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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NLE가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NLE를 접해 본 경험으로 볼 때 ‘다 좋다’라고 말한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NLE도 저마다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다.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NLE도 저마다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흔히들 상대방 의견이
다르면 틀렸다고 한다.
생각이나 일 경우도 얼굴이 다르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NLE도 자기의 업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의 사용하는 NLE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12월 27일 (Ver.5.0)

2009년 6월 27일 수정(Ve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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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US 5.1

2008년 8월7일 에디우스 Version 5가 출시 되었고 2009년 5.1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Thomson Grass Valley에서 에디우스는 “어떤 포맷이든 다 받아들이고” 
- “어떤 포맷으로도 다 내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 

NLE중에서 가장 다양한 입출력이 가능한 편집 소프트웨어인 것은 사실이다.
SD와 HD 또는 해상도와 비트 레이트가 다른 영상도 혼합 편집이 가능하다SD와 HD 또는 해상도와 비트 레이트가 다른 영상도 혼합 편집이 가능하다.

지원 포맷은 Infinity JPEG 2000, Panasonic의 DVCPRO 50, DVCPRO HD
P2, VariCam, AVC-Intra, Sony의 XDCAM, XDCAM-HD(35MB), XDCAM-HD(50MB)
XDCAM-EX, JVC ProHD, Ikegami GFCAM, AVCHD,HDV 등을 지원한다.

Procoder Express기능을 NLE에 도입 확장해 다양한 출력이 가능하다.
AVCHD(H.264), iPhone 포맷 변환을 지원하고 HDV Speed Encoder통합으로
MPEG 변환 시간을 단축했다.

버전부터 i l f 기능 등을 완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5.1버전부터 ‘partial conform ‘기능 등을 보완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NBC에서 필드 에디팅 랩탑(Field editing Laptops)으로 사용하고 그 밖에
영국 Reuters,이태리 RAI, 포르투갈 RTP, 두바이 Al Dhafra 등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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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향상된 주요 기능

● XDCAM, P2, GF, Infinity Partial Download 기능을 추가했다.

● Reel name Setting for Capture
캡처할 때 테이프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 BD/DVD exportp
Disc burner 메뉴를 통해 블루레이 쓰기를 할 수 있다.
타임라인에서 바로 블루레이, DVD 작성을 할 수 있다.
16:9, 4:3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다.

● Clip Marker 
Marker Palette에서 캡처 시 클립 마커 정보 표시할 수 있다.
IN-OUT 영역을 마커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집 시 클립 마커의 오버레이 표시를 할 수 있다.

● Multicam Mode 
멀티캠 모드에서 테이프 이름과 클립을 자동 배치할 수 있다.
테이프 이름마다 동일한 라인에, 타임코드, 촬영 일시에 따라 타임라인
시간 축을 맞춰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Audio normalize
다수의 클립이나 여러 트랙의 오디오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 Clip Speed
클립의 속도 변경 시 타임라인상에서 길이를 고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 Firecoder Blu support
블루레이 디스크로 고속의 파일 쓰기가 가능한 Firecoder Blu H/W를
사용할 수 있다.

● 입력 파일 형식 추가 지원● 입력 파일 형식 추가 지원
MPEG 4, 3GPP(3gp, 3g2, amc) 포맷 지원

● 출력 파일 형식 추가 지원
MPEG Elementary Stream 포맷 지원
5.01에서는 입력만 가능했으나 출력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 입력 프로젝트 형식 추가 지원
Final Cut Pro XML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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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Project Setting에 추가Project Setting에 추가

Profile 관리에 ‘Read only’가
추가되었다.
메뉴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난다.

‘Recent Project’ 항목에 Project를 삭제하려면 이전 버전에서는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Delete버튼을 클릭했으나 ‘Clear history’버튼을 추가해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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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Render format에서 Detail버튼을 클릭해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 있다.

Detail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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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 l N S i

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Capture Reel Name Setting

캡처를 할 때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FCP XML

Final Cut pro에서 작업한 프로젝트 XML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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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Bin에서 Column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난다.
메뉴에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추가된다.
5.1버전에 Video Stream type, Audio stream type, Container, Gain등이 추가 되었다.

추가된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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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Bin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Bin Search 항목에도
Video Stream type, Audio stream type, Container, Gain등이 추가 되었다.

Video Stream type, Audio stream type, Container,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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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Clip Color와 Aspect ratio

Clip Color와 Aspect ratio 항목에 풀 다운 메뉴가 추가 되었다.
클립에 색을 표시할 수 있고 클립의 화면 비율을 바꿀 수 있다.

Clip Color와 Aspe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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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Clip Properties창에 Container 항목과 Reel No항목이
추가되었다.

Clip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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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XDCAM Source Settings

에디우스 프로젝트 폴더에 미디어 다운로드 옵션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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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Partial Download

고해상도 클립 전체를 다운로드 하지 않고 편집에 사용된 영상만을 가져오는
Partial Download 방법이 추가되었다. 
그 동안 XDCAM-HD사용자들이 이 기능이 없어 클립의 길이가 길 경우 클립 전체를
가져와 어려움이 있었다.
저해상도 편집을 마치고 File메뉴 Partial Download를 선택하고 Current sequence를
클릭하면 편집에 사용된 고해상도 영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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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B k d C

재생하는 동안 Background Copy옵션이 추가 되었다.

Background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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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Audio Channel Map

Project Settings에서 ‘Channel map’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를 맵핑할 수 있는
Audio channel map창이 열린다. 
5.1버전에 추가된 기능이다.

Audio Channe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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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마커창에 토글 시퀀스/클립 마커 버튼과 셋 마커 인-아웃 버튼이 추가되었다.

토글 Sequence/Clip Marker버튼

Set Marker In-Out버튼

Marker

IN-OUT점을 표시할 수 있는 마커 기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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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N li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클립을 간단히 조절하는 ‘Normalize’기능이 추가되었다.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Normalize’를 선택하면
창이 열린다. 기본값인 -20dB로 설정 되어있기 때문에 ‘OK’버튼만 누르면 된다.

Norm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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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Audio Gain

소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다.
매뉴에서 Properties를 선택하면 Clip Properties창이 열린다.

Audio Gain

Clip Properties창 하단에 Gain을 입력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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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Duration on Timeline is changed

‘Duration on Timeline is changed’를 선택하지 않으면 클립의 길이는 그대로 있고
속도만 조절할 수 있다. 5.1버전에 추가 되었다.

Duration on Timeline is changed

트랙 패널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온다.
Set Clip Channel에서 모노 , 스테레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Set Clip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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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S i

멀티 카메라를 사용할 때 싱크를 맞추는 기준이 추가되었다.

Sync point

소스/레코드 모니터창 아래 슬라이더 근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단축키 메뉴가 나온다. 5.1버전에 추가되었다.

단축키 메뉴

단축키 메뉴가 나온다 버전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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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Batch Exporter

Batch Exporter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했다.

GF/XDCAM MPEG2 포맷

Render format GF/XDCAM 을 위한 MPEG2포맷을 추가했다.

GF/XDCAM   MPEG2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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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R All 버튼Reset All 버튼

비디오 레이아웃, 키프레임 작업을 하다가 ‘Reset All’버튼을 클릭하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을 추가했다.

27
‘Reset All’버튼



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Burn to Disc

Print to DVD에서 Burn to Disc로 명칭을 바뀌었다.
기존에는 DVD만 가능했으나 Blu-ray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Burn to Disc

Output항목이 추가되어 DVD와 BD를 선택할 수 있다.

28



5.1 버전에 추가된 기능

i

16;9 SD DVD를 지원한다.
H.264를 지원한다.
Firecoder Blu인코딩을 지원한다.
‘Fit to Disc’옵션이 있다.
SD/HD 스타일 메뉴를 추가했다.
Veryfy disc after burning의 드라이브 선택기능을 추가했다

Burn to Disc

Veryfy disc after burning의 드라이브 선택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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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US 5 1EDIUS 5.1

시작하기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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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우스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폴더 세팅 창이 열린다

Project 폴더 위치 결정하기

에디우스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폴더 세팅 창이 열린다.
편집한 Project 파일의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는 과정이다.
에디우스를 설치하고 처음에 한 번만 설정하면 된다.
프로젝트 파일은 시스템 드라이브와 다른 드라이브에 지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른쪽 ‘Browse…’버튼을 클릭하면 폴더 찾아보기 창이 열린다.

‘폴더 찾아보기’ 창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은 항상 C드라이브에 설치하고 Data는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해야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설치해도 Data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내 문서 폴더를 C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옮기고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31313131313131http://choisworld.com



Project 폴더 위치 결정하기

‘내 문서’ 폴더에 ‘Edius Project’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OK’버튼을 클릭한다.
앞으로 프로젝트 파일은 이 곳에 저장된다.

위의 ‘Folder Settings’창에서 ‘OK’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열린다.
이 곳은 사용자 지정과 실제로 편집할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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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file’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는 ‘New preset’창이 열린다.

사용자 등록하기

‘Name ‘항목에 사용자 이름을 기록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위에서 등록한 이름과 아이콘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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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등록 아이콘 바꾸기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온다. ‘Change icon’을 클릭한다.
‘New preset’창이 열리면 ’Icon filename’ 항목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New preset 창이 열리면 Icon filename  항목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열기’창이 열리며 15개의 아이콘 파일을 볼 수 있다열기 창이 열리며 15개의 아이콘 파일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보기 방법을 ‘미리 보기’로 하면 아이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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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등록 아이콘 바꾸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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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환경 설정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이번에는 편집할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
왼쪽 아래 ‘New Preset’버튼을 클릭하면 ‘Project Settings’ 창이 열린다.

출력할 Device와 해상도에 맞는 포맷을 선택하고 렌더링 포맷, 트랙, 오디오
채널Map을 확인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HD편집을 하려면 ‘Generic OHCI HD 60Hz’에서,  SD편집을 하려면
‘Generic OHCI SD NTSC’에서 출력할 포맷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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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환경 설정

오른쪽 하단을 보면 T k(d f lt) 즉 트랙의 기본 설정이 표시되어 있다

비디오 오디오 트랙 설정

오른쪽 하단을 보면 Track(default) , 즉 트랙의 기본 설정이 표시되어 있다.
‘V tracks‘  1은 비디오 트랙을 1개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 아래 ‘VA tracks‘는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함께 구성된 트랙이다.
‘T tracks’는 타이틀 트랙이다. 
‘A tracks’는 오디오 트랙이다.
기본값으로 비디오 트랙 1개, VA트랙 1개, 타이틀 트랙 1개, 오디오 트랙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왼쪽에 있는 트랙 화면은 기본값으로
설정된 트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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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환경 설정

앞에서 결정한 HD포맷이 ‘Name’에 나타난다.앞에서 결정한 HD포맷이 Name 에 나타난다.
‘OK’버튼을 클릭한다.

‘New Project’ 항목에 앞서 등록한 프로젝트의 아이콘이 보인다.

‘Full HD’아이콘을 클릭하면 ‘Project name setting’창이 열린다.
‘Project name’ 항목에 기억할 수 있는 편집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위치를 확인한 다음 ‘OK’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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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우스 초기 화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OK’버튼을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는 에디우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플레이어 창
(Player Window)

빈 창
(Bin Window)

메뉴 바
(Menu Bar)

타임라인
(Timeline Window)

인포메이션 팔레트
(Information Palette Window)

이펙트 팔레트
(Effect Palett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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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마커 팔레트
(Sequence Marker Palett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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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파일 불러오기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져온 동영상 파일들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려면
‘File’메뉴에 ‘Open Clip’을 선택한다.

‘Open Clip’을 클릭하면 열기 창이 열린다.
가져올 영상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가져올 영상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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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파일 불러오기

앞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해 Player창으로 영상을 불러온 화면이다.

41414141414141http://choisworld.com



편집 점(Set In-Out)결정하기

영상을 가져온 다음 편집을 하려면 편집할 영상의 시작점과 끝 지점을 결정한다.
아래 ‘Set In’버튼을 클릭해 시작점을 정한 뒤 재생 버튼을 클릭하고 영상을 보다가 끝 지점에서
다시 재생 버튼을 클릭해 영상을 멈춘다.
‘Set Out’버튼을 클릭해 편집에 사용할 영상의 In-Out 지점을 결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처음에는 마우스를 이용해 버튼을 클릭 하지만 익숙해지면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Set In’은 키보드에서 ‘I’키를 누르고 재생과 멈춤은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고 ‘Set Out’은 ‘O’키를 누른다.
미세한 프레임 이동은 방향키를 이용한다미세한 프레임 이동은 방향키를 이용한다.
한 번 누르면 1 프레임 씩 이동한다.

커서가 시작점에
있다는 표시 시작점(Set In)을 세팅 했다는 표시 Player창 선택표시

Set In Set Out 재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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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In Set Out 재생

1프레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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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배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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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코드(Timecode)

커서 위치의 시각

시작점(Set In) 위치의 시각

끝 지점(Set Out) 위치의 시각

시작점부터 끝 지점의 시간

클립 전체 시간

Out점이 세팅 되었다는 표시
파일 이름

Play 모니터 창이

붉은 색으로 시간이 표시된 이유는 끝 지점 시간이 시작점 시간 보다 이전 시간으로 지정해
잘못 설정했다는 표시이다.

파일 이름 선택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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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Editing Clip)

편집 방식은 ‘Overwrite’ 와 ‘Insert’ 가 있다.
‘Overwrite’는 덮어쓰기이고 ‘Insert’는 삽입하는 방법이다.

영상 클립을 편집하려면 In-Out점을 정한 다음 ‘Overwrite’모드 버튼을 클릭한다.

