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iLoScope 2 

 기본 조작 매뉴얼 

LoiLoScope 2 기본 조작 매뉴얼은、소프트웨어 동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우측 상단 파일 메뉴에서「매뉴얼 다운

로드」를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립니

다.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LoiLoScope 2  기본 조작 매뉴얼 목차 

 

 

LoiLoScope 2 로 할 수 있는 것들 8 

1. LoiLoScope 2 를 시작해 보자 9 

1-1 기동 방법  

1-2 종료 방법  

1-3  프로젝트 열기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10 

2-1 데스크 톱에 있는 항목의 명칭  

 각 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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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작동을 배우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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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oiLoScope 2를 시작해 보자 

LoiLoScope 2 를 설치하면 데스크 톱에 아이콘이 나타납니

다. 더블 클릭으로 기동 시킵니다.  

시작 화면의 [신규작성] 메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합

니다.  

시작 화면에서 가이드 기능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이드 기능

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3-3 을 참조하세요. 

LoiLoScope 2 를 풀 스크린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X 버튼으로 종료합니다. 풀 스크린 이

외의 경우에는 윈도우의 닫기 버튼으로 종료합니다. 

(왼쪽부터) 최소화 / 화면 축소 / 종료 

1. LoiLoScope 2를 시작해 보자 

1-1 기동 방법 

1-2 종료 방법 

시작 화면의 [이어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최근 열어본 프로젝트]가 표시

됩니다. 기동 후의 경우에는 화면 우측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저장된 프

로젝트명을 선택하여 엽니다.  

 

[최근 열어본 프로젝트] 일람에 해당되는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젝

트 열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1-3 프로젝트 열기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1.메뉴 

저장 버튼：편집 중인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파일 메뉴：프로젝트 저장, 옵션 설정 등 

툴 메뉴：타임라인, 마그넷 등을 추가합니다. 

안내 메뉴：이용 가능한 가이드 기능을 표시합니다. 

2.최대/최소화 버튼 

LoiLoScope 2를 최대/최소화 시킬수 있고, 윈도우를 닫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미디어 브라우저 

PC에서 동영상과 사진, 음악을 검색하거나, SD카드에서 PC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4.마그넷 

썸 네일을 모아서 정리하는 툴입니다. 일괄 출력도 가능합니다. 

5.썸 네일 

LoiLoScope 2상의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이 인식되면 썸 네일로 나타납니다. 

6.타임라인 

복수의 썸 네일, 텍스트 등을 조합, 구성하는 툴입니다. 

7.휴지통 

썸 네일이나 타임라인을 삭제하는 특수한 마그넷입니다. 

8.DVD/블루레이 작성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를 생성하는 툴입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2-1 데스크 톱에 있는 항목의 명칭 

1. 저장 / 파일 / 툴 / 안내 2. 최대화 / 최소화 / 종료 

4.마그넷 
6.타임 라인 3.미디어 브라우저 

7.휴지통 8.DVD/블루레이 작성 

5.썸 네일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3.미디어 브라우저 

 

 

 

 

 

 

 

 

 

 

 

 

 

 

 

 

 

 

 

 

 

 각 부의 역할

세부설명 

표시되는 동영상, 사진, 텍스트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 

폴더 바 

각 폴더를 나누는 단락입니다. 바

를 드래그하여 데스크 톱에 보낼 

수 있습니다. 

탭 

탭을 전환하여 동영상, 사

진, 음악을 표시합니다. 

썸 네일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의 파일

을 썸 네일 상태로 표시합니다. 

색이 칠해져 있는 폴더는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정 트레이 개폐 스위치 

좌우로 드래그 하면 설정 트레이

를 개폐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 

선택한 파일을 출력합

니다. 

폴더 선택 탭 

미디어 브라우저에 표시하고자하

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 전환 탭 

트리, ABC 순, 작성

일 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4.마그넷 

 

 

 

 

 

     

 

 

 

 

 

 

 

 

 

 

 

 

 

 

출력 버튼 

선택한 파일을 표시합니다. 

세부설명 

슬라이드쇼 재생, 원본 파일 검색, 

수집이 가능합니다. 

완료 버튼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최대／최소화 버튼 

드래그 하여 마그넷의 길이를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썸 네일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의 파일을

썸 네일로 표시합니다. 

색 변경 버튼 

마그넷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타이틀 

더블 클릭하여 타이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그넷의 최소화 

최소화 하면, 썸 네일이 마그넷 속에 넣어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노란색 화살표를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합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5.썸 네일 

 

 

 

 

 

 

 

이펙트 트레이 스위치 

클릭하여 이펙트 트레이를 

개폐할 수 있습니다. 

출력 

In지점과 out지점 사이에 

있는 부분을 출력합니다. 

세부설명 

동영상/ 텍스트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동영상과 사진의 밝기, 명

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추가 버튼 

이펙트를 추가하고자할 때 

클릭합니다. 

가위 툴 

동영상 안에서, 특정 부분을 

오려낼 때 사용됩니다. 

In 과 out 으로 지정한 범위

를 새로운 썸 내일로 잘라

냅니다. 잘라낸 뒤, 파일에 

남은 부분의 in/out 지점을 

지정합니다. 

이펙트 트레이 탭 

이펙트 트레이에 나타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펜 툴 

동영상과 사진, 펜, 스탬프, 지우기 펜, 클

리핑(잘라내기) 툴 등의 기능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이펙트의 쇼트 컷입니다.  

툴 

재생/일시 정지、재생 속

도 조절 툴입니다. 

정지화면 출력 

클릭하면, 동영상의 정지화면을 출

력할 수 있습니다. 

시크 바 

동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냅니다. 

In 지점 

동영상이 시작되는 지점 

Out 지점 

동영상이 끝나는 지점 

재생 윈도우 

동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 입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6.타임라인 

 

최대화 버튼 

재생 윈도우를 최대

화 합니다. 

출력튼 

In 지점과 out 지점 안에 있는 

부분을 출력합니다. 

세부 설명 

동영상/텍스트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색 변경과 이름 변경 

타임라인의 틀 색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재작하는 동영상의 길이를 고정하거나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펙트 트레이 스위치 

클릭하여 이펙트 트레이를  

개폐할 수 있습니다. 

재생 윈도우 

동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 입니다. 이펙트 트레이 

타임라인의 길이, 이름, 이펙트, 텍스트 등

을 설정하는 트레이입니다. 이펙트 트레이

나 탭, 선택 한 타임라인 바에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툴 바 

재생/일시 정지, 화면 크기, 재생 

속도, 팬 등의 툴입니다. 

In 지점 

동영상이 시작되는 지점 

Out 지점 

동영상이 끝나는 지점 

타임라인 바 

동영상, 사진, 음악을 바로 표시 

타임라인 윈도우 

동영상, 사진, 음악 썸 네일을 드

레그＆드롭하여 구성하는 공간입

니다.  
레이더 

동영상 전체 길이를 나타냅니다. 타임라인 윈도우를 

확대하여 사용하고있을 때, 파란색 틀을 이동시키면 

빠르게 표시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크 바 

동영상 재생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펙트 추가 버튼 

이펙트를 추가하고자 할 

때 클릭합니다. 

이펙트 트레이 탭 

이펙트 트레이에 나타나는 내

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타임라인 툴 

 

 

 

 

 

1.다시하기 버튼(undo/redo)：타임라인 바의 이동 등、타임라인 윈도우 안에서 작업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a.타임라인 제거 툴 

2.가위 툴：타임라인 바를 선택하고, 가위 툴을 선택하면, 시크 바 위에 가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선택하면 타임라

인 바를 분활할 수 있습니다. 

3.뒤의 선택 툴：후방 선택 툴을 클릭한 뒤 임의의 타임라인 바를 클릭하면, 클릭한 타임라인 바 뒤에있는 모든 바가 선택 됩

니다.  

4.복사：타임라인 바를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하면, 클릭한 타임라인 바가 복제 됩니다.  

b.타임라인 바 이펙트 추가 툴 

5.텍스트：텍스트 툴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 텍스트 또는 스텝 롤이 추가 됩니다. 추가 된 텍스트는 타임라인 바에 나타납니

다. 

6.펜 툴：펜 툴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재생 화면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펜, 스탬프, 지우기 펜, 클리핑(잘라내기) 등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7.포즈 넣기：포즈 넣기 툴을 클릭하면, 그 시점의 재생 장면에대한 정지화면을 동영상 사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카메

라 사진촬영 툴과 같은 기능입니다. 

c.재생 제어계 버튼 

8.앞으로 이동：재생 중인 타임라인 바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9.되감기：클릭 할 때마다 재생 위치의 1 프레임 씩 되돌아갑니다. 

10.재생/일시 정지：클릭하면 동영상을 재생/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1.빨리감기：클릭 할 때마다 재생 위치의 1 프레임 씩 앞으로 갑니다. 

12.다음으로 이동：재생 중인 타임라인 바의 맨 끝으로 가서, 다음 타임라인 바를 재생합니다. 

d.음량 재생 계 버튼 

13.음량：전체 음량을 조절합니다. 

14.오디오 파형 표시：타임라인 바를 선택한 뒤 클릭하면 타임라인 바 안의 음량 파형을 나타냅니다. 

15.재생 속도：타임라인의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화면 사이즈：타임라인에서 제작하는 동영상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7.재생 윈도우 사이즈：재생 윈도우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7.휴지통 

 

휴지통 아이콘 

클릭하면, 아이콘 안에 있는 썸 네일을 

데스크 톱 위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완료 아이콘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 

최대/최소화 버튼 

드래그하여 휴지통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썸 네일 

드래그 하여 휴지통에 넣고 뺄 수 있습니다. 



2. 각 부의 명칭을 외우자! 

8. DVD/블루레이 작성 

 

 

 

 

 

 

메뉴 디자인 

 

작성 미디어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미디어의 형

식을 표시합니다. [디스크 선택] 버튼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DVD/블루레이 디스크의 타이

틀을 표시합니다. 더블 클릭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일람에 있는 파일을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PC 에서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기입 가능한 용량이 표시 

됩니다. 

삭제 버튼 

일람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디스크 생성 

파일이 전부 모이면, 클릭하여 메뉴

디자인 화면으로 진행하여 디스크

를 생성합니다.  

디스크 선택 

DVD/블루레이미디어와NTSC

또는 PAL 의 영상 방식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기입 준비 파일 일람 

기입되는 파일이 나타납니다. 썸 네일을 드

래그&드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메뉴 디자인 선택 

프리셋트 중에서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DVD/블루레이를 덱에 투입했을 때의 초기

화면 입니다.  

메뉴 디자인 미리보기 

선택한 디자인의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메뉴 화면과 챕터화면을 탭에서 선택하

여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생성 

디자인, BGM등의 설정이 끝나면 클릭하여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제목/배경음악/디스크 이름 설정 

틀 안을 클릭한 뒤 입력합니다. 제목의 크기 선택, 배경음악 선택, 임의의 화면을 

배경으로 넣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 

줌 아웃이 가능 합니다. 

세부설명 

최소화/복사/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조작을 배우자! 

 

 

 

 

 

 

  

 

 

 

 

 

 

 

  

편집할 썸 네일을 클릭 줌 인 

 

배경 클릭으로 중역 줌 

타임라인이나 썸 네일이 큰 화면에 나타나 있을 때, 배

경이나 항목 상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중

역까지 줌 아웃 됩니다. 이미 데스크 톱 전체에 나타나 

있는 광역 줌의 경우에는, 클릭한 위치에 중역 줌으로 

가까워 집니다. 

한 번 더, 배경을 클릭하여 광역 줌 

중역 줌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배경을 클릭하면, 데스크

톱 상의 모든 썸 네일과 타임라인, 마그넷을 포함 한 전 

영역을 볼 수 있도록 줌 아웃 됩니다. 

 
「완료」버튼을 클릭해도 중역 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데스크 톱을 클릭한 상태로 이동 

배경을 드래그하면 데스크 톱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줌 인・줌 아웃(화면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줌 인/줌 아웃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줌 인/줌 아웃 

보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면 줌 인 됩니다. 큰 화면으로 

표시, 재생됩니다.  

3. 기본 조작을 배우자! 

