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s Guide

천하통일 Light
알림
• 천하통일 Light 사용자 설명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하통일
Light 프로그램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며 본 사용자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서는 Windows의 작동 방법이나 마우스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Windows의 사용법은 Window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 여러 개의 작업 파일을 동시에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방영 중 편집이 가능하여 작업 효율을 높여 줍니다.
• True Type※ 서체의 사용하므로 서체 확장이 쉽고 저렴합니다.
• 글자와 도형에 완벽한 앤티 앨리어싱(Anti-Aliasing) 처리를 하여 방송용 품질에 적합
합니다.
• 최대 999(Point) 까지 확대 가능한 글자 크기와 다양한 글자 효과를 지원합니다.
• 글자 두께 조절 기능 지원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체를 활용 할 수 있다. (두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Windows※용 True Type※ 서체들은 획이 가는 것이 많아 실제 문자
발생기용 서체로 사용이 어려움)
• 20여년 전통의 컴픽스의 기술로 만들어 빠르고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배우기 쉽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 해당 명칭은 각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주요 기능
Hard 및 Soft Edge (엣지, 테두리), 그라데이션 효과, 도형 그리기, 완벽한 앤티-앨리어싱
처리, 다양한 글자 효과 (Bold, Italic, Outline, 크기, 폭, 두께 조절기능, 컷, 롤, 크롤, 다양
한 2D 방영 효과 지원, 256단계의 투명도, 1600만 색상지원, TGA, BMP, JPG 포맷 지원.

CG 작성 할 때 유의 할 점
• VGA 모니터상의 색상은 TV 모니터의 색상과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색상이 TV 모니터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세요.
• 가장 밝은 색이나 가장 어두운 색을 사용하지 마세요. 한 단계씩 다음의 색상을 이용
하세요.
• 가급적이면 원색의 사용을 자제하세요. 중간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빨간
색은 일반 TV 모니터에서 심하게 번집니다.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 한 단계 옆의 색상
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최소 요구사항
GenC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양을 충족하는 PC환경이 필요합니다.
.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XP 이상
. 프로세서 Intel P-Ⅲ이상
. 메 모 리 128 MB
. 메인보드 Intel칩 권장(그래픽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함)

고객지원 안내
사용 중 고장이나 사용방법의 문의 시 홈페이지(http://www.compix.co.kr)나 당
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 (월-금) 09:00~16:30
. 본

사 : 02-525-5900

. 고객

센터 : 080-525-0008

천하통일 Light

1. 천하통일 Light 이해하기
1.1. 편집 구조
1.2. 페이지 모드
천하통일 Light는 자막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막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
틸(Still : 화면 단위의 자막), 롤(Roll), 크롤(Crawl), Reveal (객체별 효과)등으로 구성이 됩
니다. 페이지들의 모임입니다.

1.2.1.

스틸

가장 일반적인 자막으로 화면의 단위로 편집되며 화면 단위로 방영 효과를 줄 수 있다.

1.2.2.

롤

아래위로 긴 내용을 가지며 방영하면 화면이 수직으로 스크롤 된다. 주로 엔딩 크레디트
에 사용된다.

1.2.3.

크롤

좌우로 긴 내용을 가지며 방영하면 화면이 수평으로 스크롤 된다. 주로 긴급 상황이나
다음 방영 시간표 등을 보여 줄 때 사용된다.

1.2.4.

타이핑

스틸 모드와 같이 화면 단위로 편집되며 모드에서 타이핑으로 설정하면 타이핑 디스플
레이가 된다. 타이핑되는 순서는 가장 먼저 작업한 객체부터 송출된다.

1.3.

페이지 구조
각 페이지는 한 개의 Background(배경) 객체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Text(글자), Shape
(도형) 객체들로 구성이 되며 각각의 객체들은 계층 구조를 가진다. 맨 아래쪽에
Background 객체가 놓이며, 그 위에는 Shape(도형) 객체가 맨 위쪽에는 Text (글자)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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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놓여진다.
배경

도형
글자

즉 도형 객체는 무조건 글자 객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며, 같은 객체들은 간에는 나중
에 입력된 객체가 위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1.4.

