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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있다면, Express Scribe 트랜스크립션 프로그램 지원에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Express Scribe 트랜스크립션 프로그램 온라인 기술 지원 

www.nchsoftware.com/scrib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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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 Scribe 트랜스크립션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하는 다른 관련 소프트웨어에 한 제안을 저희 제안 페이지에 게시 해 
주세요! www.nch.com.au. 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의 
제안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소프트웨어에 받아 드려지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실수 있습니다.

www.nchsoftware.com/scribe/ko/support.html
www.nch.com.au


Express Scribe 트랜스크립션 
프로그램

내용
Express Scribe 소개...................................................................................................................................... 3
라이센스 및 평가판 사용 기간.................................................................................................................. 4
일반 작업................................................................................................................................................. 5
키보드 참조................................................................................................................................................. 7
CD에서 파일 로딩.......................................................................................................................................... 9
부동 창................................................................................................................................................. 10
Scribe 미니................................................................................................................................................. 11
워드 프로세서 작업하기.............................................................................................................................. 12
첨부 파일................................................................................................................................................. 13
단어/라인 카운터............................................................................................................................................ 14
책갈피................................................................................................................................................. 15
태그................................................................................................................................................. 16
받아쓰기 정보................................................................................................................................................. 17
받아쓰기(들) 전달........................................................................................................................................... 18
휴 용 소형 레코더에서 전송 - 도킹..................................................................................................... 20
특별 오디오 처리............................................................................................................................................ 23
고급 이메일 설정............................................................................................................................................ 24
오래된 받아쓰기(들) 복구............................................................................................................................ 25
받아쓰기 찾기................................................................................................................................................. 26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27
NCH 소프트웨어 스위트.............................................................................................................................. 28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29
윈도우 XP 및 비스타에서의 구글 인증 처리....................................................................................... 31

옵션
옵션 ~ 재생................................................................................................................................................. 32

옵션 ~ 시스템 단축-키................................................................................................................................. 33
옵션 ~ 수신................................................................................................................................................. 34
옵션 ~ 수신 ~ 수신 원본 속성................................................................................................................. 35
옵션 ~ 파일 형식............................................................................................................................................ 37
옵션 ~ 음성 텍스트 변환............................................................................................................................. 38
옵션 ~ 디스크 사용량.................................................................................................................................. 40
옵션 ~ 표시................................................................................................................................................. 41
옵션 ~ 기타................................................................................................................................................. 42
옵션 ~ 제어................................................................................................................................................. 43

제어기
제어기 ~ 개요................................................................................................................................................. 44

제어기 ~ 호환 제어기.................................................................................................................................. 45

1



스크린 참조
사용자 지정 해상도........................................................................................................................................ 49
사용자 정의 해상도 (360도 비디오)........................................................................................................ 50
사용자 정의 프레임 속도............................................................................................................................. 51
감지된 형식................................................................................................................................................. 52
DVD 비트레이트 설정.................................................................................................................................. 53

2



Express Scribe 소개
Express Scribe는 전문 오디오 재생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오디오 레코딩 
트랜스크립션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타이피스트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키보드 (단축키)나 풋페달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press Scribe는 다양한 형식의 레코딩 및 비디오를 재생 및 트랜스크립션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휴 용 녹음기에서 직접 레코딩을 전송할 수 있는 자체 도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아쓰기는 몇 가지 NCH Software 응용 프로그램에서 녹음할 수 있음: 

Express Dictate: 전문 받아쓰기 녹음기 
http://www.nch.com.au/express/index.html 
MSRS: 회의 및 법원 녹음 시스템 
http://www.nch.com.au/msrs/index.html  
Web Dictate: 인터넷 받아쓰기 소프트웨어  
http://www.nch.com.au/webdictate/index.html  
Dial Dictate: 전화 받아쓰기 시스템 
http://www.nch.com.au/dialdictate/index.html 
Pocket Dictate: 아이폰, 포켓 PC, 또는 Palm OS용 음성 레코더 
http://www.nch.com.au/pocket/index.html 
Express Scribe는 풋 페달 또는 핫 키 컨트롤, 가변 속도 재생, 유형 문서의 자동 

디스패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트랜스크립션을 돕는 음성 인식과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press Scribe가 배경에서 실행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코렐 워드퍼펙트, 
로투스 워드 프로 등, 모든 윈도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Express Scribe 노트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XP / 2003 / Vista / 2008 / 7 / 8 / 10 
● 사운드카드
● 스피커(또는 헤드셋)
● [부가 옵션] 풋페달
● [부가 옵션] 인터넷 연결 (인터넷을 통해 녹음 수신)
● [부가 옵션]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해 녹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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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및 평가판 사용 기간
기능 비교표  

기능 Express Scribe Express Scribe 프로  
지원 파일 형식 AIFF, DCT, MP3, WAV, WMA 모든 호환 파일 형식
 지원되는 풋 페달  AltoEdge USB 풋 페달 모든 호환 풋 페달
비디오 재생 아니오 예
라이센스 가정용  

● 가정용
● 소기업 (직원 10명 미만)
● 기업/사업/정부

기술 지원 아니오 예
 
시험 기간  
Express Scribe는 처음 설치된 후에 제한 기간동안 시험 버전으로 실행됩니다. 시험 
기간동안, Express Scribe 프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안된 온라인 구매 페이지를 통해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Express Scribe 
프로의 고급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활성화 및 등록 방법은 기술 지원 - 구매 및 등록 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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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작업
파일 관리  

파일 로드  
Express Scribe에 레코딩 및 동영상을 로드하는 3가지 방법: 폴더를 동기화해서 
자동으로 새 파일들을 확인, 수동으로 파일 확인, 또는 트랜스크립션 장치에서 파일 
전송.
동기화:  
기본 도구모음에서 동기화 아이콘을 클릭하여 Express Scribe가 동기화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 옵션 윈도우의 수신탭으로 이동 (참조 옵션 ~ 수신 )합니다. 일단 
Express Scribe가 자동으로 레코딩을 로드하도록 설정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새 파일을 확인할 것입니다. 
로드:  
레코딩 또는 비디오를 Express Scribe에 수동으로 로드하려면, 기본 도구모음에서 
Ctrl+L 또는 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일란을 사용하여 레코딩 또는 비디오 파일 
위치를 검색하거나, 파일란 오른쪽의 검색 및 폴더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파일을 
선택하는 동안 Shift 키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여러 파일들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CD-ROM에서 수신하는경우, 이 사용자 설명서의 CD에서 파일 로딩 섹션을 
참조하세요. 
받아쓰기 파일들 로드 및 삭제 (Ctrl+Shift+L): 
이것은 로딩 후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것을 제외하고 파일을 로딩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레코딩을 공유 폴더에서 한번에 하나씩 로딩할 시에, 다른 사람이 동일 
파일을 로드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자동 파일 전송: 
주 도구 모음에서 도킹 아이콘을 사용하여 휴 용 레코더에서 직접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휴 용 소형 레코더- 도킹 전송 사용 설명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받아쓰기 완료  
파일에 타이핑을 완료하면, 이 파일을 받아쓰기한 사람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또는 간단히 이 파일에 완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작업 모두, 활성 파일 
목록에서 이 파일을 제거할 것입니다. 
선택한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려면, Ctrl+D 또는 발송 도구-모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문서를 입력했다면 (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을 이메일 하지 않고 완료로 표시하려면, Ctrl+N 또는 완료 도구-모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한 받아쓰기 복구 
오래된 받아쓰기를 복구하여 트랜스크립션 파일을 수정하려면, "오래된 받아쓰기 
복구" 창을 여세요. 이것은 보조 도구 모음에서 이중-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Ctrl+R를 클릭하면 됩니다. 창에 발송되거나 또는 완료로 표시된 파일들이 표시될 
것입니다. 파일들은 1개월 후에 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발송되었거나, 
완료로 표시한 받아쓰기만 복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삭제되었던 받아쓰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파일 삭제  
파일을 삭제하려면 Ctrl+Delete 또는 보조 도구 모음에서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고, 
파일을 삭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삭제된 파일은 복구 될 수 없습니다. 위의 설명 로, 
파일을 완료로 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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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로 저장
현재 자료를 (관련된 워드 프로세서 문서 포함) DCT 파일로 저장할수 있으며 다른 
타이피스트들이 로드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중간정도 마치고 다른 
타이피스트에게 작업을 전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저장해야합니다. 보조 도구 모음에서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DCT 파일로 저장하거나, 파일->DCT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전달... 
레코딩을 이메일(및 첨부파일들),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전달하려면 
Ctrl+Shift+F를 누르거나, 보조 도구 모음에서 전달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 파일 전달  섹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제어 

