 사용하면, 비디오 프레임 중 선택한 
부분에 가상 확  렌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3차원으로 배치해서, 프레임 내에서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고 이미지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션 흐리게 

이 효과는 카메라가 노출을 유지하고 빨리 움직일 
때 흔히 나타나는 흐림 효과를 연출합니다. 흐리게 
하기 효과에서 각도와 그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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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이 효과는 수면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질 때의 
효과를 시뮬레이트하여, 퍼지는 동심원 물결을 
생성합니다. 

 
물방울 효과의 단계(“큰 물방울” 사전 설정). 

파동 

이 효과는 클립의 진행에 따라 비디오 프레임에 
퍼지는 바다 물결을 모방하기 위해 왜곡을 
가미합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 물결의 수, 간격, 
방향, 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흑백 

이 효과는 원본 비디오에서 색상 정보를 일부 또는 
모두 빼내어, 부분적인 탈색(“페이드” 사전 
설정)에서 완전 흑백에 이르게 합니다. 양 
슬라이더가 효과의 강도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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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보정 

이 효과에 한 매개변수 영역에 있는 4개 
슬라이더가 현재 클립의 색상을 조정합니다. 

밝기: 빛의 강도 

비: 명암 값의 범위 

색조: 스펙트럼에서 빛의 위치 

채도: 회색부터 채도가 가장 높은 색에 이르기까지 
순색의 정도 

컬러 맵 

이 효과는 한 쌍의 혼합 응 도표, 즉, 색상 맵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색을 결정합니다. 이 효과를 
이용하면 강렬한 색상을 처리하거나 멋진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2색조 또는 3색조를 활용할 수 
있고 강렬한 장면 전환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맵은 단색조 이미지에서부터 사이키델릭한 
색상 전환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전 

그 이름과 달리, 반전 효과는 표시가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의 컬러 값입니다. 보색 강도 및 색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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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을 다시 그려서,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다시 
칠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효과는 YCrCb 컬러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컬러 
모델에는 휘도(밝기 정보)를 위해 채널 한 개와 
크로미넌스(색 정보)를 위한 채널 두 개가 있습니다. 
YCrCb 모델은 디지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조명 

조명 도구는 조명 상태가 불량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보정, 강화해 드립니다. 
특히 이 기능은 피사체가 그림자 속에 있는 야외 
촬영 등에 적합합니다. 

포스터라이즈 

이 Studio Ultimate 효과는 전체 원본 팔레트에서 두 
가지 색상(검정색과 흰색) 범위로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 슬라이더를 끄는 방법으로 클립의 
각 프레임을 렌더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상 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팔레트가 줄어들 때 
유사한 색상 영역은 더 큰 일반 영역으로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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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색상 밸런스 

Studio Ultimate의 RGB 색상 밸런스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은 이것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채색을 겪고 있는 비디오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color bias)을 적용하여 특정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야간 장면의 경우 
파란색을 추가하고 전체 밝기를 약간 낮춰서 
어둠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낮에 촬영한 
비디오를 야간 장면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피아 

이 Studio Ultimate 효과는 전체 색상이 아닌 세피아 
톤으로 사진을 렌더링함으로써 낡은 사진의 모습을 
클립에 부여합니다. 효과의 강도는 양 슬라이더로 
조절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부분의 비디오 카메라에는 자동으로 주변 조명 
조건에 응해서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 옵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꺼져 있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비디오 이미지의 
색상이 정확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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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의 화이트 밸런스 효과는 이미지에서 어떤 
색이 ‘흰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된 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적용됩니다. 
흰색으로 이용할 색을 잘 지정하면 색상이 보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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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2 트랙 편집 
 

Studio는 Studio에 다중 트랙 비디오 편집 기능과 
오버레이 트랙이라고 하는 동영상 창 타임라인 
상의 보조 비디오 트랙을 추가합니다.  이 기능으로 
Studio의 최적화된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고급 픽처 인 픽처 및 크로마 
키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트랙 소개 

설치를 끝내면 Studio를 오랫 동안 사용해 왔던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한 5개의 트랙들이 
타임라인에 표시됩니다: 이 5개의 트랙은 바로 
원본 오디오 트랙이 적용되는 비디오 트랙과 자막 
트랙, 음향 효과 트랙 및 음악 트랙입니다. 

오버레이 트랙을 열기 위해서는 앨범 에서 
비디오 클립을 끌어서 동영상 창으로 이동시킨 
후에 자막 트랙 에 위치시킵니다. 오버레이 
트랙은 적절하게 위치된 클립과 함께 즉시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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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트랙을 열기 위해서 자막 트랙 위에 

비디오를 위치시킵니다. 

Studio는 오버레이 트랙과 함께 비디오 클립의 원본 
오디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버레이 오디오 
트랙을 추가합니다. 

오버레이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이 열리면 Studio는 
자막 트랙 위의 비디오 클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앨범에서 클립을 끌어서 바로 필요한 
로 비디오 또는 오버레이 트랙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비디오 및 오버레이 트랙 위의 비디오 클립들. 

오버레이 트랙 표시하기 및 숨기기 

우리가 살펴 본 로 오버레이 비디오 및 오디오 
트랙은 처음 오버레이 클립을 추가할 때 
표시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트랙들에서 마지막 
클립을 제거하면 Studio가 보기에서 트랙들을 
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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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설정으로 인한 작동은 영화 창을 항상 
정돈하는 효과를 제공하며 반 의 경우 오버레이 
비디오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트랙을 
보이도록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랙을 항상 표시하려면 영화 창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팝업 '컨텍스트' 
메뉴에서 항상 오버레이 트랙 표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A/B 편집 기능 

편집 작업 –  삽입 편집, L 삽입, J 삽입 - 을 보다 
간편하게 해 주는 Studio Ultimate의 두 번째 비디오 
트랙은 153 페이지의 '고급 타임라인 편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삽입 편집은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삽입할 클립을 바로 끌어서 오버레이 트랙 위로 
위치시킨 후에 원하는 로 다듬기 합니다.  (두 
번째 비디오를 줄어든 크기로 표시해서 메인 
비디오가 충분히 보이도록 하려고 할 경우 아래의 
'픽처 인 픽처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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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트랙 상의 삽입 편집. 클립 B가 재생 될 
동안 메인 비디오가 가려 집니다. 

J 삽입과 L 삽입의 경우 클립의 오디오 부분이 
비디오의 약간 앞쪽(J)이나 약간 뒤쪽(L)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삽입된 클립의 시작 
및 끝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종종 함께 
사용됩니다. 

 
오버레이 트랙 상의 분할 편집. 오버레이 비디오 
트랙이 잠금 설정되어서 B 클립의 오디오를 
다듬기 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메인 오디오를 줄이거나 음소거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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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 인 픽처 도구 

픽처 인 픽처('Picture-in-picture. 종종 'PIP'로 표시) 
도구 –  메인 비디오에 추가 비디오 프레임 삽입 
기능 –  는 전문적인 TV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쓰임새 많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적용한 테두리와 그림자, 둥근 
모서리를 적용한 픽처 인 픽처(왼쪽). 오른쪽의 
수직 분할과 유사한 화면 분할 효과는 PIP 도구의 
유용함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픽처 인 픽처 기능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인 경우 
처럼 일부 비디오 클립을 영화 창 타임라인에 
끌어서 이동시킴으로써 시작합니다. 배경 비디오로 
사용하려는 클립을 비디오 트랙에 위치시킵니다. 
전방 클립 –  PIP 클립 –  은 메인 클립의 아래에 
있는 오버레이 트랙으로 위치합니다. 

참고: 위에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화면 분할 
효과를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두 개의 클립 
중 어떤 클립이 어떤 트랙에 위치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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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을 원하는 위치에 자리잡도록 하고 전방 
클립을 선택한 후 픽처 인 픽처 및 
크로마키(PIP/CK) 도구를 엽니다. 이것은 동영상 
창의 비디오 도구 상자 내 일곱 번째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할 때 보통 픽처 인 
픽처와 크로마키 도구라고 합니다. 

 
픽처 인 픽처 및 크로마키(PIP/CK)는 실제로 두 
개의 도구가 하나로 결합된 것입니다. 이 
도구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구로 간주합니다. 그림에서는 이 도구의 PIP 
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위에 있는 
크로마키 탭을 클릭하면 전환됩니다. 

픽처 인 픽처 도구 제어 기능 

PIP 도구의 왼쪽 측면 부분은 오버레이 비디오의 
크기, 위치, 자르기 등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레이아웃 영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하는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서 
플레이어 미리 보기에 반영됩니다. 

레이아웃 영역에는 비율 조정 및 자르기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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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조정 모드: 레이아웃 영역의 회색 체크 무늬로 
표시된 영역은 뒤쪽의 비디오가 비쳐 보이는 
오버레이 프레임의 투명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전형적인 PIP 사용 방식에서는 이것이 화면의 
부분에 해당되며 메인 비디오가 불필요하게 
가려지지 않도록 오버레이 크기가 충분히 작게 
유지됩니다. 다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PIP 
프레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비디오 프레임 내부에서 다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PIP 프레임을 클릭해서 레이아웃 
영역 내에서 끌어서 이동합니다. 

• PIP 프레임의 가장 자리에 있는 중앙 제어 지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임의 로 조정합니다. 

• PIP 프레임의 모서리에 있는 제어 지점을 
이용해서 크기만 조정하고 비율('가로 세로 
비율')은 그 로 유지합니다. 

자르기 모드: 이 모드에서 레이아웃 영역은 비율 
조정 모드에서 설정된 실제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 
오버레이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제어 지점에 의해 
정의된 사각형은 프레임의 어떤 일부가 보이는지 
나타냅니다. 보이는 영역 바깥쪽에서 프레임은 
반투명하게 표시되어 체크 무늬가 비쳐 보입니다. 

비율 조정 모드에서와 같이 가장 자리에 있는 제어 
지점을 이용하면 자유롭게 자르기 사각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모서리의 제어 지점을 이용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그 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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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조정(왼쪽)과 자르기 (오른쪽) 모드에서의 PIP 

도구. 

사전 설정: 해당 이름과 관련된 미리 지정된 값으로 
한 번에 모든 PIP 제어 기능을 설정하려면 사전 
설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설정에 
한 략적인 값으로 사전 설정 수치를 먼저 
선택한 후 정확하게 원하는 설정을 얻기 위해 각 
수치들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투명도: 오버레이를 통해서 뒤쪽의 비디오가 
보이는 정도를 조정하려면이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테두리와 그림자와 함께 오버레이가 점차 투명해 
집니다. 

테두리: 이 제어 기능들은 
오버레이 프레임 주위로 
적용되는 테두리의색상, 폭,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만일 
테두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폭을 0으로 
설정(슬라이더를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색상 
제어 사용 방법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3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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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움 슬라이더는 테두리의 바깥쪽 경계선에 
적용할 블러 효과의 양을 제어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으로이동하면 딱딱한 경계선이 되며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배경 비디오와 혼합됩니다. 
PIP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적용하려면 둥근 
모서리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림자: 이 제어 기능들은 
오버레이 프레임이 배경 비디오 
위로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주는 
그림자 효과의 색상, 폭, 각도, 
투명도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폭(거리 슬라이더 사용)을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이얼 형태의 그림자-각도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프레임에 한 상 적인 위치에 8가지 방식으로 
그림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픽처 인 픽처 활성화: 이 선택 상자는 PIP 효과를 
끄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 클립에 적용: 이 옵션은 다양한 많은 클립에 
동일한 PIP 설정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동안 
PIP는 도구가 마지막으로 열렸을 때의 설정과 
동일한 설정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오버레이 
트랙에 끌어 놓는 새로운 각 클립에 적용됩니다. 

PIP 효과 인터페이스 

그래픽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PIP 매개 
변수를 입력하려고 할 경우비디오 효과 도구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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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동시에 PIP 도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초기 설정을 지정하고 그 다음 수치 효과 
매개 변수를 입력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PIP 효과의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 설정은 PIP 
도구에서 제공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위치: 수평 및 수직 슬라이더는 배경 프레임의 중앙 
부분에서 PIP 프레임의 중앙 부분 사이의 거리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픽처 인 픽처 효과에 한 매개 변수 설정 

크기: 폭 슬라이더와 높이 슬라이더는 원래의 
크기에 한 퍼센트로 PIP 프레임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에서 PIP 
프레임의 최종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르기: 이 그룹 내의 네 개의 슬라이더는 원본 PIP 
비디오 프레임의 비율을 다듬기 해서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디오: 투명도 슬라이더는 원하는 만큼 배경 
비디오를 PIP 오버레이를 통해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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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이 그룹 내의 매개 변수들은 필요에 따라 
오버레이 테두리의 색상, 두께, 투명도, 부드러움, 
둥근 모서리 선택 여부등을 지정할 수 있는 PIP 
도구의 테두리 설정과 동일합니다. 이 효과 
인터페이스에서는 도구에서 제공되는 단일 설정 
신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폭 및 높이 
제어 기능이 별도로 제공되어 테두리의 두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테두리 그룹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매개 
변수는 이 도구의 거리 및 각도 설정에 비해 
그림자의 위치 지정에서 약간 더 유연성을 
제공하는 수평 오프셋과 수직 오프셋 매개 변수가 
제공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PIP 도구의 변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크로마키 도구 

크로마키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때 전면에 물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  종종 존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디오에 나타나도록 해 주는 널리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액션 스타가 
화산으로 뛰어들거나 거 한 바퀴벌레와 전투를 
벌이거나 또는 담한 우주 유영을 통해 동료를 
구출하는 장면 등의 촬영이 필요할 때 크로마키 
또는 관련된 기법이 적용됩니다. 

크로마키 효과는 전면의 활동이 동일한 파란색 
또는 녹색 배경 화면 앞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종종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 이후에 배경은 자동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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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의 장면 만이 별도로 준비된 최종 장면의 실제 
배경 위에 겹쳐져서 표시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이 색들을 제거해도 배우의 피부 
색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로마키에 사용되지만 Studio의 크로마키 
도구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색조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로마키로 장면 제작: 비디오 트랙 위의 
클립(왼쪽)이 오버레이 트랙 상의 그린 
스크린(중앙)에 한 배경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크로마 키를 적용함으로써 최종 장면에서 녹색을 
제거해서 장면을 완료합니다(오른쪽). 

픽처 인 픽처에서와 마찬가지로 크로마 키를 
사용하는 첫번째 단계는 일부 비디오 클립을 
타임라인 위에 끌어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배경 
비디오로 사용하려는 클립을 비디오 트랙에 
위치시킵니다. 위의 그림의 가운데 클립에서처럼 
일정하고 높은 채도를 가지는 배경을 가져야 하는 
전면의 클립은 메인 클립 아래의 오버레이 트랙 
위에서 진행됩니다. 

클립을 원하는 위치에 자리잡도록 하고 전방 
클립을 선택한 후 픽처 인 픽처 및 

크로마키(PIP/CK) 도구를 엽니다. 이것은 동영상 
창의 비디오 도구 상자 내 일곱 번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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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어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크로마키 
탭을 선택합니다. 

 
PIP/CK 도구의 크로마키 측. 

크로마키 도구 제어 기능 

크로마키 도구는 도구의 왼쪽에 있는 키 채널 
그래픽에서 제시된 로 '마스크'를 구성합니다. 
이곳에서는 프레임의 투명한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며 불투명한 부분 –  최종 비디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 – 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나머지 제어 기능의 부분은 '키 색상'과 관련 
속성을 지정함으로써 프레임의 어떤 영역들이 
정확히 마스크의 투명한 부분에 포함될 것인지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투명도: 일반적으로는 불투명한 오버레이를 통해서 
뒤쪽의 비디오가 보이는 정도를 조정하려면 이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경계와 그림자와 함께 오버레이가 점차 
투명해 집니다. 

사전 설정: 이 도구는 '그린 스크린 키'와 '블루 
스크린 키'라고 하는 두 개의 사전 설정을 
제공합니다. 이 사전 설정을 이용하면 표준 크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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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색상들 중 하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 도구 설정을 
위한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키 색상: 색상 견본이나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전경만 남기고 비디오 프레임에서 
제거할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제어 사용 방법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3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실제 키를 이용하기 보다는 다른 속성들 –  채도 및 
강도 –  을 고려하지 않고 색조만 선택해서 색상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색조는 색상환 
디스플레이의 원주에서 강조 표시된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크로마키 도구의 색상환은 색조 범위(원주 
주위)와 색상 채도 값(반지름에 따라)을 강조 
표시합니다. 색조와 채도가 강조 표시된 영역 
내에 포함되는 오버레이 프레임 내의 모든 
픽셀들은 투명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색상 허용치: 이 슬라이더는 '키 색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될 색조의 범위 폭을 제어합니다.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색상환의 강조 
표시된 영역이 관련된 호의 각도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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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채도: 채도는 색상 내의 색조의 양을 
의미합니다. 채도가 0인 픽셀(색상환의 중심 
부분에 해당)에는 색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색은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분포하는 '회색조'에 
포함됩니다. 크로마키는 배경이 일정하고 높은 
채도를 가지는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이 슬라이더의 적용 범위 역시 커집니다. 실제 촬영 
시에는 조명과 촬영 기기의 변덕으로 인해서 종종 
배경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옮기면 보다 넓은 채도 범위를 응 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강조 부분이 색상환의 중심 부분 
쪽으로 더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움: 이 슬라이더는 아래에 위치한 비디오의 
밀도를 제어합니다. 왼쪽으로 완전히 위치시키면 
메인 비디오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메인 
비디오의 밀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잔상 제거: 이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전면 물체의 
가장 자리를 따라 생길 수도 있는 비디오 노이즈나 
잔상을 제거합니다. 

크로마키 활성화: 이 선택 상자는 크로마키 효과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합니다. 

새 클립에 적용: 이 옵션은 다양한 많은 클립에 
동일한 크로마키 설정을 적용하려고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도구가 열렸을 때 
표시된 것과 동일한 설정을 이용해서 크로마 키가 
오버레이 트랙 위로 이동하는 각 새 클립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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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키 효과 인터페이스 

크로마키 매개 변수 설정에 그래픽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수치를 입력하고자 한다면비디오 효과 
도구에서 제공하는 체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로마키 도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초기 설정을 지정한 다음 
수치 효과 매개 변수를 입력해서 세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마키 플러그 인은 크로마키 도구가 제공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매개 변수 설정을 지원하지만, 
역전 키라는 옵션 한 가지를 더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키의 부분들은 투명하게 처리되며 투명한 
부분들은 불투명하게 처리되어서 컬러 화면으로 
표시된 영역을 제외한 부분만 뒤쪽의 비디오를 
통과시킵니다. 

 
크로마키 효과에 한 매개 변수 설정 

크로마키 도구는 이 도구에서 생성된 투명도 키를 
사용하는 특별한뷰를 지원합니다. 효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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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사용하면서 재생기에서 이 뷰를 얻으려면, 
키 표시 선택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키 표시 사용: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키가 진짜 

크로마키에 한 유용한 정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크로마키를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서 촬영을 
계획해야 하고 세부적인 장면을 위해서 실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배경막에 한 조명을 가능한 한 균일하게 합니다.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배경 색상이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재생 시에 부분적으로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아 보이는 얼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조명을 배경막에 적용해서 골고루 전체 
영역에 조명이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하늘에서 
조명을 투사하는 것과 같은 확산 태양광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사체가 스크린에 그림자를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사체와 전방의 조명을 조정해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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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피사체는 
배경 천과의 거리가 1미터(3피트) 이하가 되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크로마치 촬영 계획. 배경 천은 충분하고 고른 
조명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사체 뒤쪽으로 
적절하게 위치시켜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사체에 한 조명은 촬영 시에 
적용될 배경에 어울리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전방의 색상을 주의해서 선택합니다.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피사체의 색상 중에 
녹색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파란색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촬영 시에 해당되는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크로마키에서 보다 넓은 
색 허용치를 적용해야 하는 불균일한 배경 천을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경계선을 적용합니다. 크로마키 기능은 
불규칙하거나 복잡한 경계선을 가진 물체보다는 
부드러운 경계선을 가지는 물체에서 보다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에 
부드러운 경계선이 잡히도록 피사체를 조정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따라서 가능하다면 머리카락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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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피사체가 모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촘촘한 프레임을 적용합니다. 프레임이 넓을수록 
배경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촬영 
제어가 더 힘들어 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물 촬영 시 전체를 촬영하기 보다는 
허리 윗 부분을 촬영하는 기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저렴한 전문적인 크로마키 작업용 배경 천을 
Avid 웹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 

색상 매개 변수를 제공하는 도구와 
효과에서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색상 

견본(왼쪽)이나 스포이드 단추를 클릭합니다. 색상 
견본은 표준 색상 선택 화 상자를 열고 
스포이드는 화면 상의 임의의 점을 클릭해서 해당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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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지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일부 도구 및 
효과에서 제공되는 색상 견본 단추를 클릭하면 
Windows 색상 선택 화 상자(왼쪽)가 열립니다. 
스포이드 단추를 클릭하면 스포이드처럼 생긴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미리보기 
창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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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이란 한 클립에서 다음 클립으로의 
전환을 쉽게 해 주는 –  또는 강조하는 –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한 효과를 말합니다. 페이드, 
지우기 및 디졸브가 전환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다른 효과들은 보다 이국적이고 심지어 정교한 
3차원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은 앨범의 해당 섹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의 “전환 섹션” 참고).전환 
효과를 사용하려면 앨범에서 영화 창으로 전환을 
끌어서 이동한 후 비디오 클립, 테마 클립이나 정지 
이미지 옆에 위치시킵니다.  (또한 오디오 클립에 
바로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76 
페이지에서 “오디오 트랙에서 장면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스토리보드 보기 모드에서 연속적인 전환 
(비디오 클립 사이의 아이콘들). 

타임라인 보기에서 장면 전환을 메인 비디오 
트랙이나 오버레이 트랙, 또는 자막 트랙 위에 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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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 위에서 장면 전환은 두 
개의 전체 화면 클립(또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전환 주위에 오직 하나의 클립만 
있을 경우 하나의 클립과 공백)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제공합니다. 오버레이와 자막 트랙에서 
장면 전환은 두 개의 인접하는 클립들(또는 클립 
하나와 투명 배경)을 연결합니다. 

 
도표: 2 초간 지속되는 각선 방향 지우기 
전환의 5 장의 스냅샷. 

전환이 2 초 (Studio 설치 즉시 기본으로 설정되는 
전환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두번째 클립은 첫번째 
클립이 종료되기 2 초 전에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첫번째 클립만 보이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두번째 
클립으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첫번째 클립이 점차 
사라지고 두번째 클립이 점차 나타나는 과정 동안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은 전환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비디오 클립이 겹쳐지기 
때문에 두 개의 클립이 차지하는 총 시간은 전환의 
지속 시간만큼 감소합니다. 

 
이것은 실제 비디오를 적용한 위와 같은 
전환입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중간 세 개의 
프레임에는 전환 경계가 흰색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두 클립 모두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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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유형과 적용 

모든 효과와 마찬가지로,전환역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영화에서 전체적인 필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선택된 전환은 
영화의 의미와 전환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구성 
방식을 미묘하게 강화시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문적으로 구성된 비디오에서 사용된 전환을 
관찰하면 자신의 영화를 개선할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나친 변화나 전환 
자체에 주의를 빼앗길 수 있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지나친 전환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묘한 디졸브와 하트 형태의 지우기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기본 전환(페이드, 디졸브, 지우기, 
슬라이드, 밀어내기)는 앨범의 첫번째 표준 전환 
그룹(“2D 전환”)에 해당됩니다. 

보다 정교한 일련의 전환은 앨범 내 전환 그룹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두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알파 
매직 그룹에 포함됩니다. 

이 목록의 많은 다른 그룹들은 모두 3 차원 
그래픽이 적용된 복잡한 전환인 Hollywood FX에 
속합니다. Hollywood FX 전환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됩니다 (243페이지). 

커트: 커트란 최소 전환을 말합니다.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즉각적인 전환에 해당됩니다. 
Studio에서 이것은 기본 전환입니다. 한 클립에서 
다음 클립 사이에 강력한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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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커트 처리가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면 
내에서 카메라가 위치를 변경하거나 각도를 변경할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페이드: 이 전환은 검은색 화면에서 비디오 
클립의 시작 부분으로 페이드되거나 클립의 
끝 부분에서부터 검은색 화면으로 페이드됩니다. 
두 클립 사이에 놓인 페이드는 페이드 다운 후 
페이드 업을 생성합니다. 이 페이드 전환은 
앨범에서 첫번째 전환 아이콘에 해당됩니다. 

페이드는 영화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지점과 같이 연속성이 오랫동안 
끊어지는 부분에 흔히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에서 연기 사이에 페이드를 
삽입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졸브: 디졸브는 페이드와 유사하지만 이전 
장면이 페이드로 사라지는 동안에도 새로운 
장면이 페이드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과정의 시각적인 오버랩 효과는 페이드에 비해서 
덜 극적이지만 커트 효과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짧은 디졸브는 커트의 급격한 변환을 
감쇄할 수 있는 반면 긴 디졸브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기, 슬라이드, 밀어내기: 각 
표준 유형의 전환에서 들어오는 
비디오는 특정 방향으로 프레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계선 뒤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단과 함께 표시된 앨범 아이콘은 각각 왼쪽 
지우기, 왼쪽 아래 슬라이드 및 오른쪽으로 
밀어내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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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기 전환에서 이전 비디오와 새로운 비디오 
모두 전환 과정 동안 프레임의 정상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환 가장자리가 프레임을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마치 오래된 벽지 위에 새로운 
두루마리 벽지를 펼치는 것처럼 새로운 비디오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드는 지우기와 유사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비디오의 프레임은 원래의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화면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 효과는 마치 창문의 
블라인더를 당기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습니다. 

밀어내기는 슬라이드와 비슷하지만 마치 영화 필름 
상의 프레임이 이동하듯 새로운 비디오가 들어옴에 
따라 이전 비디오는 프레임 밖으로 밀려납니다. 

 

Hollywood FX for Studio 
Avid의 Hollywood FX에는 수많은 
드라마틱한 3D 전환 및 효과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오프닝 시퀀스, 스포츠 및 액션 
장면 또는 뮤직 비디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llywood FX는 사용상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전문적인 효과에 한 
기 를 만족시킵니다.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Hollywood FX 
효과들과 온라인 구매 가능한 다른 많은 기능들이 
Studio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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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에서 Hollywood FX를 위한 HFX 
Creator 편집 도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Hollywood FX를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구성하거나 처음부터 새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HFX Creator에는 비행 경로 
및 모든 매개변수 편집이 가능한 고급 키프레임 

기능, 강력한 왜곡 플러그인, 3D 
텍스트 생성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부 비디오 소스, 생생한 3D 
개체와 조명을 이용해서 다양한 3D 
MultiWindow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HFX Creator의 구입과 초기화를 
위해서는 Hollywood FX 장면 
전환에 한 클립 속성 내의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 

영화에서 전환 미리 보기 

Studio에서는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전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전환을 마우스로 끌어서 영화 창으로 
이동시킨 다음 재생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을 클릭하고 전환이 현재 내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나 영화 창의 타임라인에서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전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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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wood FX의 백그라운드 랜더링 

백그라운드 렌더링은 Hollywood FX 전환 및 기타 
효과에서 자세한 미리 보기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을 사용자의 작업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수행하는 옵션 
기능을 의미합니다.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 
옵션 패널 (설정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에서 배경 렌더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0 페이지에 있는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전환의 렌더링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생기에서는 
낮은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로 미리 보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배경 렌더링이 진행되는 도중 클립 위 
날짜 표시줄에 색깔로 표시된 진행률이 나타납니다. 

오디오 전환 

보통 영화 창에서 비디오 클립은 동기 오디오를 
가집니다. 전환이 없는 곳에서는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한 클립에서 다음 클립으로 커트가 
적용됩니다. 두 클립 사이에 전환이 놓일 때 
오디오는 크로스 페이드를 적용합니다 (오디오의 
디졸브와 동등). 

이 규칙에 한 유일한 예외는 페이드 전환으로, 
오디오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다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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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에일반적인 전환이 크로스 
페이드 생성 (왼쪽). 페이드 전환 
(오른쪽) 에서 오디오가 페이드로 
사라진 후에 비디오와 함께 페이드로 

나타남. 

리플 장면 전환 명령 

Studio의 이 기능은 정지 이미지나 짧은 클립의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신속하게 슬라이드쇼를 
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젠테이션은 각 클립에 전환을 연결함으로써 
보다 흥미있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리플 전환은 
이러한 결과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입니다. 

타임라인 위에 클립들을 준비하고 첫번째 두 개의 
클립 사이에 원하는 유형의 전환을 추가합니다. 

 
이제 첫번째 클립을 제외한 모든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그 중 일부를 클릭한 후에 
팝업 메뉴에서 리플 전환을 선택합니다. 



제 9 장: 장면 전환 247 

 
Studio는 선택한 클립들 사이에 원본 전환의 
복사본을 삽입합니다. 

 

트리밍 장면 전환 

전환은 진짜 클립은 아니지만 Studio의 편집 
환경에서는 매우 클립과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클립과 마찬가지로, 전환 역시 영화 창 
타임라인에서 또는 클립 속성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트리밍 전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에 한 내용은 143페이지의 “핸들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을 
참고하십시오.전환에 허용된 최  기간은 주위 
클립들 중에서 제일 짧은 클립보다 한 프레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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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속성 도구를 사용한 트리밍 

도구 상자  클립 속성 수정 메뉴 명령은 
선택한 클립에 한 클립 속성 도구를 
호출합니다. 모든 전환 유형에 해 이 도구는 미리 
보기 제어 기능과 다음 두 가지 등록정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환의 길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길이 
카운터에서 값을 변경하십시오. 전환 길이는 
항상 주위 클립들 중에서 제일 짧은 클립 보다 한 
프레임 적어야 –  단일 프레임에 의해서만 –  
합니다. 

• 이름 텍스트 필드에서는 Studio에서 기본적으로 
할당한 클립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 
필드는 모든 클립 유형에 해 클립 속성 
도구에서 제공됩니다. 클립 이름은 영화 창의 
목록 보기에 의해 사용되며 또한 스토리보드 
보기에서 클립 위로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이동 
레이블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환 효과는 변환 애니메이션을 역방향으로 
실행하는 “반  방향” 옵션을 지원해서 회전 
지우기 등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 전환이 이 옵션을 
지원하면 반  방향 확인란을 활성화시키십시오. 

HFX Creator 응용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Hollywood FX 장면 전환의 클립 속성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Studio내에서 열 수 있습니다. 
HFX Creator는 여러 옵션이 제공되는 외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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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사용 방법은 함께 첨부된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클립 속성 도구에서 미리 보기 

클립 등록정보 도구는비디오 클립과 유사한 전환을 
위한 미리 보기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8페이지의 “클립 속성 도구로 트리밍” 
을 참고하십시오. 

미리 보기 영역에서는 출력 클립의 마지막 완전한 
프레임 (풀 프레임) 과 입력 클립의 첫번째 완전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미리 보기 프레임은 길이 
필드를 편집하면 업데이트됩니다. 

전송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플레이어에서 프레임 
단위로 또는 전체 속도로 전환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루프 재생/일시 정지 단추 은 정상 
재생 속도로 전환을 반복해서 순환시킵니다. 

카운터 (조그 버튼과 연계) 와 슬라이더 모두 전환 
내의 원하는 지점으로 바로 이동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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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정지 이미지 
 

비디오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의미하지만 부분의 작품에는 정지한 제목이나 
그래픽이 포함되며 다른 종류의 정지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지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롤링이 적용되는 크레딧과 “기어가는” 
메시지 등 모든 유형의 텍스트 캡션과 그래픽 

• 디스크 기반의 이미지 파일에 저장된 사진이나 
그림 

• 정지 영상 캡처 도구에서 얻은 개별 비디오 
프레임. 

• DVD, BD, VCD 제작을 위한 ‘디스크 메뉴’. 
이러한 전문화된 이미지는 제 11장: 디스크 
메뉴를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정지 이미지 유형은 영화 창 타임라인에 
이미지를 위치시키는 트랙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색 배경에 전체 화면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비디오 트랙에 이미지를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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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추가해서 동영상에 투명 배경과 함께 
클립이 비디오 트랙 위에 겹쳐서 나타나도록 
하려면 타이틀 트랙 위에 위치시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TIFF 
형식(tif) 또는 PNG(png)이어야 하며 투명한 
부분은 이 형식이 허용하는 알파 채널을 통해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Studio 사용자는 이미지를 타임라인에 
추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인 오버레이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8장: 2 트랙 
편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앨범에는 자막, 비트맵 이미지 및 디스크 메뉴를 
위한 별도의 섹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원은 
하드 드라이브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또한 
Studio의 타이틀 편집기에서 자신만의 타이틀과 
디스크 메뉴를 생성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동영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제 13장: 모션 타이틀 기능 
참고). 이와 유사하게 정지 비디오 프레임은 정지 
영상 캡처 도구에서 직접 추가될 수 
있습니다(262페이지의 ‘정지 영상 캡처 도구’ 
참고). 

전체 화면 이미지 

전체 화면 이미지는 비디오 트랙 위에 위치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비디오를 신해서 
전체 화면을 채웁니다. 선행하는 비디오 클립이 
종료되면 Studio는 정지 이미지 클립을 재생합니다. 
시각 효과는 비디오가 끝나고 다음 클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래픽이 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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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이미지 

오버레이 이미지는 자막 트랙 위에 위치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비디오를 교체하지 않고 
현재 비디오 클립 위에 겹쳐서 표시됩니다. 
이미지의 투명한 부분은 알파 채널을 통해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쇼 제작 

정지 이미지나 비디오 클립을 신속하게 조합해서 
슬라이드쇼를 만들고자 한다면 각 클립이나 이미지 
쌍 사이에 선택한 전환을 신속하게 삽입하기 위해 
Studio의리플 전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4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효과 적용 

Studio의플러그-인 비디오 효과는 부분 정지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비디오 이동만을 
알아채는 속도와 같은 효과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87페이지의 “비디오 효과 사용”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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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이미지 편집 

다른 유형의 클립처럼 정지 이미지 역시 영화 창 
타임라인 위에서 또는 클립 속성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트리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에 한 내용은 143페이지의 “핸들을 
사용하여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을 
참고하십시오.정지 이미지 클립의 경우 차이점은 
비디오 클립이 더 이상 원본 앨범 장면보다 더 
길어질 수 없는 반면 선택한 지속 시간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흐리게, 포스터 및 색 보정과 같은효과는 비디오 
클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유형의 정지 
이미지 클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페이지의 
“비디오 효과 –  기본 집합” 을 참고하십시오. 

이미지 클립 속성 편집 

도구 상자  클립 속성 수정 메뉴 명령은 현재 
선택한 클립의 유형에 적절한 클립 속성 
도구를 엽니다. 비디오 도구 상자의 가장 위에 있는 
도구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과 이미지 파일 및디스크 메뉴를 
포함한 비트맵 적용 이미지에서 도구 사용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클립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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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적절한 타이틀 
편집기가 열립니다. 

모든 버전의 클립 속성 도구는 다음과 같이 현재 
클립의 길이와 이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지 이미지가 표시되는 시간 길이를 설정하려면 
길이 카운터의 값을 변경하십시오. 

• 이름 텍스트 필드에서는 Studio에서 기본적으로 
할당한 클립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립 
이름은 영화 창의 텍스트 보기에 의해 사용되며 
또한 스토리보드 보기에서 클립 위로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이동 레이블로 표시됩니다. 

디스크 메뉴를 위한 클립 속성 도구는 제 11장: 
디스크 메뉴에서 설명합니다. 타이틀 속성 편집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와 제 13장: 모션 타이틀 기능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진 및 그래픽 편집 

비트맵 적용 이미지 편집을 위한 클립 속성 도구를 
이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 처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사진과 그림을 
확 하거나 이미지의 일부 핵심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 세로 방향으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 
90도 단위로 이미지를 회전시킵니다. 

• 사진 촬영시 플래시가 터질 때 플래시를 바로 본 
인물 사진에서 적목 현상이 나타날 때 이 현상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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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o Ultimate에서 '이동 및 확 ' 애니메이션을 
함께 결합해서 고해상도 이미지가 다양하게 
확 되면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널리 알려진 
다큐멘터리 감독인 Ken Burns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진에 한 클립 속성 도구는 관심의 상이 
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동 및 확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Studio Ultimate에서 
이동 및 확  기능은 한 초점에서 다른 초점으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동 및 확  기능은 Studio Ultimate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버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90도 회전시켜서 가로 방향 
모드(폭이 더 넓음)로 수정해야 한다면 
이미지 회전 단추들 중 하나를 클릭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클립 방향을 올바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프레임을 다시 적용하려면 도구의 
미리보기 창을 바로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끌어서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단추를 놓으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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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확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이미지 크기를 확 하거나 축소시킵니다. 
이미지가 원하는 만큼 잘려 나가거나 올바로 
위치될 때까지 위치와 확  정도를 조정합니다. 

재설정 단추는 모든 위치와 확  설정을 제거해서 
이미지의 원래 프레임 설정으로 복원시킵니다. 

적목 감소 기능은 피사체의 눈이 빨갛게 
나올 경우 사진을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복원시키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사진 촬영시 피사체가 플래시를 바라 
봄으로써 플래시에서 나온 빛이 눈의 망막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적목 감소 기능을 적용하려면 적목 감소 그룹 내의 
왼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면 
눌러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제 이미지 미리보기 
화면 위에서 적목 감소 기능을 적용할 영역의 한쪽 
끝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마우스 
단추를 누른 상태로 끌어서 적용할 영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마우스 단추를 놓으면 방금 전 
지정한 사각형 내에서 적목 감소 효과가 즉시 
적용됩니다. 

적목 감소 적용 영역을 지정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각형 영역을 넓게 
잡으면 눈 주위만 적용할 때보다도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목 감소 기능을 처음 적용했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른 사각형 
크기를 지정해서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Studio의 적목 감소 알고리듬은 다양한 종류의 
사진에 해 뛰어난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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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진에서는 그 효과가 다른 사진에서 보다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적목 감소 기능을 제거하려면 적목 감소 그룹 내의 
왼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Studio Ultimate에서 이동 및 확  애니메이션 적용 

Studio Ultimate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동 및 확  
제어 기능에서 활성화 단추를 클릭해서 활성화 
키를 구입한 경우 사진 및 그래픽 이미지에서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확  
과정에서 이미지 품질의 손상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클립에 해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애니메이션 적용을 클릭해서 이동 및 확  
애니메이션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 설정 
및 종료 설정 라디오 단추가 활성화됩니다(시작 
설정이 초기 선택된 상태). 이동 및 확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클립의 시작 부분에서 보고자 
하는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설정 
단추를 클릭하고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클립의 
끝부분으로 이용하려는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클립이 재생될 때 Studio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프레임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 과정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동 
및 확  애니메이션입니다. 효과 사용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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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전체 화면에서 이미지 내의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화면으로 이동. 이렇게 할 경우 비디오 촬영 중 
확 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이 효과는 
시청자가 다양한 시점에서 동일한 상을 
탐색하는 듯한 일련의 장면을 제시하거나 동일한 
장면의 다양한 부분을 확 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비디오 카메라가 화면 축소를 하듯이 세부적인 
장면에서 전체 장면으로 이동. 이 
시나리오에서는 영화 내에서 한 챕터나 
에피소드를 결말 지어야 하는 부분 등에서 
시청자가 원래의 컨텍스트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 넓은 장면을 이동하면서 세부적인 장면들을 하나 
하나 묘사. 이 기법은 드라마틱하거나 해학적인 
세부 장면들이 시야에 결국 들어 오도록 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 하나 이해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동 및 확  애니메이션 

이동 및 확 를 동일한 이미지의 여러 복사본에 
연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마치 시청자를 각 장면에 
안내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면 하나 하나에 시청자의 주의를 유도하면서 
마치 이야기를 들려 주듯이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 주는 방식은 실제로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Studio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이동 및 확  '카메라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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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서 첫번째 클립을 설정하면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복사하고 각 클립의 종료 설정을 
변경합니다. 

