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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있다면, Prism 동영상 파일 변환기 지원에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Pris
m 동영상 파일 변환기 온라인 기술 지원 www.nchsoftware.com/pris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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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sm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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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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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rism은 윈도우에서 비디오 파일 형식들을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이렉트쇼 코덱이 있는 파일들은 모두 지원이됩니다.
기능 
●

avi, asf, wmv, divx, mpg, vob, mov, mp4, flv와 그 밖에 많은 다양한 형식의 비디오 
파일들을 로드 ● avi, asf, wmv, rm, flv, mov, mp4와 그 밖에 다양한 출력 형식의 파일을 변환 

● mp3나 wav 파일로 변환한 사용자의 비디오 파일에서 오디오 트랙을 저장
● 무손실 변환을 허용
● 변환하기 전에 비디오를 재생 
● 변환 미리보기 가능 
● ISO 이미지로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 
● 파일과 폴더 모두를 끌어놓기 할 수 있음 
● 간단하고 직감적인 인터페이스 
시스템 환경  
● 윈도우 XP / Vista / 7 / 8 / 8.1 / 10 
● WMV 및 ASF 포맷을 사용하는 레코딩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9 (또는 그 

이상)에서 작업
Prism은 NCH Software 스위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ttp://www.nchsoftware.com/software/ko/index.html 많은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설치 
다운로드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귀하의 하드 드라이브에 Prism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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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사용법
이것은 Prism을 이용해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파일을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파일 추가 및 제거 

비디오 파일을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시려면 먼저 파일 목록창에 파일을 추가하세요. 
다음의 

파일 추가  또는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목록에 파일 
추가 또는 파일 -> 파일의 폴더를 목록에 추가를 선택하세요. 열리는 검색창에서 
원하는 비디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세요. 
또한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및 폴더들을  메인 창으로 끌어놓기 하실 수 있습니다. 
DVD에 있는 파일을 추가하려면, 도구에서 DVD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열리는 윈도우 
창에서 원하는 비디오 파일을 선택하세요. 
ISO 이미지 파일안의 파일을 추가하기위해 먼저 ISO를 추출하거나 마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파일처럼 간단히 추가하세요. 그러면 Prism이 서브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추가된 파일 중, 제거하고 싶은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선택하시고 제거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목록에서 선택한 파일들 제거를 누릅니다. 여러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시려면 Ctrl 키를 누르시고 제거하기 원하시는 파일을 마우스 
왼쪽-클릭하기 하세요. 모든 파일을 제거하려면, 모두 제거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목록에 있는 모든 파일 제거를 누릅니다. 
파일 재생  
파일을 재생하려면, 재생을 원하는 파일을 왼쪽-클릭하기 하거나, 재생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파일 재생을 누릅니다. 이 재생 버튼을 복수의 파일 
선택시에 누르면,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선택한 파일이 재생됩니다. 시작한 
재생기에는 재생/일시 정지, 뒤로 가기/앞으로 가기, 시작으로 돌아가기  및 종료로 이동

저장할 폴더 선택 

메인 윈도우의 맨 아래 쪽에, "폴더로 저장" 이라는 입력 필드가 있는데, 여기서 변환된 
파일을 어느 폴더로 저장할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폴더 안에 입력하시거나, 
필드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검색 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폴더를 
검색할 수 있는 윈도우 창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택하신 몇몇의 파일들은 드롭다운 목록에 저장되는데, 이것은 입력 필드를 
오른쪽 클릭하기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 선택과 인코더 옵션 설정 
"출력 형식" 으로 표지된 필드에서 원하시는 출력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ism은 현재 avi, wmv, asf, mpg, 3gp, mp4, mov, flv, swf, rm, gif, dv, mkv, ogv 와 
webm 형식을 지원하고, 또한 비디오 오디오를 wav와 mp3 형식으로 추출합니다. 
변환하려는 형식을 선택하신 뒤에, 인코더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형식의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 인코더 옵션  부분을 보시면 각 파일 형식의 구성 
옵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출력을 수정하려면 비디오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비디오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 비디오 옵션  부분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효과 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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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비디오 효과  는 변환된 비디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효과
 버튼을 눌러 효과 

대화창을 여세요. 파일 변환  
출력 폴더와 형식 설정한 후에, 변환을 원하는 파일을 목록에서 선택하고, 변환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변환을 누르세요. 만약 변환 버튼을 파일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면, 목록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기본값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변환 미리보기  
변환하기 전에 변환 후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선택해서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변환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미리보기 길이는 일반 옵션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확장 변환 정보 보기 

파일 변환 시도 중 변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Prism 메인 창 '기타 정보' 란에 짧은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문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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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이 지원하는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에서 변환  

Prism은 DirectShow 기반 코덱이 있는 모든 비디오 형식을 지원합니다. 
즉, Windows Media Player를 사용하여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면 Prism을 
사용하여 비디오 파일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형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vi - divx, xvid, h264 인코딩 된 파일을 포함합니다. .dixv 확장도 지원합니다. divx, 

xvid 및 h264에 대한 지원은 Window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해야합니다.

● mpg 및 mpeg - mpeg1 및 VCD는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프트웨어 DVD 
플레이어 (예 : PowerDVD)가 설치된 경우 프리즘은 mpeg2 및 vob 형식도 
지원합니다.