재생 (F9) 
현재 설정한 속도에서 선택한 파일을 재생하려면, F9 또는 Express Scribe 창 하단의 
제어 섹션에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조정 슬라이더는 Express Scribe 창 하단의 재생 제어기 좌측에 있으며, 레코딩의 
속도를 올리거나 낮출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F11를 누르면 느린 속도로 
재생되고, F3는 빠른 속도로 재생되며, F10은 실제 속도로 돌아갑니다. 저속도 및 
고속도를 설정하려면 옵션 ~ 재생에서 합니다. 
정지 (F4) 
정지하려면 F4를 누르거나, Express Scribe 창 하단의 제어 섹션에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레코딩내 이동 (F7, F8, Ctrl+Home, Ctrl+End, Ctrl+J) 
되감기 또는 빨리감기 하려면, Express Scribe 윈도우의 하단에 제어 섹션에서 되감기 
또는 빨리-감기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으로 직접 이동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홈키를 누릅니다. 종료로 이동하려면, 
Ctrl+End를 누릅니다. 
또한 Express Scribe 윈도우의 제어 부분에서 스크롤 바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의 특정 시간으로 이동하려면 Ctrl+J를 누릅니다. 이동하려는 경과 시간을 
입력하라는 화상자가 뜰 것입니다.
풋페달 또는 시스템-전체 '단축키'는 또한 Express Scribe를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조절기 ~ 개요  및 시스템-전체 단축-키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입력 
Express Scribe가 배경에서 실행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코렐 워드 퍼펙트, 
로투스 워드 프로등을 포함한 모든 윈도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적은 분량의 텍스트는 Express Scribe의 노트 창에에 입력한 후, 
텍스트를 다른 문서에 복사 및 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전체 단축-키를 사용하여 Express Scribe이 
배경에 있는 동안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풋페달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시스템-전체 단축-키 또는 조절기 ~ 개요을 참조하십시오. 
노트 창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기 -> "노트 창 표시"를 확인 해제하여 창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
키보드 참조  
옵션 ~ 시스템-전체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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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참조
키보드 단축키  
F1 도움말 표시
F2 파일 이름 바꾸기
F3 빠른 속도 재생
F4 정지
F7 되감기
F8 빨리감기
F9 재생
F10 실제 속도 재생
F11 느린 속도 재생
F12 재생 (일시 정지)
Ctrl+Home 받아쓰기의 시작으로 이동
Ctrl+End 받아쓰기의 종료로 이동
Ctrl+Delete 파일 삭제
Ctrl+K 모두 복사 (노트 영역)
Ctrl+B 책갈피 설정
Ctrl+Shift+B 책갈피 목록 열기
Ctrl+Left 이전 책갈피
Ctrl+Right 다음 책갈피
Ctrl+C 복사 (노트 영역)
Ctrl+Y 동기화 파일
Ctrl+D 파일 발송
Ctrl+H 파일 첨부
Ctrl+J 시간으로 이동
Ctrl+L 파일 로드
Ctrl+Shift+L 파일 로드 및 삭제
F1 도움말 파일 표시
Ctrl+M Express Scribe Mini 제어 표시
Ctrl+N 완료
Ctrl+R 오래된 받아쓰기(들) 복구
Ctrl+Shift+T 오디오 시간 삽입
Ctrl+U 기본 워드 프로세서 문서 열기
Ctrl+ V 붙여넣기(노트란)
Ctrl+X 노트 영역에서 자르기
Alt+F4 Express Scribe 종료
Ctrl+Shift+C 오디오 CD 트랙 로드
Ctrl+I 받아쓰기 정보
Ctrl+Shift+F 받아쓰기 전달
Ctrl+T 클립보드-시간에 복사
Ctrl+F 찾기
Ctrl+G 다시 찾기
Ctrl+A 모두 선택
 
오래된 받아쓰기 화상자 복구
Ctrl+P 재생
Ctrl+D 삭제
Enter 복구
Esc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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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쓰기 미리보기 재생기
스페이스 재생
스페이스 일시정지
가정용 시작으로 가기
왼쪽 되감기
오른쪽 앞으로
끝 끝으로 가기
 
기본 시스템-전체 단축-키 
F3 빠른 속도 재생
F4 정지
F5 Express Scribe 열기
F6 Express Scribe 최소화
F7 되감기
F8 빨리감기
F9 재생
F10 실제 속도 재생
F11 느린 속도 재생
 
또한 참조:
옵션 ~ 시스템-전체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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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에서 파일 로딩
파일 -> 오디오 CD 트랙(들) 로드를 클릭하면, Express Scribe는 자동으로 모든 
CD-ROM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오디오 CD를 감지합니다. 주 화면은 선택한 
드라이브의 CD에 있는 모든 트랙 이름 및 지속시간을 나열합니다. CD를 꺼내거나 
또는 새로운 CD를 로드할때 마다,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이 표시를 업데이트 하세요. 
로드한 것을 하이라이트 및 선택하면 각각의 선택된 트랙들은 리핑되어 Express 
Scribe에 로드됩니다.
참고:  
● Express Scribe가 CD에 있는 어떤 트랙도 감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트랙 이름이 

이상하게 보일 경우, 오디오 CD 파일이 .cda 파일 확장자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Express Scribe는 오디오 파일을 제 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파일들은 CD에 데이터로 저장된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사용자는 파일 탐색기

