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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있다면, Pixillion 이미지 파일 변환기 지원에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Pixill
ion 이미지 파일 변환기 온라인 기술 지원 

www.nchsoftware.com/imageconverter/ko/support.html
에서 최신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페이지에 있는 기술 지원 센터를 이용하여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안
개선점을 제안하고 싶다구요! Pixillion 이미지 파일 변환기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하는 다른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안을 저희 제안 페이지에 게시 해 
주세요! www.nch.com.au.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의 
제안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소프트웨어에 받아 드려지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실수 있습니다.

www.nchsoftware.com/imageconverter/ko/support.html
www.nch.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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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ixillion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ixillion 이미지 파일 변환 프로그램은 윈도우 및 맥 OS X용 이미지 형식 변환기입니다. 

이 변환 프로그램으로 bmp, jpg, png, psd 및 다양한 이미지 형식의 파일들을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Pixillion은 파일 변환 전에 이미지를 미리보기 해주고, 현재 파일 
매개변수를 표시해줍니다. Pixillion으로 여러분은 빠르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미지 파일을 웹에 올릴 때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메일로 보내거나 CD에 저장하기 위해 파일 크기를 
축소시킬 수 도 있으며,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필요한 이미지 형식으로 
빠르게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기능 

● 각종 다양한 이미지 파일 형식을 로드합니다.
● 다양한 출력 형식으로 빠르게 변환합니다.
● 두 가지 파일과 폴더 모두를 끌어서 놓기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명령줄 도구를 지원합니다.
● 여러분의 이미지에 워터마크와 문자 효과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간단하고 직감적인 인터페이스.
● 일상에서의 간단한 사용을 위해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 윈도우(Windows) XP/ 2003 / Vista /2008 / 7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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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와 시험 평가판 사용 기간
평가판 사용 기간 

Pixillion는 처음 설치된 후에 제한된 시간 동안 시범 버전으로 작동합니다. 평가판 
사용기간 동안, Pixillion 플러스 버전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판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Pixillion 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 사용기간 만료 
후, Pixillion 플러스 버전의 더 많은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기능 비교 목차 
기능 Pixillion Pixillion 플러스 
가격 무료 유료
 지원되는 형식들  대부분 모두
변환 한번에 한 이미지 일괄 배치 변환
워터마크 문자 아니오 예
워터마크 이미지 아니오 예
명령줄 인터페이스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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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illion 사용법

이 페이지는 Pixillion을 사용해서,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Pixillion 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식에에 따라 그 작업 과정을 
습득하도록 고안되었음을 유의하십시오. Pixillion은 변환을 할 때마다, 사용자가 정한 
설정을 기억해서, 반복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파일 추가와 제거 
이미지 파일을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시려면 먼저 파일 목록창에 파일을 
추가하세요.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에서 파일 ->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세요. 또한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지정 폴더 안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 파일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추가된 파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면, 파일을 선택하시고, 제거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선택한 파일 제거를 누르세요. 여러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시려면 Ctrl 키를 누르고, 선택하려는 파일을 마우스 왼쪽-클릭하기 하세요. 

모든 파일들을 하이라이트하려면, 메뉴에서 파일 -> 모두 선택을 클릭하거나, Ctrl + 
A 를 누르세요. 출력 폴더 선택하기 
메인 창 맨 밑 부분에 출력 폴더

로 표시된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는 변환된 
파일을 저장할 파일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파일을 원하는 폴더 
안에 입력하거나 필드 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대상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뜰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택하신 몇몇 디렉토리들은 드롭다운 목록에 저장되는데, 이것은 입력 필드의 
오른쪽 끝 부분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 선택하기 
표시된 필드 출력 형식

은 열분의 파일을 원하는 출력 파일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택된 코덱에 조정 가능한 옵션이 있을 시에, 압축 설정... 또는 인코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 대화창이 뜰 
것입니다. 다음의 이미지 코덱들에는 조정 가능한 옵션이 있음: 
● BMP
● ICO
● JPEG
● JPEG XR
● JPEG 2000
● PDF
● PGF
● PNG
● PNM
● TIFF
● WMF
● WEBP
출력 효과 조절 
다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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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여 크기 조정, 회전, 문자 및 워터마크와 같이 변환된 이미지의 
비주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조절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효과  를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파일 변환  
일단 사용자가 출력 폴더와 형식을 설정하고 나면, 변환하고 싶은 파일 목록에서 
파일들을 선택하고, 변환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변환을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환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설정된 기본값으로 변환됩니다. 변환 중에 발생하는 모든 효과, 옵션, 출력 
설정이나 목록 변경은 이전의 변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후의 변환에만 영향을 
줍니다. 
참고: Pixillion은 변환 중에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게 합니다. 변환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 활동이 없을 때, 정상적인 컴퓨터 수면 타이머가 컴퓨터를 
슬립모드로 전환할 것입니다. 
파일 크기 조정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해서 여러분은 Pixillion에서 이미지 파일들을 한번에 
일괄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효과 조절 및 파일 변환

. 출력형식을 입력형식과 
동일하게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크기 조정
 버튼을 도구 모음에서 클릭하십시오. 

출력 이미지를 위한 크기 조정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이미지 효과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설정을 마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변환 
버튼을 눌러 크기 조정한 이미지를 제작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력 효과 조절 
대화창의 스케일 옵션을 통해 크기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결합하기  
메뉴에서 파일 -> 이미지 결합을 선택하여 선택한 모든 이미지를 단일 TIFF, PDF 
또는 DOCX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결합  대화상자에서 순서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목록에서 2개 이상의 파일을 선택하고 TIFF, PDF 또는 
DOCX를 출력 형식으로 설정하면 이미지 결합…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실패한 변환  
이미지 파일 목록에서 변환 상태 알림란은 현재 변환 중인 파일의 성공, 실패 또는 
대기중의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미지 "저장 실패"라는 메시지가 뜨면, 사용자는 대체 출력 폴더를 지정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Pixillion은 이미지가 손상되었거나 또는 이미지 파일로 위장된 다른 형식의 파일일 
경우 "로드 실패"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변환 상태가 "건너 뜀"이면, Pixillion이 동일 이름의 이미지 파일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변환을 중지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옵션/기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미리보기  

사용자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거나 콘텍스트 메뉴에서 "선택한 메시지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새 창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미리보기 창에서, 슬라이더 바를 움직이거나 Ctrl+마우스 휠 바로가기를 사용해서 
확대 레벨을 변경하십시오.

미리 보기 창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 버튼을 눌러 창을 닫거나, 바로 가기 
Esc 버튼을 사용합니다. 5

effects.html
effects.html
combine.html


Pixillion이 지원하는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미지 변환  Pixillion은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파일 형식들:
형식 확장명 윈도우 맥 OS X Pixillion 

플러스 
버전이 필요함

참고 

어도비 
포토샵 문서

 *.psd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예 레이어들은 
유지되지 
않음.

어도비 
포토샵 대형 
문서 파일

 *.psb 읽기 - - 레이어들은 
유지되지 
않음.

어도비 
포터블 형식

 *.pdf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어도비 
일러스트레이
터 형식

 *.ai 읽기 읽기 예 PDF 호환 
파일이 아닐 
경우 축소판 
사용

Apple AAE 
사이드카 파일

 *.aae 읽기 읽기 - AAE에 
해당하는 
JPEG 파일 
읽기

AVID TARGA  *.tga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10.5 및 그 
이상) 

- -

AV1 이미지 
형식

 *.avif 읽기 & 쓰기 - - -

Djvu  *.djvu  읽기 - - -
직접 그리기 
표면

 *.dds 읽기 - - -

캡슐화된 
포스트스크립
트

 *.eps 쓰기 - - -

그래픽 
인터체인지 
형식

 *.gif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고효율 
이미지 파일 
형식

 *.heic  *.heif  읽기 & 쓰기 읽기 - 스틸 
이미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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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상 
전문가 그룹

*.jpeg;*.jpg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JPEG 파일 
교환 형식

 *.jfif  읽기 읽기 - JPEG 파일로 
읽기

공동 영상 
전문가 그룹 
2000

 *.jp2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JPEG 입체  *.jps 읽기 읽기 예 -
JPEG 확장 
범위

 *.wdp;*.hdp;*.
jxr 

읽기 & 쓰기 - - 마이크로소프
트 HD 
포토나, 
윈도우 
미디어 
포토로도 
알려짐.