수치 조절하기
Buddy
입력창
천하통일 Light의 속성 중에는 숫자로 값을 나타내주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속성은 Buddy라 부르는 작은 화살표 모양의 단추가 붙어 있다. 일반 Edit
Control 에서는 입력창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왼쪽 단추를 누른 뒤에 키보드로 값을 직
접 입력하거나 Buddy를 눌러서 값을 조절하는데 천하통일 Light 에서는 입력창에 마우
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의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움직여서 값을 조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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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2.1. 실행하기
천하통일 Light.EXE를 더블 클릭(Double Click) 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메뉴
편집창

카탈로그
페이지리스트

속성편집창
• 편집창 : 자막 화면을 편집하는 곳이다. 천하통일 Light는 여러 개의 작업 파일을 동시
에 편집할 수 있다.
• 속성판 : 글자와 도형의 속성과 방영효과 등을 선택한다.
• 메뉴 : 파일의 읽기, 저장 페이지 이동 등의 메뉴가 제공된다.
• 도구 막대 (Tool Bar) :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 놓은 것.
• 카탈로그 : 도형이나 글자의 색상스타일을 저장하여 놓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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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 자막 파일 만들기
새로운 자막 파일을 만들어 편집을 하려면 새 자막 파일 만들기 기능을 실행하면 되는
데 방법은 다음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N)를 실행한다.
② 도구 막대에서

를 누른다.

③ Ctrl+N 키를 누른다.
새 자막 파일 만들기 기능이 실행되면 새로운 자막 편집창이 하나 더 생긴다.
천하통일 Light 는 여러 개의 자막 파일을 동시에 편집 할 수 있으며 자막 파일 간에 복
사가 자유로워 손쉽게 편집 할 수 있다.

2.2.1. 자막 입력
도구 막대에서

단추가 눌러 있는가를 하고 자막 입력창에서 글자 입력을 원하는 위

치를 마우스로 클릭 하면 I 자 모양의 글자 입력 커서가 나타난다.
키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화면에 글자가 나타난다.

글자커서 입력

천하통일 Light

Enter 키를 치면 새로운 줄이 생겨 계속 입력을 할 수 있으며, 화살표 키를 이여 글자와
줄 사이를 이동 할 수 있다

2.3. 자막 파일 저장
편집된 자막을 다음에 사용하거나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에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자막은 다른 Windows용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막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저장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2.3.1. 파일 저장하기
일반적인 Windows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저장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방
법이 있다. 천하통일Light의 확장자는 *.lcg로 나타납니다.
① 마우스를 이용하여 메뉴에서 파일(F) 메뉴를 선택하고 저장(S)을 실행한다.
②

단추를 눌러 파일 저장하기 다이얼로그를 실행한다.

③ Ctrl-S 키를 눌러서 저장한다.

파일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 내용을 파일에 저장을 하고 편집기로 돌아오
지만 파일명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이얼로그가 나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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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작업 내용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원래의 작업 내용이 들어 있는 파일은 놓아두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저장하기에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면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거나 미리 저
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서 선택을 하고 저장 단추를 누릅니다.

변경할 파일명

지정된 이름으로

저장 작업

2.3.3. 다른 이름 그림으로 저장하기
현재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를 다른 이름의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다.
파일 형식은 *.BMP, *.TGA, *.JPG로 저장 가능하며 그림으로 저장 된 후에는 그림 형식
으로 불러들려 편집(사이즈 조정, 위치이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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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페이지, 현재 페이지만, 지정페이지를 다른 이름의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다. 파일
형식은 *.BMP, *.TGA, *.JPG로 저장 가능하며 그림으로 저장 된 후에는 그림 형식으로
불러들려 편집(사이즈 조정, 위치이동) 할 수 있다.

파일형식지정

천하통일 Light

2.4. 자막 파일 읽기
이전에 작업해서 저장해 놓은 자막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막 읽기 기능을 사용한
다.

① 파일 메뉴에서 열기(O)를 실행한다.
②

단추를 누른다.