●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온하지 않은 경우, Windows XP에서 오디오 CD를 리핑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한된 사용자에 한 CD 리핑/굽기 사용 활성화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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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창
다른 창 위에 윈도우를 뜨게 하면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다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상단에 프로그램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옵션이 활성되어 있으면, 워드 프로세서에 
입력하는 동안 Express Scribe가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기 -> "다른 창 위에 띄우기" 메뉴 항목을 선택하여 띄우기를 활성 또는 비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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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e 미니
Scribe 미니는 주 Express Scribe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작은 윈도우 확장입니다. 기본 
도구 모음에서 Scribe 미니 버튼을 클릭하면 주 Express Scribe 창이 축소되어 
제어기들과 비디오 패널만 포함하여, 보기 -> 비디오 표시에서 비디오가 활성화 된 
것을 보여줍니다. Scribe 미니는 워드 프로세서로 주로 작업시에 Express Scribe를 
계속 참조해야할 때, 이를 위해 화면에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해 줍니다.
Express Scribe에서의 단축-키, 제어기, 또는 풋페달은 Scribe 미니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작동합니다.
Scribe 미니로 전환하려면 메뉴의 보기 ->Express Scribe 미니 제어 표시, 또는 
Ctrl+M을 누르세요. 
Express Scribe를 원래 크기로 되돌리려면, 재생 컨트롤의 맨 우측에 있는 'Scribe 미니 
제어 창 표시/숨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단축기 Ctrl+M으로 화면 보기 전과 
후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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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프로세서 작업하기
Express Scribe 노트란은 워드 프로세서를 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press 
Scribe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코렐 워드 퍼펙트, 로투스 워드 프로 및 부분의 다른 
주요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와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press Scribe 및 워드 
프로세서를 모두 동시에 실행하거나, Express Scribe 노트란에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워드 프로세서에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 직접 입력 
Express Scribe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워드 프로세서를 여세요. 그런 다음 
풋페달 제어기  및/또는 시스템-전체 단축-키로 재생을 제어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파일의 생성, 열기 및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기본 템플릿 문서 파일을 
만들어 이것을 Express Scribe 문서를 저장할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 ~ 기타에서 새 파일을 선택하여 기본 워드 프로세서 문서 사용을 확인합니다. 
그런 뒤에 녹음과 관련된 문서를 열거나 작성할때, Ctrl+U를 누릅니다. 문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이 열릴 것입니다.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press Scribe는 
기본 파일을 복사합니다. 
고급 옵션: 녹음 유형에 따라 다른 기본 문서를 사용하려면, 기본 문서 이름란에 
접두사-접미사 % 문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press Scribe가 문서를 처음 작성할 
때, 먼저 데이터에 한 노트를 검색 (DialDictate나 Express Dictate를 사용하여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 입력했을 수 있는)합니다. 받아쓰기하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도 
Express Dictate나 DialDictate를 사용하여 입력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기본 문서가 C:\My 
Documents\Template%doctype%.doc와 같이 입력되었다면, Express Scribe는 
<doctype>...</doctype>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 doctype에 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ialDictate 사용자가 받아쓰기로 21을 입력했다고 할 떄, 이것은 
<doctype>21</doctype> 로 저장될 것이며, Express Scribe는 "Template21.doc"를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노트란에 입력 
또는, Express Scribe 노트란을 사용하여 텍스트 본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trl+K를 눌러 모든 텍스트를 복사하여,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하고 텍스트를 새로운 
문서에 붙여 넣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문서 발송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받아쓰기 작업한 사람에게 이메일로 첨부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을 클릭할때, '첨부 목록 열기' 버튼을 눌러 파일의 위치를 찾습니다.
또한 참조:
제어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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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추가, 제거 및 첨부 파일로 저장 
Express Scribe에서 사용자는 추가 파일들을 받아쓰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들 
파일들은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파일을 전달 또는 발송할때 레코딩과 함께 보낼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려면, 보낼 받아쓰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파일(들) 첨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Express Scribe는 이 파일을 받아쓰기의 일부로서 자동 전송할 것입니다.
또한 참조:
워드 프로세서와 함께 Express Scribe 사용 
파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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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라인 카운터
도구 -> 단어/라인 카운터를 클릭해서 텍스트 안의 문자, 단어 및 라인의 수를 셉니다. 
카운터가 열려있을 때 받아쓰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텍스트는 받아쓰기에서 노트로 
기본 설정이 될것이며, 문자, 단어 및 라인의 수는 자동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시 계산을 클릭해서, 텍스트가 변경될 때 문자, 단어 및 라인의 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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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사용자는 텍스트의 아무 곳이나 책갈피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설정한 
책갈피 위치를 다음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받아쓰기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다른 타이피스트가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가야 
하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Ctrl+B는 책갈피를 설정하고, Ctrl+Left; 및 Ctrl+Right로 책갈피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풀다운 "책갈피/책갈피 목록 열기", 또는 Ctrl+Shift+B는, 현재 받아쓰기에 

한 모든 책갈피 목록을 엽니다. "책갈피 설정시 코멘트 알림"에 확인 표시하면, 새 
책갈피를 설정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의견을 요청할 이며, 나중에 책갈피 목록에 이것이 
표시될 것입니다. 예, 다음을 입력: "여기에서 계속하기" 또는 " 배는 먹는 배 아니면 
타는 배를 의미합니까?"를 입력합니다.
책갈피 화상자에서 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한 책갈피를 제거합니다.
참고: DCT 파일 형식은 현재 책갈피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
워드 프로세서와 함께 Express Scribe 사용 
파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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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수신된 받아쓰기는 최  2개의 태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받아쓰기 노트에 XML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각 태그는 이름과 값으로 구성 (예: <name>value</name>) 
됩니다. 태그 데이터는 녹음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설정됩니다. 
태그는 부가 사항이며, 태크 이름 및 값은 모두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는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예들: 

● 고객 및 케이스 번호를 저장시, 받아쓰기 목록에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caseno>12345</caseno>. 

● 녹음이 만들어진 언어로 저장하기 위해, Express Delegate 규칙은 자동으로 
타이피스트가 말하는 그 언어로 받아쓰기를 할당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g>French</lang>. 

태그는 사용자 지정 열을 추가하여, 메인 창의 받아쓰기 목록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옵션 ~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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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정보
하나 이상의 받아쓰기를 선택하고, 파일 -> "받아쓰기 정보"를 클릭하여 선택한 
받아쓰기에 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게 함: 

선택된 받아쓰기 수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 받아쓰기들의 수. 
전체 지속시간  
선택한 받아쓰기들의 지속 시간의 합계 
오프셋 시간  
수신된 받아쓰기가 긴 녹음의 한 일부분인 경우, 오프셋 시간을 원본의 녹음에 
맞게 재생 시간을 조정하여 설정하세요. 오프셋은 시간 모드는 "경과 시간" 및 
"녹음 시간" 모두에 적용됩니다. 시간 모드에 한 자세한 내용은, 옵션 ~ 표시를 
참조하세요. 
참고: 오프셋은 한 번에 하나의 받아쓰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오프셋은 각 받아쓰기마다 지역적으로 저장되며, 내보내거나 전달된 
파일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발신자 
받아쓰기를 보낸 사용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사항. 
받아쓰기가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전송된 경우, 값은 모든 받아쓰기에 해 
동일한 값을 갖는 영역에 해서만 표시될 것입니다. 각각의 받아쓰기에 해 
다른 값을 갖는 영역은 "[다양]"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 발신자 세부 정보는 받아쓰기를 보내기 전에 발신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 발신자 세부 정보는 받아쓰기를 DCT 파일로 보내진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17

optionsdisplay.html


받아쓰기(들) 전달
이 옵션을 사용하면 받아쓰기 파일을 이메일, 컴퓨터 네트워크(폴더로), 또는 인터넷 
(FTP 서버 사용)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가 부분적으로만 트랜스크립션 
되었고, 이것을 완성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를 전달하려면, 파일을 선택하고 Ctrl+Shift+F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파일 
전송 방법 또는 전송 위치를 선택합니다. 잘 모르실 경우 받아쓰기 시스템을 설정한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받아쓰기에 첨부된 파일들은 모두 받아쓰기와 함께 전송됩니다. 파일을 첨부하려면 
Ctrl+H 누르고, 첨부 파일의 위치를 찾습니다.
전달 방식  

이메일 첨부  
이 옵션을 선택하면, 수신자는 받아쓰기를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보낼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란에 타이피스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또한 참조: 이메일 설정  
이 컴퓨터의 폴더 또는 LAN에 전달(로컬 네트워크)  
수신자가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경우, 입력한 것을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니다. 네트워크에 공유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적합한 폴더를 만들것을 요청하십시오.
"폴더 또는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의 전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폴더는 "H:타이피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타이피스트의 프로그램 
("Express Scribe") 또한 이것에 따라 맞게 설정해야 함을 참고하십시오.
서버에 업로드(FTP) 
Express Scribe는 인터넷 서버에 직접 받아쓰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메일 옵션보다 빠르지만 타이피스트는 파일을 저장하는 웹 호스팅 (FTP)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인터넷 연결 옵션을 선택하고, 서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파일을 전달 
받을 타이피스트의 FTP 서버가 설정된 로 디렉토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호스팅 서비스 

암호화 
"받아쓰기 재-암호화"를 활성화하여 전달하기 전에 받아쓰기를 암호화합니다. 이 
옵션은 수신했을 때 받아쓰기가 암호화 되어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형식 
전달한 받아쓰기의 파일명은 고정 스트링 및/또는 변수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변수들:

● %dict-name%: 받아쓰기 이름
● %dict-num%: 받아쓰기 수 (발신자로부터 수신한 받아쓰기가 없을 때는 0)
● %sender-num%: 발신자 수 (등록된 발신자로부터 수신한 받아쓰기가 없을 

때는 0)
● %priority%: 받아쓰기 우선 순위 (3자리 수, 000-100)
● %now-year%: 현재 날짜 - 년 (4자리 수)
● %now-month%: 현재 날짜 - 월 (2자리 수, 01-12)
● %now-day%: 현재 날짜 - 월간 일자 (2자리 수, 01-31)
● %now-hour%: 현재 시간 - 시간 (2자리 수, 00-23)
● %now-min%: 현재 시간 - 분 (2자리 수, 00-59)
● %now-sec%: 현재 시간 - 초 (2자리 수, 00-59)