는 덮어 기이 는 삽입하는 방법이다
‘Overwrite’는 계속해서 영상을 편집해 나갈 경우 사용한다.
편집을 완료했는데 인터뷰 또는 영상, 소리 등을
추가로 보완할 경우 인서트 편집 방식을 사용한다.

오버라이트(Overwrite) 편집

In-Out구간

‘Overwrite’모드 버튼

‘Overwrite’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 클립이 커서 위치에 편집이 된다.
‘Bin’창에 편집된 파일이 ‘Sequence1’이라고 첫 화면의 영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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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이트 편집

‘Overwrite’모드 버튼을 클릭해 편집을 했는데 모니터에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
모니터는 싱글 모드와 듀얼 모드가 있는데 기본값으로 싱글 모드로 되어있다.
편집을 하면 ‘Player’창에서 ‘Recorder’창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현재 영상이
보이지 않는데 키보드 왼쪽 방향키를 한 번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

방향키를 클릭해 레코더 창에 영상이 나타났다.
레코더 타임코드를 보면 1프레임 뒤로 간 것을 알 수 있다.
앞에 검은 화면 상태에서 다음 영상을 붙여도 상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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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 (Insert)편집

인서트 편집은 인터뷰 또는 영상, 소리 등을 추가할 경우 사용한다.

1. 인서트 편집을 하려면 삽입할 영상의 IN-OUT점을 정한다.
2. 클립과 클립 사이에 커서를 가져다 놓는다.
3. 인서트 모드 버튼 또는 키보드에서( [ )키를 클릭한다.

1111.
33.

22.

인서트 모드 버튼을 클릭해 클립이 삽입되었다.
오버라이트 모드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된 영상을 덮어써 삭제가 된다.
클립과 클립 사이가 아닌 클립 중간에 커서를 놓고 인서트 버튼을 클릭하면
클립을 자르고 그 사이에 영상을 삽입시킨다.

46464646464646http://choisworld.com



트랙 패널(Track Panel) 선택

편집중에 비디오 또는 오디오 트랙에 편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편집할 트랙 패널이 선택되어야 트랙에 편집을 할 수 있으나 선택 하지 않아서 편집
되지 않는 것 이다.
기본값으로 ‘1VA’ 트랙 패널이 선택되어 있다. 
선택한 트랙 패널은 회색으로 표시되고 선택되지 않은 트랙 패널은 조금 진한 회색으로
보인다.
‘1VA’트랙은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이 함께 있는 트랙이다.

선택된선택된
트랙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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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패널(Track Panel)선택

아래 화면은 ‘2A’ 오디오 트랙 패널이 선택되어 있어 영상은 편집이 되지 않고
오디오만 편집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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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우스는 다른 NLE와 트랙 선택 방법이 조금 다르다.

트랙 패널(Track Panel)과 채널(channel)선택

에디우스는 다른 NLE와 트랙 선택 방법이 조금 다르다.
트랙 패널을 선택하지 않아도 채널을 선택하면 오디오 트랙에 편집 되고 비디오
트랙 패널을 선택하지 않아도 비디오 채널을 선택하면 비디오 트랙에 편집 된다.
처음 편집을 할 때 채널 선택에 대한 이해를 해야 어려움 없이 편집을 할 수 있다.

오디오 채널 선택 방법은 아래 표시된 부분을 클릭한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채널 창이 나타난다.
모노 또는 스테레오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모노 또는 스테레오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트랙 채널 선택을 취소하려면 Clear Audio Only를 클릭
하거나 다른 트랙의 채널을 선택한다.
오디오 채널은 출력하고 싶은 채널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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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패널(Track Panel)과 채널(channel)선택

채널을 선택 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트랙‘A 1 2’이 활성화되어 나타난다.
채널을 선택하면 오디오 트랙 패널을 클릭해 선택하지 않아도 오버라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오디오 채널을 선택한 트랙에 편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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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트랙 경우도 트랙 패널을 선택하지 않고 비디오 채널

트랙 패널(Track Panel)과 채널(channel)선택

비디오 트랙 경우도 트랙 패널을 선택하지 않고 비디오 채널
‘V’를 클릭해 선택하면 트랙 패널 선택과 관계 없이 편집된다.
다른 NLE와 다르게 채널 선택을 할 수 있어 처음 에디우스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에디우스는 트랙 패널 또는 채널을 선택해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2V’ 비디오 트랙 패널과 ‘1VA’채널이 같이
선택 되었을 경우는 채널 선택된 트랙에
영상이 편집된다. 채널 선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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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모드(Dual Mode)

‘Single Mode’가 불편할 경우는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Dual Mode’를 선택할 수 있다.
‘View’메뉴에 ‘Dual Mode’를 선택하면 두 개의 창으로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다.

레코더 끝 경계지점을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잡아 당기면 창을 크게 만들 수 있다레코더 끝 경계지점을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잡아 당기면 창을 크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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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모드(Dual Mode)

경계 지점을 잡아당겨 확대한 모니터 화면이다. 
‘Bin’창 위치에 레코더 창이 이동해 ‘Bin’창을 볼 수 없다Bin 창 위치에 레코더 창이 이동해 Bin 창을 볼 수 없다.

‘Bin’창을 보려면 토글 ‘Bin Widow Display’(B)버튼을 클릭하면 ‘Bin’창이 나타난다.
한 번 더 누르면 레코더 창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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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모드(Single Mode)

싱글 모드에서 플레이어창과 레코더 창 전환은 오른쪽 위에 ‘PLR’, ‘REC’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창으로 전환을 하거나 키보드 Tab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를 선택한다.

VTR로 편집을 할 때도 20여 년 전에는 모니터를 두 개 사용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모니터를 한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NLE경우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 된다.

싱글 모드에서 키보드로 편집하는 방법싱글 에서 키 편집하는 방법

1, 스페이스 바를 눌러 재생해 영상을 보다가 편집할 지점을 찾으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정지 시킨다.
2, ( I )키를 눌러 IN점을 정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영상을 재생해 본다.
3, OUT점 위치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 정지한 다음 ( O )키를 눌러 OUT점을 정한다.
4, ( ] )키를 클릭해 편집을 한다.
5, Tab키를 눌러 플레이어 창으로 돌아가 편집할 그림을 앞에서 한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영상을 찾고 IN점과 OUT점을 정하고 ( ] )키를 클릭해 편집을 한다.
IN점 OUT점을 조금 수정할 때는 방향키를 눌러 1프레임 씩 이동하면서 수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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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Layout으로 가기

모든 기능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만지다 보면 Layout이 바뀌고
각각의 창들이 사라져 당황한 경우를 누구나 경험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View’메뉴 ‘Layout’에서 ‘Normal’을 클릭하면 기본값으로
돌아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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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삭제하기

클립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클립을 클릭해 선택한다.
가위 모양의 ‘Cut to Clipboard’버튼이나 ‘Delete’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클립이 삭제된다.
키보드에서 ‘Delete’키를 클릭해도 삭제를 할 수 있다.

가위 모양의 ‘Cut to Clipboard ‘버튼 또는 ‘Delete’버튼을 클릭해 클립이 삭제된 화면이다.
삭제경우 일반적인 Delete는 트랙에 빈 공간이 남는다삭제경우 일반적인 Delete는 트랙에 빈 공간이 남는다.

‘Ripple Delete’버튼

‘Ripple Delete’는 트랙에 삭제한 공간 없이 클립과 클립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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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잘라내기

잘라낼 클립을 클릭해 선택하고 잘라낼 지점에 타임라인 커서를 가져다 놓는다.

키보드에서 ‘M’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커서 위치 뒷부분이 잘라진다.

키보드에서 ‘N’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커서 위치 앞부분이 잘라진다키보드에서 N 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커서 위치 앞부분이 잘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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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모드(Ripple Mode)

앞에서 삭제를 했는데 ‘D l t ’버튼과 ‘Ri l D l t ’버튼의 차이가 없는 경우 ‘Ri l M d ’를

‘Set Ripple Mode’버튼 ( R )

앞에서 삭제를 했는데 ‘Delete’버튼과 ‘Ripple Delete’버튼의 차이가 없는 경우 ‘Ripple Mode’를
확인한다.

리플 모드 버튼의 기능은 클립을 삭제를 했을 때 삭제한 곳으로 다음 클립이 당겨지는
기능을 리플 모드라고 한다

‘Set Ripple Mode’버튼 ON

기능을 리플 모드라고 한다.

편집을 할 때 특정 클립을 잘랐을 때 뒤에 클립이 모두 이동하면 안될 경우는 이 기능을
끄고 편집을 해야 한다.

‘Set Ripple Mode’버튼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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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자르기

클립을 자르려면 커서를 자를 위치에 놓는다.

타임라인 커서

‘Add Cut Point’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C’키를 클릭한다.

‘C’키를 눌러 클립을 잘라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C 키를 눌러 클립을 잘라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효과 편집 등을 할 때 동일한 영상에 서로 다른
효과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자른 것을 복구하려면 클립을 선택하고 ‘Add Cut Point’버튼 오른쪽 메뉴를
누르고 ‘Remove Add Cut Point’를 클릭하면 복구가 된다.
방금 자른 경우는 취소(Ctrl+Z)하는 방법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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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생 방법

커서를 잡 D 한다커서를 잡고 Drag한다.
가장 쉽게 Play하는 방법은 ‘Space Bar’ 또는 ‘Enter’를 누르면 된다.
다시 ‘Space Bar’를 누르면 정지가 된다.

J ,    K ,    L
L키를 클릭하면 재생(PLAY)
K키는 정지
J키는 역 재생(Rewind)

L키를 연속적으로 누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모두 7단계 ,정상속도, 2배속,3배속, 4배속, 8배속,16배속,32배속까지 가능하다.
Ctrl+L키를 누르면 1/16 느린 속도 누르는 횟수에 따라 1/8 ,1/4, 1/3, 1/2, 정상속도

좌우 방향키 를 누르면 1Frame씩 이동한다.

Shift + 좌우 방향키 = 10프레임씩 이동한다.

상하 방향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서 상하 트랙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세그먼트 처음으로 돌아 가려면 키보드에서 ‘HOME’키를 누른다.

맨 뒤로 가려면 ‘END’키를 누른다.

타임라인에서 편집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은 ‘A’키를 누르면 커서 왼쪽 이전 편집 지점으로
이동하고 ‘S’키를 누르면 오른쪽 다음 편집 지점으로 이동한다.이동하 키를 누 면 른쪽 다 집 지점 이동한다

레코더 조절 버튼에 편집 지점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다.

이전 편집 지점으로 이동( A )

다음 편집 지점으로 이동( S )

편집 지점 앞 뒤로 재생(3초 씩)

출력(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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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지점 앞 뒤로 재생(3초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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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생 방법

편집을 하다 보면 재생이 잘 안되고 빨간색 또는 주황색 줄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
부드럽게 재생을 하려면 렌더링 버튼을 클릭한다.

렌더링 진행 과정이 나타난다.

렌더링이 끝나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버퍼를 이용한 재생

타임라인에서 재생을 할 경우 재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버퍼를 이용한 재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Shift + Enter를 이용해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면 원활한 재생을 할 수 있다.
오른쪽 아래 버퍼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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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Shortcuts)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이다

SPACE TAB재생/정지 플레이어, 레코더 창 전환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이다.

J

K

I

O

역 재생

정지

In점 잡기

Out점 잡기

L

A

[

]

재생

이전 편집점으로 이동

인서트 편집

오버라이트 편집

S

C

N

M

다음 편집점으로 이동

자르기

앞 부분 삭제하기

뒷 부분 삭제하기

DEL

D

오른쪽으로 1프레임 이동

왼쪽으로 1프레임 이동

삭제하기

In-out 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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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 모드(Trim Mode)

트림은 편집된 클립의 길이를 다시 조정하는 기능이다.
조절할 클립과 클립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노란색과 연두색 줄이 생긴다.
트림은 타임라인에서 클립 끝 부분을 잡고 늘이고 줄이는 방법과트림은 타임라인에서 클립 끝 부분을 잡고 늘이고 줄이는 방법과
레코더 창에서 영상을 클릭하고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이 있다.
그 밖에 레코더 창 아래 버튼을 클릭해 정교하게 트림을 하는 방법이 있다. 

레코더 창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가운데와 양쪽에 다른 모양의 커서로 바뀐다.
화면을 클릭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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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Trim)

Trim Select Slide

5초

양쪽으로 된 모드는 A영상의 길이를 줄이면 B영상의 길이가 줄인 만큼
늘어나는 트림 방법이다. 

A B

5초 5초

3초 7초

트림 전 영상

A B

A B

7초 3초

트림 후 영상

트림 후 영상

원본 길이가 충분해야 가능하다.
원본 길이가 7초가 되지 않을 경우는 위에 영상처럼 늘어나지가 않는다.
레코더 창 화면 중앙 부분을 클릭하면 커서 모양이 바뀐다.
그 상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그 상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왼쪽 영상의 길이가 짧아지고 오른쪽 영상은 늘어난다.
두 개의 영상의 길이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
전체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4646464http://choisworld.com 64



트림(Trim)

Trim Select Out Point

한 쪽으로 된 모드는 A영상의 길이를 줄이면 B영상의 길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트림 방법이다. 

Trim Select IN Point

A B

5초 5초

트림 전 영상

A B

3초 5초

7초 5초

트림 후 영상

A B트림 후 영상

레코더 창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면 커서 모양이 바뀐다.
그 상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인접한 영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체의 길이는 조절한 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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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Trim)

Slipp

앞에서 설명한 트림 모드는 ‘A’와 ‘B’영상의 관계이고 슬립은 특정 클립
B영상의 IN점 OUT점만 수정하는 방법이다.
전체 길이의 변화는 없다.