마야 이미지 
파일 형식

 *.iff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Z-Buffer는 
유지되지 
않음.

윈도우 문서 
파일 

*.docx 쓰기 쓰기 - -

마이크로소프
트 비트맵

 *.bmp;*.dib;*.
rl4;*.rl8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rl4 및 *.rl8만 
읽기

마이크로소프
트 아이콘

 *.ico 읽기 & 쓰기 
읽기 
쓰기 (10.5 및 
그 이상) 

- -

MPO  *.mpo 읽기 읽기 예 -
OpenEXR  *.exr 읽기 - - -
PC eXchange *.pcx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 

*.png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포터블 픽스맵  *.pbm;*.pgm;
*.ppm;*.pnm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예 -

프로그래시브 
그래픽 파일

 *.pgf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예 -

Raw 카메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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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w;*.cr2;*.cr
3;*.crw; 
*.dcr;*.dng;*.e
rf;*.kdc; 
*.mef;*.mos;*.
mrw;*.nef; 
*.nrw;*.orf;*.pe
f;*.ptx; 
*.r3d;*.raf;*.ra
w;*.rw2; 
*.sr2;*.srf;*.sr
w;*.x3f 

읽기 읽기 - -

선 라스터  *.ras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예 -
SVG  *.svg;*.svgz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마스킹은 

유지되지 
않음.

태그된 
이미지 파일 
포맷 (TIFF)

 *.tiff;*.tif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 -

WEBP  *.webp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10.5 및 그 
이상) 

예 움직이는 
WebP 도 
지원함

윈도우 
메타파일

 *.wmf;*.emf;*.
emz 

읽기 & 쓰기 - - -

무선 비트맵  *.wbmp 읽기 & 쓰기 읽기 & 쓰기 예 -
eXperimental 
컴퓨팅 기능

 *.xcf 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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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출력 형식 개요
AVIF  

● AVIF (AV1 이미지 형식)는 HEIF 컨테이너 형식으로 AV1로 압축 된 스틸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저장하기위한 오픈 소스 이미지 형식입니다. 

.BMP 
● BMP는 주로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의 

제품군이며 macOS 및 Linux와 같은 다른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서도 
지원됩니다. BMP는 일반적으로 압축되지 않아 품질이 무손실이지만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BMP는 Windows 기반 프로그램과 
널리 호환됩니다.

.DIB 
● DIB(장치 독립적 비트맵)는 비트맵 파일(BMP)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 제품군입니다. 흑백 및 컬러 이미지 데이터를 서로 다른 비트 
깊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DOCX 
● DOCX는 2007 버전부터 MS Word로 만든 문서의 기본 파일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ZIP 계열 형식에 포함 된 XML 구성 요소 파일로 구성됩니다.
이음반 
●

EMF (향상된 윈도우 메타 파일)는 벡터 형식이며 32 비트 RGB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있는 WMF의 개선 된 버전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인해 EMF는 그래픽 디자인 및 인쇄 산업에 적합한 이미지에 선명하고 
풍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EPS  
● EPS는 Encapsulated PostScript의 약자입니다. 그것은 1992 년에 어도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포스트스크립트 문서 내에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한 표준 
그래픽 파일 형식입니다. 

.GIF 
● GIF (그래픽 교환 형식)는 일반적으로 8 비트 팔레트 또는 256 색으로 

제한됩니다 (24 비트 색 농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함). GIF는 LZW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다이어그램, 도형, 로고 및 만화 스타일 이미지와 같은 
몇 가지 색상의 그래픽을 저장하는 데 가장 적합하며, 이는 넓은 영역에 단일 

색상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며 사진 또는 디더링된 이미지에는 덜 효과적입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인해 최신 비디오 형식에 비해 압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ICO 
● ICO 파일 형식은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에서 컴퓨터 아이콘에 대한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ICO 파일에는 여러 크기와 색 농도의 작은 이미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있어 적절하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야 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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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IFF는 원래 별칭 시스템에 의해 개발 된 오토 데스크 마야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IFF 컨테이너 형식의 
변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TDI 탐색 (톰슨 디지털 이미지) 형식으로 
알려져있을 수있다. 

.IFF  
● IFF (교환 파일 형식)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Electronic 

Arts에서 도입 한 범용 형식입니다. IFF는 MS-DOS, MS 윈도우, 맥 및 유닉스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IFF 파일은 TLV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청크로 구성됩니다.

.JPEG 
● JPEG (공동 사진 전문가 그룹)는 손실 압축 방법입니다. JPEG 압축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JFIF (JPEG 파일 교환 형식)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JPEG / 
JFIF 파일 이름 확장자는 JPG 또는 JPEG입니다. 거의 모든 디지털 카메라는 
8비트 회색조 이미지와 24비트 컬러 이미지(빨강, 녹색 및 파랑에 대해 각각 
8비트)를 지원하는 JPEG/JFIF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JPEG는 
이미지에 손실 압축을 적용하므로 파일 크기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 JPEGXR(JPEG 확장 범위)은 원래 Microsoft에서 HD 사진(이전의 Windows 

Media Photo)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및 특허를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연속 톤 

사진 이미지를 위한 스틸 이미지 압축 표준 및 파일 형식입니다. 손실 및 무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합니다. JPEG2000  

● JPEG 2000은 무손실 및 손실 저장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압축 표준입니다. 
사용되는 압축 방법은 표준 JFIF/JPEG의 압축 방법과 다릅니다. 품질과 
압축률을 향상시키지만 처리하는 데 더 많은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JPEG 
2000에는 JPEG에 없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JPEG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전문 영화 편집 및 배포에 사용됩니다 (예 : 일부 디지털 
영화관에서는 개별 동영상 프레임에 JPEG 2000을 사용합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 PCX는 ZSoft Corporation의 DOS 기반 프로그램 PC Paintbrush의 기본 이미지 

형식이었으며 한동안 (특히 1980 년대 후반) IBM PC 호환 및 PC / MS-DOS 운영 
체제 사용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있는 이미지 형식이었습니다. 많은 클립 
아트가 이 형식으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그래픽 모드와 같은 플랫폼별 속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GIF, 
JPEG 및 PNG와 같은 플랫폼 독립적인 그래픽 형식으로 기반을 잃었습니다.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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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이동식 문서 형식)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운영 체제와 
독립적인 방식으로 텍스트 형식 및 이미지를 포함한 문서를 표시하기 위해 
1990년대에 Adobe에서 개발한 파일 형식입니다. PostScript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각 PDF 파일은 텍스트, 글꼴, 벡터 그래픽, 래스터 이미지 및 이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고정 레이아웃 플랫 문서에 대한 전체 설명을 
캡슐화합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 PGF(프로그레시브 그래픽 파일)는 웨이블릿 압축을 사용하는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PNG 
● 이동식 네트워크 그래픽은 무손실 데이터 압축을 지원하는 래스터 그래픽 파일 

형식입니다. PNG는 팔레트 기반 이미지(24비트 RGB 또는 32비트 RGBA 색상 
팔레트 포함), 회색 음영 이미지(투명도를 위한 알파 채널 포함 또는 제외) 및 풀 
컬러 비팔레트 기반 RGB/RGBA 이미지(알파 채널 포함 또는 제외)를 
지원합니다. PNG 작업 그룹은 전문가 수준의 인쇄 그래픽이 아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전송하기위한 형식을 설계했습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 Netpbm 형식은 휴대용 픽스맵 파일 형식(PPM), 휴대용 그레이맵 파일 