18

advemail.html
http://www.nchsoftware.com/ftp/ko/hosting.html


● %%: 퍼센트 기호 (%)
(참고: 파일 확장자 .dct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예: "내 받아쓰기"로 명명된 받아쓰기가 2008년 1월 1일 2pm에 전달되었으면, 형식 
문자열 
"FWD-%now-year%%now-month%%now-day%-%now-hour%%now-min%-%dict-na
me%" 은 파일 이름이 "FWD-20080101-1400-내 받아쓰기.dct"가 됨 
또한 참조:

수신 파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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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용 소형 레코더에서 전송 - 도킹
Express Scribe는 두 가지 방식으로 휴 용 녹음기에서의 레코딩 전송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휴 용 녹음기로 오픈 WAV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그것의 연결 케이블과 
소프트웨어가 있는 디지털 휴 용 녹음기가 있으면, 오디오 파일 전송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마이크로카세트 녹음기나 독점적인 형식을 사용하는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디오 케이블 방식을 사용하여 받아쓰기에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 PDA를 사용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고 받게 지시하려면, 리코딩을 무료 
Pocket 받아쓰기 소프트웨어를 www.nch.com.au/pocket 에서 설치하고 이메일로 
타이피스트에게 직접 리코딩을 보냅니다. 그러면 도킹 기능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피스트는 간단히 첨부파일 열기를 합니다). 
자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추천 휴 용 녹음기에 한 자세한 내용 참조
도킹- 오디오 파일 전송 방식 
오픈 파일 형식으로 받아쓰기를 녹음하는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휴 용 녹음기는 반드시 레코딩을 자동으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로 이것을 배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휴 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면, Express Scribe의 파일 / 휴 용 (도킹)에서 전송 / 
오디오 파일 전송 방법을 선택한 후, WAV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휴 용 도킹 소프트웨어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검색합니다. 도킹(오디오 
파일 전송) 화상자에는, 파일을 전송하는 세가지 옵션이 있음:
● 하위 폴더에서 파일을 로드 사용자가 지정한 기본 폴더의 하위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로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로드한 후 파일 삭제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에서 받아쓰기 파일을 삭제하려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이전에 로드한 파일들 이후의 새로운 파일들만 로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른 

파일들 보다 수정일이 더 최근인 파일들만 추가됩니다. 이 옵션은 오래된 녹음들을 
삭제하지 않고 새로운 녹음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에게 유용한데, Scribe가 오래된 
파일들을 반복적으로 가져오기 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기본 녹음 설명
아래의 녹음기 목록에는 녹음기 소프트웨어 설치 및 녹음기를 Express Scribe와 
도킹하는 설정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립스 녹음기  
이 녹음기들은 Express Scribe와 작동이 잘 됩니다. Express Scribe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서 녹음기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필립스 녹음기에서 WAV 파일들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요 녹음기  
사용자는 Express Scribe를 실행하는 PC에 PCMemoScriber (산요 녹음기와 함께 
제공되는 CD-ROM)를 설치해야 합니다. Express Scribe를 사용하여 파일 / 휴 용 
(도킹)에서 전송 / 오디오 파일 전송 방식을 선택한 후 폴더 C:\Program 
Files\PCMemoScriber를 찾습니다. 사용자가 (1) PCMemoScriber에서 "도킹" 녹음이 
필요할때 "음성 녹음기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2) 
Express Scribe에서 도킹 버튼을 클릭합니다.
올림푸스 녹음기 - dss 파일들  
이 파일 형식 기술 지원링크로 DSS 파일 형식 지원에 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소니 녹음기 / 메모리 스틱 장치 

20

http://www.nch.com.au/pocket/index.html
http://www.nchsoftware.com/scribe/ko/hardware.html
http://www.nch.com.au/acm/ko/support.html#DSS


소니 녹음기에서 파일을 도킹할 때 추가적인 단계 - 소니 음성 편집기를 사용해서 
WAV 파일로 내보내기합니다. 방법을 익히면 신속하게 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니 음성 편집 프로그램을 엽니다. 소니 음성 편집기의 기본 음성 폴더로 레코더 
또는 메모리 스틱에서 파일을 로드하는 일반 처리 방식을 따릅니다. 새 
폴더/파일들이 음성 편집기에 로드되면, 메뉴 항목에서 파일/ 음성 폴더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도킹 녹음을 위해 만든 폴더를 찾아 이동합니다. 다음 유형으로 
저장에서 WAV 파일 (16 비트)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Express Scribe 도킹 오디오 파일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저장한 같은 폴더로 이동합니다.
도킹- 오디오 케이블 방식  
이 방식은 아날로그 마이크로카세트 레코더 또는 디지털 휴 용을 비-표준 독점 형식을 
이용할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처리는 단순히 컴퓨터에 녹음을 재생합니다.이것은 생각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중 사운드카드와 정확한 임계 감지 레벨로, 타이핑을 계속 하는 
동안 배경에서 전송이 자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 용 딕터폰 또는 노트테이커를 Express Scribe에 녹음을 전송하려면, 휴 용 귀 
소켓과 사운드 카드의 라인-인 소켓사이에 리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전자 제품 전문 
매장에서 적절한 리드를 $10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설정  
사운드 녹음 장치 
사용자의 컴퓨터에 1개 이상의 사운드 카드가 있는 경우, 이 풀다운 목록에서 휴  
장치에 연결된 사운드 카드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입력 채널 
이것은 보통 전송 연결로 "라인" 또는 "라인-인"이어야 합니다.
녹음 볼륨 레벨 
받아쓰기 하는 동안 레벨 표시가 더 큰 피크 안의 빨간 부분에 닿도록 녹음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벨 활성화 녹음 사용 
레벨 활성화  
전송은 수신 오디오의 레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시작 및 정지합니다. 기본 설정은 
-15dB입니다. 녹음이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테이프의 끝에 정지하지 
않는 경우, 이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녹음이 올바르게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녹음의 
끝이 절단된 경우, 이 레벨을 감소시킵니다. 활성화 레벨을 조정하기 전에 리코딩 볼륨 
레벨을 올바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녹음할 경우 "레벨 활성화 녹음 사용" 상자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고속 전송  
사용자의 녹음기가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고속 전송"을 활성화하고 전송 
속도를 녹음기의 재생 속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긴 녹음의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녹음기에 고속 전송 모드가 없거나, 잘못된 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받아쓰기 결과물은 결국 소리가 올바르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정상 속도로 
전송된 녹음의 품질은 고속으로 전송된 녹음보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더 좋다는 것 또한 
참조하십시오. 
다시 시작  
녹음을 잘못 시작했을 때는,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 테이프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완료 
전송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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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이 작업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송 창은 녹음이 끝나고 15초 후에 
자동으로 닫힙니다. 녹음 볼륨 및 레벨 활성화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한, 녹음을 
시작하고 "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 작동  
Express Scribe로 계속 다른 녹음을 재생하는 동안, 부분의 사운드 카드로 "도킹"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도킹 윈도우를 열고 위에 설명된 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지 마시고 - 간단하게 Express Scribe 제목 표시줄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집중 시킵니다. 휴  장치에서 녹음이 계속 들리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하고 라인-인 채널을 닫으세요. 그러면 Express Scrib가 
배경에서 레코딩하는 동안에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인이 
재생 볼륨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시스템 볼륨 컨트롤을 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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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오디오 처리
이런 처리들은 Express Scribe의 파일 메뉴에서 '특별 오디오 처리' 옵션을 선택해서 
액세스합니다.
배경 노이즈 감소:  
이 오디오 처리를 선택하면, 플로어 임계값 읽기는 오디오 파일에서 되고, 그 값 이하의 
모든 소리는 제거됩니다. 이것은 녹음된 주변 배경 소음으로 레코딩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레코딩이 배경 잡음이 아주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Express Scribe가 배경음과 음성 받아쓰기 간의 구별을 
할 수 없게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 볼륨 부스트:  (음량, 볼륨, 진폭, 레벨 및 게인) 
음량, 볼륨, 진폭 및 레벨이라는 용어들의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소리에 볼륨을 더 
주면, 더 많은 파워가 사용되고, 이로인해 사운드는 더 커집니다. 때로 수신한 
받아쓰기의 레코딩 소리가 크지 않아 메인 컨트롤이 제공하는 볼륨보다 더 큰 볼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 처리를 선택하면 전체 파일 볼륨이 10% 높아집니다.
하이 패스 필터:  
이 오디오 처리가 선택되면, 오디오 파일에서 450Hz 이상의 주파수만 유지됩니다. 
하이 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오디오 파일을 정리하여 받아쓰기룰 더 잘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원본 녹음 소리가 먹먹하게 들릴 때 유용합니다.
실행 취소: 
Express Scribe나 이 특정 파일이 로드된 시점에서 만든 모든 변경 사항들이 실행 
취소됩니다.
참고: 위의 설정 중 매개 변수 편집을 원할 시에는, 자사의 다른 제품 사용이 필요함: 
Wavepad. 
Wavepad 시험 마스터 판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은 
www.nch.com.au/wavepa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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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이메일 설정
고급 이메일 설정 화상자를 사용하여 Express Scribe 발송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이메일 설정 화상자는 발송에서 "이메일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열 수 있습니다.
메일 전송 방식: MAPI 또는 SMTP 
Express Scribe는 MAPI 또는 내부 SMTP 두 가지 방법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press Scribe는 MAPI 시스템을 기본으로 사용자의 기존 이메일 소프트웨어 
(Eudora, Netscape Mail, Lotus Notes, Outlook, Mail, Thunderbird 등)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메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고 "기본 
MAPI 서버"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귀하의 이메일 
소프트웨어가 이메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웃룩을 사용할 때 일부 
문제(사용자 입력 메시지 알림)가 있을 수 있습니다. MAPI 문제가 있는 경우, 체 내부 
SMTP를 사용해 보십시오. 
"내부 단순 SMTP" 옵션을 선택하면, 이메일은 Express Scribe에 의해 직접 
전송됩니다. 메일 전송시에 귀하의 ISP에 사용되는 SMTP 메일 호스트(모를 경우 전화 
통화) 및 귀하의 이메일 반송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참조하여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메일 전송시 문제에 한 해결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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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받아쓰기(들) 복구
오래된 받아쓰기 파일 복구 화상자는 Ctrl+R를 누르거나, 보조 도구모음에서 오래된 
받아쓰기 복구 버튼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발송되었거나 완료로 표시된 
받아쓰기들은 이 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오래된 
받아쓰기들은 1개월 후에 자동으로 삭제 (참조 옵션 ~ 디스크 사용량)됩니다. 
재생 