트림 전 영상

1.2.3.4.5.6.7.8.9.11.1

5초 5초

트림 전 영상

( A ) ( B ) ( C ) 5초

] [

5.6.7.8.9.10.11.12.13

5초( A ) ( C )( B )5초 5초

Trim Select Roll

] [

1 2 3 4 5 6 7 8 9 11 1

트림 전 영상 ( A ) ( B ) ( C )5초 5초 5초

선택한 영상을 그대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A

3초 5초 7초

1.2.3.4.5.6.7.8.9.11.1

1.2.3.4.5.6.7.8.9.11.1

중앙에 ‘B’영상을 선택해 이동을 하는데 ‘A’영상은 침범 당해 길이가 줄어들고
‘C’영상은 ‘B’영상이 앞으로 이동한 만큼 길이가 늘어난다.  

( A ) ( B )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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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이용한 트림(Trim)

레코더 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트림 방법을 선택하고 옆에 있는 이동 버튼을
이용해 트림을 한다. 
타임라인에서 트림 모드에 따라 변하는 편집 지점과 레코드 창에서 커서를 표시했다

Trim Select Out Point
Slip

타임라인에서 트림 모드에 따라 변하는 편집 지점과 레코드 창에서 커서를 표시했다. 

Trim Select IN Point Trim Select Roll

Slide ] [

이전 편집점으 이동

1프레임 줄임

10프레임 늘임이전 편집점으로 이동 10프레임 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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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프레임 줄임

1프레임 늘임

다음 편집점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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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Bin)에 등록하기

‘Bin’이란 예전부터 영화 필름을 통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필름을 저장하는 곳이란 의미에서
‘Bin’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다.
영상 오디오 타이틀 효과 등의 소스를 담아 놓는 곳이 ‘Bin’이다영상, 오디오,타이틀,효과 등의 소스를 담아 놓는 곳이 Bin 이다.
촬영된 영상을 IEEE-1394케이블로 카메라와 컴퓨터로 연결해 캡처하면 이곳 ‘Bin’에 등록된다.
‘Bin’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소재 등록, 삭제, 편집된 시퀀스 저장, 변환, 이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컴퓨터에 소스를 ‘Bin’에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메뉴에서 ‘Add File’버튼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Add File’을 선택한다.

창이 열리면 가져올 소스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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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Bin)에 등록하기

‘Bin’창에 방금 등록한 클립이 나타난다.
앞에서 ‘File’메뉴에서 ‘Open Clip’으로 가져와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은앞에서 File 메뉴에서 Open Clip 으로 가져와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은
누구나 얼른 편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Open Clip’방법을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Bin’에 등록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편집을 할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플레이어 창에 영상이 나타난다.

상위 폴더로 가기
자르기 타임라인에 편집

폴더 전체로 보기

검색

파일 추가

타이틀

자 기

복사

붙이기

삭제

속성

클립 보기 방법

캡처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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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전체로 보기

칼라 바
칼라메트
퀵타이틀

플레이어 창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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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Bin)소스 파일 구분

‘Bin’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파일인지의 구별은 클립 상단에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다

립
편집파일

알 수 있다.
녹색 점이 있는 것은 편집에 사용되었다는 표시이다.
사다리 모양은 원본 소스이고 ‘T’라는 표시는 타이틀 소스이다.
편집된 시퀀스 파일은 길안내 표시 이정표 같은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있다.
음악 소스는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 사진 소스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다.

소스 클립편집에 사용된
클립 표시

편집파일
시퀀스라고
부른다.

타이틀 소스

오디오 소스 사진 소스 칼라 바 소스 메트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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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Bin)보기 방법
‘View’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난다.
선택에 따라 클립 보기가 바뀐다.

‘Clip With (Large)’보기

‘Clip With (Small)’보기 ‘Detail Text (Large)’보기

‘Detail Text (Small)’보기 ‘Detail Text (Small)’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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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Bin) 창에 팔레트 넣기

‘Information’팔레트를 ‘Bin’ Window에 넣는 방법은 ‘Information’이라는 글자 부분을Information 팔레트를 Bin Window에 넣는 방법은 Information 이라는 글자 부분을
클릭하고 ‘Bin’창 아래 검정색 부분으로 드래그하면 ‘Information’ 팔레트가 ‘Bin’창으로
옮겨진다.  

‘Information’ 팔레트가 ‘Bin’창으로 옮겨졌다.  
분리 방법은 Tab부분을 잡고 밖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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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캡처

DV캠코더 촬영 영상을 캡처 하려면 ‘Capture’메뉴에 ‘Generic OHCI-Input’을 클릭한다. 

‘Input Setting’창이 열리면 ‘Input Device’는
‘Generic OHCI Input’를 선택하고
오른쪽 포맷은 ‘DV 720x480 59.94i’를 선택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플레어어 창에 영상이 보이면

테이프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열린다.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5 1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다 플레어어 창에 영상이 보이면

‘Capture’메뉴에서‘Capture’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F9’을 누른다.

5.1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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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캡처

‘Capture’ 창이 열리며 캡처가 시작된다.

‘Stop’버튼을 클릭하면 ‘Bin’창에 캡처된 클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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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테이프로 출력

DV 캠코더와 IEEE 1394케이블을 PC와 연결한다.
‘Export’버튼을 클릭해 ‘Print to Tape’을 선택한다Export 버튼을 클릭해 Print to Tape 을 선택한다.

‘Tape Export Wizard’창이 열린다.
‘Next’버튼을 클릭한다.

확인 하는 창이 열린다확인 하는 창이 열린다.
‘Export’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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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테이프로 출력

타임라인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재생과 동시에 ‘Print To Tape’창이 열리며 테이프에 녹화 진행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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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캡처

HDV를 캡처 하려면 ‘Generic HDV-Input’을 선택한다.

캡처하기 전에 HDV카메라 세팅에서
‘i.Link 컨버전’을 확인해 ‘i.Link컨버전’ ‘끔’으로
해야 HDV캡처를 할 수 있다.

‘Input Settings’창이 열리면 ‘MPEG TS 1440x1080
59.94i,29.97p,23.98p’를 선택하고 ‘OK’버튼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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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캡처

Capture메뉴에서 ‘Capture’를 클릭하면 ‘Reel No’창이 열린다..
‘Reel No’창에 테이프 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고’OK’버튼을 클릭한다.

‘Capture ‘창이 열리며 캡처가 시작된다.

‘Stop’버튼을 누르면 ‘Bin’창에 캡처한 클립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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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 테이프로 출력

HDV는 DV와 달리 테이프로 출력을 할 경우도 먼저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녹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테이프로 녹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출력 방법은 ‘File’메뉴 ‘Print’에서 ‘Print to File’을 선택한다.  

‘Select Exporter Plug-in’창이 열린다.
왼쪽에서 출력할 파일 ‘HDV’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MPEG(HDV)’를 선택하고왼쪽에서 출력할 파일 HDV 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MPEG(HDV) 를 선택하고
‘Export’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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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 테이프로 출력

‘열기’ 창이 열리면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Rendering’창이 열리며 진행 상황을 보여준다.
Rendering이 끝나면 바탕 화면에 ‘HDV1.m2t’파일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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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 테이프로 출력

‘Capture’메뉴에서 ‘MPEG TS Writer’를 클릭한다.

‘MPEG TS Writer’창이 열린다.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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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 테이프로 출력

‘열기’ 창이 나타난다.
출력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MPEG TS Write’r창에서 왼쪽 하단에 ‘Out Starts’버튼을 클릭한다.

테이프에 녹화 진행 상태를 보여준다테이프에 녹화 진행 상태를 보여준다.

작업을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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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AM-HD 카메라와 저해상도(Proxy) 편집

Sony사의 XDCAM-HD카메라는 광디스크에 영상을 기록하는 파일 방식의 카메라이다.

광(Optical)디스크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XDCAM-HD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두 가지 포맷이 저장된다.
고해상도 영상과 저해상도 영상이 동시에 저장된다.
고해상도 영상은 50Mbps이고 저해상도 영상은 1.5Mbps이다.

XDCAM-HD카메라로 촬영된 저해상도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낮은 사양의 PC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다.
저해상도 편집을 완료하면 편집한 부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캠코더 DV 또는 HDV는 25Mbps이다.
XDCAM-HD의 저해상도(Proxy)파일은 1 5Mbps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XDCAM-HD의 저해상도(Proxy)파일은 1.5Mbps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스 보다 작기 때문에 HD 영상을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다.

저장되는 파일 포맷은 MXF이다.
일반인들이 접하지 않은 생소한 포맷인 MXF( Material eXchange Format )는
콘텐츠 교환 포맷이다.
방송장비 제작사들이 제각기 AVI, MOV, OMF 등 서로 다른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MXF이다.
MXF를 래퍼(Wrapper)포맷이라고 한다.

할AVI와 같은 비디오 ,오디오 , 메타데이터를 포장하는 포장지라고 말할 수 있다.
소니 XDCAM, 파나소닉 P2 등이 MXF를 래퍼 포맷으로 사용한다.
소니 XDCAM-HD의 에센스 포맷은 DVCAM25, MPEG2 Long GOP (OP-1a)
파나소닉의 P2-HD는 DVCPRO25/50 , DVCPRO HD (OP-Atom)
이케가미의 EditCam-HD는 DV25/50, MPEG50, DNxHD, (OP-Atom)

MXF의 운영패턴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OP-1a와 Op-Atom방식이 있다.
Op-1a는 1개 MXF파일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니 XDCAM에서 사용하고 송출에 적합한 방식이다

83

소니 XDCAM에서 사용하고 송출에 적합한 방식이다.
OP-Atom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각각 다른 MXF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나소닉 P2, 이케가미 Editcam에서 사용하고 편집용으로 적합한 방식이다.
앞으로 저해상도 편집은 NLE시장과 방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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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AM-HD 카메라

앞에서 ‘partial conform 기능을 보완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partial conform 이란
저해상도(프록시)편집을 완료하고 고해상도 영상으로 클립을 교체를 할 때
촬영된 원본 클립이 30분일 경우 현재 에디우스는 편집에 1초를 사용했어도
해당 클립 전체를 가져온다.
편집에 사용된 길이 만큼만 가져오는 기능이 partial conform이다.
베가 경우 초기에는 i l f 기능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 나베가스 경우도 초기에는 partial conform기능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선을 했다.
partial conform기능은 Proxy편집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에디우스 5 이후 새로운 버전에서는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XDCAM-HD 카메라 소스 편집하기

1. XDCAM-HD를 사용하려면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 
DV캠코더는 윈도우에 드라이버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XDCAM 
경우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
Sony사에서 제공하는 FAM Driver(File Access Mode)를 설치해야 한다.

2 XDCAM HD 카메라와 연결할 경우 카메라 세팅에서 FAM 를 체

XDCAM HD 카메라 소스 편집하기

2. XDCAM HD 카메라와 연결할 경우 카메라 세팅에서 FAM 모드를 체크
해야 소스를 임포트할 수 있다.

→ i.LINK MODE : ● FAM

3. XDCAM 데크 또는 카메라와 컴퓨터를 i.Link(IEEE1394)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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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AM-HD 소스 가져오기

XDCAM-HD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Capture’메뉴에서
‘XDCAM Select’를 선택한다.
‘XDCAM Select’창이 열린다.

‘XDCAM Drive’가 보이고 그 아래 ‘Local Drive’가 보인다.
로칼 드라이브에 ‘XDCAM Project’폴더에 XDCAM 광디스크와 동일한 이름의로칼 드라이브에 XDCAM Project 폴더에 XDCAM 광디스크와 동일한 이름의
UMID폴더가 만들어진다.
그 안에 ‘MEDIAPRO. XML, INDEX.XML,DISCMETA.XML’파일과 클립에 대한
각각의 폴더가 만들어진다.
하위 폴더로 ‘Clip’폴더가 생성되며 ‘Clip’폴더에는 ‘XML’문서파일에 메타데이터가
담겨지고 나중에 ‘Proxy’파일을 고해상도로 바꾸면 ‘Clip’폴더에 고해상도 영상이
저장된다.
‘Proxy’파일을 불러오면’Sub’폴더가 만들어지며 그 안에 ‘Proxy MXF’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다.

입력할 XDCAM 디스크 드라이브 F:\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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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영상이 나타난다.
오른쪽 ‘Proxy download’를 체크한다.

XDCAM-HD Proxy소스 다운로드 하기

촬영된 파일 전체를 가져오려면 오른쪽 영상을 선택하고 ‘Ctrl+A’키를 클릭한다.
일부만 가져오려면 ‘Ctrl’키를 누르고 원하는 클립을 클릭하면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오른쪽 하단에 ‘D l d’버튼을 클릭한다오른쪽 하단에 ‘Download’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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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Download’창이 열린다.
‘All’을 선택하면 고해상도 영상과 저해상도 영상 모두를 가져올 수 있다.

XDCAM-HD Proxy소스 다운로드 하기

‘High-res only’는 고해상도 영상만 가져오고 ‘Proxy only’는 저해상도 영상만
가져온다.
이 창에서는 ‘Proxy only’를 선택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다운로드가 시작되며 아래 파일 개수와 진행 상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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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status’창에 파일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ownload status’창 ‘OK’버튼을 클릭한다.
‘Setting’버튼을 클릭해 저장 위치를 확인한 다음 ‘Register to Bin’버튼을 클릭한다.