● h264/264 - h264로 인코딩된 비트스트림
● vob - 소프트웨어 DVD 플레이어와 함께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 asf 및 wmv
● mkv - Matroska DirectShow 필터가 설치된 경우
● ogm - OGG 다이렉트 쇼 필터가 설치된 경우
● mp4, 3gp - mp4 필터가 설치된 경우
● m2ts 및 mts
● DV
● apng - 애니메이션 png 비디오
● 모드 - 비디오 파일
● 여우
● ppt / pptx - MS 파워 포인트 프리젠 테이션 파일
● 증권 시세 표시기
● MXF
Prism은 또한 수많은 다른 형식을 지원하는 libavcodec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ism이 파일을 디코딩할 수 없는 경우 libavcodec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Prism은 복사 방지되지 않은 DVD에서 동영상을 읽고 변환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환 대상  

프리즘은 3gp, asf, avi, dv, flv, gif, mkv, mov, mp4, m4v, mpg, mpeg, ogv, rm, swf, vob, 

webm, webp, wmv, divx, xvid, f4v, mts, m2ts, m1v, m2v, amv, apng, jpg 시퀀스 및 png 

시퀀스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지원합니다. avi의 경우 광범위한 압축 코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Phone, iPad, iPod 또는 PSP용으로 변환하는 경우 적절한 대상 장치를 

선택합니다. wav 또는 mp3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추출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코덱 및 다이렉트쇼 필터 
위에서 언급했듯이 Prism은 코덱이 설치된 경우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Windows Media Player를 사용하여 파일을 재생해 보십시오. 파일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Windows Media Player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변환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경우 파일에 대한 코덱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사 코덱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비디오 형식들 간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의 기사를 보시고 
http://www.nch.com.au/kb/ko/10230.html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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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메일하기

원격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크기 제한은 
10M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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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옵션
특정 형식을 위한 인코더 옵션 대화 박스를 여시려면, 메인 창의 드롭 다운 목록인 
"출력 형식" 에서 그 형식을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후에 형식 목록 다음의 
버튼인 "인코더 옵션" 을 클릭하시면, 형식 옵션 창이 열릴 것 입니다.

형식들의 특정 옵션에 대해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이 사용 설명서 안의 도움말 항목에 
있는 형식 인코더 옵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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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옵션
이 옵션을 사용해 편집, 출력 비디오 크기 조정, 그리고 프레임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크기 조정 
출력 비디오의 크기를 변경하려면 먼저 '비디오 크기 조정' 박스에 확인 체크하세요. 
비디오의 넓이와 길이를 줄여서 출력 비디오의 크기를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어 특정 크기로 조절합니다. 
'줄이기...'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전제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줄여줍니다. 
프레임 속도 변경 

'프레임 속도 변경' 체크박스를 이용해 프레임 속도를 변경합니다. 비디오는 초당 특정 
갯수의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보통 23.98, 25 또는 29.97).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속도 변경시 특히 패닝 장면들에서 매끄러운 비디오 
결과에 눈에 띄는 효과들이 있음을 참조하세요. 또한 MPG 와 DV 형식의 프레임 비율 설정은 변경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pg = 23.98 fps

.dv (NTSC) = 29.97 fps

.dv (PAL) = 25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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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드롭박스 
드롭박스 업로드 대화상자를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드롭박스로 업로드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드롭박스로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드롭박스로 업로드  
옵션을 선택. 

드롭박스 업로드 대화상자에 일단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드롭박스에 연결... 을 클릭하면, 드롭박스
인증  대화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일단 인증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당신의 드롭박스 계정에 로그인하고, 지시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이 당신의 온라인 프로필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인증 완료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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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플리커 
플리커 업로드 대화상자를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플리커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플리커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플리커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플리커 업로드 대화상자에 일단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필요시에, the 플리커 인증  대화상자가 표시되고, 당신의 웹 브라우저가 열려서, 
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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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대화상자를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일단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대화상자에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클릭하면, 구
글 드라이브 인증 대화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인증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필요시 귀하의 드롭박스 계정에 로그인하고, 지시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이 귀하의 온라인 프로필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인증 완료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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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업로드 대화창을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원드라이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원드라이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원드라이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원드라이브 업로드 대화상자에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에 연결...을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대화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인증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필요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하고, 지시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이 귀하의 온라인 프로필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인증 완료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원드라이브에 업로드 처리가 실패할 경우, 원드라이브 문제 해결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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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트위터 
트위터 업로드 대화상자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트위터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트위터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트위터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일단 트위터 업로드 대화상자에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필요시에, the 트위터 인증  대화상자가 표시되고, 귀하의 웹 브라우저가 열려서, 
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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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업로드 대화상자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유튜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유튜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유튜브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유튜브 업로드 대화상자에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필요시에 유튜브 인증  대화창이 표시될 것입니다. 당신의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 
하시고, 응용 프로그램이 당신의 온라인 프로필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지시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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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메오
비메오 
비메오 업로드 대화창을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열 수 있음: 
● 다음에서 공유 도구 모음 버튼 메뉴. 공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비메오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변환된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비메오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 다음에서 파일 메뉴. 원본 파일 업로드 항목을 선택. 다음 선택: 비메오에 업로드  

옵션을 선택. 
비메오 업로드 대화상자에 들어가면, 업로드한 비디오에 적용될 여러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필요시에) 및 업로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필요시에, 비메오 인증  대화상자가 표시되고, 귀하의 웹 브라우저가 열려서, 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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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코덱
윈도우에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디오 코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디오 코덱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덱은 DivX 로, 
이것은 비디오용 코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가적으로 다양안 종류의 카메라용 DV 
코덱들이있고 또한 MPEG2 는 홈 비디오용으로도 사용됩니다. 
파일에 맞는 코덱 확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혹은 Prism)을 이용해 비디오를 재생하고, 그런 파일들을 
변환하기 위해서 코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 있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해보세요. (이미 코덱들이 내장되어있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식이 아닌 일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비디오가 재생이 되면, 필요한 
코덱이 설치되어있다는 뜻이고, Prisim은 이것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가 재생이 안되면, 그것을 위한 코덱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비디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코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좋은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프로그램 예: ● GSpot 코덱 정보기 
● VideoInspector 코딩 문제 검사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알맞는 코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코덱 찾기 
코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 
● Free-Codecs 
● VideoHelp 또한 일반 비디오 작업에 관한 도움 정보도 많이 제공합니다. 
● Doom9 뉴스와 안내서도 많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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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기 키 참조
파일 메뉴 열기 Alt 
파일 추가 Alt+A  
폴더 추가 Alt+F  
DVD 추가 Alt+D  
블루레이 추가 Alt+R  
파일 변환 F3 
변환 미리보기 Shift+F3 
재생기 닫기 / 변환 취소 Esc  
파일 삭제 Delete  
모든 파일 삭제 Alt+E 
파일 재생 F9 
재생 대화상자에 있는 다섯 개의 버튼: 
● 시작으로 돌아가기 (홈버튼)

: 이것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비디오를 처음 부분으로 돌아게하는 바로 되감기와 같습니다. 