3-1 LoiLoScope 2 기본 조작 

 클릭 줌 

편집이 끝나면, 배경을 선택합니다. 중역 줌 



3. 기본 조작을 배우자! 

 

 

 

 

 

 

 

 

 

 

 

 

 

 

 

 

 

 

 

 

 

 

 

 

 

 

 

 

 

 

 

 

 

 

 

 

 

 

 

 

 

마우스 오버로 동영상, 음악 재생 

데스크 톱 상의 동영상, 사진, 음악파일은 썸 네일로 나타납니다. 

썸 네일은 마우스 오버로 재생할 수 있고, 클릭으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각 썸 네일을 데스크 톱 상에서 편집, 삭제하여도 원본 파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의 위치를 Windows상에서 이동하거나, 삭제할 경우 데스크 톱에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oiLoScope 2 를 직접 체험 함으로써 조작 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시작화

면에서 [기본 작동 연습], 또는 편집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가이드 메뉴에서 [기본 

작동 연습]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붉은 색 표시를 따라가며 소재 파

일 선택, 편집 방법, 텍스트 추가, 동영상 출력 등의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측 클릭 

썸 네일 복수 선택 

마그넷 복수 선택 

타임라인 바 복수 선택 

쇼트 컷 

마우스 휠 

화면 확대/축소 

미디어 브라우저 스크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동영상 미리보기 빨리감기/되

감기  

타임라인 윈도우 시간 간격 확대/축소 

이펙트 펜 굵기 변경 

 

마우스 오버 

썸 네일 재생 

3-2 기본 작동 연습 

3-4 마우스의 역할 

클릭 

썸 네일 편집 

마그넷 선택 

타임라인 편집 

중역 줌 

광역 줌 

 

드래그 

데스크 톱을 스크롤 

타임라인 윈도우를 스크롤 

 

3-3 가이드 기능 

가이드 기능은 목적 달성까지의 안내를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조작 연습과 같

이 LoiLoScope 2 의 조작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조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 또는 편집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가이드 메뉴에서 사용할 가이드를 선택

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안내와, 나타나는 빨간색 표시를 따라 목적을 달성해 보세요. 



4.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찾아보자 

 

 

LoiLoScope 2 에서 편집 가능한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표시합니다.  

동영상/사진/음악/외부기기 탭을 선택하여 파일을 썸 네일로 표시하고, 썸 네일을 마우스 오버 하여 미리보기로 재생 합

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설정 탭에서 열고 싶은 폴더를 체크하면, 체크 된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이 자동적으로 검색, 표시 됩

니다. SD 카드나 USB 메모리 칩, 외장 HDD 등 외부기기가 표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로운 탭에 외부기기 안에 있는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이 표시 됩니다.   

미리보기 

소재에 마우스 오버 하면 동영상

이 미리보기 화면에서 재생 됩니

다. 재생중 마우스 휠로 빨리감기

/되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불러오기 

소재를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

습니다.  

 

4.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찾아보자 

4-1 미디어 브라우저 

 미디어 브라우저란? 

설정 탭 



4.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찾아보자 

 

 
설정 탭 

미디어 브라우저에 표

시 되는 폴더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 

클릭하면 화면이 줌 

아웃 됩니다.  

 탭과 버튼 

 미디어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폴더 선택 

설정 탭 

미디어 브라우저는 초기설정 시, 이하의 장소에서 파일을 검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 내 비디오 

사진 : 내 사진 

음악 : 내 음악 

설정 탭을 클릭하면 PC 의 폴더가 트리로 표시됩니다. 찾고자 하는 폴더에 체크

해 주세요. 체크한 폴더를 항상 인식하여, 그 폴더 내의 동영상, 사진, 음악을 동

영상 탭, 사진 탭, 음악 탭에 각각 표시합니다. 

 폴더 선택 

설정 탭에서 선택한 폴더 내의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트리 형식으로 표

시합니다.

▲를 클릭하여 폴더를 열고, 찾고있는 폴더를 클릭하세요. 우측 뷰어에 폴더

내의 파일이 표시됩니다. 

 
표시 탭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의 백업 파일, 외

부미디어 등, 미디어 브라우저에 표시 되

는 파일을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 

선택한 파일을 출력합

니다. 

 폴더 바 

클릭하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썸 네일이 

선택 됩니다. 데스크 톱에 드래그&드롭 하

여 선택된 모든 소재를 불러 올 수 있습니

다.  

 표시 전환 

클릭하여 트리 표시, ABC 순, 작성 

일시 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설명 

미디어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파일의 불러오기, 삭제, 썸 

네일과 텍스트 크기 변경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4.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찾아보자 

이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측 클릭을 한 상태에서 소재 위를 훑어 주세요. 붉은 선으로 감싸집니다.  

・소재 좌측 하단 체크 박스를 체크하여 ON 으로 만듭니다. 

・폴더 바를 선택하여 동일 폴더 내의 소재를 전체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누르며 바를 클릭합니다. 복수의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해제 : 소재 좌측 하단 체크 박스를 체크하여 OFF 로 만듭니다. 

・Ctrl 키를 누르며 우측 클릭합니다.  

・Ctrl 키+우측 클릭, 붉은 선으로 선택 해제하고 싶은 소재를 감쌉니다. 

쇼트 컷으로 소재를 마그넷이나 타임라인에 이동시키기 

쇼트 컷을 사용하면, 미디어 브라우저나 데스크 톱에서 소재를 마그넷이나 타임라인

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쇼트 컷은 소재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면 표시 됩니

다. 

 소재를 복수 선택 하려면 

4-2 소재의 복수 선택 

 선택 해제 

미디어 브라우저 상에서 선택한 소재를 드래그&드롭 하여 데스크 톱으로 불러옵니

다. 바를 드래그&드롭 하면 폴더 내의 모든 소재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불러 온 

소재는 마그넷에 모아진 상태로 표시 됩니다.  

 소재 불러오기 



4. 동영상, 사진, 음악 파일을 찾아보자 

 

외부 미디어 데이터 PC 에 저장하기 

미디어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직접 PC 에 파일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탭 선택하기 

DVD 또는 SD 카드의 탭을 선택하면 좌측에 백업 버튼이 나타납니다. 

저장할 파일을 선택(좌측 하단 체크박스를 ON 으로 하거나 복수 선택)하고 백업 버튼

을 클릭합니다. 

 

 백업 

4-3 SD카드나 DVD등 외부 미디어에서 소재 백업 

DVD 또는 SD 탭을 선택합니다. 

백업 버튼이 나타납니다. 

사이즈를 확인한 후 [네]를 클릭하면, PC 내 지정한 백업 폴더에 파일이 저장 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백업 탭 안에 나타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않은 상태로 백업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도 

카메라 내의 백업되어있지않은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백업 출력 폴더는 옵션 설정에서 지정 가능합니다.

화면 상부의 홈 메뉴에 있는 옵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측 버튼에서 출력 장

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 표시 창 우측의 회색 버튼을 클릭하여 폴더를 지정합니다.  

 백업 폴더 선택 

백업된 파일은, 미디어 브라우저 백업 택에 나타납니다.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과

같이 LoiLoScope 2 에서 재생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백업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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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기 

4-4 편집하려면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소재를 선택하고 출력 메뉴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소재가 마그넷에 포함된 상태로 데스크 톱에 표시 됩니다. 소재를 편집한뒤 동

영상을 구성하는데 편리합니다. 소재 편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5 장을 참조하세요.  

 결합하기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소재를 선택하고 출력 메뉴에서 [합치기] 버튼을 클릭하

면, 선택한 소재가 새로운 타임라인에 결합됩니다. 소재를 편집하지않고 타임라인에서 

결합할 때 편리합니다. 타임라인 편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6 장을 참조하세요.

 슬라이드쇼 영화 만들기 

사진을 고르는 것만으로 간단히 포토 무비를 작성 할 수 있는 툴 입니다.  

포토 무비에 사용하고 싶은 사진,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파일은 선택한 순서대로 표시 

됩니다. 음악 파일을 선택하면 BGM 으로 사용됩니다. 파일을 다 선택한 후, 미디어 브

라우저의 출력 메뉴에서 [슬라이드쇼 영화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쇼 영화 만

들기] 화면에서는 사진 1 장에대한 표시 시간, 해상도, 스타일을 미리보기로 확인하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파일 아웃풋]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편집을 원할 때에는 [고급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타임라인이 실행되어 소재의 표시 시간, 이펙트 등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

다. 타임라인 편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6 장을 참조하세요. 



5. 맘에 드는 장면을 고르자! 

 

 

썸 네일을 재생하려면, 썸 네일 위에 마우스 커서를 맞춰주세요(마우스 오버). 썸 네일이 자동 재생됩니다. 썸 네일을 

클릭하면 편집 툴이 표시 되고, 보기 좋은 위치까지 줌 됩니다.  

サムネイル再生ウインドウ ネイ출력 완료 

이펙트 트레

이 스위치 

펜 툴 파일 명 재생 속도 복사/컷 버튼 

In 지점 버튼 out 지점 버튼 

In 지점 

재생위치 
되감기 빨리감기 

재생/일시정지 

Out 지점 

5. 맘에 드는 장면을 고르자! 

5-1 재생, 트리밍 

 동영상 재생 

 각 부의 명칭 

세부설명 

정지화면 

출력 버튼 



5. 맘에 드는 장면을 고르자! 

 

 

 

복사 

맘에 드는 장면을「in」과「out」으로 둘러싼 뒤, 썸 네일 복사 버튼

을 클릭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in」과「out」지점이 

저장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가지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음악 트리밍 

썸 네일 편집은 매우 간단합니다. 

「in」과「out」을 움직여 마음에 드는 장면을 둘러쌉니다.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썸 네일 복사를 

클릭하고 다시 한 번 「in」과「out」을 설정합니다. 

 썸 네일 복사와 자르기 

 사진 전환 

사진을 불러올 때 화상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을 경우에는, 설정 트

레이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로 회전 시킬수 있습니

다. 썸 네일 좌측에 표시되는 설정 트레이에 회전 풀다운 메뉴가 

표시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에 맞추어 회전 시킬수 있습니다. 

복사/자르기 버튼 

자르기 

동영상 안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in」과「out」으

로 지정한 범위를 새로운 썸 네일로 잘라내는 버튼입니다. 잘라낸 

뒤 원본 파일의 남은 부분에「in」과「out」을 지정합니다.  

 



5. 맘에 드는 장면을 고르자! 

 

썸 네일 재생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전체화면이 해제됩니다. 전체화면 표시중에도 편집을 할 수 있

습니다. 마우스를 화면 하단에 놓으면 편집 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썸 네일을 동시에 복수 선

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복수 선

택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 상태로 화면을 드래그 하면, 붉은 색 선이 

나타납니다. 그 선으로 썸 네일을 건드리면 

썸 네일이 감싸집니다. 감싸진 썸 네일은 모

두 선택됩니다. 썸 네일을 모아서 타임라인으

로 이동시키거나 마그넷으로 분류할 때 편리

합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 상태로 화면을 드래그하면, 붉은 색 선으로 

썸 네일을 감쌀 수 있습니다. 감싸진 썸 네일은 모두 선택됩니다. 선

택된 썸 네일은 반 투명 상태로 표시됩니다. 

책상 위의 서류를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상에서 마우스 조작으로 썸 네일을 던져

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썸 네일을 드래그하

여 던지면, 썸 네일은 화면상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오른쪽에는 동영상 파일, 왼 쪽

에는 사진 등 빠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5-2 큰 화면으로 재생 

 전체화면으로 재생 

5-3 썸 네일 나열 

 썸 네일 복수 선택 

 썸 네일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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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나 사진, 음악을 조합하여 작품을 만드는 작업대 

툴 메뉴에 있는 타임라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이 실행됩니다. 

타임라인은 썸 네일을 잇거나, 겹치거나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작업대입니다. 

타임라인 윈도우에 썸 네일을 드래그&드롭 해 넣으면, 타임라인 바가 되어 나타납니다. 바의 길이는 

동영상 재생 시간을 나타냅니다.  

타임라인 윈도우 안에서 위쪽에 있는 타임라인 바가 재생 윈도우에서는 앞 쪽에 나타납니다.

이펙트 트레이 스위치 

클릭하여 이펙트 설정 트레이 표

시/닫기가 가능합니다. 