받아쓰기를 미리보기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복구 
선택한 받아쓰기를 메인 창 받아쓰기 목록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삭제 
선택한 받아쓰기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삭제된 받아쓰기들은 복구될 수 
없음으로 주의하십시오. 
찾기 
"오래된 받아쓰기(들) 복구"에서 받아쓰기의 목록이 매우 긴 경우, 받아쓰기 이름, 
날짜, 발신자 이름, 또는 노트 검색으로 관련 받아쓰기가 바로 하이라이트되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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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찾기
신속하게 받아쓰기를 찾으려면, Ctrl+F를 눌러 '받아쓰기 찾기' 화상자를 불러옵니다. 
Express Scribe의 메인 창에 있는 모든 열에 포함된 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할 열을 드롭다운에서 선택하고, '문자로 찾기' 상자에서 검색할 용어를 
입력합니다. 모든 검색은 영문인 경우 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Ctrl+G를 눌러 검색 
용어와 일치하는 동일한 용어를 다음 받아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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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다른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또는 더 큰 딕테이션 시스템으로서 프로그램 방식을 
통합하는 Express Scribe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온라인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

http://www.nchsoftware.com/scribe/ko/sdk.html


NCH 소프트웨어 스위트
이것은 NCH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디오, 비디오등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시험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 "지금 실행"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것입니다.
카테고리에는 제품에 한 기능 목록도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편집"과 같은 기능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세요.
검색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제품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소프트웨어 더 보기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저희 웹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새 출시 및 할인에 한 공지를 뉴스레터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최신 할인 보기 
저희의 제품 구입에 한 최신 할인 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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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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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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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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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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귀하의 모든 청구의 전체 
해결 방법은 당신이 지불한 소프트웨어 금액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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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절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배포한 경우, 
당신은 무단 사용이 발생한 각 위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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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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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 법원들은 이에 한 
지속적이고 전적인 사법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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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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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XP 및 비스타에서의 구글 인증 처리
윈도우 XP 또는 윈도우 비스타에서 실행할 때 구글 드라이브 및/또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려면 Express Scribe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이 권한을 부여... {인증} 권한 부여  화상자. 
2. 열리는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3. 요청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Express Scribe에 권한을 부여한지 확인합니다. 
4. 구글에서 제공 받은인증 코드를  복사하여승인 확인  Express Scribe안의 화상자. 
5. 이 준비를 눌러 승인 완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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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재생
재생 
사운드 장치  
하나 이상의 사운드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풀다운 목록에서 재생 장치를 
선택합니다.
볼륨 레벨  
이것은 재생 볼륨 설정입니다. 또한 이것은 Express Scribe의 메인 윈도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자동-조정(범위 압축) 
동적 범위 압축은 큰 소리의 구간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도 오디오의 조용한 부분을 
증폭시킵니다. 약한 설정은 최소한의 증폭을 적용하여 원래의 레코딩처럼 들리게하고, 
강한 설정은 최  증폭을 적용합니다. 
기본 재생 속도 
재생 속도를 느리게(F11/F12) 및 빠르게(F3)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정상 속도 
퍼센트로 표시하는데, 50%는 정상 속도의 절반의 속도이며 200%는 정상 속도의 두 배 
속도입니다. 권장 설정은 느리게는 50% (최소 25%, 최  100%)이며 빠르게는 150% 
(최소 100%, 최  300%)입니다.
현재 재생 속도의 속도(F9)는 메인 화면의 속도 제어를 이용하여 제어됩니다.
선명 저주파 컷오프 방식(저주파 차단 필터) 
Express Scribe는 저주파 차단 필터를 사용하여 저품질의 레코딩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명도는 주파수 컷오프 포인트를 설정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필터 없음은 컨트롤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중간 레벨의 주파수 필터는 고 
또는 저 베이스 필터를 사용, 또는 매우 낮은 품질의 레코딩은 1500Hz 강도 필터를 
사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필터 없음으로 됨: 전체 베이스(0Hz).
정지시 자동 후향 
재생을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경우, Express Scribe가 이전 작업 정지 바로 전의 
짧은 구간을 재생하도록 '후행'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행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데 (ms 밀리초),이를테면 받아쓰기를 1.5초 전으로 되돌리려면 값을 '15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후행을 하지 않으려면, 0을 입력합니다. 입력 가능한 최 값은 
60000ms 입니다.
되감기 및 빨리-감기  
되감기 및 빨리-감기 모드는 속도 증가(기본값) 또는 고정 속도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Express Scribe는 먼저 사전 설정 후행 또는 선행(기본 500ms, 최  60000ms)을 
한 다음에 사전 설정 속도(기본 150%, 최  1000%)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속도 증가 
모드가 선택되면, 되감기 또는 빨리-감기를 누르는 길이에 따라 지정한 최고 
속도로(기본값 800%, 최  1000%) 6초 정도 더 속도가 증가됩니다.
받아쓰기 재생이 완료되면 

● 소리 재생: 
이 옵션을 선택하고 WAV 파일의 위치를 찾으면, 이 파일은 받아쓰기가 재생을 
종료할 때마다 재생될 것입니다. 유용한 사운드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C:\Windows\Media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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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시스템 단축-키
이 시스템-전체 단축-키 소개에서 단축-키 사용법과 이것을 변경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이 키보드 참조에서 기본 시스템-전체 단축-키 목록에 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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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수신
수신 레코딩  