● 뒤로 가기 (왼쪽 화살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조금 뒷부분으로 더 
이동합니다. 이것은 재생기에서 "되감기"를 누르고 난 뒤, "일시 정지"를 바로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재생/일시 정지 (스페이스바): 이 버튼은 비디오 재생기의 재생과 일시정지 버튼과 

유사합니다. 재생을 누르면 비디오 재생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비디오가 
일시 정지됩니다. ● 앞으로 가기 (오른쪽 화살표): 이것은 재생기에서 "빨리감기"를 누르고 난뒤 "일시 
정지"를 바로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 끝으로 이동 (엔드버튼)
: 이것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비디오를 맨 끝으로 가게하는 바로 빨리감기와 같습니다. 모두 선택 Ctrl+A  
목록에서 지원되지 않는 파일들을 제거 Ctrl+U  
옵션 Ctrl+O 
선택한 파일에 대한 태그 편집기 Alt+T  
Express Burn으로 비디오 DVD 굽기 Ctrl+D  
Express Burn으로 데이터 디스크 굽기 Ctrl+B  
프로그램 종료 Alt+F4 
도움말 문서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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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명령줄 도구 사용하기
Prism 명령줄 도구는, 명령줄에서 파일을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가 Prism으로 파일을 변환하거나 자동 일괄 변환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윈도우가 명령줄에서 그래픽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 때문에, 
Prism은 이미 명령이 실행 종료된 파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변환이 시작된 파일의 명령줄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런 윈도우에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현재 Prism에서 명령줄을 실행하실 때 이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ism 실행 프로그램은 보통 "C:\Program Files\NCH Software\Prism\prism.exe"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법: prism.exe [옵션] [추가할 파일] 
"옵션" 은 Prism이 일련의 명령들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들: 
-convert - Prism으로 가져온 모든 파일을 변환. 
-clear - Prism으로 가져온 모든 파일을 제거. 
-addfolder [FOLDER_NAME] - Prism에 파일이 담긴 폴더를 추가. 
-format [FORMAT_NAME]  - 로드한 파일을 변환하는데 사용할 출력 파일 형식을 
지정. 사용 가능한 형식명들: 
● 3gp
● asf
● avi
● dv
● flv
● gif
● mkv
● mov
● mp4
● m4v
● mpg
● ogv
● rm
● swf
● webm
● wmv
● divx
● xvid
● amv
● jpg
● png
● "Android 480P"
● "Android 720P"
● "iPhone 3G"
● "iPhone 3GS"
● "iPhone 4"
● "iPhone 4S"
● "iPhone 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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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hone 5s/6/6P"
● "iPhone 6s/6sP
● "iPhone SE"
● "iPhone 7"
● "iPhone 7 Plus"
● "iPhone 8"
● "iPhone 8 Plus"
● "iPhone X"
● "iPod Classic"
● "iPod Touch 1"
● "iPod Touch 2"
● "iPod Touch 3"
● "iPod Touch 4"
● "iPod Touch 5"
● "iPad 1"
● "iPad 2"
● "iPad 3"
● "iPad 4"
● "iPad Air"
● "iPad Air2"
● "iPad Mini"
● "iPad Mini2/3"
● "iPad Mini4"
● "Nintendo 3DS"
● "PSP"
● "PS Vita"
● "PS3"
● "PS4"
● "PS4 Pro"
● "Xbox 360"
● "Xbox One"
● "Xbox OneX"
● mp3
● wav
-outfolder [FOLDER_NAME] - 변환한 파일을 저장할 출력 폴더를 지정. 폴더 경로를 
백슬래시 문자 '\'로 끝내지 마십시오. 
-overwrite [OVERWRITE_FLAG] - 변환된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무엇을 할지 
지정합니다. 표시들은 "알림"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시), "항상 덮어쓰기" (파일 

덮어쓰기), "절대 변환하지 않기" (원본파일 변환하지 않기), "취소" (변환을 모두 중지), 

"숫자첨부[포맷]" (파일이름에 숫자 첨부 - [포맷]은 부가적인 것으로, 아무 표시도 없을 
경우 Prism 에서 이미 지정한 포맷을 사용할 것입니다). 
-settings [FORMAT_NAME] [SETTINGS_OPTIONS]  - 명시된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 구성을 지정합니다.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아래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dit [RESIZE_TYPE] [WIDTH] [HEIGHT] [FRAMERATE] - 비디오 출력 옵션을 
지정합니다. 크기 조절_유형 - "그대로 두기", "잘라내기" 나 "레터박스". 넓이와 높이 - 
비디오의 원하는 크기 프레임속도 - 원하는 비디오 프레임 속도 (프레임 비율 변환이 
필요없을 경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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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효과_이름] [효과_설정]– 출력에 추가할 비디오 효과를 지정합니다. 가능한 
효과 및 옵션들: 
● 밝기 [값]. [값]는 범위 [-255 ~ 255]의 정수값입니다.
● 대조 [값]. [값]는 범위 [-100 ~ 100]의 정수값입니다.
● 감마 [값]. [값]는 범위 [0.10 ~ 5.00]의 소수값입니다.
● 필터 [값]. [값]은 다음 중 하나임: 흑백, 네거티브, 세피아.
● 텍스트자막 [텍스트] [가로정렬] [세로정렬] [크기]. [텍스트]은 비디오의 인용된 

제목이나 자막입니다. [가로정렬]은 자막의 가로 정렬을 다음으로 함: left, 중앙
 또는 오른쪽. [세로정렬]는 자막의 세로 정렬을 다음으로 함: 위로, 중앙 또는 아래로

● 회전 [각도]. [각도]은 다음을 사용해서 비디오의 회전을 정의하는 정수값: 90, 180, 
또는 270.