재생 윈도우 

툴 바 

타임라인 재생 / 일시 정지 

등을 제어합니다. 

타임라인 윈도우 

타임라인 바 붙이기, 겹쳐 

잇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

는 작업 스페이스 

6. 맘에 드는 장면으로 동영상을 만들자! 

6-1 타임라인 

 타임라인이란? 

 각 부의 명칭 

레이더 

동영상 전체의 길이를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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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NTSC 640x480 SD 화질, 일본・미국 등 TV 대응 

SD Wide 640x360 SD 와이드, 일본・미국 등 TV 대응 

DV NTSC 720x480 디지털 무비 형식, 일본・미국 등 

SD PAL 720x576 SD 화질, 유럽 등 TV 대응 

SD Wide 768x432 SD 와이드,유럽 등 TV 대응 

DV PAL 720x576 디지털 무비 형식, 유럽 등 

YouTube 640x480 YouTube 4:3 

YouTubeW 640x360 YouTube 와이드 

YouTubeHD 1280x720 YouTube HD 

QVGA Wide 320x180 1/2 SD 와이드 

QVGA 320x240 1/2 SD 

QXGA 512x384 Web 동영상 사이트 용 

DVD 640x480 DVD 작성 용 

DVD Wide 854x480 와이드 DVD 작성 용 

HD 1280x720 HD 화질（720p） 

HD 1920x1080 HD 화질(1080p) 

Customize  사이즈 자유롭게 설정 가능 

 버튼의 역할 

 동영상 사이즈 

타임라인 툴 바의 풀 다운 메뉴에서 작성할 동영상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버튼 

타임라인바 제어 툴 

(왼쪽부터) 가위 툴, 뒤의 선

택 툴, 복사 

타임라인바 이펙트 추가 툴 

(왼쪽) 텍스트, 펜 툴, 잠시멈춤(정지화면) 넣기 

 

재생속도 

화면 사이즈

재생 윈도우 

 사이즈 

Out 지점 재생위치 
In 지점 

재생 제어계 버튼 

(왼쪽부터) 앞으로 이동, 되감기, 

재생/ 일시정지, 빨리감기, 다음

으로 이동 

음량 제어계 버튼 

(왼쪽) 음량, 오디오 파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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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바는,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동영상(파랑), 

사진(노랑), 텍스트(초록), 음악(핑크)으로 구별되어 표

시됩니다.  

텍스트 동영상 사진 음악 

 

타임라인 바 

타임라인 바 틀의 색은, 포함되어 있던

마그넷의 색에 따라 변합니다. 하얀 틀

의 경우, 어느 마그넷에도 포함되지 않

았던 썸 네일 입니다. 

텍스트 

동영상.mp4 

사진.jpg 

 

음악.mp3 

 
movie02.mp4

선택 중인 타임라인 바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바란? 

6-2 타임라인 바 

 타임라인 바 편집 

타임라인 바를 클릭하면, in/out 핸들이 나타납니다. 핸들을 좌우로 이동시키

면서 동영상을 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드래그하여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선택 하고, Ctrl + (화살표)←또는 →를 누르면, 타임라인 바

의 시간을 1 프레임 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드래그하여 다른 바의 끝부분과 딱 맞는 위치로 옮기면, 바

의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in/out 위치 변경시에도 이와 같이, 다른 썸 네일

의 끝이나 재생 범위, 시간 0:0:0 부분에 닿으면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타임라인 바의 이동을 되돌리고싶은 경우에는, Ctrl 

+Z 키나 화면 좌측 하단의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합

니다. 또, Shift + Ctrl + Z 키나 다시하기 버튼으로 

이 조작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한 번이라도 바를 타임라인 밖으로 빼면, 지

금까지의 조작을 되돌리거나 다시할 수 없게 됩니

다.  

 타임라인 바 붙이기 

 타임라인 바 이동과 다시하기 

되돌리기/다시하기 버튼 

movie02.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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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바 복사 

타임라인 바를 선택하고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타임라인 바 

바로 뒤로 복사 됩니다.  

가위 툴을 클릭하면, 재생 위치에 가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가위 툴

은 타임라인을 분할하는 툴입니다. 분할할 타임라인 바를 선택하고 아

이콘을 클릭하면 바를 분할시킬 수 있습니다.  

가위 툴을 사용하고 있을때에는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한 번 클릭하면 아이콘이 없어집니다.  

뒤의 선택 툴을 클릭하고 복수 선택하고자하는 타임라인 바의 가장 

왼쪽에 있는 바를 클릭합니다. 클릭된 바를 포함한 우측에 있는 모

든 바가 선택 됩니다. 그대로 드래그하여 타임라인 윈도우 내를 좌

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측 클릭한 채로 빨간 선으로 훑으면 복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

택 된 바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화면 좌측 하단의 복수 선택 버튼

을 클릭하여 빨간 선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측 클릭한 채로 빨간 선으로 둘러싸면 복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바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화면 좌측 하단의 복수 선택 버튼

을 클릭하여 빨간색 선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복수 선택하면 선택된 바의 좌우에 녹색 핸들이 나타납니다. 이 녹

색 핸들을 좌우로 드래그 하여 선택한 타임라인 바들을 함께 늘이고 줄일 수 있

습니다.  

 가위 툴로 타임라인 바 자르기 

 복수 선택  

 복수 선택 : 우측 클릭 라인(건드리기) 

 복수 선택 : 우측 클릭 라인(둘러싸기) 

 퀵 이미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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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윈도우 내에서 복수의 타임라인 바가 겹쳐졌거나 접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트렌지션(화면의 교체)이 설정 됩니다.  

바가 겹쳐져있는 부분에 자동적으로 트

렌지션이 설정 됩니다.  

자동 트렌지션 법칙 

컷 인 

(바로 동영상이 전환 됨） 

양 끝 20 프레임 씩 페이드 인, 아웃 

(점차적으로 동영상이 전환됨） 

겹쳐진 부분 만큼 페이드 인, 아웃 

(점점 동영상이 전환됨) 

타임라인 상 접하여 늘어선 경우(겹친 점 없음) 

컷 인으로 동영상 교체 

양 끝 20 프레임씩 페이드 인/아웃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같은 위치일 경우 

모두 20 프레임씩 페이드 아웃 됩니다. 

긴 바 안에 짧은 바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20프레임씩 페이드 인/아웃 됩니다. 바의 상하가 교체되어도 

이와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겹쳐진 경우 1 

밑에있는 바의 위치에 따라 위에있는 바의 교체 방법이 변

합니다. 위에 있는 바는 겹쳐진 부분 만큼 페이드 인 됩니

다. 밑에 있는 바는 20 프레임 페이드 아웃 됩니다. 

부분적으로 겹쳐진 경우 2 

위에 있는 바는 겹쳐진 부분 만큼 페이드 아웃 됩니다. 밑에

있는 바는 20 프레임 페이드 인 됩니다.  

 자동 트렌지션 

6-3 트렌지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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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트렌지션

자동으로 설정되는 트렌지션(화면 교체)을 수동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설정을 원하는 타임라인 바를 선택

하고, M 마크가 그려진 동그란 [수동 설정] 버튼을 클릭합

니다. 수동 설정 맵이 표시됩니다.    

페이드 인/아웃 시작 점과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타임라인 윈도우 배경을 클릭하여 맵을 닫습니다. A 마

크가 그려진 동그란 [자동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동 트렌지션 설정이 해제됩니다.  

페이드 인 시작 점 

투명도 

상하로 움직여 조절 

 

페이드 아웃 시작 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아웃 종료 

점의 투명도  

상하로 움직여 조절 

 페이드 인 종료 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인 시작 점

투명도

상하로 움직여 조절

 

페이드 아웃 시작 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아웃 종료

점의 투명도

상하로 움직여 조절

 

메뉴얼/오토 전환 버튼 

클릭할 때마다 트렌지션의 설정을 

자동/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스타일 선택 버튼 

타임라인 바 별로 다른 트렌지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

리 셋트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 경우, 맨 처음과 끝의 트렌

지션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설정] 버튼을 클릭하

여 별도의 화면에서 설정해 주세요.  

 

 

스타일 세부 설정 버튼 

최대 3 종류의 트렌지션을 세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부분

과 중간부분, 끝 부분의 스타일을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렌지션 세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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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음량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윈도우 좌측의 이펙트 트레이 탭에 있는 [음량] 버튼을 클릭

하면, 음량 조절 맵이 나타납니다. 노란색 선이 음량을 나타냅니다.  

음량 0％～200％  

노란색 선을 상하로 움직여 조절 

6-4 음량 조절 

페이드 인 시작 시 음량 

상하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인 시작 시 음량

상하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인 종료 지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인 종료 지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아웃 시작 지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아웃 시작 지점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아웃 종료 시 

음량 

상하로 이동하여 조절 

 

페이드 아웃 종료 시

음량

상하로 이동하여 조절

 

 

파형 표시 

동영상의 오디오 파형을 나타내고 싶은 경우, 타임라인 바를 클릭

하고 타임라인 툴의 [오디오 파형 표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바 하부에 파형이 나타납니다.  

 파형 표시를 해제하고싶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오디오 파형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 프레임 삭제 

키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나타나는 휴지통 아이콘

을 클릭하면 선 상의 모든 키 프레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 프레임 음량 세부 조저절과 보충 방법 

키 프레임을 선택하면 별도의 윈도우가 열리고, 각 키 프레임의 음량, 보충 방법 등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량 버튼 음량 버튼 

작게 시작한 음량을 점점 크게하고(페이드 인), 중간 지점에서 음량을 일정하게한 뒤, 후반부에서는 음량을 점점 줄이고 싶

은(페이드 아웃) 경우에는, 노란색 선을 더블 클릭하여 4 개의 포인트를 추가시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노란색 선 좌측 끝

으로 이동시키고, 네 번째 포인트는 우측 끝으로 이동시킵니다. 페이드 인할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로 설

정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 사이의 음량은 일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포인트와 네 번째 포인트 사이의 

음량은 점차적으로 줄입니다. 설정이 끝난 뒤에는 배경을 클릭하거나, 음량 조절 버튼을 클릭하여 컨트롤러를 닫습니다. 

포인트(키 프레임) 추가 

노란색 선 상에서 더블 클릭하면 선 상에 포인트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하좌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 포인트를 키 프레임이라 부르고,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키 프레임을 만든 경우, 키 프레임 사이의 고저차가 음량의 변화

를 나타냅니다.  

 

 오디오 파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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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동영상 타임 리맵 

타임 리맵이란 동영상 재생 속도를 컨트롤하는 것 으로, 재생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역 재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 리맵을 하는 것으로 동영상의 한 장면을 강조하거나 TV 와 같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타임 리맵은, 동영상 바를 클릭하여 타임라인 이펙트 트레이에 있는 [속도 변경] 애니메이셔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바 하단에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나타내는 노란색 선이 표시됩니다. 좌측 하단이 동영상의 시작점, 우측 상단이 

동영상의 종료점입니다.  

 

노란색 선 상에서 더블 클릭하여 키 프레임을 만듭니다. 키 프레임을 마우스 오버 하면, 좌우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동영상 속도 변화는 원본 속도에 비례하여 퍼센테이지로 표시됩니다.  

각각의 키 프레임은 더블 클릭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바 우측 끝 쪽에 표시되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바 상의 모든 키 프레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속도 변경] 애니메이션 버튼을 ON 으로 바꿉니

다.  

 

 

세로 축이 동영상의 시작지점 부터 종료지점 까

지를 나타냅니다. 가로 축이 동영상 시간의 변화

를 나타냅니다. 조절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일정 속

도로 동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 됩니다.  

 

 

타임 리맵은 직선 상의 키 프레임을 만들어서 위치를 원본 그래프

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동영상 재생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노란색 그래프는 시간을 한 눈에 볼수 있게 만든 것 입니

다. 빠르게, 느리게, 역 재생 등 여러가지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

다. 

 

 타임 리맵을 사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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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영상 레이아웃 

 동영상의 이동과 변화 

재생 윈도우 내의 동영상, 사진, 또는 타임라인 바를 클릭하여 자유롭게 변형,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항목을 이동시킵니다.  