③ Ctrl-O 키를 누른다.
자막 읽기 기능을 실행하면 Windows의 열기 다이얼로그가 실행이 되는데 다이얼로그
에서 적당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O) 단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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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atalogue(색상 저장)
글자나 도형의 색상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불러
들여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Catalogue Bar의
상단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마우스 취소버튼(왼
쪽)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여러
개의 Catalogue를 생성하여 맞는 색상을 저장
하여 용도에 맞게 저장해두었다가 불러들여 사
용할 수 있다.
New(새파일열기)항목을 선택하여 새로운
Catalogue를 생성할 수 있다.
New를 선택하면 빈 Catalogue가 나타나며 색
상을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저장하기 창이
뜬다.
확장자는*.cat로 나타나며 저장하고자하는 색상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여 두면
편집 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속성 판의 색상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Catalogue Bar로 드래그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며
Catalogue Bar의 색상을 도형이나 색상에 입힐 때는 색상 선택 후 드래그 하여 속성 판
의 색상 위치에 적용시키거나 작업화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객체로 드래그 한다.
색상을 지우거나 복사하기 위해서는 색상 선택 후 마우스 취소버튼(왼쪽)을 누르면
Copy(복사), Remove(삭제)할 수 있다.
*카타로그창 View Mode

Icons And Names

Icons Only

Tex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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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
천하통일 Light는 글자와 도형을 자유롭게 섞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는 글자의 속성에 제한이 없다. 글자와 도형은 거의 동일 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속성을 조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3.1. 글자 편집
3.1.1. 글자 입력하기
천하통일 Light에서 글자의 입력은 도구 상자에서

를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원하

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클릭을 하면 I 형의 텍스트 커서가 나타나는데 이때 원하는 글자
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 줄에 입력을
하려면 ENTER 키를 누르면 커서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계속 입력을 할
수 있다.
천하통일 Light는 글자 객체 내에 여
러 줄의 내용을 입력 할 수 있으며 삽
텍스트 커서

입과 삭제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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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글자 삭제
3.1.2.1. Del 키 사용
삭제를 원하는 글자의 앞쪽에 커서를 이동시키고 Del 키를 누르면 커서 뒤쪽의 글자가
한자씩 지워진다.

3.1.2.2. Backspace키 사용
Backspace 키를 누르면 앞쪽에 위치한 글자를 하나씩 지운다.

3.1.3. 글자 삽입
글자 삽입을 원하면 커서를 삽입을 원하는 곳에 이동시키고 문장을 입력한다.
커서 뒤쪽으로 입력한 문장이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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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줄(Line)삽입
Enter 키를 입력하면 커서 뒤쪽의 내용이 잘려 나가며 새로운 줄이 만들어진다.

3.1.5. 커서 이동
천하통일 Light에서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된 문장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내
용을 수정할 수 있다.

3.1.5.1. 좌우 이동
좌우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커서를 한 글자씩 옆으로 커서를 이동 할 수 있다.

3.1.5.2. 상하 이동
상하 화살표 키는 커서를 한 줄 위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다음의 글자 객체로 이동
시키는 데도 사용된다.

3.1.5.3. 맨 앞으로 이동
Home 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된 글자 객체의 가장 윗줄의 앞으로 커서가 이동한다.

3.1.5.4. 맨 뒤로 이동
End 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된 글자 객체의 마지막 줄의 맨 뒤로 커서가 이동한다.

3.1.5.5. 다음 객체로 이동
커서가 맨 아랫줄에 있을 때 아래쪽 화살표를 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위치한 다음 글자
객체로 커서가 이동한다.
반대로 커서가 맨 윗줄에 있는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위쪽에 위치한 글자
객체로 커서가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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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부분 글자 수정
부분적으로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버튼
을 눌러 이동하면 사각박스가 생기면서 수정범위가 지정되며 범위를 지정한 후 글자의
속성이나 색상을 수정하면 된다.
범위

3.1.6. 글자 속성 변경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바꾸려면 아래쪽의 속성 판을 이용한다.

한 개의 객체 내에 들어 있는 모든 글자의 속성이 한 번에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어 레
이 아웃을 변경하는데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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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글자 객체의 위치 이동
글자 객체를 이동시키려면 원하는 글자의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로 커서를 이동하면 (Drag) 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3.1.8. 문장 정렬
글자 객체 내에서 줄 단위의 정렬이 가능하며 현재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
킬 수 있다. 정렬은 객체의 넓이(폭)를 기준으로 정렬된다.

3.1.8.1. 왼쪽 정렬
글자 객체내의 줄들을 왼쪽으로 정렬시킨다.

3.1.8.2. 가운데 정렬
글자 객체내의 줄들을 가운데로 정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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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오른쪽 정렬
글자 객체내의 줄들을 오른쪽으로 정렬시킨다.