부분의 경우 거의 항상 시퀀스 내에서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새 클립의 시작 프레임이 이전 
클립의 종료 프레임과 일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클립과 그 이후의 모든 클립에서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이전 클립과 일치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영화에서 이동 후 각 세부 장면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도록 하려면 각 이동 사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지 않는 이미지 복사본을 삽입합니다. 그 
후에 이전 클립과 일치 단추를 이용해서 이 정지 
클립을 시퀀스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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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영국 화가 William Hogarth가 그린 
풍자화 '선거 연회(An Election Entertainment)'에서 
네 개의 삽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동 및 확  
제어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삽화에서는 검은색 측면 막 들을 적용하지 않고 
장면을 전체 화면 프레임에 맞추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자동적으로 한 보기에서 
다음 보기로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생성해서 
필요하다면 동시에 이동 및 확 를 적용합니다. 

키프레임으로 이동 및 확  기능에 애니메이션 설정 

Studio Ultimate 사용자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 및 확  제작에 애니메이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키프레임. 이 기능은 동작 하나가 클립 
각각에 들어가는 신 일련의 이동 및 확  동작이 
단 한 개의 클립과 결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93 
페이지의 “키프레임”을 참조하십시오. 

이동 및 확  효과 인터페이스 

클립 속성 도구에서 이동 및 확  기능의 
안으로서, 이동 및 확  비디오 효과의 경우 
프레임 속성을 숫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인터페이스는비디오 효과 도구에서 제공됩니다. 
동시에 이 도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초기 설정을 지정하고 그 다음 수치 효과 매개 
변수를 입력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및 확  효과는 재미있는 효과 그룹에서 
제공됩니다. 이동 및 확  기능의 매개 변수는 도구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매개 변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확 , 수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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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직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 
인터페이스의 “적목 현상 방지” 제어 기능은 
해당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이동 및 확  효과에 한 매개 변수 설정 

프레임 캡처 도구 

프레임 캡처 기능은 현재 프로젝트 내 임의의 
비디오 클립에서 단일 프레임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프레임은 동영상에 바로 
추가하거나 다양한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프레임을 디스크에 저장하면: 

•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조작 가능합니다. 
• 앨범이나 타이틀 편집기들 중 하나를 통해 
동영상에 다시 정지 이미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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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영상 캡처 도구 

플레이어와 연결해서 프레임 캡처 기능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이용하려면도구상자를 
열고 프레임 캡처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원하는 프레임이 플레이어에 나올 때까지 
동영상이나 소스 비디오를 원하는 위치로 끌거나 
재생한 후 캡처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캡처한 
프레임은 도구의 미리 보기 영역에 표시되어 
동영상에 추가하거나 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깜박임 제거: 정지 영상 캡처 기능의 소스 비디오에 
움직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캡처한 프레임에는 
깜박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깜박임 제거 
옵션을 선택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깜박임 제거는 또한 해상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에 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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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프레임을 캡처한 후 프레임 캡처 
도구. 이제, 캡처한 프레임을 정지 이미지로 
동영상에 추가하거나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캡처: 플레이어에서 캡처하려는 프레임을 찾았으면 
캡처 버튼을 클릭하고 깜박임 제거 옵션을 
구성하십시오. 캡처한 프레임은 도구의 미리 보기 
영역에 표시되며 두 개의 출력 버튼 (영화에 추가와 
디스크에 저장) 이 활성화됩니다. 

영화에 추가: 이 버튼은 현재 선택한 클립에 
선행해서 캡처한 프레임을 영화 창 비디오 트랙에 
삽입합니다. 

디스크에 저장: 이 버튼은 캡처한 파일을 저장할 
폴더와 파일 이름, 이미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 상자를 엽니다. 또한 이 
화 상자는 저장할 이미지의 해상도를 몇 가지 
표준 크기로, 캡처한 프레임의 원본 크기로,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정의 크기로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선택한 크기의 “가로 세로 비율” (폭과 높이의 
비율) 이 캡처한 프레임과 다르다면 필요한 만큼 
이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형태가 왜곡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말라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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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디스크 메뉴 
 

DVD, 블루레이 디스크, VCD, S-VCD 디스크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디오는 비디오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며 인터렉티브한 매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디스크를 개발 (“제작”)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시퀀스로 
시청될 영화를 만든다는 이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영화의 
어떤 부분을 어떤 순서로 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새로운 
기능은 메뉴입니다. 특정 디스크에는 각각 정지 
이미지나 짧은 비디오 시퀀스로 구성되는 하나 
또는 많은 메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메뉴 내의 영역은 시청자가 디스크의 다른 
내용으로의 링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활성화하면 즉시 다음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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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비디오 시퀀스. 여기에서는 “챕터” 
라고 합니다. 챕터 버튼은 링크할 비디오의 조각 
그림을 보여줍니다. 

• 동일한 메뉴의 다른 페이지. 페이지 디자인은 
같지만 챕터 버튼이 다른 여러 페이지는 메뉴에 
한 페이지에 넣기에는 버튼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합니다. 

• 다른 메뉴. 

다른 유형의 클립과는 달리 메뉴는 자동으로 
루프됩니다. 디스크 미리 보기 또는 재생 중에 메뉴 
클립의 끝부분에 도달하면 즉시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재생 위치를 건너뛰기하여, 메뉴와 동시에 
실행되는 비디오 (메뉴가 오버레이일 경우), 오디오 
또는 자막 등의 모든 클립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도표는 영화 창 스토리보드 이후의 패턴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도표에서 M1으로 
표시된 위 그림의 메뉴가 어떻게 두 개의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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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간단한 영화의 전체 구조에 포함되는지 
보여줍니다. 

 
각 메뉴는 영화에서 몇 개의 챕터 (단일 클립을 
구성할 경우 하나) 가 수반됩니다. 메뉴, M1은 5개 
챕터를 여는 링크를 가집니다. 메뉴는 한 페이지에 
두 개의 챕터 링크를 표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페이지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페이지입니다.) 또한 각 페이지에는 M2 
메뉴로의 링크가 포함됩니다. 

이 짧은 영화의 간단한 레이아웃은 많은 수의 
클립을 구성하기 위해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복잡한 영화도 동일한 요소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챕터와 다른 메뉴로의 링크를 
포함하는 다중 페이지 메뉴 

제공 여부: 다중 메뉴가 있는 디스크는 Studio Ultimate 에서만 
지원됩니다. 

Studio에서의 디스크 제작 

Studio에서의 편집 과정에서 디스크 메뉴는 클립의 
한 종류로 간주됩니다. 타이틀처럼앨범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이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으며 
또는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처음부터 자신만의 
메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 3장: 앨범 및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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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된 로 
간략한 프로젝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스크 제작까지 할 필요는 없고 
플레이어 위의 DVD 재생 컨트롤을 이용해서 영화 
미리 보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71페이지의 “DVD 플레이어 컨트롤” 참고). 

Instant 비디오 장면 카탈로그: 비어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앨범에서 여러 개의 장면들을 
선택하고 비디오 트랙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앨범의 디스크 메뉴 섹션 (제일 아래에 있는 탭) 
으로 전환해서 메뉴를 타임라인의 처음 부분으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Studio가 “각 비디오 클립의 
시작 부분에 챕터 생성” 여부를 물으면 예를 
클릭하십시오 (269페이지의 “앨범에서 메뉴 
사용” 참고). 새로운 트랙이 타임라인 위에 
나타나며 각 클립 위에 작은 “플래그” 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지금 추가한 메뉴로부터의 
링크를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Instant 슬라이드쇼: 이번에는 앨범의 정지 이미지 
섹션에서 시작합니다. 원하는 만큼 이미지를 빈 
프로젝트의 비디오 트랙으로 끌어서 이동한 후 
타임라인에 첫번째 클립으로 임의의 디스크 메뉴를 
위치시키고 자동으로 링크를 생성할 것인지에 한 
질문에 예를 클릭하십시오. 다음에 앨범의 전환 
섹션으로 이동하고 임의의 전환을 선택한 후에 
메뉴와 첫번째 정지 이미지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고 (첫번째 
이미지를 클릭 한 후에 나머지를 Shift 클릭)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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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후에 팝업 메뉴에서 리플 
전환을 선택합니다. Instant 슬라이드쇼! 

메뉴 및 자막 

267페이지에서 언급한 자막과 메뉴 사이의 
유사성은 표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메뉴는 
실제적으로 “버튼을 가진 자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타임라인의 메인 비디오 트랙 위의 
임의의 타이틀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하나 
이상의 단추를 추가함으로써 디스크 메뉴로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메뉴 사용 

앨범의 디스크 메뉴 섹션에는 특정한 경우 및 
제작 스타일과 챕터 카운트 등을 위해 마련된 

메뉴 모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메뉴는 배경 
그림, 제목, 챕터 단추 모음(일반적으로 축소판 
프레임을 위한 공간 포함)과 다음 페이지 및 이전 
페이지 단추를 제공합니다. 

페이지 당 챕터 버튼의 숫자는 메뉴 설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는 기준은 
처리하려는 클립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각 페이지 별로 
적은 수의 버튼을 가진 많은 페이지가 제시되는 것 
보다 많은 버튼을 가진 적은 수의 페이지가 
제시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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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작업 동안 사용자는 메뉴가 제공하는 모든 
버튼들을 보게 됩니다. 재생 도중에는 링크가 
할당된 버튼만 보입니다. 

적은 버튼을 가지는 메뉴들은 캡션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합니다. 버튼을 많이 가지는 메뉴들은 
간략화된 캡션을 가지거나 아예 캡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캡션의 적용 여부나 그로 인해 캡션이 
간단해야 하는지 ( “챕터 1” ) 아니면, 
설명적이어야 하는지 ( “케익 자르기” ) 에 한 
것은 사용자의 제작 스타일과 영화의 내용에 한 
문제입니다. 

VCD와 S-VCD 형식에서 챕터는 숫자를 이용 
(리모컨 위의 숫자 입력) 해서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제작 작업을 할 때는 챕터 
번호를 포함하는 버튼 캡션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타임라인에 메뉴 위치시키기 

앨범에서 메뉴를 끌어 와서 비디오 트랙이나 자막 
트랙 위에 위치시킬 때 Studio는 자동적으로 
타임라인 위 메뉴의 오른쪽으로 모든 비디오 
클립에 한 링크를 생성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정한 최소 챕터 길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클립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링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챕터 링크를 
수동으로 생성하려면 추가하려는 각 비디오 클립에 
한 팝업 컨텍스트 메뉴의 디스크 챕터 설정 
명령을 이용하거나 디스크 메뉴에 한 클립 
속성의챕터 설정 단추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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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디스크 메뉴에서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특정 제작 작업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함 
확인란을 선택하면 이후에 메뉴를 끌어서 이동할 
때 예 또는 아니오에 한 선택이 이후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프로젝트 기본 설정 옵션 패널의 디스크 메뉴 추가 
시 영역에서 기본 활동을 설정하거나 확인 창에서 
다시 옵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420페이지의 
“프로젝트 기본 설정” 참조). 

DVD 플레이어 컨트롤 

Studi의플레이어는 일반적인 DVD 
리모컨에서 볼 수 있는 단추 레이아웃 이후 

패턴의 메뉴를 포함하는 동영상 미리 보기를 위해 
전문화된 제어 기능 집합을 제공합니다. 이동 제어 
기능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DVD 토글 단추를 
클릭해서 플레이어를 DVD 모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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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미리보기 화면 아래에 DVD 제어기능 
그룹이 나타나서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DVD 컨트롤의 기능입니다. 

메인 메뉴: 동영상에서 첫번째 메뉴로 
이동해서 재생을 시작(또는 계속)합니다. 

이전 메뉴: 동영상에서 가장 최근에 활성화된 
메뉴로 이동해서 재생을 시작(또는 계속)합니다. 이 
단추를 다시 누르면 메뉴에서 가장 최근의 
클립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챕터, 다음 챕터: 이전 챕터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챕터의 시작점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전 챕터로 
진행합니다. 다음 챕터 단추는 동영상의 다음 
챕터로 이동시킵니다. 이 메뉴 내에서 이 단추들은 
메뉴 페이지를 통해 각각 앞뒤로 단계별로 
이동합니다. 

단추 선택: 네 개의 화살표로 표시되는 
이 제어 기능은 디스크 메뉴 내에서 
단추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온 
스크린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중앙의 타원형 
단추는 현재 선택한 온 스크린 단추를 강조 
표시하여 활성화합니다. 

직접 메뉴 버튼 활성화 

셋톱 DVD에서는 없지만 플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는 화면 위에서 직접 버튼을 클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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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능입니다. DVD 모드에서 플레이어의 미리 
보기 영역에 버튼이 나타나면 버튼 링크를 
따라가기 위해 바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메뉴 편집 

메뉴는 다른 정지 이미지 클립에서처럼 타임라인 
위에서 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143페이지의 
“핸들을 사용하여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참고). 

메뉴는 재생되는 동안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클립 길이를 설정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메뉴 클립에 
해서는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루프 비디오 배경 
또는 메뉴가 있는 루프 오디오를 원한다면 메뉴의 
길이를 오디오 클립의 길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메뉴 트랙 

 
메뉴 단추는 동영상 내 특정 지점으로 
링크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은 메뉴 트랙에서 

동영상에 처음으로 메뉴가 추가되는 비디오 트랙 
위에 나타나는 플래그로 표시됩니다(또한 모든 
메뉴가 제거되면 다시 사라짐). 

메뉴 자체는 메뉴 트랙에서 컬러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M1, M2). 챕터로 향하는 
각 링크는 “C” 플래그로 표시됩니다. 사각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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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메뉴를 표시하고 있고 링크로 연결하는 세 
개의 클립에 한 챕터 플래그가 나타난 
타임라인의 전반 부분에 한 자세한 그림을 
여기에 제시합니다. 

 
위의 개요 그림에서 타임라인의 다음 부분에는 
M1의 4번째 챕터 링크와 이전 클립의 
끝부분에서부터 다시 메뉴로 향하는 링크 (왼쪽 
화살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설정의 
결과로 C4 클립은 메뉴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4 클립 뒤에는 메뉴 M2가 오는데, 이것은 M2에 
속하는 플래그와 함께 자동으로 새로운 색상으로 
그려집니다. 

 

제공 여부: 다중 메뉴가 있는 디스크는 Studio Ultimate 에서만 
지원됩니다. 

메뉴 트랙에서 편집 

메뉴 트랙 위의 플래그는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영화에서 링크가 유효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이 이동되면 해당 클립에 
첨부되는 플래그 역시 함께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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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생성하려면: 

메뉴 트랙 또는 비디오 트랙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생성하려는 링크의 종류에 따라 
디스크 챕터 또는 메뉴로 돌아가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메뉴로 돌아가기 링크는 클릭한 지점이 아니라 
현재 클립의 마지막에 생성됩니다. 실제로 클립의 
중간 부분에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링크 플래그를 새로운 위치로 
끌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위치를 새로 지정하려면: 

링크를 위한 플래그를 클릭한 후 메뉴 트랙에서 
새로운 위치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링크를 삭제하려면: 

• 링크 플래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팝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 플래그를 선택하고 강조 표시 한 후에 삭제 키를 
누르십시오. 

클립 속성 도구로 편집 

디스크 메뉴를 위한 클립 속성 도구는 챕터 
링크를 생성, 편집, 미세 조정할 수 있고 
메뉴의 시각적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타이틀 
편집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립 타입에 한 클립 속성 도구에서처럼 이 
도구는 이름 필드를 편집함으로써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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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설정하고 기간 필드를 편집해서 트리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편집 단추는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메뉴를 엽니다. 이곳에서 메뉴의 
모든 시각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단추 이미지, 캡션 형태 및 내용 등.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여러 기능에 한 전체적인 내용은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참고). 

도구의 왼쪽 부분에 있는 미리 보기 영역은 메뉴의 
모습을 보여주며 버튼 링크를 형성했을 
때인터렉티브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은 279페이지의 “챕터 편집 컨트롤”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은 네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 메뉴 미리 보기 컨트롤 
• 메뉴 유형 옵션 
• 링크 속성 컨트롤 
• 챕터 편집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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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미리 보기 컨트롤 

이러한 컨트롤은 미리 보기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페이지 선택 기능: 여러 페이지를 가진 
메뉴(한 페이지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 해서 화살표 단추를 이용하면 미리 보기 
영역에서 다른 페이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정의된 메뉴에 있는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페이지 선택을 위한 체 방법: 

• 미리 보기 영역에서 페이지 링크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페이지를 단계적으로 이동합니다. 

• 버튼 선택기 컨트롤 (278페이지에 설명됨) 을 
사용해서 메뉴의 특정 페이지에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링크 번호 표시 선택 상자: 이 선택 상자를 
선택하면 링크 번호가 미리 보기 영역에서 
메뉴의 모든 단추 위에 나타납니다. 링크 번호는 
메뉴 트랙에서의 챕터 플래그의 형식과 색상에 
응됩니다. 

메뉴 유형 옵션 

이 옵션 쌍은 이 메뉴에 한 챕터 링크를 구성하는 
것이 사용자인지 Studio인지를 결정합니다. 

 
자동 장면 색인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영화 창에서 
클립 순서를 바꾸더라도, Studio가 챕터 링크가 
영화에 있는 순서와 같은 순서로 메뉴에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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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수동 설정을 하면 챕터가 메뉴에 표시되는 
순서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챕터 링크가 
이후의 순서 제어를 여전히 유지되도록 정렬하려면 
자동 장면 색인을 먼저 클릭한 후(링크를 정렬하기 
위해), 수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제공 여부: 메뉴 챕터 수동 순서 설정 옵션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제공됩니다. 표준 Studio에서 자동 장면 색인 기능은 영구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링크 속성 컨트롤 

이 영역에 있는 컨트롤은 메뉴에 있는 챕터 링크의 
표시 속성을 설정합니다. 

단추 선택 기능: 사용자 메뉴 내의 모든 
링크는 어떠한 페이지에 있던지 
상관없이 고유한 시퀀스 번호를 가집니다. 이 제어 
기능 위의 화살표 단추를 이용해서 작업할 메뉴 
단추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단추는 미리 보기 
영역에서 강조표시됩니다. 또한 미리 보기 
영역에서 클릭해서 단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추 캡션 텍스트 필드: 클래식 텍스트 
편집기를 열지 않고 현재 단추에 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추 캡션의 '#' 
문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Studio는 이 
문자를 단추 시퀀스 번호로 체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메뉴의 레이아웃 상 변경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단추에 올바른 번호가 부여되도록 합니다. 
단추 캡션의 다른 특성 –  위치, 글꼴, 스타일 –  을 
편집하려면 타이틀 편집기를 호출하기 위해 메뉴 
편집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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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보기 설정 단추: 기본적으로 메뉴 
단추에 표시되는 섬네일 프레임은 단추가 
연결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임의의 
프레임을 선택해서 섬네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원하는 정확한 프레임 위로 
움직이고(플레이어에서 나타나는 로) 섬네일 
보기 설정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모션 섬네일 선택 상자: 사용자 
메뉴의 단추가 목표 챕터에서 정지 
섬네일 프레임이 아닌 동영상 비디오를 표시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기능이 
적용되려면 움직이는 섬네일이 미리 렌더링되어야 
하므로, 재생기에서 동영상을 미리 볼 때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신, 체로 메뉴 
클립 위 날짜 표시줄에 색깔로 표시된 진행률이 
나타납니다. 이 진행률은 세션을 끊지 않으면서 
클립이 배경에서 렌더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배경 렌더링은 옵션입니다. 필요하면,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 옵션 패널 (설정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공 여부: 모션 섬네일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챕터 편집 컨트롤 

이 영역에 있는 컨트롤은 메뉴 내에서 개별 챕터 
버튼을 선택 또는 수정합니다. 

챕터 설정 단추: 이 단추들은 
메뉴의 현재 선택한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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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와 상 클립 사이에 링크를 설정하거나 
제공합니다. 

링크를 설정하려면: 메뉴, 비디오 또는 정지 이미지 
클립 내에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위치시키고 챕터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비디오와 정지 
이미지 클립에 해서 챕터 지점이 클립 내의 
슬라이더의 정확한 위치로 설정됩니다. 

링크를 지우려면: 챕터 삭제 단추 를 클릭합니다. 

돌아가기 설정 단추: 현재 클립의 마지막 
부분(보통 사용자가 항상 원하는 위치)에 
“메뉴로 돌아가기” 링크를 생성합니다. 재생 
도중 링크는 메뉴로 즉시 건너뛰게 합니다. 클립 
속성 도구에서 메뉴로 돌아가기 링크를 생성하려면 
링크를 원하는 클립 내에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위치시키고 메뉴로 돌아아기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제공 여부: 메뉴로 돌아가기 단추는 Studio Ultimate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챕터 후 돌아가기 선택 상자: 이 메뉴에 있는 
모든 챕터 뒤에 메뉴로 돌아가기 링크를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이 선택 
상자를 클릭하면 –  설정 또는 설정 해제에 상관 
없이 –  해당 메뉴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메뉴로 
돌아가기 링크를 제거합니다. 메뉴로 돌아가기 
링크는 보통 끌어서 이동 가능하지만 이 상자가 
선택된 동안에는 클립 끝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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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놓기로 링크 생성 

디스크 메뉴에 한 클립 속성 도구는 메뉴 버튼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끌어 놓기를 지원합니다. 

끌어 놓기로 링크를 생성하려면: 

• 링크하려는 영화 창 내의 클립을 클릭하고 클립 
속성 도구 미리 보기 영역의 버튼 위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이 버튼은 클립의 첫번째 프레임에 
링크됩니다. 또는, 

• 링크를 생성하려는 버튼을 클릭한 후에 영화 
창의 클립 위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이 경우는 
첫번째 프레임이 아니라 버튼을 “위치시킬” 
클립 내의 지점으로 링크합니다. 

디스크 메뉴 도구 

메뉴가 선택된 동안 이 도구를 
선택한다면클립 속성 도구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능은 
새로운 디스크 메뉴 생성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로 이동하는 메뉴 생성 
단추를 제공합니다. (275 페이지 ‘클립 속성 
도구로 편집하기’와 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참조). 

메뉴 개발은 상 적으로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Studio에서는 앨범에서 미리 구성된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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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 안 함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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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Studio에 내장된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는 타이틀 및 
기타 그래픽을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유용한 
기능입니다. 확장된 텍스트 및 이미지 효과는 
동영상 시각 디자인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도구에서 타이틀 만들기. 
그림과 텍스트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은 편집 
창이며 오른쪽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입니다. 다른 
제어 기능들은 편집 창 주위의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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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기능은 수동적인 타이틀 
제작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디스크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자가 VCD, S-VCD 및 DVD 영화의 
메뉴와 상호 교환한 동작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단추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Studio Ultimate에는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모션 타이틀 기능이라고 하는 보조 
타이틀 편집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는 이동 가능한 디스크 메뉴와 
타이틀 제작 기능 등, 모션 타이틀 기능이 제공하지 
않는 몇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실행하기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Studio의 편집 모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디오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126 
페이지 참조) 타임라인 트랙 중 하나에서 마우스 
명령을 사용합니다(117 페이지 참조). 

• 전체 화면 타이틀 또는 메뉴를 생성하려면: 
타임라인 비디오 트랙의 오른쪽 마우스 단추 
컨텍스트 메뉴에서 타이틀/메뉴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 도구 상자에서 타이틀을 생성하려면: 타이틀 
만들기 도구를 열고 클래식 타이틀 오버레이 
또는 전체 화면 클래식 타이틀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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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상자에서 디스크 메뉴를 생성하려면: 
디스크 메뉴 만들기 도구를 열고 메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전체 화면 클래식 타이틀을 편집하려면: 동영상 
창 보기에서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거나 타이틀을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클래식 타이틀/메뉴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 전체 화면 메뉴를 편집하려면: 임의의 보기 
모드에서 메뉴를 더블 클릭하고 메뉴 편집 
단추를 클릭하거나 메뉴를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클래식 타이틀/메뉴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 오버레이 타이틀을 편집하려면: 타이틀 트랙 
또는 목록 보기에서 클립을 더블 클릭하거나 
임의의 보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단추를 클릭한 
후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 도구 상자에서 제목이나 메뉴를 편집하려면: 
클립 속성 도구에서 열려 있는 클립에 해 메뉴 
편집 또는 클래식 타이틀 편집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제어 기능 

편집 창 주변 그룹에 메인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283 페이지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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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유형 버튼 

이 그룹에 속한 네 개의 단추들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편집 창 위의 화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네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지 타이틀을 생성하려면 첫번째 
단추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단추는 제목이 
표시될 때 영화 마지막의 엔딩 크레딧처럼 제목 
텍스트와 그래픽이 화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롤 
효과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단추는 TV 뉴스 쇼에서 
아래 쪽 속보 표시줄에서처럼 제목이 텍스트 한 
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크롤 효과를 생성합니다. 

네 번째 버튼은 “버튼이 있는 자막” 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디스크 메뉴를 생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메뉴는 두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막과 매우 유사합니다: 

• 메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버튼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막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버튼을 
제목에 추가하면 메뉴로 바뀌며 메뉴의 마지막 
버튼을 삭제하면 자막으로 바뀝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자막을 편집하고 있는 동안에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Studio 자동적으로 자막에 
버튼을 추가합니다. 

• 메뉴는 롤이나 크롤 효과가 적용된 텍스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는 
롤 또는 크롤이 적용된 타이틀에 메뉴 단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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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메뉴는 영화 창 타임라인의 메인 비디오 
트랙 위에만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트랙들 
중 한 트랙에서 타이틀이 생성 또는 편집 중일 
때에는 디스크 메뉴 생성을 위한 단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공 여부: 롤 및 크롤 기능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개체 도구 상자 

네 개의 제목 편집기 도구 단추가 
포함된 이 그룹은 편집 창의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첫번째 도구 (화살표) 는 현재 
선택한 개체에 해 모든 편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선택된 개체는 크기와 위치, 비율 
및 다른 기하학적인 특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많은 제어 지점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다른 세 개의 도구는 편집 창 내에서 개체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텍스트 상자, 타원 및 
사각형이 있습니다. 

각각은 동일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세 개의 도구 중 
하나를 클릭한 후 개체의 한 
모서리가 해당되는 지점을 편집 
창에서 클릭합니다. 점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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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새 개체의 경계선으로 마우스를 끌어서 
이동하십시오. 

개체가 원하는 크기와 비율로 설정되면 마우스를 
놓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개체는 지정된 크기로 

생성됩니다. 다른 속성들 –  색상, 
그림자, 그레디언트 –  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에서 현재 
선택한 Look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속성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생성하고 나서 사용한 개체 도구의 선택을 
해제하면 선택 화살표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개체도 선택된 상태로 표시되어 (제어 지점에 의해 
일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됨) 마우스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3D에서 개체 순서 변경 

개체는 서로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여야 
하는 어떤 개체가 하나 
이상의 다른 개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가려져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레이어 
메뉴에서 네 가지 순서 변경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이 명령들은 현재 선택된 개체(위의 그림에서는 
‘3’으로 표시된 사각형)에 영향을 줍니다. 

• 제일 앞으로: 개체가 다른 모든 개체의 앞으로 
이동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개체 3 은 이제 개체 1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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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뒤로: 개체가 다른 모든 개체의 뒤로 
이동됩니다. 이 경우 개체 3 이 개체 5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 한 레이어 앞으로: 이 경우 개체 3 은 개체 2, 4, 5 
앞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개체 1 뒤에 위치합니다. 

• 한 레이어 뒤로: 이 경우 개체 3 은 개체 1, 2, 4 
뒤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개체 5 앞에 위치합니다. 

텍스트 개체에 해서 

텍스트 개체를 선택하는 작업은 사각형이나 타원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체의 텍스트 필드는 키보드 입력에 
해 필드가 활성화되어서 입력된 텍스트를 
표시하는”준비” 상태로 기합니다. 

 
텍스트 필드의 활성화 상태는 텍스트 삽입 커서와 
개체 프레임의 변경된 모습, 그리고 제어 지점이 
사라진 모습에 의해 표시됩니다. 

 
텍스트 개체가 선택되지 않으면 개체의 중앙을 
직접 클릭해서 이 텍스트 필드를 직접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 프레임과 제어 지점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개체의 가장자리를 클릭해야 합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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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개체가 있다면 개체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를 비활성화시키려면 편집 창에서 
텍스트 개체 외부의 임의의 지점을 클릭합니다. 

텍스트는 부분의 자막과 메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텍스트 개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도 사용자가 입력을 시작할 경우 텍스트 
편집기는 자동적으로 편집 창의 중앙에 텍스트 
개체를 생성하고 활성화합니다. 

고급 텍스트 편집 기능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에서처럼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는 선택한 범위의 문자에 형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인접한 문자 집합을 마우스로 
표시하고 원하는 형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해 지원되는 작업은 텍스트 스타일 (글꼴, 
스타일, 표현), 클립 보드 작업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수많은 특수 위치 지정 기능, 
키보드에서만 접근 가능한 공간 처리, 글꼴 크기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작업에 한 
세부사항은 부록 F: 키보드 단축키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모드 선택 버튼 

이 두 개의 단추는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편집 창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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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현재 선택한 개체에 
해 두 가지 편집 작업 집합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첫번째 버튼은 개체가 새로 작성될 때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따라서, 9개의 제어 
지점을 포함하는 선택 프레임에 해 이동, 
확 /축소 및 회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하나의 제어 지점이 
나타나는 기울임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개체에 해 두 번째 버튼은 텍스트 
프레임의 중앙에 있는 제어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로 늘임과 세로 늘임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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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늘임 (왼쪽) 과 세로 늘임 (오른쪽) 

개체 레이아웃 버튼 

왼쪽 두 개의 단추는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개체의 그룹 지정과 그룹 해제를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 단추는 여러 개의 그룹이 
선택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추의 동작은 
개체를 그룹(편집 작업에 의해 단일 요소로 
취급되는 복합 개체)에 링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룹이 선택되면 모든 제어 지점들이 
동시에 나타나며 그룹을 조작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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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개체의 그룹화 

한 그룹 개체가 선택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번째 
버튼은 그룹을 구성 개체들로 나눕니다. 

“그룹을 그룹으로 구성”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룹 구성은 항상 오직 한 레벨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위 그룹을 그룹 해제하면 모든 구성 
개체는 다시 개별 개체로 분리됩니다. 

옆의 버튼은 그룹에만 적용할 수 있는 11개의 
작업을 제공하는 팝업 메뉴를 엽니다. 처음 여섯 
개의 작업은 네 변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가운데 
선들에 해 개체를 정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음 명령들은 수직, 수평 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마지막 
세 명령은 개체의 크기를 재설정해서 동일한 폭, 
동일한 높이 등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메뉴 버튼은 
규칙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은 모두 메뉴 생성에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 개체 레이아웃 단추는 개체 좌우 
정렬에 관련된 다른 팝업 메뉴를 엽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9개의 옵션은 
바둑판과 같은 그래픽 형태로 

제공됩니다. 9개의 영역 중 하나를 클릭하면 
개체가 화면의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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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으로 경계가 설정된 ‘텍스트 안전’ 영역에 
의해 정의된 로). 

여러 개체의 선택 

그룹을 생성하는 첫번째 단계는 그룹을 구성할 
여러 개체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행됩니다: 

• 그룹으로 지정하려는 모든 개체를 포함하는 선택 
사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끌어서 선택하는 
방법. 

• 또는 그룹으로 지정하려는 첫번째 개체를 선택한 
후에 Ctrl을 누른 상태로 다른 개체를 클릭하는 
방법. 

임시 그룹 

여러 개체를 임시 그룹으로 선택한 후에 하나의 
단위로 이동, 정렬, 회전, 색상 지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그룹 설정은 편집 창의 다른 곳을 
클릭하면 바로 사라지지만 그룹 버튼으로 생성된 
그룹은 명시적으로 그룹을 해제해도 유지됩니다. 

클립보드와 삭제 버튼 

이 그룹 내의 단추는 그룹, 개별 개체 
또는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텍스트 

개체 내에서 선택한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및 삭제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처음 세 개의 단추는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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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로 처리되며 네 번째 단추는 클립보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내용을 그냥 삭제합니다. 

텍스트 스타일 컨트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편집 창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클러스터 내의 제어 기능은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와 유사합니다. 이 제어 기능은 설정이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현재 선택한 텍스트와 새로 
입력될 텍스트 모두에 적용됩니다. 

왼쪽에는 세 가지 글꼴 스타일 버튼이 제공되어 
각각 강조, 기울임, 밑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밑줄 스타일 버튼은 다른 
기능과는 다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체에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해보세요!). 이러한 
특징으로 사각형, 타원 및 그림 그래픽 개체에서 
생성한 버튼에 밑줄 강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추는 텍스트 형식 
지정 옵션의 팝업 메뉴를 
엽니다. 개별 문자의 표현을 
제어하는 그룹 내의 다른 제어 
기능과는 달리 이 메뉴의 
옵션은 주어진 텍스트 상자 
내의 모든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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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자리 맞춤 옵션 –  왼쪽, 중앙, 오른쪽 –  은 
이 상자 내의 텍스트 배치에 영향을 줍니다(객체 
자리 맞춤 메뉴 의 기능인 편집 창 내의 상자 위치 
설정이 아님). 

줄여서 맞춤, 늘여서 맞춤, 줄바꾸기 적용, 줄바꾸기 
해제는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정할 때 텍스트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텍스트 상자에서 기본 
설정인 줄바꾸기 적용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자의 
크기를 조정하면 텍스트가 새로운 상자 폭으로 
다시 형식이 조정됩니다(줄이 바뀝니다). 텍스트의 
새로운 높이가 상자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줄바꾸기 해제는 모든 “소프트” 라인 
브레이크(단어 줄바꾸기를 위해 추가된 행 구분)을 
제거하고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도록 상자를 
필요한 만큼 넓게 설정합니다. 줄 바꾸기 모드는 
많은 문자를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시 적용됩니다. 

확 하여 맞추기 기능은 상자 크기에 따라 글자 
크기가 가로 세로로 늘어납니다. 줄여 
맞추기에서는 상자가 작게 줄어 들면 확 하여 
맞추기에서처럼 상자 크기에 맞게 텍스트 크기가 
줄어듭니다. 맞추기 명령은 모두 텍스트의 행 
구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글꼴 드롭다운 목록과 글꼴 크기 선택기는 텍스트 
스타일 컨트롤 그룹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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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은클래식 타이틀 
편집기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사각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Studio 메인앨범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메뉴 및 타이틀을 
구성하기 위한 자원을 포함합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은 왼쪽에 있는 네 
개의 단추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 그룹은 편집 창과 앨범 사이에 
위치합니다. 각 단추는 네 개의 앨범 섹션 중 
하나를 엽니다(Look 브라우저, 배경 섹션, 

그림 섹션 및 단추 섹션). 

이 단추들 중 단추 섹션을 여는 네번 째 단추는 메인 
비디오 트랙에서 메뉴나 타이틀이 생성되거나 편집 
중일 때에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스크 
메뉴(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관점에서는 단추들이 
추가된 타이틀)가 동영상 창의 다른 타임라인 트랙 
위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표현 브라우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의 이 섹션에는 세 
개의 하위 섹션이 있고 각각 위쪽의 표준, 사용자 
지정, 즐겨찾기 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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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탭은 사용자가 제목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다른 개체에 적용할 스타일의 집합입니다. 각 
스타일은 개체에 적용할 각 “면” (표면), 
가장자리, 그림자에 한 색상 (색상 그래디언트, 
투명) 과 각각에 한 흐리게 하기 매개변수로 
구성됩니다. 최종 매개변수는 그림자 방향으로 8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각 개체의 모습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원하는 “표현” 을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개체는 가장 최근에 선택된 표현이 
적용됩니다. 

 
Look 브라우저에서 Look 선택: 표준 탭에 있는 각 
단추는 8개의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위 
메뉴로 나타나 있습니다. 메인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하위 메뉴를 엽니다. 각 Look은 마우스 
아래에 도구설명으로 표시되는 숫자 ID를 
가집니다. 위에서, 마우스는 Look 27-3에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매개변수를 
조정함으로써 제공되는 표현을 사용자 정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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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표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로 
구성된 동일한 세 개의 집합은 각각 표면, 가장자리 
및 그림자 효과를 위한 매개변수를 조정합니다. 
다음은 표면 컨트롤입니다. 

 
위쪽 세 개의 버튼은 단색, 그래디언트, 무색 (투명) 
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버튼 옆의 컬러 사각형을 
클릭하면 불투명도 슬라이더 (0-100%) 가 추가된 
표준 Windows 색 선택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추 옆의 컬러 사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의 각 모서리에서 시작 
색상을 할당함으로써 그래디언트를 
정의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디자인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디언트 창의 

각 모서리에 있는 컬러 사각형을 클릭함으로써 
색상 선택 화 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참고: 제공된 표현 중 보다 정교한 표현은 특별한 
내부 기능을 사용하므로, 편집될 수 없습니다. 

즐겨찾기 탭에는 이후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특정 사용자 정의 외형을 저장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매개변수를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해 줍니다. 현재 Look을 
즐겨찾기의 하나로 저장하려면 왼쪽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즐겨찾기’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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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섹션 

타이틀이나 메뉴는 단색, 그래디언트, 
투명(배경 없음) 또는 이미지 파일(그림, 사진 또는 
저장한 비디오 프레임)의 네 가지 유형의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의 배경 섹션에서 색상 및 
그래디언트 옵션은 선택한 색상이나 그래디언트가 
편집하고 있는 제목의 배경에 즉시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Look 브라우저(297페이지)에 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오버레이 자막에 해 작업하고 있다면 
특히 오버레이가 전환과 함께 적용된 경우 이러한 
버튼에 해 색상 선택 화 상자에서 불투명도 
설정을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목에 해 
투명 배경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투명도는 새로운 
제목이나 메뉴에 해 기본적인 배경 선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경에 한 마지막 옵션은 그림, 즉 모든 표준 
형식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Studio의 
메인 앨범의 많은 섹션에서처럼 배경은 폴더 
단추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는 소스 폴더에서 
가져옵니다. 폴더 단추로 선택한 이미지 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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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배경이 되며 폴더 내의 이미지 파일은 앨범 
패널에서 섬네일로 나타납니다. 필요하다면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는 배경 이미지를 화면의 높이나 
폭에 맞게 늘이지만 비례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모션 배경 추가하기 

Studio Ultimate에서 디스크 메뉴에 정지 이미지 
뿐만 아니라 동영상 배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션 배경을 생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교체하려면 폴더 단추를 클릭한 다음 AVI, MPEG, 
WMV 형식 동영상을 찾아서 적용합니다. 