형식(PGM) 및 휴대용 비트맵 파일 형식(PBM)을 포함하는 제품군입니다. 이들은 
순수 ASCII 파일 또는 ASCII 헤더가 있는 원시 이진 파일로, 매우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pixmap, graymap 또는 비트맵 파일을 
변환하기 위한 가장 낮은 공통 분모 역할을 합니다.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통칭하여 PNM(Portable aNy Map)이라고 합니다. .PSD 

● PSD 파일은 Photoshop에서 사용할 수있는 대부분의 이미징 옵션을 지원하는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마스크, 투명도, 텍스트, 알파 채널 및 별색, 

클리핑 패스 및 이중톤 설정이 있는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이는 간소화되고 예측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한하는 다른 많은 파일 형식(예: .JPG 
또는 .GIF)과 대조됩니다. PSD 파일의 최대 높이와 너비는 30,000픽셀이고 길이 
제한은 2GB입니다. 라스 

● 태양 래스터 또는 태양 래스터 파일은 태양 운영 체제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회색조, 팔레트 및 풀 컬러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이미지는 압축되지 
않거나 RLE 압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G  

●

SVG -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 (SVG)은 벡터 이미지를 저장하기위한 XML 기반 
방법입니다. .T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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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타르가)는 1984 년 트루 비전, 주식 회사 (당시 이름 EPICenter)에 의해 
개발 된 래스터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MS-DOS 컬러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TGA는 24비트 RGB 색상 인코딩(트루컬러라고도 함)을 
지원하는 IBM 호환 PC용 최초의 그래픽 카드 중 일부인 Truevision의 
TARGA(Truevision Advanced Raster Graphics Adapter) 보드의 기본 
형식입니다. TGA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압축되지 않거나 실행 길이 인코딩으로 
압축됩니다. 

.TIFF  
● TIFF(태그가 지정된 이미지 파일 형식) 형식은 일반적으로 TIFF 또는 TIF 파일 

이름 확장명을 사용하여 24비트 및 48비트 합계에 대해 색상(빨강, 녹색, 파랑)당 
8비트 또는 16비트를 저장하는 유연한 형식입니다. TIFF는 픽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선택한 기술에 따라 손실 또는 무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TIFF 
이미지 형식은 웹 브라우저에서 널리 지원되지 않습니다. TIFF는 인쇄 
비즈니스에서 사진 파일 표준으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TIFF는 특정 
인쇄기 잉크 세트로 정의된 CMYK와 같은 장치별 색상 공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OCR(광학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스캔한 텍스트 
페이지에 대해 특정 형태의 TIFF 이미지(종종 단색)를 생성합니다. 

증권 시 
세 표시기  

● WBMP(무선 비트맵 또는 WAP 비트맵)는 WAP(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그것은 압축되지 않은 이중 레벨 래스터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WEBP  
● WebP는 주로 웹 페이지에서 사용하기위한 Google에서 개발 한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손실 또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 압축은 VP8 
비디오 압축 형식의 일부를 기반으로합니다. RIFF 컨테이너 형식을 사용합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

윈도우 메타 파일 (WMF)은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3.x에 네이티브 벡터 그래픽 
형식입니다. 그것은 실행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명령 목록을 저장합니다. 
Windows 메타파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WMF 형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만 후속 형식인 EMF(확장 메타파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파일 형식 위키에서찾을 수 있습니다. 

12

http://fileformats.archiveteam.org/


Program Options
덮어쓰기 

Pixillion이 변환된 이미지를 기존 파일 이름에 쓰려고 하는 경우:
● 기존 이미지 건너뛰기:  Pixillion은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 기존 이미지 바꾸기:  Pixillion은 기존 파일을 새로 변환된 이미지로 

덮어씁니다.
● 파일 이름에 번호 추가:  Pixillion은 파일 덮어 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변환 된 

이미지를 수정 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도피 

픽셀 기반이 아닌 이미지를 픽셀 기반 이미지로 변환할 때 DPI 또는 출력의 픽셀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PI (인치당 도트 수): 변환할 DPI 해상도를 지정합니다. DPI가 높을수록 품질은 

좋지만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 픽셀 폭: 출력의 픽셀 너비를 지정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설정하기 전에 원본 

이미지의 종횡비를 고려하십시오. 픽셀이 높을수록 품질은 좋지만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DPI 옵션은 "픽셀 기반 형식으로 변환할 때 DPI를 지정하라는 메시지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면 변환하기 전에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경 
다음 이미지 형식은 픽셀당 투명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동 사진 전문가 그룹 (*. JPEG;*.JPG;)
● 개인용 컴퓨터 교환 (*. PCX)
● 휴대용 문서 형식(*.PDF)
● 휴대용 픽스맵(*. PBM;*. PGM;*. PPM;*. PNM)
● 태양 래스터 (*. 라스)
● 무선 비트맵(*.WBM)
픽셀당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를 다음 형식 중 하나로 변환할 때 투명 배경을 
다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단색 선택한 색상으로 배경을 채웁니다.
● 체커 패턴  흰색과 회색의 체크 무늬 패턴으로 배경을 채 웁니다.
● 배경 이미지 파일

 선택한 배경 이미지 파일의 배경이 여전히 투명한 경우 선택한 
이미지 파일의 배경은 단순히 흰색으로 바뀝니다.배경 옵션은 "투명한 이미지를 변환할 때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면 변환하기 전에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메타데이터 보존 
메타 데이터  보존 확인란을 선택하여 입력 이미지의 메타 데이터를 변환 된 
이미지에 보존합니다. 현재 버전은 JPEG, JPEG XR 및 TIFF 파일 형식에 대한 EXIF 
메타 데이터 보존을 지원합니다.
다른 
변환 성공 후 출력 파일 또는 폴더를 열라는 메시지 표시 - 확인란을 선택하여 
변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알림을 받습니다. 출력 파일 또는 폴더를 열 수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소스 파일의 폴더 구조 복사 - 확인란을 선택하여 출력 폴더 구조를 소스 파일의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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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파일이 입력 파일보다 큰 변환 방지  - 확인란을 선택하여 출력 파일의 크기가 
소스 파일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변환 된 파일이 출력 파일

보다 클 때 확인 - 출력 파일의 크기가 소스의 크기보다 클 
때 프롬프트를 표시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파일의 추적된 버전을 원하는 경우 추적된 SVG로 변환(전자 절단기에 사용됨)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는 SVG를 출력 형식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샘플 사용은 로고, 필기 메모 등과 같은 스캔한 데이터에서 SVG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지워질 때까지 모든 전환에 추가 효과 적용 옵션을 선택하여 모든 전환에 
대한 효과 목록을 유지합니다.
성공적인 변환 후 원본 파일 삭제 - Pixillion이 성공적인 변환 후 원본 /소스 파일을 
제거하도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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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결합하기
메인 Pixillion 이미지 파일 목록에서 선택한 파일들은 단일 TIFF, PDF 또는 DOCX  
파일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도구 모음의 결합 버튼이나, 파일->결합을 누르면 
됩니다. 결합된 파일의 순서는 이미지 결합 대화상자 창에서 재배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결합 기능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활성화됩니다. 
1. 목록에서 두 개 이상의 파일이 선택됩니다.
2. TIFF,  PDF, DOCX  또는 HEIC  가 출력 형식으로 선택됩니다.
이미지 결합 대화상자 

이미지 결합 대화상자는 이미지의 순서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사용자 이미지의 기본 
순서는 이미지 파일 목록에 파일들이 있었던 순서입니다. 순서를 편집하려면, 
파일을 선택하고 난 후, 대화상자 창의 오른쪽에 있는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화살표 버튼을 사용합니다. 
● 위로 이동 : 선택한 파일을 목록에서 한 자리 위로 이동시킵니다.
● 아래로 이동 : 선택한 파일을 목록에서 한 지점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이미지 결합하기  
이미지 파일들이 올바른 순서로 되면, 대화상자 창의 하단에 있는 이미지 결합... 
버튼을 눌러서 파일들을 단일 이미지 파일로 결합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결합