3.1.9. 한글/영문 변환
키보드의 한/영 키를 누르면 한글/영문 입력 모드가 바뀐다. 한/영 키가 없는 키보드에
서는 오른쪽 Alt 키를 누른다. 한글/영문 입력 모드의 변환은 Windows의 설정을 따르
므로 사용자가 설정 해 놓은 한영 전환키를 사용하면 된다.

3.2. 특수문자 입력
천하통일 Light에서 특수 문자의 입력은 Windows의 표준을 따르고 있어 다른 프로그램
과 같은 방법으로 특수 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구체적인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음만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다.
②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다음과 같은 선택 창이 나타난다.

③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면 특수 문자들이 스크롤 되는데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왼쪽의
숫자를 누른다.
자음

특수문자

ㄱ

전각 기호

ㄴ

괄호 기호

ㄷ

수학 기호

ㄹ

단위 문자

특 수

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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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특수 문자

ㅂ

괘선 조각

ㅅ

원, 괄호 문자 (한글)

ㅇ

원, 괄호 문자 (영문)

ㅈ

전각 숫자와 로마 숫자

ㅊ

분수와 지수

ㅋ

전각 한글1

ㅌ

전각 한글2

ㅍ

전각 영문

ㅎ

로마 문자

3.3. 한자 입력
한자의 입력도 Windows의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 구체적인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한글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른다.

②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다음과 같은 선택 창이 나타난다.
③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면 한자가 스크롤 되는데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왼쪽의 숫자
를 누른다.
④ True Type Font중에서도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서체들이 있으며 그러한 서체를 사용
하게되면(펜흘림 ,매직체 등) 한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각박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
는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서체이므로 기본 서체(명조, 고딕 등)로 변경하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3.4. 도형 입력
도형의 입력은 도구 막대에서

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왼

쪽 단추를 누르고 끌어서 입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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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배경 그림 삽입
3.5.1. 배경그림 읽기
배경 그림을 선택은 Ctrl+Shift+P 키를 누르고 Windows의 열기 상자가 나타나면 원하
는 그림을 선택한다.

잠시 후 선택된 배경 그림이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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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원하는 파일 포맷은 TGA, BMP, JPG이며 외부에서 IMAGE를 가져올 경우에는
720×486사이즈로 저장하여 불러들일 수도 있다. 큰 배경그림을 2개 이상 불러오면 순
서에 따라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그림 메뉴로 이미지를 부르게
되면 배경으로 적용되어 선택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키보드의 Alt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미지를 선택하면 빗금으로 적용되어 이미지사이즈를 조정하거나 이동시킬 수 이게 된
다.

3.6. 그림 삽입
로고나 어깨걸이 등의 용도로 그림을 삽입 할 때는 Ctrl+P 키를 이용합니다. 그림 삽입
기능은 배경 그림과는 달리 마우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동,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
삽입된 그림은 테두리, 그림자 등의 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Framed
box를 같이 사용하고 그룹 기능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시키고 크기를 조절한다.
지원하는 그래픽 포맷 중에
TGA, BMP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맷은 32Bit 색상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Alpha값
(투명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Photoshop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lpha
값을 지정한 경우에는 TGA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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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객체 편집
3.7.1. 객체 선택
천하통일 Light에서 도형과 글자는 하나의 객체를 구성한다. 객체는 위치 색상 등의 속
성을 가지고 있는데 객체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객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객체
의 선택은 한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3.7.1.1. 단일 객체 선택
기본적으로 객체의 선택은 한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단일 객체 선택이 된다. 객체의 선
택은 단순히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을 원하는 객체 위에 위치시키고 왼쪽 단추를 누르면
된다.
선택된 객체

3.7.1.2. 겹쳐진 객체에서의 선택
여러 개의 객체가 겹쳐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택된 객체를 위주로 처리
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큰 객체가 있는 경우에 그냥 클릭을 하는 것으로는 위쪽
의 객체를 선택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겹쳐져 있는 객체를 모두 선택할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로 클릭 하면 원하는 객체를 선택 할 수 있다. 또는 모든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하려면
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범위안의 객체들이 모두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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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체 선택

모든 객체 선택

3.7.1.3. 복수객체선택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선택하려면 Shift Key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들을 선택하면 된
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객체도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다.