모션 메뉴 클립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배경으로 추가하는 동영상의 길이는 영화 창 
내의 메뉴 클립의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클립보다 길이가 짧다면 필요한 
시간만큼 반복해서 시간을 채우게 되고 만일 더 
길다면 나머지 분량을 잘라 냅니다. 일반적인 
방법 로, 시간 표시줄이나 클립 속성 도구에서 
트리밍 작업을 수행해서 메뉴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표준 형식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서 
와이드스크린 동영상을 메뉴 배경으로 
추가하려고 할 경우 또는 표준 동영상을 
와이드스크린 프로젝트에 추가하려고 하려고 할 
경우에는 동영상이 프로젝트 형식에 맞게 축소, 
또는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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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찾는 과정 중에서 
동영상 파일 목록을 보려면 ‘파일 유형’ 
상자에서 원하는 동영상 유형(또는 ‘모든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림 섹션 

이전에 설명한 배경 그림처럼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의 그림 섹션에서의 이미지는 표준 
형식이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그림은 편집 
창에 맞게 늘이는 신에 그림 개체로 제목에 
추가되어 위치와 크기 재설정이 가능(회전, 기울임 
불가)한 8개의 제어 지점을 가진 보통 크기로 
표시됩니다. 

그림 개체는 텍스트 개체처럼 행동하며 그룹 지정, 
정렬과 관련해서 유사한 컨트롤을 갖는 그래픽 
개체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튼 섹션 

단추들은 타이틀을 인터렉티브한 메뉴로 바꿔 
주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의 이 섹션은 편집 중인 메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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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유일하게 메뉴를 위치시킬 수 있는 메인 
비디오 트랙 위에 있을 때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략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버튼은 사용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화면상의 
일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은 
일반적으로 버튼의 동작을 강하게 암시하는 버튼의 
모습이 아니라 사용자가 활성화했을 때 얻는 
동작에 따라 분류합니다. 버튼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단추를 클릭하면 챕터(일반 비디오)로 
이동하거나 다른 메뉴로 이동합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가 아니라클립 속성 도구에서 
단추와 그 상 사이에 링크가 생성됩니다. 

• 조각 그림: 일반 버튼의 특별한 형태로 
연결하려는 영화의 일부 프레임을 조각 그림 
프레임 (또는 이동하는 조각 그림 미리 보기) 
으로 나타냅니다. 

• 이전: 이 버튼은 다중 페이지 메뉴 (두 페이지 
이상에 걸쳐 일반 또는 조각 그림 버튼의 링크를 
포함하는 메뉴) 에서 두번째 이후의 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전의 메뉴 페이지에 
연결됩니다. 

• 다음: 이 버튼은 다중 페이지 메뉴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이 버튼은 다음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Studio에서 제공하는 버튼 아트에는 각 유형에 한 
몇 가지 예제가 포함됩니다. 각 버튼은 타가 (tga)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제공됩니다. Adobe 
PhotoShop 또는 Paint Shop Pro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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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이 파일들을 살펴보면 버튼 이미지의 
투명한 부분과 조각 그림을 표시하기 위한 특별 
영역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이미지가 포함된 알파 
채널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폴더 버튼은 표시된 이미지를 얻는 
디스크 디렉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되는 버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앨범에서 편집 
창으로 끌고 오면그림 개체와 동일해 보이는 버튼 
개체로 변환됩니다. 

지원되는 단추의 기본적인 활동은 
파일 이름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재 선택한 단추 개체에 해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의 
단추 섹션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로운 활동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의 첫번째 선택인 '단추 아님’은 이 개체에서 
활동을 제거해서 단순한 그래픽으로 설정합니다. 
다른 선택은 위에서 나열된 단추 유형에 
응됩니다. 

유용한 정보: 이것은 버튼의 행동을 결정 짓는 
버튼의 모습이 아니며 메뉴에서 선택하는 버튼 
유형입니다. 

버튼 강조 표시 

DVD 메뉴(VCD, S-VCD 메뉴 
제외)는 사용자가 메뉴를 
스크롤할 때 현재 단추를 
강조함으로써 시각적인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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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표시 기능은 단추에 한 동작이 완전히 
수행되기 전에 처리 과정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강조 표시 효과를 플레이어에서 미리 
볼 수 있으며 마우스나 플레이어의 DVD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메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는 각 유형의 강조 표시 
기능에 사용할 색상과 강조 표시 기능이 그려질 
스타일 옵션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위한 제어 기능은 단추 유형 목록 아래에 
위치합니다: 

활성 및 선택 색상 사각형을 클릭해서 자신의 
메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강조 표시 색상을 
지정하십시오. 이 기능은 디스크 내의 모든 메뉴에 
한 하나의 강조 표시 색상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메뉴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 가지 강조 표시 유형 옵션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자: 강조 표시 기능이 버튼을 감싸는 
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 모양 유지: 강조 표시 기능이 버튼이 보이는 
영역의 모양에 따라 나타납니다. 

• 밑줄: 버튼에 밑줄이 그어져서 표시됩니다. 

이러한 강조 표시 옵션은 앨범에서 가져온 단추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체로 만든 모든 
유형의 단추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작업하는 동안 단추 강조 표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강조 표시 선택란의 선택 
표시를 지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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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장: 

모션 타이틀 기능 
 

Studio의 모션 타이틀 기능은 타이틀과 그래픽을 
생성 및 편집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확장된 
텍스트 및 이미지 효과는 동영상 시각 디자인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모션 타이틀 기능은클래식 타이틀 편집기보다 일부 
영역에서 도구 개수가 적지만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 사용성, 재미 측면에서 보다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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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타이틀 기능 디스플레이 영역:  타이틀 
표시줄;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  편집 창;  
백그라운드 패널;  레이어 목록. 

모션 타이틀 기능 디스플레이의 다섯 개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1. 타이틀 표시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타이틀 이름 및 범주, 
텍스트 조작 제어 기능, 길이 카운터 필드,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의 확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닫기 단추. 

2.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5개 섹션을 통해 
타이틀 제작을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처음 
섹션 두 개,비디오및사진은 Studio의 
메인앨범내 섹션의 로컬 버전에 해당되며 
동일한 제어 기능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
개체,Look,모션–  는 모션 타이틀을 위한 특수한 
자원들을 포함합니다. 313 페이지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에서 모든 섹션들을 
설명합니다. 

3. 타이틀 제작 또는 편집 시 주요 작업 영역은편집 
창입니다. 이곳에서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미리보기 할 수 있고 직접 편집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3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4. 각 모션 타이틀에는백그라운드 패널을 
이용해서 편집 가능하거나 투명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배경)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33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 각 그래픽 또는 텍스트 구성 요소가 타이틀 내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각 레이어의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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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그 아래의 레이어를 가립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백그라운드만 가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목록은 각 레이어를 이름별로 
나열 할 뿐만 아니라 각 레이어에 어떤 모션이 
할당되었는지 표시하는 애니메이션 
타임라인까지 포함합니다. 타임라인에서의 
길이는 끌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레이어를 구성하는 과정을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출력할 
때에만 결합하기 위해, 각 레이어 내 정보가 
개별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컴포지션 
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기존 
레이어를 조정, 순서 재조정, 제거, 교체할 수 
있습니다. 모션 타이틀 기능은 배경을 포함해서 
최  8개까지의 레이어 컴포지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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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레이어에서 
이미지 구성(왼쪽 위). 체크보드 무늬는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배경은 투명한 영역으로 설정하거나 
반투명한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위해 불투명한 배경 (0을 
적용하고 연속적으로 몇몇 불투명한 내용 (1, 2, 
3)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컴포지션 (오른쪽 
아래)에서 위쪽 레이어들이 아래쪽 레이어들을 
가립니다. 

참고: 모션 타이틀 기능 도구는 Studio Ultimate와 
Studio Ultimate Collection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타이틀 기능 실행하기 (종료하기)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처럼 비디오 도구 상자(126 
페이지 참고) 내 도구를 이용하거나 타임라인 트랙 
(117 페이지 참고)의 마우스 명령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션 타이틀 기능을 Studio의 편집 
모드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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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화면 모션 타이틀 기능 만들기: 메인 
타이틀라인 비디오 트랙 내 오른쪽 마우스 
컨텍스트 메뉴에서 모션 타이틀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 오버레이 모션 타이틀 만들기: 타임라인 타이틀 
트랙을 더블 클릭하거나 타이틀 트랙이나 
오버레이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컨텍스트 
메뉴에서 모션 타이틀 편집기 이동을 선택합니다. 

• 도구상자에서 모션 타이틀 만들기: 타이틀 
만들기 도구를 열고 모션 타이틀 오버레이 또는 
전체 화면 모션 타이틀을 클릭합니다. 

• 전체 화면 모션 타이틀 기능 편집: 임의의 동영상 
창 보기에서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거나 타이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모션 타이틀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 오버레이 모션 타이틀 편집하기: 타이틀 트랙, 
오버레이 트랙, 목록 보기에서 클립을 더블 
클릭하거나 임의의 보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모션 타이틀 편집기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 도구상자에서 모션 타이틀 편집하기: 클립 속성 
도구에서 열려 있는 클립의 경우 타이틀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 

타이틀 기능 닫기 

모션 타이틀 기능을 닫으려면 다음 방법 중 
한가지를 이용합니다: 

• 모션 타이틀 기능 창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Studio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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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로 돌아 옵니다. 새 타이틀 또는 업데이트된 
타이틀이 이제 현재 프로젝트의 일부가 됩니다. 

• 창 오른쪽 위에서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은 확인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모션 타이틀 기능에서 작업 하는 동안 메인 메뉴 
표시줄에서파일  타이틀 도구 닫기, 또는 파일 

 타이틀 도구 취소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기능의 키보드 명령은 각각 F12 및 F11입니다. 

파일 작업 

모션 타이틀 기능에서 제공되는 부분의 메뉴 
명령은 단추 및 컨텍스트 메뉴의 기능과 
중복되지만 타이틀 기능의 파일 메뉴 내 몇몇 
명령은 다른 곳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타이틀: 이 명령은 기존 레이어를 모두 
제거하고 배경을 모두 삭제하는 ‘새로 시작’ 
명령입니다. 이 명령 전에 새 타이틀이나 기존 
타이틀을 변경하면 계속 진행하기 전에 현재 
프로젝트에 작업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 타이틀 열기: 이 명령을 이용해서 로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의 폴더에서 타이틀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 타이틀 저장 및 다른 이름으로 타이틀 저장: 이 
표준 명령은 이전 명령들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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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을 내보내기 하고 다른 Studio 사용자들과 
타이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은모션 타이틀 기능화면 
왼쪽의 탭 적용 패널입니다. 이곳에는 메인 
Studio앨범에서 동영상 제작을 위한 자원들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원을 포함합니다.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비디오 및 사진 (이곳에 
표시) 섹션들은 기능적으로 편집 모드의 해당 
섹션들과 동일합니다. 다른 세 개의 섹션들에는 
모션 타이틀용 특별 자원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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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에는 다음 페이지에 세부 
사항이 설명되는 다섯 개 섹션이 포함됩니다. 
각각은 자체 탭 단추로 엽니다. 

• 비디오 섹션에서는 타이틀에 한 비디오 
자료를 제공합니다. 레이아웃이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편집 모드와 
동일한 섹션입니다. 새 비디오를 선택하거나 
장면 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모든 변경 
사항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 또한사진 섹션은 해당 앨범 섹션인사진 및 
프레임 캡처 기능과 동일합니다. 

• 개체 섹션에는 타이틀 장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픽 개체 컬렉션을 포함합니다. 
개별 개체들은 필요에 따라 크기, 위치, 회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Look 섹션은 타이틀 내에서 텍스트나 도형 
레이어의 시각적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전 설정 Look 중에 하나를 
이용하거나 면, 가장자리, 그림자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항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모션 섹션은 모션 타이틀에 즐거움을 
추가합니다. 모션이란 부분 텍스트에 
적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레이어에서도 적용 
가능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개별 
애니메이션을 레이어의 시작과 끝부분, 중간 
부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앨범 자원 추가하기 

타이틀에 비디오, 사진, 개체를 추가하려면 개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앨범에서 끌어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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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으로 이동시키거나 아이콘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모션 타이틀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편집 창 
중앙에서 기본 크기로 새 구성 요소가 생성되는 
모든 경우, 원하는 로 이동, 크기 조정, 회전이 
가능합니다. 

Look는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편집 창에서 현재 선택한 텍스트나 도형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ook는 다른 유형의 레이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Look이 적용되는 
레이어가 텍스트 유형이고 포함하고 있는 해당 
텍스트가 부분적으로만 선택된 경우, Look은 
선택한 범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임의의 요소에 모션을 추가하려면 해당 구성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편집 
창이나 레이어 목록으로 해당 구성 요소를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여러 레이어가 선택된 경우 
Look이나 모션을 더블 클릭해서 동시에 모든 
항목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비디오 섹션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비디오 섹션은 
Studio의 편집 모드의 부분의 경우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메인 앨범의동일 섹션내 다른 
보기에 해당됩니다. 제어 기능 레이아웃에서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9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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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모드 내 비디오 앨범에서 장면을 더블 
클릭해서 모션 타이틀에 추가하거나 편집 창으로 
끌어서 이동시키거나 장면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모션 
타이틀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사용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배경 패널으로 끌어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비디오 파일이나 장면을 모션 타이틀에 레이어로 
추가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앨범에서 비디오를 더블 클릭합니다. 
• 앨범에서 비디오를 끌어서편집 창에 
위치시킵니다. 

• 앨범 내에서 비디오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모션 타이틀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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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비디오가 편집 창에 전체 크기 
레이어로 추가되며 여기에서 필요에 다라 다른 
레이어 처럼 크기 조정, 이동, 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파일이나 장면을 모션 타이틀의 배경으로 
추가하려면 앨범에서 타이틀 기능 
디스플레이의배경 패널에 끌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2 페이지의 ‘배경 
패널’을 참고하십시오. 

사진 섹션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사진 섹션은 메인 
Studio 앨범의사진 및 프레임 캡처 기능 

섹션의 다른 보기에 해당됩니다. 폴더 이동, 
즐겨찾기, 보기 제어 기능은 두 곳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사진이나 다른 이미지 파일을 모션 타이틀에 
레이어로 추가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앨범에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 앨범에서 이미지를 끌어서편집 창에 
위치시킵니다. 

• 앨범 내에서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모션 타이틀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진이 다른 레이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 
가능한 편집 창 가운데에 추가됩니다. 이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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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커서 맞지 않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크기가 
다시 조정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모션 타이틀의 배경으로 추가하려면 
앨범에서 타이틀 기능 디스플레이의배경 패널에 
끌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2 
페이지의 ‘배경 패널’을 참고하십시오. 

개체 섹션 

모션 타이틀 기능의 개체 섹션에는 타이틀에 
적용할 수 있는 비트맵 클립 아트와 장식이 

포함됩니다. 이미지 폴더 내의 파일이 아닌 모션 
타이틀 기능의 자원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사진 섹션내 이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모션 타이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선택 
및 끌어서 이동. 섹션 아래쪽의 드롭다운 목록을 
이용해서 이용 가능한 이미지 범주들 중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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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배경으로배경 패널으로 끌어서 추가하면 
이미지가 공간에 맞게 확장됩니다. 이미지를 일반 
레이어로 추가할 경우 처음에는 원본 크기로 편집 
창 프레임 중앙에 위치됩니다. 그 후에 필요에 따라 
위치와 크기, 회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ook 섹션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이 섹션에서는 모션 
타이틀의텍스트 및 도형 레이어에 적용 할 수 

있는 시각적인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Look 사전 설정 

Look을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콘들 중 
하나를 사전 설정 탭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콘 위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내장 사전 
설정(‘표준’)을 선택하거나 직접 디자인한 
항목(‘내 Look’)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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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Look에서 표준(내장) 사전 설정 Look에서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으로 전환. 사용자 지정 
Look 생성 시작을 위해서 시작 지점으로 사전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사전 설정 Look을 텍스트나 벡터 그래픽 레이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마우스로 편집 창(333 
페이지)나 레이어 목록(342 페이지)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또한 다중 선택 기능이나 
레이어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349 
페이지). 

변경할 레이어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했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Look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Look에 해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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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나서 컨텍스트 메뉴에서 선택한 레이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편집 창에서 아이콘을 레이어로 끌어서 
이동(또는 선택한 여러 항목이나 그룹 레이어들 
중 하나로)시킵니다. 

스타일 복사하기 

사전 설정을 적용하지 않고 텍스트 레이어에 글꼴 
정보 뿐만 아니라 Look 자체의 속성도 포함하는 
스타일의 일부분으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소스 레이어 컨텍스트 메뉴의 
상 레이어에서 스타일 복사와 스타일 붙여넣기를 
이용합니다. 

Look 사용자 지정 

개별 세부 레이어는 특정 Look 생성을 위해 겹쳐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세부 레이어를 검토,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는 설정 탭을 통해 Look 편집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세 가지 세부 레이어 유형은 면 (표면), 
가장자리, 그림자 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지원하는 설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레이어 스택에 
삽입되는 기본 위치가 다릅니다. 면 세부 사항은 
원래 위치에서 끌어서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택 위에 항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위치하며 마지막에 그림자가 위치합니다. 그러나 
세부 정보가 생성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레이어 
스택에서 위, 아래로 끌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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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장자리, 그림자: 새 면의 세부 정보(왼쪽 
위)가 가장 위쪽의 기존 면 레이어 위에 추가되며 
새 가장자리와 그림자 세부 사항이 해당 유형의 
가장 아래 쪽 레이어 아래에 추가됩니다. 

Look 편집기의 축소 가능한 편집 패널 상의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개별 세부 레이어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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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편집기는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Look 
섹션 내 설정 탭을 클릭해서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시된 타이틀 표시줄에서는 현재 
Look의 이름 (‘Nautilus’)과 새 세부 레이어 
생성을 위한 단추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면 3 
세부 사항에 한 편집 패널이 열려 있으며 그 
아래 면 2에 한 패널이 닫혀 있습니다. 

다음 세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프셋 X 및 오프셋 Y: 이 슬라이더에서는 
Look이 적용될 텍스트나 그래픽의 명목 상 
위치와 관련한 세부 레이어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 오프셋 범위는 -100 (왼쪽, 또는 아래)에서 
+100 (오른쪽, 위)까지입니다. 최  오프셋은 
편집 창 작업 영역 폭의 1/8, 높이의 1/8에 
해당됩니다. 

 
이 예제에서 세 개의 세부 레이어가 적용되는 
Look가 단일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되었습니다. 
세부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오프셋 값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왼쪽 위 (-100, 
100); 중앙 (0, 0); 오른쪽 아래 (100, -100). 

• 크기: 이 슬라이더는 텍스트나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 사용하는 세그먼트의 두께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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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결정합니다. 이 때 100은 기본 두께를 
의미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다양한 크기 값이 적용되는 세 
개의 세부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80, 100, 120. 다양한 크기에 한 
시각적 효과는 레이어 내 스트로크의 기본 
두께에 따라 결정됩니다. 텍스트 레이어에서 이 
부분은 선택한 글꼴군과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 흐리게 하기: 슬라이더가 0에서 100으로 
증가하면 영향을 받는 세부 레이어가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변합니다. 

 
이 예에서의 세부 레이어는 흐리게 하기 
설정에서만 다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15, 0, 30. 

• 채우기: 컬러 태그 단추를 클릭하면 세부 
레이어의 채우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표준 
색상 화상자가 열립니다. 또한 스포이드 
단추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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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도: 이 슬라이더는 세부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0 (투명)에서 100 (불투명)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레이어로 작업하기 

Look편집기는 기존 세부 레이어의 속성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삭제하며 세부 레이어 스택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세부 레이어를 추가하려면, Look 
편집기 오른쪽 위의 작은 단추 세 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 면, 
가장자리, 그림자 레이어를 각각 생성합니다. 
레이어 스택 내에서 새 세부 레이어의 위치는 
위에서 설명된 로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부 레이어를 삭제하려면 세부 레이어의 
편집 패널의 헤더 표시줄 오른쪽 끝에 있는 
휴지통 단추 를 클릭합니다. 

• 세부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한 후 Enter를 눌러 
주십시오. 

• 세부 레이어의 편집 패널을 닫거나 열려면 헤더 
표시줄의 왼쪽 끝에 있는  또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 세부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편집 패널의 
헤더 표시줄을 끌어서 새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편집하려는 Look에 서 너 개 이상의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패널을 먼저 닫아서 전체 
스택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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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Look 저장하기 

사용자 지정 Look 편집을 완료하면 Look 편집기 
아래 Look 저장 단추를 클릭해서 ‘내 Look’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전에 Look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기의 헤더 표시줄에서 현재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해당 Look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한 
후에 Enter를 눌러 주십시오. 

모션 섹션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모션 섹션에는 모션 
타이틀 기능에 이름과 보다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애니메이션 루틴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션은 타이틀 내 단일 레이어에 할당 및 
작동됩니다. 이 모션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레이어의 전체 길이에서의 부분에 따라 들어가기, 
강조, 나가기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 들어가기 모션은 레이어의 시작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실행 중인 타이틀 내에서 처음 모습에 
해당됩니다. 

• 강조 모션은 화면 상에서 진행되는 시간 동안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레이어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 나가기 모션은 레이어를 다시 무 에서 
퇴장시킴으로써 전체 길이를 완성합니다. 

각 레이어는 각 유형 당 모션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션들은 옵션이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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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을 적용하지 않는 모션 타이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션 컬렉션 살펴 보기 

모션의 세 클래스 각각에서 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작동 모드에 따라 몇 가지 표준 유형으로 그룹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 기반 모션은 텍스트 캡션에서 개별 문자 
레벨에서 작동합니다(다른 레이어는 단일 문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 예를 들어 들어가기 모션 
‘글자 회전’에서 텍스트 레이어에 있는 글자가 
먼저 가장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모두 보통 
방향이 될 때까지 하나 씩 회전합니다. 

• 단어 기반 모션 역시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최소 단위가 단어라는 점이 
다릅니다. 들어가기 모션 ‘단어 
아래쪽에서’에서는 레이어 상의 단어들이 
프레임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떠 오르게 됩니다. 

• 선 기반 모션에서는 레이어 상의 여러 텍스트 
라인들이 하나 씩 처리됩니다. 들어가기 모션 
‘선 뒤쪽에서’에서는 텍스트의 각 라인이 시점 
뒤쪽 위치에서부터 원근감에 따라 화면을 따라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기반 모션은 전체 레이어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들어가기 모션 
‘구르는 통’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르는 통 
옆면에 레이어가 페인트로 그려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부분의 들어가기 모션은 시각적인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 함께 쌍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나가기 



328 Pinnacle Studio
  

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 
무한 에서’ 모션으로 들어오기 한 레이어의 경우 
‘단어 무한 로’를 이용해서 나가기 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은 옵션 
사항이며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형식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모션을 
마음 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모션 섹션은 들어가기, 
강조, 나가기 모션에 한 탭들을 포함합니다. 
타이틀 내의 각 레이어는 각 클래스에서 모션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 추가하기 

특정 레이어에 특정한 모션을 추가하려면 먼저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앨범에서 모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 편집 창에서 앨범의 모션 아이콘을 끌어서 접근 
가능한 레이어(다른 레이어로 마스크 처리되지 
않은 레이어)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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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의 모션 아이콘을 끌어서 레이어 목록 내 
레이어로 이동시킵니다. 

• 앨범 내 모션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에 컨텍스트 메뉴에서 선택한 
레이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하는 즉시, 레이어에 
동일한 유형의 모션이 있는 경우 해당 모션이 그 
모션을 체하면서 레이어에 추가됩니다. 동시에 
편집 창 내에서 타이틀 애니메이션 반복 
미리보기가 시작되어 즉시 전체 타이틀 속에서 
해당 레이어의 모션 효과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목록 내에서 모션을 통한 작업에 한 
자세한 내용은 342 페이지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모션 타이틀 만들기 및 편집하기 

Studio의 모션 타이틀 기능 내 타이틀은 네 가지 
유형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배경 레이어: 기본 설정에서 배경은 완전 
투명으로 설정됩니다. 오버레이 타이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설정을 그 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경우, 또는 전체 화면 타이틀의 경우, 
배경으로 단색, 이미지,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배경 
패널에 가변 불투명 슬라이더가 포함됩니다. 332 
페이지의 ‘배경 패널’을 참고하십시오. 



330 Pinnacle Studio
  

• 비디오 및 이미지 레이어: 이 레이어를 구성하는 
자원들은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비디오,사진,개체섹션에 포함됩니다. 
레이어는 Look 적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텍스트와 
도형 레이어와 동일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비디오 섹션’(315 페이지), 
‘사진 섹션’(317 페이지), ‘Look 섹션’ 317을 
참고하십시오. 

• 텍스트 및 도형 레이어: 이 항목들은 ‘벡터 
기반’ 레이어로서, 비디오나 사진 파일과 같이 
비트맵 이미지로 저장되지 않고 속성(예. 컬러)과 
특수 효과(예. 흐리게 하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직선 및 곡선 세그먼트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일종의 ‘구성 방법 정보’에 해당됩니다. 
비디오 및 이미지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 벡터 
기반 레이어는 끌어서 이동, 크기 조정, 회전, 
그룹 지정이 가능하며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레이어와는 달리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Look 섹션에서 가져온 Look으로 사용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션 
섹션’(326 페이지)과 ‘Look 섹션’ 319을 
참고하십시오. 

• 모션: 모션은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타이틀 
컴포지션 내의 모든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루틴입니다. 모션은 앨범의모션 
섹션을 통해 선택 및 적용 가능합니다. 모션이 
레이어에 적용되면레이어 목록타임라인에서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션 
섹션’(326 페이지)과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하기’(34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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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및 도형 레이어 만들기: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려면 레이어 목록의 
헤더 표시줄에서 텍스트 추가 단추를 
클릭하거나편집 창의 빈 영역을 클릭합니다. 이 때 
기본 텍스트를 포함한 새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이 
텍스트는 자동으로 선택되며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교체됩니다. 

도형 레이어를 만드려면 도형 추가 
단추를 클릭(텍스트 추가 오른쪽)하고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항목에는 원, 정사각형, 타원, 직사각형, 
수평, 수직 ‘알약’ 모양, 삼각형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 후 해당 도형이 포함된 새 레이어가 기본 
크기로 편집 창 중앙에 나타납니다. 

레이어 편집하기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션 타이틀 
기능에서의 레이어 편집에 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배경 레이어 사용자 지정에 한 내용은 바로 
아래의 ‘배경 패널’을 참고해 주십시오. 

• 전경 레이어의 모든 유형에 한 이동, 크기 조정, 
회전, 재구성에 한 정보는 333 페이지의 ‘편집 
창’과 342 페이지의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하기’를 참고하십시오. 

• 텍스트 편집과 텍스트 속성 설정에 한 내용은 
337 페이지의 ‘텍스트로 작업하기’를 
참고하십시오. 

• 다중 선택 및 그룹 설정 기능은 349 페이지 
‘레이어 그룹으로 작업하기’에서 설명합니다. 



332 Pinnacle Studio
  

• 마지막으로 레이어 목록 타임라인에서의 모션 
편집에 한 내용은 342 페이지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하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배경 패널 

모션 타이틀의 전경 레이어와는 달리, 특수 배경 
레이어는레이어 목록에서 표시되지 않으며편집 
창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신 모션 타이틀 
기능 왼쪽 아래 배경 패널에서 배경을 제어합니다. 

 
배경 패널을 통해 모션 타이틀의 배경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쪽 미리보기 영역에서 
투명 또는 전경 레이어 없는 배경의 현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역은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비디오 또는 이미지를 위치시키는 지점이 
됩니다. 

모션 타이틀에 한 기본 배경은 완전히 
투명합니다. 모션 타이틀이 Studio의 오버레이 
트랙이나 타이틀 트랙 상에 있을 경우 비디오 트랙 
상의 비디오나 다른 이미지들이 타이틀 전경 
뒤에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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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 배경을 만들려면 색상 표시 단추나 
스포이드 단추를 클릭합니다. 색상 표시 
단추는 표준 색 선택 화 상자를 표시하며 두 번째 
단추는 Studio의 자체 창 안쪽 또는 바깥쪽 모두를 
포함한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전체에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나 정지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용하려면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비디오, 사진, 개체 섹션에서 
항목을 끌어서 배경 패널의 미리보기 영역에 
위치시킵니다. 

배경을 반투명하게 하려면, 
불투명도 슬라이더 손잡이를 
완전 투명(왼쪽 끝)과 완전 
불투명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배경을 기본 상태로 재설정하려면 휴지통 단추를 
클릭합니다. 

편집 창 

편집 창은 모션 타이틀 기능의 메인 미리보기 및 
편집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타이틀 전경 레이어에 
해 재배치, 크기 조정, 회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분 형태의 편집 작업에서 필요한 첫 단계는 
원하는 레이어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선택한 레이어는 프레임 내에서 크기 
조정을 위한 8개 컨트롤 포인트와 레이어에서 1도 
씩 회전 가능한 회전 핸들을 포함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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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집니다. 레이어의 부분의 유형은 제어 
프레임 내의 임의의 장소를 클릭해서 새 위치로 
끌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잡기’가 가능합니다. 

 
편집 창 내부에서 도형 개체 회전하기. 마우스 
포인터 왼쪽의 작은 화살표는 해당 레이어의 
회전 핸들입니다. 레이어를 회전시키려면 회전 
핸들을 클릭하고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텍스트 및 도형 레이어에서 레이어 내용의 일부가 
제어 프레임 외부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Look 
내부의 ‘세부 항목’ 중 하나가 레이어의 명목상 
위치로부터 해당 세부 항목을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오프셋과 함께 정의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창에서 레이어 작업 

이곳에서 설명된 작업은 단일 레이어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레이어에 해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49 
페이지 ‘레이어 그룹으로 작업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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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어의 제어 
프레임이 편집 준비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레이어는 포함하는 사각형 내부의 임의의 장소를 
클릭해서 응답합니다(선택되면 제어 프레임에서 
사각형 표시). 따라서 다른 레이어의 사각형 내 투명 
영역 뒤에 있는 레이어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우스로 편집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하기’ 에서 설명한 
로 위쪽 레이어를 먼저 숨기거나 잠금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4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텍스트 이외의 레이어를 제거하려면, 사각형 
내부의 임의의 장소를 클릭해서 새 위치로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이동하려면, 
드래그 포인터(4방향 
화살표)가 나타날 때까지 
마우스를 제어 프레임의 
가장자리 근처로 위치시킨 
후에 클릭한 다음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비 텍스트 레이어에서처럼 프레임 
내부를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텍스트로 작업하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레이어 비율을 그 로 유지하고 크기를 조정하려면, 
제어 프레임의 모서리 점을 클릭해서 원하는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끌어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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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크기를 변경하고 비율을 수정하려면, 제어 
프레임 측면 포인트를 클릭한 후 끌어서 
이동합니다. 인접한 두 변에서 중앙 컨트롤 포인트 
크기를 조정하면 원하는 크기와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회전시키려면 회전 핸들을 클릭하고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회전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하려면 끌기 작업 동안 마우스 포인터를 회전 
중심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킵니다. 거리를 더 멀리 
하면 마우스 위치들 사이의 각도를 보다 작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스택 위치를 변경하려면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에 컨텍스트 메뉴 레이어 
하위 메뉴에서 명령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때 
제일 뒤로, 한 레이어 뒤로, 제일 앞으로, 한 레이어 
앞으로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작업에 해 각각 Alt+빼기, Ctrl+빼기, Alt+더하기, 
Ctrl+더하기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가 겹칠 때 순서 재정렬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레이어 
목록입니다. 레이어 목록은 개별 레이어를 ‘잠금 
설정’해서 일시적으로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잠금 설정된 레이어는 일반적인 스택 
깊이에서 표시되지만 마우스로 보다 깊은 레이어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레이어를 삭제하려면, 선택 후에 –  텍스트 
레이어가 아닐 때 - Delete 키를 눌러 주십시오. 또는 
컨텍스트 메뉴 삭제와 레이어  레이어 삭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삭제 명령이 두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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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요?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 삭제 명령 
(Delete 키)은 레이어의 텍스트에만 적용됩니다. 
레이어를 모두 제거하려면 레이어 하위 메뉴 
명령이 필요합니다(또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어 목록 표시줄 상의 휴지통 단추). 

텍스트로 작업하기 

모션 타이틀 기능의 모든 복잡한 기능이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타이틀을 이용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이 기능이 포함하는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타이틀 기능은 텍스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몇몇 전문화된 옵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 볼 텍스트 작업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텍스트 편집하기 
• 글꼴, 글꼴 크기, 스타일 변경하기 
• 텍스트 자리 맞춤 및 흐름 
• 텍스트 속성 복사 및 붙여넣기 

텍스트 편집 모드 

다른 곳에서 설명한 로 텍스트 레이어를 끌어서 
이동시킬 때 텍스트 편집 모드로 잘못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 프레임의 내부나 아니라 
가장 자리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설명한 작업에서는 필요에 의해 텍스트 편집 
모드로 전환한 경우에 해 설명합니다. 새로 
생성한 텍스트 레이어의 경우 이미 텍스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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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즉각 입력을 할 수 있으며 
기본 텍스트가 교체됩니다. 

기존 텍스트 레이어 편집 작업을 활성화하려면, 
제어 프레임 내부의 임의의 장소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며 –  자주 필요한 
단계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  레이어 내의 
모든 기존 텍스트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보통 
때 처럼 선택한 텍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모든 텍스트가 선택된 텍스트 레이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의 헤더 표시줄 내 텍스트 편집 
제어 기능은 글자 스타일(굵게, 기울임, 밑줄), 
텍스트 정렬 및 텍스트 흐름, 글꼴 이름과 크기를 
지정합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 레이어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여기에서 표시된 로 
‘I 빔’ 형태가 됩니다. 

바로 타이핑을 시작해서 텍스트 자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강조 표시된 텍스트가 사라지고 입력한 
텍스트로 교체됩니다. 입력과 함께 현재 삽입 
지점(새 문자가 삽입되는 텍스트 내의 장소)이 
수직선으로 표시됩니다. 

기존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새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텍스트 편집 모드에 레이어를 삽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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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원하는 삽입 지점을 클릭하거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삽입 지점을 조작합니다. 

또한 타이핑 전에 텍스트의 
일부(교체할 부분)를 강조 
표시한 후에 마우스로 해당 
글자들을 끌어서 이동시키거나 
Shift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내의 모든 텍스트를 다시 선택하려고 할 
경우 앞서 설명한 로 마우스나 화살표 키를 
이용하거나 표준 단축키 Ctrl+A를 이용합니다. 

강조 표시된 텍스트 스타일 적용 

앞서 살펴 본 로 모션 타이틀 기능은 몇몇 텍스트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부분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합니다. 강조 표시된 
텍스트에 적용 가능한 기능들은 다음 사항들 
뿐입니다: 

• 글꼴 스타일 적용: 선택한 텍스트의 
굵게, 기울임, 밑줄 속성을 설정하거나 
설정 해제하려면 헤더 표시줄 내의 전환 
단추들을 이용하거나 표준 단축키, Ctrl+B, Ctrl+I, 
Ctrl+U를 각각 이용합니다. 각 스타일 옵션이 
활성화되었을 때 해당 단추가 밝게 표시됩니다. 

• 글꼴 이름: 모션 타이틀은 환상적인 디스플레이 
글꼴로 실험적으로 교체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드롭 다운 목록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글꼴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 
목록이 매우 길어 집니다. 이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글꼴 이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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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목록 내에서 알파벳 순서 로 해당 
글꼴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하는 글꼴을 
클릭하거나 화살표 아래 위 키를 이용해서 
이름으로 이동한 다음 Enter를 누르십시오. 

 
글꼴을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을 열고 원하는 
글꼴을 클릭합니다. 이 글꼴은 현재 강조 표시된 
텍스트에만 적용됩니다. 

• 글꼴 크기: 모션 타이틀 기능은 
글꼴 크기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글꼴 크기 편집 필드에 직접 
새 값을 입력하거나 옆의 위/아래 화살표 단추를 
클릭해서 1 포인트 단위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오른쪽에 있는 글꼴 축소 및 글꼴 
확  단추를 이용해서 글꼴이 커지면 간격도 
따라서 증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Look 적용 스타일 구성 

319 페이지의 ‘Look 섹션’에서 
설명한 로 텍스트와 도형 
레이어의 모습은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Look”의 적용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부분적으로 강조 표시된 
텍스트 레이어에서 Look을 적용하면 강조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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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이틀 
내의 각 개별 문자별로 자체 Look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복사 및 붙여넣기 

텍스트 레이어와 도형 레이어 모두에서 스타일 
복사 및 스타일 붙여넣기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의 Look 섹션을 
열지 않고서도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Look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을 경우 이 작업은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글꼴 이름, 크기, 스타일을 복사하고 
텍스트 레이어 내, 또는 그 사이에서 부분적인 선택 
내용에도 적용됩니다. 

텍스트 정렬 

텍스트가 여러 줄인 타이틀의 
경우 모션 타이틀 기능이 자리 
맞춤 표준 메뉴 옵션을 
제공합니다. 새 텍스트 
레이어에 한 기본 설정은 
가운데 자리 맞춤(드롭다운 목록 내 가운데 
정렬)이며 이 설정에서 각 개별 라인은 이용 가능한 
공간에서 수평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됩니다. 추가 
옵션을 통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맞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락 지향적인 텍스트 소프트웨어에서는 한 단락의 
불완전한 마지막 줄이 컬럼 전체 폭으로까지 
일반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텍스트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 그래픽 모션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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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서는 2개 문자도 안 되는 마지막 줄이 다른 
줄과 동일한 공간으로 정렬됩니다. 