● 뒤집기 [뒤집기_옵션]. [뒤집기_옵션]는 다음을 사용함: 가로, 세로 또는 둘다.
● 워터마크 [이미지_경로] [크기] [불투명도] [가로정렬] [세로정렬] [가로오프셋] 

[세로오프셋]. [이미지_경로]는 이미지 파일 위치로 인용된 절대 경로입니다. 
[크기]는 출력 프레임 [1 ~ 100]과 비교된 백분률 정수값입니다. [불투명도]는 [1 ~ 
100]까지의 이미지의 불투명도 백분률입니다. [가로정렬]은 자막의 가로 정렬을 
다음으로 정의함: 왼쪽, 중앙 또는 오른쪽. [세로정렬]은 자막의 가로 정렬을 
다음으로 정의함: 위로, 중앙 또는 아래로

. [가로오프셋]은 가로 오프셋을 [0 ~ 50]의 
백분률 정수값으로 정의함. [세로오프셋]은 자막의 세로 오프셋을 [0-50]의 백분률 
정수값으로 정의함.● 트림 [시작] [종료]. [시작] 및 [종료]은 밀리초.

● 자르기 [X1] [Y1] [X2] [Y2]. [X1] 는 자른 비디오의 왼쪽 가장자리를 [0 ~ 100]으로 
설정함. [Y1]은 자른 비디오의 상단 가장자리를 [0 ~ 100]으로 설정함. [X2]는 자른 
비디오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0 ~ 100]으로 설정함. [Y2]는 자른 비디오의 하단 
가장자리를 [0 ~ 100]으로 설정함.

-숨기기 - Prism 창을 숨깁니다. 
-표시하기 - Prism 창을 보여줍니다. 
-나가기 - Prism 종료. 
"추가할 파일" 은 Prism으로 로드하려는 파일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입력하신 모든 
파일 이름들은 그 이름의 전체 경로를 사용해야하고 큰따옴표가 있어야합니다. 
예: 
prism.exe -형식 .mp4
prism.exe -형식 "iPhone 4"
prism.exe -출력폴더 "C:\My Videos";
prism.exe -숨기기
prism.exe "C:\My Documents\video.avi"
prism.exe -효과 밝기 50 감마 1.53 대비 20
prism.exe -효과 필터 세피아 텍스트자막 "명령줄에서 안녕하세요" 왼쪽 상단 12 회전 
90 모두 뒤집기

prism.exe -효과 워터마크 "D:\watermark.png" 50 왼쪽 상단 5 6 트림 0 5000 자르기 10 
10 85 90 소음감소 0.35 0.33prism.exe -변환 "C:\My Videos\video.avi" -형식 .mp4 -항상 덮어쓰기
prism.exe -변환 "C:\My Videos\video.flv" -형식 .mpg -덮어쓰기 숫자 첨부 
"%filenam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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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exe -변환 "DVD:C:\My Videos\Flying Daggers" -설정 .mp4 iPod 512 768 23 
-덮어쓰기 번호추가 "%filename%-%number%"

prism.exe -변환 "DVD:C:\My Videos\Flying Daggers" -형식 "iPhone 4S" -설정 .mp4 
H264 512 768 23 -덮어쓰기 숫자 첨부 "%filename%-%number%"사용자는 Prism 폴더 안에 있지 않는 한, 위의 "prism.exe" 를, 전체 경로 "C:\Program 
Files\NCH Software\Prism\prism.exe"와 함께 이렇게 교체해야 함:

"C:\Program Files\NCH Software\Prism\prism.exe" -변환 "C:\My Videos\video.avi" 
-형식 .mp4설정 옵션: 
아래는 "-설정" 옵션을 사용시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파라미터가 쓰여진 순서대로 그것들을 입력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령 
실행이 무효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가능한 조합의 값은 주로 코덱에 좌우됨을 유의하세요. 그러므로 
Prism을 여신 후에 어떤 값으로 코덱을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합니다.
프리셋 장치를 위해 변환할 때, 오직 mp4 만이 지원되는 출력 형식임을 유의하시고, 
프리셋 장치 설정을 하실 때 항상 .mp4를 사용하세요.
.avi [비디오_인코더] [평균_비트레이트] [최대_비트레이트] [품질_평가요소] 
[샘플_속도] [채널] [사운드_비트레이트] 
● 비디오_인코더 - "MPEG4", "H264", "DVPAL" 나 "DVNTSC"
● 평균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평균 비트레이트 (H264 나 DV 사용시엔 무시됨)
● 최대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최대 비트레이트 (H264 나 DV 사용시엔 무시됨)
● 품질_평가요소 - 51.0 에서 1.0까지의 품질 평가 요소 (H264에만 사용됨)
● 샘플_속도 - Hz로 입력 (예:8000)
● 채널 - 1 이나 2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DV 사용시엔 무시됨)
예: 
● -설정 .avi MPEG4 768 1000 0.0 44100 2 128
● -설정 .avi DVPAL 0 0 0.0 48000 2 0
● -설정 .avi H264 0 0 24.0 48000 2 256
.wmv 와 .asf  [비디오_인코더] [비디오_비트레이트] [사운드_인코더_목록] [샘플_속도] 
[채널] [사운드_비트레이트] 
● 비디오_인코더 - "WMV8" 나 "WMV9"
● 비디오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비디오 비트레이트
● 사운드_인코더_목록 - 0 기반의 사운드 인코더 목록
● 샘플_속도 - Hz로 입력 (예:48000)
● 채널 - 1 이나 2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예: 
● -설정 .wmv WMV8 512 1 32000 2 32
● -설정 .asf WMV9 1024 2 44100 2 48
.mpg  [비디오_인코더] [평균_비트레이트] [최대_비트레이트][샘플_속도] 
[사운드_비트레이트] 
● 비디오_인코더 - "MPEG2" 나 "MPEG1"
● 평균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평균 비트레이트
● 최대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최대 비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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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_속도 - Hz로 입력 (예:44100)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예: 
● -설정 .mpg MPEG2 4000 9000 44100 128
.3gp [비디오_인코더] [평균_비트레이트] [최대_비트레이트] [넓이] [높이] 
[사운드_인코더] [사운드_비트레이트] 
● 비디오_인코더 - "H263" 나 "MPEG4"
● 평균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평균 비트레이트
● 최대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최대 비트레이트
● 넓이 - 원하는 넓이의 비디오 (MPEG4 사용시엔 무시됨)
● 높이 - 원하는 높이의 비디오 (MPEG4 사용시엔 무시됨)
● 사운드_인코더 - "AMR" 나 "AAC"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예: 
● -설정 .3gp H263 128 256 176 144 AMR 7.40
● -설정 .3gp MPEG4 768 1000 0 0 AAC 64
.mp4 [비디오_인코더] [평균_비트레이트] [최대_비트레이트][품질_평가요소] 
[사운드_비트레이트] 
● 비디오_인코더 - "H264", "MPEG4" 나 "PSP" (프리셋 장치를 위해 변환시, 