Proxy 소스 Bin에 등록하기

g 버튼을 클릭해 저장 위치를 확인한 다음 g 버튼을 클릭한다

‘Register to Bin’버튼을 클릭하면 ‘Bin’으로 파일을 로딩하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창이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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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소스 Bin에 등록하기

‘Bin’으로 등록을 모두 마치면 클립의 시작 프레임 영상이 나타난다.
광디스크에 촬영된 영상 169개 프록시 파일을 모두 등록을 마쳤다.
프록시 파일의 크기는 1.5MB이기 때문에 다운로드하고 등록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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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 클립에 프록시 파일이라고 ‘P’라고 표시가 된다

Proxy 소스 편집

등록된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 클립에 프록시 파일이라고 P 라고 표시가 된다.

프록시 파일로 편집을 완료한 다음에는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Fil ’ 메뉴에 ‘P h dli ’을 선택한다‘File’ 메뉴에 ‘Proxy handling’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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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handling’을 클릭하면 ‘Proxy Clip Handling’창이 열린다.
‘Only high-res data’를 선택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Proxy 클립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교체

y g 를 선택하 버튼을 클릭한다

‘P’라고 된 표시가 H로 바뀌고 파란색 진행 상태 바가 보이고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뀐다. 

아래 화면 처럼 ‘H’라는 표시가 사라지면 고해상도 영상으로 클립이 바뀐 것이다아래 화면 처럼 ‘H’라는 표시가 사라지면 고해상도 영상으로 클립이 바뀐 것이다.
레코더 모니터를 보면 프록시 파일 경우는 해상도가 좋지 않았으나 고해상도로
바뀌면 화면 해상도가 좋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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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Download 

5.1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편집에 사용된 클립의 IN-OUT부분만 고해상도로 바꾸는 방법이
‘Patial Download’이다 인터뷰를 한 클립이 10분 일 때 편집에 사용된 길이가 10초 경우 종전에Patial Download 이다. 인터뷰를 한 클립이 10분 일 때 편집에 사용된 길이가 10초 경우 종전에
는 10분 모두 가져왔으나 ‘Patial Download’기능으로 10초만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능 추가로 인해 컴퓨터 리소스와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되었다.

사용 방법은 File메뉴에 ‘Partial Download’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온다.
‘Current sequence’를 선택하면 현재 편집한 시퀀스를 고해상도로 바꾼다.
‘All sequence’는 프락시로 편집한 시퀀스를 모두 고해상도로 바꾸고
‘All sequence and Bin’을 선택하면 Bin에 있는 파일과 시퀀스 모두를 고해상도로 바꾼다.

5.1버전 이전에는 앞에 설명한 프락시 핸들링을 이용해 클립 전체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Partial Download’기능 추가로 앞으로는 ‘Proxy handling’은 거의 사용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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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Download 

‘Partial Download’에서 ‘Current sequence’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래 처럼 바뀌며 타임라인 클립에도 변화가 생긴다아래 처럼 바뀌며 타임라인 클립에도 변화가 생긴다. 

저해상도(Proxy)로 편집된 화면이다.’P’라고 표시가 되어있다.

타임라인 클립에 ‘P’라고 표시된 부분이 ‘H’라고 바뀌고 클립 아래 파란 선이 나타난다.타임라인 클립에 라 시된 부분이 라 바뀌 클립 아래 파란 선이 나타난다
고해상도로 바뀌는 상태를 표시한다.

고해상도로 모두 바뀌면 ‘H’라고 표시된 글자도 사라지고 아무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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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출력(Print to File)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꾼 후에 이번에는 원하는 파일로 출력을 해야 한다.
출력을 하려면 ‘File’메뉴 ‘Print’에서 ‘Print to File’을 클릭한다.

‘Select Exporter Plug-in’창이 열리면 ‘XDCAM ‘항목에서 ‘XDCAM HD 422’를 선택하고
‘Export’버튼을 클릭한다Export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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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상도로 출력하려면 왼쪽 하단에 ‘Enable conversion’을 체크 하면

파일로 출력(Print to File)

다 해상 력하려 쪽 하 에 을 체 하
다양한 해상도 ‘Preset’이 설정돼 있다.
XDCAM경우도 ‘HD 35Mbps, 25Mbps, 17.5Mbps’ 와 SD급 등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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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창이 열린다

파일로 출력(Print to File)

Export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창이 열린다.
저장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MXF파일로 저장이 된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Rendering’ 창이 열리며 진행 상황을 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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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제작한 MXF파일을 광디스크에 기록하려면 ‘Capture’메뉴에서 ‘XDCAM Select’를
클릭한다.

광디스크에 기록

클릭한다

‘XDCAM Select’창에서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한다.
아래 ‘Upload’탭을 클릭하고 ‘Add’버튼을 클릭해
방금 만든 파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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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에 기록

‘Add’버튼을 클릭하면 ‘열기’창이 열린다Add 버튼을 클릭하면 열기 창이 열린다.
앞에서 만든 ‘XDCAM.MXF’파일을 선택한다.

선택한 파일의 경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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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에 기록할 파일을 클릭해 선택하고 ‘Upload’버튼을 누른다.

광디스크에 기록

선택한 파일을 광디스크에 기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기록을 마치면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창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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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Effects)

에디우스에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Bi ’창 아래를 보면 ‘Bi Eff t에디우스에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Bin’창 아래를 보면 ‘Bin, Effect,
Sequence marker ‘Tab에서 ‘Effect’ Tab을 클릭한다.

‘Effect’ Tab을 클릭해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이펙트 팔레트 창으로 바뀌었다.

이펙트 팔레트를 보면 ‘시스템 프리셋, 비디오 필터
오디오 필터, 트랜지션,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
타이틀믹서’ 키를 조절할 수 있는 ‘Keyers’ 등이 있다.
앞에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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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SystemPresets ‘앞 플러스(+)부분을 클릭하면 마이너스(-)로 바뀌며 아래 폴더가
나타난다.
‘Region’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Letter Box’아이콘이 나타난다.
‘Letter Box’기능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적용하는 모자이크, 블러 효과 등을 적용할 때
사용한다.

‘Letter Box’아이콘을 타임라인 세그먼트로 드래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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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하는 방법 외에 적용할 세그멘트를 클릭하고
‘Add Ti li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 있다

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Add to Timeline’버튼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다.
클릭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Letter Box’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다.

세그멘트를 클릭한다.

‘Add to Timeline’버튼을 클릭한다.

효과가 적용되면 윗 부분에 파란 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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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Information ‘팔레트 창 아래에
‘Vid L ’과 ‘R i ’효과 아이콘이

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Region’효과를 적용한 레코더 창 화면이다.

‘Video Layout’과 ‘Region’효과 아이콘이
생겼다.
‘Region’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위에
‘property ‘아이콘을 클릭하면 효과를 조절
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화면을 보면 사각 모양의 점선이 보인다.
효과를 적용할 범위를 나타내며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해 이동할 수 있고 사각 모양의 점을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 모양으로 바뀌고 그 상태로
드래그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효과 조절 창이 열렸다.

이동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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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 ’옆을 보면 ‘N thi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Filter’옆을 보면 ‘Nothing’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옆 삼각 모양을 클릭하면 메뉴가 열린다.
범위 지정된 곳에 효과가 선택되지 않아 ‘Nothing’이라고 되어있는 것이다.
메뉴에서 ‘Blur’효과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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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Blur’효과를 선택하고 ‘Setup’버튼을 클릭한다.

‘Setup’버튼을 클릭해 ‘Blur’효과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렸다.
조절 바를 이동해 조절하면 레코더 모니터에 적용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OK’버튼을 클릭한다.

레코더 창에 Blur효과가 적용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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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왼쪽 위를 보면 ‘Inside’와 ‘Outside’라는 글자가 보인다.
지금 까지는 ‘Inside’를 조절한 것이다.
‘Inside’의 의미는 점선으로 표시된 범위의 안쪽을 말하고 ‘Outside’는 밖을 말한다.

‘Inside’를 선택해 조절한 화면이다.

효과가 적용될 범위를 선택한 화면이다효과가 적용될 범위를 선택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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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Outside’탭을 클릭해 보니 ‘Filter’가 ‘Block Color’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레코더 화면에 효과가 적용된 영역 밖이 모두 검정색으로 보인 이유이다.

‘Outside Filter’를 ‘Nothing’으로 선택한다.

‘Filter’를 ‘Nothing’으로 선택한다.

즉 아무 효과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선택된
부분만 효과가 적용 되었다.
반대로 ‘Inside’에 ‘Nothing’을 선택하고 ‘Outside’를 ‘Blur’를
선택하면 얼굴 외에 부분이 모두 Blur효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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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형태가 사각형으로 되어있다.
원으로 바꾸려면 오른쪽 끝에 ‘Ellipse’를 선택한다.

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Normalize’ 기본값을 적용한 화면이다.

‘Ellipse’를 선택해 타원형이 적용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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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Blur효과를 적용한 경계 지점을 부드럽게 하려면 ‘Soft Edge’를 선택한다.

입력 창에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입력 창을 클릭하면 커서 모양이 바뀌며 옆에
삼각형 모양이 생긴다.
클릭한 상태로 위로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고 적용한 효과 경계 지점이 부드럽게 변한다.
아래로 내리면 숫자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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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r효과나 모자이크 경우 움직임을 따라가야 할 경우 ‘Moving Path’탭을
클릭한다.

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레코더 창에 커서를 시작 점에 놓고 원하는 위치 크기를 결정하고
아래 ‘Moving Path’를 체크한다.
오른쪽 ‘Add’버튼을 클릭한다오른쪽 Add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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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Code’도 체크를 한다.
앞 부분에 타임코드가 나타났다.
레코더 재생 버튼을 클릭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택 영역을 조금씩 이동해

효과 적용(블러, 모자이크 효과 적용)

레코더 재생 버튼을 클릭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택 영역을 조금씩 이동해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고 ‘Add’버튼을 클릭한다.
다른 NLE에서 키프레임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Add’버튼을 클릭해 블러 효과나 모자이크 효과로
얼굴을 가려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

레코더 창에 블러 효과가 적용된 화면이다. 주의 해야 할 점은 작업을 하고 반드시
‘OK’버튼을 눌러야 효과의 움직임이 적
용된다.
어렵게 작업을 하고 ‘OK’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절 창을 닫으면 처음부터 작업
을 다시 시작 해야 한다.

111111111111111111http://choisworld.com



효과 삭제

적용한 효과를 삭제하려면 ‘Information’ 팔레트 창 Delete버튼을 클릭한다적용한 효과를 삭제하려면 Information  팔레트 창 Delete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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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레이아웃

Video Layout의 기능은 영상을 확대 축소 움직임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다른 NLE 프로그램은 효과와 움직임 등을 동일한 에디터로 작업을 하지만
에디우스는 분리가 되어있다.
실행을 하려면 ‘Video Layout’을 더블 클릭하거나 위에 Property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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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레이아웃

‘Enable KeyFrame’을 체크하고
‘Show KeyFrame’왼쪽 삼각형을
클릭하면 키프레임 창이 열린다.

키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열렸다.

114114114114114114http://choisworld.com



비디오 레이아웃

키프레임 추가 버튼

키프레임 삭제 버튼

이전 키프레임으로 가기

다음 프레임으로 가기

디폴트 키프레임 버튼

재생 버튼키프레임 추가 버튼 재생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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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레이아웃

Crop이 적용된 레코더 창Crop이 적용된 레코더 창

색 조절 창

‘Source Crop’은 화면을 자르는 기능이다.
‘Left’는 왼쪽 영상을 자르고 ‘Top’은 위쪽 영상을 자르고 ‘Right’는 오른쪽, ‘Bottom’은 아래 영상을 자른다.
마우스 포인터를 ‘%’항목에 가져가면 삼각형 모양의 조절 기능이 생긴다.
클릭하고 위로 움직이면 숫자가 증가하며 레코더 창에 왼쪽 영상이 잘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면 점선 부분 검정색 네모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커서 모양이( ) 바뀐다.
클릭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Fill Color’는 레코더 창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배경 부분을 바꾸는 기능이다.
검정색 부분을 클릭하면 색 조절 창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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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부분을 클릭하면 색 조절 창이 열린다.
‘%’항목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색 조절이 가능하다.

http://choisworld.com



비디오 레이아웃

‘Position’항목에 9개 버튼이 보인다.
9시 방향 버튼을 클릭해 중앙에 있던 축 중심을 나타냈던 표시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선택된 방향을 축으로 Zoom-in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할 경우 처음에 훈련하는 것이 피보팅(pivoting)이다.
피사체에 줌-인, 아웃을 할 때 축을 이용해 카메라 워킹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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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은 좌 우 이동, ‘Y’축은 상하 이동을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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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레이아웃

왼쪽 화면이 오른쪽 화면 크기로 줌-인 되어 확대가 되었다.

앞에 Position에서 9시 방향의 버튼을 클릭했다.
오른쪽 ‘Stretch’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항목에 가져가면 삼각형 모양이 생긴다오른쪽 Stretch 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 항목에 가져가면 삼각형 모양이 생긴다.
클릭하고 위로 움직이면 숫자가 증가하며 오른쪽 창에 왼쪽을 축으로 영상이 확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클릭하면 기본값
으로 돌아간다.

프레임 비율을
유지한다.

소스의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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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원래 비율을 무시하고
크기를 조절한다.

프로젝트의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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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키프레임 작업으로 촬영된 영상을 줌-인,아웃,펜닝 등을 할 수 있다.
1초 후에 줌인 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먼저 타임라인 커서를 1초 위치에 가져다 놓는다.

왼쪽 ‘Add Keyframe’버튼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만든다.y
키프레임을 만드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 지점 까지 화면 사이즈를 유지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줌-인을 시작하라고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것이다.

‘Add Keyframe’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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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커서를 1초 이동한다.