텍스트 흐름 

텍스트 라인이 작성되는 
방향과 관련해서 다양한 
언어들에서의 서로 다른 
방식을 반영하고 그래픽 
디자인에서 최 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션 타이틀 기능에서는 
8가지 텍스트 흐름 옵션 메뉴를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한 맞춤 옵션과 함께 이용하는 이 옵션들은 
텍스트가 표시되는 방식 뿐만 아니라 Home 및 
End와 같은 표준 키의 의미에도 영향을 줍니다.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 

모션 타이틀 기능 디스플레이의 아래쪽 부분을 
차지하는 레이어 목록에는 레이어 헤더와 타임라인 
트랙, 두 개의 컬럼이 포함됩니다. 각 행에서 
헤더에는 레이어 이름과 가시성 단추와 잠금 
단추가 포함됩니다. 헤더 오른쪽에는 타임라인 
트랙이 전체적으로 타이틀 내에서 레이어의 전체 
생명 주기와 해당 레이어에 할당된 모션 길이를 
제어하는 그래픽 편집기로 작동합니다. 레이어 
목록 타임라인은 자체적으로 해상도를 조정해서 
타이틀의 전체 길이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또는 
사용자가 편집 모드에서 다듬기를 하거나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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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오른쪽 위에서 길이 카운터에 바로 값을 
입력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목록은 레이어 헤더와 타임라인 뿐만 
아니라 제어 기능의 몇몇 중요 그룹을 
포함합니다(아래 ‘레이어 목록 헤더 표시줄’ 
참고). 

 
레이어 목록의 왼쪽 편 부분에는 레이어 헤더가 
포함됩니다. 오른쪽으로는 각 레이어의 타이밍과 
적용되는 모션들을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 표시되며 수정 가능합니다. 
(타임라인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만 
여기에서 표시됨) 

레이어 선택하기 

레이어 목록 내 헤더를 클릭하면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 레이어 이름이 강조되고 레이어의 제어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또한 표준 Windows 마우스 
및 키보드 조합 Shift+클릭(선택 확장), 
Ctrl+클릭(항목 하나 선택 전환), Shift+Ctrl+클릭 
(마지막 클릭한 항목 선택 확장) 등 다중 선택이 
허용됩니다. 다중 선택 사용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349 페이지 ‘레이어 그룹으로 
작업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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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이름과 이름 바꾸기 

새 레이어를 만들 때 모션 타이틀 기능은 자원 
이름이나 파일 이름에 기초해서 기본 이름을 
부여합니다. 기본 이름으로는 레이어 내용을 잘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레이어를 가진 
타이틀에서 한 눈에 식별이 쉬운 사용자 지정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텍스트 레이어 이름은 기본 텍스트와 동일한 
‘텍스트(Text)’입니다. 레이어에 사용자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면 레이어에 입력한 텍스트에 따라 
이름이 결정됩니다. 텍스트 레이어 이름을 바꾸면 
텍스트에 한 추가 변경이 더 이상 레이어 이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이름을 설정해서 
기본 작동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다시 지정하려면 기존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편집 필드가 기존 이름이 선택된 
상태로 열립니다. 새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편집 필드 외부를 클릭해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레이어 순서 변경 

334 페이지(‘편집 창에서 레이어 작업’)에서 
설명된 것처럼 레이어 스택에서의 레이어 위치는 
레이어 컨텍스트 하위 메뉴의 명령을 이용하거나 
Alt+더하기 (레이어  제일 앞으로) 같은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목록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레이어 헤더를 끌어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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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특별히 겹치는 레이어 때문에 마우스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편리합니다. 
레이어를 끌어서 이동시키면 삽입 선을 통해 
레이어를 위치시키면 어떤 레이어가 표시될지 알려 
줍니다. 

다중 선택 기능을 이용(위의 ‘레이어 선택하기’ 
참고)해서 여러 레이어를 한 번에 새 위치로 끌어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숨기기 및 잠그기 

복잡한 타이틀의 경우 
레이어를 컴포지션에 
추가하고 모션을 레이어에 추가함에 따라 매우 
복잡해 집니다. 레이어 헤더 오른쪽 끝에 있는 단추 
두 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하게 해결하기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눈 모양의 가시성 단추를 클릭해서 일시적으로 
레이어를 편집 창에서 제거합니다. 레이어 정보와 
설정이 유지되지만 보기 또는 마우스 작동을 
가리는 숨은 레이어 없이 당분간 다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레이어의 
가시성이 복원됩니다. 

자물쇠 모양의 잠금 단추를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가 보기에서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우스 
작동에 반응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 레이어의 시각적인 정보를 잃어 버리지 
않고서 보다 깊은 레이어에서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레이어 잠금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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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목록 헤더 표시줄 

헤더 표시줄의 제어 기능과 수치 표시는 5개 
그룹으로 제공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 텍스트 추가 및 도형 추가 
단추는 모션 앨범의 
Look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벡터 기반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를 클릭하면 
즉시 기본 Look 및 캡션을 
적용한 새 텍스트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텍스트 
추가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편집 창에서 
사용하지 않은 영역을 더블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할 특정 
도형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열립니다. 

• 레이어 정렬, 그룹 설정, 레이어 
단추는 각각 다중 레이어에 영향을 
주는 팝업 명령 메뉴를 엽니다. 레이어 메뉴는 
‘편집 창에서 레이어 작업’(334 페이지)에 
설명된 레이어 컨텍스트 하위 메뉴와 동일합니다. 
레이어 정렬 및 그룹 설정 메뉴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레이어 그룹으로 작업하기’). 

• 투명 단추는 타이틀 기능을 
떠나지 않고 모션 타이틀을 
미리보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보기는 시작 
되면 연속으로 반복 재생되며 정지시키려면 편집 
창 내 임의의 장소를 클릭합니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키보드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재생 시작과 정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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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레임 뒤로 이동, 재생/일시정지, 한 프레임 
앞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이동 등 다섯 개 단추가 
제공됩니다. 

• 복사, 붙여넣기, 삭제 단추(또는 각각에 
해당되는 키보드 단축키 Ctrl+C, 
Ctrl+V, Delete)를 이용해서 모든 유형의 레이어를 
복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복사 및 붙여넣기 
작업은 레이어의 시각적인 속성 뿐만 아니라 
할당한 모션과 타이밍 변화까지도 포함합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경우 
복사 작업이 레이어 뿐만 아니라 선택한 
텍스트에도 적용됩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복사할 텍스트 개체를 선택하려면 
레이어와 교차하는 사각형을 마크 아웃하거나 
레이어 목록에서 해당 헤더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 Delete 키는 선택한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레이어 목록 
헤더의 삭제 단추는 텍스트 레이어를 포함한 
현재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 카운터에서는 레이어 목록 타임라인 
슬라이더의 현재 위치를 일반적인 
시간, 분, 초, 프레임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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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타이틀은 레이어가 마치 배우처럼 전면에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무 와 같습니다. 레이어 
목록 타임라인에서 레이어를 다듬기 하면 
레이어의 입장과 퇴장 시간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레이어 및 모션 편집하기 

레이어가 생성되면 레이어의 길이가 포함된 
타이틀의 전체 길이에 맞게 설정됩니다. 진행 중인 
타이틀에서 레이어가 처음 나오는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타이틀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레이어를 숨기려고 할 경우 동영상 창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편집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타임라인을 따라 레이어 끝을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각 레이어 하나 당모션이 최  세 개 –  각 유형 당 
하나 씩 –  까지 허용됩니다. 이 모션들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타임라인에서 표시됩니다. 
들어가기 및 나가기 모션은 레이어 길이의 각 
끝부분에 연결되지만 들어가기 모션의 끝과 나가기 
모션의 시작은 마우스로 자유롭게 편집 가능합니다. 
해당 레이어에 강조 모션이 있을 경우 이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길이를 다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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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을 적용한 세 레이어. 위쪽 레이어에는 전체 
길이를 사용하는 강조 모션(직선)이 포함됩니다. 
아래쪽 레이어는 들어가기 및 나가기 모션이 
포함되며 그 사이에 정적 간격이 포함됩니다. 
가운데 레이어에는 모든 세가지 유형의 모션들이 
포함됩니다. 들어가기 모션 길이가 변경됨에 
따라 다듬기가 되고 있고(수평 방향 화살표 커서) 
강조 모션이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해 
자체적으로 조정됩니다.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모션들 중 하나를 체하려면 
보통 때 처럼 새 모션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유형 중 이미 존재하는 항목을 덮어 쓰게 
됩니다. 

모션을 교체하지 않고 
삭제하려면 해당 모션의 
타임라인 그래프 가운데 있는 작은 ‘x’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그룹으로 작업하기 

모션 타이틀 기능은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레이어 
그룹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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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그룹을 생성하려면, 편집 창이나 레이어 
목록에서 표준 다중 선택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 
후에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시에 Look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변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다른 레이어나 편집 창의 빈 영역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그 로 유지되어 각 레이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임시 그룹에서 각 
구성원의 제어 프레임들이 한 번에 보입니다. 

영구 그룹을 만들려면, 임시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레이어 목록 헤더 표시줄에서 그룹 설정 
메뉴에서 그룹 명령을 실행합니다(또는 임의의 
구성원 레이어의 그룹 설정 컨텍스트 하위 
메뉴에서). 그룹이 생성되면 다른 메뉴 명령(그룹 
해제)으로 명시적으로 분해하거나 구성원 레이어를 
레이어 목록 내 그룹 바깥으로 끌어서 이동시키기 
전까지 그 로 유지됩니다. 동일한 메뉴에서 
제공하는 다른 명령(그룹 재설정)을 이용하면 
마지막으로 해제된 그룹을 다시 설정합니다. 

영구 그룹이 선택되면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공유 제어 프레임을 가집니다. 개별 구성원의 제어 
프레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구 그룹은 레이어 목록에서 자체 헤더 항목과 
타임라인 트랙을 가집니다. 구성원 레이어 헤더를 
표시하거나 숨기기 위해 그룹 헤더가 확  또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이 열리면 해당 구성원 
레이어는 그룹 헤더에 따라 해당 위치에서 간격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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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목록 내 일반 레이어와 구성원 레이어 세 
개를 포함한 그룹. 이 타임라인 그래픽에서는 
모션이 그룹 자체와 구성원들 중 하나에 
적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는 구성원 레이어의 이름을 숨기는 그룹 
축소를 위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시 그룹과 영구 그룹은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명령에 해 다르게 반응합니다. 

참고: 레이어가 영구 그룹에 속할 경우에도 편집 
창(그룹이 현재 선택되지 않았을 때)이나 레이어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구성원 
레이어는 다른 레이어가 영구 그룹 내외부에 있을 
때 임시 그룹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중 레이어 선택 

그룹을 생성하는 첫번째 단계는 그룹을 구성할 
여러 개체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집 창에서 이 
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그룹으로 지정하려는 모든 개체와 만나는 선택 
사각형(‘마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끌어서 
선택하는 방법. 

• 또는 그룹으로 지정하려는 첫번째 개체를 선택한 
후에 Ctrl을 누른 상태로 다른 개체를 클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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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레이어 목록으로 작업하기’에서 설명한 
로 레이어 목록을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에서의 편집 창 작업 

임시 그룹과 영구 그룹 모두 위치, 크기를 변경하고 
회전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위치를 변경하려면, 개별 레이어 처럼 해당 
그룹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 영구 그룹을 회전하려면 공유 제어 프레임의 
회전 핸들을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공통 중심을 따라 회전합니다. 

• 임시 그룹을 회전하려면, 임의의 구성원의 회전 
핸들을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그룹 내 모든 
구성원들이 행성들이 자전하듯이 자체 중심점을 
따라 회전합니다. 

• 영구 그룹 크기를 변경하려면 공유 프레임의 
임의의 컨트롤 포인트를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모든 레이어가 그려진 고무판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전체 그룹 크기가 변경됩니다. 

• 임시 그룹 크기를 변경하려면 공유 프레임의 
임의의 컨트롤 포인트를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각 레이어는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자체 
중심을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됩니다. 

그룹별 크기 조정 시에 개별 레이어에서처럼 각 
모서리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끌어서 이동하면 
해당 레이어의 화면 비율이 그 로 유지되며 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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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끌어서 이동시키면 비율이 
변경됩니다. 

그룹에 속성 적용하기 

임시 그룹이 선택되면 설정한 모든 속성들이 해당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Look을 적용하면, 모든 텍스트나 도형 구성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 모션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선택한 레이어에 추가를 선택해서 모션을 
추가하면 각 구성원 하나하나에 추가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 글꼴을 선택하거나 다른 텍스트 스타일 속성을 
변경한 경우 임시 그룹의 각 텍스트 구성원이 
업데이트됩니다. 

첫번째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 그룹은 이 작업에 
한 자체적인 규칙을 가집니다: 

• Look을 적용할 경우, 임시 그룹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 임시 그룹에 모션을 추가한 경우, 그룹 내 
구성원이 포함한 문자, 단어, 텍스트 줄에 상관 
없이 그룹이 단일 그래픽 개체로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각 
구성원의 개별 모션은 전체적으로 그룹의 모션을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 텍스트 스타일은 영구 그룹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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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그룹 내 레이어 할당하기 

임시 그룹에만 적용되는 그룹 
작업의 최종 유형은 레이어 
정렬 메뉴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기능은 레이어 목록 헤더 
표시줄 상의 단추나 현재 임시 
그룹의 일부인 레이어에 한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을 위해 각각 세 개씩 명령이 
제공되며 다른 항목들에 한 위치를 설정하는 첫 
번째 선택을 제외하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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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음향 효과 및 음악 
 

비디오는 시각 매체의 기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영화에서 사운드의 역할은 화면 상의 이미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피처 필름(feature film)과 텔레비전 작품에는 
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현장음이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오디오가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동영상에서는 캡처 모드 동안 비디오와 함께 
처리되지 않는 사운드트랙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디오 트랙 아래 원본 오디오 트랙의 동영상 
창타임라인 보기위에 나타납니다. 원본 오디오가 
오버레이 오디오 트랙 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분의 작품에는 문 여닫는 소리, 자동차 
충돌음, 개 짖는 소리 등의 음향 효과와 작품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장면별 음악, 다른 매체에서 가져온 
노래 등이 필요합니다. 음성 해설 및 기타 사용자 
정의한 오디오 또한 종종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추가 사운드를 
자신의 영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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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o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wav 형식의 음향 
파일들이 제공되며 다른 소스를 통해서 다른 
파일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배경 음악 도구는 다양한 유형으로 원하는 
길이의 음악 트랙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mp3 파일을 앨범에서 타임라인으로 끌어다 
놓거나 CD 오디오 도구를 사용해서 오디오 또는 
MP3 트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음성 해설 도구는 편집한 비디오를 미리 보기 
작업하면서 해설이나 설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오디오는 유형에 상관 없이 영화 창에서 클립으로 
사용자의 작품에 추가됩니다. 비디오 클립 및 정지 
이미지와 같은 방식으로 오디오 또한 이동되고, 
트리밍되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일부로 사운드 클립이 적용되면 페이드나 
다른 볼륨 제어 기능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76 페이지에서 설명된 로 오디오 클립에 전환 
효과를 추가해서 오디오 페이드와 크로스 페이드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또는 서라운드 믹스 내에서 클립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클립 내에서 해당 위치를 
마음 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감소 
및 다른 효과들 사이의 잔향을 포함하여 Studio의 
오디오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 여부: 서라운드 사운드는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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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운드 사운드에 해 

'서라운드' 믹싱은 표준적인 2 채널을 넘어서서 
DVD 작품에 극장 스타일의 엔벨로프 음장 효과를 
제공합니다. Studio는 믹싱 내에서 독립적으로 각 
오디오 트랙의 정확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트랙의 위치를 '이동'(매끈한 이동 또는 
갑작스러운 이동 모두에 해 위치 재설정)시킬 수 
있습니다. 

Studio에서 편집하면서 서라운드 사운드의 
미리보기를 하려면, 5.1 채널 출력을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서라운드 사운드트랙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DVD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Dolby Digital 5.1 포맷에서 여섯 개의 각 서라운드 
채널이 디스크에 개별적으로 저장되며 이 
채널들은 완전한 5.1 서라운드 재생 시스템에서 
재생될 때 해당 스피커로 바로 연결됩니다. 

• Dolby Digital 2.0 포맷에서 서라운드 믹싱은 두 
개의 채널에 인코딩됩니다. DVD가 Pro 
Logic이나 Pro Logic 2 디코더 및 5.1 채널 이상의 
스피커 레이아웃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재생될 때 
원래 서라운드 정보가 재생됩니다. 반면, 다른 
시스템에서는 인코딩된 사운드 트랙이 일반 
스테레오로 출력됩니다. 

참고: 미리 듣기 작업 동안 서라운드 믹싱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도 DVD에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라운드 미리 듣기가 가능하다면 보다 정확한 
믹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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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트랙 파일 만들기 

Studio에서는 사운드트랙을 wav (PCM), mp3, mp2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 로 
동영상 만들기 모드에서 파일 탭을 열고 파일 
유형으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표준 파일 유형에 
해 일반적인 설정이 적용되는 몇 가지 사전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로 출력 파일 유형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트랙 파일 출력 사전 설정 

타임라인 오디오 트랙 

영화 창의 타임라인 보기에는 오디오를 위한 몇 
개의 트랙이 포함됩니다: 

원본 오디오 트랙: 이 트랙에는 비디오 클립과 함께 
캡처된 오디오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비디오 
트랙과 동시에 녹음되기 때문에 때때로 “동기” 
오디오라고도 합니다. 

오버레이 오디오 트랙: 오버레이 트랙 위의 비디오 
클립의 원본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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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효과 및 음성 해설 트랙: 음향 효과와 음성 
해설은 이 트랙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음향 효과는 앨범의 음향 효과 섹션에서 
프로젝트로 가져옵니다 (103페이지의 “음향 효과 
섹션” 참고). 음성 해설은 음성 해설 도구로 
작성됩니다 (364페이지에 설명됨). 

 
타임라인 오디오 트랙: 원본 오디오, 음향 효과, 
음성 해설, 배경 음악. 오버레이 트랙이 보일 때네 
번째 오디오 트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해당 
트랙 상의 비디오에 한 원본 오디오가 
포함됩니다. 

배경 음악 트랙: Studio에 의해 생성된 ScoreFitter 
배경 음악인 mp3 또는 wav 오디오 파일과 오디오 
CD에서 가져온 음악(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려면 이 트랙을 사용하십시오. 오디오 
파일은 앨범의 음악 섹션을 통해 
가져옵니다(104페이지 참고). 배경 음악 도구로 
ScoreFitter 클립을 제작하고 CD 오디오 도구로 CD 
오디오 클립을 제작합니다(362페이지의 “배경 
음악 도구”와 361페이지의 “CD 오디오 도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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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트랙 전환 

오디오 트랙은 위에서 설명한 로 각각 전문화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주로 새 
클립이 어떤 트랙에 나타날 것인지를 제어합니다. 
새로운 비디오 클립이 들어 왔을 때 원본 오디오는 
항상 원본 오디오 트랙에 위치할 것입니다. 새로운 
음성 해설은 항상 음향 효과 및 음성 해설 트랙에서 
생성되며 새로운 CD 오디오와 ScoreFitter 클립은 
배경 음악 트랙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클립이 생성되면 편리한 로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각 트랙은 
어떠한 유형의 오디오 클립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두 개의 음향 효과 중 
하나를 배경 음악 트랙으로 옮겨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줄 수 있습니다. 

메인 비디오 트랙에 해서 특별한 상태가 
적용되는 유일한 오디오 트랙은 원본 오디오이며 
사용 중일 때는 오버레이 트랙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랙에 위치하는 오디오 클립은 
동일한 시간 색인에서 비디오 트랙의 내용과 
나란히 편집됩니다. 트리밍을 위해서 원본 
오디오를 별도의 클립으로 처리할 경우나 비디오는 
그 로 둔 채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이 원본 
오디오를 끌어서 이동 시킬 경우 또는 다른 사운드 
클립을 원본 오디오 트랙으로 끌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디오 트랙을 잠궈야 합니다(영화 
창 오른쪽의 자물쇠 아이콘 클릭). 자세한 내용은 
153페이지의 “고급 타임라인 편집”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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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오디오 도구 

CD 트랙에서 오디오 클립을 제작하려면 이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이 도구 내에서 트랙을 
미리 보기할 수 있으며 전체 트랙이나 일부를 
선택해서 동영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udio 프로젝트에서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드라이브에 CD가 있다면 Studio는 계속하기 전에 
해당 드라이브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도구의 
컨트롤은 Studio가 CD 제목 드롭다운 목록에서 
최소한 하나의 항목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 제목 드롭다운 목록에서 캡처할 오디오가 있는 
CD를 선택하고 트랙 목록에서 트랙을 선택합니다. 
CD 제목은 편집 가능한 텍스트 필드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Studio가 이 CD를 참고할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변경은 현재 세션 뿐만 
아니라 미래 세션에도 적용됩니다. 

CD와 트랙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도구의 다른 
컨트롤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클립을 트리밍하고 
사용자 정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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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은 부분의 오디오 클립 유형에 해 
공통적이며 클립 생성뿐만 아니라 편집 작업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368페이지의 “클립 
속성 도구로 트리밍”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tudio는 CD 드라이브에서 음악 클립을 캡처하고 
이것을 현재 시간 색인(재생기의 타임라인 
슬라이더와 미리 보기 프레임에서 표시된 
로)에서 시작하는 배경 음악 트랙에 추가합니다. 

배경 음악 도구 

Studio ScoreFitter는 사용자가 선택한 
스타일 로 자동적으로 배경 음악을 생성해 
줍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몇몇 노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러한 노래 내에서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버전의 
목록은 사용자가 지정한 배경 음악의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14 장: 음향 효과 및 음악 363 

특정 클립 집합에 한 음악을 생성하려면 배경 
음악 도구를 열기 전에 해당 클립을 선택하십시오. 
(전체 영화를 선택하려면 편집  모두 선택을 
사용하거나 Ctrl+A를 누르십시오.) 선택한 클립의 
총 길이는 음악 지속 시간의 초기 설정을 결정하게 
되지만 사용자는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작업을 
하거나 도구의 길이 카운터에서 직접 편집을 해서 
언제든지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 도구에서 제공되는 목록에서 스타일, 
노래 및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각 스타일은 
자체적인 노래 선곡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노래는 자체적인 버전 선택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가 열려 있는 동안 미리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오디오를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름 필드에 클립 이름을 입력하거나 길이 
카운터에서 필요하다면 길이를 조정합니다. 생성한 
음악 클립은 선택한 길이에 정확하게 맞도록 
조정됩니다. 

선택을 하면 영화에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Studio는 현재 시간 색인(재생기의 타임라인 
슬라이더와 미리 보기 프레임에서 표시된 
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클립을 배경 음악 

트랙에 생성합니다. 

음악 컬렉션 확장 하기 

ScoreFitter 음악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컬렉션을 통해 이용합니다. Studio에 포함된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포크에서 일렉트로니카에 걸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40곡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Studio 내에서 더 많은 음악 얻기 단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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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추가 라이브러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별 보기 이외에도 라이브러리별로 음악 
컬렉션을 보려면 라이브러리 라디오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음성 해설 도구 

Studio에서 음성 해설을 녹음하는 작업은 
전화 통화 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음성 해설 
도구를 열고 기록을 클릭한 후에 마이크에 직접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영상을 보면서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상의 행동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음악, 집에서 만든 음향 효과 
등을 마이크를 통해 신속하게 캡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해설 도구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녹음하려면 
마이크를 PC 사운드 보드의 입력 잭에 
연결해야합니다. 또한 영화 창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디오 클립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에서 비디오 장면들을 검토하고 어디에서 음성 
해설을 시작하고 끝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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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끝나면 음성 해설 도구를 여십시오. 녹음 
램프 (위 그림 왼쪽 위에 있는 검은색 사각형) 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창 타임라인에서 시작 지점을 선택하십시오. 
클립을 선택하고 영화를 재생하면서 원하는 
지점에서 정지하거나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사용 위치를 정하고 녹음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아래의 “음성 해설 레벨” 참고). 만족할 만한 
설정이 되면 녹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지 
버튼으로 전환됩니다). 녹음 램프가 처음에 기 
(STAND BY) 를 알린 후 3-2-1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녹음 램프가 녹음 중 (RECORDING) 을 나타내면 
플레이어에서 영화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이 때 
음성 해설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지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램프가 
꺼지고 음성 해설 클립이 자동으로 음향 효과 및 
음성 해설 트랙에 위치하게 됩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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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해설 레벨 

사용자가 음성 해설을 생성할 때 음성 
해설 클립의 녹음 레벨이 설정되고 이 
레벨은 이후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재생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녹음 레벨은 음성 해설 
도구의 녹음 레벨 슬라이더와 그 옆의 
레벨 미터를 이용해서 설정합니다. 

이 미터를 참조해서 사용자의 녹음 레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합니다. 표시 부분에서는 
녹색(0-70% 모듈레이션), 노란색, 빨간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피크가 빨간색 
부분(91-100%)까지 넘지 않고 노란색 부분(71-90%) 
내에 유지되도록 하십시오. 

음성 해설 녹음 옵션 

Studio 설정 화 상자에는 녹음 구성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간단한 요약 내용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23페이지의 “비디오와 오디오 
환경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을 이용하려면 메인 메뉴 표시줄에서 
설정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이 화상자의 마이크 드롭다운 목록에서는 
마이크를 특정 사운드 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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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 표시되는 
항목은 아래 NVIDIA® 사운드 카드가 장착된 
시스템에서처럼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마이크를 지시된 로 
연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마이크 또는 라인 
입력). 

옵션 화 상자의 채널과 샘플 속도 조정은 음성 
해설 또는 기타 녹음된 오디오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최고 품질로 설정할 수 
있지만 디스크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디오 클립 트리밍 

다른 종류의 클립처럼 사용자는시간선에서 
직접오디오 클립을 다듬거나 클립 속성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에 한 내용은 
143페이지의 “핸들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을 참고하십시오. 

부분 유형의 오디오 클립은 최소 1개의 
프레임부터 클립 내용의 전체 길이까지 트리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oreFitter 클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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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에서 1초부터 무한  까지 트리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 속성 도구를 사용한 트리밍 

도구 상자  클립 속성 수정 메뉴 명령은 
선택한 클립에 한 클립 속성 도구를 
호출합니다. 또한 임의의 오디오 클립을 두 번 
클릭해서 이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도구는 모든 클립들이 공유하는 두 
가지속성을 살펴보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 클립의 길이를 설정하려면 길이 카운터에서 값을 
변경하십시오. 

• 이름 텍스트 필드에서는 Studio 에서 기본적으로 
할당한 클립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립 
이름은 영화 창의 목록 보기에 의해 사용되고, 
스토리보드 보기에서 클립 위로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이동 레이블로도 표시됩니다. 

도구에서 제공되는 다른 컨트롤은 이용하는 오디오 
클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오디오, 음향 효과 및 음성 해설 

클립 속성 도구는 음향 효과와 음성 해설에 해 
비디오 클립에 한 트리밍 컨트롤과 동일한 
종류의 트리밍 컨트롤을 제공하지만, 시각적인 
미리 보기 영역 신에 오디오 파장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제 14 장: 음향 효과 및 음악 369 

이러한 컨트롤로 트리밍 작업을 하는 방법은 
148페이지의 “클립 등록정보 도구로 트리밍” 을 
참고하십시오. 

비디오 트랙에 잠금 설정이 적용되었을 때 원본 
오디오 및 오버레이 오디오 트랙의 클립만 
독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의 “고급 타임라인 편집” 을 
참고하십시오. 

 

CD 오디오 

CD 오디오 클립에 해 클립 속성 도구는 
위에서와동일한 트리밍 컨트롤을 이용하지만 
추가적으로 CD 제목과 트랙에 한 드롭다운 
선택기를 제공합니다. 언제라도 클립 소스를 
변경하기 위해 이러한 컨트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 제목은 편집 가능한 텍스트 필드이기 
때문에 실제 CD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ScoreFitter 
ScoreFitter 클립은 특정한 길이를 가지는 매우 짧은 
클립은 모든 스타일과 노래의 조합에서 사용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길이에서 편집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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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Fitter 클립 생성을 위한 도구와 
동일(362페이지의“배경 음악 도구” 아래에 
설명됨)하지만 영화에 추가 단추 신에 변경 내용 
적용 단추가 제공됩니다. 

오디오 볼륨 및 믹싱 

개별 클립의 오디오 레벨 및 스테레오 위치 지정은 
타임라인에서 직접 조정하거나 볼륨 및 밸런스 
도구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나름 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시간과 볼륨 또는 
밸런스를 적절하게 비교하는 반면, 볼륨 및 밸런스 
도구는 믹싱 기능을 사용하여, 별도로 오디오 트랙 
각각의 볼륨과 스테레오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디스크 제작의 경우 볼륨 및 밸런스 도구가 
스테레오 신 서라운드 사운드 트랙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도구는 앞에서 뒤쪽으로 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트랙을 동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공 여부: 서라운드 사운드는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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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클립의 구조 

타임라인 위의 오디오 클립 아이콘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클립의 경계선들은 수직 
막 로 구분됩니다. 오디오의 실제 내용은 파형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세 개의 인접한 클립에서 추출한 파형 그래프 

파형 그래프의 형태로 사운드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한 소리는 클립의 중앙선에 밀집한 
좁은 파형을 보입니다. 큰 소리는 큰 산봉우리와 
골짜기 같은 형태로 나타내며 거의 클립의 
경계까지 닿아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연속적인 소리는 빽빽하게 모여 있는 펄스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두고 끊어지는 소리는 파형이 
수평선으로 표시되는 소리가 없는 부분과 함께 
짧은 펄스로 나타납니다. 

조정선 

오렌지색 볼륨선은 클립에 적용한 볼륨 변경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볼륨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 선은 클립 높이의 3/4 정도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득 0 (0 dB) 레벨로 
클립의 원본 볼륨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전체 트랙의 볼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 
볼륨선이 수평 방향으로 남아 있지만 이득이 0 이 
되는 기준 레벨보다 높거나 낮게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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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클립 내부에서 볼륨 조정을 했다면 이 
선은 볼륨 조정 핸들에서 만나는 기울어진 
선분들로 표시됩니다. 

 
파형 그래프 또는 밸런스와 페이드 (아래 내용 
참고) 조정선과는 달리 볼륨 조정선은 로그 함수에 
비례해서 크기가 조정됩니다. 볼륨은 로그 함수에 
비례해서 오디오의 신호의 강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실제로 들리는 소리의 강도를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향하는 사선 부분은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레벨까지 부드럽고 지속적인 페이드 업 효과를 
얻습니다. 

녹색의 스테레오 밸런스 선과 빨간색 전후방 
밸런스 ( “페이드” ) 선은 두 경우 모두 중립 
위치가 클립의 수직 중앙 위치에 있고 조정 단위가 
선형 단위로 증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볼륨 
선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스테레오 밸런스 선을 올리면 오디오 클립의 
출력이 청취자 왼쪽으로 이동하며, 반 로 선이 
내려가면 클립은 청취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페이드 선을 올리면 청취자로부터 
클립이 멀어지는 듯한 효과가 나며 다시 내리면 
청취자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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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볼륨 및 밸런스 도구가 서라운드 모드에 있을 
때 클립의 페이드 선만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 
조정으로 얻는 효과는 서라운드 사운드 재생이 
가능한 시스템에서만 미리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조정 선 중에서 현재 표시되는 선을 
선택하려면 오디오 클립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  

제공 여부: 서라운드 사운드는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조정 

오디오 레벨은 시간선 위의 클립 내에서 바로 조정 
가능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볼륨선이나 
밸런스선을 조정하십시오(371페이지의 “오디오 
클립의 해부 구조” 참조). 

타임라인에 새 오디오 클립을 추가할 때: 

• 새로 생성한 클립의 볼륨 조정선은 앞뒤에 
클립이 있다면 그 클립들의 선들과 연결됩니다. 

• 트랙에서 다른 클립에 볼륨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새 클립을 통과하는 볼륨 선은 수평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 그 높이는볼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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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도구에서 설정된 전반적인 트랙 볼륨을 
반영합니다. 

• 만일 볼륨 조정이 다른 클립이나 전체 트랙에 
적용되었다면 새 클립에 한 볼륨 선은 3/4 
높이로 설정됩니다. 

타임라인에서 클립의 볼륨을 조정하려면 먼저 
클립을 선택 (왼쪽 버튼으로 클릭) 한 후에 마우스 
포인터를 라인에 근접하게 이동시킵니다. 볼륨 
조정 커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클립 내에서 끌어 
올리거나 내립니다. 볼륨선이 마우스와 함께 
휘어질 것입니다. 

 
마우스를 놓으면 Studio 는 볼륨선에서 조정 핸들을 
생성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한 클립의 조정 핸들 위에 
위치시키면 볼륨 조정 커서가 강조되어서 
표시됩니다. 이 커서를 이용해서 조정 핸들을 수직, 
수평 방향으로 끌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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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핸들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볼륨 설정 
삭제 컨텍스트 메뉴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한 조정 핸들만 이동시킵니다. 볼륨 변경 
내용 제거를 이용하면 클립에서 모든 핸들을 
제거합니다. 

밸런스 및 페이드 조정 

왼쪽-오른쪽 및 전방-후방 밸런스 선들은 
볼륨에서는 중립적인 설정이 3/4 지점이었던 것에 
비해 1/2 지점이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방금 설명한 
볼륨선과 동일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 (스테레오) 의 경우, 선을 위로 
조정하면 오디오가 왼쪽으로 위치됩니다. 전후방 
밸런스 (“페이드”) 를 이용하면 선을 위쪽으로 
조정하면 오디오 소스가 청취자로부터 멀어지고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오디오가 보다 가깝게 
들립니다 (후방 스피커 쪽으로). 

변경 사항 제거 

오디오 조정 핸들은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한 
번에 전체 오디오 클립에서 제거 가능합니다.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에서 적절한 명령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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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트랙에서의 전환 

오디오 클립의 시작이나 끝부분에서 즉시 
페이드 효과를 생성하려면 비디오 디스크에 
페이드 전환을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9장: 
장면 전환을 참고하십시오. 

인접한 두 개의 오디오 클립 사이에서 크로스 
페이드 효과를 얻으려면 이 사이의 
타임라인에 디졸브 장면 전환을 위치시킵니다. 
(실제로 페이드 이외의 다른 모든 장면 전환 유형 
역시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디졸브는 크로스 
페이드 효과 중에서 가장 시각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디오 트랙에서의 전환: 페이드 전환은 클립 
시작 부분에 위치시키면 페이드 인 효과를 얻고 
끝부분에 위치시키면 페이드 아웃 효과를 
얻습니다. 디졸브 전환은 인접한 클립 사이에서 
크로스 페이드 효과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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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및 밸런스 도구 

타임라인 위에서오디오를 조정하는 작업과 
비교해 볼 때 볼륨 및 밸런스 도구는 편리하게 
한 군데에서 보다 다양하게 조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밸런스 컨트롤과 서라운드 
사운드 밸런스 컨트롤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오디오 믹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공 여부: 서라운드 사운드 재생은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볼륨 및 밸런스 도구는 각 오디오 트랙에 한 
각각의 레벨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본 
오디오(그림에서 왼쪽), 오버레이 오디오, 음향 
효과 및 음성 해설 및 배경 음악(오른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버레이 오디오 제어 기능은 
오버레이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이 영화 창에 열릴 
때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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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오른쪽 부분에 위치한 밸런스 제어 기능은 
클립(또는 클립 일부분)의 오디오를 스테레오 모드 
또는 두 개의 서라운드(2차원) 모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드는 컨트롤 위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각 오디오 트랙에는 각각의 레벨 
컨트롤 집합이 있습니다. 원본 오디오 
트랙에 한 집합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제어 기능과 디스플레이에는 
트랙 음소거 단추 가 포함됩니다. 이 
단추가 아래 위치에 있으면 
동영상에는 트랙의 오디오 클립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트랙 음소거 
단추의 아이콘은 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추는 어떤 
트랙에 레벨 제어 기능을 적용할 

것인지 식별합니다. 이 기능은 세 개의 제어 기능 
집합에서 유일하게 보입니다(오버레이 트랙이 보일 
경우 4개). 

트랙 레벨 손잡이 가 트랙의 전체 볼륨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따라서 트랙 상의 모든 
클립의볼륨 조정 선에 해 수직 위치에 영향을 
주지만 경계선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볼륨을 
증가시키려면 손잡이를 클릭하고 이것을 시계 방향 
회전으로 (최  2 시 위치까지) 끄십시오. 볼륨을 
낮추려면 시계 반  방향으로 (최소 6 시까지 내림) 
회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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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손잡이, 완전 꺼짐 (왼쪽), 기본 설정 (가운데), 

완전 켜짐 (오른쪽). 

슬라이딩 손잡이 트랙 페이더 는 데시벨(dB)로 
측정되는 상  레벨 눈금 에서 현재 트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0dB 표시는 클립이 녹음되는 레벨에 
해당됩니다. 현재 레벨은 별도의 측정 수치 로 
수치적으로 표시됩니다. 

페이더 손잡이의 위치는 동영상 내 현재 재생 
위치에서의 볼륨 레벨을 보여 주며 현재 클립이 
기록된 레벨에 한 상 적인 값입니다. 손잡이를 
위 아래로 끌어서 이동하면 레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색인에서 트랙에 클립이 없을 
경우 손잡이는 '회색'(비활성화)으로 표시됩니다. 
트랙 음소거가 되면 손잡이가 회색으로 표시되며 
범위는 최하로 설정됩니다. 페이더를 조정하면 
볼륨 조정 핸들이 위에서 설명한 로 트랙에 
추가됩니다. 

트랙의 재생 볼륨 윤곽선, 즉, 엔벨로프는 트랙의 각 
지점에서 전반적인 트랙 레벨을 상 적인 레벨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오디오 클립에서볼륨 조정선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결합된 레벨은 트랙의 
출력 재생 동안에 현재 시간 색인에서의 레벨을 
보여 주는 레벨 미터 로서 표시됩니다. 

레벨 미터 오른쪽의 미터 눈금에서는 출력 레벨이 
표시됩니다. 이 단위는 dB이지만 이 눈금에서 0 
dB은 디지털 샘플링 최 값에 해당됩니다. 트랙 
볼륨이 이 값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디지털 신호 
허용 범위 밖으로 볼륨이 초과 지정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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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불쾌한 소리가 
생성되는 현상인 오디오 ‘클리핑’ 때문에 출력이 
손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랙의 
가장 큰소리로 지정되어야 할 출력 레벨이 -6 dB ~ -
3dB 정도로 설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각적 
모니터링 기능으로 레벨 눈금 색상이 출력 레벨 
증가 –  즉, 클리핑 현상 발생 위험이 증가 - 에 따라 
녹색, 노란색, 오렌지 순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레벨이 노란색 지역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눈금 가장 위의 빨간색 영역에 도달해서 
클리핑 현상이 발생하면 클리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클리핑 표시 가 켜져서 
잠시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페이드 버튼 은 영화의 현재 위치에서 페이드 인 
또는 페이드 아웃을 생성합니다. 효과의 시각 
확인을 위해 페이드 버튼을 클릭할 때 클립의 
볼륨선의 동작을 관찰하십시오. 페이드 길이는 
0초에서 59초까지 다양합니다. 볼륨 페이드 
아래프로젝트 기본 설정 옵션 패널 (설정  
프로젝트 기본 설정)에서 페이드 길이를 
조정하십시오. 페이드는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 
주위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밸런스 컨트롤 

이 컨트롤은 스테레오, 서라운드, 화 모드를 
사용하며, 컨트롤 위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모드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개별 오디오 클립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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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부: 서라운드 사운드는 Studio Ultimate에서만 지원됩니다. 