수신 녹음 소스를 구성하여 확인 및 새 받아쓰기 로딩 과정을 단순 자동화하세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수신 소스를 설정합니다. 이 
옵션 ~ 수신 ~ 수신 자료 속성 부분에서 녹음 소스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수신 소스는 속성 버튼을 클릭하여 수신 소스 속성 화상자를 열고난 후, 
필요한 설정을 변경하여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 수신 ~ 수신 자료 속성 부분에서 녹음 소스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목록에서 입력 소스를 삭제하려면, 수신 녹음 목록에서 이것을 하이라이트하고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받아쓰기를 받으면:  
● 특별 처리 실행: 

이러한 오디오 처리는 수신된 오디오의 품질을 개선하고 스피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처리로 "배경 노이즈 감소", 
"추가 볼륨 부스트", 및 "하이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 소리 재생: 
이 옵션을 선택하고 WAV 파일의 위치를 찾으면, 이 파일은 받아쓰기가 재생을 
종료할 때마다 재생될 것입니다. 유용한 사운드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C:\Windows\Media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말풍선 팁 표시: 
새 받아쓰기를 받을 때마다 말풍선 팁을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nux에서, 이 옵션은 libnotify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을 선택 (다른 받아쓰기가 재생되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이 확인 체크되어 있으면, 도착한 받아쓰기의 로딩이 완료될 때 받아쓰기 
목록에서 이것이 선택될 것입니다. 다른 받아쓰기가 재생 중일때 새 받아쓰기의 
로딩이 완료되면 선택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사용자 암호 해독 키 설정 
Express Dictate, Pocket Dictate, DialDictate 및 WebDictate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송 전에 녹음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경우, 오디오를 
해독하기 위해 Express Scribe에 동일한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키는 발송인의 사용자 id를 기반으로 (Express Dictate 또는 DialDictate를 등록할 때 
받음)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id를 0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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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수신 ~ 수신 원본 속성
이 화상자는 사용자가 수신 녹음 파일 자동화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화상자는 
옵션 -> 수신 탭을 누르고 난 뒤, 추가(새 수신 구성을 위해)를 클릭하거나, 속성 (기존 
수신 구성을 구성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수신 방식 탭 

수신 방식  
● Express Delegate 

이 옵션을 선택하여 Express Delegate (v 4.00 이상) 받아쓰기 워크 플로우 
관리 서버에서 받아쓰기를 로드합니다. Express Delegate는 NCH 
소프트웨어사의 전용 받아쓰기 워크 플로우 관리 서버입니다. 

Express Delegate 옵션
Express Delegate 서버는 LAN (지역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일 수 있습니다. Express Delegate 관리자는 
서버에 로그온하기 전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press Delegate 설치, 
서버 구성, 및 사용자 계정 만드는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Express 
Delegate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연결하려는 Express Delegate 서버에 한 서버 및 로그온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서버 
● 주소: 

예, server.company.com 
● 포트: 

서버 포트 번호입니다. 
● 보안 연결 (SSL/TLS): 

이 상자에 확인 체크하여 서버 데이터 전송 상호간을 암호화합니다. 
로그온 
● 이메일 주소/암호: 

Express Delegate 사용자 계정 로그온 이메일 및 암호입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 이것을 재설정하는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Express Delegate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테스트: 
현재 서버 및 로그온 정보를 사용해서 클릭하여 서버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연결에 성공하면 서버의 세부 사항이 표시될 것입니다. 

● FTP: 
이 옵션을 선택하여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서버에서 받아쓰기를 
로드합니다. 이 서버에 자신의 디렉토리가 있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사용자 
자신의 서버를 호스트할 필요 없음 - 거의 모든 ISP 웹 호스팅 서버는 FTP 
연결을 매우 저렴하고 적합하게 제공하며, 서버는 전세계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NCH Software가 권장하는 FTP 호스팅 서비스의 목록을 여기에서  
참조하십시오. 
경고: 받아쓰기가 일단 로드되면 FTP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FTP 옵션: 
사용자가 연결하려는 서버에 한 서버 및 로그온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서버 
● 주소: 

예, ftp.company.com (또는 비-기본 포트 번호를 지정하려면 
ftp.company.com: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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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연결 (FTPES) 
만일 서버 데이터 전송 상호간을 암호화할 수 있으면, 이 상자를 확인 
표시하여 가능하게 합니다. 

로그온 
● 유형: 

사용자 계정 또는 익명을 사용하여 로그온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 사용자 이름/암호 (로그온 유형이 익명이 아닌 경우): 

FTP 계정 이름 및 암호. 
폴더:  
예, /Name/Dictations 
기본 FTP 서버 폴더의 하위-폴더. 
연결 테스트: 
현재 서버 및 로그온 정보를 사용해서 클릭하여 서버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 로컬 폴더: 
이 옵션을 선택하여 공유 드라이브 또는 LAN (로컬 네트워크) 폴더, 또는 로컬 
컴퓨터 폴더에서 받아쓰기를 로드합니다. 
경고: 받아쓰기가 일단 로드되면 소스 드라이브 또는 폴더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로컬 폴더 옵션 
● 소스 폴더 또는 드라이브: 

예, H:\공유 폴더들\타이핑\사용자 폴더\\서버\폴더 이 소스 폴더는 공유 
드라이브 또는 LAN (로컬 네트워크) 폴더, 또는 로컬 컴퓨터 
폴더입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폴더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 권한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신된 이메일에서 받아쓰기를 자동으로 로드하려면, 이메일 
프로그램이 첨부 파일을 저장하는 곳인 로컬 폴더를 소스 폴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딩 모드 탭 
로딩 모드는 이 입력 소스가 언제 새 받아쓰기로 체크될 지, 그리고 하나 이상의 
받아쓰기가 있을시에 얼마나 많은 받아쓰기를 로드할 지를 결정합니다. 
● 수동 - 한번에 하나씩: 

"동기화" 버튼 또는 메뉴 항목이 클릭되면 입력 소스가 확인됩니다. 여러 개의 
새로운 받아쓰기가 발견되면,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의 받아쓰기만 로드됩니다. 

● 수동 - 모든 파일들: 
"동기화" 버튼 또는 메뉴 항목이 클릭되면 입력 소스가 확인됩니다. 발견되는 
모든 새로운 받아쓰기가 로드됩니다. 

● 자동 - 모든 파일들: 
입력 소스는 "간격 확인(분)"에서 지정한 간격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발견되는 
모든 새로운 받아쓰기가 로드됩니다. 

간격 확인(분) 
이 값은 새 받아쓰기 수신 소스의 자동 확인 시간을 분 당 간격으로 지정합니다. (수동 
로딩이 선택되면, 간격 확인은 비활성됩니다.)
파일 유형 탭 

이 수신 소스에서 로드하려는 파일 확장명 옆의 확인 상자에 체크합니다. 
참고: 수신 방식으로 Express Delegate가 사용된 경우 파일 확장명 확인 상자는 
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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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파일 형식
기본 RAW/VOX 설정하기..  
여기서 코덱 설정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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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음성 텍스트 변환
음성 문자 변환을 Express Scribe로 설정하고 나면, 파일 로드시에 프로그램이 이것을 
배경에서 처리한 뒤, 노트란에 전체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녹음물 자체보다 더 긴 시간이 
요구됨), 이 기능은 기중인 입력 작업이 있을때 이상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음성 
인식이 배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트랜스크립션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성 문자 변환 기능에 너무 많은 기 는 하지 마십시오. 기계가 정확한 
트랜스크립션을 할 수 있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잘 훈련된 엔진도 최고 
약 90% 정도의 정확성 밖에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콘셉트는, 사용자가 이 
기능을 초안 텍스트를 작성하는 도구로서, 작업물을 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하고, 교정 
또는 다시 포맷시키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적절한 문자 음성 변환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사용자는 엔진을 "훈련"시켜 
사용할 각각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해야합니다. 훈련 기능은, Express Scribe가 아니라, 
사용자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 엔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press Scribe는 발송인의 Express Dictate (또는 DialDictate) ID를 사용하여 각 
받아쓰기 파일들을 자동으로 훈련된 스피커와 매치시킵니다. 이 ID는 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발급 (모든 등록이 되지 않은 사용자들, WAV 파일 및 도킹된 
녹음들은 ID 0로 간주됨) 됩니다. 여러분이 스피커의 음성을 익히도록 훈련시키면, 
Express Scribe는 그 사용자가 귀하에게 파일을 보낼 때마다, 그 스피커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옵션->문자 음성 변환 탭의 "사용자-별 프로필" 
섹션에서 합니다.
음성 문자 변환 설정 
1. 옵션 화상자를 열고 음성 문자 변환 탭을 선택합니다.
2. "음성 인식 활성"을 클릭합니다.
3. 엔진 드롭-다운 목록에서 음성 인식 엔진을 선택합니다. 풀-다운 목록에 표시된 

엔진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설치하지 않았거나, 
SAPI 호환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기본 프로필 드롭-다운 목록에서 음성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필은 
"사용자-별 프로필"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 부터 받은 모든 받아쓰기들에 사용될 
것입니다..