세로 축 이동 핸들 

확대 축소 핸들 

회전 핸들 

틀 안의 색은 타임라인과 같이, 타임

라인에 넣기 전 마그넷의 색과 같습

니다.  

 각 부의 역할 

 레이어 위치 버튼 

선택한 동영상이나 사진의 

위치를 화면상에서 회전, 반

전, 맞추기, 초기상태로 되돌

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버튼 

동그란 버튼을 클릭하여 빨간색으로 변하면, 화

면상의 동영상과 사진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

요. 움직인 타이밍이나 위치를 애니메이션으로 

기억합니다. 해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동그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밝기, 콘트라스트 조절 

어둡게 찍힌 동영상이나 사

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트레이 탭 

타임라인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을 표시하고 있습니

다. 타임라인 바를 클릭하여 선택할 필요없이, 이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펙트, 텍스트

도 이와 같이 표시 됩니다.  

 사진 속 사진 

화면 상에서 2 개 이상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늘

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2 분활, 4 분활로 배치합니다. 각각 원하는 자리에 

배치될 때 까지 클릭해 주세요. 

 설정 / 상세 

화살표를 클릭하면 동영상 

비율, 그 이외의 상세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투명도 설정 

동영상이나 사진의 투명도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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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동영상에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자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설정하기 

타임라인에서 동영상, 사진, 텍스트를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이펙트를 설정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항목에 따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록 버튼을 OFF 로 하면, 기록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일시적으로 무효화 됩니다.  

재생 윈도우에서 동영상의 처음 장면을 구성해 놓습니다.  

소재들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이펙트 설정 트레이에있는 번역(이동), 스케일, 회진 애니메이션 버튼을 

ON 으로 합니다.  

타임라인 바 바로 아래에 나타나는 번역

(이동), 스케일, 회진 맵을 각각 더블 클

릭하여 키 프레인을 추가 시킵니다. 각

각 맵의 좌측 끝까지 이동 시킵니다. 이

로써 첫 장면이 기록됩니다.  

동영상을 재생시킨 뒤, 재생 윈도우 항목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 시킵니다. 

마우스를 놓은 지점이 기억 되므로, 이동 맵에 키 프레임 하나가 추가 됩

니다. 다시 재생시키면, 처음 위치부터 키 프레임이 생성된 위치까지 자동

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어서 항목을 확대, 축소, 회진 시키는 동작을 더하

면, 위와 같이 키 프레임이 추가 됩니다.  

각 키 프레임은 좌우 이동이 가능하며, 타이밍을 바꿀 수 있습니다. 

키 프레임은 더블 클릭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끝에 표시되

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키 프레임을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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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윈도우 내에서 항목들을 이동시키면, 맵 안에 키 프레임

으로 기록 됩니다.  

 
＜재생 윈도우＞ 

 

이동 

회전 

 스케일 

 

＜애니메이션 맵＞ 

키 프레임을 사용하면, 프리 핸들로 항목들은 움직이는 

것 보다 원활하게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

작지점, 종료지점을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이에 애

니메이션을 작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시작지점 부터 종료

지점 까지 원활하게 

애니메이션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종료지점＞ 

＜시작지점＞ 

일시정지 상태로 필요한 키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번역

(이동) / 스케일(확대/축소) / 회진 등 애니메이션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키프레임은 더블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

다.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키 프레임을 일괄적

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종료지점＞ 

일시정지 상태에서 재생 윈도우 내의 항목을 최종적으

로 표시하고싶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먼저, 종료지점

에서 키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번역(이동) / 스케일(확대/축소) / 회진의 카테

고리로 나누어져 기록됩니다.  

 

 애니메이션 맵과 키 프레임 

 키 프레임 

 일시 정지 상태에서

키 프레임버튼을 클

릭합니다. 

＜시작지점＞ 

 

 종료지점 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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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편집 중에도 이펙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선택하면, 이펙

트 트레이 탭에 항목 이름이 붙은 탭이 표시됩니다. 탭 위에 +마크가 붙은 무지개색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펙트 추가 버튼입니다. 이펙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펙트 트레이 내의 일람에서 맘에 드는 이펙트를 클릭하여 추가해 주세요. 타임라

인 바를 선택하지 않고 이펙트를 적용하면, 타임라인 전체에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타임라인 바에 설정된 이펙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확인하고자하는 타임라인 

바를 선택합니다. 좌측 이펙트 설정 트레이 내에 선택 된 바에 설정되어 있는 이펙

트가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바가 선택되어있지않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전체의 이펙

트가 표시 됩니다. 

 

이펙트를 선택하여 세부설정 합

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펙트 추

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타

임라인 바에 이펙트가 설정됩니

다.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전체

에 이펙트가 추가됩니다.  

트레이 스위치 

클릭하여 이펙트 트레이 표시 /

닫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이펙트 설정 



7. 동영상과 사진을 출력해 보자! 

 

 

편집이 끝나면 파일을 저장합니다.  

용도 별로 각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출력：주로 PC 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Facebook：Facebook 에 동영상, 사진을 공유할 경우 

YouTube：세계로 동영상을 발신, 자신만의 동영상을 저장할 경우 

Vimeo：개인 동영상을 메일로 공유할 경우 

니코니코 동영상：니코니코 동영상에 최적인 동영상 출력 

카메라 출력：비디오 카메라를 직접 TV 에 연결하여 시청할 경우 

휴대용디바이스로 보기：iPod 나 PSP 등의 외부디바이스로 시청할 경우 

DVD/블루레이 크리에이션 툴：DVD, 블루레이 디스크에 출력할 경우 

썸 네일이나 타임라인에서 출력할 경

우, [in]과 [out]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이 출력됩니다. 범위가 잘 못 되지 않

도록 주의하세요.  

풀다운 메뉴에서 동영상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력하고자하는 동영상의 프레임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동영상 재생 속도를 10％～2000％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동영상을 출력해 보자! 

7-1 출력 형식 선택 

 다양한 출력 형식 

 출력범위 

 출력 사이즈・프레임 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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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출력하고자하는 썸 네일

의 체크 박스를 ON 으로하고 출력 버튼을 클

릭합니다.  

선택된 파일은 모두 데스크 톱으로 이동되어, 

파일 출력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 형식

/저장장소를 지정해 주세요. 

데스크 톱 상의 썸 네일을 선택한 상태로, 출력메뉴에서 출력하고자하는 형식

을 선택합니다.  

데스크 톱 상의 마그넷을 선택한 상태로, 출력메뉴에서 출력하고자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마그넷에 모여있는 복수의 동영상, 정지화면, 음악을 지정된 형식으로 일괄 출

력합니다. 복수의 동영상을 한 번에 출력하고자하는 경우에 편리합니다.  

7-2 출력방법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출력 

 썸 네일에서 출력 

 마그넷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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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파일 출력 

 출력 형식 

각종 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출력합니다. 동영상 사이즈나 비트 레이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정하여 출력하는 것

도 가능 합니다.  

MP4 (F4V、3GP) 

파일 사이즈에 비하여 고화질의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MP4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iPod 나 PSP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F4V : Adobe Flash 에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3GP : 3G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WMV 

파일 사이즈에 비하여 고화질의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Windows 에서 시청 가능합니

다.  

 

AVI 

코덱을 설치하면 여러가지 압축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압축 상태로도 출력 가능하므로, 

어플간 파일 전달 상황의 중간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MPEG2 

DVD나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WMV나 MP4에 비하여 높은 비트 레이트일 경

우 고화질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CUDA MP4 (iPod, PSP) 

MP4 파일을 NVIDIA CUDA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출력합니다.  

*CUDA 대응의 NVIDIA 사 GPU 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Intel Quick Sync Video MP4 

MP4 파일을 Intel Quick Sync Video 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출력합니다. 

*Intel 사 제 2 세대 Core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UDIO (WAV,  AAC,  WMA) 

WAV : 비압축 음성 파일입니다. 

AAC : 비트 레이트가 높을 수록 파일 사이즈는 늘어나지만 음질은 향상됩니다. 휴대 음악기기

등에서 이용됩니다. (iPhone, iPod 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일부 휴대 음악기기에서 재생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WMA : 비트 레이트가 높을 수록 파일 사이즈는 늘어나지만 음질은 향상됩니다. 

Windows Media Player 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MP4 출력(F4V, 3GP) 

프리 셋트 설정에서 커스텀(주문)을 선택하면, h.264프로 파일이나, 비

트 레이트 등의 상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일 종류를 선택하는 풀다운 메뉴에서 Adobe Flash 형식의 F4V 나 

휴대전화에서 재생 가능한 3GP 형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는 3GP재생에 대응하고 있지 않은 기종이 있습니다.

각 휴대전화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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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V 출력 

WMV 파일은 파일 사이즈에 비하여 고화질의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Windows 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다이얼로그 내에서 세부설정을 한 뒤 출력합니다.  

 

 AVI 출력 

Video codec 에서 영상 압축 형식 

Audio codec 에서 음성 압축 형식이 선택 가능합니다. 

우측 설정 버튼으로 각 codec 의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MOV 출력 

QuickTime 에서 재생 가능한 형식입니다. 비디오/사운드 설정 버튼

을 누르고, 압축 종류 등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출력 방법 선택 

출력되는 파일의 세부설정이 가능합니다.  

 

화질을 지정하여 출력：슬라이드로 화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질은 0～100 의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 합니다. 숫자가 클 수록 파일 사이즈는 늘어나지만 

화질은 좋아집니다.  

파일 크기를 지정하여 출력：출력되는 파일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고정비트레이트：출력되는 파일의 비트 레이트를 지정합니다. 

설정변경 

리사이즈：출력되는 파일의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프레임레이트변경：출력되는 파일의 프레임 비율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생속도 변경：출력되는 파일의 재생 스피드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천설정으로 리셋 

이 버튼을 클릭하면 권장된 초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초기설정：화질을 설정하여 출력, 화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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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2 출력 

비트 레이트 변경으로 화질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CUDA MP4 출력 

NVIDIA 사 CUDA 대응 그래픽 보드를 이용하는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CUDA 앤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출력 시간을 보통의 

1/3～1/10 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 셋트 설정으로 커스텀(주문)을 선택하면, h.264 프로 파일이나 

비트 레이트 등의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iPod、PSP 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출력에서 CUDA 체크 

버튼을 ON 으로한 상태에서 출력해 주세요.  

 

 Intel Quick Sync Video 출력 

Intel 사 Quick Sync Video 대응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uick Sync Video앤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출

력 시간을 보통의 1/3～1/10 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 셋트 설정으로 커스텀(주문)을 선택하면, h.264 프로 파일이

나비트 레이트 등의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iPod、PSP 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출력→풀다운 메뉴에

서 Quick Sync Video 를 선택하여 출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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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음성 만을 출력하거나, 음성 파일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이얼로그에서 파일 종류와 음성 비트 레이트를 설정해 주세요.  

출력 되는 폴더 지정은 홈 메뉴의 옵션 설정을 참조해 주세요. 

 

파일 종류 

WAV 

비압축 음성 파일 형식입니다.  

 

AAC 

비트 레이트가 높을 수록 파일 사이즈는 늘어나지만, 음질은 좋아집니

다. 휴대 음악기기 등에서 이용됩니다. 

（iPhone, iPod 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일부 휴대 음악기기에서는 대응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 음악기기 등(휴대전화, iPod 등)에 전송하는 방법은 각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WMA 

비트 레이트가 높을 수록 파일 사이즈는 늘어나지만, 음질은 좋아집니

다. Windows Media Player 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음성파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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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란？ 

Facebook 란, 친구와 간단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한 SNS 입니다. LoiLoScope 2 에서 직접 Facebook 으

로 동영상, 사진을 업 로드 할 수 있습니다.  

 

SNS 란？ 

Social Network Service(SNS)란, 인터넷 상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Web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7-4 Facebook 에 동영상 업 로드 

이미 Facebook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사용자 ID 가 없으신 분은 여기로」

에서 신규등록 해 주세요. 

 

로그인 

Facebook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계정을 입력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규 등록 해 주세요.  

 

개인정보 설정 주의 

Facebook 개인정보의 표준 설정은, 누구나 자신의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일반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Facebook 상단 메뉴의 ▼”→“공개 범위 설정”에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공개하고 싶은 경우에는 “친구”

를 선택해 주세요. 