‘Stretch’ ‘X’축 ‘%’입력 창을
클릭해 위로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며
화면이 Zoom-in되어 피사체가 확대된다.
타임라인에는 키프레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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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Position’에서 ‘Y’축을 이용해 영상을
아래로 내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다.이전 키프레임의 화면이다.

현재 크기를 유지하고 싶은 시간을 결정한다현재 크기를 유지하고 싶은 시간을 결정한다.
1초 정도 있기 위해 커서를 1초 앞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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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Add Keyframe’버튼을 클릭한다.
그 시간까지 앞의 키프레임과 동일한 위치와그 시간까지 앞의 키프레임과 동일한 위치와
크기를 유지하라고 키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Add Keyframe’버튼

타임라인 커서를 1초 앞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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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X’축에 클릭하고 아래로 내린다.
화면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동하려면 마우스보다
방향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이전 키프레임 위치의 화면이다.

타임라인 커서 위치에 키프레임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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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앞 커서 이 한다1초 앞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Add Keyframe’버튼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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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1초 앞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영상의 축을 중앙으로 이동하기 위해
‘Position’에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한다.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생겼다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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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앞에서 축의 중심을 중앙으로 이동했다.
이 번에는 원래 크기로 줌 아웃을 하려면
‘Stretch’에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 크기의 화면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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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키프레임 작업

NLE에서는 모든 작업이 키프레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프레임을 이해해야

앞에서 설명한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원래 화면에서 다음 Shot으로 Zoom-in 옆으로 Panning 그 다음 Zoom-Out을 한 화면이다.
각각의 지속 시간은 1초씩 이다.
이처럼 동영상을 키프레임 작업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정지 영상으로도 움직임을 주어

NLE에서는 모든 작업이 키프레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프레임을 이해해야
편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영상을 키 레임 작업 움직이게 만들 수 있 정지 영상 움직임을 주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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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의 간격이 좁으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간격이 넓으면
속도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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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이펙트

트랜지션 이펙트는 화면과 화면이 교차되는 지점에 적용하는 효과이다트랜지션 이펙트는 화면과 화면이 교차되는 지점에 적용하는 효과이다.
디졸브, 와이퍼, 페이드 인-아웃이 트랜지션 이펙트이다.
이러한 효과는 영상이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편집에 사용한 클립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 보이는 삼각형의 표시는 클립을 100% 사용했다는 표시이다.
이와 같이 편집을 하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없다.
트랜지션 이펙트를 사용하려면 여유를 두고 편집을 해야 효과 편집을 할 수 있다.
플레이어 창에서 IN점 OUT점을 잡을 때 클립을 끝까지 사용하지 말고 아래 화면처럼
앞 뒤 조금씩 길이를 남기고 IN-OUT점을 잡아야 한다.앞 뒤 금씩 길이를 남기 점을 잡아야 한다
양쪽을 남기지 않더라도 한 쪽만이라도 여유 있게 편집을 해야 나중에 효과 편집을 할 수 있다.

OUT IN OUT

클립과 클립 사이에 커서를 놓고 Set Default Transition버튼을 클릭하면클립과 클립 사이에 커서를 놓고 Set Default Transition버튼을 클릭하면
디졸브 효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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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이펙트

오른쪽 ‘Effect’ 탭을 클릭하면 ‘Transitions’항목에 많은 종류의 Wipe가 있다.
사용할 Wi 를 선택해 클릭한 상태 아래 타임라인에 클립과 클립 사이사용할 Wipe를 선택해 클릭한 상태로 아래 타임라인에 클립과 클립 사이로
드래그하면 Wipe효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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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이펙트

드래그 하는 방법 외에 효과 적용 방법은 타임라인에 클립을 클릭해 선택한다드래그 하는 방법 외에 효과 적용 방법은 타임라인에 클립을 클릭해 선택한다.

이펙트 팔레트 창에서 적용할 효과를 클릭해 선택하고 위에 ‘Add to 
Timeline’버튼을 클릭하면 효과가 적용된다. 

‘Blind Slide’효과가 적용된 클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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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삭제하기 와 옵션 조절하기

적용한 효과를 삭제하는 방법은 오른쪽 ‘Information’ 창에서 적용한 효과를 클릭하고
위에 Delete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된다.
효과 옵션을 조절하려면 Blind Slide를 더블 클릭하거나 위에 아이콘을 클릭한다.

적용한 효과 옵션을 조절하는 창이다.
‘Style’을 누르면 와이퍼 모양이 바뀐다.
옆에 ‘Tiles’ 조절 바를 이동하면 조각이
더 많이 나누어 진다.
효과 마다 조절 창의 모양과 기능이 다르지만효과 마다 조절 창의 모양과 기능이 다르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 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Presets’탭을 클릭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와이퍼 모양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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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옵션 조절하기

키프레임 탭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Presets’에 미리 만들어 놓은 효과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재생 버튼을 눌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선택하고 ‘OK’버튼을 눌러야 적용된다.

키프레임 추가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

재생

키프레임 삭제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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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icture in Picture)

PIP(Picture in Picture)는 화면 안에 화면이 나오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편집을 하려면 먼저 배경이 될 영상을 편집하고 그 위 트랙에 다른 영상을이러한 편집을 하려면 먼저 배경이 될 영상을 편집하고 그 위 트랙에 다른 영상을
편집한다.

이펙트 팔레트 창에서 ‘Keyers’를 클릭해 ‘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해 타임라인 클립으로 드래그한다.
일반적인 효과와 다른 것은 클립 아래 믹서(Mixer)로 PIP효과를 드래그하는 것이 다르다.

드래그 하면 클립 믹서 부분이 검정으로래 하면 클립 믹서 부분이 검정
잠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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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 크기와 위치 조절

‘Information ‘팔레트 창에서 ‘Picture in Picture’를 더블 클릭하면
옵션 조절 창이 열린다.

영상을 직접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아래 ‘Position Box’ 또는 ‘Size Box’를 클릭해 값을 조절해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Transparent’를 체크해 영상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Copy Background’를 체크하면 위에 있는 영상의 색상을 바꿔
배경으로 만든다.

‘Copy Background’를 체크한 결과의 화면이다.
‘Color‘아래 색상BOX를 클릭하면 조절 창이 열린다.

‘Transparent’를 체크해 투명도를 적용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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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t :투명도 조절
Fix Aspect: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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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 테두리와 투명도 조절

‘Edge ‘탭을 클릭하면 화면에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나온다.
‘Enable’을 체크하고 ‘With’옆 숫자가 기록된
상자를 클릭해 위로 올리면 테두리가
넓어진다.
‘Color’옆의 색을 클릭해 ‘Color Select’창이Color 옆의 색을 클릭해 Color Select 창이
열리면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다.

‘Shadow’탭을 클릭하면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다.
‘Enable’을 체크하고 ‘Position’을 이용해
그림자 위치를 정한다.
‘Color’를 이용해 색을 바꿀 수 있고
‘Transparent’를 체크하면 그림자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135135135135135http://choisworld.com



PIP 화면 전환 방법

PIP를 만들면 위에 있는 영상의 화면 전환이 필요하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위치를 이용한 화면 전환 방법과밖에서부터 안 들어와 다시 밖 나가는 위치를 이용한 화면 전환 방법과
디졸브(투명도)를 이용한 방법과 크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에디우스는 이러한 옵션을 미리 만들어 놓아 적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있다.

‘Effect’탭을 누르고 ‘Enable’을 체크한다.
‘In’은 화면 전환되어 영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말하고 ‘OUT’은 PIP화면이 사라지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Effect’ 항목에 ‘Dissolve’를 선택하고 영상을 재생 하면 처음에는 배경만 보이다가 서서히
PIP영상이 보인다PIP영상이 보인다.
‘Slide Right’를 선택하면 오른쪽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PIP화면을 만들 수 있다.
‘Bottom’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Slide Left’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Slide Top’은 아래에서 올라오고 ‘Zoom In’은 점에서 화면이 커지며 나타나는 방식이다.
‘Zoom Out’은 위에 있는 영상이 전체로 보이다 크기가 작아지는 방식의 PIP 화면이다.
‘In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Out’ 방식은 대부분 ‘In’과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면 무난하다. 

‘End In Effect’버튼은 PIP영상이 들어와
도착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커서를 원하는 시간대에 놓고 버튼을
클릭하면 PIP영상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다.

‘Start Out Effect’버튼은 ‘Slide Effect’
를 사용했을 경우 PIP영상을 밖으로
내 보낼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PIP영상의 길이가 10초 일 경우
마지막에 1초를 남기고 내 보낼지
또는 2초를 남겼을 때 내 보낼지를
결정하는 기능으로 커서를 원하는
지점에 놓고 클립 ‘Start Ou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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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면 그 시간에 PIP
영상이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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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P(Picture in Picture)

‘Effect’팔레트 창 ‘Keyers’에서 ‘3D Picture in picture’를 타임라인 클립으로 드래그한다.

오른쪽 ‘3D Picture In Picture’ 또는
위에 버튼을 클릭해 옵션 조절 창을 연다.위에 버튼을 클릭해 옵션 조절 창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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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P(Picture in Picture)

3D PIP 경우는 앞서 설명한 PIP와 달리 일일이 화면 크기 움직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앞서 움직임에 관한 설명에서 키 레임을 배워 어려움은 없을 것으 생각한다앞서 움직임에 관한 설명에서 키프레임을 배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

3D 회전

회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영상을 잡고 직접 이동 회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깊이 조절

그림자 조절

전체 트랙에 키프레임 추가

이전 키프레임 이동 끝 지점으로 이동
키프레임 추가 톡톡 튀는 이동

재생

반복재생 키프레임 위치

138138138138138

시작점으로 이동

다음 키프레임 이동

키프레임 삭제

곡선 이동

직선 이동

반복재생 키 레임 위치
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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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P(Picture in Picture)

옵션 조절방법

1.옵션 조절 버튼을 클릭하고 영상을 직접 조절한다.
2.각각의 옵션을 조절 바를 이용해 조절한다.
3.수치를 직접 입력해 사용한다.
4.방향키를 이용해 미세 조절을 한다.
5.해당 값을 복사해 붙이기를 이용한다.

Position: X축 Y축 위치 이동한다.
Scale: 크기를 조절한다.
Transparence: 투명도를 조절한다.
Orientation: 3D X축 Y축 기울기를 조절한다.
Roation: 회전을 조절한다.
Perspective: 원근감을 조절한다.

PIP 키프레임 요점 정리

키프레임 간에 간격이 가까우면 움직임 빠르다.
키프레임 간에 간격 멀면 움직임 느리다.
움직임을 정지시키려면 A 지점과 B지점의 키프레임의 값을 동일하게 한다.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A의 값을 복사해 B 키프레임에 붙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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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P(Picture in Picture)

3D PIP에서 키프레임 작업을 하면 양쪽의 키프레임 값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3D PIP에서 키프레임 작업을 하면 양쪽의 키프레임 값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키프레임 작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
이유는 기본값으로 곡선 움직임 버튼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키프레임 작업을 하려면 직선 움직임 버튼을 선택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키프레임 복사 방법

이전 또는 다음 키프레임으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복사할 키프레임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킨다이전 또는 다음 키프레임으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복사할 키프레임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킨다.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포인터 모양이 바뀐다.

키프레임을 클릭하면 키프레임 모양이 달라지고 오른쪽 복사하기 버튼이 활성화된다키프레임을 클릭하면 키프레임 모양이 달라지고 오른쪽 복사하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복사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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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P(Picture in Picture)

다음 키프레임 가기 버튼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다 키 레 가기 버 을 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오른쪽 붙이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키프레임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 버튼을 클릭했더니 붙이기 버튼이 활성화 되었다.

붙이기 버튼을 클릭한다.
앞에 삭제한 위치에 앞에서 복사한 키프레임을 붙였다.
키프레임이 없는 위치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붙일 수 있다.
재생을 해 보면 두 지점의 값이 같은데도 영상이 움직인다.

복사한 구간에 커서를 놓고 직선 움직임 버튼을 클릭해 선택한다.
재생을 해 보면 직선 구간에는 영상이 멈춘 상태로 있고 곡선을 선택한 부분은 부드럽게 움직인다재생을 해 보면 직선 구간에는 영상이 멈춘 상태로 있고 곡선을 선택한 부분은 부드럽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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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IP(Picture in Picture)

‘Presets’은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형태의 PIP가 있어 선택하고 ‘Load’버튼을 클릭하고Presets 은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형태의 PIP가 있어 선택하고 Load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 ‘OK’버튼을 누르면 적용된다.
그 밖에 ‘Light and Shadow’항목에는 라이트와 그림자를 만드는 기능이다.
‘Borders’ 항목은 PIP에 테두리를 하는 기능이고 ‘Crop’은 PIP영상 일부를 자르는 기능이다.
‘Option’항목은 각각의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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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추가하기

PIP 작업으로 트랙이 더 필요할 경우 트랙을 추가 하려면 트랙 패널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열린다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열린다.
‘Add’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Add Front’와 ‘Add Back’메뉴가 나타난다.
‘Add Front’를 선택하면 현재 선택한 트랙 위에 트랙을 추가하고 ‘Add Back’은 아래에
트랙을 추가한다.

‘Add Front’ 또는 ‘Add Back’을 클릭한다.

‘Add Track’창이 열린다.
‘VA Track’은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이
포함된 트랙이고’ V ‘Track을 선택하면
비디오 트랙만 추가된다.
‘Number’에 원하는 트랙 개수를 입력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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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왼쪽 삼각형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트랙을 확장 시켜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다.