어느 한 모드에서 영화의 각 위치에 있는 각 트랙의 
위치는 해당 스피커 아이콘 또는 "퍽"으로 
표시됩니다. 이 때 아이콘은 해당 트랙에 한 
음소거 표시에 응됩니다. 

스테레오 모드에서는 주 스피커 쌍 사이의 퍽 왼쪽 
및 오른쪽을 끌어서 트랙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오디오를 사운드 효과 트랙(왼쪽)과 
반 편의 오버레이 트랙(오른쪽)과 함께 
스테레오 믹스의 중간에 배치합니다. 이 
예제에서 음악 트랙 아이콘은 회색 윤곽선으로 
나타나(가운데 오른쪽), 트랙이 음소거되었거나, 
현재 시간 색인에서 트랙에 클립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서라운드 모드에서는 각 트랙을 앞에서 
뒤로(“페이드”)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밸런스”)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각 
트랙은 네 개의 모서리 스피커에서 지정된 
정사각형의 청취 영역 안 어디든 독립적으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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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로그 모드가 개념상 비슷하지만, 화 
모드에는 청취 영역 앞에 있는 중앙 스피커가 
포함됩니다. 이 중앙 스피커를 통해 클립의 오디오 
일부를 전송하면 변하는 서라운드 믹스 내 
사운드의 명확한 위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표준 서라운드 모드에서는 사운드 
소스의 배치를 2차원에서 자유롭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모드와 다이얼로그 모드: 서라운드 
모드에서는 왼쪽의 음악 트랙이 청취 
필드의뒤쪽에 배치됩니다. 동일한 시간 색인의 
원본 오디오 트랙은 오른쪽에 나타나 있듯이 
다이얼로그 모드에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모드는 
믹스에 중앙 스피커를 포함해서 원본 오디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밸런스 컨트롤에서의 트랙 아이콘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이동하거나, 아래의 삼각형 로케이터 손잡이를 
끌어서 컨트롤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밸런스 
컨트롤 아래의 로케이터 손잡이는 현재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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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에서의 오디오 출력의 좌우 위치 지정을 
조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는 앞뒤 위치 
지정을 조정합니다. 

 
직접 트랙 아이콘 끌기 (왼쪽) 또는 로케이터 

손잡이로 끌기 (오른쪽). 

볼륨 및 밸런스 윤곽선 보기 

프로젝트에서 각 오디오 클립은 볼륨 중 하나 (좌우 
밸런스 또는 앞뒤 밸런스) 를 나타내는 윤곽선을 
표시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선 중에서 표시될 선을 
선택하려면 오디오 클립의 오른쪽 버튼 컨텍스트 
메뉴에 있는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371페이지의 
“오디오 클립의 해부 구조” 참고). 

윤곽선은 조정 핸들을 사용하여 타임라인에서 직접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373페이지의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조정”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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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오디오 효과 
 

오디오 도구 상자의 6번째 도구인 오디오 
효과 도구로 접근할 수 있는 Studio의 
플러그인 효과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오디오 
클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동작은 
비디오 효과 도구의 동작과 동일합니다. 전체 
설명은 "비디오 효과 사용”(1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효과에서처럼, 오디오 플러그인의 
라이브러리도 확장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VST 
표준을 사용하는 오디오 효과는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효과처럼 Studio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효과 아이콘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클립에 적용한 특수 
효과는 클립의 맨 아래 줄에 작은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아이콘은 오디오 효과 및 비디오 
효과 도구에서 새 효과 추가 
브라우저에 의해 
표시되는그룹에 해당합니다. 이 
범주들은 201 페이지의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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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라이브러리”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매개변수 편집을 위한 
해당 도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노이즈 감소 효과는 두 오디오 클립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비디오 클립 아래의 별 
아이콘은 재미 그룹에 있는 효과 중 하나 이상의 
효과가 클립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디오 효과 복사하기 

비디오 클립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클립 
사이에서도 효과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효과 정보 

강력한노이즈 감소필터는 모든 버전의 Studio에 
제공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Studio Ultimate는 오디오 효과의 기타 그룹을 
포함합니다. 이 효과들은 각각 388 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Ultimate 효과의 매개 변수에 
한 전체 문서는 상황별 온라인 도움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은 각 효과에 한 
매개 변수 패널의 왼쪽 상단에 있는 도움말 
단추 를 클릭하거나 패널이 열려 있을 때 F1 키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범주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속도 효과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207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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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감소 

이 고급 필터는 오디오 클립에서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억제합니다. 필터는 클립 내에서 
변화하는 노이즈 상태에 해 동적으로 응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사전 설정은 채택 알고리즘이 
진행하는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종종 노이즈 감소 및 미세 조정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결과를 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설정이 음향 효과를 가지려면 1초 정도의 
기 시간이 필요하므로, 향상점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조금만 변경한 후 일시 중지하십시오. 

 
노이즈 감소: 마이커에서 멀리 떨어진 배우와 함께 
야외에서 캠코더를 사용할 때 “소스 노이즈”가 
매우 높을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캠코더의 내부 
노이즈는 방해 수준으로 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을 탭핑할 때 캡코더의 라인 입력에 
연결된 집게형 마이크를 사용했다면, 소스 
노이즈는 아주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을 실제 
신호의 노이즈 상태에 일치하도록 이 컨트롤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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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조정: 이것은 사용될 정리 내용을 제어합니다. 
이 기능은 더 높은 레벨에서 노이즈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노이즈 감소 레벨이 낮을 때만 
필요합니다. 

자동 적용: 이 옵션이 선택되면 필터가 자동적으로 
클립 내의 노이즈 유형이나 양을 변경하기 위해 
조정합니다. 자동 적용이 사용되면 미세 조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람 제거: 이 확인란은 바람 노이즈와 오디오 
클립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유사 배경 사운드를 
제거하는 필터를 불러 들입니다. 

주: 노이즈 감소 필터는 다양한 범위에 적용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원본 자료, 문제점의 
심각성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ULTIMATE 효과 

Studio Ultimate의 오디오 효과 팩은 Studio 
Ultimate와 함께만 제공됩니다. 다른 Studio 버전의 
사용자들은 Studio Ultimate로 업그레이드하면 이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이 그룹의 각 효과에 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Studio Ultimate에서 효과 
매개 변수 창이 열리면, 모든 매개 변수를 포함한 
전체 설명이 상황별 도움말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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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도구 

이 Studio Ultimate 효과의 기본 작용은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왼쪽과 
오른쪽 입력 채널 중 한 개 또는 두 개 모두를 출력 
채널 중 한 개 또는 두 개 모두에 연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채널 도구는 단계적 반전과 음성 소거, 즉 
‘가라오케’ 효과를 비롯한 특수한 용도의 사전 
설정을 지원합니다. 

코러스 

Studio Ultimate 의 코러스 효과는 반복적으로 
오디오 스트림에 ‘반향’을 다시 끌어들여서 더 
풍부한 사운드를 생성합니다. 반향이 반복되는 
주파수와 한 개 반복에서 다음 반복까지의 볼륨 
감소 같은 속성을 제어함으로써, 플랜지 같은 
사운드와 기타 특수 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DeEsser 

이 Studio Ultimate 오디오 필터는 녹음된 
목소리에서 자연스럽게 지나친 치음을 제거합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녹음 내용에 적용할 효과를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90 Pinnacle Studio  

이퀄라이저 

Studio Ultimate에서와 같은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오디오 장비에 있는 고음 및 저음 “톤” 컨트롤과 
개념이 유사하지만, 훨씬 더 미세한 조정 등급을 
제공합니다. Studio의 이퀄라이저는 오디오 
스펙트럼을 10개의 역으로 나누고, 각각은 다른 
사운드 주파수에 중점을 둡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48dB(-24 ~ +24) 범위로 총 
사운드를 만드는 각 역의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역의 조정값은 중앙 
주파수에서 전체 강도를 발휘하고 모든 방향에서 
0으로 테이퍼됩니다. 

슬라이더 위의 화면은 프로젝트가 재생될 때 
오디오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주: 음악 용어에서, 각 균등화 역은 한 옥타브를 
포괄하고, 가운데 주파수는 주 B의 피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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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지화 

Studio Ultimate 그런지화는 기록 작업에 노이즈와 
정적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클립 사운드를 수신이 
불량하거나 낡거나 비닐이 긁힌 레코드를 이용하는 
라디오에서 들을 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벨 조정 기능 

이 Studio Ultimate 효과는 비디오 제작을 위한 
오디오를 녹음할 때의 일반적인 문제 즉, 원본 
오디오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녹음했을 때 
볼륨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촬영할 때 사용자의 
설명을 해당 위치의 다른 사운드를 압도할 정도의 
높은 레벨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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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조정 기능을 사용하는 요령은 원본 클립에서 
시끄러운 오디오 볼륨과 부드러운 오디오 볼륨 
사이의 지점을 목표 볼륨으로 찾는 것입니다. 해당 
볼륨 아래에 있는 레벨 조정 기능은 확성기 역할을 
수행하여 원본 레벨을 고정 비율로 증가시킵니다. 
목표 볼륨 위에 있는 레벨 조정 기능은 압축기 
역할을 수행하여 원본 레벨을 줄입니다. 
매개변수를 신중하게 조정할 때, 오디오의 내부 
밸런스는 현저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잔향 

Studio Ultimate 잔향 효과는 지정된 크기의 
공간에서의 소스 사운드와 사운드 반사성을 
재생하는 효과를 시뮬레이트합니다. 청취자의 귀에 
원본 사운드가 도달해서 첫 번째 반향이 
들리기까지의 간격은 작은 공간보다는 큰 공간일 
때 커집니다. 반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속도는 
공간의 크기와 벽의 반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향에 한 사전 설정은 승용차에서 거 한 지하 
동굴에 이르기까지 시뮬레이트하는 청취 공간의 
유형에 해서 명명됩니다. 

스테레오 에코 

Studio Ultimate에서 제공되는 스테레오 에코 
효과를 사용하면 왼쪽과 오른쪽 채널 각각에 
개별적인 지연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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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운드를 지원하는 피드백 및 밸런스 
컨트롤도 함께 제공됩니다. 

스테레오 범위 

이 Studio Ultimate 효과를 사용하면 오디오 
클립에서 스테레오 청취 필드의 외관상 너비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소리가 
막히지 않고 더 웅 하게 들리는 믹스를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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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영화 제작 
 

디지털 비디오의 장점 점 중 한 가지는 디지털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에도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란 사실입니다. 
Studio는 동영상을 이용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휴 용 DivX 재생기부터 HDTV 홈씨어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비디오 뷰어에 
맞춰 영화의 버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편집을 마쳤을 때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영화 제작 버튼을 클릭해서영화 제작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을 누르면 출력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몇 번 클릭만 하면, 원하는 형식으로 
영화를 출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Studio에 
알려줍니다. 

창의 왼쪽에 있는 네 개 탭(디스크, 파일, 테이프, 
웹)에서 완성된 영화의 매체 유형을 선택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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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출력에서는 동영상을 CD, DVD, HD 
DVD 또는 블루레이 기록 장치(‘레코더’, 

‘버너’라고도 함)에서 기록 가능한 디스크에 
동영상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udio에서는 
실제로 굽기 작업을 하지 않고 하드 드라이브에 
디스크의 복사본, 즉,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9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파일하드 드라이버, 웹 사이트, 휴 용 동영상 
재생기, 또는 심지어 휴 전화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이 출력에서 생성됩니다. 4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이프출력은 캠코더나 VCR에 있는 
테이프에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이 탭은 

동영상을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게도 합니다. 
4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웹출력은 YouTube 또는 Yahoo! Video 업로드 
용도를 포함해서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의 작품을 수 백만 명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4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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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브라우저. 왼쪽 탭에서는 디스크, 파일, 
테이프, 웹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다른 
제어 기능은 선택된 매체 유형에 해 필요한 
출력 옵션을 설정하게 합니다. 오른쪽에는 
디스크 사용법이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력 구성하기 

출력은 출력 브라우저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각 매체 유형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제어 기능이 필요하다면,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매체 유형에 한 정확한 
옵션패널을 여십시오. 설정을 확인했으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을 시작하십시오. 

 

출력을 위해 영화 준비 

실제로 영화 출력 준비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tudio는 전환, 타이틀, 디스크 메뉴, 비디오 효과를 
렌더링(이 효과를 위해 출력 형식 형식으로 비디오 
프레임을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Studio에서 생성된 파일은 보조 파일 폴더에 
저장되며 이 보조 파일 폴더는 출력 브라우저 
위쪽의 폴더 단추를 이용해서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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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사이에서 만들기 

파일이나 웹에 출력할 경우 출력 브라우저에는 
출력을 위해 사용자 지정 시작 및 종료 지점을 
정의하는 타임라인 마커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쌍의 
드롭다운 목록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동영상 일부분을 제작해야 할 경우 필요한 기능 
하나 또는 두 개 모두를 이용합니다. 

 
파일이나 웹으로의 출력은 편집 모드에서 정의된 
마커를 이용해서 한 쪽 끝 또는 두 개 모두 
이용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한 범위 –  
동영상 실제 시작 및 끝부분 –  는 ‘[시작]’ 및 
‘[종료]’별로 목록 상에 표시됩니다. 

디스크 매체로 출력 

Studio는 해당되는 기록 하드웨어가 시스템에 
설치된 경우 영화를 바로 VCD (VideoCD), S-VCD 
(Super VideoCD), DVD, HD DVD, 블루레이 
디스크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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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디스크 굽기 장치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Studio는 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는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들인 DVD 이미지를 하드 디스크 
디렉터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후에 디스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CD 형식 

시스템에 CD/DVD 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Studio는 CD-R 또는 CD-RW 매체에 VCD 또는 S-
VCD 디스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VCD 디스크는 다음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VCD 또는 S-VCD 플레이어 
• 일부 DVD 플레이어. CD-RW 매체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의 DVD 플레이어. 그러나 부분은 
CD-R을 안정적으로 읽지 못합니다. 부분의 
DVD 플레이어는 VCD 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D 또는 DVD 드라이브 장착 컴퓨터에서 MPEG1 
재생 소프트웨어 이용(Windows Media Player 등). 

S-VCD 디스크는 다음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S-VCD 플레이어. 
• 일부 DVD 플레이어. 부분의 DVD 플레이어는 

CD-RW 형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CD-R을 
안정적으로 읽지 못합니다.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DVD 플레이어는 일반적으로 
S-VCD 디스크를 읽지 못하며 아시아에서 
판매되는 플레이어 중에 일부는 읽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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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또는 DVD 드라이브 장착 컴퓨터에서 MPEG2 
재생 소프트웨어 이용. 

DVD, HD DVD, 블루레이 

시스템에 DVD 기록 장치가 있다면 Studio는 
세가지 유형의 DVD 디스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표준(DVD 플레이어용), HD DVD 플레이어용 HD 
DVD 형식,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AVCHD 형식. 

시스템에 HD DVD나 블루레이 기록 장치가 있다면 
장치에서 지원하는 기록 가능 미디어에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표준 DVD 디스크는 다음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기록장치가 생성한 기록 가능 DVD 
형식을 다룰 수 있는 DVD 플레이어. 일반 형식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의 플레이어. 

• DVD 드라이브와 재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 모든 HD DVD 플레이어. 

HD DVD 형식의 DVD 또는 HD DVD 디스크는 
다음 장치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 드라이브가 장착된 Microsoft Xbox 360을 포함, 
모든 HD DVD 플레이어. 

• HD DVD 드라이브와 재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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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CHD 형식 블루레이 디스크나 DVD 디스크는 
다음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Panasonic DMP-BD10, Playstation 3, 기타 
블루레이 디스크(모두 AVCHD 형식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부분 지원). 

• 블루레이 드라이브와 재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영화 출력하기 

Studio는 세 단계를 통해 디스크나 디스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1.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한 MPEG 인코딩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전체 영화가 렌더링되어야 
합니다. 

2. 그 이후에 디스크를 컴파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Studio는 디스크에 사용될 실제 
파일과 디렉터리 구조를 생성합니다. 

3. 마지막으로 디스크에 한 기록 작업을 
실행합니다. (실제 디스크가 아닌 디스크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 
뜁니다.) 

영화를 디스크나 디스크 이미지로 출력하려면: 

1. 디스크 탭을 클릭해서 다음 제어 기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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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두 개를 통해서 디스크 사용 상태를 
요약합니다. 위쪽 원에서는 영화 제작 동안 
필요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을 표시하며 
아래 쪽 원에서는 쓰기 가능 디스크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시간을 략적으로 보여 줍니다. 

위쪽 폴더 단추 를 이용하면 보조 파일 
저장을 위해 Studio가 사용하는 하드 드라이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이미지를 
만들면 이 폴더에 위치할 것입니다. 아래 쪽에 
있는 응 단추에서는 기록 장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용할 기록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할 디스크 유형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최적화된 비디오 품질/디스크 
사용법이 결정됩니다. 

 
출력 설정을 미세 조정하고 싶으면,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크 제작 옵션 패널(429 페이지의 
“디스크 제작 설정” 참조)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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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록색 디스크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udio는 디스크 제작 옵션 패널에서 지정한 
로 디스크나 디스크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단계(렌더링, 컴파일, 필요한 
경우 기록)를 거치게 됩니다. 

4. Studio가 기록 작업을 마치면 디스크를 
꺼냅니다. 

디스크 형식의 화질 및 용량 

각 형식의 비디오 화질과 용량에 한 디스크 형식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VCD: 디스크 한 장에 DVD 화질의 절반 정도 
되는 화질의 60분 분량의 MPEG-1 비디오를 
저장합니다. 

• S-VCD: 디스크 한 장에 DVD 화질의 2/3 정도 
되는 화질의 20분 분량의 MPEG-2 비디오를 
저장합니다. 

• DVD: 각 디스크에는 최고 품질의 MPEG-2 
비디오 60분(디스크 레코더가 듀얼 레이어 
녹화를 지원할 경우에는 120분)이 들어 있습니다. 

• DVD (AVCHD): 디스크 한 장의 레이어 한 곳에 
40분 분량의 완벽한 품질의 AVCHD 비디오를 
저장합니다. 

• DVD (HD DVD): 디스크 한 장의 레이어 한 곳에 
24분 분량의 완벽한 품질의 DVD HD 비디오를 
저장합니다. 

• DVD HD: 디스크 한 장의 레이어 한 곳에 160분 
분량의 완벽한 품질의 DVD HD 비디오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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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 디스크 한 장에 해 레이어 하나 당 HD 
비디오 270 분 분량을 저장합니다. 

파일로 출력 

Studio는 다음 형식으로 영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3GP 
• 오디오 전용 
• AVI 
• DivX 
• 플래시 비디오 
• iPod 호환 
• MOV 
• MPEG-1 
• MPEG-2 
• MPEG-2 TS 
• MPEG-4 
• Real Media 
• Sony PSP 호환 
• Windows Media 

사용자의 요구조건과 재생 하드웨어의 세부정보에 
부합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출력 파일의 크기는 파일 형식과 형식 내 정해진 
압축 매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압축 설정을 간단히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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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긴 하지만, 과도한 압축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분의 형식에 한자세한 설정은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을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전 설정은 일반 상황에 
맞춰 고안된 설정을 로딩합니다.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Studio에서 옵션에 한 정보를 
알려주는 설정 옵션. 

 
출력 브라우저의 파일 탭 

출력 옵션이 적절하면, 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브라우저가 열리면 사용자가 
만들고 있는 비디오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 원하는 매체 파일을 
Windows Media Player 또는 Real 
Player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을 출력 
브라우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출력 
파일을 작성하고 바로 외부 재생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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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 
Studio에서는 MPEG-4 또는 H.263 비디오 압축과 
AMR 오디오 압축 기능을 선택해서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비교적 무난한 처리 성능만으로도 적합하고 
휴  전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유형에 한 사전 설정 목록에서는 
인코더에서 두 개의 프레임 크기를 제공합니다. 
작게(176x144) 또는 매우 작게(128x96)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전용 

때때로 동영상에서 영상을 제외한사운드트랙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공연 자료, 인터뷰나 연설에 한 
비디오 기록 자료 등은 오디오 전용 버전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한 사례들입니다. 

Studio에서는 사운드트랙을 wav (PCM), mp3, mp2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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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요구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전 설정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설정 단추를 
클릭해서 파일 만들기 옵션 패널(435 페이지 
참고)을 엽니다 

AVI 
디지털 비디오의 AVI 파일 유형은 폭넓게 
지원되지만, AVI 파일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데이터의 실제 코딩과 디코딩은 별도의 코덱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Studio는 DV와 MJPEG 코덱을 제공합니다. 다른 
형식의 AVI로 영화를 출력하려면 디지털 영화를 
재생하려는 PC에 DirectShow 호환 코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코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전 설정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만들기 옵션 패널(435 페이지 
참조)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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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X 
MPEG-4 비디오 압축 기술을 토 로 한 이 파일 
형식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비디오 파일에서 
일반적입니다. 또한 DVD 재생기부터 휴 용 
장치에 이르는 DivX 호환 하드웨어 장치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품질 사전 
설정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만들기 옵션 패널(435 페이지 
참조)을 엽니다 

플래시 비디오 

Studio는 플래시 비디오 (flv) 형식 버전 7을 
지원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가 이 
형식을 재생할 수 있으며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뉴스 사이트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전 품질 
설정을 클릭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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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를 클릭 해서 파일 만들기 옵션 패널(435 
페이지 참고)을 엽니다 

iPod 호환 

이 파일 형식은 DivX처럼 MPEG-4 비디오 압축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축 기술과 
320x240 프레임이라는 작은 크기가 결합되어서 
보다 확장성이 높은 형식에 비해서 매우 작은 출력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파일은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Video iPod 장치와 호환성을 
제공하며 다른 유형의 장치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 가지 품질 사전 설정이 제공되며 각각은 품질과 
파일 크기를 다양하게 조합합니다. 

MOV 
이 형식은 QuickTime® 파일 형식입니다. 특히 
동영상을 QuickTime player에서 재생하려고 할 때 
이 형식이 적합합니다. 

 
사전 설정을 통해 다양한 크기와 인코딩 옵션이 
제공됩니다. 중간 품질 (384x288) 사전 설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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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PEG 압축을 사용하며 작은 크기 
(176x144)에서는 MPEG-4를 사용합니다. 

MPEG 
MPEG-1은 원본 MPEG 파일 형식입니다. 
VideoCD에서는 MPEG-1 비디오 압축이 
사용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그 
역할을 신하고 있습니다. 

 
MPEG-2는 MPEG-1의 후속 형식입니다. MPEG-2 
파일 형식은 모든 Windows 95 PC와 그 이후 
PC에서 지원되지만, MPEG-2와 MPEG-4 파일은 
해당 디코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서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MPEG-2 사전 설정 중 두 개는 
HD(고화질) 재생 장비를 지원합니다. 

 
MPEG-2 TS는 MPEG-2의 ‘전송 스트림’ 
버전입니다. 이 방식은 AVCHD 기반 캠코더에서의 
HD 재생과 Sony PlayStation 3 게임 콘솔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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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4 역시 MPEG 계열의 일원입니다. MPEG-
2와 비슷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지만, 압축강도는 
더 높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에 적합합니다. 
MPEG-4 사전 설정 중 두 개(QCIF와 QSIF)는 
휴 전화에 적합한 “쿼터-프레임” 비디오를 
생성하고, 다른 두 개(CIF와 SIF)는 휴 용 뷰어에 
적합한 “풀-프레임”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Custom presets. 모든 MPEG 계열 재생기의 경우, 
사용자 지정은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만들기 
옵션 패널(435 페이지 참조)을 염으로써 영화 
출력을 자세히 구성하게 합니다 

 

Real Media 
Real Media 영화 파일은 인터넷 재생을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전세계에 RealNetworks® RealPlayer®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Real Media 
영화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생 소프트웨어는 
www.real.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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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만들기 –  Real Media 옵션 패널로 출력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에 해서는 44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Sony PSP 호환 

이 파일 형식은 MPEG-4 비디오 압축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iPod 호환 유형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압축 기술과 320x240 
프레임이라는 작은 크기가 결합되어서 보다 
확장성이 높은 형식에 비해서 매우 작은 출력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파일은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ony PlayStation Portable장치와 
호환성을 제공하며 다른 유형의 장치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Windows Media 
파일 형식은 끊기지 않는 인터넷 재생을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Windows Media 
재생기(Microsoft의 무료 프로그램)가 설치된 
컴퓨터라면 어디에서든 이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만들기 –  Real Media 옵션 패널로 출력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에 해서는 443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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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출력 

모니터 화면으로 보려고 출력을 외부 비디오 
장치(TV, 캠코더 또는 VCR) 또는 “VGA” 로 
전송하고자 할 때 출력 브라우저의 테이프 탭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또는 비디오 레코더 구성… 

영화를 재생하기 전에 녹화 장치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IEEE-1394 케이블을 통해 출력 

녹음 장치에 DV 입력이 있으면 이 장치를 IEEE-
1394(또는 “i.LINK”) 케이블을 이용해서 디지털 
비디오 하드에워에 연결합니다. 캠코더 끝에 있는 
커넥터에 dv in/out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많은 PAL 장치를 포함해서 다시 캠코더에 
녹음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간단히 
dv out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비디오 케이블로 출력 

Studio DVplus 또는 DC10plus와 같은 아날로그(TV 
또는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는 Studio 제품을 
사용하면 캡처 카드의 비디오 출력을 비디오 녹화 
도구의 입력에 연결하고 사운드 카드의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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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비디오 녹화 도구의 오디오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TV 수상기 또는 비디오 모니터 연결 방법 

많은 캠코더에는 통합된 디스플레이가 있어, 
비디오 모니터를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화를 녹화하면서 보기 위해서는 
TV 수상기 또는 비디오 모니터를 녹화 도구의 
비디오 출력에 부착해야 합니다. 비디오 출력은 DV 
캠코더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에 출력하는 방법 

캠코더/VCR이 켜져 있으며구성되어 있는 경우, 
레코딩을 시작할 부분으로 감겨 있는 테이프를 
삽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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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를 DV 테이프에 녹화하려면 Studio가 DV 
장치에서 자동으로 녹화를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출력 
옵션 영역의 선택 상자를 활성화하십시오. 
부분의 DV 장치에서 녹화 명령을 수신하고 
실제 녹화 작업이 시작되는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장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자의 특정 장치에 해서 녹화 지연 시간 
실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아날로그 테이프에 기록할 경우나테이프 
만들기 옵션 패널에서 자동으로 기록 작업 시작 
및 정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바로 VCR 
기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의 재생을 클릭합니다. 

웹에 출력 

Studio는 비디오를 직접 Yahoo! Video나 
YouTube에 업로드 해서 수 많은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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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옵션에서는 최고 품질과 빠른 업로드, 두 가지 
사전 형식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들은 프레임 
크기와 비디오 데이터 레이트 사이에서 다양한 
조합을 지원합니다. 

이 상에 한 추가 형식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로드 장소를 설정을 선택한 후에 생성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웹 업로드 화상자를 
열어서 작품에 한 편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목, 설명, 쉼표로 분할한 검색 태그 
등을 설정한 다음에 영화가 표시될 세 가지 분류 
항목(카테고리)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Studio에서 Yahoo! 계정으로 로그인 한 적이 
있는 경우 이번에 다른 사용자 ID로 로그인 하려면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상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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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로그인 한 경우가 아니면 Yahoo! Desktop 
Login 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아직 Yahoo! ID가 
없다면 사용자 정보를 지금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사인업 링크를 클릭해서 새 Yahoo!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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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가 이제 자동으로 동영상을 생성 및 
업로드 합니다. 비디오를 온라인에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Yahoo! 
비디오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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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설정 옵션 
 

Studio 작업을 다양하게 조정하기 위한 설정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부분의 상황과 
하드웨어에 적합하도록 작동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작업 스타일이나 
특정 장치 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tudio 설정 옵션 정보 

Studio의 설정 옵션은 두 개의 화 상자로 나눌 수 
있으며 둘 다 몇 개의 탭으로 구성된 패널을 
포함합니다. 

메인 옵션 화 상자는 캡처 모드와 편집 모드에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 
메뉴의 첫번째 그룹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 화 상자를 여십시오. 

 
영화 제작 옵션 화 상자에는 3개의 패널이 있고 
각각은 3개의 미디어 타입에 해당됩니다. disc, file 
and tape. 설정 메뉴의 두번째 그룹에 있는 명령 
중하나를 선택해서 이 화 상자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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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에서의 옵션 설정은 현재 및 미래의 Studio 
세션에 적용됩니다. 마스터 재설정 기능은 
없습니다. 

프로젝트 기본 설정 

이러한 설정은 5개 영역으로 나뉘고, 각각 아래 
하위 절에서 설명합니다. 편집과 관련된 하드웨어 
설정은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 패널에 
있습니다(423페이지 참조). 

편집 환경 

내 프로젝트 자동 저장 및 로딩: 이 옵션을 선택하면, 
변경사항을 명시적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Studio에서 저장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 로딩과 저장을 직접 관리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스토리보드 섬네일 크게 보기: 영화 창의 
스토리보드에서 나타난 섬네일 프레임을 보다 
자세하게 보려면 이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고급 컨텐츠 표시, 고급 기능 표시: 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 고급 내용과 기능을 사용하면 Studio를 
쉽고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급 내용은 
추가 효과, 장면 전환, 자막, 메뉴 및 음향 효과를 
가리킵니다. 고급 기능 은 이동 및 확 , 크로마키, 
기타 고급 능력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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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과 Studio의 기타 해당 장소에 이 고급 항목을 
나열하고 싶으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고급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경우, Studio내에서 구매해서 바로 설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13 
페이지의 'Studio 기능 확장'을 참고하십시오. 

프로젝트 형식 

기본 설정상, 사용자의 Studio 영화 프로젝트는 
여기에 추가하는 첫 번째 클립과 비디오 형식이 
똑같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다른 형식으로 하고 
싶으면, 새 프로젝트에 이 형식 사용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기본 기간 

이러한 길이 시간은 초와 프레임 단위로 
측정됩니다. NTSC의 경우 30프레임마다, PAL의 
경우 매 25프레임마다 초 카운터(sec)가이동합니다. 

 
이곳의 세 가지 설정은 전환, 정지 이미지 및 볼륨 
페이드를 영화에 추가했을 때 이들 세 가지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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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값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길이는 편집 도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의 기본값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디스크 메뉴를 추가할 때 

디스크 메뉴를 타임라인에 위치시킬 때 Studio는 
메뉴에서 그 이후의 모든 클립들에 한 챕터 
링크를 생성할 것인지 물어 올 것입니다(최소한 
다음 메뉴 이전까지). 이 드롭다운 목록에 있는 
선택사항으로 링크를 항상 생성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하거나, Studio가 새 메뉴에서 메뉴의 챕터로 
연결하는 링크를 생성하도록 하고 각 챕터의 
끝에서 다시 이 링크를 메뉴로 되돌릴지를 
지정하여 확인 화 상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 “챕터를 만들 것인지 
묻기”을 선택하면 확인 화 상자를 표시하므로, 
출하시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최소 챕터 길이: 사용자가 메뉴를 추가할 때 
Studio에서 챕터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하려면 이 최소 길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클립들이 챕터로 
결합됩니다. 

보조 파일을 위한 폴더 

Studio는 프로젝트를 편집하고 출력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보조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이곳에서 지정된 디스크 폴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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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됩니다. 특정 드라이브에서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 파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폴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삭제: 이 버튼을 누르면 보조 파일 삭제 
화상자가열리는데,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중에 생성된 파일을 삭제하여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 

이 패널의 다섯 개 영역은 하드웨어 및 미리보기 
설정을 제공합니다. 

비디오 미리 보기 

인터렉티브한 비디오 편집 작업을 위해서 미리보기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Studio에서는 
미리보기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미리보기를 수행하려면 
프레임 4분의 1크기에 해당하는 해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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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기본 설정 미리보기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 
특히, 미리보기에서 외부 출력 장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외부 드롭다운 목록에서 외부 장치 선택), 
전체 해상도 미리보기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컴퓨터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눈에 띌 정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활성화를 이용하면 그래픽 카드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할 때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보기 시에 디스플레이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옵션을 항상 선택하십시오. 

전체 화면 미리보기 표시 드롭 다운 목록을 
이용하면 플레이어에서 전체 화면 단추를 클릭했을 
때 Studio가 어떻게 미리보기를 표시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은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일 모니터 시스템에서 전체 화면 미리보기(외부 
장치 이용 제외)는 Studio의 자체적인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화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메인 VGA 모니터 옵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전체 화면 재생은 전체 
화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재생 위치에서 
시작되며 동영상 끝부분에 도달했거나 Esc를 
누르면 정지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조(두 번째) 화면을 전체 미리보기 모니터로 
사용하고 메인 화면에서 Studio 를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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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니터에서의 디스플레이 상태는 동영상의 
재생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화면 단추를 이용해서 
제어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 미리보기에 한 가장 직접적인 옵션은 
두 번째 VGA 모니터 옵션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모니터 디스플레이 화면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의 크기가 조정됩니다(비디오의 
화면 비율에 영향 주지 않음). 메인 화면 상의 
플레이어 미리보기는 전력 절약을 위해서 검은색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보조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부분의 경우 이 모드를 권장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특수 모드로 한 모니터에서 
전체 화면 출력을 허용하고 나머지 화면에서는 
Studio 창 내 일반적인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 
모드들은 듀얼 출력 비디오 카드가 다음 유형들 중 
하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Catalyst™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버전 5.8을 
이용하는 ATI Radeon 9600 (또는 상위 버전). 
추가 미리보기 모드를 이용하려면 Studio를 
실행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속성 화상자(또는 
Catalyst control center)에서 두 번째(보조) 
모니터를 비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 nVidia GeForce Fx5xxx 또는 상위 모델, 또는 
Quadro 시리즈. 최소 드라이버 버전 - 81.85 
(GeForce) 및 81.64 (Quadro). 
Studio를 실행하기 전에 두 번째(보조) 모니터를 
Windows 데스크탑 확장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Span 또는 Clone 모드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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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는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실행 시에 
확인합니다. 만일 위 조건들이 충족되면 나머지 
옵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VGA,메인 VGA에서 작은 미리보기: 이 
옵션은 프레임 형식과 화면 재생 빈도 등에 한 
프로젝트의 비디오 사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식으로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재구성함으로써 또 
다른 전체 화면 모드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형식이 해상도 720x480, NTSC 화면 재생 
빈도 60 Hz일 경우 가능한 가장 정확한 미리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모드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메인 화면에는 일반적인 작은 크기의 플레이어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참고: 올바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특정 모니터에서 원하는 형식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Studio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최종 미리보기 모드(다음 
단락에서 설명)로 돌아 갑니다. 하드웨어 설정 시 
불안한 면이 발생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본 모드 
중 하나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모드 두 번째 VGA, 작은 미리보기: Studio는 이 
모드에서 프로젝트 비디오 형식을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720x480 프레임 형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Studio는 디스플레이를 800x600으로 설정하고 
모니터 화면 중앙에 프레임을 위치시킵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니터가 특정한 화면 크기에서 50 Hz 
(PAL) 출력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60 Hz로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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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해설 녹음 

마이크: 하드웨어에 부착할 마이크 선택 드롭다운 
목록. 

채널, 샘플링 속도: 이러한 설정은 오디오 품질을 
제어합니다. 음성 해설에 한 전형적인 설정은 
22.05kHz 16 비트 모노입니다. 

 

백그라운드 랜더링 

렌더링은 HFX 전환이나 효과 또는 연산이 
까다로운 Studio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의비디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비디오를 렌더링할 때까지는 미리보기에서 
비디오가 원활하고 정밀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udio는 일하는 동안 몰래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가리켜 배경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배경 렌더링 사용: 배경 렌더링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이 선택상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집약적인 
렌더링 때문에 다른 연산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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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진다면,속도가 느린 컴퓨터에서는 배경 
렌더링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으로 코덱 설정: Studio가 렌더링한 비디오를 
인코딩하는 데 어떤 코덱을 사용할지 결정하게 
합니다. 

배경 렌더링에 이 코덱 사용; 프로젝트가 DV 
테이프일 경우, DV를 배경 렌더링 형식으로 
선택하면 최종 영화의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디스크 연동 영화의 
렌더링 코덱으로 MPEG를 선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외부 장치(Studio Ultimate에만 해당)에서 비디오를 
미리보기할 계획이라면, 또 다른 고려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 장치에 어울리는 
프로젝트 형식과 배경 렌더링 코덱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DV 캠코더에 연결된 
아날로그 모니터에서 미리보기를 한다면, DV에서 
배경 렌더링을 해야 합니다. 

서라운드 사운드 재생 

사용하는 데스크탑 오디오 시스템이 Studio 
프로젝트를 미리 보기 할 때 discrete 5.1 오디오를 
지원한다면 discrete 5.1 재생 활성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Pro Logic 호환 시스템이나 스테레오로 
서라운드 사운드 미리 듣기를 한다면 이 항목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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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드라이브(오디오 파일 추출용) 

프로젝트에 CD 음악을 사용하면, Studio가 디지털 
방식으로 디스크의 오디오 데이터를 
컴퓨터에전달(“리핑”)합니다. 사용 가능한 CD 
장치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여기 
드롭다운목록에서 리핑에 사용할 CD 장치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만들기 설정 

이 설정에서는 VCD, S-VCD, HD DVD, 블루레이 
디스크 만들기와 하드 디스크에 DVD 디스크 
이미지 생성을 위한 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VCD 또는 S-VCD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CD/DVD 
기록 장치가 필요하고 DVD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DVD / HD DVD 기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HD 
DVD 제작을 위해서는 HD DVD 기록 장치, 
블루레이 디스크 제작을 위해서는 블루레이 기록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DVD 플레이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 
형식으로 DVD를 굽거나 블루레이 플레이어용으로 
AVCHD 형식 또는 HD DVD 플레이어용으로 HD 
DVD 형식으로 디스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스크 미디어에 출력’(398 
페이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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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디스크 유형: 해당되는 유형의 디스크(또는 디스크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VCD, S-VCD, DVD, 
블루레이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HD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하기 위한 DVD나 HD DVD를 
제작하려고 할 경우 HD DVD를 선택하십시오. 
부분의 블루레이 장치에서 DVD를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하려면 AVCHD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품질 / 디스크 사용법: 이 설정(자동, 최고 
비디오 품질, 디스크에 최  비디오, 사용자 지정)은 
형식이 고정되는 VCD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처음 세 개의 옵션은 특정 데이터 
속도에 응하는 사전 설정입니다. 사용자 정의 
옵션은 데이터 속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현재 설정에 해 디스크가 수용할 수 있는 
디스크의 략적인 양이 제공됩니다. 