이 설정은 이 후 모든 게시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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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LoScope 2에서 Facebook에 직접 사진을 업 로드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톱에 있는 사진 한 장의 업 로드부터, 미디

어 라이브러리나 마그넷에 있는 사진의 일괄 업 로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이 같이 있는 마그넷에서 동

영상과 사진을 한 번에 업 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기존 앨범에 사진을 추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드롭 다운하여 앨범에 추가해 주세요. 

업 로드 할 사진으로 새로운 앨범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앨

범 타이틀, 촬영장소 등의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동영상의 업 로드 설정을 합니다. 동영상의 타이틀, 설명을 

입력하고 업 로드 합니다. Facebook 에서는, 용량, 길이 등

의 제한을 넘는 동영상은 자동적으로 분할하여 업 로드 합

니다.  

 Facebook 에 사진을 업 로드 해 보자 

 Facebook 에 동영상을 업 로드 해 보자 

여기서 사진을 추가하고 싶은 기존 앨범

을 선택 하여 주세요.  

여기서 새로운 앨범을 작성하여 사진을 업

로드 하여 주세요.  

이미 Facebook 계정에 로그인 한 상태에서도 다른 계정

을 사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아웃 버튼 클릭 

2. 로그인 버튼 클릭 후, [허가 요청] 화면에서 [본인이 아

닌가요?] 버튼을 클릭 

3. 사용 할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Facebook 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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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YouTube 에 업 로드해서 세계로 발신! 

 로그인 

YouTube 란？ 

YouTube 를 사용하여 개인 동영상을 Web 에 저장하거나, 세계로 발신할 수 있습니

다. Facebook 이나 Twitter 에서 자동적이며 간단하게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ouTube 에 최적화 되어있는 HD 해상도로 업 로드 할 수 있습니

다.  

NVIDIA 사 CUDA 에 대응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YouTube 용 동영상을 만

들어 고속으로 업 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el 사의 제 2 세대 Core 프로세서가 

탑제되어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속으로 YouTube용 동영상 고속 

업 로드가 가능합니다.  

YouTube 에 로그인 

YouTube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LoiLoScope 2 에서 YouTube 계정으

로 접속합니다. YouTube ID 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저 등록을 

통해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유저 등록을 하려면 이쪽을 클릭해 주세요. 

컴퓨터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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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로드 

동영상 정보 입력 

YouTube 계정에 접속하면, 동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영상의 타이틀, 설명, 테그, 카테고리

등을 입력합니다. 그 후 동영상의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영상을 비공개로 설정하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는 보이지 않습니다. YouTube 에 업 로드 된 동영상은 자동적으로 Facebook 의 News Feed 나 Twitter 에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타이틀, 설

명, 테그를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풀다운 메

뉴에서 선택해주세요.  

공유하고있는 컴퓨터에서 본인의 계정이 아닌 계

정으로 로그인 한 경우, 이곳에서 로그아웃 한 뒤, 

다시 한 번 본인의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동영상 비공개：본인 이외에는 보이지 않

습니다.  

동영상 공개：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Facebook 이나 Twitter 에서 공

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 [접속을

끊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세

요. 

 

Facebook 에서 주소 공유 

Facebook 에 주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Facebook

접속이 필요합니다. [접속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LoiLoScope 2 를 인증하면 Facebook 의 

자동 공유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Facebook 에의 

로그인이나, 계정에 직접 영상을 업 로드하는 방법

은 Facebook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witter 에서 주소 공유 

Twitter에 주소 공유를 하려면 Twitter접속이 필요

합니다. [접속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정정보를 입력하고 LoiLoScope 

2 를 인증하면, YouTube 에 업 로드 된 뒤 자동적으

로 Twitter 에 주소 공유가 됩니다.  

 

NVIDIA/CUDA 나 Intel Quick Sync 

Video 를 사용한 고속 출력 

대응하는 그래픽 보드를 탑제한 PC 사용

자는, YouTube HD 에 최적화 되어있는 

MP4 동영상을 더욱 빠르게 작성, 업 로

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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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7-6 Vimeo 를 사용하여 메일로 동영상을 공유하자! 

Vimeo 란？ 

Vimeo 란 고화질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등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입니다. 업 로드 된 동영상의 URL 을 

메시지에 첨부하여,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의：이 서비스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Vimeo 서비스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Vimeo 로그인 

Vimeo 에 로그인 해 주세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을 가지고있지않다면, Log 

In 화면의 [Join Vimeo]를 클

릭하여 계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Vimeo 등록 방법 

Vimeo 에 있는 두 가지 계정 중에서 고를 수 있습

니다. 초록색은 무료 계정으로 1 주일에 500MB 까

지 업 로드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유료 계정으

로 1 주일에 5GB 까지 업 로드 가능합니다.  

계정 종류를 선택한 후, 이름, 메일 주소,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란 밑에 [이

용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독 후 체크 박스에 체

크해 주세요.  

Vimeo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로그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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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로드 

Vimeo 계정에 LoiLoScope 2 를 인증합니다. 

Vimeo 에 로그인 하면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

은 Vimeo 와 LoiLoScope 2 를 링크시키는 것에 대한 승

낙을 받는 화면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승낙됩니다.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LoiLoScope 2 에서 Vimeo 로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것이 인증 됩니다.  

동영상 정보 입력 

Vimeo 에 업 로드 할 동영상의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동영상

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겁니

다]의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업 로

드 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동영상의 URL 을 보내기 위해

서는, [업 로드 후에 메일을 보냅니다]에 체크해 주세요. 원

하는 화질을 선택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업 로드 가능한 용량이 표시됩니다. 

동영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곳에 체크해 

주세요. 

동영상 업로드 후, 가족가 친구들에게 동영상의URL을 보내고

싶은 경우 체크해 주세요.  

동영상 화질을 선택해 주세요. 용랑에도 주의해 주세요. 

동영상 업로드 후 Waiting in line 이라고 표시됩니다. 

Vimeo 에 업 로드가 완료 되어도, Vimeo 사이트 측에서 처리

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Waiting in line]이라고 표시됩

니다.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완료 후 

Vimeo 사이트에서 업 로드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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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송신 

[업 로드 후에 메일을 보냅니다]를 선택한 경우, 메시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곳에 본인의 이름,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 메

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이 곳에 본인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 곳에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콤마로 나누

면, 여러개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메시지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문제가 없다면 [송신]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동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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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휴대용 디바이스로 보기 

 출력 형식 

iPod 나 휴대전화 등의 휴대용 디바이스에 적합한 동영상 파일을 출력합니다.  

출력 버튼의 틀이 초록색일 경우에는 GPU 를 사용한 고속 출력이 가능합니다. 

CPU 를 사용한 출력보다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iPad 

iPad 에서의 재생하는데에 최적화 된 파일（m4v）을 출력합니다. iPad 에 전

송은 iTunes 를 이용해 주세요. 

 

iPod/iPhone 

iPod 에서 재생하는데에 최적화 된 파일(m4v)을 출력합니다. iPod/iPad 에 전

송은 iTunes 를 이용해 주세요. 

 

Mobile 3G 

각 회사의 휴대전화에서 재생하는데에 최적화 된 파일(3GP 또는 3G2)을 출력

합니다. 휴대전화에의 전송은, 대응하는 메모리카드 등을 경유하는 방식을 이

용해 주세요. 

 

Apple TV 

Apple TV 에서 재생하는데에 최적화 된 파일(m4v)을 출력합니다. 

 

PS3 

PS3 에서 재생하는데에 최적화 된 파일(mp4)을 출력합니다. 전송은, 대응하

는 메모리카드 등을 경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주세요.  

 

PSP 

PSP 에서 재생하는데에 최적화 된 파일(mp4)과 썸 네일 파일（THM）을 출

력합니다. 전송은, 대응하는 메모리카드 등을 경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주세

요.  

 

 

 

 iPad 출력 

PC 로컬에 동영상 저장 장소와 파일명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DVD 

DVD Video 용 MPEG2 파일을 출력합니다. DVD 작성 소프트 [Windows 

DVD Maker*]가 설치된 환경에서는 자동적으로 Windows DVD Maker 가 

실행되고, 파일 리스트에 출력된 MPEG2 파일을 추가합니다. 이 때, 

자동적으로 출력 장소가 열리므로, Windows DVD Maker 를 사용하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LoiLo 사의 DVD Video 작성 소포트에 추가해 주세요.  

 

*Windows 7 또는 Vista 의 일부 에디션을 사용중인 경우에만 Windows 

DVD Maker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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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3G 출력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재생 가능한 동영상 형식을 확인 해 주세요.

출력된 파일은 휴대전화 부속 소프트웨어, 또는 메모리 카드를 통하여 

전송해 주세요. 

일반적인 형식(일본국내)： 

3GP docomo, Softbank (iPhone 은 제외)의 휴대전화 

3G2 au 의 휴대전화 

 

＊각 외부기기의 사용방법은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PS3 출력 

동영상의 화질을 하이퀄리티 화질(고화질) / 표준화질 / 컴팩트 화질(저

화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스틱이나 네트워크 등을 사용

하여 PS3 에서 동영상을 재생하여 주세요.  

 

＊각 외부기기의 사용방법은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iPod/iPhone/iPad/AppleTV 출력 

iPod/iPhone/iPad/AppleTV 용 각각에 최적화 되어있는 동영상을 출력합니다. iTunes 가 설치되어있는 환경에서는, 자동적

으로 iTunes 가 기동되고 동영상 리스트에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동영상 전송은 iTunes 를 이용해 주세요. 

 

*iPod, iPhone, iPad, iTunes 의 사용방법은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iPod, iPhone, iPad, iTunes 는 미국 또는 타국에서 등록 된 Apple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PSP 출력 

동영상의 화질을 하이퀄리티 화질(고화질) / 표준화질 / 컴팩트 화질(저화

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SP 에 저장방법＞ 

１）PSP 와 PC 를 USB 로 접속시킵니다.  

２）메모리스틱 내의 VIDEO 폴더에 동영상을 복사합니다.  

 

＊각 외부기기의 사용방법은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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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니코 동영상 용 파일 출력 

7-8 니코니코 동영상에 최적인 동영상 출력 

니코니코 동영상 용 파일 출력 

니코니코 동영상에 맞는 mp4 파일을 출력합니다. 

프리 셋트된 프리미엄 회원 용 또는 일반 회원 용을 선택하고 OK 를 클릭합다.  

＊니코니코 동영상 업 로드에 최적인 비트 레이트와 사이즈(512pix384pix)의  

영상을 출력합니다. 업 로드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주세요. 

이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니코니코 동영상의 플레이어 사이즈(512pix384pix)에 알

맞은 사이즈로 리사이즈 된 동영상을 출력합니다.  

7-9 카메라 출력 

 출력 형식 

PC 로컬에 동영상 저장 장소와 파일명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출력된

동영상 파일은 부속 소프트 등으로 카메라에 재저장 해 주세요.  

비디오카메라 용 동영상 파일을 출력합니다. 

가지고있는 비디오 형식에 따라, NTSC 또는 PAL 을 선택해 주세요. 

 

DV 

DV 카메라에서 재생되는 720x480 의 DV 압축 AVI 파일을 출력합니다. 

 

HDV 

HDV 카메라에서 재생되는 1440x1080 의 MPEG2-TS 파일을 출력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Windows7 이 필요합니다. 

 

AVCHD 

AVCHD 형식 1920x1080 의 MTS 파일을 출력합니다. 

하이비젼의 AVCHD-DVD 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V/HDV/AVCHD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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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DA 를 사용하려면？ 

7-10 NVIDIA 사 CUDA 를 사용한 10 배속(최대) 동영상 출력  

NVIDIA 사 CUDA 대응의 그래픽보드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고속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CUDA 대응 그래픽 보드

http://www.nvidia.co.jp/object/cuda_learn_products_jp.html

설정방법

반드시 최신판 그래픽 보드로 업데이트 해 주세요. 업데이트 방법은 이쪽 WEB 을 참조하세요.

http://loilo.tv/jp/product/video_edit/1/desc/107

CUDA 의 사용에대한 환경 검사를 LoiLoScope 2 기동시 시행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이하 3 항

목에 대하여 CUDA 앤 코드 항목이 표시됩니다.