3.7.2. 객체 복사하기(Ctrl+C)
한 개의 페이지 내에서 객체복사 하고자 할 때는 객체를 선택하고 Control key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객체복사가 이루어진다. 수직이나 수평으로 복사하고자 할 때는
Control key + Shift key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 복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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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현재 페이지 내의 객체를 다른 페이지로 복사하고자 할 때는 복사할 객체를 선택한 후
Control key + C를 누르고 복사를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여 Control key + V를 누르
면 복사했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
※ 비교 : Control key + X(오려두기)
- 현재 선택한 객체를 페이지에서 잘라내서 원하는
페이지에 붙일 수 있다.

3.7.3. 객체 오려두기(Ctrl+X)
오려두기를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Ctrl+X 키를 누른다.

3.7.4. 객체 붙이기(Ctrl+V)
복사하고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Ctrl+V를 누르면 이전페이지에서 오려두었던 객체
가 현재페이지의 동일한 위치에 복사된다.

3.7.5. 객체 이동
이동을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다 놓는다.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상하좌우 비율을 맞추어
서 수직/수평으로 중심 위치에서 양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3.7.6. 객체 크기 조정
객체를 선택하면 사각형의 크기 조절 상자가 나타나는 8개의 작은 사각형 영역이 표시
되어 있다. 작은 사각형 부분을 잡고 Drag를 하면 객체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① 객체를 선택한다.

각 각의 포인터를
누르고 드래그

② 크기 조절 상자를 잡아 원하는 크기까지 Drag 한다.
③ 선택된 크기로 객체의 크기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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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객체 정렬
객체의 정렬기능은 위치 맞추기와 크기 맞추기 기능이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객체 순서 정렬도 가능하다.
위치 맞추기
크기 맞추기
순서 맞추기

3.7.7.1. 위치 맞추기
선택된 객체를 화면의 수직, 수평 중앙에 정렬시키는 기능이다.
왼쪽부터 화면기준(Safe area), 정렬선(삼각형 모양), 객체 기준(마지막에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정렬; 선택된 객체는 테두리에 사각 포인터가 설정되어 보임)정렬이다.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다시 나타나며 메뉴에서 원하는 정렬을 선택 한다.
하위메뉴 선택 시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며 상하좌우 중의 위치에 정렬할 수 있다.

Safe area

기준객체
선택

①

안전영역(Safe Area) ;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표시된 영역

②

임의영역 ;

③

선택객체 기준 정렬 ; 마지막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정렬된다.

의 위치에 있는 삼각포인터로 임의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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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크기 맞추기
선택한 도형 객체들의 크기를 맞추어 주는 기능으로 넓이와 높이를 맞추어 줄 수 있다.
(글자 객체는 해당 안 됨). 마지막에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가로/세로/넓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같은 높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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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넓이로 조정

같은 크기로 조정

3.7.7.3. 순서 맞추기
현재 선택한 객체의 순서를 변경하며 화면 왼쪽부터 맨 앞으로, 맨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 이동한다.

3.7.8. 그룹기능
그룹 기능을 이용하면 입력된 객체(글자, 도형, 그림)들을 묶어서 처리 할 수가 있다.

3.7.8.1. 그룹 설정
복수 객체 선택 기능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Ctrl+G 키를 누르면 선택된 객체
들이 한 개의 그룹으로 묶이게 되어 이동 등의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다.

3.7.8.2. 그룹 해제
그룹으로 묶여진 객체를 해제할 때는 Ctrl+U 키를 이용한다.

3.8. 롤(Roll) 편집
롤 편집은 페이지 모드를 Roll 로 만들고 글자와 도형을 입력하면 된다. 페이지가 롤 모
드인 경우에 Enter를 쳐서 화면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화면이 위쪽으로 스크롤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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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입력을 할 수 있다.

페이지모드 롤 설정
화살표를 이용하여 텍스트 커서를 이동시키면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크롤이 된다.
빠르게 스크롤을 시키려면 마우스로 이동 줄(Scroll Bar)을 이용한다.

수직스크롤바
생김

3.9. 크롤(Crawl) 편집
크롤은 편집 모드를 Crawl로 놓고 편집을 하면 된다. 크롤 모드에서는 좌우로 화면이 스
크롤 되며 편집을 한다.
그림과 도형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으며 여러 줄을 크롤 시킬 수 있다.

페이지모드 롤 설정

수평스크롤바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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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타이핑 편집
스틸 모드와 같이 화면단위로 편집되며 타이핑으로 설정하면 Typing Display되며 타이
핑되는 순서는 가장 먼저 작업한 객체부터 송출된다.