Kbits/sec: 사전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 옵션이 
선택된 경우 이 컴비네이션 드롭다운 목록/편집 
필드는 디스크의 데이터 속도를 선택하거나 
지정(그로 인해 비디오 품질과 최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품질은 
좋아지지만 용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디오 압축: 형식에 따라서 영화 사운드트랙을 
저장하기 위한 다음 방법 중 일부가 제공됩니다. 

• PCM 인코딩은 스테레오 사운드에 적용되며 
모든 DVD 플레이어에서 지원되지만 MPEG의 
경우 보다 더 많은 DVD 공간을 차지합니다. 

• MPA (MPEG-1 레이어 2) 형식 MPEG 오디오가 
항상 PAL DVD 플레이어에서 제공됩니다. NTSC 



부록 A: 설정 옵션 431 

플레이어에서도 부분 지원되기는 하지만 선택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Dolby ® 디지털 2 채널 인코딩을 사용해서 
스테레오나 서라운드 사운드 트랙을 컴팩트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믹싱을 듣기 
위해서는 Dolby Pro Logic 호환성을 가지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믹스로 들릴 것입니다. 

• Dolby ® Digital 5.1 채널 인코딩은 서라운드 
채널을 개별적으로 저장합니다. 재생 중에 
서라운드 믹싱을 듣기 위해서는 서라운드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인코딩 사용: 일반 TV 화면의 각 
프레임이 두 가지 연속 "필드"로 표시되며, 각 
필드에는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몇 백 개의 
비디오 가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필드에는 
홀수 번호의 라인이, 다른 필드에는 짝수 번호의 
라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육안에는 필드가 
겹쳐져서 하나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인터레이스 스캐닝”이라는 이 시스템은 TV 
화면과 인간 시각 체계가 지닌 특성 때문에 비교적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고화질 TV 시스템과 일반 컴퓨터 모니터는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에서는 더 빠른 화면 출력 
속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깜박임 없이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프로젝트가 주로 프로그레스브 스캔 비디오/정지 
이미지로 구성된다면 이 상자를 선택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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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출력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전체 영화 다시 인코딩: 이 옵션은 출력을 위해 
영화를 완전히 다시 렌더링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출력 영화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오류 원인 가능성을 좁히고 싶은 경우에만 
권합니다. 

 

굽기 옵션 

디스크 컨텐트 생성 후 굽기: 이 항목은 디스크 
만들기를 위한 기본 옵션입니다. 처음 단계에서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가 생성된 후 하드 
드라이브에 일시적으로 저장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광학 디스크에 
기록됩니다. 

디스크 컨텐트 생성하지만 굽지 
않음: 이 옵션을 선택하면 디스크 
기록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 디스크에 저장되는 것과 동일한 
파일이 하드 드라이브의 ‘디스크 
이미지' 폴더로 저장됩니다. 일부 디스크 
유형에서는 디스크 이미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의 위치는 매체 및 장치 옵션 
영역의 이미지 유형 목록(433페이지 참고)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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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생성한 디스크 컨텐트에서 굽기: 현재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디스크에 직접 기록 않고 
이전에 생성된 디스크 이미지를 기록장치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디스크 
작성을 별도의 세션으로 처리 가능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젝트를 
여러 장으로 제작하려고 하거나 컴퓨터에서 
디스크를 생성한 다음 다른 컴퓨터에서 구우려고 
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매체 및 장치 옵션 

상 매체: 드롭 다운 목록에서 프로젝트에 사용할 
디스크의 유형과 용량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크 기록장치: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디스크 
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Studio에서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인쇄 매수: 생성하려는 디스크 장 수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기록 속도: 이용 가능한 속도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본 선택으로 지정된 자동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유형: 실제로 디스크를 굽지 않고 디스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이 드롭다운 목록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모든 이용 가능한 형식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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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디스크 꺼내기: 굽기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Studio가 디스크를 자동으로 꺼내도록 하려면 이 
상자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옵션 

이 옵션은 디스크 제작 및 파일 제작 옵션 탭에서 
제공됩니다. 이 옵션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옵션과 결합해서 동영상 디스크나 파일을 제작한 
후에 적용할 특별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사운드 재생: Studio가 동영상 출력을 
종료하면 컴퓨터의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 효과가 
재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많은 CPU 
자원을 필요로 하는 동영상 생성 작업이 완료될 
경우 가까운 곳에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볼륨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종료 시 PC 끄기: 동영상 출력이 완료되면 Studio가 
Windows 시스템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가 작업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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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면을 취하는 경우 출력이 완료되면 
시스템의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일 만들기 설정 

파일 만들기 설정 패널의 첫머리에 있는 파일 유형 
및 사전 설정 목록은 출력 브라우저에 있는 형식 및 
사전 설정 목록에 해당됩니다(16장. 영화 제작 
참고). 부분의 파일 유형은 공통된 제어판을 
공유합니다. Real Media 및 Windows Media 파일 
유형은 특수 용도의 제어판을 갖고 있으며, 이 
제어판은 440 페이지에 있는 “Real Media 파일 
만들기 설정”과 443 페이지에 있는 “Windows 
Media 파일 만들기 설정”에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설명할 공통 패널은 다음과 같이 
지원되는 다른 모든 파일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3GP, AVI, DivX, Flash Video, MPEG-1, 
MPEG-2, MPEG-4 (iPod 및 Sony PSP 호환 형식 
포함) 및 오디오 전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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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파일 제작 설정 패널은 real Media와 
Windows Media를 제외한 모든 파일 유형이 
공유합니다. 모든 옵션이 모든 파일 유형에 사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이 선택되었으면 제어판에서 
파일과 압축 설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부분의 
파일 유형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자 지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출력 파일의 크기를 최소화할 지, 품질을 증가시킬 
지 또는 프레임 크기와 같은 특성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해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분배) 준비할 것인지 등의 
설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MPEG-2 파일은 특별한 디코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디코더가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유형의 파일을 재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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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설정 

비디오 포함: 이 옵션의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선택 상자를 지우면 출력 파일에 음성만 나옵니다. 

모든 코덱 나열: 기본적으로 이 선택 상자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Avid에서 승인된 
Studio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코덱들만 제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인증 여부와 상관 없이 PC에 
설치된 모든 코덱들이 나열됩니다. 

Avid에서 승인하지 않은 코덱들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vid는 인증 받지 
않은 코덱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한 기술 
지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옵션: 이 옵션 버튼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경우 
코덱 관련 옵션 패널이 열립니다. 

압축: 원하는 용도에 가장 적합한 압축기(코덱)을 
선택하십시오. AVI 파일을 만들 때 원하는 
표시기의 컴퓨터 플랫폼의 성능에 한 압축 
설정과 해당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코덱을 
선택하고자 할 것입니다. 

 
해상도: 이것은 표준 너비 및 높이 옵션을 제공하는 
사전 설정의 드롭다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은 사용자가 치수를 직접 설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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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높이: 프레임 크기는 픽셀 단위로 측정됩니다. 
기본 설정은 Studio가 캡처하는 해상도입니다. 폭및 
높이를 줄이면 파일 크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프레임 속도: NTSC 비디오의 경우 표준 레이트는 
초당 29.97프레임이고, PAC의 경우 초당 
25프레임입니다. 웹 비디오 같은 응용 분야에는 
프레임 속도를 더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 데이터 속도: 사용하고 있는 코덱에 따라 
슬라이더로 품질 백분율이나 데이터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백분율(또는 비율)이 높을수록 
결과 파일의 크기는 커집니다. 

 

오디오 설정 

파일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디지털 오디오를 
11kHz의 8비트 모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오디오에는 부분 8비트 
11kHz를 적용하고 음악이 많은 오디오의 경우 22 
또는 44kHz 16비트 스테레오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CD음악은 44kHz로 샘플링된 16비트 
스테레오입니다. 오디오 압축의 경우 또 다른 
섬네일 규칙이 있는데, 11kHz는 AM 라디오 품질과 
거의 동등하고, 22kHz는 FM 라디오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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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비트는 스테레오와, 44kHz는 오디오 CD 품질과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오디오 포함: 이 옵션은 기본 설정에서 적용됩니다. 
이 선택 상자를 해제하면 출력 파일에서 소리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옵션: 옵션 단추는 코덱별 옵션 패널이 제공될 때 이 
패널을 표시합니다. 

압축: 이곳에 나열되는 코덱은 파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널: 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파일 
유형에 따라 모노, 스테레오, 다중채널입니다. 추가 
패널이 적용되면 파일 크기가 증가합니다. 

샘플 속도: 디지털 오디오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파형의 일반적인 순간 샘플을 가져옴으로써 
생성됩니다. 샘플이 많을수록 소리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CD는 44 kHz, 16 비트 
스테레오로 녹화됩니다. 몇몇 디지털 사용을 위한 
특히, 음성을 위한 오디오는 11 kHz 정도의 낮은 
주파수에서 샘플링됩니다. 

데이터 속도: 이 드롭다운은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고, 따라서 오디오의 경우 압축 비율을 
제어합니다. 데이터 속도가 높을수록 품질이 
향상되며 파일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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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정 

Sony PSP 호환 파일 유형은 저장한 영화에 해 
제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Data)라는 
영역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설정 

이 설정들은 434 페이지 디스크 만들기 탭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Real Media 파일 만들기 설정 

Real Media 파일 만들기 옵션 패널에서는 Real 
Media 파일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www.real.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일반적인 RealNetworks® RealPlayer® G2 
플레이어로 재생할 파일의 생성을 구성합니다. 

 
제목, 저자, 저작권: 이 세 개의 필드는 각 Real 
Media 영화를 구분하고 일반 
시청자들에게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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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 필드는 256개까지의 문자를 수락하고 
키워드를 각 영화에 인코딩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영화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비디오 품질: 다음 선택사항을 사용하여 이미지 
품질과 프레임 속도의 경쟁적 요구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없음: 이 항목이 선택되면 출력 파일에 
오디오만 포함됩니다. 

• 일반 동영상 비디오: 비디오 움직임과 이미지 
선명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클립에 권장합니다. 

• 가장 부드러운 동영상: 뉴스 중계 또는 인터뷰와 
같은 활동이 적은 내용을 포함하는 클립에 
권장되는 것으로 전체 동영상을 개선합니다. 

• 가장 선명한 이미지: 활동이 많이 포함된 클립에 
권장되는 것으로 전체 이미지 선명도를 
향상시킵니다. 

• 슬라이드쇼: 비디오는 연속된 정지 사진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이미지 선명도를 가장 좋게 
합니다. 

오디오 품질: 이 드롭다운 메뉴는 오디오 트랙의 
특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udio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Real Media 파일에 해 최선의 
오디오 압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결과 
파일을 제외하고는 각 연속 옵션에서 더 나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 오디오 없음: 이 항목이 선택되면 출력 파일에 
비디오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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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만: 이 옵션은 음악 없이 클립에 화 내용 
오디오에 한 적절한 품질을 제공합니다. 

• 배경 음악과 음성: 이 옵션은 배경 음악이 있는 
경우에도 음성 화 내용이 주요하게 처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음악 이 옵션을 이용하면 음악이 주로 적용되는 
모노 트랙에 최적화된 결과를 얻습니다. 

• 스테레오 음악: 스테레오 음악 트랙에 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웹 서버: RealServer 옵션은 RealNetworks 
RealServer에서 스트림 처리를 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RealServer는 시청자 
모뎀의 연결 속도를 인식하고 이 속도에 맞춰 
전송을 조정하는 특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옵션은 
사용자가 최  7가지 상 시청자 데이터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각 데이터 
속도를 추가할 때 파일 크기와 업로드 시간도 
증가하므로,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 
시청자만 선택하십시오. 

RealServer 옵션을 사용하려면 웹 사이트를 
호스트하는 ISP에 RealServ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잘 모를 
경우에는 ISP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표준 
HTTP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표준 HTTP 옵션은 
사용자가 상 시청자 옵션 중 한 옵션에 맞도록 
재생을 최적화 합니다. 

상 시청자: 이것은 목표하는 시청자의 모뎀 연결 
속도를 선택합니다. 속도가 낮을수록 비디오의 
품질이 더 낮아집니다. 영화가 로딩되는 동안에도 



부록 A: 설정 옵션 443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모뎀 속도가 처리할 수 
있는 목표 시청자의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 시청자를 선택할 때는 실제로 RealMedia 
스트림의 최  역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초당 
킬로비트(Kbps)로 측정되는 역폭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정한 시간동안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기존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표준 모뎀은 모뎀이 처리할 수 있는 
역폭에 의해 분류됩니다. 일반 값은 28.8 및 56 

Kbps입니다. 

이러한 표준 시청자 이외에도 100Kbps, 200Kbps 
또는 그 이상의 연결 속도를 위한 클립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역폭은 기업 근거리 
통신망(LAN), 케이블 모뎀 또는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모뎀을 사용하는 시청자들에게 
적합합니다. 

Windows Media 파일 만들기 설정 

Windows Media 파일 만들기 패널에서는 Windows 
Media Player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옵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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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저작권: 이 세 개의 필드는 각 Windows 
Media 영화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코드됩니다. 

설명: 영화에 인코딩할 키워드를 256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영화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등급: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경우 이 필드에 등급 
입력. 

프로필: 영화를 재생할 컴퓨터인 상 플랫폼의 
성능에 기초해서 영화의 재생 품질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선택사항에 상응하는 정확한 오디오 및 
비디오 매개변수가 목록 아래 공간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은 사용 가능한 조합의 목록에서 
선택함으로써 설정 미세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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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플레이어 '이동' 막 를 위한 마커: 영화 
파일에 Windows Media “파일 마커”를 포함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시청자는 목록에서 마커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마커가 적용된 클립의 시작 
지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마커 없음: 영화 파일이 마커 없이 생성됩니다. 
• 모든 클립에 마커: 영화 내의 모든 클립에 해 
마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클립에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 기초해서 기본 
이름이 생성됩니다. 

• 이름 지정한 클립에만 마커: 사용자가 이름을 
지정한 클립에 해서만 마커가 생성됩니다. 

테이프 만들기 설정 

Studio는 자동으로 설치된 하드웨어를 인식해서 
테이프 만들기 재생 상을 적절하게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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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장치로 출력하는(테이프를 만드는) 
경우사용자가 하지 않고 Studio가 자동으로 장치를 
시작하고 중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려면: 

1. 주 메뉴 표시줄의 영화 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상위 절반이 영화 제작 창으로 바뀝니다. 

2. 테이프 탭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프 만들기 옵션 
패널이 열립니다. 

4. 자동 기능을 이용하려면 자동으로 기록 작업 
시작 및 정지 상자를 선택합니다.이 설정을 
지정하면 6 단계에서 수동으로 기록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의 DV 장치에서 녹화 명령을 수신하고 
실제 녹화 작업이 시작되는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Studio에서는 이것을 
“녹화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자의 특정 장치에 해서 실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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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을 클릭하십시오. 
Studio는 동영상을 랜더링한 다음 플레이어에서 
재생 단추를 누르도록 안내합니다. 자동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4 단계), 재생 단추를 누르기 
전에 장치 기록 작업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Studio가 자동으로 기록 
명령을 전송합니다. Studio는 기록 지연 
시간으로 입력된 길이 동안 영화의 첫번째 
프레임을 출력(오디오 없이)해서 장치가 테이프 
준비를 해서 기록 작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힌트: 테이프를 재생할 때 영화의 첫번째 부분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녹화 지연 시간 설정을 
증가해야 합니다. 반면, 영화가 정지 사진인 
것처럼 첫번째 프레임에 계속 보류되면서 
시작하면 설정을 줄여야 합니다. 
힌트: 녹화 지연 시간 동안 녹화 장치에 검은색 
화면을 전송하고 싶다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 트랙에 비어 있는 제목을 
위치시키십시오(비어 있는 제목은 검은색 
장면으로 표시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검은색 화면으로 처리하려면 비디오 트랙에서 
영화의 마지막 프레임 이후에 비어 있는 제목을 
위치시킵니다.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드 장치로 인쇄하고 있다면, 하드웨어에서 
지원할 경우 합성 또는 S-Video 형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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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출력 

재생 장치 영역의 비디오 드롭다운에 “VGA 
화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완료된 프로젝트가 외부 장치가 아닌 모니터 화면 
위에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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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디오가 장착된 컴퓨터 시스템의 선택,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Avid 기술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몇 가지 힌트입니다. 

하드웨어 

Studio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하드웨어가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준비 

비디오를 캡처하기 전에 구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나 캡처용 드라이브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미 
하드 드라이브에서 잠재적인 문제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단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닫아 주십시오. 여기에는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스파이웨어 유틸리티 등과 
같은 중요 보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Avid에서는 이 단계를 실행할 때 인터넷 연결을 
차단 (또는 방화벽을 이용해서 모든 인터넷 



450 Pinnacle Studio  

트래픽 차단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닫을 때에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탐색기에서 캡처용 드라이브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팝업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등록 정보 창에서 
도구 탭을 선택하고 지금 검사를 클릭해서 해당 
드라이브에 오류가 없도록 드라이브 상세 검사를 
실행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 조각 
모음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조각 모음 
유티리티가 드라이브 내용을 검사해서 캡처 
파일에 사용할 연속 여유 공간을 최 한 크게 
확보하도록 합니다. 
디스크 스캔 작업과 조각 모음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를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아도 될 때 이 작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으로 화면 보호기를 끄고 Windows 화면 
보호기 화상자에서 설정한 전원 관리 기능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은 멀티태스킹 처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비디오 
테이프나 광학 디스크로 출력할 때, 또는 캡처 할 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편집 
작업 동안 멀티태스킹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RAM 
RAM 용량이 클수록 Studio에서의 작업이 
용이합니다. Studio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려면 
최소한 512MB의 RAM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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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B(이상)를 권장합니다. HD 비디오로 작업을 
하거나 Windows Vista를 실행할 경우 권장 사양은 
2 GB 이상입니다. AVCHD 비디오 편집을 위해서 
최소 2 GB 이상 필요합니다. 

마더보드 

Intel Pentium 또는 AMD Athlon 1.4 GHz 이상, 
속도가 높을 수록 좋습니다 Windows Vista 및 
AVCHD 편집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CPU가 필요합니다. 1920 픽셀 AVCHD 비디오 
편집 시 최소 2.66 GHz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래픽 카드 

Studio 실행을 위해서 DirectX 호환 그래픽 카드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사용에 해 최소 내장 메모리 64 
MB(128 MB 권장). 

• Windows Vista의 경우 최소 128 MB (256 MB 
권장). 

• HD 및 AVCHD의 경우 최소 256 MB (512 MB 
권장). 

그래픽스 카드 설정 

색상 성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 해야 할 경우 Avid에서는 
디스플레이를 16 비트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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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에서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려면: 

1. 마우스를 바탕화면 위에 위치시키고 속성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화상자가 
나타나면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새 설정을 적용할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3. 색품질에서 ‘중간(16비트)’을 선택합니다. 

Windows Vista에서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려면: 

1. 바탕화면 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개인화를 선택합니다. 
‘화면 배색 및 사운드 개인화’ 창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새 설정을 적용할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3. 색상에서 ‘중간(16비트)’을 선택합니다. 
이 색상 설정은 해당 컴퓨터 모니터 
디스플레이에만 영향을 줍니다. 비디오 출력에서 
기록된 시퀀스가 전체 색상 및 해상도로 
표시됩니다. 

Studio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Studio 를 사용하여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편집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을 디지털 비디오와 결합하고 싶은 
경우 원본 비디오와 동일한 프레임 크기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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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속도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랜더링 시간이 
길어지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화질에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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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할애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확인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Windows XP/Windows 
Vista에 한 최신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indowsupdate.microsoft.com/default.htm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를 클릭해서 Studio 8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Studio 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가능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하드웨어 점검: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가 최신 
드라이버와 함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Windows 
장치 관리자 (아래 참고) 에 문제점이 있다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만일 특정 장치에 
이상 표시가 있다면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최신 드라이버 얻기: 사운드 카드와 그래픽 카드에 
해최신 드라이버 설치를 권장합니다. Studio 
소프트웨어 실행 과정 중 사운드카드와 



456 Pinnacle Studio  

비디오카드가 DirectX를 지원하는지 검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62 페이지의 ‘오디오 및 
비디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장치 관리자 열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Windows XP/Windows Vista 장치 관리자는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치 관리자에 접근하려면 우선 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컨텍스트 
메뉴에서 등록정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등록정보(속성) 화 상자가 열립니다. 
XP에서는 하드웨어 탭에 장치 관리자 단추가 
표시되며 Vista의 경우 왼쪽 패널에 표시됩니다.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가 최신 드라이버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장치 관리자에서 
에러 상태를 표시하는 노란색 느낌표가 표시되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직접 수정할 수 없는 드라이버 
문제의 경우 컴퓨터 제조업체나 장치 제조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온라인 기술 도움말 

Avid Support Knowledge Base는 Studio와 기타 Avid 
제품에 관하여 사용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과 문제점에 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수 천 개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보관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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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Pinnacle Studio 설치, 
사용 또는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에 한 응답을 
찾으십시오.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십시오. 

http://www.pcle.com/selfhelp 

지식 데이터베이스 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기 위해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 지원 직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보내려면 지식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기 전에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지식 데이터베이스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지식 데이터베이스 사용 

제품 드롭다운에서 “Studio Version 15”를 
선택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하위 제품, 범주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제품 또는 
범주를 선택하면 검색에서 얻게 되는 많은 관련 
없는 힌트를 줄일 수 있지만, 더 일반적인 성격의 
유용한 기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범주를 
선택할 지 잘 모를 경우 모든 범주로 선택해 
두십시오. 

기사를 검색하려면 입력란에 간단한 구나 키워드 
그룹을 입력하십시오. 너무 단어를 많이 넣지 
마십시오. 몇 단어만 제공했을 때 검색은 가장 잘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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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예 

일반 문제 해결 문제 아래의 목록에서, 첫번째 
항목이 “Studio가 편집 모드에서 충돌하거나 
중단됩니다” 입니다. 

검색 상자에 “편집 모드에서 충돌” 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60 에서 150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첫번째 힌트, “Studio 가 편집에서 
충돌” 은 이 문제에 해 알려진 원인과 그 
해결책을 나열합니다. 

신 단일 키워드 “충돌” 을 검색하면 훨씬 더 
적은 힌트를 얻게 되고, 모두 Studio 에서의 충돌과 
관련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사용자의 문제점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키워드 집합을 
선택해서 검색을 수정해 보십시오. 또한 검색 기준 
및 정렬 기준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또는 많이 본 
기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답 ID로 검색하기 

찾고 있는 응답의 응답 ID 번호를 알고 있으면 
항목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캡처 
버튼을 누를 때 캡처 오류를 얻으면 누군가가 
사용자를 지식 데이터베이스 기사 2687, “저는 
Studio 에서 캡처 오류를 얻습니다” 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 드롭다운에서 “ 밥 ID” 를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에 ID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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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지원 항목 

이 챕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자주 
찾아보는 지식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소개합니다.이곳에서 제시된 텍스트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보통 덜 자세합니다. 각 답변 ID에 
해 제공되는 전체 텍스트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설치 중 에러 또는 충돌 

답변 ID 13122 

“CRC 에러 ”, “특성 전송 에러 ”, “I/O 
에러 ”라고 표시되는 화상자를 통해 나타나는, 
Studio 설치 시 발생하는 에러. 다른 경우 설치 
루틴이 충돌하거나 중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문제가 해결됟 때까지 다음 단계를 시도해 
주십시오: 

• 디스크 검사: 디스크 표면이 더러워지거나 얼룩, 
지문이 있지 않은지 검사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헝겊으로 디스크를 닦아 
주십시오. 디스크 표면을 마모시키거나 흠집을 
낼 수 있는 종이 티슈나 기타 재질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디스크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 
닦아 주십시오. 이 때 원형으로 닦지 마십시오. 
디스크 세척이 끝나면 설치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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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 깊은 스크래치가 발생했거나 균열이 
있어서 설치가 안된다면 Avid 지원 부서에 
연락해서 교체해 주십시오. 

• 다른 드라이브 시도: 유형이 호환되는 다른 광학 
드라이브가 있다면 여기에서 설치를 시도해 
주십시오. 

• 단계적 시작: msconfig 유틸리티에 친숙하다면 
Windows 시작 시Windows 설치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서과정을 따라 주십시오. 세부사항은 
473페이지의 “시작 응용 프로그램 
편집하기”를 참고하십시오. 

• 하드 드라이브에서 설치: 이 과정에서는 Window 
안전 모드로 부팅해서 Studio 설치 디스크의 
내용을 하드 드라이브로 복사한 다음 여기에서 
설치를 실행합니다. 이 방식에 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Avid 웹사이트의답변 ID 13122를 
참고해 주십시오. 

Studio가 편집 모드에서 충돌합니다 

응답 ID 6786 

Studio 가 충돌하는 경우 원인은 개 구성 
문제이거나 프로젝트 또는 컨텐트 파일과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로 자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Studio 제거 후 다시 설치하기. 
• 컴퓨터 최적화 



부록 C: 문제 해결 461 

• 손상된 프로젝트 재구현 
• 손상된 클립 다시 캡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실패 모드 중에서 사용자가 겪고 있는 
증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지시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사례 1: Studio 가 이유 없이 충돌합니다. 충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 사례 2: Studio가 편집 모드 내에서 어떤 특정 
탭이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충돌합니다. 

• 사례 3: Studio 가 어떤 특정 순서의 단계를 
수행할 때마다 충돌합니다. 

사례 1: Studio가 이유 없이 충돌합니다 

다음 해결 방법을 각각 순서 로 시도해 보십시오. 

Studio의 최신 버전 얻기: Studio 15의 최신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신 버전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pinnaclesys.com/support/studio15 

새 버전을 설치하기 전에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닫으십시오. 

Studio 설정 조정: 랜더링 드롭다운 목록에서 배경 
랜더링 안 함을 선택하고 하드웨어 가속 사용 
선택상자에서 선택 표시를 지우십시오. 두 옵션 
모두 편집 옵션 패널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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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작업 종료: Studio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언로드하십시오. 

Ctrl+Alt+Delete 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엽니다. 응용 
프로그램 탭 아래에는 많이 보이지 않겠지만, 
프로세스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작업을 종료해야 할지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는 사용 가능합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조각 모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단편화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다른 영역의 여러 파트에 
저장됨). 그로 인해 접근 속도가 느려지고, 성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와 함께 
제공된 디스크 조각 모음 유틸리티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정정하십시오. 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메뉴에 있는 디스크 조각 모음 명령으로 
내장된 조각 모음 도구에 접근하십시오. 

오디오 및 비디오 드라이버 업데이트: 해당 제조 
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사운드 및 비디오 
카드용 최신 드라이버를 얻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 컴퓨터에도 기존 드라이버가 설치된 상태로 
판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Windows장치 관리자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운드 및 비디오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드를 판별하려면 
장치 관리자 목록의 디스플레이 어댑터 앞에 있는 
더하기 부호를 클릭하십시오. 비디오 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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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름을 두 번 클릭하면 
드라이버 탭을 선택하는 또 다른 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는 드라이버의 제조 업체에 한 
정보와 드라이버 구성 파일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장치 관리자의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 섹션에 표시됩니다. 이름을 다시 두 
번 클릭하면 드라이버의 세부사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조 업체의 웹 사이트로 가서 사운드 및 비디오 
카드의 최신 드라이버를 구하십시오. 부분의 
사용자들이 NVIDIA 또는 ATI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이 그래픽 카드의 최신 드라이버는 다음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nvidia.com 및 www.atitech.com 

Sound Blaster 오디오 카드가 장착된 드라이버는 
다음 위치에서 업데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us.creative.com 

Windows 업데이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최신 
Windows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상의 성능을 위해 조정”: 이 시스템 옵션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CPU 시간을 소모하는 기타 
시각 항목을 해제합니다. 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등록정보를 선택한 후 고급 탭을 클릭하십시오. 
성능 아래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성능 옵션 
화 상자를 여십시오. 최상의 성능을 위해 조정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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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 업데이트: DirectX 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Microsoft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microsoft.com/windows/directx 

부트 드라이브에 공간 확보: 페이징을 위해 부트 
드라이브에 10GB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십시오. 

Studio 제거, 재설치, 업데이트: Studio 설치가 
손상된 경우 다음 과정을 수행해 보십시오. 

1. Studio 제거: 시작  프로그램  Studio 15  
도구  Studio 15 제거를 클릭한 후 화면상의 
지시사항에 따라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설치 제거 프로그램에서 공유 파일를 삭제할 
것인지를 질문하면 모두 예를 클릭하십시오. 
카메라가 있으면 DV 보드에서 카메라와 케이블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2. Studio 재설치: Studio CD 를 삽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십시오. Studio 를 설치할 
때 관리자 (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Studio 가 주 OS 
드라이브의 기본 디렉터리에 설치되도록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3. Studio 의 최신 버전 다운로드 후 설치: 도움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 명령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Studio 
의 새 버전이 감지되면 다운로드할 것인지 물을 
것입니다. 이 패치 파일을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예: 바탕화면) 로 다운로드한 후 
Studio 를 종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Studio 를 
업데이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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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프로젝트 재구현: 프로젝트의 처음 몇 분을 
재구현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프로젝트에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시스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수정: 때때로 어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클립을 조작할 때만 
불안정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다시 캡처해야 합니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경우 가능하면 Studio 를 사용하여 다시 
캡처하십시오. Studio 는 많은 비디오 형식을 
지원하는 반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클립이 
손상되거나 드문 형식을 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wav 또는 mp3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파일을 가져오기 전에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십시오. 인터넷에 있는 많은 wav 
및 mp3 파일이 손상되거나 비표준입니다. 

Windows 재설치: 이것은 매우 과감한 단계이지만, 
앞선 단계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으면 Windows 
자체가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Studio 에서 사용된 비디오 파일의 
크기가 시스템에 너무 부담스러워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례 2: 탭 또는 버튼을 클릭하면 Studio 가 
충돌합니다 

사례 1 에 해 위에서 제공한 단계를 먼저 
시도하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종종 Studio 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손상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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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Studio 제거, 재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의 패치 작업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test01.stx” 라는 새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실패가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되는 것인지 
판별하십시오. 데모 비디오 파일을 열고 처음 몇 
개의 장면을 타임라인 위로 끌어서 이동하십시오. 
이제 실패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탭이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테스트 프로젝트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는 Studio 또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지원 직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실패 모드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다시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 
것입니다. 

사례 3: 특정 단계를 수행하면 Studio가 충돌합니다 

이것은 사례 2 보다 더 복잡한 경우일 뿐, 동일한 
문제 해결 단계가 적용됩니다. 실패를 만드는 
단계의 정확한 순서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순서 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2 에 해 설명한 로, 작은 테스트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의 테스트 결과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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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더링할 때 Studio가 중단됩니다 

응답 ID 6386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때, Studio 는 랜더링 
도중 “분발합니다” (영화 제작 모드에서 출력할 
비디오를 준비함). 특정한 사례에서의 해결책을 
구별하려면 다음 실패 모드 중 사용자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모드에 한 문제 해결 단계를 
시도하십시오. 

• 사례 1: 랜더링이 시작 직후 중지합니다. 
• 사례 2: 랜더링이 프로젝트에서 이유 없이 
중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랜더링을 여러 
번 시도할 때 같은 지점에서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 사례 3: 렌더링이 시도 횟수에 상관 없이 
프로젝트의 같은 지점에서 정지합니다. 

Case 1: 랜더링이 즉시 중지합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직후 중지 현상이 일어나면 
사용자의 시스템에 어떤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공된 데모 비디오의 랜더링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실패하면 Pinnacle 에서는 내부 테스트 도중 
데모 파일을 사용했을 때 렌더 문제를 다시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스템 문제로 
확인됩니다. 

가능한 해결책: 

• Studio 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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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o 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기타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기타 비디오 코덱 등) 를 
제거합니다. 

• Studio에서 다른 파일이나 디스크 유형의 
랜더링을 시도합니다. MPEG 1 및 MPEG 2 파일, 
AVI 파일을 DV 형식으로 변환 시도합니다. 
VCD와 DVD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올바로 작동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사용 가능한 Windows 서비스팩을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 Windows 를 아예 그 위에 다시 설치합니다 (즉, 
먼저 제거하지 않음). Windows XP 에서는 이 
과정을 복구라고 합니다. 

사례 2: 랜더링이 이유 없이 중지합니다 

렌더가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임의의 지점에서 
중지하면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작업이나 전원 관리 
또는 가열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 하드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조각 
모음을 합니다. 

• 바이러스 검사, 드라이브 인덱서 및 팩스 모뎀과 
같은 모든 백그라운드 작업을 종료합니다. 

• 전원 관리 기능을 끕니다. 
• 컴퓨터 케이스에 냉각 팬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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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렌더가 항상 동일한 지점에서 중지합니다 

랜더링이 항상 특정 프로젝트의 동일한 지점에서 
중지하면 다른 프로젝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프로젝트가 손상된 것일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있다면 공통 요인을 분리해 
내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실패에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랜더링을 중지시키는 프로젝트에서 특정 항목을 
식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항목을 
제거하거나 잘라내면 어떤 경우 실패가 간단히 
프로젝트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더라도 랜더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다른 해결책 및 방법: 

• 프로젝트의 클립에서 손상된 비디오 프레임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회색이나 검정색 
프레임 또는 농도가 고르지 않거나 왜곡된 
프레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발견되면 클립을 트리밍하여 손상된 프레임을 
제외시키십시오. 또한 내용의 재캡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하드 드라이브를 조각 모음합니다. 
• 비디오를 위해 사용하는 하드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기억장치(수 십 GB일 수 있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렌더링은 기억장치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캡처 드라이브가 있다면보조 파일 폴더를 
해당 드라이브로 옮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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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더링이 중단되는 섹션을 복사하여 새 
프로젝트에 삽입합니다. 에러가 있는 쪽에 15 - 
30초 정도 더 포함하십시오. AVI 파일에 이 삽입 
부분을 렌더링해보고, 성공하면 이 파일을 
사용하여 원본 프로젝트의 손상된 섹션을 
교체하십시오. 

• DVD나 다른 유형의 광학 디스크 유형을 제작할 
경우 프로젝트에서 모든 메뉴를 제거하고 
나머지를 AVI로 랜더링합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새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AVI 파일을 
가져오기 한 후 메뉴에 추가합니다. 이제 
랜더링이 자원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udio가 실행시 중지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응답 ID 1596 

실행시 문제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Studio 는 실행할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행 중간에 중지하거나 사고 없는 
실행으로 보인 듯했지만 이후에 사용자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게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다음 작업을 몇 가지 또는 전부 
시도해 보십시오. 

• 컴퓨터를 재시작하십시오. 재부팅 후 Studio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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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정도 두고 보면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로 
중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Studio 가 실행에 
실패했다고 의심이 가더라도, 몇 분 더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예상한 
것보다 실행 프로세스가 완료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Studio 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6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Windows를 안전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Studio가 
안전 모드에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설치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Studio 제거나 다시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모드에서 Studio가 실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장치 드라이버의 문제이거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제 범위를 좀 더 좁혀 시도하십시오: 

• 캡처 하드웨어 연결을 해제합니다. Dazzle나 
MovieBox와 같은 Avid 외장 장치로 시작합니다. 
Studio가 실행되면 장치를 다시 연결하고 
Studio를 다시 여십시오.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웹캠이 있다면 장치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Studio를 실행한 후에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만일 특정한 상태에서만 실행되고 나머지 
상태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Studio를 
실행할 때 작동되는 것과 동일한 설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다음 컴퓨터에 설치된 캡처 카드를 조사합니다. 
설치된 캡처 카드를 확인하려면 AM Capture 
유틸리티 (시작  모든 프로그램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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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구  AM Capture)를 이용해서 장치 풀 
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나 하나 씩 나열된 
장치 연결을 해제합니다. 적용 가능한 드라이버 
설치 해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사운드 및 그래픽 카드에 
한 최신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두 카드 모두 DirectX를 지원해야 합니다. 
NVIDIA 또는 ATI 그래픽 카드가 많이 이용되며 
www.nvidia.com 및 www.atitech.com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운드 카드(메인보드에 내장된 사운드 장치 
이외의 사운드카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시스템에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전 
사운드 카드는 Windows의 최신 버전과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컴퓨터를 종료하고 사운드 카드를 
제거한 후 재시작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tudio가 이제 시작된다면 사운드 카드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백그라운드 작업들을 종료하십시오. Widnows 
작업 관리자에 있는 작업 종료 단추를 
사용하거나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편집해서 불필요한(충돌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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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응용 프로그램 편집하기 

PC를 켤 때(재부팅할 때) 응용 프로그램 로딩을 막는 
방법: 

1. 시작  실행을 클릭합니다. 
2. 열기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msconfig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십시오. 
익스플로러와 시스템 트레이(SysTray.exe)를 
제외하고 모두 선택을 제거하십시오. 

동영상 만들기에서 ‘굽기 작업 실패’ 에러 
표시 

답변 ID 13438 

Studio에서 DVD같은 광학 디스크를 만들려고 할 
때 ‘굽기 작업 실패’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을 순서 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 패치로 업데이트: 도움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 명령을 이용해서 Studio 
프로그램에 한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 디스크 만들기 설정에서 안전 모드 굽기 옵션 
이용: Studio에서 설정  디스크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굽기 옵션에서 설정 앞의 첫번째 
라디오 단추를 클릭해서 ‘안전 모드: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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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트 생성 후 굽기”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이 설정을 
유지합니다. 

• Studio 다시 시작: Studio를 닫고 다시 
실행합니다. 위의 안전 모드 설정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다시 생성합니다. 

• 컴퓨터 다시 시작: DVD 기록 장치의 문을 엽니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Studio를 종료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Studio를 다시 시작한 
후에 안전 모드 설정을 이용해서 DVD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 미디어 검사: DVD 기록 장치 내에 한 번 쓰기 
가능 또는 다시 쓰기 가능 공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DVD 기록 장치가 사용하려는 
미디어 유형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동안 디스크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시 쓰기 
가능 미디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다시 
쓰기 가능 미디어(RW) 만을 사용했다면 한 번 
쓰기 (-/+ R) DVD로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vid에서는 신뢰성을 위해서 Sony, 
Apple, Memorex 등의 유명 브랜드 DVD 사용을 
권장합니다. 문제 해결 시에 여러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DVD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레지스트리 편집: 이 단계는 다음 모든 조건이 
해당될 때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변경을 하기 전 
모든 레지스트리를 백업했고, 레지스트리를 이전 
단계로 어떻게 복원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 
이전에 레지스트리를 성공적으로 편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레지스트리 편집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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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담이 적은 경우. 계속하려면 다음 
레지스트리 경로( 소문자 변경 가능)에서 
Recorder 키를 삭제하십시오: 
HKEY_LOCAL_MACHINE\Software\VOB\CDRApp\Re
corder 

이렇게 하면 기록 엔진이 드라이브 탐색을 
완전히 다시 합니다. 