 

 

파일 출력 

CUDA 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MP4 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CUDA 에서 출력 가능한 MP4 동영

상의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3 「CUDA MP4 출력」을 참조하세요. 

 

 CUDA MP4 출력 

 CUDA YouTube HD 출력 

YouTube 

YouTube HD 에 적합한 MP4 동영상을 CUDA 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작성, 업 로드 합니다. 

 CUDA 외부기기출력 

외부기기로 보기 

디바이스 출력 화면 좌측 하단의 풀다운 메뉴에서 [CUDA 를 사용한 앤 코

드]를 선택해 주세요. 초록색 틀로 둘러싸인 버튼의 항목이 CUDA 를 사용

하여 고속 출력 가능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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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Sync Video 을 사용하려면？ 

7-11 Intel® Quick Sync Video 을 사용한 고속 출력 

 Quick Sync Video MP4 출력 

 Quick Sync Video YouTube 출력 

 Quick Sync Video 외부기기 출력 

Intel 사의 제 2세대 Core 프로세서(Sandy Bridge)를 사용하므로써 동영상을 고속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Intel Quick Sync Video 대응 제품 

http://www.intel.com/ja_JP/consumer/products/processors/index.htm 
 

설정 방법 

반드시 최신판 그래픽 드라이브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업데이트 방법은 이쪽 WEB 을 참조하세

요.  

http://loilo.tv/tips/gpu_driver/ja/ 

 

Quick Sync Video 의 사용에대한 환경 검사를 LoiLoScope 2 기동시 시행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

우, 이하 3항목에 대하여 Quick Sync 앤 코드 항목이 표시됩니다.  

 

파일 출력 

Quick Sync Video 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MP4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Quick Sync Video 에

서 작성 가능한 MP4 동영상의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3 「Intel Quick Sync Video MP4 출력」을 참조하세요. 

 

YouTube 

YouTube HD 에 적합한 MP4 동영상을 Quick Sync Video 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작

성, 업 로드 합니다.  

 

외부기기로 보기 

외부기기 출력화면 하단의 풀다운 메뉴에서 Quick Sync Video 를 선택해 주세요. 파란색 틀

로 둘러싸인 버튼 항목이 Quick Sync Video 를 사용한 고속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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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Sync Video 디스크 작성 

Quick Sync Video 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DVD 나 블루레이 디스크 파일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DVD/블루레이 툴에 관해서는 7-12 [DVD/블루레이 작성 툴]을 참조하세

요. 

Quick Sync Video 사용하여 디스크

를 작성 할 경우, 체크박스를 ON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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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블루레이 디스크 생성 설정 

7-12 DVD/블루레이 디스크 생성 툴 

DVD/블루레이 디스크에 파일 기입하여 디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VD/블루레이 디스크의 타이틀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썸 네일을 드래그&드롭 하는 것으로 썸 네일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PC 에서 사용가능한 드라이브를 

표시합니다.  

취소 버튼 

일람에서 파

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썸 네일의 순서를 바꾸고 싶은 경우, 드래그&드롭으로 순서

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선택 버튼으로 작성할 디스크의 형식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있는 플레이어에 맞추어 

디스크 종류(DVD/블루레이), 형식(NESC/PAL)을 

선택해 주세요. 

NTSC 형식：주로 아시아, 아메리아, 캐나다 TV 방식 

PAL 형식：주로 유럽 TV 방식 

옆의 미리보기 버튼으로 일람에 있는 파일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중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동영상 사용하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제하여 주

세요. 키보드의 화살표키 또는 동영상을 클릭하여 

미리보기할 동영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기입할 수 있는 양

을 나타냅니다. 

 디스크 선택 

 미리보기 

디스크 생성 디스크 선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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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상기 설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드물게 디스크 품질이나 광학 드라이브와의 상성이 좋지 않아 

작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스크 생성 버튼에서 홈 화면・챕터 선택(DVD/블루레이 덱에 넣었을 때의 초기 화면)의 디자인

을 선택합니다. 타이틀, BGM, 볼륨 라벨, 루프 재생 등의 설정도 시행해 주세요. 설정 가능한 자

세한 사항은 밑을 참조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디스크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디스크에 기입이 완료 될 때까지 되도록 다른 작

업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디스크 메뉴 설정 

설정 가능한 항목 

메뉴 디자인：DVD/블루레이 디스크 홈 화면, 챕터 선택시 배경 

・[배경선택]에서는, 소지하고 있는 사진을 화면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배경변경]으로 설정해 주세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는, DVD/블루레이 디스크에 포함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홈/챕터 화면의 디자인은 프리셋트 되어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홈 화면과 챕터 화면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초기화면에서 표시되는 작품의 이름입니다.  

제목 크기：작품 명을 화면 상에 표시하는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배경음악：초기화면에서 재생되는 BGM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반복 재생이 가능합니다.  

볼륨 라벨：PC 에 디시크를 넣었을 시의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배경변경：메뉴 디자인 항목에서 [배경선택]을 지정할 때의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스크의 내용을 배경으로

서 재생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디스크 생

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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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7 의 경우 

7-13 카메라에서 DVD/블루레이 디스크에 기입하기 

각 부의 역할 

카메라를 PC 에 연갈한 후 LoiLoScope 2 를 기동시킵니다. 

카메라 탭에서 CD/DVD 에 기입하고자하는 동영상을 미디어 브라

우저에서 선택하세요.(복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동영상들을 드래그&드롭하여 데스크 톱으로 이동시킵니

다. 데스크 톱으로 이동 된 소재들은 우측 첨부자료와 같이, 마그

넷에 포함되어집니다. 마그넷 상단의 [파일 수집하기] 버튼을 클

릭하여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모읍니다.  



7. 동영상과 사진을 출력해 보자! 

 

 

PC 광학 드라이브에 공 CD/DVD 를 넣습니다.  

소재들을 모아 넣은 폴더를 열고, 폴더 상단 툴 바에서 [굽기]를 

선택합니다.  

기입 옵션에서 [CD/DVD 플레이어에서 사용(Mastered)]를 선택

합니다. 이 형식에서 굽기를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볼 수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굽기 준비가 완료되면, 굽기 준비 윈도우가 열리고 준비가 완료

된 파일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필요

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입하고자 하는 파일을 전부 선택하였다면, 상단의 [디스크에 

굽기]버튼을 클릭하세요. [디스크에 굽기] 창이 나타납니다. 그 후

에는 지시에따라 기입을 진행하여 주세요.  

디스크 기입이 완료될 때까지 되도록 다른 작업은 하지 않는 편

이 좋습니다.  

 디스크에 타이틀을 달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주의：상기 설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드물게 

디스크 품질이나 광학 드라이브와의 상성이 좋지 않아 작업에 실

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동영상과 사진을 출력해 보자! 

 

 

 

 

 

 

 

 

 

 

 

 

 

 

 

 

 

 

 

 

 

 

 

 

 

 

 

 

 

 

 

 

 

 

 

 

 

 

 

 

 

 

 Windows XP 의 경우 

카메라를 PC 에 연갈한 후 LoiLoScope 2 를 기동시킵니다. 

 

카메라 탭에서 CD/DVD 에 기입하고자하는 동영상을 미디어 브

라우저에서 선택하세요.(복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동영상들을 드래그&드롭하여 데스크 톱으로 이동시킵

니다. 데스크 톱으로 이동 된 소재들은 우측 첨부자료와 같이, 

마그넷에 포함되어집니다. 마그넷 상단의 [파일 수집하기] 버

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모읍니다.  

 



7. 동영상과 사진을 출력해 보자! 

 

 

 

 

 

 

 

 

 

 

 

 

 

 

 

 

 

 

 

 

 

 

 

 

 

 

 

 

 

 

 

 

 

 

 

 

 

 

 

 

 

 

PC 광학 드라이브에 공 CD/DVD 를 넣습니다. 

 

소재들을 모아 넣은 폴더를 열고, 좌측에 있는 [모든 항목을 

CD 로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입 준비가 완료되면 화면 우측 하단에 벌룬이 나타납니다.  

벌룬을 클릭하면 광학 드라이브 폴더가 열리고, 기입 준비가 

완료된 파일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입하고자하는 파일을 전부 선택하였다면, 좌측에 

있는 [파일을 CD 에 쓰기]버튼을 선택합니다.  

[CD 쓰기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지시에따라 기입을 

진행하여 주세요.  

 

디스크 기입이 완료될 때까지 되도록 다른 작업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디스크에 타이틀을 달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주의：상기 설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드물게 디스크 품질이나 광학 드라이브와의 상성이 좋지 않아 

작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8. 파일을 정리해 보자! 

 

 

 

 

 

 

 

 

 

 

 

 

 

 

 

 

 

 

 

 

 

 

 

 

 

 

 

 

 

 

 

 

 

 

 

 

 

 

 

 

  

 

 

마그넷이란, 필요한 소재를 모아서 그룹화시키는 정리용 툴 입니다.  

마그넷에 썸 네일을 던져 넣어 분류시키거나, 맘에 드는 장면의 썸 네일을 마그넷 안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넷을 드래그하여 썸 네일에 가져가면, 마그넷이 썸 네일을 흡수하여 데스크 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넷의 색, 타이틀, 길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그넷의 길이를 최단으로 설정하면, 썸 네

일을 콤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아이콘을 우측으로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원 상

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화：노란색 화살표 아이콘

이 나타나고, 썸 네일을 수납합

니다.  

화살표 마크를 드래그

하여 마그넷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색 변경 

클릭하여 색 상환에서 마그넷의 색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변경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사 

마그넷을 복사합니다.  

 

슬라이드쇼 

마그넷 안의 파일을 연속 재생합니다.  

 

파일 수집하기 

마그넷 안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이동, 또는 복사합니다.  

 

분류 

썸 네일 순서를 바꿉니다.  

 

삭제 

마그넷을 삭제합니다.  

8. 파일을 정리해 보자! 

8-1 썸 네일을 모아서 정리하기 

 마그넷이란？ 

 각 부의 역할 



8. 파일을 정리해 보자! 

 

 

 

 

 

 

 

 

 

 

 

 

 

 

 

 

 

 

 

 

 

 

 

 

 

 

 

 

 

 

 

 

 

 

 

 

 

 

 

 

 

 

파일 수집 

마그넷 우측 상단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그넷 내에 있는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모을 수 있습니다. [복사하고 모

으기(원본 파일은 남습니다)] 또는 [이동하고 모으기(원본 파일을 지우고 이동합니다)] 버튼을 선택하고, 저장 장소와 폴

더를 지정합니다.  

 

파일을 완전히 삭제시기기 

[전부 완전히 삭제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 상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시킵니다. 원 상태로 복귀시킬 수 없

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복사 또는 이동을 선택하여 마그넷에 있는 

썸네일을 지정 폴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넷에 포함되어있는 썸 네일 재생 중,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전후의 썸 네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그넷에 포함되어있는 썸 네일을 플레이 리스트와 같이 순서대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맘에 드는 순서대로 정렬

시킨 후, 간단히 플레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시에도 좌우 화살표키로 재생 순서를 되감거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플레이 리스트를 풀 스크린에서 연속 재생시키기 

마그넷 좌측 상단 메뉴의 슬라이드쇼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마그넷에 포함되어진 썸 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풀 스크린

으로 재생,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중, 자동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마그넷에 있는 모든 썸 네일을 좌측부터 

순서대로 재생합니다.  

좌측 상단의 썸 네일부터 순서대

로 재생됩니다. 썸 네일의 순서

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그넷 내의 동영상을 연속 재생합니다.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전후의 썸 네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생 

ON OFF 

 파일 수집, 콜렉터 마그넷 

 수동 슬라이드 쇼 

 자동 슬라이드쇼 



8. 파일을 정리해 보자! 

 

 

 

 

 

 

 

 

 

 

 

 

 

 

 

 

 

 

 

 

 

 

 

 

 

 

 

 

 

 

 

 

 

 

 

 

 

 

 

 

휴지통 마그넷은, 불필요한 썸 네일을 모아서 삭제하는 마그넷입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썸 네일을 LoiLoScope 2 데스크 톱 상에서 삭제합니다.  