확장 버튼

확장 버튼을 클릭해 오디오 트랙이 확장되었다.
주황색 선과 녹색 선이 보인다.
주황색은 볼륨 조절 선이고 녹색은 스테레오 경우 소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팬(PAN)값을 조절하는 선이다.

볼륨 조절선볼륨 절선

팬 조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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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VOL’옆에 아이콘을 누르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VOL’ 글자가 흰색으로 되며 황색라인 양쪽에 키프레임이 보인다.
선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 진다. 

선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만들고 양쪽 끝 키프레임을 잡고
아래로 내려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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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키프레임을 클릭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온다.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Move’를 선택하면 ‘Rubber Band’창이 열린다.
숫자를 입력하거나 클릭하고 위 아래로 올려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숫자를 입력하거나 클릭하고 위 아래로 올려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해당 키프레임 값을 조절할 수 있다.

‘Move two aligning points’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볼륨을 조절한다.
‘Add points and move’는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조절한다.
‘Move All’은 키프레임 전체를 조절한다. (Shift + Alt)
‘Add/Delete’는 선택한 키프레임을 삭제한다.
‘Delete All’ 전체 키프레임을 삭제한다.(트랙을 선택하고 Shift + Alt +H)
‘Initialize All’은 키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볼륨을 초기화 한다.
선을 클릭하면 전체 키프레임이 선택된다.

옆에 아이 을 면 바뀐다‘VOL’옆에 아이콘을 누르면 ‘PAN’으로 바뀐다.
팬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녹색 선 양쪽에 키프레임이 생긴다.
현재의 위치가 스피커 가운데서 나는 소리이다.
현재 선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면 왼쪽 스피커(Left)에서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Right)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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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형(Wave)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Generating Waveform Cache’창이
열리며 진행 과정이 나타난다.
완료가 되면 클립에 파형이 나타난다완료가 되면 클립에 파형이 나타난다.

파형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파형이 나타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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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편집을 하고 소리를 조절하는 것 보다 미리 원본의 소리를
정상적인 상태로 맞추고 편집하는 것이 올바른 편집 방법이다.
원본의 소리를 조절하려면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Normalize를 선택하면 Normalize창이 열린다.

원본 클립의 소리가 크거나 작을 경우원본 클립의 소리가 크거나 작을 경우
정상적으로 오디오 레벨을 맞춰주는 기능이다.
‘OK’버튼을 클릭하면 원본 클립의 소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조절된다. 5.1버전에 추가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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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패널(Track Panel)

편집된 시퀀스 크기를 조절 바를
왼쪽으로 보내면 확대되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타임라인
길이에 맞춰 보여준다

스케일 컨트롤러(Scale Controller)

Vid M t 버튼(Shift W)

Track Lock(Alt+L)
트랙 잠금 버튼

비디오 채널
편집을 할 트랙을 선택하는 버튼

길이에 맞춰 보여준다.

그 아래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타임라인 스케일의 시간을 설정
할 수 있다.
옆으로 된 삼각형을 누르면 다음
단계 시간으로 바뀐다.
아래로 향한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와 원하는 시간을 클릭

Audio Mute버튼(Shift+S)
소리 끄기/켜기 버튼

파형 보기 버튼(Ctrl+W)

디 채널 선택

Video Mute버튼(Shift+W)
비디오 끄기/켜기 버튼

하면 바로 바꿀 수 있다. 오디오 채널 선택

2V : 비디오 트랙
1VA: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
1T: 타이틀 트랙

트랙 구성

1A: 오디오 트랙
2A: 오디오 트랙
3A: 오디오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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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페이드 인 아웃

‘1VA’ 트랙 왼쪽 중간에 삼각형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회색 트랙이 보인다.
이 트랙은 오디오 조절하는 트랙이 아니고 영상을 페이드 인 아웃 하는 트랙이다.
하단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MIX’라고 흰색으로 변하며 앞서 설명한 오디오와
동일하게 키프레임이 나타난다.
선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며 키프레임을 아래로 내리면 영상이
페이드 아웃 된다.

현재 화면은 타임라인의 크기를 늘려 전체가 보이지만 실제는 옆의 스크롤 바를현재 화면은 타임라인의 크기를 늘려 전체가 보이지만 실제는 옆의 스크롤 바를
아래로 내려야 비디오 페이드를 조절할 ‘MIX’트랙을 볼 수 있다.

페이드 인 아웃 활성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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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믹서

오디오 믹서는 실시간으로 소리를 조절하는 도구이다.
실행 방법은 ‘Toggle Audio mixer display’버튼을 클릭한다.

믹서 창 아래 ‘None’을 클릭하면 메뉴가 열린다.
세 가지 조절 모드가 있다. 
‘Latch모드, Touch모드, Write’모드

‘Latch’모드는 일반적인 조절 모드이다.
슬라이더를 클릭해서 위 아래로 이동하면 이동한 상태로 조절되는 모드이다슬라이더를 클릭해서 위 아래로 이동하면 이동한 상태로 조절되는 모드이다.
‘Touch’모드는 클릭한 상태에서 손을 떼면 원래 조절된 값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원하는 조절 값을 유지하는 모드이다.
‘Write’ 모드는 기존의 값을 초기화 하고 덮어 쓰는 점이 다르다.
‘Latch’와 ‘Touch’는 이전에 조절한 값을 다시 조절할 때 이전 값이 살아있지만
‘Write’ 모드는 앞에서 조절한 값이 삭제된다.

‘Master‘ 슬라이더는 소리를 모니터 하는 볼륨 조절을 하고 편집된 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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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Latch’모드를 선택한 다음 왼쪽 재생버튼을 눌러 재생을 하고 소리를 들어가며
슬라이더를 움직여 실시간으로 조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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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믹서 (Gang 기능)

Gang 기능은 오디오 채널1 과 채널2 조절을 묶어서 한 개의 슬라이더로
조절을 할 때 사용한다.

먼저 ‘Write’를 선택하고 소리를 들어 보
며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을 조절한다.

내레이션을 크게 하고 배경음악을
조금 작게 조절을 한다.
두 채널 간의 차이를 적절히 조절한다.

양쪽 채널의 Gang버튼을 클릭한다.
재생을 하면서 전체의 소리 높이를 조절한다.
Gang기능을 켰기 때문에 ‘1VA’채널의 슬라이더를
올리면 ‘1A’채널도 동일하게 올라가 매끄럽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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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케이터 디스플레이(Indicator Display)

오디오 디스플레이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오른쪽 인디케이터 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열린다.
Peak Meter는 실시간의 볼륨 변화를 보여준다.
VU meter는 평균적인 볼륨을 나타낸다.
Full Scale 0부터 최대치 까지 나타낸다.
Audio Reference Scale은 선택한 옵션을 기준으로 한다.

Solo버튼Mute버튼 Gang버튼 Indicator Display버튼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때 마우스 외에 방향키를 사용하면 세밀하게
조절 할 수 있다.
방향키를 사용할 경우 클릭 한 번에 1dB 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Shift+방향키를 사용하면 0.1dB의 미세 조정이 된다.

Mute버튼을 클릭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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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면 리가 들리지 않는다
Solo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채널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현재 채널의 소리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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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변조

음성 변조는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음성을 변조해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이다.
이펙트 팔레트에서 ‘AudioFilters’를 클릭해 ‘Pitch Shifter’를 선택한다.
변조할 세그먼트로 드래그를 한다.

Pitch Shifter효과를 적용한 세그먼트

‘Information ‘팔레트에서 ‘Pitch Shifter’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이콘을 클릭하면
‘Pitch Shifter’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저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고음으로 바뀐다.
‘OK’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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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채널 바꾸기

편집을 하다 보면 오디오 채널을 바꿔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채널을 바꾸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메뉴 하단에서 ‘Properties’를채널을 바꾸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메뉴 하단에서 Properties 를
클릭하거나 Alt+Enter를 누른다.

채널 2로 바뀐 파형채널 1 파형

Alt + Enter를 누르면 ‘Clip Properties’창이 열린다.

‘Monaural’을 선택하고 ‘Channel1’에서 ‘Channel2’로 바꾸고 ‘Apply’버튼을 누르고 ‘OK’버튼을 클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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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음악 가져오기

PC의 CD롬 드라이브에 음악 CD를 넣는다.
‘Capture’메뉴에서 ‘DISCcapture’를 클릭한다.

‘DISC capture’창이 열린다.
임포트 할 음악 파일을 선택하고 왼쪽 아
래 임포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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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음악 가져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열린다.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열린다.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캡처 상태를 보여준다.캡처 상태를 보여준다.

캡처가 끝나면 ‘Watch folder’가 만들어 지고
그 안에 음악 파일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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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음악 가져오기

음악을 캡처하는 기본 값은 수동으로 되어있어 음악 파일 캡처가 끝나면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오른쪽 끝에 환경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열린다.

‘File name Settings’ 항목에
‘Set File name automatically’를
체크하면 CD에 있는 음악이
자동으로 파일이름이 생성되며
모두 임포트 된다.모두 임포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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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만들기(Quick Titler)

메뉴에서 타이틀 (Create Title)버튼을 클릭하면 세 가지 옵션 메뉴가 열린다.
일반적으로 ‘Create title in T1 track’을 선택한다.

현재 선택된 트랙에 타이틀을 편집한다.
T1 트랙에 편집한다.
새로운 타이틀 트랙을 만들어 타이틀을 편집한다.
(T1트랙 아래 T2트랙을 만들고 그곳에 편집을 한다.)
타이틀 저장 옵션은 타이틀을 제작하고 저장하면
선택한 트랙에 자동으로 편집이 된다.

‘Quick Titler’창이 열리며 화면에 커서가 깜박인다.
타이틀을 입력하고 글자가 작으면 꼭지점(Handle)을 잡고 원하는 크기로 늘인다.
오른쪽의 ‘Text Properties’창에서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글자 와이어 프레임을
잡고 이동 확대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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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스타일을 바꾸려면 아래 만들어 놓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한 스타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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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속성 (Text Properties)

‘Transform ‘이동

‘X’축 은 좌 우 이동, ‘Y’축은 상 하 이동
‘Width’는 글자 폭, ‘Height’은 글자 높이
‘Fix aspect ratio’를 선택하면 비율 유지
‘Kerning’ 두 글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
‘Leading’ 아래 위 글자 간격 조절Leading  아래 위 글자 간격 조절

‘Font ‘글자체

‘Font ‘글자체 선택
‘Size ‘글자 크기

‘Horizontal’ 수평으로 ‘Vertical ‘수직으로
‘B ‘진하게’ I’ 이탤릭 ‘U’ 줄긋기

‘Left’ 왼쪽 정렬 ‘Center’ 중앙 정렬 ‘Right Tab’오른쪽 정렬

‘Fill color’

‘Direction ‘화살 모양을 클릭하고 회전하면 방향이 바뀐다.
‘Color’ 색을 몇 가지 사용할 것인가 색이 표시된 네모를
클릭하면 색 조절 창이 열린다.
‘Transparency ‘조절 바를 이용해 투명도를 조절한다.Transparency 조절 바를 이용해 투명도를 조절한다.
‘Texture File’ 다른 그래픽 파일을 사용 한다.

‘Edge ‘테두리

‘Hard width’ 테두리 두께
‘Soft width’ 테두리 소프트 처리
‘Direction’ 방향
‘Color ‘테두리 색과 색의 개수 선택

그 밖에 그림자,엠보스,블러가 있다. 
‘Shadow’
‘Emboss’
‘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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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용하기

왼쪽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다양한 이미지 샘풀이 나타난다왼쪽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다양한 이미지 샘풀이 나타난다.
사용할 이미지를 클릭하고 작업 창에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 하면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 밖의 이미지 버튼 아래 네모, 원, 세모, 선 선택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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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타이틀 (Background Properties) 

타이틀을 시작하면 오른쪽에 ‘Background Properties’창이 있다.
기본 값으로 Still로 되어있고 비디오 세팅은 프로젝트 세팅으로 되어 있다.
‘Background’도 ‘Video’로 설정되어있어 일반적인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타이틀을 입력하면 사라지고 ‘Text Properties’창으로 바뀐다.
타이틀을 입력을 마치고 배경을 클릭하면 다시 ‘Background Properties’창이 열린다.
‘Title type’ 메뉴를 클릭하면 다섯 가지 타입이 나온다.
‘Still’은 정지된 타이틀을 제작하는 것이고 ‘Roll’은 아래 위로 움직이는 타이틀을
제작할 때 선택한다.
‘From bottom’은 아래서 위로 ‘From Top’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타이틀이다.
‘Crow(From right)’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Craw(From left)’는 왼쪽에서 오른쪾으로
이동하는 타이틀을 만들 때 선택하면 움직이는 타이틀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이동하는 타이틀을 만들 때 선택하면 움직이는 타이틀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Video Setting’은 프로젝트 세팅과
동일하다.

‘Background’는 편집된 화면을 사용할
경우는 ‘Video’를 선택한다.
‘White’는 흰색 배경 ‘Black’은 검정 배경
다른 사진을 사용할 경우 ‘Still’을 선택
하고 옆에 버튼을 클릭해 해당 파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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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적용

타이틀을 완료하고 ‘File’메뉴에서 ‘Save’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폴더에
‘Title’이라는 폴더를 만들며 제작한 년 월 일과 번호를 부여한’etl’파일이
저장한다.

‘1T’트랙에 편집된 타이틀 클립이다.
시작과 끝 지점은 자동으로 페이드 효과가 만들어진다.

타이틀 시간을 늘리려면 끝 부분을 잡고 이동하면 늘어나
원하는 시간을 쉽게 맞출 수 있다.