"MPEG4"를 사용하지 마세요.)
● 평균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평균 비트레이트 (H264 나 PSP 사용시엔 무시됨)
● 최대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최대 비트레이트 (H264 나 PSP 사용시엔 무시됨)
● 품질_ 평가요소 - 51.0 에서 1.0까지의 품질 평가 요소 (MPEG4 사용시엔 무시됨)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예: 
● -설정 .mp4 H264 0 0 23.0 32
● -설정 .mp4 MPEG4 768 1000 0.0 64
● -설정 .mp4 PSP 0 0 18.5 112
.mov [품질_평가요소] [사운드_비트레이트] 
● 품질_평가요소 - 51.0 에서 1.0까지의 품질 (평가 요소)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예: 
● -설정 .mov 23.0 128
● -설정 .mov 30.6 64
.flv [비디오_인코더] [평균_비트레이트] [최대_비트레이트][품질_평가 요소] 
[사운드_비트레이트] 
● 비디오_인코더 - "H264" 나 "FLV1"
● 평균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평균 비트레이트 (H264 사용시엔 무시됨)
● 최대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최대 비트레이트 (H264 사용시엔 무시됨)
● 품질_평가요소 - 51.0 에서 1.0까지의 품질 평가 요소 (FLV1 사용시엔 무시됨)
● 사운드_비트레이트 - 초당 kbits의 사운드 비트레이트
예: 
● -설정 .flv FLV1 128 256 0.0 32
● -설정 .flv H264 0 0 21.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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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그램
Prism과 함께 다음 목록에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VideoPad 직감적으로 설계된 VideoPad는 완벽한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며, 

전문가 급 비디오를 단 몇 분 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이 이렇게 쉬어진 
적이 없습니다. ● PhotoStage PhotoStage로 여러분의 디지털 사진들을 비디오 슬라이드쇼로 
만드세요. 슬라이드쇼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고 보존하세요. 

● Debut 이 간편하고 쉬은 동영상 화면 녹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비디오 파일을 캡쳐하세요. 

● BroadCam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카메라 출력이나 비디오를 
스트림할 수 있습니다. 

● Pixillion

 Pixillion은 무료 그래픽 파일 변환기입니다. 여러분의 파일을 jpeg, gif, png, 
bmp를 포함, 다른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Golden Videos Golden Videos는 여러분의 오래된 VCR 테잎을 DVD로, 또는 
여러분의 PC에서 비디오 파일로 변환해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Switch 오디오 형식 변환기  이 오디오 파일 전문 변환기는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 EyeLine 비디오 감시 프로그램 카메라로 비디오를 녹화하는 보안 경비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는 모션 제어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

NCH Software가 제공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전체 목록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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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 소프트웨어 스위트

이것은 NCH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색 할 수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유형별로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평가판이 다운로드 및 설치될 것입니다. 제품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금 실행"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카테고리 안에는 프로그램 기능 목록도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편집"과 같은 기능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세요.
검색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제품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더 많은 소프트웨어 보기 
더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웹 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를 구독하여 새로운 릴리스 및 할인에 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에 대한 최신 할인 보기 
제품 구매를 위해 제공하는 최신 할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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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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ttps://www.nch.com.au/general/legal.html


윈도우 XP 및 비스타에서 구글 인증 프로세스
윈도우 XP 또는 윈도우 비스타에서 실행할 때 구글 드라이브 및/또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려면 Prism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이것을 권한 부여... {인증} 권한 부여  대화창에서 클릭하세요. 
2. 열리는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세요. 
3. 요청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Prism에 권한을 부여한지 확인합니다. 
4. 구글에서 제공되는 인증 코드를  복사하여 인증 확인  Prism안의 대화상자. 
5. 이것을 준비 이렇게해여 승인 완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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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마무리 - 비디오 공유
비디오 공유  
다음의 서비스 중 하나로 사용자의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음: 
● 드롭박스 
● 비메오 
● 플리커 
● 구글 드라이브  
●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 트위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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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자격증명 재설정 - 계정 재설정
클라우드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Prism의 클라우드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 중 
하나에 로그인한 경우 계정 자격 증명 재설정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이 대화상자는 소셜 미디어 탭의 옵션 대화상자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계정에서 재설정/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재설정할 계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Prism에서 영상을 공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 클릭: 
● 드롭박스 
● 비메오 
● 플리커 
● 구글 드라이브  
●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 트위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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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고 - 사용자 정의 프레임 속도
이 대화 상자에서는 비디오의 프레임 속도(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린 사용자 정의 프레임 속도 대화 상자에서, 프레임 속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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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고 - 사용자 지정 해상도
이 대화 상자에서는 저장하는 동안 비디오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린 사용자 지정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픽셀에서 폭과 높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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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고 - 비디오 미리보기
미리보기 대화상자에는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 시작으로 돌아가기 (홈버튼)

: 이것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비디오를 처음 부분으로 돌아게하는 바로 되감기와 같습니다. 