 대화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새 파일을 저장할 위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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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이미지 인쇄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대상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파일>인쇄 또는 Ctrl+P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 미리보기 창이 있고 오른쪽에 인쇄 옵션이 있는 인쇄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이미지는 300PPI 디지털 해상도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용지 옵션  
크기 범주  풀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용지 크기  풀다운 목록에 나타날 용지 크기 
세트를 선택합니다.
용지 크기  풀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인쇄할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용지 
크기의 치수는 풀다운 목록과 인쇄 미리 보기에 모두 표시됩니다.
세로 및 가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용지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여백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용지 가장자리 사이의 최소 패딩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레이아웃  
동일한 페이지에 여러 복사본을 인쇄하려면 이미지 레이아웃 옵션을 사용합니다.
2x 옵션을 선택하여 이미지 사본 2부를 인쇄하거나 4x 옵션을 선택하여 이미지 
사본 4부를 인쇄합니다.
이미지 위치  
미리보기를 드래그하거나 이미지 위치 그룹 상자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용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 이미지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이미지 확인란을 선택 취소했으면, 위쪽 및 왼쪽 필드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왼쪽 위 모서리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크기  

미리보기의 모서리를 드래그하거나 이미지 크기 그룹 상자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용지와 동일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또는 너비 및 높이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너비와 높이를 설정합니다.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됩니다.
단위 
단위 풀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인치 밀리미터 및 센티미터 사이를 전환합니다.
다음의 인쇄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인쇄합니다.

다음의 취소 버튼을 눌러 인쇄하지 않고 인쇄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다음의 도움말 도움말 페이지를 표시할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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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미지 인쇄
여러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파일->용지에 많은 
이미지 인쇄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 미리보기 창이 있고 오른쪽에 인쇄 
옵션이 있는 인쇄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이미지는 300PPI 디지털 해상도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용지 옵션  
크기 범주  풀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용지 크기  풀다운 목록에 나타날 용지 크기 
세트를 선택합니다.
용지 크기  풀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인쇄할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용지 
크기의 치수는 풀다운 목록과 인쇄 미리 보기에 모두 표시됩니다.
세로 및 가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용지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여백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용지 가장자리 사이의 최소 패딩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레이아웃  
이 기능은 용지에 많은 이미지 인쇄옵션에서 비활성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위치  
미리보기를 드래그하거나 이미지 위치 그룹 상자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용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 이미지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이미지 확인란을 선택 취소했으면, 위쪽 및 왼쪽 필드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왼쪽 위 모서리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크기  

미리보기의 모서리를 드래그하거나 이미지 크기 그룹 상자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용지와 동일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또는 너비 및 높이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너비와 높이를 설정합니다.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됩니다.
단위 
단위 풀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인치 밀리미터 및 센티미터 사이를 전환합니다.
다음의 인쇄 이미지를 인쇄하는 버튼입니다.

다음의 취소 버튼을 눌러 인쇄하지 않고 인쇄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다음의 도움말 도움말 페이지를 표시할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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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효과
이미지 크기 조정 
변환된 이미지의 픽셀 치수를 변경합니다.
참고:  ICO 파일의 출력 크기는 ICO 인코더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ICO 출력 형식 
사용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미지 크기 조정 사용을 비활성화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스케일링: 
● 변경 없음 - 변환시에 이미지의 픽셀 크기 변경 없음.
● 퍼센트율 - 이미지가 원본의 영상 비율을 왜곡하지 않고, 지정한 퍼센트율을 

사용해서 스케일링 됨.
● 긴 쪽 - 이미지의 긴 쪽이 원본 이미지의 영상 비율을 왜곡하지 않고, 지정한 

값으로 스케일링 됨. 
● 원본 영상 비율 - 변환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영상 비율을 왜곡하지 않고, 

지정된 폭과 높이의 매개변수에 맞추어, 최대한 큰 픽셀로 됨.
●

사전 정의 프레임 크기 - 변환된 이미지는 선택한 사전 정의 프레임 크기에 맞게 

스케일링 됨 (영상 비율 왜곡 가능성 있음). 당신이 원하는 프레임 크기가 목록에 
없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프레임 크기 옵션
● 사용자 지정 프레임 크기 - 변환된 이미지가 지정한 폭과 높이의 매개변수로 됨 

(영상 비율 왜곡 가능성 있음).
픽셀의 긴 쪽 
스케일링 한 후에 원하는 픽셀의 긴 쪽을 지정하십시오.
픽셀 폭과 픽셀 높이 
변환된 이미지의 원하는 크기를 지정하십시오. 
●

이 둘의 매개변수가 모두 제로라면, 변환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크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 변경 없음)● 만약 스케일링이 원본 영상 비율이면 
● 만약 "픽셀 폭" 이 제로이고, "픽셀 높이" 가 제로가 아니라면, 변환된 

이미지의 높이는 "픽셀 높이" (폭은 영상 비율 유지를 위해 계산될 것임)를 
따를 것입니다.

● 만약 "픽셀 폭" 이 제로이고, "픽셀 높이" 도 제로라면, 변환된 이미지의 폭은 
"픽셀 폭" (높이는 영상 비율 유지를 위해 계산될 것임)을 따를 것입니다.

●

이 둘의 매개변수가 모두 제로가 아니라면, 둘 중 더 작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 
매개변수가 사용될 것입니다.(이 때 다른 하나는 영상 비율 유지를 위해 
계산될 것임)● 만약 스케일링이 사용자 지정 프레임 크기 

● 만약 "픽셀 폭" 이 제로이고, "픽셀 높이" 가 제로가 아니라면, 변환된 
이미지의 높이는 "픽셀 높이" (폭은 변경되지 않음)를 따를 것입니다.

● 만약 "픽셀 폭" 이 제로가 아니고, "픽셀 높이" 가 제로라면, 변환된 이미지의 
폭은 "픽셀 폭" (높이는 변경되지 않음)을 따를 것입니다.

● 이 둘의 매개변수가 모두 제로가 아니라면, 변환된 이미지는 지정된 
매개변수를 따를 것입니다.

업스케일 방식  

이미지의 크기를 더 크게 조정하고, 픽셀이 추가될 때 인접한 픽셀에 어떤 영향을 줄 
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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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정사각형 픽셀 - 저해상도 이미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 부드러운 흐릿한 픽셀 - 사진 및 스캔한 이미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 슈퍼 해상도 - 인공 지능을 픽셀을 사용하여 새로 추가된 픽셀들을 계산하게 

해서이미지 품질을 향항 시킴
원본 이미지와 변환된 이미지의 픽셀 크기가 동일한 경우 업스케일 옵션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참고하십시오. 슈퍼 해상도 작업에는 약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며, 
이미지가 클수록 처리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다운 스케일 방식 

크기를 더 낮은 치수로 조정하고 픽셀이 제거될 때, 인접 픽셀에 어떤 영향을 줄 지를 
결정합니다. ● 선명한 정사각형 픽셀 - 저해상도 이미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 부드러운 흐릿한 픽셀 - 사진 및 스캔 한 이미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원본 이미지와 변환된 이미지의 픽셀 크기가 동일한 경우 다운스케일 옵션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참고하십시오. 해상도 변경 (DPI)  
DIP (인치당 점의 수)  픽셀 기반이 아닌 이미지를 픽셀 기반의 이미지로 변환할 
시에, DPI나 출력 픽셀 폭을 지정할 수 있음.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를 지정된 차원으로 자르기.
종횡비 
● 변경 없음 - 변환에 작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지정 - 가로율과 높이는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 - 너비와 높이는 원본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을 왜곡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사각형 - 너비와 높이는 동일합니다.
● 사용 가능한 다른 종횡비: 2x3 또는 4x6; 3.5x5; 4x3; 5x7; 4x5 또는 8x10 또는 