5. 각 사용자들이 엔진을 훈련시켜 그들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은 
그분들이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여러분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부분의 음성 인식 
엔진들은 이분들이, 다른 PC를 사용하여 훈련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이 훈련 
파일을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6. 훈련을 완료한 각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자-별 프로필" 목록에 그들의 사용자 ID와 
스피커 프로필을 추가합니다. 그분들이 Express Dictate 또는 DialDictate에 등록된 
사용자인 경우, 그 소프트웨어 등록시에 그 분들이 받은 ID를 사용합니다. 모든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WAV 파일 및 도킹된 녹음에는 사용자 ID 0을 사용합니다.

참고: 음성 문자 변환 옵션 탭을 열거나, 선택된 엔진을 변경할 시에, "프로필 검색" 화 
상자가 얼마간 표시될 수 있습니다.참고: 음성을 문자로 변경 옵션 탭, 또는 선택한 
엔진의 변경을 열면, "프로필 가져오기" 화 상자는 얼마 동안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받아쓰기가 로드되면, Express Scribe는 배경에서 음성 엔진을 실행할 
것입니다. 완료되면, 텍스트는 노트란에 "붙여넣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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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 주십시오. 이 처리는 시간이 소요 (레코딩 시간 자체보다 더 길 수 있음)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기중인 항목들이 있을때 이상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트랜스크립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음성 문자 변환 처리는 오직 받아쓰기가 먼저 로드될 때만 실행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미 로드된 받아쓰기에 Express Scribe를 시작할 경우, 인식 처리는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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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디스크 사용량
이 날짜 기한이 지나면 이전 '완료' 파일들 삭제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부족한 경우, Express Scribe가 '완료'된 레코딩을 자동 삭제할 
날짜 수를 설정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려면 0으로 설정합니다.
하드 디스크 공간이 (MB) 이하일 때 경고 메시지 표시 
이 설정은 파일을 로드할때, 또는 Express Scribe을 시작할때, 하드 드라이브 여유 
공간이 지정된 MB의 수 밑으로 떨어질때 경고 표시 확인을 설정합니다. 이 양의 이하가 
되면, Express Scribe은 더 이상 파일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폴더  
이 설정은 Express Scribe가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곳을 결정합니다.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또는 파티션된 하드 디스크)가 있고 기본 폴더가 작은 디스크에 있으면 이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부분의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경고: 
● 이동식 디스크의 폴더에 데이터 폴더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 네트워크 위치에 데이터 폴더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 데이터 폴더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현재 데이터 폴더의 데이터는 (예: 현재 로드된 

모든 받아쓰기) 더 이상 Express Scribe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 버튼으로 데이터 폴더를 기본 경로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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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표시
시간 모드  시간은 다음 모드 중 하나로 Express Scribe 전반에 표시될 수 있음: 

● 시간 경과  
녹음의 시작에서 현재 재생 위치까지의 상 적인 시간. 

● 남은 시간  
현재 재생 위치에서 녹음 종료까지의 상 적인 시간. 

● 녹음 시간  
현재 재생 위치가 실제로 녹음된 절 적인 실제 시간. 이 모드는 
MSRS - 멀티 채널 법정 및 회의 녹음기로 녹음된 자료를 트랜스크립션 하는 
작업에 특히 유용합니다. 

시간 형식  재생 위치 또는 녹화 시간을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표시:
● m:ss 

분 및 초. 
● m:ss.t 

분, 초, 및 1/10초 
● h:mm:ss 

시간, 분, 및 초. 
● h:mm:ss.t  

시간, 분, 초, 및 1/10초 
● mmm:ss 

분(앞에 0) 및 초. 
● mmm:ss.t 

분(앞에 0), 초, 및 1/10초. 
● hh:mm:ss  

시간(앞에 0), 분, 및 초. 
● hh:mm:ss.t  

시간(앞에 0), 분, 초, 및 1/10초. 
접두사/접미사  이 접두사와 접미사는 이것을 받아쓰기 노트 (노트 -> 삽입 -> 시간), 

또는 클립 보트에 복사 ("복사 시간" 명령을 옵션 -> 단축-키에서 사용)를 삽입했을때 
현재 재생 위치에 첨부됩니다. 
예를 들면, 접두사 "[" 및 접미사를 "]" 설정하면 "[0:12:34.5]"가 됩니다. 
추가 열  
사용자는 메인 창의 받아쓰기 목록에 최  2개의 사용자 정의 열을 구성하여 태그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태그 이름 및 열에 한 라벨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에 <caseno>12345</caseno> 태그가 포함된 경우, "XML 태그"는 
"caseno"이며, "열 라벨"은 "Case"가 될 것입니다. "12345" 값은 그 받아쓰기에 

응하는 행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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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기타
이 파일을 기반으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사용 
수신한 받아쓰기를 타이핑하기 위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면, Ctrl+U를 
클릭하시거나, 메인 화면에서 보조 도구모음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Express Scribe가 각 레코딩 당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문서가 
만들어질 때, Express Scribe의 복사용으로 기본 워드 문서 파일 (이것은, 예를 들어 
사용자의 기본 템플릿을 포함한 것일 수 있음, 기타 등등) 을 복사합니다. Express 
Scrone로 Ctrl+U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Express Scribe가 복사하도록, 기본 문서 
파일을 제작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
사용자는 사용할 여러 기본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작성시 어느 문서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거
더 이상 특정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제거 버튼을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
어떤 문서를 먼저 자동으로 열리게 할지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Ctrl+U 단축키를 
선택하고 기본값으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급 이메일 발송 설정 
이 버튼을 사용하여 고급 이메일 발송 설정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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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 ~ 제어
여기서 조절기 ~ 개요  풋 페달 컨트롤러로 Express Scribe 제어하기에 한 개요를 
참조하세요. 
풋페달 제어기 활성화 
제어기를 사용하려면 이 상자에 확인 표시합니다. 
제어기 설치 마법사 설정 
이 마법사를 실행하여 액티브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구성합니다. 여기서 
풋페달 및 휴 용 컨트롤러 설치 가이드에 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액티브 컨트롤러  
구성된 컨트롤러가 있으면 그 유형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속성 
활성 장치의 정적 구성 즉 회사, 모델, 및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또한 몇몇 구성 
옵션에 변경을 허용하는데, 이를테면 직렬포트로 연결되는 컨트롤러를 위해 어떤 
포트를 사용해야하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명령 맵/테스트 
액티브 컨트롤러의 버튼 또는 페달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첫번째 열은 버튼이나 페달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두번째 열은 버튼이나 페달을 누를때 실행되는 Express Scribe의 명령을 

표시합니다. 
"*"로 표시된 명령은 아래의 "탭 잠금" 옵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 세번째 열은 각 버튼이나 페달이 현재 눌러있는 경우 컨트롤러 구성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됩니다. 