● 뒤로가기 (왼쪽 화살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조금 뒷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재생기에서 "되감기" 를 누르고 난뒤 "일시 정지"를 바로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재생/일시 정지 (스페이스바): 이 버튼은 비디오 재생기의 재생과 일시정지 버튼과 

유사합니다. 재생을 누르면 비디오 재생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비디오가 
일시 정지됩니다. ● 앞으로 가기 (오른쪽 화살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조금 앞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재생기에서 "빨리감기"를 누르고 난뒤 "일시 정지"를 바로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 끝으로 이동 (엔드버튼)
: 이것을 클릭하면 비디오의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비디오를 맨 끝으로 가게하는 바로 빨리감기와 같습니다. 비디오 아래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어느 부분이건 클릭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의 비디오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에서 원하시는 
시간대 위치로 갈 때까지 바로 되감기나 빨리감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시면 
시간표에서 빨간 커서줄을 끌어서 되감기나 빨기감기를 하면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보기의 3가지 모드: 
● 창에 맞추기

: 이 모드는 기본 지정 모드입니다. 비디오는 미리보기 영역에 맞게 크기 
조정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고 난 뒤, 창이 기본 높이보다 짧다면, 창의 높이는 
기본 지정 값으로 늘어납니다. 창의 크기 조정이 일단 되고나면 (예, 창의 
가장자리를 끌기하여), 모드도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 화면에 맞추기 :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영역을 채우기 위해 창이 늘어나고, 비디오는 
미리보기 영역에 맞추어 크기조정됩니다. 

● 실제 크기 : 미리보기 영역이 비디오의 실제 크기와 일치되도록 창이 크기조정 
됩니다. 비디오 크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보다 (예, 720p 화면의 1080p 비디오) 
크면, 모드는 자동으로 화면에 맞추기로 변경됩니다. 

또한 Alt + Enter키를 눌러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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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GIF 인코딩 설정
GIF의 품질을 품질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낮은 출력 품질은 더 빨리 
변환됩니다. 높은 출력 품질은 변환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GIF가 끝없이 반복하게 하려면 루핑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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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지정 해상도
이 대화 상자는 저장하는 동안 비디오의 해상도를 설정을 허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설정하려면, 도구 모음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크를 선택: 데이터 

디스크, 컴퓨터/데이터, 휴대용 장치, 이미지 시퀀스, 또는 입체 3D 옵션을 확인합니다. 
해상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열린 사용자 지정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픽셀에서 폭과 높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화면 비율 유지 체크 박스가 있으면, 이것을 선택하여 폭이나 높이를 변경할 때 
동일한 영상 비율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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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정의 프레임 속도
이 대화 상자는 동영상의 프레임 속도(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설정하려면, 도구 모음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크 중 
하나를 선택: 데이터 디스크, 컴퓨터/데이터, 휴대용 장치, 또는 입체 3D 옵션을 
확인합니다. 프레임 속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열린 사용자 정의 프레임 속도 대화 상자에서, 프레임 속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프레임 속도는 가변 프레임 속도(VFR)이지만 사용자는 대화상자에서 고정 
프레임 속도  확인란을 선택하여 고정 프레임 속도 (CFR)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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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스트림 선택
오디오 스트림 선택 오디오 스트림: 
파일에서 오디오 스트림 선택
다시 묻지 않기 
오디오 스트림을 선택하기 위해 팝업 대화상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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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비디오 효과
비디오 효과 대화상자를 사용하면 변환하기 전에 비디오에 효과를 추가하고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Prism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효과 버튼을 클릭하여 비디오 
효과 대화상자를 엽니다.
● 효과를 선택한 파일들에만 적용하려면, '선택한 파일(들)에 적용'을 선택하세요.
●

효과를 파일 목록 안의 모든 파일들에 적용하려면, '모든 파일에 적용'을 선택하세요.
색상 변경  
● 슬라이더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끌기하여 비디오의 밝기, 명암, 감마 설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터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비디오에 색상 필터를 적용하세요.
● 원래의 색상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기본값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텍스트 캡션  
●

비디오에서 문자를 오른쪽, 중간, 또는 왼쪽으로 맞추거나,수직으로 맨위 중간 또는 
아래로 맞추려면 정렬 버튼을 사용하세요.● 비디오에 제목이나 자막을 넣으려면 문자를 입력하세요. 현재의 년도, 월, 날짜, 
시간, 분 또는 초를 넣기위해 %YYYY%, %MM%, %DD%, %HH%, %MIN% 나 

%SS% 조합을 입력하세요. %time% 또는 %timenoms% 을 입력하여 비디오의 절대 
시간을 삽입하세요.● 글꼴, 끌꼴 스타일, 크기, 문자 효과, 색상을 선택하고, 샘플 문자를 보기위해 글꼴 
버튼을 클릭하세요.