16x20; 8.5x11; 11x4; 16x9; 20x24
방향
세로 라디오 버튼을 확인하여 크롭 영역이 너비보다 더 크게 커지도록 합니다. 가로 
라디오 버튼을 확인하여 크롭 영역이 높이보다 넓어지도록 합니다.
단위 단위
픽셀,  인치,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에서선택합니다. 너비와 높이가 자동으로 
선택한 단위로 변환됩니다.
너비 및 높이
이미지를 잘라야 하는 너비와 높이를 입력합니다. 세로 비율 유지  상자를 선택하면 
한 차원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 다른 차원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가로비율을 
유지합니다.
● 가로세로 가꾸기 비율이 사용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높이가 변경되면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너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너비가 변경되면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앵커 포인트  - 3x3 버튼 그리드를 클릭하여 자르기가 적용되는 원점을 선택합니다.
뒤집기 
이미지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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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 수직.
회전 
시계방향으로 90도 씩 회전.
● 변경 없음.
● 90도.
● 180도.
● 270도.
워터마킹 
Pixillion은 사용자의 변환된 이미지에 문자 및 이미지 워터마크를(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미리보기는 최종 이미지가 워터마크와 함께 
어떻게 보일지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워터마크 문자  
다음의 속성은 워터마크 문자가 어떻게 보일지를 제어합니다:

● 사용 - 사용 박스가 체크되어있으면, 이후의 모든 이미지 변환에 워터마크 
문자가 적용됩니다.

● 문자 - 워커마크 문자를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 글꼴 - 팝업 메뉴를 클릭하여 글꼴의 서체를 선택하십시오.
● 굵은 체, 이탤릭체 및 밑줄 - 필요에 따라 버튼을 누르세요.
● 크기 - "픽셀" 및 "퍼센트" 설정에 사용할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 "폭" 또는 

"높이"를 선택하십시오. "픽셀"을 선택하여 문자의 픽셀 크기를 지정하십시오. 

또는 "퍼센트"를 선택해서, 슬라이드로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각각 개별적으로 
변환된 이미지의 최종 높이는 퍼센트율로 스케일됩니다. 변환된 이미지의 
워터마크 문자 전체가 읽기 가능하고 잘 맞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해 
수동 보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 불투명도 - 워터마크 문자 뒤에 있는 변환된 이미지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해서 워터마크 문자 불투명도를 감소시킵니다.

● 정렬 - 3X3 그리드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변환된 이미지에서 다른 
지점들을 집어내서 워터마크 문자를 정렬합니다. 선택된 정렬로 오프셋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수평 오프셋(오프셋 x)의 경우, 3x3 그리드의 열 1 또는 2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텍스트가 소스 이미지의 오른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3x3 그리드의 열 3 또는 오른쪽 열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텍스트가 소스 이미지의 왼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수직 오프셋(오프셋 y)의 경우 3x3 그리드의 열 1 또는 2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텍스트가 소스 이미지의 아래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열 
3 또는 맨 아래 행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텍스트가 소스 
이미지의 위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색상 - 색상 박스를 클릭하여 문자의 전경색을 변경합니다.

● 배경 색상 -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문자의 배경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색상 
박스를 클릭하십시오.

● 외곽선 색상-확인란을 선택하고 색상 상자를 클릭하여 텍스트의 윤곽선 
색상을 변경합니다.

워터마크 이미지  
다음의 속성은 워터마크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지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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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 사용 박스가 체크되어있으면, 이후의 모든 이미지 변환에 워터마크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 검색 버튼과 이미지 이름 - 워터마크 이미지를 선택하시려면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워터마크 이미지 선택시에, 검색 버튼 옆에 이미지 파일 이름이 
뜹니다.

●

크기 - 슬라이드해서 워터마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최대 크기는 변환한 
이미지의 변환 후 넓이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터 - "선명한 정방형 픽셀"을 선택 (저해상도 이미지에 최적합) 또는 
"부드럽게 흐릿한 픽셀" (스캔한 이미지나 사진에 최적합)

● 불투명도 - 워터마크 이미지 뒤에 있는 변환된 이미지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슬라이드해서 워터마크 이미지 불투명도를 감소시킵니다.

●

정렬 - 3x3 그리드 버튼을 클릭하여 워터마크 이미지를 변환된 이미지의 다른 
스냅 지점에 정렬합니다. 선택한 정렬에 따라 오프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평 오프셋(오프셋 x)의 경우 3x3 그리드의 열 1 또는 2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의 오른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3x3 그리드의 열 3 또는 오른쪽 열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의 왼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 수직 오프셋(오프셋 y)의 경우 3x3 그리드의 열 1 또는 2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의 아래쪽으로 오프셋 됩니다. 열 
3 또는 맨 아래 열의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워터마크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의 위쪽으로 오프셋 됩니다.윈도우에 맞추기  

효과와 함께 선택된 원시 이미지 모두를 볼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네트 

비네트 효과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지정된 색상으로 페이드 아웃됩니다. 
오래된 카메라의 빛 캡처 속성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부드러운 타원형 테두리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효과를 추가하려면 효과 단추를 클릭하고 비네트를 선택하거나 효과 메뉴 > 
비네트를 클릭합니다. 효과를 사용하려면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사용법 
비네트 효과는 3가지 설정으로 제어됩니다.
● 첫 번째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비네트 크기를 조정합니다.
● 두 번째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비네트 효과의 가시성을 조정합니다.
● 색상 피커를 사용하여 비네트 색상을 변경합니다.
필터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 흑백.
● 세피아.
● 네거티브.
● 자동 레벨.
기본값 복원  
이미지 효과 안의 모든 옵션을 그들의 기본값으로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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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illion 명령줄 도구 사용하기

Pixillion 명령줄 도구는, 윈도우 명령줄에서 당신이 Pixillion을 사용해 파일을 변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가 Pixillion과 함께 파일을 변환하거나 자동 
일괄 변환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Pixillion 프로그램은 여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Program Files\NCH 
Software\Pixillion\Pixillion.exe" 
사용법: 

Pixillion.exe [명령/변환 속성] [매개변수/속성 값]
사용법의 예는 이 페이지 아랫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명령 매개변수와 속성 값은, 빈 칸이 있을시에 큰 따옴표 (") 안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명령 
명령 매개변수 설명 
-exit  - Pixillion 종료
 -convert - 변환 명령 보내고 Pixillion이 

처리를 마칠때까지 기다리기
 -selectall - Pixillion의 이미지 목록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선택되도록 설정

 -selectnone - Pixillion의 이미지 목록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설정

 -removeall - Pixillion의 이미지 목록에서 
모든 이미지들을 제거함.

 -useinputfolder -
'-outputfolder "[원시 이미지와 
동일]"' 과 같음 -add  이미지 경로 이미지가 Pixillion의 이미지 
목록에 추가되고 (목록에 
아직 없을 시에) 선택됨

 -remove 이미지 경로 Pixillion의 이미지 목록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거함

 -select 이미지 경로 Pixillion의 이미지 목록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선택되도록 
설정함

 
속성 
재산 유효한 항목  
-출력 폴더 

● 절대 또는 상대 폴더 경로입니다. 경로에 
공백이 있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출력 형식 
●

형식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습니다(예: "Maya IFF").22



● 아비프
● .BMP
● .DIB
● .DOCX
● .EPS
● .GIF
● .ICO
● 마야 IFF
● .JPEG
● JPEG 2000
● JPEG XR
● 증권 시세 표시기
● .PDF
● 증권 시세 표시기
● .PNG
● 증권 시세 표시기
● 증권 시세 표시기
● 증권 시세 표시기
● 증권 시세 표시기
● .PSD
● 라스
● .SVG
● .TGA
● .TIFF
● 증권 시세 표시기
● .WEBP
● WMF/EMF/EMF+/EMFDual

-스케일링 
● 0 = 변경 없음
● 1 = 백분율
● 2 = 긴 면
● 3 = 원래 종횡비
● 4 = 사용자 지정 프레임 크기

-퍼센트 
● 1에서 10000

-롱사이드 
● 0 = 원본 이미지 크기 유지
●

1+ = 종횡비를 유지하고 이미지의 긴 면을 
이 값으로 조정합니다.