타이틀 제작이 완료된 화면이다.
에디우스 타이틀은 HD급 타이틀을 제작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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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효과 (TitleMixers)  

타이틀의 페이드 인 아웃은 ‘Effect’ 팔레트 ‘TitleMixers’에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기본 값을 바꾸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Set as Default Effect’를 선택하면 된다.
‘TitleMixers’에서 다른 효과로 기본 값을 바꿀 수 있다TitleMixers 에서 다른 효과로 기본 값을 바꿀 수 있다.
기본값으로 설정되면 ‘D’라고 표시가 된다.

타이틀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비디오 효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드래그 앤 드롭 방법을 사용한다.

동일한 효과를 적용하려면
양쪽에 끌어다 놓아야 한다.

시간 조절은 Alt+U를 누르고
D ti 창에 시간을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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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 시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방법은
경계 지점을 잡고 트리밍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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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창에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앞에서 이동하는 타이틀은 아래 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타이틀이다.
타이틀을 원하는 곳에 머물 이동을 해야 할 경우는 직접 키 레임 작업을 해야 한다

모션 타이틀 (Motion Title)  

타이틀 트랙에 편집을 하지 않고 비디오 트랙에 편집을 해야 한다.
트랙 패널에서 2 V 트랙을 클릭해 선택한다.

타이틀을 원하는 곳에 머물고 이동을 해야 할 경우는 직접 키프레임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시작부터 방법이 조금 다르다.

타이틀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Create Title in Current Track T’를 선택한다.

‘Create Title in Current Track T’를 선택하면
비디오 트랙에 타이틀 클립이 만들어 진다

직접 키프레임 작업을 해 타이틀의 움직임을
만들 때는 반드시 비디오 트랙에 타이틀을
편집해야 한다.

타이틀 트랙인 T1에 편집을 했을 경우
비디오 트랙으로 옮기면 된다.

비디오 트랙에 타이틀 클립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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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타이틀 (Motion Title)  

‘Quick Titler’창 오른쪽 ‘Background Properties’에서 ‘Title type’을 ‘Still’로 선택한다.Quick Titler 창 오른쪽 Background Properties 에서 Title type 을 Still 로 선택한다.

타이틀을 입력하 ‘Fil ’메뉴에서 ‘S ’를 클릭해 저장을 한다타이틀을 입력하고 ‘File’메뉴에서 ‘Save’를 클릭해 저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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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타이틀 (Motion Title)  

오른쪽 ‘information’ 팔레트에 ‘Video Layout’을 더블 클릭하거나
P 버튼을 더블 클릭해 ‘Vid L ’창을 연다Property버튼을 더블 클릭해 ‘Video Layout’창을 연다.

왼쪽 하단에 ‘Enable Keyframe’박스를 체크한다.
타이틀 키프레임 작업은 앞에 설명한 비디오 키프레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주의 할 점은 키프레임 작업을 완료하고 오른쪽 하단에주의 할 점은 키프레임 작업을 완료하고 오른쪽 하단에
‘OK’버튼을 클릭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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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타이틀 (Motion Title)  

타이틀의 움직임을 키프레임 작업으로
완료하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페이드

삼각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트랙이 확장된인-아웃 작업은 트랙에서 한다.

트랙 패널 앞에 삼각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삼각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트랙이 확장된
화면이다.

확장된 트랙 패널 아래에 MIX앞에 아이콘을
클릭한다.

아이콘이 활성화 되며 트랙 양쪽에 키프레임이
나타난다.

시작 지점의 키프레임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린다.
현재 하늘색 줄 부분이 투명도 100%이고
아래는 투명도 0%이다

트랙에 하늘색 줄을 더블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다.

아래는 투명도 0%이다.
끝 지점 이전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끝 지점 키프레임을 아래로 내리면 페이드 아웃
작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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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수정

타이틀을 수정하려면 타임라인에서 타이틀 클립을 더블 클릭한다.

‘Quick Titler’창이 열린다.
왼쪽 선택 툴 버튼을 클릭하고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나타난다.
수정할 글자를 드래그해 선택하고 수정을 한다.수정할 글자를 래 해 선택하 수정을 한다
오른쪽 아래 입력 창에서 입력을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수정을 하고 ‘File’메뉴에서 ‘Save’를 클릭하면 타이틀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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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Speed)  

속도를 바꾸는 방법은 해당 클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Speed’를 클릭하거나 Alt+E키를 누른다.

‘Clip Speed’창에 원하는 속도를 입력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Rate’를 50% 로 입력하면 정상 속도에 절반 속도로 느린 동작이 되고
‘Rate’를 200% 로 입력하면 2배 속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50%로 느린 속도로 하면 시간은 배로 늘어난다.
‘Duration on Timeline is changed’를 선택하지 않으면 클립의 길이는 그대로 있고
속도만 조절할 수 있다. 5.1버전에 이 기능이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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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화와 정지 영상, 정상 속도 등을 적용하려면 클립 자르기와 복사 방법을
사용하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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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Time Remap)  

‘Time Remap’ 기능은 편집된 시퀀스 일부에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특정 부분에 속도를 빠르게 하면 나머지 구간의 속도가 느려져 전체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도조절 방법이다그대로 유지하는 속도조절 방법이다.
적용 방법은 타임라인 해당 시퀀스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Time Remap’을 클릭한다.

‘Time Remap’창이 열렸다.
속도를 조절할 구간에 커서를 놓고 왼쪽 위에 있는 ‘Add Keyframe’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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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Time Remap)  

속도를 조절할 시작 점에 녹색 키프레임이 만들어 졌다속도를 조절할 시작 점에 녹색 키프레임이 만들어 졌다.

편집할 때와 동일하게 OUT지점에 ‘Add Keyframe’버튼을 클릭해
구간을 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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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Time Remap)  

녹색 키프레임을 드래그해 앞으로 이동을 한다.
키프레임의 간격이 줄어들면 해당 구간의 속도가 빨라진다키프레임의 간격이 줄어들면 해당 구간의 속도가 빨라진다.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하늘색 선이 보인다.
앞의 키프레임의 속도가 증가한 만큼 반대로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이다.
속도를 결정한 뒤에 ‘OK’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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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Marker)  

마커는 특정 지점을 표시하는 북 마크와 비슷한 기능이다.
타임라인에 마커를 표시할 곳에 커서를 놓고 ‘V’키를 클릭한다타임라인에 마커를 표시할 곳에 커서를 놓고 V 키를 클릭한다.
빨간 삼각형의 ‘Marker’가 ‘Timeline Scale’에 표시되었다.

‘Bin’창에서 ‘Sequence marker’탭을 클릭하면 번호와 타임코드 ‘Comments’항목이
만들어 졌다.
‘Comments’ 입력 BOX를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다.

입력을 하고 Enter를 치면
타임라인 아래 입력한 글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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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Marker)  

이전 마커로 이동IN-OUT마커

클릭하면 마커가
만들어진다.
다시 누르면 삭제된다.

다음 마커로 이동

마커 삭제

마커 리스트를 저장한다.
(Export Sequence Marker list)
확장자 CSV로 저장된다

Marker.csv

시퀀스 마커
클립 마커 전환
토글 버튼

마커 리스트를 임포트 한다.
(Import Sequence Marker List)

확장자 CSV로 저장된다.

시퀀스 마커 클립 마커 토글 버튼과시퀀스 마커, 클립 마커 토글 버튼과
IN-OUT마커 버튼이 5.1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다.

마커를 클릭하고 Delete버튼을 누르면 삭제된다.

IN점 OUT점을 잡고 Mark메뉴에 Set Mark In/Out을 선택하면
아래 화면 처럼 IN-OUT마커가 만들어진다. 
5.1버전에 추가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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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컬렉션(White Balance)

화이트 벨런스가 맞지 않은 영상을 수정하려면 ‘Effect‘팔레트에서 ‘VideoFilters’
앞에 ’를 클릭해 l i 을 클릭한다앞에 ‘+’를 클릭해 Color Correction을 클릭한다.

오른쪽에 ‘White Balance’를 선택해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한다.

‘Information’팔레트에서
‘White Balance’를 더블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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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컬렉션(White Balance)

‘White Balance’창 ‘Preview’에서 보기 형태를 선택한다.
이 보기 기능은 칼라를 수정한 화면과 원래의 화면을 분할해 같이 보여주는 기능이다.

‘Color Picker’에서 ‘White’를 선택하고
화면에서 흰색 부분을 클릭한다.

모자 부분을 클릭해 조금 색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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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컬렉션(White Balance)

목 부분 검정색을 클릭한 화면이다.

‘Black’을 선택하고 검정색 부분을 클릭한다.

모자 회색 부분을 클릭하자 왼쪽 수정된 화면의
색이 정상적인 색으로 바뀌어 성공적으로 수정을
완료했다.

‘Gray’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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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벨런스(Color Balance)

화면의 밝기와 계조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적용하는 방법은 앞에 설명한 White Balance와 동일해 생략한다적용하는 방법은 앞에 설명한 White Balance와 동일해 생략한다.

‘Chroma,Bright,Contrast’를 조절한 화면이다.

‘Chroma’를 조절해 채도를 높이거나Chroma 를 조절해 채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Bright ‘조절 바를 이동하면 밝기가
조절된다.
‘Contrast ‘조절 바를 이동해 계조를
조절한다.

그 밖에 ‘RGB,CMY’를 조절할 수 있다.
키프레임을 이용해 색의 변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다만들 수 있다.
조절하고 ‘OK’버튼을 클릭해야 적용된다.
원래 값으로 돌아가려면 왼쪽 하단에
‘Default’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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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휠(Color Wheel)

색을 바꾸는 기능이다 수정된 화면색을 바꾸는 기능이다.
클릭하고 회전을 하면 색이 바뀐다.
작은 원을 클릭해 밖으로 이동하면 채도가 높아지고
안으로 이동해 중앙에 위치하면 무채색으로 된다.

원본 화면

수정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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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휠(Color Wheel)

칼라 휠을 이용해 색상을 바꾼 자동차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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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스코프, 웨이브폼 디스플레이(Vectorscope, Waveform)

벡터 스코프 웨이브폼 디스플레이

벡터스코프는 비디오 신호에서 색상의
전자적 패턴의 Portion을 표시한다.
밝기 정보 없이 색상 정보만 나타낸다.
가운데는 색이 없다는 의미이고 밖으로
움직이면 색상과 채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웨이브폼 디스플레이는 색상과 밝기를
보는 계측 디스플레이어이다.
밝기는 ‘+100’과 ‘0’을 초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색상의 가이드 라인은 ‘110IRE’와 ‘-20IRE’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만 색상은 초과되거나
부족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PC 모니터와 방송용 모니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밝기와 색 조절은 스코프를 보고
‘Color Balance’에서 ‘Bright’와 ‘Contrast’를 이용해 밝기를 조절하고 ‘Safe Color’를 체크해
방송 기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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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레코더 창 아래 메뉴를 보면 오른쪽 끝에 Export버튼이 있다.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Burn to Disc’를 클릭한다.
그 밖에 ‘File’ 메뉴 ‘Print’에서 ‘Burn to Disc’를 선택해도 된다그 밖에 File  메뉴 Print 에서 Burn to Disc 를 선택해도 된다.

‘Burn to Disc’창이 열린다.
맨 위를 보면 ‘Movie, Style, Edit, Write’ 네 종류의 단계가 보인다.맨 위를 보면 Movie, Style, Edit, Write  네 종류의 단계가 보인다.
현재 ‘Movie’는 DVD를 만들 동영상 파일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현재는 타임라인에 있는 시퀀스
파일이 자동으로 나타나 시작
프레임이 보인다.
파일을 추가하려면 ‘Add File’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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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Add File’버튼을 클릭해 타이틀을 추가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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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파일을 추가한 다음 ‘Style’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에 있는 Simple Image Business Travel Wedding Seasons Pop Cool아래에 있는 Simple, Image, Business, Travel, Wedding, Seasons, Pop, Cool,
Modern, Family, School 등의 미리 만들어 놓은 초기 화면을 선택한다.
DVD로 출력 하려면 Output항목에서 DVD를 선택한다.
5.1버전은 DVD뿐만 아니라 Blu-ray 출력도 가능해 Output 선택 옵션이 추가 되었다.
Blu-ray는 H.264 파일만 가능하고 MPEG-2TS 파일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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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Edit’버튼을 클릭하면 앞에서 선택한 ‘Style’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위치 크기 이름 등을Edit 버튼을 클릭하면 앞에서 선택한 Style 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위치, 크기,이름 등을
재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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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Item setting창이 열린다.자를 더블 릭하 g창이 다
폰트, 색상, 크기, 정렬 방법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밖에 글자에 효과를 적용하는 ‘Effect’창이 있다.

Effect창은 테두리,그림자, 프레임
엠보스를 조절할 수 있다.

‘Edge’창은 글자 테두리를 설정하고
테두리 색상, 소프트 처리를 할 수 있다.

‘Shadow’창은 글자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고 ‘Angle’을 이용해
그림자 방향을 조절 할 수 있다.

‘Frame’은 글자와 그림에 테두리를
만드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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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수정을 완료하면 Write버튼을 클릭한다.
작업한 파일들을 인코딩 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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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인코딩이 끝나면 Test Writing을 한다인코딩이 끝나면 Test Writing을 한다.

Test Writing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DVD에 기록을 시작한다.

DVD에 기록을 완료하면 끝났다는 메시지 창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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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출력

DVD에 Audio_TS폴더와 VIDEO_TS폴더가 만들어 지고 그 안에 DVD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었다.파일이 저장되었다

DVD 초기 화면이다.
오른쪽의 영상을 클릭하면 링크된 동영상이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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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비율(Aspect Ratio)

방송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디지털 경우도 SD에서 HD로 바뀜에 따라 화질 뿐만 아니라 화면 비율이 4:3에서
16:9로 전환 되었다.
뉴스 또는 다큐멘터리에서 자료 화면을 사용할 경우 화면 비율을 맞춰야 할 경우가 있다.
화면 비율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한다.