휴지통 마그넷에서 삭제하여도 원본 파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삭제 될 뿐입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썸네

일을 삭제합니다.  

썸 네일이나 타임라인 바 상에서 우측 클릭을 하면, 화면상에 있는 마그

넷, 쓰레기 통, 타임라인이 쇼트 컷 아이콘에 표시됩니다. 이동하고자하는 

쇼트 컷에 그대로 드래그하면,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쇼트 컷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항목 

미더어 브라우저 

내의 파일  

썸 네일 

마그넷 타임라인 바 

쇼트 컷에 드래그 

휴지통 

작품이름 

지정 된 장소에 빠르게 이동됩니다.  

 휴지통 마그넷 : 썸 네일을 모아서 삭제 

8-2 쇼트 컷을 사용하여 정리 

 쇼트 컷 사용 방법 

마그넷 

쇼트 컷 아이콘 일람 

항목 위에서 우측 클릭 

제목 



9. 텍스트를 넣어 보자! 

 

 

 

 

 

 

 

 

 

 

 

 

 

 

  

텍스트 앤드 롤 

타임라인 툴 바의 텍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두 종류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화면상에서 자유롭게 텍스트를 배치할 수 있는 [텍스트]와, 영화의 앤딩 롤과 

같이 텍스트가 화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앤드 롤] 중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사진] 버튼으로 동영상, 사진의 배치 뿐아니

라, 텍스트의 위치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임라인 바 또는 탭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

까지 [사진 속 사진] 버튼을 클릭하는 것 만으로 손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텍스트를 넣어 보자! 

9-1 텍스트 입력 방법 

 텍스트의 종류 

 텍스트 입력 

화면 상, 또는 텍스트 설정 트레이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입력해주십시오’의 

칸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타임라인에서 텍스트와 동영상 합치기 

텍스트 배치 변경 

화면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위에 텍스트가 겹쳐져 보기 힘든 경우에는, 좌측 이펙트 트레이에서 텍스트 크기를 설정하거나 

눈에 띄는 색으로 변경하여 주세요. 

또한, 동영상이 나타나는 장소와 텍스트가 나타나는 장소를, 이펙트 트레이의 [사진 속 사진] 버튼을 사용하여 각각 지정

할 수 있습니다. 



9. 텍스트를 넣어 보자! 

 

 

 

 

 

 

 

 

 

 

 

 

 

 

 

 

 

 

 

 

 

 

 

 

 

 

 

 

 

 

 

 

 

 

 

 

 

 

 

 

 

  

9-2 텍스트 설정하기 

텍스트의 타임라인 바 또는 탭을 선택하면, 이펙트 트레이에서 텍스트의 디자인(폰트 설정), 크기, 배치(중간정렬 등의 스

타일)나 그림자, 배경 색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디자인 

글씨체를 변경하려면, 큰 풀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합니다. 텍스트의 

크기는, 바로 우측의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B나 I、U 등의 버튼으로 보드(두껍게), 이태릭(비스듬히), 언더라인(밑 줄)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A 버튼으로 텍스트의 색, 틀, 그림자 등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 정

렬이나 가운데 정렬 등의 배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변경 

빨간색 밑줄이 있는 A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팔레트로 대략적인 색을 결정하고, 하단의 큰 틀에서 명암, 우측 슬라이드에서 투명도

를 설정합니다.  

텍스트에 붙는 그림자(드롭 섀도)는 컬러 채우기 옆에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스타일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컬

러 채우기로는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설정 트레이 

 폰트 설정 

 음영, 배경색 설정 



9. 텍스트를 넣어 보자! 

 

 

 

 

 

 

 

 

 

 

 

 

 

 

 

 

 

 

 

 

 

 

 

 

 

 

 

 

 

 

 

 

 

 

 

 

 

 

 

 

 

 

텍스트 설정 트레이의 [꾸미기] 메뉴에서 [세로 문자]의 체

그 박스를 ON 으로 하면 세로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로쓰기 

9-3 텍스트 꾸미기  

 

세로 문자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텍스트의 표시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

습니다. 표시범위의 모서리를 드래그

하여 적당한 크기까지 범위를 넓혀 

주세요.  

 

타이핑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입력버튼을 ON 으로 하고, 좌측 

슬라이드를 0 에서 조금씩 우측으로 움직이면 텍스트가 점점 나타

나는 애니메이션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 애니메이션 

 

타이핑 애니메이션에서는 표시하고자하는 텍스트의 슬라이더를 조

절하여 한 글자씩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초기 상태(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 때 = 0, 모두 다 표시

할 때 = 글자 수에 따라)에 두고, 애니메이션 버튼을 ON 으로 하

여 슬라이더를 점차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인 부분이 애니메

이션 키 프레임에 기록됩니다. 이 키 프레임은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고, 더블 클릭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9. 텍스트를 넣어 보자! 

 

앤드 롤의 타임라인 바 또는 탭을 선택하면, 이펙트 트레이에서 텍스트의 디자인(폰트 설정), 크기, 배치(가운데 정렬 등

의 스타일)나 그림자, 배경 색 등 여려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스피드 

스탭 롤이 움직이는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버튼을 ON 으로 하면, 속도

가 변화되는 애니메이션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디자인 

글자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큰 풀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글자체를 선택합니다. 텍스트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B나 I、U 등의 버튼으로 보드(두껍게), 이태릭(비스듬히), 언더라인(밑 줄)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A 버튼으로 텍스트의 색, 틀, 그림자 등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 정

렬이나 가운데 정렬 등의 배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변경 

빨간색 밑줄이 있는 A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팔레트로 대략적인 색을 결정하고, 하단의 큰 틀에서 명암, 우측 슬라이드에서 투명도

를 설정합니다.  

 

텍스트에 붙는 그림자(드롭 섀도)는 컬러 채우기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준비되어있는 스타일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러 채우기로는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설정 트레이 

 폰트 설정 

 음영, 배경색 설정 

9-4 앤드 롤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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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펜을 사용하면 직접 작성한 일러스트, 글씨 등을 동영

상, 정지화면에 넣을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툴 바의 펜 툴 버튼이나 이펙트 추가 버튼

에서 펜을 선택합니다.  

재생 화면을 클릭하여 기록을 시작합니다. 재생이 시

작되면 화면위에 자유롭게 그려넣어 주세요. 

펜 툴 

펜 툴에는 동영상을 꾸미는데 유용한 펜, 스탬프와 동

영상을 가공, 수정할 수 있는 가리기 펜, 클리핑(잘라

내기)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이펙트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10-1펜 툴  

 펜 툴 사용방법 

 슬로우 재생으로 쉽게 쓰기 

동영상의 재생 스피드를 늦추어, 보다 쉽게 펜 툴을 사

용하여 그려넣을 수 있습니다. 슬로우(x0.5) 또는 수퍼 

슬로우(x0.2)를 클릭하여 동영상 재생을 늦춰주세요. 우

측 하단의 재생 속도 풀다운 메뉴에서 좀 더 자세히 재

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생 속도 변경 

동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 툴 중 ×1

을 클릭하면 풀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1 는 보통 속

도에서의 재생을 의미합니다. ×0.1(느리게)부터 ×8(빠르

게)의 사이에서 속도를 변경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10. 이펙트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애니메이션 펜 

화면상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툴입니다. 재생하고있는 상태에서 그리면, 그려진 장

소, 그려진 타이밍에 선이 나타납니다. 일시정지 한 상태에서 그리면, 그려 넣은 프레임

에서 모든 선이 한 번에 나타납니다.  

 

필압(筆圧) 

펜 타블렛을 사용하면 필압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압은 선의 굵기, 얇기에 영향을 줍니다.  

펜 색 변경 

색 변경은 컬러 픽커에서 설정합니다. 일곱 가지의 기본 

색 중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채도나 명

암, 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삭제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는 동영상 화면이 바뀌어도 계속 표시된 채로 있습니다. 지우개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임의의 타이밍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삭제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를 도중에 전부 지우고자할 때 사용합니다. 

부분 수정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의 일부를 도중에 지우고자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시작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를 일괄 삭제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자하는 경우에만 

이용해 주세요. 

이동 

이미 그려넣은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 툴에서 이동시키고자하는 이미지를 둘러싸서 선택합니다. 선택된 이미지는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펜 툴 

펜 모양과 사이즈 

펜 사이즈는 사이즈 슬라이더나 마우스 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펜 모양은 동그라미, 사각, 이중 틀 중에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틀은, 화면 색 변경에 따라 바

깥쪽 틀의 색이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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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프 사용방법 

10-2 스탬프 

  
스탬프 툴로 동영상에 스탬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화려

하게 연출해 보세요.  

스탬프 트레이 

스탬프의 종류는 스탬프, 스프레이, 돌돌이, 아니메 등의 4 종류가 있고, 각기다른 액

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스탬프를 고르고 화면상에서 마우스 오버하여 움직이

면, 반투명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적용시

킵니다. 스탬프의 표시 사이즈는, 사이즈 슬라이더나 마우스 휠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스프레이 

움직임이 있는 스탬프입니다. 화면을 드래그하면 스프레이같이 분산되며 움직입니다. 

같은 스프레이로도 사이즈에 변화를 주어 좀 더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돌돌이 

화면을 드래그하여 자유롭게 선을 그려넣어 주세요. 궤적에따라 항목들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항목들이 사라지는 타이밍은 마우스를 놓는 순간이므로, 클릭한 상태로 

두면 동영상 안에 항목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놓으면, 처음 선이 시작된 

지점에서 나타나 마우스를 놓은 지점에서 사라집니다.  

 

스탬프 

화면을 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적용시킵니다. 드래그하고있는 동안은 계속 표시되고, 

놓으면 몇 초 뒤 사라집니다.  

 

아니메 

반복되는 움직임을 가진 스탬프입니다. 클릭하고있는 동안은 계속 표시되고, 놓으면 

몇 초 뒤 사라집니다.  

 

 

*스탬프 지우개, 전부 지우기 등의 툴은 펜 툴에서의 사용방법과 같습니다. [펜 툴]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애니메이션 펜을 사용하여 동영상에 스탬프를 넣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여 기록을 시작합니다. 느리게 재생하면서 그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슬로우 또는 수퍼슬로우

를 클릭합니다. 보통 속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말을 선택합니다. 또한 재생 중 스피드를 변경하

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생 속도 풀다운 메뉴에서 변경하세요. 여기서 선택한 재생 속도는 출력시에도 반영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화면을 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적용시킵니다. 동영상 재생이 끝나면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스탬프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을 클릭하여 추가하여 주세요. 

 

 스탬프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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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펜 사용 방법 

10-3 이펙트 펜 

이펙트 펜 

이펙트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여 이펙트를 적용시키면, 펜으로 그린 부분에만 이

펙트가 적용됩니다. 

또한, 반전시켜서 펜으로 그린 부분에만 이펙트를 적용시키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펙트 펜 툴 

애니메이션 펜 

애니메이션 펜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클릭할 때마다 이펙트

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브러쉬는 드래그하여 화면에 그

리면, 브러쉬의 형태가 연속하여 

나타납니다.  

 아니메는 회전, 확대, 축소 등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스탬프

입니다.  

삭제 

이 이펙트를 삭제합니다. 

이펙트 펜 툴 

툴의 사용 방법은 하기 일람을 참조

하세요.  

브러쉬 사이즈 

이펙트 펜의 브러쉬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펜 

동영상에 이펙트를 적용시키는 툴입니다. 스탬프/브러

쉬/애니메이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지금 삭제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는 동영상 화면이 바뀌어도 계속 

표시된 채로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임의의 타이밍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삭제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를 도중에 전부 지우고자할 때 

사용합니다. 

 

부분 수정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의 일부를 도중에 지우고자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시작 

동영상에 그린 이미지를 일괄 삭제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자할 경우에만 사용해 주세요. 

 

반전 

이펙트를 적용시키는 부분을 반전시

킵니다.  

선택 툴 

동영상에 그린 이펙트 펜을 선택/이동 시킵니다. 

펜 툴에 포함되는 이펙트 펜 

[지우기 펜]과 [클리핑(잘라내기)]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이펙트 펜으로, 펜 툴에서 

간단히 동영상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지우기 펜：web 업 로드를 목적으로하는 동영상 제작 등에서 얼굴을 보이고싶지 않은 

사람 또는 자동차의 번호판 등을 가릴 때 사용합니다.  