-너비 
● 0 = 원본 이미지 너비 사용
● 1+ = 최대 픽셀 너비

-높이 
● 0 = 원본 이미지 높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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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대 픽셀 높이

-필터 
●

0 = 변환된 이미지의 선명한 정사각형 픽셀
●

1 = 변환된 이미지의 부드러운 흐릿한 픽셀

-회전 
● 0 = 변경 없음
● 1 = 시계 방향으로 90도
● 2 = 시계 방향으로 180도
● 3 = 시계 방향으로 270도

-플립 
● 1 = 가로 대칭 이동
● 2 = 수직 대칭 이동

-투명도 색상 
● 색상에 대한 HTML 표기법, 예: #FFFF00 

= 노란색

-덮어쓸 
● 0 = 기존 이미지 건너뛰기
● 1 = 기존 이미지 바꾸기
● 2 = 파일 이름에 번호 추가

-jpeg_quality 
● 0에서 100
● 0 = 최대 압축
● 100 = 최고 품질

-텍스트 표시 가능 
● 0 = 변환된 이미지에 워터마크 텍스트가 

적용되지 않음
● 1 = 워터마크 텍스트가 변환된 이미지에 

적용됨

-문자 메시지 
● 텍스트 내용에 워터마크 표시

-텍스트 글꼴 
● 글꼴 이름.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텍스트굵게 
● 0 = 굵게 표시되지 않은 워터마크 텍스트
● 1 = 굵은 워터마크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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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0 = 기울임꼴이 아닌 워터마크 텍스트
● 1 = 기울임꼴 워터마크 텍스트

-텍스트 밑줄 
● 0 = 밑줄이 없는 워터마크 텍스트
● 1 = 밑줄이 그어진 워터마크 텍스트

-텍스트 색상 
●

색상에 대한 HTML 표기법, 예: #0080FF = 
파란색

-텍스트 배경 
● 색상에 대한 HTML 표기법, 예: #FFFFFF 

= 흰색
● 0 = 워터마크 텍스트 배경 없음

-텍스트 정렬 
● 0 = 왼쪽 위 모서리
● 1 = 위쪽 가장자리
● 2 = 오른쪽 위 모서리
● 3 = 왼쪽 가장자리
● 4 = 가운데
● 5 = 오른쪽 가장자리
● 6 = 왼쪽 아래 모서리
● 7 = 아래쪽 가장자리
● 8 = 오른쪽 아래 모서리

-텍스트 오프셋x 
● 0에서 99
●

변환된 이미지 너비의 백분율로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수평 오프셋입니다.● TextAlignment가 왼쪽 위 모서리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텍스트 오프 세티  
● 0에서 99
●

변환된 이미지 높이의 백분율로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수직 오프셋입니다.● TextAlignment가 왼쪽 위 모서리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텍스트 크기 차원  
● 0 = 텍스트 크기는 이미지 너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1 = 텍스트 크기는 이미지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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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크기 모드
●

0 = 텍스트 크기가 픽셀 수로 지정됩니다. 
픽셀 너비(TextSizeDimension=0인 경우) 
또는 높이(TextSizeDimension=1인 
경우)를 지정하려면 TextSizeAbsolute를 
사용합니다.

● 1 = 텍스트 크기는 이미지 너비(텍스트 
크기 차원=0인 경우) 또는 높이(텍스트 
크기 차원=1인 경우)의 백분율로 
지정됩니다. TextSizeRelative 를 
사용하여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텍스트 크기절대 
● 텍스트 픽셀 너비 또는 높이.
● 1에서 32767

-텍스트 크기 상대  
●

변환된 이미지 너비 또는 높이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텍스트 크기입니다.● 5에서 100

-텍스트성 
● 5에서 100

-이미지 
●

워터마크 이미지 파일 경로입니다. 경로에 
공백이 있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이미지 가시 
● 0 = 변환된 이미지에 워터마크 이미지가 

적용되지 않음
● 1 = 워터마크 이미지가 변환된 이미지에 

적용됨

-이미지 정렬 
● 기본 이미지에 워터마크 이미지 정렬
● 0 = 왼쪽 위 모서리
● 1 = 위쪽 가장자리
● 2 = 오른쪽 위 모서리
● 3 = 왼쪽 가장자리
● 4 = 가운데
● 5 = 오른쪽 가장자리
● 6 = 왼쪽 아래 모서리
● 7 = 아래쪽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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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오른쪽 아래 모서리

-이미지 오프셋X 
● 0에서 99
●

변환된 이미지 너비의 백분율로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수평 오프셋입니다.●

이미지 정렬이 왼쪽 위 모서리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미지 오프 세티  
● 0에서 99
●

변환된 이미지 높이의 백분율로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수직 오프셋입니다.●

이미지 정렬이 왼쪽 위 모서리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미지 필터 
● 워터마크 이미지 스케일링 필터
● 0 = 선명한 정사각형 픽셀
● 1 = 흐릿한 픽셀 매끄럽게

-이미지 크기 
● 워터마크 이미지 스케일 퍼센트
● 5에서 100

-이미지 불투명도 
● 워터마크 이미지 불투명도 백분율
● 5에서 100

인코더 설정  
이것은 다른 출력 형식들을 위한 추가적인 인코딩 설정입니다.
인코더 설정  유효한 항목  
-BMP_PixelFormat  ● BMP 픽셀 형식

● 0 = 8비트 (256색)
● 1 = 24비트 (트루 컬러)
● 2 = 32비트 (투명도가 있는 트루 컬러)

-ICO_Preset 
● ICO Preset
● 0 = 윈도우 2000
● 1 = 윈도우 비스타

-ICO_Formats 
● ICO Formats (Bits per pixel combi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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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1023 사이의 숫자입니다. 입력 숫자는 
8비트 숫자 소숫치로서 1과 트루비트들이 
bpp 체크 박스 확인 여부와 부합합니다. 
ICO 인코더 설정 창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PDF_PaperSize  
● PDF 용지 크기
● 0 = A0
● 1 = A1
● 2 = A2
● 3 = A3
● 4 = A4
● 5 = 리걸
● 6 = 레터

-PDF_Orientation 
● PDF 방향
● 0 = 세로
● 1 = 가로

-PDF_Margin 
● PDF 여백
● 0.0 에서 20.0

-PDF_ScalingMode 
● PDF 화면 크기
● 0 = 원본 크기
● 1 = 용지에 맞추기
● 2 = 용지 늘리기

-PDF_PositioningMode 
● PDF 배치 모드
● 0 = 왼쪽 상단
● 1 = 중앙
● 2 = 왼쪽 하단

-PDF_ImageQuality 
● PDF 이미지 품질
● 0 에서 100

-PDF_RotateAutomatically 
● PDF 자동 회전
● 0 = 거짓
● 1 = True

-PNM_Format 
● PNM 형식
● 0 = 모노크롬 플레인 (PBM 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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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그레이스케일 플레인 (PGM 
ASCII)

● 2 = RGB 플레인 (PPM ASCII)
● 3 = 모노크롬 바이너리 (PBM Raw)
● 4 = 그레이스케일 바이너리 (PGM 

Raw)
● 5 = RGB 바이너리 (PPM Raw)

-TIFF_Color  
● TIFF 컬러
● 0 = 트루 컬러 (픽셀 당 24/32비트)
● 1 = 보다 적은 색상(256색)