"명령 변경"을 클릭하여 사용자는 버튼이나 페달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을 변경할 
수 있는 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기본 명령 재설정"을 클릭하여 원래 상태의 각각의 버튼 또는 페달에 한 명령 
매핑을 재설정합니다. 
탭 잠금  

모든 명령이 "*"와 표시되면 "명령 지도 / 테스트" 화 상자는 변수 기간 동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매핑된 버튼이나 페달이 눌러지면 시작됩니다. 명령이 중지될때 탭 
잠금 옵션을 변경하여 구성합니다. 

● 탭 잠금이 비활성화된 경우, 이 명령은 버튼이나 페달을 해제할때 항상 
중지됩니다. 

● 탭 잠금을 사용하는 경우: 
● 잠금 해제 시간-제한이 비활성화된 경우: 이 명령은 버튼 또는 페달을 

해제한 후에 항상 지속되고, 그 다음에 누르면 중단됩니다. 
● 잠금 해제 시간-제한이 활성화된 경우: 버튼이나 페달을 빠르게 해제한 

경우, 이 명령은 다음에 누를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버튼 또는 페달이 
시간-제한 보다 더 길게 유지된 경우, 탭 잠금이 무시되고 이 명령은 
버튼이나 페달을 해제할때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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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 제어기 ~ 개요
풋페달 제어기 소개 

Express Scribe에서 많은 작업 실행들을 풋페달 제어기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
어기의 페달이나 각 버튼들은, 눌렀을 떄 바로 제동되어 명령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풋페달 제어기는 키보드 바로가기나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참조 제어기 ~ 호환되는 제어기들 Express Scribe와 호환되는 제어기 목록. 
Express Scribe가 전경에 있는지의 여부나 포커스의 유무에 상관없이 버튼 또는 
제어기의 페달 밝기들은 감지됨니다. 제어기는 Express Scribe가 최소화되었거나,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활성 제어기  
The "활성 제어기"는 사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어기입니다.
참조 풋페달 및 휴 용 제어기 설치 가이드  와 옵션 ~ 제어  활성 제어기 구성에 한 
정보. 
활성 제어기의 플러그를 뽑고 다른 포트로 이동하면, 더 이상 활성 제어기로 
감지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제어기를 원래 포트에 다시 연결하거나, 
제어기 설치 마법사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제어기 상태  
실행 제어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상태 표시줄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The 
icon has four possible states: 

● 검정 아이콘, 녹색 점: 활성 제어기가 올바르게 연결 및 구성됨.
● 검정 아이콘, 주황색 점: 활성 제어기는 구성되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 검정 아이콘, 빨간색 점: 활성 제어기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함.
● 회색 아이콘, 점 없음: 제어기 기능이 비활성됨
제어기 상태에 한 설명을 보려면 마우스 커서를 상태 아이콘 위로 

이동하십시오. 
제어기 기능은 활성화되었으나 활성 제어기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플러그 앤 
플레이 제어기를 연결시에 이것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클릭해서 제어기 설치 마법사 를 실행하고 활성 제어기로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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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 제어기 ~ 호환 제어기
제어기 ~ 개요  Express Scribe를 휴 용 또는 풋페달 제어기로 제어하기 개요를 
참조하세요. 
권장 제어기들  

다음의 제어기들은 Express Scribe 와 호환이 되며, Express Scribe 기술 지원을 
구입하시면 이것의 구성을 지원해드립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구매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어기 이미지 설명 지원하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AltoEdge USB 
풋페달

 페달 3개가 있는 
USB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수 아님

무선 
트랜스크립션 
풋페달

 페달 세 개가 
있는 무선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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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 Infinity 
IN-USB-1 / 
IN-USB-2

페달 세 개가 있는 
USB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요

vPedal vP-1 (USB) 페달 세 개가 
있는 USB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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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edal vP-4 MKII 
무선 풋페달

페달 세 개가 
있는 무선 
블루투스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요

 
레거시 제어기  

다음 제어기들은 Express Scribe와 호환이 되며, 기술 지원을 구입하시면 이것의 
구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새 제어기 구입을 고려 중이시면, 위에 열거된 "권장 
제어기들" 중 하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어기 설명 지원되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VEC Infinity IN-DB9 페달 3개가 있는 9핀 

직렬 포트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수

vPedal vP-1 (직렬) 페달 3개가 있는 9핀 
직렬 포트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수

 
다른 제어기들  

다음 컨트롤러들은 Express Scribe와 호환될 수 있지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CH Software는 이들 컨트롤러에 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 설명 지원되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올림푸스 풋 스위치 
RS-27(USB)

3개의 페달이 있는 
USB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요

필립 풋 컨트롤 2320 3개의 페달이 있는 
USB 풋페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필요

제네릭 게임 컨트롤러 윈도우 "제어판" -> 
"게임 컨트롤러")에 
설치 및 구성된 하나 
이상의 버튼이 있는 
게임 컨트롤러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필요

제네릭 직렬 포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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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포트에 연결하는 
일부 컨트롤러는 위의 
"권장 컨트롤러" 또는 
"레거시 컨트롤러"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일반 직렬 포트 
컨트롤러로 구성할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필요

 
사용자 정의 드라이버 

Express Scribe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이 컨트롤러가 호환되는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정의 드라이버를 작성하여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CH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정의 드라이버에 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이 필요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 
● 컨트롤러와 인터페이스에 사용된 API에 한 컨트롤러 제조업체의 설명서.
사용자 정의 드라이버를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커넥터 
컨트롤러는 다음의 커넥터들을 사용 가능:
포트 플러그 지원되는 운영 체제 노트 
USB 보편적으로 USB-A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X 
직렬 9 pin DE-9 또는 25 

pin DB-25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게임 15핀 DA-15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윈도우 비스타 
및 그 이상에서 게임 
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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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지정 해상도
이 화상자를 사용하면 저장하는 동안 비디오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설정하려면, 도구모음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크: 데이터 디스크, 
컴퓨터/데이터, 휴 용 장치, 이미지 시퀀스 또는 입체 3D 옵션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해상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열리는 사용자 지정 해상도 화 상자에서 너비와 높이를 픽셀 단위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비율 유지 확인 박스를 사용 가능한 경우, 확인 체크해서 너비 또는 높이를 변경할 
때 동일한 화면 비율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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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정의 해상도 (360도 비디오)
이 화상자를 사용하면 저장시에 360도 비디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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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상자에서 너비와 높이를 픽셀 단위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60도 동영상을 위해서는 폭을 정확히 높이의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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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사용자 정의 프레임 속도
이 화 상자를 사용하면 비디오의 프레임 속도(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프레임 속도를 설정하려면, 도구 모음의 저장 단추를 클릭하고 다음 
디스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디스크, 컴퓨터/데이터, 휴 용 장치 만들기 또는 
입체 3D 옵션. 프레임 속도 드롭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열리는 사용자 지정 프레임 속도 화상자에서 프레임 속도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프레임 속도는 가변 프레임 속도(VFR)이지만, 화 상자를 사용하면 고정 프레임 
속도 확인란을 선택하여 고정 프레임 속도(CF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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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감지된 형식
이 화상자는 저장 프로세스 중에 비디오 시퀀스의 감지된 형식을 보여 주습니다. 
동영상의 형식을 감지하려면 홈 탭 바의 내보내기 비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비디오 
파일, 3D 비디오 파일, 휴 용 비디오, 무손실 비디오, DVD 무차별 비디오, DVD 무비 
영화 디스크, DVD 데이터 디스크, 이미지 시퀀스, 유튜브, 플리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또는 비메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전 설정 필드 옆의 감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지는 모니터 화면 크기에 따라 비디오 
출력 해상도 형식을 조정합니다.
다른 형식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선택한 형식을 출력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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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참조 - DVD 비트레이트 설정
이 화 상자를 사용하면 DVD 비디오의 비트레이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상자를 열려면, 도구 모음에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고 디스크 저장 옵션을 선택한 
뒤, DVD 영화 만들기 옵션을 클릭합니다. 고급 버튼을 클릭하여 DVD 비트레이트 설정 

화상자를 엽니다.
기본 옵션은 비트레이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수동 옵션을 선택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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