클리핑(잘라내기)：동영상이나 사진의 일부만을 잘라내어 다른 소재와 합치고자할 때 

사용합니다.  
지우기 펜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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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애니메이션 사용방법 

10-4 이펙트 애니메이션 

조작 기록 애니메이션 

이펙트 적용도를 애니메이션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록은 각각 이펙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

이션 기록 버튼을 OFF 로 하면, 기록되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은 일시적으로 무효화됩니다.  

1.애니메이션 기록 버튼을 ON 으로 합니다.  

이펙트를 적용하면, 그 적용도가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됩니다.  

2.이펙트 파라미터를 움직입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파라미터를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됩니다.  

＊애니메이션화 할 항목이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애니메이션화 하고자하는 쪽을 클릭하

여 선택합니다. 클릭하여 파란색 틀이 생긴 쪽을 애니메이션화하여 기록합니다.  

3.애니메이션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기록되면 키 프레임(노란색의 포인트)이 나

타납니다.  

이동, 삭제 

키 프레임은 위치를 전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키 프레임을 전부 삭제하고

자 할 경우에는, 우측 휴지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재생을 일시정지하고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아이콘을 클릭하여 키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처음과 끝의 

키 프레임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 사이의 값을 부드럽게 재생합니다.  



10. 이펙트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Ld  

 

 

 

 

10-5 이펙트 도감 

Brightness: 밝기(명암) 

밝기와 명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을 경

우, 우선 밝기를 조절한 후 명암을 조절합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Color Change: 색상 변경 

색상, 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 틀에서 색조를 선택하고 채도로 

조절합니다. 채도를 0 으로하면 흑백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Clipping: 클리핑(잘라내기) 

화면의 일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투명도, 사이즈를 선택한 후 스탬프, 

브러쉬, 아니메에서 모양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적용시킵니다. 잘라 낸 부분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라내기 효과는 

타임라인에서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과 조합하는 것 보다 효과적입니다.  

Edge: 엣지추출 

윤곽을 강조하거나, 그 외의 부분을 컷 아웃시킵니다. 효과의 적용률이나 

윤곽선의 두께 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Threshold: 스레쉬홀드(역치) 

지정된 값 이상으로 색을 강조하거나, 그 이하로 검게 컷 아웃시킬 수 있

습니다. 효과의 적용률이나 조절치의 한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

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Blur: 블러 

화면이 희미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10. 이펙트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Glow:글로우 

동영상에 광채를 추가하여 빛나고있는 효과를 줍니다. 밝기와 농담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Mosaic:모자이크 

동영상에 모자이크 효과를 줍니다. 모자이크의 세밀도를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Negative/Positive:네거티브/포지티브 반전 

동영상의 색을 네거티브/포지티브로 반전 시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Monochrome:모노크로(흑백) 

컬러 동영상에 흑백필름 효과를 줍니다. 적용률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피아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펙트 펜을 사용하면 이펙트 효과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Pen:펜 

동영상에 손글씨를 쓰거나, 직접 일러스트를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선

의 굵기, 스타일, 색을 선택한 후 동영상에 직접 그려넣습니다. 그린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시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반짝거리는 등

의 액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없음없음]은, 애니메이

션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tamp:스탬프 

동영상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스탬프 이외에도 스프레

이, 데굴데굴, 아니메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11.카메라에서 캡쳐하기! 

 

 

 

 

 

 

 

 

 

 

 

 

 

 

 

 

 

 

 

 

 

 

  

 

DV/HDV 카메라, Web 카메라에서 캡쳐하기 

DV또는 HDV등의 테이프 카메라나, Web카메라 등 PC에 접속되어있는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툴 메뉴의 캡쳐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가능한 캡쳐 디바이스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사용

하고자하는 캡쳐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OK 를 클릭하면 캡쳐용 썸 네일이 작성됩니다. 이 썸 

네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Rec.버튼을 클릭하여 캡쳐를 시작합니다. 캡쳐중에는 

버튼과 썸 네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한 번 Rec.버튼을 클릭하여 캡쳐를 완료합니

다. 저장하면 데스크 톱에 파일이 나타나고, 이 파일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캡쳐 중에는 해당 썸 네일의 카메라 동영상 움직임이 느려지지만, 데이터에 문제는 없습니

다. 캡쳐중에는 카메라 모니터보다는 동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캡쳐하고자하는 디바이

스를 선택합니다. 

 

DV또는 HDV카메라의 

썸 네일 

Web 카메라의 썸 네일 

 재생 중인 동영상에

서 정지화면을 오려

낼 수 있습니다. 

 

캡쳐중에는 버튼이 빨간

색으로 표시됩니다. 캡쳐

를 정지하고자할 때에는

다시 한 번 클릭해 주세

요. 

11. 카메라에서 캡쳐하기! 

11-1 캡쳐란？ 

11-2 캡쳐 방법 



12. 옵션설정 

 

 

 

 

 

 

 

GPU 

h.264 의 동영상 재생 지원 기능에 대응하고있는 GPU 를 사용하고 있다면, 재생 지원을 

유효하게 하므로써 보다 쾌적하게 LoiLoScope 2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PU 에의한 동영상 재생 지원은 Windows Vista, Windows 7 에서만 서포트 됩니다. 

 반드시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해 주세요. Windows XP 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GPU 재생 지원에 대응하고있는 그래픽 보드 

Intel G45 이상 

NVIDIA® Geforce 8000 시리즈 이상(8800GTX,8300 제외) 

ATI RadeonHD2000 시리즈 이상(2900 제외) 

 

 

12. 옵션설정 

캡쳐 

캡쳐 된 동영상의 저장 장소와 일시 저장 장소(캡쳐 중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DV/HDV 카메라, Web 카메라에서 캡쳐하기]를 참조해 주세요. 

상세설정 

H.264의 재생시 화질을 떨어뜨려 CPU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모드의 사용 여부를 설정

합니다. 고품질의 화질에서 재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MOV 파일 재생시, 강제적으로 QuickTime 을 사용하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설정에서는 내장 코댁 사용) 

MOV 파일이 부드럽게 재생되지 않을 경우 체크하여 주세요.  

배경 

LoiLoScope 2 의 배경 이미지를 [갤럭시], [어두움]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옵션설정 

 

 

라이센스 

LoiLoScope 2 의 라이센스 정보를 표시합니다. 

구입시 라이센스 파일을 읽으신 후,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로써 라이센스가 유

효해 집니다. 

언어 설정 

LoiLoScope 2 의 대응언어를 17 언어(영어, 브라질어, 캐나다 불어, 네덜란드어, 핀란드

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볼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번

체 중국어, 간체 중국어, 스페인어, 스웨덴어)중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재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재기동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나 편집 도중 상태를 유지하기위하여 데스

크 톱을 반드시 저장해 주세요. 

출력위치 설정 

출력된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13. 키보드 쇼트 컷을 마스터 하자! 

스페이스키 

 

썸 네일 재생/일시정지 

풀 스크린 재생/일시정지 

타임라인 재생/일시정지 

화살표키(좌측) 

 

썸 네일 부분 되감기 

풀 스크린 부분 되감기 

타임라인 부분 되감기 

마그넷 내의 썸 네일 다음 썸 네일로 

화살표키(우측) 

 

썸 네일 부분 빨리감기 

풀 스크린 부분 빨리감기 

타임라인 부분 빨리감기 

마그넷 내의 썸 네일 전의 썸 네일로 

Delete 키 

 

썸 네일 쓰레기 통에 넣기 

풀 스크린 쓰레기 통에 넣기 

타인라인 바 쓰레기 통에 넣기 

마그넷 선택 시 마그넷 삭제 

ESC 키 

 

썸 네일 선택 해제 

풀 스크린 풀 스크린 해제 

타임라인 바 선택 해제 

마그넷 선택 해제 

Control + 화살표키  

또는  

타임라인 바 
시간 위치를 1 프레임 

씩 이동 

Control + Z 키 

 

타임라인 바 이동 취소 

Shift + Control + Z 키 

 

타임라인 바 이동 다시하기 

LoiLoScope 2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쇼트 컷을 소개합니다.  

13. 키보드 쇼트 컷을 마스터 하자! 

13-1 키보드 쇼트 컷 일람 

 키보드 쇼트 컷 



14. LoiLoScope 2동작환경 대응 형식 
 

 

 

 

 

 

 

 

 

 

 

 

 

 

 

 

 

 

 

 

 

 

 

 

 

 

 

 

 

 

 

 

 

 

 

 

 

 

 

 

 

 

 

 

 

 

 

 

 

 

 

 

 

 

 

 

 

 

 

OS Windows®7, Windows®Vista, Windows®XP SP3 이상(각 32bit/64bit) 

CPU ATOM 1.6GHz 이상, Pentium®4 2GHz 이상 

메모리 1GB 이상 

GPU PixelShader2.0 이상에서 대응하는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6000 시리즈 이상 

ATI Radeon9600 이상 

Intel 945 이상 

 

14. 동작환경 대응 형식 

14-1 SD 화질 동영상  

OS Windows®7, Windows®Vista, Windows®XP SP3 이상(각 32bit/64bit) 

CPU Core2 Duo 2GHz 이상 

메모리 2GB 이상 

GPU H.264 동영상 재생 지원 기능이 있는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8000 시리즈 이상(8800GTX,8300 제외) 

ATI RadeonHD2000 시리즈 이상(2900 제외) 

Intel G45 이상 

 

14-2 하이비젼화질 동영상 

- Microsoft .NET Framework 3.5sp1 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되도록 새로운 GPU 드라이버를 사용해 주세요. 

 2008 년에 발매된 드라이버에서는 동영상 재생 지원을 이용하는 중 동작이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GPU 드라이버의 업 데이트 방법은 Web(http://loilo.tv/tips/gpu_driver/ja/ )을 참조해 주세요. 

- 설치에는 관리자(Administrator)권한이 필요합니다. 

- 가상 소프트웨어에의하여 구성된 Windows 환경에서의 이용은, 동작 보증 및 서포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GPU 에의한 H.264 동영상 재생 지원 기능은 Vista, Windows 7 이상이 필요합니다. 

- Vista, Windows 7 이상에서는 5.1ch 음성 재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4-3 그 외  



14. LoiLoScope 2동작환경 대응 형식 
 

 

 
대응형식 

입력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mov 형식, avi형식) 

휴대전화(mp4 형식) 

HDV / DV 

JVC Everio / JVC Picsio 

동영상 파일 mp4 / mpeg / wmv / m2ts / mts / m2t / ts / mod / tod / mov(H.264 / M-JPEG) / avi 

정지화면 jpeg / png / gif / bmp / tiff / 애니메이션 gif / tga 

음성 wav / mp3 / m4a / wma 
※동영상, 정지화면 모두 알파 채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력 

※1 CUDA™대응 NVIDIA그래픽 카드를 이용 중인 경우, CUDA™액셀레이션에의한 고속 출력이 가능합니다.  

※2 CUDA™대응 NVIDIA그래픽 카드를 이용 중인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3 Windows7 에서만 대응합니다. 

※4 DVD 오서링 소프트에서 다시 인 코드할 수 없는 MPEG-2형식에서 출력하게 되므로, 고속으로 고화질 DVD 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5 대응하고 있는 규격이 모든 기기에서 동작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QuickTime 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형식 

입력 형식 

 

출력 형식 

 

CCCP 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형식 

입력 형식 

 

 

 

 

 

 

 

동영상 wmv / mp4※1/ mpeg2 / f4v / 3gp / avi 

정지화면 jpeg / png 

카메라용 

동영상 파일 

AVCHD(mts) / HDV(m2t)※3 / DV(avi) 

디바이스 용 파일 DVD※4 / 휴대전화(3gp,3g2)※2 / PSP※1 / iPod※1 / iPhone※1 / AppleTV※1 / PS3(mp4)※1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Tube※1 / 니코니코 동영상 / facebook / Vimeo 

동영상 mov / 3gp / 3g2 / m4v 

음성 aac / aiff / AppleLossless 

동영상 mov / 3g2 / 3gp 

동영상 flv / mkv / ogm / ogv / ogg / divx 

음성 oga / mka 

14-4 대응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