Studio에서 제작한 DVD가 재생되지 않거나 
공디스크인 것 같은 경우. 

답변 ID 13092 

특정한 경우 Studio 에서 생성한 DVD가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 해결에 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스크의 청결도를 검사합니다. 디스크 표면에 
손자국이나 긁힘이 없어야 합니다. 

• 기록된 DVD에 예상한 로 폴더와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검사합니다. DVD를 DVD 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디스크가 
있는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에 탐색을 선택합니다. 디스크에 폴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DVD에는 “AUDIO_TS” 
및 “VIDEO_TS”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오디오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비디오 폴더에는 .bup, .ifo, .vob 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디스크에 아무 것도 없다면 
재생 문제라기 보다는 기록 시의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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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지식 
데이터베이스 ID 13874의 답변을 참고해 
주십시오. 

• 컴퓨터에서 DVD 재생을 시도해 봅니다. 
디스크는 PowerDVD나 WinDVD 같은 
소프트웨어 DVD로 재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Windows Media Player나 RealPlayer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으로도 재생 가능해야 합니다. 

• DVD 플레이어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유형 
재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일부 DVD 
플레이어는 특정 DVD 디스크 형식을 재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DVD 플레이어 제조회사의 
웹사이트에는 특정 장치에서 지원하는 디스크 
형식 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다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videohelp.com/dvdplayers 

유용한 정보: 재생 또는 기록 시 문제를 해결할 때 
디스크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쓰기 가능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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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비디오그래피에 한 유용한 
정보 

 
좋은 비디오를 촬영하려면 재미있거나 신나거나 
유용한 영화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기본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략적인 스크립트나 촬영 계획에서 시작할 때 
첫번째 단계로 원시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작품으로 좋은 장면이 있음을 확인하여 
편집 단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 편집 작업에는 사용자의 모든 단편 내용을 
어떤 종류의 조화로운 전체의 것으로 조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특정 기술, 전환 및 효과를 결정합니다. 

편집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운드트랙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화, 음악, 설명 또는 효과 등의 적절한 
사운드가 시각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 부분의 
합보다 더 좋은 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Studio 에는 사용자가 전문가 품질의 홈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자 즉, 비디오그래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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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계획 작성 

항상 촬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 
비디오 프로젝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간단한 것일 수도,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된 장면의 간단한 
목록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자세한 
카메라 지시나 준비된 화에 하여 몇 가지 
메모를 포함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의욕을 
가진다면 길이, 조명 및 소도구에 한 메모와 함께 
모든 단일 카메라 앵글을 자세히 설명한 완전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틀: “카트 트랙의 잭” 

번호 카메라 앵글 텍스트 / 오디오 기간 날짜 

1 헬맷을 쓰고 있는 잭, 카메라 
축소 

“잭이 첫번째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을 
배경으로. 

11초
 

화. 
06/22 

 

2 출발선에서 운전자의 시야, 낮은 
카메라 위치. 

음악이 현장의 
엔진 소음으로 
재생됩니다. 

8 초 
 

화. 
06/22 

 
3 출발 깃발을 들고 있는 남자가 

출발 위치의 장면과 함께 
잡힙니다. 카메라가 고정되면서 
출발 후에는 남자가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자 갑시다...”. 
출발을 하고, 출발
신호를 
삽입합니다. 

12 초
 

화. 
06/22 

 

4 앞에서 출발 위치에 있는 잭, 
카메라가 따라가고, 다른 
선수들과 섞인 잭을 보여주고, 
이제는 뒤에서 잭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의 
음악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엔진
소음 위에 CD 의 
음악이 겹칩니다.

9 초 
 

화. 
06/22 

 

5 ...    

간단한 촬영 계획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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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다양한 원근법 사용 

중요한 사건은 항상 다양한 원근법으로 다양한 
카메라 위치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나중에 편집 
도중 가장 좋은 카메라 앵글을 하나만 사용하거나 
몇 개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카메라 앵글에서 의도적인 효과를 테이프 사건에 
작성합니다 (먼저 원 안에 있는 어릿광 , 
어릿광 의 시각에서 보는 웃는 구경꾼). 주인공 
뒤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반  각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영화에 밸런스 장면을 설정하려고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 

중요한 것이나 사람을 클로즈업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클로즈업은 TV 화면에서 롱 
샷보다 더 좋고 더 재미있게 보여주며, 이후 작품 
효과에서 잘 드러납니다. 

롱 샷 / 세미 롱 샷 

롱 샷은 시청자에게 개요를 제공하고 동작 장면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샷을 사용하여 더 긴 
장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클로즈업에서 롱 
샷으로 끊을 때 시청자는 더 이상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만성적인 건너뛰기 현상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세미 롱 샷에서 구경꾼을 보여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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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작에서 시각적 안정과 원하는 경우 동작에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동작 

항상 처음과 끝이 있는 완전한 동작을 
촬영하십시오. 그래야 편집이 더 쉽습니다. 

장면 전환 

영화 타이밍은 어떠한 실습을 요구합니다. 항상 긴 
사건을 온전히 필름에 담을 수는 없으며, 영화에서 
긴 사건은 심하게 축약된 형태로 나타내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롯은 여전히 
논리성을 유지해야 하고 컷은 거의 전혀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인접 장면에 있는 동작이 시간이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편집자적 
선택으로 병치시켜 시청자가 의도적인 처리가 없는 
갭을 연결하도록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환의 비결은 두 장면 사이에 쉽게 
느껴지는 연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플롯 관련 
전환에서 연결은 이야기 전개에서 연속적인 사건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에 한 영상이 차의 
설계 및 생산에 한 기록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 전환은 자체가 스토리 전개나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를 암시하지는 않지만, 장면에서 여러 
가지 발췌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토론 중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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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을 보이고 같은 토론의 뒷부분으로 장면을 
전환하고는 사이 부분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외부 전환은 동작에서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정보 회사 내 촬영 도중 결혼 정보 
회사의 외부로 장면을 전환할 수 있고, 이때 뜻밖의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환은 필름 메시지를 배경으로 깔고 시청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실제 스토리 전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야 합니다. 

동작의 논리적 순서 

편집 도중 함께 연결한 장면은 동작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시청자는 스토리 
전개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사건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캡처 시청자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극적인 시작으로 시작 부분에서 흥미를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흥미를 유지합니다. 장면이 
비논리적으로나 연 순서 로 전개되거나, 장면이 
너무 열광적이거나 3 초 이하로 너무 짧으면 
시청자는 흥미를 잃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전환할 때는 
모티브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갭 연결 

한 필름 제작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갭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연 순적인 건너뛰기를 연결하고, 얼굴을 확 한 
다음 몇 초 후 다시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클로즈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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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유지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의 세부 묘사의 
연속성을 말하는 연속성은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햇볕 쨍쨍한 
날씨와 우산을 펼친 관객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컷 템포 

필름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전환하는 
템포는 종종 영화의 메시지와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예상된 영상을 빼고 영상 길이를 조절하는 
작업 모두 필름 메시지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적 분리 피하기 

유사 영상을 연속적으로 함께 묶을 때 시각적 
분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순간에는 
프레임의 왼쪽 절반에,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프레임의 오른쪽 절반에 있을 수 있거나, 처음에는 
안경을 쓰고, 다음에는 안경을 벗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팬 샷과 함께 묶지 않습니다. 

팬 샷은 같은 방향과 템포를 가지지 않으면 함께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비디오 편집을 위한 경험 

다음 내용은 영화를 편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물론, 사용자의 작품이 웃기거나 
실험적인 경우 엄격한 규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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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움직이는 장면을 함께 연결하지 
마십시오. 팬, 줌 및 기타 이동 샷은 항상 정적 
샷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차례로 오는 샷은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카메라 앵글은 최소 45 도가 
달라야 합니다. 

• 얼굴 시퀀스는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교차로 
촬영되어야 합니다. 

• 건물을 촬영할 때 원근법을 바꿉니다. 같은 
유형과 크기의 유사한 샷을 내릴 때 사진 
각선이 왼쪽 앞에서 오른쪽 뒤와 그 반  
사이를 교차해야 합니다. 

• 사람이 동작을 취할 때 컷을 만듭니다. 진행 
동작으로 전환되며 컷은 거의 주목 없이 
진행됩니다. 특히, 사용자는 동작의 중간부터 롱 
샷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웃기는 컷을 만들어, 시각적 분리를 피합니다. 
• 한 샷에 있는 동작이 적을수록 샷은 짧아질 
것입니다. 빠를 움직임이 있는 샷이 더 길 수 
있습니다. 

• 롱 샷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더 오래 
보여질 것입니다. 

계획적인 방식으로 비디오 시퀀스 순서를 
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어떤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사진에 나타날 수 없거나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6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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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적 컷 

샷은 시청자의 마음에 어떤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메시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제: 한 남자가 말 
경주에서 내기를 걸고 있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자동차 영업 리점에서 값비싼 새 
차를 구경하는 것을 봅니다. 

병렬 컷 

두 가지 동작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필름은 두 동작 
사이에서 앞뒤로 건너뛰어 끝날 때까지 샷을 점점 
더 짧게 만듭니다. 이것은 최절정에 이를 때까지 
긴장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제: 두 의 다른 
차가 같은 교차점을 향하여 고속으로 다른 
방향에서 달립니다. 

조 컷 

필름이 고의적으로 시청자에게 조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 샷에서 다른 샷으로 예기치 
못하게 전환합니다. 예제: 해변에 누워 있는 여행객, 
다음 샷은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보여준다. 

리 컷 

보여줄 수 없거나 보여줘선 안되는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체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의 
출생 신, 꽃 봉우리가 열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원인과 결과 컷 

샷은 원인과 결과의 힘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첫번째 샷 없이는 두번째 샷은 이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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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예제: 남자가 아내와 싸우고 있고, 바로 
다음 샷에서는 다리 밑에서 자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식 컷 

내용에서 다양한 샷이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같은 모양, 색상 또는 동작처럼, 이 샷은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예: 수정구와 지구, 노란 비옷과 
노란 꽃,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와 떨어지는 깃털. 

사운드트랙 제작 

사운드트랙 제작은 예술이지만 학습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물론 최상의 음성 해설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짧은 정보용 설명은 
시청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음성 
해설을 부자연스럽거나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면서 유창하게 들려야 합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모든 설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적을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사진 자체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진이 시청자에게 내미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원본 사운드 유지 

구두 설명은 원본 사운드와 원본 사운드가 여전히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악과 함께 섞여야 
합니다. 자연의 사운드는 비디오 내용의 부분이고 
자연의 소리가 없는 비디오는 무미 건조하고 
내용이 충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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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녹음 장비가 이후 
장면에 나타나지 않는 항공모함과 자동차에서 나는 
소음을 캡처합니다. 이와 같은 소리나 산만하거나 
성가실 수 있는 큰 바람 소리는 가려지거나 
여과되거나 적절한 음성 해설이나 음악으로 
체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음악 선택 

적절한 음악은 영화에 전문가적인 마무리 솜씨를 
더하고 많은 작업을 수행하여 비디오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음악은 항상 
필름의 메시지에 적절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이고 과제이지만, 
시청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막 

타이틀은 정보를 제공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장된 
타이틀 편집기는 무한한 창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디오의 타이틀을 디자인할 때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짧고 깔끔한 자막 사용 

자막은 짧고 크고 적절한 글꼴이어야 합니다. 

자막 색상 

배경과 텍스트의 다음 결합은 알아보기 쉬워야 
합니다 (흰색과 빨간색, 노란색과 검정색, 흰색과 
초록색). 검정색 배경에 흰색 자막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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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십시오. 일부 비디오 시스템은 1:40 이상의 
비율을 처리할 수 없고 세밀하게 이러한 자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화면의 시간 

경험상, 자막은 두 번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0 자 정도의 자막의 경우 약 3 
초 정도가 허용이 됩니다. 추가 5 자마다 추가적인 
화면 상의 시간을 허용합니다. 

“발견” 자막 

이후 작품 자막 외에도, 방향 표시, 도로 표시 또는 
지역 시문의 제목 페이지와 같은 자연 자막도 
흥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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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용어 설명 
 

멀티미디어 전문 용어는 컴퓨터와 비디오 전문 
용어를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가 아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호 참고는 로 표시됩니다. 

1080i: 1440x1080의 해상도와 인터레이스 
프레임으로 된 고화질(HD) 비디오 형식. 

720p: 1280x720의 해상도와 순차(인터레이스가 
아님) 프레임으로 된 고화질(HD) 비디오 형식. 

ADPCM: Adaptive Delta Pulse Code Modulation. 
오디오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CD-I 및 CD-ROM 제작에 
사용되는 오디오 인코딩 및 압축 방법입니다. 

AVI: Audio Video Interleaved. 디지털 비디오의 표준 
형식 (및 Windows용 비디오). 

ActiveMovie: Windows 아래에서 멀티미디어 장치 
제어를 위해 Microsoft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DirectShow, DirectMedia 

BIOS: Basic Input Output System. ROM, PROM 
또는 EPROM에 저장된 기본 입력 및 출력 
명령을 말합니다. BIOS 의 필수 작업은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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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BIOS 는 몇 가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병렬 포트, IRQ, I/O 

CD-ROM: 디지털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위한 용량 저장 매체. CD-ROM 은 읽어 들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작성 (기록) 할 수는 없습니다. 

ROM은 Read-Only Memory (읽기 전용 메모리) 
의 약자입니다. 

COM 포트: 시스템에 모뎀, 플로터, 프린터 또는 
마우스를 부착하기 위해 컴퓨터의 뒷면에 있는 
직렬 포트.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JPEG 
이미지 데이터 압축과 관련 알고리즘의 부분. 
밝기와 색상 정보는 주파수 계수로 저장됩니다. 

DMA: Direct Memory Access. 

DV: ¼” 폭의 소실 증발 테이프에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를 기록하기 위한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형식. Mini-DV 테이프의 경우 최  60 분 
내용을 보유하고, 표준 DV 테이프의 경우 최  270 
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Digital8: DV 코드된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를 
Hi8 테이프에 기록하는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형식. 현재는 Sony 에서만 판매되고, Digital8 
캠코더와 VCR은 Hi8 및 8mm 카세트 둘 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DirectMedia: Windows 아래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 해 Microsoft 에서 제공한 시스템 
확장 기능. Active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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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Show: Windows 아래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 해 Microsoft에서 제공한 시스템 
확장 기능. ActiveMovie 

DirectX: Windows 95 와 이후 버전용으로 Microsoft 
에서 비디오와 게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여러 시스템 확장 기능의 번들. 

ECP: Enhanced Compatible Port 병렬 포트를 
통해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EPP 

EPP: Enhanced Parallel Port 병렬 포트를 통해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udio DV에 권장됩니다. ECP 

EPROM: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프로그래밍 후 전원 공급 없이도 데이터를 
보유하는 메모리 클립. 메모리는 자외선을 비추면 
지워질 수 있고 다시 작성 가능해집니다. 

FireWire: IEEE-1394 직렬 데이터 프로토콜에 
한 Apple Computer 의 상표명. 

GOP 크기: GOP 크기는 한 GOP에 포함되는 I-
프레임, B- 프레임 및 P- 프레임 수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GOP 크기는 9 또는 12 입니다. 

GOP: MPEG 압축에서 데이터 스트림은 처음에 
“사진 그룹 (GOP: Groups Of Pictures)” 로 
나뉩니다. 이것은 각각 여러 프레임으로 된 
섹션입니다. 각 GOP 에는 세 가지 유형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I-프레임, P-프레임 (사진) 및 B-프레임). 

HD: 고화질 비디오. 부분 사용하는 HD 형식은 
해상도가 1920x1080 또는 1280x720입니다. 108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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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표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1080의 경우 프레임당 2.25 픽셀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인코딩 시간, 디코딩 속도, 
저장 측면에서 1080 내용을 처리하는 요구조건을 
크게 높입니다. 720 형식은 모두 순차 방식입니다. 
반면, 1080 형식은 순차 방식과 인터레이스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화면은 예전부터 
순차 방식이었지만, TV 방송은 인터레이스 기법 및 
표준이 중심이었습니다. HD 용어상, 순차는 문자 
“p”로, 인터레이스는 문자 “i”로 나타냅니다. 

HDV: DV 카세트에서 고화질 비디오를 녹화하고 
재생하는 형식이 “HDV” 형식으로 
정립되었습니다. HDV는 “DV” 코덱 신에 
MPEG-2 종류를 사용합니다. HDV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가 있으며, HDV1과 HDV2. HDV1은 
순차 프레임(720p)으로 된 1280x720 해상도입니다. 
MPEG 전송 스트림은 19.7 Mbps/s입니다. HDV2 
는 인터레이스 프레임(1080i)으로 된 1440x1080 
해상도입니다. MPEG 전송 스트림은 25 
Mbps/s입니다. 

Hi8: 금속 입자 또는 금속 소실 테이프에 
녹화된 S-Video 를 사용하는 Video8 의 향상된 
버전. 휘도 해상도가 높을수록 역폭은 
넓어지므로, 그림은 Video8 보다 더 선명합니다. 

I/O: 입력/출력. 

IDE: “Integrated Device Electronics” –  
드라이브를 확장 버스에 연결하는 어댑터가 아닌 
드라이브 자체 내에 모든 드라이브 제어 전자 
공학을 결합한 하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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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1394: Apple Computers 에서 개발하고 
FireWire 로 소개된 이것은 최  400 Mbits/sec 의 
속도를 제공하는 직렬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Sony 는 i.LINK라는 DV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약간 
수정된 버전을 제공하여, 최  100 Mbits/sec 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IRQ: “Interrupt Request”. “중단 (Interrupt)” 은 
하우스키핑 또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주 처리 시스템에서의 일시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중단은 하드웨어 (예: 키보드, 
마우스) 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DCT에 
기반한 디지털 프레임을 압축하기 위해 JPEG 에서 
개발한 표준. 

Kbyte (KB 라고도 함): 1Kbyte (킬로바이트) 는 
1024 바이트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K” 는 
미터법 접두부에서의 1000 이 아니라, 숫자 1024 
(210) 를 나타냅니다. 

LPT: 병렬 포트 

M1V: (파일 확장자) 비디오 데이터만 포함하는 
MPEG 파일. MPA, MPEG, MPG 

MCI: Media Control Interface. Microsoft 에서 개발한 
것으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또한 이것은 컴퓨터를 
VCR 이나 레이저 디스크와 같은 외부 디스크 
소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MPA: (파일 확장자) 오디오 데이터만 포함하는 
MPEG 파일. M1V, MPEG, M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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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움직이는 
이미지의 압축을 위해 MPEG에 의해 개발된 표준. 
M-JPEG와 비교할 때, 이것은 동일한 시각적 
품질에 75-80% 데이터를 감소시킵니다. 

MPG: (파일 확장자)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MPEG 파일. M1V, MPEG, MPA 

MPV: (파일 확장자) 비디오 데이터만 포함하는 
MPEG 파일. MPA, MPEG, MPG 

Mbyte (MB 라고도 함): 1Mbyte (메가바이트) 는 
1024 Kbytes (1024 x 1024 바이트) 에 해당합니다. 

Motion-JPEG (M-JPEG): 비디오 시퀀스를 
인코딩하기 위해 Microsoft 에 의해 지정된 

Windows용 비디오 형식. JPEG 압축은 각 
프레임을 개별적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NTSC: 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1953 년에 NTSC 가 만든 컬러 TV 표준. NTSC 
비디오는 초당 525 선과 초당 60 이미지 필드를 
가집니다. 이 표준은 북미, 중앙 아메리카, 일본 및 
그 밖의 국가에서 사용됩니다. PAL, SECAM 

PAL: “Phase Alternation Line”. 독일에서 
개발되었고 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컬러 
TV 표준. PAL 비디오는 프레임당 625 선과 초당 50 
이미지 필드를 가집니다. NTSC, SECAM 

QSIF: Quarter Standard Image Format. PAL 에서는 
176 x 144 의 해상도를, NTSC에서는 176 x 120 의 
해상도를 지정하는 MPEG-1 형식. MPEG, SIF 

RGB: Red, Green, Blue: 추가 색상 혼합의 기본 
색상입니다. RGB 는 각각 세 가지 기본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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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포함하는 이미지 정보를 픽셀로 인코딩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RLE (Run Length Encoding): JPEG를 포함하여 
많은 이미지 압축 방법에 사용되는 기술. 반복되는 
값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고, 카운터로 값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즉, “실행” 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ROM: Read Only Memory: 한 번 
프로그래밍되었으면 전기 공급 없이도 데이터를 
보유하는 메모리 저장장치. EPROM 

S-VHS: S-Video 를 사용하는 VHS 의 향상된 
버전으로, 더 높은 휘도 해상도를 제공하여 
VHS보다 그림을 더 선명하게 하는 금속 입자 
테이프입니다. VHS,S-비디오 

S-Video: S-Video (Y/C) 신호를 사용하여, 밝기 
(휘도 또는 “Y”) 와 색상 (색차 또는 “C”) 
정보가 여러 회선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전송됨으로써, 비디오의 모듈화와 모듈화 해제를 
피하고 화질이 손실되는 것을 피합니다. 

SCSI: Small Computers System Interface. SCSI 는 
이것의 높은 데이터 속도 때문에 고성능 PC 의 하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로 오랫동안 선호되었습니다. 
최  8 개의 SCSI 장치가 동시에 한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SECAM: “Séquentiel Couleur à Mémoire”, 
프랑스와 동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컬러 TV 전송 
시스템. PAL 과 마찬가지로, SECAM 비디오는 
프레임당 625 선과 초당 50 이미지 필드를 가집니다. 

NTSC, 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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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 Standard Image Format. PAL 에서는 352 x 288 
의 해상도를, NTSC 에서는 352 x 240 의 해상도를 
지정하는 MPEG-1 형식. MPEG, QSIF 

TWAIN 드라이버: TWAIN 은 그래픽과 캡처 
프로그램이 그래픽 데이터를 공급하는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TWAIN 드라이버가 
설치되었으면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의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 소스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32 비트 
프로그램만을 지원하고 24 비트 모드로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VCR: “Video cassette recorder”. 

VHS: “Video Home System” –  홈 VCR 의 
중적인 비디오 표준. 1/2 인치 테이프는 밝기와 
색상 정보를 모두 통합하는 “컴포지트”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VISCA: 컴퓨터에서 외부 비디오 소스를 제어하기 
위해 어떤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프로토콜. 

Video for Windows: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를 하드 
드라이브의 파일로 기록하고 순서 로 재생할 수 
있는 Microsoft Windows 시스템 확장. 

Video8: 8mm 테이프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비디오 
시스템. Video8 녹화 장치는 컴포지트 신호를 
생성합니다. 

WAV: (파일 확장자) 디지털화된 오디오 신호의 
일반적인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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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Y/C 는 밝기 정보 (Y) 와 색상 정보 (C) 로 된 
색상 신호입니다. 

YUV: Y 가 밝기 정보를 전달하고, U 와 V 는 색상 
정보를 전달하는 비디오 신호의 색상 모델. 

검정색으로/검정색에서 페이드: 클립의 시작 
부분에서 밝아지거나 끝부분에서 검정색으로 
어두워지는 디지털 효과. 

기본 색상: RGB 색상 모델의 기본이 되는 색상 
(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러한 기본 색상의 
다양하게 혼합하여 컴퓨터 화면에 부분의 다른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프레임: 단일  프레임은 시리즈 또는 
시퀀스의 부분입니다. 이 시리즈가 충분한 속도로 
보일 때 “움직이는 그림” 의 망사가 작성됩니다. 

닫힌 GOP:  GOP 

데시벨 (dB): 소리 세기의 측정 단위. 3dB 의 증가는 
세기를 두 배로 냅니다. 

데이터 속도: 단위 시간 당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예를 들어, 초당 하드 드라이브에서 읽어들이거나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한 바이트 수 또는 초당 
처리된 비디오 데이터의 양. 

데이터 전송률: 저장 장치 (예:  CD-ROM 또는 
하드 드라이브)와 디스플레이 장치 (예: 모니터 
또는  MCI 장치) 사이에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의 
측정. 사용된 장치에 따라, 일부 전송률은 다른 
장치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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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주변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 예를 들어, 비디오 캡처 
드라이버는 비디오 캡처 보드를 작동시킵니다. 

디더링: 색상 패턴의 응용으로 이미지에서의 표현 
색상 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디졸브: 비디오가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페이드되는 전환 효과. 

디지털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는 정보를 
 비트별로 파일에 저장합니다 (아날로그 저장 

매체와 조적). 

래스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시청자 
쪽에서) 일련의 수평선으로 된 디스플레이의 전자 
빔을 제거함으로써 덮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영역. 

레이저 디스크: 아날로그 비디오를 저장하는 매체. 
레이저 디스크의 정보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마크 인 마크 아웃: 비디오 편집에서 마크 인과 마크 
아웃 시간은 프로젝트에 포함될 클립의 부분을 
식별하는 시작과 끝 타임코드를 말합니다. 

모듈화: 빈 전송 신호에서의 정보 인코딩. 

바이트: 1 바이트는 8  비트에 해당합니다. 
1바이트로는 하나의 영숫자 문자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ㅇ맀습니다 (예: 글자, 숫자). 

밝기: “휘도” 라고도 함. 비디오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병렬 포트: 병렬 포트 데이터는 8 비트 데이터 
라인을 통해 전송됩니다. 이것은 8  비트 (1 

 바이트) 가 한 번에 전송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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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송은 직렬 전송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 장거리 연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병렬 포트는 “LPTn”으로 이름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n은 숫자입니다(예: 
“LPT1”).  직렬 포트 

보색: 보색은 기본 색상 값의 반 입니다. 색을 
보색과 결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보색은 각각 하늘색, 자주색, 
노란색입니다. 

블래킹: 전체 테이프에 비디오의 검정색 연속 제어 
트랙을 녹화하여 삽입 편집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준비하는 과정. 녹화 덱이 타임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연속적 타임코드가 동시에 
녹화됩니다 (“스트리핑” 이라고도 함). 

비디오 CD:  MPEG 압축 비디오를 사용하는 CD-
ROM. 

비디오 디코더: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변환합니다. 

비디오 스캔 속도: 비디오 신호가 이미지 
디스플레이 위로 스캔되는 주파수. 비디오 스캔 
속도가 높을수록 이미지 품질은 높아지고 
깜박거림도 덜 거슬립니다. 

비디오 인코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합니다. 

비인터레이스 방식: 전체 이미지가 선 건너뛰기 
없이 단일 필드로 생성되는 이미지 새로 고침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인터레이스 방식의 이미지 
( 부분 컴퓨터 모니터) 는 인터레이스 방식의 
이미지 ( 부분의 TV) 보다 훨씬 덜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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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BInary digiΤ” 의 약어. 컴퓨터 메모리의 
가장 작은 요소입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미지에서 픽셀의 색상 값을 저장하기 위해 
비트를 사용합니다. 각  픽셀에 비트를 많이 
사용할수록 사용 가능한 색상 수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 

1 비트: 각 픽셀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4 비트: 16 가지 색상 또는 회색 음영을 
허용합니다. 
8 비트: 256 가지 색상 또는 회색 음영을 
허용합니다. 
16 비트: 65,536 가지 색상을 허용합니다. 
24 비트: 약 1 천 6 백 7 십만 가지의 색상을 
허용합니다. 

비트맵: 점 모음 또는 행으로 배열된 “픽셀” 로 
구성된 이미지 형식.  픽셀 

색상 깊이: 각 픽셀에 한 색상 정보를 전달하는 
비트 수. 1 비트 색상 깊이는 21=2 가지 색상을, 8 
비트 깊이는 28=256 가지 색상을, 24 비트 깊이는 
224=16,777,216 가지 색상을 허용합니다. 

색상 모델: 색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정의하는 
방법이며 색상을 서로 관계시키는 방법입니다. 각 
색상 모델은 각각의 강도를 가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색상 모델은  RGB와 

 YUV입니다. 

색상 채도: 색상 강도. 

소프트웨어 코덱: 특수 하드웨어 없이 압축된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를 작성하고 재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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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방법. 시퀀스의 품질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덱, 하드웨어 코덱 

안티 앨리어싱: 비트맵 이미지의 들쭉날쭉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장자리와 배경 사이 색상으로 생성된 픽셀로 
가장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전환이 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안티 앨리어싱의 또 다른 
방법은 고해상도 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압축: 파일을 크기를 더 작게 만드는 방법. 압축 
유형에는 무손실과 유손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손실 체계로 압축된 파일은 원본 상태에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유손실 
체계는 압축 도중 데이터를 버리므로, 일부 이미지 
품질이 손상됩니다. 품질 손상은 압축 양에 따라 
경미하거나 심각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앨리어싱: 출력 장치의 한계로 인한 이미지의 
부정확한 표시. 일반적으로, 앨리어싱은 곡선을 
따라 들쭉날쭉한 가장자리 형태와 각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자화:  JPEG 이미지 데이터 압축 전략의 한 
부분. 관련 세부사항은 정밀하게 표현되고, 사람의 
눈에 덜 관련된 세부사항은 덜 정밀하게 
나타납니다. 

이미지 압축: 디지털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양을 줄이는 방법. 

이미지: 이미지는 재생성 또는 어떤 것의 
그림입니다. 이 용어는 종종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보여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픽셀로 구성된 디지털 그림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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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레이스 방식: TV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화면 
새로 고침 방법.  PAL TV 이미지는 각각 312½ 
선의 두 개의 인터레이스 이미지 절반 (  필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TSC TV 이미지는 각각 
242½ 선의 두 이미지 절만으로 구성됩니다. 혼합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필드가 교차로 표시됩니다. 

인터리브: 재생을 더 부드럽게 하고 동기화나 
압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오디오와 비디오의 배열. 
표준  AVI 형식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똑같이 
공간 배분합니다. 

일괄 캡처: 보통 클립이 처음에 캡처되었던 데이터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비디오테이플에서 특정 
클립을 찾아서 다시 캡처하기 위해 편집 결정 
목록을 사용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자르기: 표시될 이미지의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면 전환: 인접 비디오 클립 사이의 시각적 연결로, 
단순 “컷” 에서 화려한 동영상 효과에 이릅니다. 
컷, 페이드, 디졸브, 지우기 및 밀기와 같은 일반 
전환은 필름과 비디오의 시각적 언어 부분입니다. 
이들은 시간의 경과와 시점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종종 무의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지 비디오: 비디오에서 추출된 정지 이미지 (또는 
“고정 프레임”). 

주소: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모든 저장 위치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주소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주소 방법으로 각각의 저장 위치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주소는 특정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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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성요소가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소 충돌” 이라고 합니다. 

주파수: 시간 단위당 주기적 프로세스의 반복 수 
(음파나 교차 전압과 같은). 보통, 초당 반복 수 또는 
헤르쯔 (Hz) 로 측정됩니다. 

중복성: 이미지의 이 특성은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 
활용됩니다. 압축 도중 쓸모없는 정보는 
제거되었다가 압축 해제 도중 손실 없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직렬 포트: 직렬 포트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는 한 
번에 1  비트씩 처리됩니다. 즉, “일련으로” 
차례로 처리됩니다. 전송 속도는 병렬 포트의 전송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병렬 포트는 병렬 데이터 
라인을 통해 여러 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렬 포트는 “COMn” 으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여기서, n 은 숫자입니다 (예: 
“COM2”).  병렬 포트 

채널: 파일의 특정 측면을 분리하기 위해 데이터 
파일 내 정보의 분류. 예를 들어, 컬러 이미지는 
이미지의 색상 구성요소를 분류하기 위해 다른 
채널을 사용합니다. 스테레오 오디오 파일은 왼쪽 
및 오른쪽 스피커용 사운드를 식별하기 위한 
채널을 사용합니다. 비디오 파일은 이미지와 
오디오 파일을 위해 사용되는 채널의 결합을 
사용합니다. 

컴포지트 비디오: 컴포지트 비디오는 휘도와 색차 
정보를 하나의 신호로 인코딩합니다.  VHS 와 
8mm 는 컴포지트 비디오를 녹화하고 재생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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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 압축기/압축 해제기의 합축어.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 (팩) 하고 압축을 푸는 (팩 풀기) 
알고리즘. 코덱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크기 변경: 원하는 크기로 이미지의 맞춤. 

클립: Studio에서 비디오 이미지, 트리밍된 비디오 
장면, 이미지, 오디오 파일 및 디스크 메뉴를 
포함하여 영화 창 스토리보드나 타임라인에 놓이는 
매체 유형. 

클립보드: 모든 Windows 프로그램에 의해 
공유되는 임시 저장 영역으로, 자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작업 도중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클립보드에 올려놓는 새 데이터는 
즉시 기존의 데이터를 교체합니다. 

키 색상: 배경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억제된 색상. 한 비디오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 위에 오버레이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 비디오가 키 색상이 어디에 
나타나든 표시될 수 있습니다. 

키 프레임: MPEG 와 같은 어떤 압축 방법에서는 
어떤 프레임 (키 프레임) 의 비디오 데이터는 
완전히 압축된 파일로 저장되지만, 중간 프레임은 
부분적으로만 저장됩니다. 압축 해제 시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프레임은 키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타임코드: 타임코드는 시작점 (보통 샷의 시작) 과 
관련하여 비디오 시퀀스에서 각 프레임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보통 형식은 H:M:S:F (시간, 분, 초, 
프레임입니다 (예: “01:22:13:21”). 테이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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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점에서 “0 (영)” 으로 되거나 재설정될 수 
있는 테이프 카운터와 달리, 타임코드는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된 전자 신호이고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입니다. 

트루 컬러: 이름 자체가 이미지를 충분한 컬러 
해상도로 나타내어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실제로, 트루 컬러는 24 비트 RGB 색상을 
나타내므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기본 색상의 
약 1 천 6 백 7 십만 가지의 결합을 허용합니다. 

 비트, 하이 컬러 

파일 형식: 이미지나 워드 프로세서 문서와 같은 
컴퓨터 파일 내 정보의 조직. 파일 형식은 보통 
파일의 “확장자” (예: doc, avi 또는 wmf)로 
표시됩니다. 

편집 결정 목록 (EDL: Edit decision list): 출력 
테이프, 디스크 또는 파일에 기록될 클립과 효과가 
특정 순서로 나열된 목록. Studio 에서는 영화 
창에서 클립과 효과를 추가, 삭제하고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자 자신만의 편집 결정 
목록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트: 두 장치 사이에 오디오, 비디오, 컨트롤 또는 
그 밖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자 전송점.  직렬 
포트, 병렬 포트 

프레임 속도: 프레임 속도는 1 초에 재생되는 
비디오 시퀀스의 프레임 수를 정의합니다.  NTSC 
비디오의 프레임 속도는 초당 30 프레임입니다. 

 PAL 비디오의 프레임 속도는 초당 25 
프레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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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크기: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시퀀스에 
이미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최  크기. 
시퀀스용으로 의도된 의미지가 프레임 크기보다 클 
경우 프레임 크기에 맞게 이미지는 잘리거나 
확장되어야 합니다. 

프레임: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시퀀스에서 단일 
이미지. 전체 NTSC 또는 PAL 해상도를 사용하는 
경우 한 프레임은 두 개의 인터레이스 방식의 
필드로 구성됩니다.  NTSC, PAL, 필드, 해상도 

픽셀: 모니터 이미지의 가장 작은 요소. Pixel은 
“picture element” 의 축약어입니다. 

필드: 비디오의  프레임은 수평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필드로 나뉩니다. 프레임에서 홀수 
선이 필드 1 이고 짝수 선이 필드 2 입니다. 

필터: 특수 효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도구. 

하드웨어 코덱: 압축된 디지털 비디오 시퀀스를 
작성하고 재생하기 위해 특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압축 방법. 하드웨어 코덱은 소프트웨어에 완전히 
구현된 코덱보다 더 좋은 인코딩 속도와 이미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덱, 소프트웨어 
코덱 

하이 컬러: 이미지의 경우, 이것은 보통 최  65,536 
가지 색을 포함할 수 있는 16 비트 (5-6-5) 데이터 
유형을 의미합니다. TGA 파일 형식이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다른 파일 형식은 
먼저 하이 컬러 이미지를  트루 컬러로 변환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하이 컬러는 보통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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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8 가지 색상을 표시할 수 있는 15 비트 (5-5-5)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말합니다.  비트 

해상도: 수평으로 수직으로 모니터에 표시될 수 
있는 펙셀 수. 해상도가 높을수록 세부 묘사가 더 
많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픽셀 

허프만 코딩: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값은 긴 코드를 
수신하고 자주 일어나는 갑은 짧은 코드를 
수신하는  JPEG 및 다른 데이터 압축 방법에서 
사용되는 기술. 

화면 비율: 이미지 또는 그래픽에서 폭과 높이의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키면 한 값을 변경할 
때 즉시 그 변경이 다른 값에도 반영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전자 카메라에서, 이것은 장면의 
흰색 영역이 색상 캐스트를 표시하지 않도록 세 
가지 색상 채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용 
증폭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휘도: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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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키보드 단축키 
 

이 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각각 해당되는 
화살표(커서) 키를 의미합니다. 