화면 비율을 바꾸려면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Properties’를 클릭하거나 Alt+Enter를 누른다.

Clip Properties창이 열리면 Video info탭을 클릭한다.
클립 정보를 보면 화면 비율(Aspect ratio)이 4:3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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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비율(Aspect Ratio)
‘Aspect ratio’항목 메뉴를 클릭해 ‘1.2000 16:9’를
선택한다.

‘1.2000 16:9’를 선택하고 ‘Apply’버튼을
클릭하면 4:3화면이 16:9로 바뀐다클릭하면 4:3화면이 16:9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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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클립(Offline Clip)

에디우스를 시작하면 소스 파일이 옮겨졌을 때 타임라인과 Bin창에 클립이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Find offline clip’창이 나타난다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Find offline clip 창이 나타난다.

다시 링크시켜 복구 하려면다시 링크시켜 복구 하려면
‘Open the clip restoration dialog’버튼을 클릭한다.

Restore offline clip창이 열린다. 
오른쪽 메뉴를 클릭해 ‘Relink(select folder)’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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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클립(Offline Clip)

폴더 찾아보기 창이 열린다.

소스가 있는 폴더를 선택한다.

첫 번 째 파일이 다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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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클립(Offline Clip)

Ctrl키를 누르고 나머지 파일을 선택한다.Ctrl키를 누르고 나머지 파일을 선택한다.
오른쪽 메뉴를 클릭해 ‘Relink(select folder)…’를 선택하면 한 번에 모두 링크시킬 수 있다.

Bin창에 클립과 타임라인에 영상이
연결되어 다시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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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Application 설정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작업과 외관을 제어한다.

Timeline: 타임라인 창의 편집 기능을 제어한다.
Render: 파일을 랜더링하는 조건을 제어하고 파일 핸들링을 랜더한다.
Duration: 스틸 사진 클립,타이틀이 편집된 경우 그것의 지속시간(Duration)을 설정한다.
Deck Settings: 이 옵션은 캡쳐와 자동 파일 분할의 세부 옵션을 조절하고 에디우스와 연결된

모든 비디오 장치 간의 통신을 구성한다.
Restore offline clip: 사라진 소스 자료를 복구할 때 링크된 마진의 기본값이나 복원 방법을 설정한다.
Playback: 편집을 하면서 플레이백을 정지하는 조건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백을 시작

하기 전에 예비 작업 시간을 설정한다.
Match frame jump: 매치프레임 기능을 사용할 때 찾는 방법을 선택한다.
Application: 기본 저장 위치와 타이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적인 에디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들을 설정한다.
Customize: 키보드 단축키 맵핑과 버튼 Bin창의 옵션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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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e: 키보드 단축키 맵핑과 버튼,Bin창의 옵션을 조절한다.

196http://choisworld.com



세팅(Application Settings)
Timeline세팅

Extend clips when applying transition/cross fade:
이 옵션을 선택하고 두 클립 사이의 트랜지션을 적용하면 시퀀스 전체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DIUS는 첫 번째 클립의 IN 포인트와 두 번째 클립의 OUT포인트를 연장할 것이다.
클립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트랜지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효과를 적용하면 전체 시간이 줄어들고 효과를 삭제하면 시간이 늘어난다.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다.
insert default crossfade in transition:
VA 트랙 비디오 클립에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하면 오디오 트랙에 크로스 페이드가 추가된다.
insert Default Transition in Crossfade:
VA 트랙 오디오 클립에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하면 비디오 트랙에 크로스 페이드가 추가된다VA 트랙 오디오 클립에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하면 비디오 트랙에 크로스 페이드가 추가된다.
Set the cutting point of transition/cross fade to front:
트랜지션의 CUT 포인트나 크로스 페이드 포워드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해야 한다.
Hold the next clip when trimming a clip except ripple trim: 
Add clips to mapped track : 체크되었을 경우 선택된 트랙에 클립이 있을 경우 Overwrite편집을
해 덮어 쓴다.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비어있는 트랙에 편집을 한다.
Snap of event: 달라 붙는(스냅)기능을 동작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해야 한다.
Snap item은 스냅 기능을 어느 타임라인 항목에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이다.
Insert/Overwrite Mode: 드래그엔 드롭 방법으로 편집할 때 인서트 또는 오버라이트 방법을 선택한다.
E t는 스냅 기능을 어느 타임라인 이벤트에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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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는 스냅 기능을 어느 타임라인 이벤트에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이다.
Clip timecode: 클립에 정보 표시하는 옵션이다.
Waveform: 오디오 파형 디스플레이 방법을 Log(dB)와 Linear(%)로 설정한다.
Clip thumbnail: 타임라인 클립에 시작과 끝부분에 영상을 보여주는 옵션이다.(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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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Render

Rendering Option: 일부의 랜더링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 효과와 클립 속성 또는 클립이
랜더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Filters: 비디오 필터의 랜더링을 선택한다.
Transition/CrossFades: 비디오 트랜지션,크로스 페이드 및 타이틀 랜더링을 선택한다.
Key/Transparency: 키 효과와 투명도 조절을 했을 때 역시 랜더링을 선택한다.
Speed change: 속도를 조절했을 때 랜더링을 선택해야 한다.
Content that are not the same format as the project: 프로젝트와 포맷이 다를 때 랜더링을 해야 한다.p j 젝 와 맷이 다를 때 랜더링을 해야 한다

• 프레임 크기가 프로젝트와 다른 경우
•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를 때
• 프레임 속도가 다를 때
• 필드 순서가 다른 경우
• 압축 포맷이 프로젝트 설정에서 지정된 코덱과 다를 때
• 그밖에 알파 채널 정보 클립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모두 랜더링을 해야 한다. 

Rendering decisions: 플레이백 하는 중에 버퍼가 지정된 값 이하로 내려갈 때 타임라인의
한 섹션에 대해 EDIUS가 제안하는 랜더링을 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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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섹션에 대해 EDIUS가 제안하는 랜더링을 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해야 한다.
EDIUS가 랜더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 전에 플레이백 도중에 버퍼가 반드시
내려가도록 프레임 수를 설정한다. 

Delete invalid rendering files: 랜더링 파일을 삭제할 시점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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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Duration 지속 시간

Still image: 스틸 이미지
Duration: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 시간을 설정한다.

Title: 타이틀
Duration: 타이틀의 기본 지속 시간을 설정한다.
Automatically add title mixer when importing titles: 이 옵션을 선택하면 타이틀 믹서가
양쪽 끝에 추가되어 자동으로 페이드 인-아웃 된다.

V-mute: Duration에 설정된 시간 만큼 오디오 출력을 삭제해 소음을 제거하는 옵션이다.
Rubberband point: 러버밴드 포인트란 오디오 볼륨과 팬을 조절할 때 트랙에 나타나는 키프레임

포인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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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berban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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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just frame rate when loading clip항목을 체크하면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소스를
현재 프로젝트 세팅의 프레임 레이트로 임포트 한다.
기본값은 체크되지 않았다기본값은 체크되지 않았다.

Color range for RGB clip: White(기본값)
Super White

Color range for yCbCr clip: White
Super white(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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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 Settings

Capture 
Preroll:프리롤 타임을 설정
Margin: 캡쳐를 할 때 앞 뒤 여유 시간을 설정한다.

Confirm filename: 캡처를 할 때 파일이름을 먼저 기록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Before capture를 선택하면 파일 이름부터 기록하고 캡처를 시작하는 방법이고p
After Capture는 캡처를 마치고 파일 이름을 기록하는 옵션이다.

Load to Player after capture는 캡처를 마치면 플레이어 창에 영상을 나타나게 하는 옵션이다.
Skip errors and continue capture: 캡처하는 동안은 에러가 발생해도 캡처를 계속하는 옵션이다.
Automatically divide files:자동으로 파일을 나누는 옵션이다.

At timecode Break : 타임코드가 끊어졌을 때
When aspect ratio changes : 화면 비율이 바뀌었을 때
When audio sampling rate change : 오디오 샘플 레이트가 바뀌었을 때
When the recorded time data change : 녹화된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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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Settings
Preroll time 편집시 프리롤 타임을 설정
Postroll time 편집시 포스트롤 타임을 설정
FirstEdit Pre-Rec time :FirstEdit에서 마진 길이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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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Restore offline clipRestore offline clip

Restore offline clip: 지워진 클립을 다시 캡처할 때
Docking margin : 다시 캡처할 때 여유분의 영상을 가져올 시간을 설정한다.

Restore default

Load project file : 프로젝트 파일을 기준으로 할 때 Capture all 전체를 다 받거나
Capture used area 편집에 사용한 파일만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Import EDL파일: EDL파일 경우도 전체를 받거나 편집된 파일만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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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Pl b kPlayback

Pre roll: 프리롤 시간을 설정한다.
Stop playback at frame drop :프레임이 드롭시 재생을 멈추라는 옵션이다.
Continue playback when editing:편집할 때도 재생을 계속 진행하라는 옵션이다.
Continue playback when trimming clip: 클립을 트리밍을 할 때도 재생을 계속하라는 옵션이다.
Show correct frame when scrubbing:스크러빙을 할 때 정확한 프레임을 나타나게 하는 옵션이다.
Combine filter layers and track layers(for Effect settings): V1트랙과 V2트랙의 영상을 필터등을
사용해 혼합할 때 체크를 하지 않으면 한 개 트랙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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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Match frame

Search direction: 검색 방향을 설정한다.
Previous: 이전 Next: 다음

Target tracks: 대상 트랙을 설정한다.
All tracks: 전체 트랙
Choose track: 선택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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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Application

Recent clip은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파일을 시작 화면에 나타낸다.
오른쪽 창에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

Show thumbnail in the MRU list:
Large: Small:Large:         Small:

File메뉴 Recent clip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리스트가 나타난다.
Large를 선택하면 섬네일 영상이 크게 보이고 Small을 선택하면 조금 작게 보인다.

Settings
Save window position: 창의 위치를 저장한다.
Show tooltip: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팁을 나타낸다.
Enable Auto save :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저장한다.
Autosave interval: 자동으로 저장하는 시간의 간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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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titler: 자막프로그램을 지정한다.
Project File: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폴더 위치를 설정한다.
에디우스를 처음 실행할 때 저장 위치를 설정했는데 이 곳에서 저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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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B tt

‘Customize’는 버튼, 컨트롤,오버레이,빈의 세부적인 디스플레이,단축키
윈도우의 색상 등을 조절하는 세팅이다.
현재는 왼쪽 플레이어 창’Player(Left)’이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다.
왼쪽 추가할 버튼을 선택하고 중앙에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추가된다.
버튼의 위치를 이동하려면 선택하고 Up 또는 ‘Down’버튼을 클릭하면 옮겨진다.

Button

‘Player(Left)’오른쪽을 클릭해 메뉴에서 버튼을 추가할 곳을
선택하고 버튼의 위치 또는 삭제, 추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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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Control

‘Show timecode’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타임코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Show timecode’항목이 체크된 상태의 화면이다.

‘Show timecode’항목을 체크하지 않아 타임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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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Application Settings)

Control

Shuttle과 Slider가 선택된 화면이다.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다.

Shuttle Slider

Shuttle과 Slider가 선택되지 않은 화면이다Shuttle과 Slider가 선택되지 않은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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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와 레코더 버튼의 크기를 조절한다.
Size 아래 오른쪽 메뉴를 클릭하면 Small Medium Large로 버튼의 크기를Size 아래 오른쪽 메뉴를 클릭하면 Small, Medium, Large로 버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Small을 선택한 화면이다.

Medium을 선택한 화면이다.

Large를 선택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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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

‘Normal edit’는 플레이어 창과 레코더 창에 타임코드와
정보를 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타이틀 작업을 할 때 글자가 서로 겹쳐 작업하기가 불편할
경우 ‘Show source information’ 앞에 체크를 해제하면
정보가 보이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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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항목에 ‘Show sequence timecode’를 체크하면 트림 모드 상태에서

Trim

항목에 q 를 체 하 상태에서
화면에 타임코드가 나타난다.

‘Show sequence timecode’ 항목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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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safe area

‘Show safe area’는 방송이 되었을 경우 실제 화면이 잘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의
안전 영역을 표시하는 옵션이다.
‘Action safe area’를 체크하면 화면에 범위를 표시한다.
Title safe area(80%)는 타이틀을 제작할 때 글자가 잘리지 않고 보일 수 있는 벙위를
나타내는 옵션이다.

타이틀 안전 영역비디오 안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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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Position은 플레이어 창 과 레코드 창에 타임코드, 등록 정보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이다.
화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임 코드 정보가 이동을 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다.
오른쪽 Size는 ‘Large, Medium, Small’을 선택해 등록 정보의 크기를 조절하는 옵션이다.
그 아래 Background는 타임코드 정보 아래 검은색 배경을 표시하는 옵션이다.

위에 있는 화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타임 코드 정보가 윗 쪽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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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mation to show’는 타임코드 뿐만 아니라 기록된 날짜
시간을 표시하는 옵션이다.

‘Show level meter’는 오디오 크기를 나타내는 meter의 색상을 조절하는 옵션이다.

색상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ColorSelect’창이 열린다.
원하는 색을 클릭하면 오디오 레벨 메터의 색을 바꿀 수 있다.
수정 후 본래의 값으로 되돌아 가려면 ‘Default’버튼을 클릭한다수정 후 본래의 값으로 되돌아 가려면 Default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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