-WMF_Format 
● WMF/EMF 형식
● 1 = WMF: 16-비트 GDI
● 2 = WMF: 배치 가능한 헤더가 있는 

16-비트 GDI
● 3 = EMF: 32-비트 GDI
● 4 = EMF+: GDI+
● 5 = EMF 및 EMF+ 포함

-JPEGXR_CompressionMode / 
-JPEG2000_CompressionMode ● JPEGXR / JPEG2000 압축 모드

● 0 = 무손실
● 1 = 품질 설정 사용s

-JPEGXR_CompressionQuality / 
-JPEG2000_CompressionQuality ● JPEGXR / JPEG2000 압축 품질

● 0에서 100
● 0 = 최대 압축
● 100 = 최고품질

-PGF_CompressionMode 
● PGF 압축 모드
● 0 = 무손실
● 1 = 품질 설정 사용

-PGF_CompressionQuality 
● PGF 압축 품질
● 0에서 100
● 0 = 최대 압축
● 100 = 최고품질

-PNG_Color 
● PNG 컬러
● 0 = 트루 컬러 (픽셀 당 24/32 비트)
● 1 = 보다 적은 색상 (256색)

-WEBP_CompressionMode 

29



● WEBP 압축 모드
● 0 = 무손실
● 1 = 품질 설정 사용

-WEBP_CompressionQuality 
● WEBP 압축 품질
● 0에서 100
● 0 = 최대 압축
● 100 = 최고품질

예 
예시들은 사용자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Pixillion의 설치 위치를 탐색했다는 가정 하에 
쓰여졌음을 참고하십시오.
명령줄 설명 
Pixillion.exe -removeall -add C:\MyImage.jpg 
-outputformat PNG -text "Sample Text" 
-convert

MyImage.jpg 를 로드하고, 워터마크 문자를 
추가 및 그 결과를 MyImage.png. 로 저장함.

Pixillion.exe -removeall -add 
C:\MyInputFolder -outputfolder = 
C:\MyOutputFolder -outputformat JPG 
-scaling 1 -width 128 -height 128 -convert 
-exit

MyInputFolder 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로드하고, 128X128 픽셀에 맞도록 모두 크기 
조정한 뒤, 그것을 MyOutputFolder 안에 
JPEG 파일로 모두 저장하고, Pixillion 을 
종료합니다.Pixillion.exe -add "C:\My Other Input 

Folder\MyImage.png" -outputformat TGA 
-convert -exit

'My Other Input Folder' 안에 있는 
MyImage.png를 로드하고, 그 결과를 
MyImage.tga로 저장한 뒤에 Pixillion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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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키 참조
전체 메뉴 표시 - Alt
파일 추가 - Alt+A
폴더 추가 - Alt+F
선택한 파일 제거 - Delete
모든 파일 제거 - Alt+E
모두 선택 - Ctrl+A
효과 - Ctrl+E
줌 - Ctrl+마우스 휠
크기 조정 - Ctrl+R
선택한 이미지 미리보기 - Alt+V
인쇄 - Ctrl+P
파일 변환 - F3
옵션 - Ctrl+O
프로그램 종료 - Alt+F4
미리보기 창 닫기 - Esc
도움말 문서 -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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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그램
Pixillion과 연관된 저희의 다른 유용한 소프트웨어들을 메뉴 파일 , 실행 메뉴 항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press Burn : 디스크 굽기 프로그램.
● Doxillion: 문서 변환 프로그램.
● Express Zip: 파일 압축 프로그램.
● PhotoPad : : 사진 편집 프로그램.
● PhotoStage: 슬라이드쇼 제작 프로그램.
● Prism : 동영상 파일 변환 프로그램.
● Switch: 오디오 파일 변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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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 소프트웨어 스위트
NCH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등을 입력하여 유형별로 제품 카테고리 안의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시험판이 다운로드 및 설치될 것이고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하셨을 경우는 "지금 실행"을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안에는 또한 제품의 기능에 대한 목록도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편집"과 같은 
기능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세요.검색 
저희의 웹사이트에서 입력하신 키워드와 일치하는 제품을 검색하세요. 
소프트웨어 더 보기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새 출시 및 할인에 대한 공지를 받으시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구독은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최신 할인 보기 
저희의 제품 구입에 대한 최신 할인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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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저희는 모든 사용자 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의 만족스런 
경험을 경험하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귀하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EULA)에 대한 동의를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는 우리의 책임을 제한하며 중재 계약 및 관할 
협정에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이 계약 조건들을 잘 숙지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된 모든 시각적 또는 오디오 

작업은 NCH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다른것들은 소개(A)에 나열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의 소유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번들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바로가기와 시작메뉴 폴더를 포함한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주문형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작권은 사용자 본인이 만든 순수 
창장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 또는 배포함으로써 당신,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고용주 또는 본 근거지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전송, 배포 및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액을 
환불 받으려면14일 이내에 구입처에 반환하십시오.
3.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반하는 모든 파일, 데이터 및 자료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 또는 명시 여부의 어떤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배포됩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려는 경우, 이것을 
사용하시기 전에 완벽히 실험해 보시고, 중복 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별한, 부수적, 파생적 손실을 

포함한 그 어떤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귀하의 모든 청구의 전체 
해결 방법은 당신이 지불한 소프트웨어 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는것으로 
제한됩니다.5. 당신은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지 
않거나,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당신의 컴퓨터에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청구로 부터 당신은 우리에게 배상할 
것임을 동의합니다.6. 당신은 완벽하게 변동이 없는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을 복사 또는 배포할 
수는 있으나, 서면 승인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절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배포한 경우, 
당신은 무단 사용이 발생한 각 위치에 대한 전체 구입 가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집된 통계 자료 사용은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량 통계 자동 익명 
수집을 허용하는 NCH 소프트웨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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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의 선택 당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시에는 미국 회사인 NCH Software Inc과 
관계가 있고, 이 계약은 콜로라도 주의 법률 및 법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 NCH Software 

Pty와 관계가 있고 ,이 계약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의 법률 및 법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과 저희 회사간의 모든 분쟁들에 대해, 이 법원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적인 사법권을 갖습니다.

9. 미국 고객에만 해당되는 사항: 중재 계약 및 집단 소송 면제: NCH Software와 당신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과 청구를 이 영문 링크 (

https://www.nch.com.au/general/leg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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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ICO 인코딩 설정
사전 설정  
이미지 형식을 자동으로 사용하기위해 사전 설정 구성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식 
ICO 파일에는 사용 설정된 각각의 이미지 형식 안에 이미지가 담겨있습니다.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많은 픽셀 당 비트 수(bpp)는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이로 인해 파일 크기는 더 커집니다. 
참고: PNG로 인코딩된 이미지가 들어있는 ICO 파일들은, 윈도우 비스타 이전의 
파일 탐색기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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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JPEG 압축 설정
품질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7



이미지 설정 - BMP 인코딩 설정
픽셀 형식  
픽셀 당 비트 수 8, 24, 또는 32에서 선택하십시오. 영상에서 투명도가 있기를 
원한다면 픽셀 당 32 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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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PNG 인코딩 설정
256 색 
이 옵션을 트루컬러 PNG 보다 작은 256-색 PNG 팔레트로 확인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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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PNM 인코딩 설정
포터블 애니맵 형식 
모노크롬(포터블 픽스맵)이나 그레이스케일(포터블 그레이맵), 또는 RGB(포터블 
비트맵)형식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각각의 형식은 플레인 (ASCII) 또는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한계점  
이미지를 바이너리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 한계점을 설정. 이것은 모노크롬 
형식에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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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TIFF 인코딩 설정
256 색 
이 옵션을 트루컬러 TIFF 보다 작은 256-색 TIFF 팔레트로 확인 체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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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JPEG XR 압축 설정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품질을 감소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손실 압축보다 더 큰 크기의 파일을 
만듭니다.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보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지만 이미지의 품질 감소를 
가져옵니다. 
품질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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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JPEG 2000 압축 설정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품질을 감소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손실 압축보다 더 큰 크기의 파일을 
만듭니다.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보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지만 이미지의 품질 감소를 
가져옵니다. 
품질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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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PDF 인코딩 설정
용지 크기  
대상 PDF 문서용으로 사용하려는 용지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방향 
대상 PDF 문서용으로 사용하려는 용지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범위 
맨 위, 왼쪽, 맨 아래 그리고 오른쪽 범위로 밀리미터 단위 범위 값을 입력하십시오.
크기 조정 모드 
PDF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

없음: 이미지의 원래 크기를 유지합니다. 이미지에 해상도 설명이 없는 경우 기본 
값(예: 72DPI)이 사용됩니다.● 인쇄 가능한 영역에 적합: 여백을 제외한 각 이미지를 용지 크기로 줄이거나 
확대하고 동일한 영상 비율을 너비와 높이로 유지합니다.