Standard shortcuts 
Ctrl+N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메인 

인터페이스) 또는 타이틀 
Ctrl+O 프로젝트 또는 타이틀 열기 
Ctrl+S 프로젝트 또는 타이틀 저장 
Ctrl+Z 실행 취소 
Ctrl+Y 재실행 
Ctrl+A 모두 선택 
Ctrl+C 클립보드에 복사 
Ctrl+V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Ctrl+X 클립보드에 잘라내기 
Ctrl+B 굵게 전환 
Ctrl+I 기울임꼴 전환 
Ctrl+U 밑줄 전환 
Delete 클립보드에 복사하지 않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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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Studio 인터페이스 
스페이스바 재생 및 정지 
J 뒤로 빨리 이동 (여러 번 누르면 더 

빨리 재생) 
K 정상 속도로 재생 
L 앞으로 빨리 이동 (여러 번 누르면 더 

빨리 재생) 
X 또는 Ctrl+위 1 프레임 앞으로 
Y 또는 Ctrl+아래 1 프레임 뒤로 
A 또는 I 마크 인 
S 또는 O 마크 아웃 
Ctrl+왼쪽 -1 프레임 지점 안쪽 트리밍 
Ctrl+오른쪽 +1 프레임 지점 안쪽 트리밍 
Alt+왼쪽 -1 프레임 지점 바깥쪽 트리밍 
Alt+오른쪽 +1 프레임 지점 바깥쪽 트리밍 
Alt+Ctrl+왼쪽 -1 프레임 반 로 트리밍 (다음 클립도 

트리밍 적용) 
Alt+Ctrl+오른쪽 +1 프레임 반 로 트리밍 
G 마크 인 및 마크 아웃 제거 
D 마크 인으로 이동 (트리밍 도구에서) 
F 마크 아웃으로 이동 (트리밍 도구에서) 
E 또는 Home 시작 지점으로 이동 
R 또는 End 종료 지점으로 이동 
왼쪽 이전 클립 선택 
오른쪽 다음 클립 선택 
삭제 선택한 클립 삭제 
삽입 슬라이더 위치에서 클립 분할 
Ctrl+Delete 클립 삭제… 타임라인 간격 

닫기(비디오 트랙); 타임라인 간격 
남기기(다른 트랙) 

Page up 영화 창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 
Page down 영화 창에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 
숫자 패드 + 타임라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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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패드 - 타임라인 축소 
C 메뉴 챕터 설정 
V 메뉴 챕터 삭제 
M 메뉴로 돌아가기 설정 
Ctrl+Page up 이전 메뉴 챕터로 이동 
Ctrl+Page down 다음 메뉴 챕터로 이동 
Ctrl+E 타임라인 클립 내 모든 효과 복사 
Ctrl+D 타임라인 클립에 효과 붙여넣기 
Ctrl+F 효과 도구 열기 

Motion Titler 
F11 취소(타이틀 기능 나가기) 
F12 확인(타이틀 기능 나가기) 
Alt+(+) 앞으로 가져오기 
Alt+(-) 뒤로 보내기 
Ctrl+(+) 한 레이어 앞으로 
Ctrl+(-) 한 레이어 뒤로 
Ctrl+마침표 글꼴 크게 
Ctrl+쉼표 글꼴 작게 
Ctrl+D 모두 선택 해제 
스페이스바 타임라인 영역 위의 커서 위치에서: 

재생 시작 및 정지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F11 취소(타이틀 기능 나가기) 
F12 확인(타이틀 기능 나가기) 
Alt+(+) 앞으로 가져오기 
Alt+(-) 뒤로 보내기 
Ctrl+(+) 한 레이어 앞으로 
Ctrl+(-) 한 레이어 뒤로 
Ctrl+0 텍스트 자리 맞춤 OFF 
Ctrl+1 텍스트 자리 맞춤: 왼쪽 아래 
Ctrl+2 텍스트 자리 맞춤: 중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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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3 텍스트 자리 맞춤: 오른쪽 아래 
Ctrl+4 텍스트 자리 맞춤: 중간 왼쪽 
Ctrl+5 텍스트 자리 맞춤: 중앙 
Ctrl+6 텍스트 자리 맞춤: 중간 오른쪽 
Ctrl+7 텍스트 자리 맞춤: 왼쪽 위 
Ctrl+8 텍스트 자리 맞춤: 위쪽 중앙 
Ctrl+9 텍스트 자리 맞춤: 오른쪽 위 
Ctrl+K 가로 늘임, 세로 늘임, 기울임 
Ctrl+M 이동, 크기 변경, 회전 
Shift+왼쪽 문자 선택을 왼쪽으로 확  
Shift+오른쪽 문자 선택을 오른쪽으로 확  
Ctrl+왼쪽 현재 편집 모드에 따라 수평 비율 감소 

또는 가로 늘임, 텍스트 선택 
(이동/비율 조정/회전/가로 
늘임/기울임/세로 늘임). 

Ctrl+오른쪽 수평 비율 증가, 가로 늘임, 텍스트 
선택. 

Ctrl+아래 편집 모드에 따라 텍스트 선택에 해 
비율 감소 또는 세로 늘임 

Ctrl+위 텍스트 선택 비율 증가, 세로 늘임. 
Shift+Ctrl+왼쪽 Ctrl+왼쪽과 동일 (크게 이동) 
Shift+Ctrl+오른
쪽 

Ctrl+오른쪽과 동일 (크게 이동) 

Shift+Ctrl+아래 Ctrl+아래와 동일 (크게 이동) 
Shift+Ctrl+위 Ctrl+위와 동일 (크게 이동) 
Alt+왼쪽 텍스트 선택 시: 문자를 왼쪽으로 이동.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커서 지점에서 
선의 끝까지 모든 텍스트 왼쪽으로 
이동. 

Alt+오른쪽 텍스트 선택 시: 문자를 오른쪽으로 
이동.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커서 
지점에서 선의 끝까지 오른쪽으로 모든 
텍스트 이동. 

Shift+Alt+왼쪽 Alt+왼쪽과 동일 (크게 이동) 
Shift+Alt+오른쪽 Alt+오른쪽과 동일 (크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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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 
(비디오 효과 매개 변수의) 

키프레임, 193, 197 

２ 
2D 에디터(비디오 효과), 211 

ㄱ 
가져오기 

개요, 25 
단일 프레임, 29 
디지털 카메라, 62 
로컬 디스크에서, 45 
마크인, 마크아웃, 57 
마크인, 마크아웃 적용 기록, 57 
모든 미디어, 45 
비디오/오디오 기록, 57 
사진, 62 
소스, 45 
수동 제어 기록 작업, 57 
스냅샷, 66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63 
아날로그 비디오 및 오디오, 59 
오디오 및 비디오 레벨, 30 
저작권 보호(DVD, BD), 61 
BD (블루레이 디스크), 61 
DV 또는 HDV 카메라에서, 54 

DVD, 61 
IEEE 1394 (FireWire)에서, 54 

가져오기 마법사 
개요, 26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 28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 32 
모드 패널, 37 
미디어 선택하기, 45 
압축 옵션, 40 
옵션, 28 
장면 감지 옵션, 41 
파일 이름 패널, 43 

가져오기 모드 
소개, 1 

가져오기 할 미디어 선택하기, 
45 

강조 표시 
메뉴 버튼, 304 

개체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287 

개체 섹션(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에서), 318 

개체 순서 변경 
3 차원에서, 288 

고급 내용 
잠금 해제, 13 

고급 내용 및 기능, 16 
고급 버튼, 2 
광 디스크 요약, 403 
광학 디스크. Vedi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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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 상의 이미지, 399 
구성. Vedi 옵션 
그래픽 

편집, 255 
그런지화(오디오 효과), 391 
그룹 

임시,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294 
글꼴, 296 
기간(전환 등), 421 
기술 지원, 456 
깃발 

메뉴 트랙 위에 위치, 274 

ㄴ 
네트워크. Vedi 파일 기반 미디어 
네트워크,. Vedi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노이즈 감소(비디오 효과), 205 
노이즈 감소(오디오 효과), 387 

ㄷ 
다듬기 

정지 이미지, 254 
다듬기 작업 

Ctrl 키 사용, 146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가져오기 마법사), 28 
다음으로 가져오기 

패널(가져오기 마법사), 32 
다중 선택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294 
다중 선택(모션 타이틀 

기능에서), 349 
다중 선택사항 

모션 타이틀 기능, 351 
다중 캡처 파일 

사용, 136 

다중 트랙 편집, 219 
테마 적용, 167 

단추 
마커 삭제, 121 
마커 추가, 121 
재설정(이동 및 확대), 257 
클립 마커, 112 
프로젝트 저장소, 111 

단추 섹션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 302 

답변 ID(기술 지원), 458 
대화 상자 

영화 제작 옵션, 419 
옵션, 419 
주 옵션, 419 

도구 
고급, 219 
디스크 메뉴, 128, 281 
배경 음악, 362 
볼륨 및 밸런스, 130, 370, 377 
비디오 효과, 129, 187 
오디오 효과, 131, 385 
음성 해설, 130, 364 
이동 및 확대, 255 
자동 배경 음악, 131 
자막, 127, 395 
크로마키, 229 
클립 속성, 127, 129, 148, 275, 

368 
테마 편집기, 127, 170, 180, 181 
프레임 캡처, 128 
픽처 인 픽처, 223 
CD 오디오, 130, 361 
PIP 및 크로마키, 128 
SmartMovie, 128, 162 

도구상자, 111, 124 
비디오, 127 
오디오, 129 

도움말 버튼, 2 
동기화 (비디오와 오디오) 

무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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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만들기 
부분, 398 

동작 흐리게（비디오 효과）, 
212 

드래그 앤 드롭 
메뉴 링크 설정, 281 
앨범에서, 134, 239 
편집, 134 

드롭 영역 
음소거하기, 183 
정리하기, 182 
하위 클립 할당하기, 183 
효과 추가하기, 185 

드림 조명(비디오 효과), 204 
디스크 

미리보기, 271 
영화 저장, 398 
제작하기, 1, 101, 251, 267, 302, 

370 
하드 드라이브 상의 이미지, 399 

디스크 메뉴, 265 
링크 편집, 275 
메뉴 vs 제목, 269 
모션 배경, 301 
모션 섬네일 옵션, 279 
버튼 캡션, 270 
샘플 영화 레이아웃, 266 
생성, 283 
설명, 265 
섹션 (앨범), 269 
섹션 (앨범에서), 101 
얻기, 102 
이름과 길이, 275 
자동 링크 생성, 271 
재생 중 루프, 266 
제공, 269 
조각 그림 설정, 279 
챕터 편집, 279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열기, 

276 
타임라인 위에 위치, 270 

타임라인에서 편집, 273 
편집, 283 
편집 중 링크 번호, 277 
VCD, S-VCD 한계, 270 

디스크 메뉴 도구, 128, 281 
디스크 챕터 명령, 270 
디스크에 저장, 398 
디졸브 (장면 전환), 242 
디지털 사진 카메라(가져오기), 

62 

ㄹ 
레벨 조정 기능(오디오 효과), 

391 
레벨, 오디오와 비디오 

아날로그 가져오기에서, 30 
레이어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288 
레터박스, 138 
렌더링, 397 
렌즈 플레어(비디오 효과), 211 
로컬 디스크(가져오기), 45 
롱 샷 (비디오그래피 정보), 479 
루마키(비디오 효과), 211 
리플 장면 전환, 246, 253, 268 
링크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정, 281 
디스크 메뉴 도구에서, 279 
디스크 메뉴에서, 265 
메뉴로 복귀, 275 
삭제, 275 
생성, 274 
위치 새로 지정, 275 
자동 생성, 271 
조정, 274 
편집, 275 
편집 동안 번호 표시, 277 



516 Pinnacle Studio  

ㅁ 
마법사 

가져오기, 26 
마이크 

연결, 366 
마커. Vedi 클립 마커 

마커 사이에서 만들기, 398 
마커 사이에서 만들기, 398 
마크인, 마크아웃 

기록 작업, 57 
마크인, 마크아웃(가져오기), 57 
메뉴 링크. Vedi 링크 
메뉴 링크로 복귀, 275 
메뉴 명령, xx 
메뉴 및 자막 편집기, 307 
메뉴 버튼 

강조 표시, 304 
메뉴 버튼 편집, 128 
메뉴 설정, 4 
메뉴 트랙, 273 

깃발, 273 
편집, 274 

메뉴 편집기. Vedi 제목 편집기 
메뉴, 디스크. Vedi 디스크 메뉴 
메뉴와 자막 편집기, 283 
메모리 카드,. Vedi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면도칼 버튼, 113 
모니터 

듀얼, 423 
모드 

설정, 2 
소개, 1 
영화 제작, 395 
편집, 4 

모드 패널(가져오기 마법사), 37 
모션 타이틀 기능 

다중 선택, 349, 351 

닫기, 311 
레이어 그룹, 349 
레이어 목록, 342 
배경 패널, 332 
실행하기, 310 
타이틀 만들기 및 편집, 329 
텍스트 작업, 337 
파일 작업, 312 
편집 창, 333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 313 
개체 섹션, 318 
모션 섹션, 326 
비디오 섹션, 315 
사진 섹션, 317 
타이틀에 자원 추가하기, 314 
Look 섹션, 319 

몽타주. Vedi 테마 
문제 해결, 455 
문제와 해결 방법, 455 
물방울(비디오 효과), 213 
뮤직 비디오. Vedi SmartMovie 
미디어 

가져오기 선택하기, 45 
미디어를 저장소에 추가하기, 

107 
미디어를 저장소에서 제거하기, 

108 
미리보기 

디스크, 271 
메뉴, 6 
비디오 효과, 200 
장면 전환, 97, 244 
Hollywood FX, 245 

미리보기 창, 5, 7, 146 

ㅂ 
반전, 214 
배경 

모션 타이틀 기능에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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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타이틀 편집기에서, 300 
배경 렌더링, 137 
배경 섹션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에서, 
300 

배경 음악, 115, 117 
도구, 131, 362 
포맷, 359 
CD, 361 
ScoreFitter, 362 

백그라운드 랜더링 
동영상 메뉴 조각그림, 279 
비디오 효과, 200 
활성화 및 비활성화, 245 
Hollywood FX, 245 

밸런스 
타임라인 위에서 조정, 375 

밸런스 및 볼륨, 130, 370 
버튼 

강조 표시, 304 
도구 선택 기능, 125 
도구상자, 124 
메뉴 편집, 128 
면도칼, 152 
모드, 2 
보기 선택, 111 
오디오 스크러빙, 113 
작업 취소, 다시 적용, 도움말, 

지원, 활성화, 2 
재생, 9 
챕터. Vedi 디스크 메뉴 
클립, 111 
클립 분할, 111, 152, 156 
클립 삭제, 114 
클립 속성, 120 
클립/장면 분할, 113 
트랙 잠그기, 153 
DVD 토글, 6 

버튼 지원, 2 
변환 효과 

화면 쓸기, 슬라이드, 화면 
밀어내기, 242 

보기, 영화 창 
스토리보드, 116 
타임라인, 116, 117 
텍스트, 116, 124 

볼륨 
믹싱, 370, 377 
음성 해설 레벨, 366 
타임라인 위에서 조정, 373 
페이드, 기본 기간, 421 

볼륨 및 밸런스 도구, 130, 370, 
377 

부드럽게(비디오 효과), 210 
분할 편집 

소개, 157 
A/B, 222 

블루레이 
동영상 출력, 400 

블루레이 디스크(가져오기), 61 
비디오 

설정(파일 출력용), 437 
섹션(앨범에서), 79 
숨기기, 120 
아날로그 가져오기 옵션, 30 
앨범 인터페이스 기능, 81 
챕터. Vedi 캡처 
출력 하드웨어, xviii 
파일 열기, 83 
폴더, 83 
프레임 포맷. Vedi 화면 비율 
화면 비율. Vedi 화면 비율 

비디오 도구상자, 127 
비디오 레벨 

아날로그 가져오기에서, 30 
비디오 모니터 

동시 출력, 414 
비디오 미리보기 

옵션, 423 
외부, 423 
전체 화면,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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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옵션 패널), 423 

비디오 섹션 
보기, 91 

비디오 섹션(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에서), 315 

비디오 압축, 437 
비디오 장면 

결합 및 분할, 92 
길이 표시, 90 
다시 감지, 95 
보기, 87 
분할, 113 
사용 중 표시, 81, 141 
선택, 89 
설명, 91 
순서, 79 
앨범 내에서 찾기, 82 
영화에 추가, 133, 134 
조각 그림 프레임, 86 
주변에 위치, 141 

비디오 장면 카탈로그, 268 
비디오 클립, 117 

결합, 152 
분할, 151 
앨범 장면 찾기, 141 
오디오 부분만 사용, 135 
오디오와 동기화, 153 
이름 바꾸기, 148 
인터페이스 기능, 140 
장면 전환에 의해 축소, 240 
재생 속도 변경, 207 
타임라인에서 클립 트리밍, 143 
트리밍, 142 
트리밍 작업 취소, 151 
트리밍을 위한 유용한 정보, 147 
편집, 133 
효과 적용, 187 

비디오 트랙, 119, 153 
오디오 트랙과 연결, 155 
정지 이미지, 251 

비디오 형식, 137 
비디오 효과, 187 

2D 에디터, 211 
그런지화, 391 
기본, 201 
노이즈 감소, 205 
도구, 187 
동작 흐리게, 212 
드림 조명, 204 
렌즈 플레어, 211 
루마키, 211 
매개 변수 변경, 191 
물방울, 213 
반전, 214 
복사 및 붙여넣기, 188 
부드럽게, 210 
사전 설정, 192 
사전 설정 및 랜더링, 200 
색상 보정, 214 
세피아, 216 
속도, 207 
스테인드 글라스, 210 
아이콘, 141 
안정화, 206 
엠보싱, 208 
오래된 필름, 209 
이동 및 확대, 261 
자동 색상 보정, 204 
잠금 해제, 190 
조명, 215 
지우기 효과, 203 
지진, 211 
추가, 202 
추가 및 삭제, 189 
컬러 맵, 214 
크로마키, 234 
키프레임, 193, 197 
테마 클립에 적용, 176 
파동, 213 
포스터라이즈, 215 
표준, 203 
픽처 인 픽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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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212 
회전, 205 
효과 목록, 189 
흐리게, 208 
흑백, 213 
RGB 색상 밸런스, 216 
Ultimate RTFX, 207 

비디오 효과에 대한 매개변수 
편집, 191 

비디오/오디오 기록(가져오기), 
57 

비디오그래피, 477 
비디오테이프 

출력, 414 

ㅅ 
사운드 파일, 103 
사운드 효과 

얻기, 103 
사진 

이동 및 확대, 256 
적목 감소, 257 
편집, 255 
회전, 256 

사진 및 기타 이미지 편집, 255 
사진 섹션(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에서), 317 
사진 카메라. Vedi 카메라, 

디지털 
사진, 디지털(가져오기), 62 
삽입 편집, 155 

방법, 155 
소개, 155 
오디오, 157 
A/B, 221 

색상 
선택, 237 

색상 보정(비디오 효과), 214 
색상 효과 

화이트 밸런스, 216 
서라운드 사운드, 377 
설정. Vedi 옵션 
설정 옵션, 419 
세피아(비디오 효과), 216 
소스 (가져오기용), 45 
속도（비디오 효과）, 207 
수동 제어 기록 작업(가져오기), 

57 
스냅샷, 29 
스냅샷(가져오기), 66 
스캔, 프로그레시브 및 

인터레이스 방식, 431 
스테레오 

타임라인 위에서 조정, 375 
스테레오 범위(오디오 효과), 

393 
스테인드 글라스(비디오 효과), 

210 
스토리보드 보기, 116 
스톱 모션, 29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63 
슬라이더, 11 
슬라이드 (장면 전환), 242 
슬라이드쇼, 246, 253, 268 
슬로우 모션, 207 
시간 단위, 117 
실행 취소 버튼, 2 

ㅆ 
쓸기 (장면 전환), 242 

ㅇ 
아날로그 

가져오기 도중 레벨, 30 
출력,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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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비디오 및 
오디오(가져오기), 59 

안정화(비디오 효과), 206 
압축 

비디오, 437 
오디오, 438 
옵션(가져오기), 40 

애니메이션, 452, Vedi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29 
테마 적용, 167 

애니메이션 적용 이동 및 확대, 
258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63 
앨범 

개요, 71 
드래그 앤 드롭 편집, 134 
디스크 메뉴 섹션, 101, 269 
메뉴 사용, 82 
모션 타이틀 기능. Vedi 모션 

타이틀 기능 앨범 
미리보기, 5, 76 
비디오 섹션, 79 
비디오 장면 선택, 89 
비디오 장면 섹션, 133 
소스 폴더, 77 
음악 섹션, 104 
음향 효과 섹션, 103 
이미지 섹션, 252 
인터페이스 기능, 81 
자막 섹션, 98 
장면 전환 섹션, 95, 239 
정지 이미지 섹션, 100 
즐겨찾기 폴더, 75, 83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Vedi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 
클립보드 작업, 135 
테마 섹션, 97, 168, 169, 171 
폴더, 75, 83 
프로젝트 저장소, 105 
화면 비율, 138 

앨범 내에서 장면 찾기 명령, 82 
앨범 메뉴 

설명 보기, 91 
섬네일 보기, 91 
세부사항 보기, 90 
아이콘 보기, 90 
이름별 선택, 92 
장면 감지 명령, 95 
장면 결합, 93 
장면 분할, 93 
조각 그림 설정, 86 
프로젝트에서 장면 찾기, 82, 141 

앨범, 모션 타이틀 기능, 313 
얻기 

디스크 메뉴, 102 
사운드 효과, 103 
전환, 96 

엠보싱(비디오 효과), 208 
연속성 (비디오그래피 정보), 

482 
영화 

미리보기, 5 
영화 제작, 395 
영화 제작 모드, 395 

소개, 2 
영화 창, 111 

드래그 앤 드롭 편집, 134 
보기, 116 
상태 메시지 영역, 111 
앨범 내에서 장면 찾기, 141 
앨범 내에서 찾기, 82 
위치 설정, 115 
인터페이스 기능, 140 
클립보드 작업, 135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143 

오디오 
동기화, 117, 245, 358 
배경 음악, 359 
볼륨 및 믹싱, 370, 377 
비디오 없이 사용, 135 
비디오와 동기화,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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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355 
사운드 효과, 359, 393 
삽입 편집, 157 
설정(파일 출력용), 438 
스크러빙, 113 
아날로그 가져오기 옵션, 30 
오버레이, 220, 377 
오버레이, 원본, 358 
원본, 358 
음성 해설, 359 
음소거, 120 
장면 전환, 245 
전환, 376 
타임라인 위에서 조정, 373 
타임라인 위의 트랙, 358 
Studio 에서 사용, 356 

오디오 도구상자, 129 
오디오 레벨 

아날로그 가져오기에서, 30 
오디오 스크러빙, 113 
오디오 스크러빙 버튼, 113 
오디오 압축, 438 
오디오 클립, 117 

인터페이스 세부 사항, 371 
트리밍, 367, 368 

오디오 트랙, 360 
비디오 트랙과 연결, 155 

오디오 트랙 음소거, 120 
오디오 효과, 385 

노이즈 감소, 387 
도구, 385 
레벨 조정 기능, 391 
복사 및 붙여넣기, 386 
스테레오 에코, 392 
아이콘, 385 
이퀄라이저, 390 
잔향, 392 
잠금 해제, 190 
채널 도구, 389 
코러스, 389 
테마 클립에 적용, 176 

표준 대 Ultimate, 386 
DeEsser, 389 
Studio Ultimate 에서, 388 

오래된 필름(비디오 효과), 209 
오버레이 이미지 

설명, 253 
오버레이 트랙, 219 

소개, 219 
열기, 219 
오디오, 358 
오디오, 원본, 220 
정지 이미지, 252 
표시하기, 숨기기, 220 
항상 표시 옵션, 220 

오버레이 효과, 219 
옵션, 419 

가져오기, 28 
데이터 속도와 품질, 438 
디스크 제작, 429 
모든 코덱 나열, 437 
비디오 미리보기, 423 
비디오 및 오디오 기본 설정, 423 
비디오 압축, 437 
비디오 포함, 437 
설정, 3 
압축(가져오기), 40 
영화 제작, 419 
오디오 파일 제작, 435 
오디오 포함, 439 
장면 감지, 41 
조직, 419 
주 대화 상자, 419 
테이프 만들기, 445 
파일 출력용 비디오, 437 
파일 출력용 오디오, 438 
프레임 레이트, 438 
프로젝트 기본 설정, 420 
AVI 파일 제작, 435 
MPEG 파일 제작, 435 
Real Media 파일 만들기, 440 
VGA 화면에 출력,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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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edia 파일 만들기, 
443 

요구 사양, 장치, xvi 
용어 설명, 489 
원근법 

가변, 479 
원본 사운드 

유지 (비디오그래피 정보), 485 
원본 오디오 

비디오와 동기화, 153 
속성, 368 

웹 
영화 저장, 415 

웹에 출력, 415 
음성 해설, 117 

녹음, 364 
녹음 품질 옵션, 366 
볼륨, 366 
속성, 368 

음성 해설 녹음, 364 
품질, 366 

음성 해설 도구, 130, 364 
음악, 355, Vedi 배경 음악 

선택 (비디오그래피 정보), 486 
섹션(앨범), 104 
폴더, 104 

음향 효과, 117, 355 
섹션 (앨범), 103 
속성, 368 

이동 및 확대 
도구, 255 
복잡한 애니메이션, 259 
비디오 효과, 261 
사진, 256 
애니메이션 적용, 258 

이름 
클립 - 바꾸기, 149 
텍스트 및 스토리보드 보기에서, 

149 
이미지. Vedi 정지 이미지 

이전 버전에서 컨텐트 가져오기, 
16 

이퀄라이저(오디오 효과), 390 
인터넷 

영화 저장, 415 

ㅈ 
자동 색상 보정(비디오 효과), 

204 
자동 장면 감지. Vedi 장면 감지 
자막 

롤, 286 
색상 (비디오그래피 정보), 486 
생성, 283, 307 
선택 (비디오그래피 정보), 486 
섹션 (앨범), 98 
크롤, 286 
편집, 283, 307 
폴더, 100 

자막 도구, 127 
자막 및 오버레이 트랙 

정지 이미지, 252 
자막 트랙 

잠금 설정, 154 
잔향(오디오 효과), 392 
잠금 설정된 컨텐트 

활성화하기, 13 
잠금 해제 

플러그-인 효과, 202 
플러그인 효과, 190 

장면. Vedi 비디오 장면 
장면 (비디오그래피 정보), 483 
장면 감지, 41, 86 

메뉴 명령, 95 
장면 삭제, 114 
장면 전환 

3D, 243 
그룹, 96 
기본 기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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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설정, 248 
디졸브, 242 
리플 장면 전환, 246, 253, 268 
미리보기, 97, 244, 249 
미리보기 반복, 249 
반대 방향, 248 
비디오그래피 정보, 480 
선택 기준, 241 
설명, 239 
섹션 (앨범), 95 
영화에 추가, 239 
오디오에서, 245 
유형, 241 
유형 표시, 96 
이름 지정, 248 
커트, 241 
클립 길이 위의 효과, 240 
타임라인에서, 239 
테마 클립에서, 176 
트리밍, 247 
페이드, 242 
표준(2D), 241 
Alpha Magic, 241 
Hollywood FX, 241, 243 

장치 요구 사양, xvi 
재생 속도 

변경, 207 
재생 제어 

고속 전진/후진, 10 
반복, 10 
처음 부분으로 이동, 10 

재생 컨트롤, 5 
재생/일시정지, 10 
조그 버튼, 10 
표준, 6, 9 
DVD, 6, 12, 268 

재실행 버튼, 2 
저장소, 프로젝트, 105 
적목 감소 

설명, 257 
제거, 258 

전체 화면 이미지 
설명, 252 

전환 
얻기, 96 
오디오 트랙에서, 376 

정지 이미지 
기본 기간, 421 
다듬기, 254 
생성, 252 
설명, 251 
섹션 (앨범), 100 
오버레이, 253 
유형, 251 
전체 화면, 252 
전체 화면 - 오버레이, 251 
트리밍 및 편집, 254 
편집, 255 
폴더, 100 
회전, 256 

정지 카메라. Vedi 카메라, 
디지털 

제어 기능 
클립 마커, 112 

제품 이름, xix 
조각 그림 메뉴 설정 명령, 86 
조각 그림 프레임 

동영상 적용, 메뉴에서, 279 
디스크 메뉴에서 설정, 279 
앨범에서, 86 

조그 버튼, 10 
조명, 215 
지식 데이터베이스, 456 
지진（비디오 효과）, 211 

ㅊ 
채널 도구(오디오 효과), 389 
챕터 

메뉴 트랙, 273 
챕터 링크. Vedi 링크 



524 Pinnacle Studio  

축약어, xviii 
출력 

3GP 파일, 406 
광 디스크, 398 
매체 유형, 395 
비디오 테이프, 414 
오디오 전용, 406 
웹에 출력, 415 
테이프, 413 
파일, 404 
플래시 비디오 파일로, 408 
AVI 파일, 407 
DivX 파일, 408 
iPod 호환 파일로, 409 
MOV 파일로, 409 
MPEG 파일, 410 
Real Media 파일, 411 
Sony PSP 호환 파일로, 412 
Windows Media, 412 

ㅋ 
카드, 메모리. Vedi 메모리 카드 
카메라 

아날로그(가져오기), 59 
DV, HDV (가져오기), 54 

카운터, 11 
캠코더 제어 기능, 263 
캡처. Vedi 가져오기 

개요, 25 
다중 파일로, 136 
오디오 및 비디오 레벨, 30 
장면 감지, 41 
하드 드라이브 준비, 449 

캡처 모드 
소개, 1 

캡처한 비디오. Vedi 비디오 
커트 (장면 전환), 241 
컨텐트 

가져오기, 16 
컬러 맵(비디오 효과), 214 

컷 
공식, 485 
대리, 484 
대조, 484 
병렬, 484 
연상, 484 
원인과 결과, 484 
템포 (비디오그래피 정보), 482 

코러스(오디오 효과), 389 
크로마키 

도구, 229 
배경천, 237 
비디오 효과, 234 
유용한 정보, 235 

크로스 페이드 
오디오에서, 245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283 
고급 텍스트 편집, 290 
다중 선택, 294 
실행하기, 284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개체, 287 
레이어 순서 변경, 288 
텍스트, 289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앨범, 297 
그림 섹션, 302 
단추 섹션, 302 
배경 섹션, 300 
Look 브라우저, 297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제어 기능 
개체 도구 상자, 287 
개체 레이아웃 단추, 292 
모드 선택 단추, 290 
선택 도구, 287 
클립보드와 삭제 단추, 294 
타이틀 유형 단추, 286 
텍스트 스타일, 295 

클로즈업, 479 
클립 

결합, 152 
분할, 113, 151 
비디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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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14 
이름 바꾸기, 148 
타임라인에서 트리밍, 143 
테마, 169, 172, 174 
트리밍을 위한 유용한 정보, 147 

클립 결합 메뉴 명령, 152 
클립 마커, 121 

제어 기능, 122 
추가, 삭제, 이름 지정하기, 121 

클립 보드 
앨범과 영화 윈도우에서, 135 

클립 분할, 151 
복원, 152 

클립 분할 메뉴 명령, 152 
클립 삭제, 114 
클립 삭제 버튼, 114 
클립 속성 

길이, 255 
이름, 255 

클립 속성 도구, 120, 127, 129 
디스크 메뉴에 대해, 275 
오디오 클립에 대해, 368 
장면 전환, 248 
정지 이미지에 대해, 254 
트리밍, 148, 248 

클립/장면 분할 버튼, 113, 152 
삽입 편집에서, 156 

키보드 표기법, xx 
키프레임 사용(선택 상자), 197 

ㅌ 
타이틀 

모션, 307 
클래식, 283 

타이틀 편집기 
소개, 126 

타이틀 편집기, 모션. Vedi 모션 
타이틀 기능 

타이틀 편집기, 클래식. Vedi 
클래식 타이틀 편집기 

타임라인 
디스크 메뉴 위치, 270 
디스크 메뉴 편집, 273 
볼륨 조정, 373 
오디오 트랙, 358 
오버레이 비디오, 219 
클립 트리밍, 143 
트랙, 117 
트랙 잠그기, 153 

타임라인 보기, 116, 117 
고급 편집 작업, 153 
삽입 편집, 155 
클립 분할, 152 

테마 
동영상에 추가하기, 169 
드롭 영역, 182 
배경, 171 
분석, 177 
사용자 지정하기, 168 
섹션(앨범), 97, 169, 171 
소개, 167 
얻기, 98 
클립. Vedi 테마 클립 
템플릿, 167, 169, 171, 177, 181 
하위 클립, 182 

테마 분석, 177 
테마 클립 

다듬기와 편집, 174 
삽입 vs. 바꾸기, 173 
생성, 172 
장면전환과 효과, 176 
트랙 선택, 172 

테마 편집 명령, 170 
테마 편집기 

미니 앨범, 171 
테마 편집기 도구, 127, 180 
테이프 

영화 저장,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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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저장, 413 
텍스트 보기, 116, 124, 149 
텍스트 편집 

고급, 290 
템플릿. Vedi 테마 
트랙 

메뉴, 273 
배경 음악, 359 
비디오, 119, 153 
사운드 효과와 음성 해설, 359 
오디오, 358, 360 
오디오와 연결된 비디오, 155 
오버레이, 219 
원본 오디오, 358 
음소거 및 숨기기, 120 
자막, 75, 154 
잠금, 119 
잠금 설정 시 표시, 154 

트랙 잠금, 119 
트랙 잠금 버튼, 153 
트랙 잠금 설정 

표시, 154 
트리밍 

비디오 클립, 142 
설명, 142 
소개, 133 
오디오 클립, 367, 368 
유용한 정보, 147 
작업 취소, 151 
장면 전환, 247 
정지 이미지, 254 
타임라인에서, 143 

트리밍 슬라이더, 120 

ㅍ 
파동(비디오 효과), 213 
파일 

영화 저장, 404 
파일 유형 

3GP, 406 
음악, 104 
음향, 103 
이미지, 100 
플래시 비디오, 408 
AVI, 103, 407 
DivX, 408 
iPod 호환, 409 
MP3, 103 
Real Media, 411 
Sony PSP 호환, 412 
Windows Media, 412 

파일 이름 
프로젝트, 111 

파일 이름 패널(가져오기 
마법사), 43 

파일로 저장, 404 
3GP, 406 
사운드 트랙, 406 
오디오 전용, 406 
플래시 비디오, 408 
AVI, 407 
DixX, 408 
MOV, 409 
MPEG, 410 
Real Media, 411 
Windows Media, 412 

파일에 저장 
iPod 호환, 409 
Sony PSP 호환, 412 

파일유형 
MOV, 409 
MP2, 406 
MP3, 406 
MPEG, 410 
WAV, 406 

패스포트, 15 
팬 앤 스캔, 138 
페이드 

기본 기간, 421 
타임라인 위에서 밸런스 조정, 

375 
페이드 (장면 전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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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79 
고급, 119 
디스크 메뉴, 273 
분할, 157 
비디오 클립, 133 
삽입, 155 
정지 이미지, 254 

편집 기능 
A/B, 221 

편집 모드 
소개, 1 
인터페이스, 4 

편집 선 
클립 삽입 위치, 135 

편집 창(모션 타이틀 기능), 333 
편집기, 메뉴와 자막, 283, 307 
포스터라이즈(비디오 효과), 215 
폴더 

소스, 77 
앨범, 75 
음악, 104 
자막, 100 
정지 이미지, 100 
즐겨찾기, 75, 83 

표기법, xviii 
프레임 캡처 

도구, 128, 252 
도구, 설명, 263 

프레임 캡처 기능, 262 
프레임 캡처 도구 

설명, 263 
프레임 포맷. Vedi 화면 비율 
프로그레시브 인코딩(고급 출력 

설정), 431 
프로젝트. Vedi 영화 

보관 및 복원하기, 17 
보관하기, 18 
복원하기, 21 

프로젝트 기본 설정(옵션 패널), 
420 

프로젝트 보관 및 복원하기, 17 
프로젝트 보관하기, 18 
프로젝트 복원하기, 21 
프로젝트 비디오 형식, 137 
프로젝트 저장소 

단추, 111 
미디어 제거하기, 108 
미디어 추가하기, 107 
사용하기, 105 

프로젝트에서 장면 찾기 명령, 
82 

플러그-인 효과 
잠금 해제, 202 

플러그인 효과 
잠금 해제, 190 

플러그인 효과에 대한 매개변수 
사전 설정, 192 

플레이어 
소개, 5 
슬라이더, 11 
장면 전환 미리보기, 97, 244 
타임라인 트리밍 동안, 143 

플레이어 컨트롤 
DVD, 271 

픽처 인 픽처 
도구, 223 
비디오 효과, 227 

ㅎ 
하드 드라이브 

비디오 캡처 준비, 449 
하위 클립 

동영상 창으로 내보내기, 182 
드롭 영역에 정렬하기, 183 
음소거, 183 
효과 추가하기, 185 

화면 밀어내기 (장면 전환), 242 
화면 비율 (프레임 포맷), 86 

혼합,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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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216 
확대(비디오 효과), 212 
활성화 

설명, 15 
회전(비디오 효과), 205 
효과 

복사 및 붙여넣기, 188 
비디오. Vedi 비디오 효과 
오디오. Vedi 오디오 효과 

효과 매개변수 
재설정, 193 

효과 복사 및 붙여넣기 
복사 및 붙여넣기, 188 

효과 사전 설정, 192 
효과 아이콘 

비디오, 141 
오디오, 385 

휴지통 버튼, 114 
흐리게(비디오 효과), 208 
흑백(비디오 효과), 213 

Ａ 
A/B 편집 기능, 221 
Alpha Magic 장면 전환, 241 
AVCHD, xix 

영화 출력, 400 
AVI 파일, 103 

Ｂ 
BD (가져오기), 61 

Ｃ 
CD 오디오 도구, 130, 361 
CD 오디오 클립 

속성, 369 

Ｄ 
DeEsser（오디오 효과）, 389 
DirectX, xvi 
DV, xix 

출력, 413 
DV/HDV 카메라(가져오기), 54 
DVD 

메뉴, 101, Vedi 디스크 메뉴 
미리보기, 271 
영화 출력, 400 
재생 컨트롤, 6, 12, 268 
플레이어 컨트롤, 271 
하드 드라이브 상의 이미지, 399 

DVD (가져오기), 61 
DVD, BD 가져오기에서 저작권 

보호, 61 

Ｆ 
File types 

WAV, 103 

Ｇ 
GOP 

닫힘, 497 
크기, 491 

Ｈ 
HD, 492 
HD DVD 

영화 출력, 400 
HDV, xix, 492 
HDV 카메라(가져오기), 54 
Hollywood FX 

미리보기, 245 
백그라운드 랜더링, 245 
장면 전환, 241, 243 
편집, 24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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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IEEE 1394 (FireWire) 

장치 (가져오기), 54 
IEEE-1394, xix 

케이블, 413 

Ｊ 
J 삽입 

설명, 160 
정의, 157 
A/B, 222 

Ｋ 
Ken Burns, 256 

Ｌ 
L 삽입 

설명, 158 
정의, 157 
A/B, 222 

Ｍ 
Media Player, 412 
MMC. Vedi 파일 기반 미디어 
MP2 파일, 406 
MP3 파일, 103, 406 
MPEG 

출력을 위한 렌더링, 397 

Ｒ 
Real Media 

파일, 411 
RealNetworks® RealPlayer®, 411 

RealNetworks® RealPlayer® 
파일 보기, 405 

RGB 색상 밸런스(비디오 효과), 
216 

Ｓ 
ScoreFitter 

클립 길이, 367 
클립 속성, 369 

SCSI, xvii 
SD 카드,. Vedi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Stereo 스테레오 에코(오디오 

효과), 392 
Studio 가져오기 마법사, 26 
Studio Ultimate 

비디오 효과, 207 
오디오 효과, 386, 388 
키프레임, 193, 197 

S-VCD 
메뉴, 101, Vedi 디스크 메뉴 
영화 출력, 399 

Ｔ 
TV 수상기 

동시 출력, 414 

Ｕ 
UDMA, xvii 
Ultimate 오디오 효과 팩, 388 
Ultimate RTFX 비디오 효과 팩, 

207 
USB 메모리,. Vedi 파일 기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Ｖ 
VCD 

메뉴, 101, Vedi 디스크 메뉴 
영화 출력,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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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A 
영화 출력, 448 

Video track, 135 

Ｗ 
WAV 파일, 103, 406 
Windows Media 

파일, 412 

Player, 412 
Windows Media Player 

파일 보기, 405 

Ｙ 
Yahoo! 비디오, 415 
YouTube,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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