● 문자와 문자의 바로 뒷 배경 색상을 선택하세요.
● 변환된 비디오에 텍스트 오버레이로 원본 레코딩의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려면, 

“원본 비디오 타임스탬프 표시” 옆의 박스를 확인 체크하세요. 원본 날짜 및 시간은 
이것이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날짜-시간의 
'시간 부분은 MKV/WebM 및 ASF/WMV 형식들에만 지원됩니다. 메타데이터 보기 
또는 편집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태그 편집기 도움말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자를 제거하고 원래의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기본값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  추가된 모든 문자들은 비디오 전체 지속시간 동안 계속 표시될 것입니다. 
회전하기와 뒤집기  
● 회전 버튼을 클릭해서 비디오를 90도, 180도, 270도로 회전하세요.
● 비디오를 회전하기 위해,'가로로 회전'이나(과)'세로로 회전'을 선택하세요.
● 회전 효과를 꺼 놓으려면 '기본값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워터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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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합니다. 최대 크기는 변환된 
이미지의 변환 후 넓이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필터 - "선명한 스퀘어 픽셀"을 선택 (저해상도 이미지에 가장 좋음) 또는 "부드러운 
픽셀" (스캔한 이미지나 사진에 가장 좋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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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도 (%) - 변환된 비디오의 선명함을 두드러지게 하기위해 슬라이도를 
조절해서 비디오에 있는 워터마크 불투명도를 감소 

● 정렬 - 변환한 여러분의 비디오에서 다른 지점을 집어내서 워터마크 이미지의 
정렬하기위해 3x3 그리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 수평 세팅 (%) -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안쪽으로 세팅합니다. 이미지가 
수평으로 중심이 잡혀있지 않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수직 세팅 (%) - 맨위에서 맨아래로 안쪽으로 세팅합니다. 이미지가 수직으로 
중심이 잡혀있지 않을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원래의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기본값 재설정 ' 버튼을 
클릭하세요.

비디오 편집  
비디오 편집 탭에는 비디오를 트리밍, 분할 및 자르는 도구가 있습니다. 대화 상자 
오른쪽에 타임라인이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 및 재생 제어 버튼이 있음:
● 비디오 재생/일시 정지(시프트키 + 스페이스키) 버튼.
● 한단계 뒤로가기(Ctrl + 왼쪽 화살표) 비디오 위치를 이전 비디오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 앞으로 가기(Ctrl + 오른쪽 화살표)

비디오 위치를 다음 비디오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

Dragging the timeline cursor타임라인 커서를 끌거나,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비디오 
위치가 변결될 것입니다. 트림하기.  비디오를 트림하려면 시작 및 종료 마커를 원하는 출력 비디오 위치에 

끌어줍니다. 시작 마커는 빨간색이고 종료 마커는 파란색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트림 효과가 적용되고 대화상자가 종료될 것입니다. 귀하의 출력 비디오는 오직 선택된 
비디오 영역만 포함할 것입니다. 다음의 버튼들은 트림 도구에 사용됨: ● [ 시작(Ctrl + ,)  시작 마커를 현재 비디오 재생기 커서 위치로 설정합니다. 또한 

정확한 타임 코드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편집 제어 옆에 있는 [ 시작 버튼 및 
 키를 눌러 시작 마커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 ] 종료(Ctrl + .)  종료 마커를 현재 비디오 재생기 커서 위치로 설정합니다. 또한 
정확한 타임 코드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다음을 누르면됨. ] 종료 
버튼 및Enter 키를 눌러 종료 마커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분할하기.  비디오를 분할하려면, 비디오 재생기 커서 위치를 원하는 분할 위치에 놓고 
 버튼을 누릅니다. 두 개의 새로운 파일이 Prism 메인 대화상자 및 원본 

비디오와 동일한 포맷으로 귀하의 출력 폴더에 추가될 것입니다. 파일들은 filename_1, 
filename_2, 등으로 이름지어질 것입니다. 비디오 트림 및 분할을 원하시면, 트림 
영역을 분할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선택해야(

시작 및 종료 마커 설정)합니다. 비디오는 
항상 두 개로 분할될 것인데, 만약 두 개 이상의 영역으로 비디오를 분할하고자 할 
시에는, 첫 번째 분할한 비디오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분할해서 비디오를 분할하셔야 
합니다.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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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기를 사용하여 이미지 클립에서 테두리, 비디오에서 검은 막대를 제거하거나 
비디오의 일부에 집중합니다. 비디오를 자르려면 슬라이더를 클립가장자리에서 
픽셀로 자르기 위해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왼쪽(X1), 위쪽(Y1), 오른쪽(X2) 또는 
아래쪽(Y2)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동영상의 가로세로 비율을 선택하고 자르는 동안 
해당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우 구속률 드롭다운을 사용합니다. 미리 보기의 점선 
테두리에는 자르기가 표시됩니다. 변환된 비디오에 자르기가 적용됩니다. 미리 
보기에서 자르기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의 사각형 중 하나에 마우스를 
마우스를 가져 간 다음 양면 화살표가 된 다음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테두리를 
조정합니다. 자르기를 이동하려면 마우스를 자른 영역 의 중간에 놓고 4면 
화살표가되고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자른 영역을 이동합니다.

속도 (%). 비디오 속도를 조정하려면 100' 위/아래 속도 매개 변수를 설정 % to하여 
비디오 속도를 높이거나 줄입니다.

'기본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트림을 비활성화하고 자르기를 제거하고 속도를 정상으로 
재설정합니다. 부가적인 비디오 편집 도구로, VideoPad 비디오 편집기를 비디오 지금 편집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각적으로 설계된, VideoPad는 단 몇 
분 안에 전문가 급의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완전한 기능을 가진 동영상 편집기입니다. 
영화 제작이 이렇게 쉬어진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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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JPEG 코덱 설정
JPEG 인코딩 품질 선택: 
● 최상급 - 100%. 무손실 압축. 압축 비율이 매우 낮음.
● 고급 - 85%. 고품질. 압축 비율이 낮음.
● 평균 - 70%. 평균 품질. 압축 비율이 보통임.
● 저급 - 50%. 저품질. 압축 비율이 높음.
● 최저급 - 30%. 최저품질. 압축 비율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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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PNG 코덱 설정
PNG 인코딩 품질을 선택합니다. 
● 최고 - 무손실 압축 사용 (큰 파일)
● 일반 - 8비트 팔레트 사용(최대 256색)
● 낮음 - 4비트 팔레트 사용(최대 16색)
● 최저 - 1비트 팔레트 사용(최대 2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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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옵션 ~ 덮어쓰기
옵션~덮어쓰기 탭에서 새 비디오를 만들 때 Prism이 무엇을 할것인지를 지정하실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파일을 찾아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들:
●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시:  Prism은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덮어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 파일 덮어쓰기: Prism은 이미 존재하는 파일에 새 파일을 덮어쓸 것입니다. 
● 원본 파일 변환하지 않기:  Prism은 원본 파일의 변환을 취소합니다. 
● 파일 변환 중지:  Prism은 이후의 모든 파일 변환을 중지합니다. 
● 파일 이름에 숫자 첨부:  Prism은 원본 파일에 숫자를 첨부해서 자동으로 새 파일 