● 인쇄 가능한 영역으로 스트레칭: 이미지를 여백을 제외한 전체 페이지로 
확장합니다.

● 이미지 크기별 자동 맞춤: 이미지 크기를 합리적인 크기로 조정
위치 모드  
PDF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지를 결정하는 위치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이미지 품질  
이미지를 PDF 파일 안에 넣을 시에 어떤 이미지 품질을 사용할 지를 선택하십시오. 
값이 높을 수록, 넣어진 이미지의 품질은 좋아집니다.
자동 회전  
이미지의 방향을 선택한 용지 크기와 방향에 맞게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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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WebP 압축 설정
WebP는 구글에서 개발되어 크롬, 오페라, 안드로이드에서 지원되는 새로운 이미지 
형식으로서, 보다 작은 이미지로 웹상에서 보다 빠르게 사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형식입니다. WebP 이미지들은 동급의 비주얼 품질을 놓고 보았을 때 PNG 및 JPEG와 
비교해서 크기가 30% 정도 더 작습니다.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품질을 감소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손실 압축보다 더 큰 크기의 파일을 
만듭니다.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보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지만 이미지의 품질 감소를 
가져옵니다. 
품질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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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AVIF 압축 설정
AV1 이미지 형식(AVIF)은 모든 이미지 코덱을 지원하는 새로운 오픈 소스 및 로열티 
무료의 최적화된 이미지 형식입니다. AVIF 이미지는 JPEG, PNG 및 WebP에 비해 
상당한 파일 크기 감소를 제공하며 현재 구글 크롬, 파이어 폭스 및 안드로이드에서 
지원됩니다. 
평균적으로 JPEG와 비교해서 AVI이미지는 50% 세이브, 그리고 WebP 이미지와 
비교해서 20% 세이브가 됩니다.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품질을 감소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손실 압축보다 더 큰 크기의 파일을 
만듭니다.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보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지만 이미지의 품질 감소를 
가져옵니다. 
품질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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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HEIF 압축 설정
고효율 이미지 파일 형식(HEIF)은 개별 이미지 및 이미지 시퀀스를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형식입니다. 
HEVC를 사용하는 HEIF 이미지는 동일한 품질 JPEG보다 더 적은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HEIF는 2017년 애플에 의해 iOS 11의 도입으로 채택되었으며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품질을 감소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손실 압축보다 더 큰 크기의 파일을 
만듭니다.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보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지만 이미지의 품질 감소를 
가져옵니다. 
품질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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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PGF 압축 설정
무손실 압축  
이미지의 품질을 감소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손실 압축보다 더 큰 크기의 파일을 
만듭니다.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보다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지만 이미지의 품질 감소를 
가져옵니다. 
압축률 
저품질의 작은 파일에서 고품질의 큰 파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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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WMF 인코딩 설정
윈도우 메타파일 -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 
윈도우 메타파일: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GDI)를 사용하는 16-비트 윈도우 
메타파일(WMF).
배치 가능한 헤더가 있는 윈도우 메타파일: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GDI)를 
사용하는 배치 가능한 헤더가 있는 16-비트 윈도우 메타파일(WMF).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GDI)를 사용하는 32-비트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EMF).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 플러스: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플러스(GDI+)를 
사용하는 32-비트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 플러스 (EMF+).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 듀얼: GDI 와 GDI+ 를 둘 다 사용하는 32-비트 윈도우 고급 
메타파일 플러스 (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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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SVG 인코딩 설정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SVG) SVG는 W3C SVG 워킹 그룹에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차트, 일러스트레이션 및 2D 그래픽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웹 
친화적인 벡터 파일 형식입니다.
이미지 포함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고 XML과 같은 SVG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추적된 SVG로 변환 (전자 절단기에 사용됨) 
결과는 윤곽선이 그려진 흑백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로고, 
티셔츠 인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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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정 - GIF 인코딩 설정
여러 페이지 GIF(움직이는 GIF) 
이 옵션을 선택하여 움직이는 GI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 단위로 프레임 지연 
설정"

 입력 상자를 확인하고 시간 지연을 입력하여 각 프레임의 지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GIF 파일 
이 옵션을 선택하여 각 프레임에 대해 별도의 GI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 이미지를 변환할 때 GIF 인코딩 설정을 팝업하려면 " 여러 페이지 

이미지 변환시 알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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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미러링 할 기본 폴더 선택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 폴더의 폴더 구조(폴더 및 하위 폴더)를 다른 위치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폴더 구조를 포함한 전체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새 위치로 변환하려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미러링을 할 기본 폴더 선택 
Pixillion 에 추가한 파일들이 있는 폴더가 새로 변환된 파일들과 함께 복사되는것을 
원하면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변환 버튼을 누르면 복사할 기본 폴더를 선택하라는 창이 열립니다. 이 폴더에는 
변환을 위해 Pixillion에 추가한 모든 파일이 (어느 시점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MyImages\school\albums\에 모든 파일을 추가한 경우 기본 폴더는 MyImage
s, school 및 albums를 선택합니다.
새 기본 폴더와 모든 하위 폴더는 Pixillion의 출력 필드에 지정한 출력 위치에 
복사됩니다. 따라서 출력 폴더가 C:\Documents\Converted Images\

로 설정되고 기본 
폴더를 

C:\MyImages로 지정하면 변환된 파일이 C:\Documents\Converted 
Images\MyImages..에 여러분의 이미지 파일이 다시 만들어진 폴더와 함께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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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지정 해상도

이 대화상자를 사용하면 저장하는 동안 비디오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설정하려면 도구 모음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디스크, 
컴퓨터/데이터, 휴대용 장치, 이미지 시퀀스 또는 입체 3D 옵션을 만듭니다. 해상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열리는 사용자 지정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픽셀의 너비와 높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영상비율 유지  체크 박스가 있는 경우, 너비나 높이를 변경할 때 동일한 영상 비율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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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Custom Resolution (360-Degree 
Video)

이 대화상자를 사용하면 저장하는 동안 360도 비디오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설정하려면 도구 모음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360도 비디오 
파일 옵션을 선택합니다. 해상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열리는 사용자 지정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픽셀의 너비와 높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360도 동영상의 높이를 정확히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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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지정 프레임 속도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동영상의 프레임 속도(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프레임 속도를 설정하려면 도구 모음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디스크, 컴퓨터/데이터, 휴대용 장치 또는 입체 3D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레임 
속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열리는 사용자 지정 프레임 속도 대화 상자에서 프레임 속도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프레임 속도는 가변 프레임 속도(VFR)이지만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가변 프레임 
속도 확인란을 선택하여 고정 프레임 속도(CF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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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감지된 형식
이 대화 상자는 저장 프로세스 중에 비디오 시퀀스의 감지된 형식을 보여 주습니다. 
동영상 의 형식을 감지하려면 홈 탭 바의 내보내기 비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비디오 
파일, 3D 비디오 파일, 휴대용 비디오, 무손실 비디오, DVD 무비 영화 디스크, DVD 
데이터 디스크, 이미지 시퀀스, 유튜브, 플리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또는 비메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미리 설정된 필드 옆에 있는 감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지모니터 화면 크기에 따라 
비디오 출력 해상도 형식을 조정합니다.
다른 형식을 사용하려면 사전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형식을 출력 형식으로 사용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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