이름을 만들 것입니다. 새 파일 이름의 유형을 지정하려면 형식 필드를 사용하세요. 
원본 파일과 생성된 숫자를 위해 %filename% 및 %number% 매크로를 플레이스 
홀더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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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옵션 ~ 변환
파일 및 형식 Prism은 파일 및 형식 부분에서, 귀하가 파일을 이미 존재하는 같은 
형식의 파일로(예, avi에서 avi로) 변환하려할 때, 어떻게 처리될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들:
● 그냥 변환하기: 파일 변환 중에 코덱,해상도나 비트레이트를 변경하시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 파일을 대상 파일에 바로 복사: 이 옵션을 선택하면 변환하지 않고 비디오를 출력 

폴더에 복사할 것입니다. 
● 변환하지 않기:

 형식 변환이 이중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변환 완료 후 원본 파일 삭제  

Prism이 변환을 성공적으로 완료 후에 원시 파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면 이 박스에 
체크하세요. 부분적으로 변환된 임시 파일을 삭제(변환 취소시) 
변환 처리가 최소됬을 때 임시 출력폴더 파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면 이 박스에 
체크하세요. 
비디오의 끝에 맞춰 오디오 트랙의 길이를 줄여서, 비디오/오디오의 지속시간이 
같게 합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비디오/오디오 트랙의 길이가 일치하게 해 줍니다. 오디오 
트랙이 비디오의 끝에 맞춰 잘려나가지 않고, 전체 오디오 트랙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시면 이 체크박스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스틸 이미지에서 변환된 비디오는 다음의 지속시간이 있어야 함 
초당으로 되어있는 이 숫자는, 스틸 이미지가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길이입니다. 
오류 

오류 섹션에서, 변환 처리 중 오류 발견시 무엇을 할지 지정하세요.
사용 가능한 옵션들:
● 오류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다른 파일들의 변환을 실행:  Prism은 오류를 

무시하고 선택된 파일들의 변환을 계속 실행할 것입니다. 
● 파일 변환 중지:  Prism은 이미 시작된 파일 변환들을 모두 마친 후에 중단될 

것입니다. 
디코더 옵션  

FFMPEG 디코더 사용 
파일 디코드시에, 다이렉트쇼 대신에 Prism의 내장 코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렉트쇼로 디코드할 수 없는 파일들을 디코드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을 시, NCH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코덱 
컴포넌트를 다운로드하도록 할 것입니다. 
DVD 선호 언어 
DVD 콘텐츠에 대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Prism은 DVD를 변환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의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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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 영어
● ZH - 중국어
● ES - 스페인어
● JP - 일본어
● FR - 프랑스어
● DE  - 독일어
● PT  - 포르투갈어
● AR - 아랍어
● KO - 한국어
● IT  - 이탈리아어
● SV - 스웨덴어
창 접근  
배경에서 변환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변환이 진행되는 동안 창을 이동/최소화 할 수 있도록 Prism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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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옵션 ~ 일반
%L_OPTIONS 일반 탭은 Prism의 일반 변환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변환 처리  
● 낮은 우선 순위로 실행 - Prism이 낮은 우선 순위로 실행될 것입니다. Prism이 

비디오를 변환하는 중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 동시 변환 갯수 - 동시에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의 수를 설정
컨텍스트 메뉴  
Prism을 윈도우 탐색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에 추가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기 할 때 메뉴에 'Prism으로 변환하기'가 추가됩니다. 
기타 
● 미리보기 시간(초): 미리보기 길이를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 변환 프로세스 완료 시 사운드 재생: 변환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 짧은 사운드를 

재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변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프리즘 창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변환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 Prism 창이 맨 앞으로 팝업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파일 제거 확인 알림: 파일 제거를 클릭할 때마다 프롬프트를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지울 때까지 모든 전환에 추가 효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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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옵션 ~ 파일 속성
옵션 ~ 파일 속성 탭에서 기본 메타데이터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그 편집기에서 메타데이터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그 편집기에서 

만들어진 변경들은 옵션 대화상자 안의 기본 값들을 대체합니다. 태그 편집기를 열려면 
바로가기 키 Alt+T를 사용하거나, 또는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태그 편집기를 선택합니다.파일 속성 탭에는 다음과 같은 태그들이 포함됨:
● 주석: 파일 또는 파일의 제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합니다.
● 편집인: 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또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 인코딩된 위치: 콘텐츠를 인코딩한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이 태그의 값은 등록된 Prism의 버전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작자: 콘텐츠 제작자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저작권 메시지의 텍스트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개별 회사는 적절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태그가 비어 있으면 파일 이름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이 파일의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 파일 작성 날짜를 날짜 만들기 태그 값으로 사용합니다. 파일의 생성 날짜가 

기록됩니다.
참고: 날짜 만들기 태그는 시스템에서 결정하고 편집할 수 없는 날짜 시간 만들기 
태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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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옵션 ~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Prism의 클라우드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 중 
하나에 로그인한 경우 계정 자격 증명 재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이 대화상자는 소셜 미디어 탭의 옵션 대화 상자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계정에서 재설정/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재설정할 계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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