3.11. 페이지 편집

3.11.1. 작업 페이지 이동
도구상자의 페이지 이동 button을 이용한다.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페이지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3.11.2. 임의의 페이지로 이동
페이지 리스트에서 이동을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 한다.

3.11.3. 페이지 삽입
삽입→ 새로운 페이지를 실행하면 현재 편집 중인 페이지의 앞쪽에 새로운 페이지를 삽
입되고 편집 페이지가 새로운 페이지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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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페이지 자르기(삭제)
페이지 리스트에서 지울 페이지를 선택하고 Ctrl+Shift+X 키를 누르면 페이지가 자르기
(삭제) 된다. 또는 페이지 리스트에서 페이지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눌러 나타
나는 메뉴를 이용하여 작업해도 된다. 보통 현재 편집중인 페이지가 삭제되며 여러 페이
지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선택된 페이지가 모두 삭제된다.

3.11.5. 페이지 복사
Ctrl+Shift+C 키를 누르면 선택된 페이지가 클립보드로 복사된다.

3.11.6. 페이지 붙이기
Ctrl+Shift+V 키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된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의 앞으로 삽입된다.

3.11.7. 페이지 이동
이동을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 한다.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는 노란 테두리가 표시된다.

3.11.7.1. 페이지 범위 지정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나 삭제를 하려면 먼저 시작 할 페이지를 클릭 한고 Shift키를 누
른 상태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 하면 범위내의 모든 페이지가 선택되며 페이지 번호
가 노란 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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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페이지는 테두리가
노랗게 표시됨.

3.11.7.2. 새 페이지 추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면 비어 있는 페이지를 클릭 하면 마지막에 새
로운 페이지가 생성되고 작업 페이지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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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편의 기능
3.12.1. 옵션기능
안내선, 격자, 자동 백업 등 작업환경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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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1. 키보드로 객체 이동시 이동간격
각각의 객체는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도 잇고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 이
동하고자하는 객체를 선택한 후 Alt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누를 때마
다 이동이 가능한데 이동 간격은 옵션에서 조정하여 미세조정이 가능하다.

각 값은 픽셀 단위이며 클수록 이동간격이 크게 설정된다.

3.12.1.2. 안내선
비디오에서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화면의 영역을 표시해 준다. 보기>안내
선으로 선택해서 안내선의 켬/끔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옵션을 통해 다양한 안내선을
설정하여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세로선
사각테두리

중앙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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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3. 격자점

격자점을 설정하면 화면에서의 위치 파악과 정렬을 돕기 위한 작은 점들이 표시된다. 옵
션에서 표시 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픽셀단위로 격자점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보
기>격자점에서메뉴에서도 손쉽게 켜고 끌 수 있다.

3.12.1.4. 배경종류

작업공간의 배경을 사용자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3.12.1.5. 자동백업
천하통일 Light 자동 백업파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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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작업용 S/W번호 부여받기
작업용 S/W란, 보드(Genlock B/D,문자발생기 보드)가 없는 일반PC에서도 저장이 가능
하여 CG장비 없는 곳에서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작업용 S/W는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회원가입과 인증절차 과정을 거치면 인증번호를 부여받
을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HDD를 인식하여 생성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HDD상으로 포
맷을 하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시면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버전과 ID Number를 기록해주시면 익일내로 보드가 없는 곳에서
도 작업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Registration Code값을 부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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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Insert

3.13.1. Power CG문서
F-SCAN+기종의 문자발생기 파일(*.MDF)들을 불러들이며, F-SCAN+에서와 동일한 서체
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표현되나 없을 경우 Windows의 기본 서체로 나타나게 된
다.

3.13.2. 텍스트 파일
문서 읽어 오기 기능이란 HWP나 MS Word 와 같은 워드프로세서 또는 텍스트 편집기
에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문서 파일을 읽어 들이는 기능으로, 영화 자막 작성이나 프
롬프터로 사용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문서 읽어 오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천하통일
Light가 작동되는 Windows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3.13.2.1. 문서 읽어오기 사용법
1. 워드 프로세서 등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완성형 텍스트로 저장한다.
2. 문서를 불러오기 전에 사용 환경을 설정한다.
① 불러들이기 전에 사용하고자하는 서체의 기본 값과 색상을 먼저 지정한다.
② 위치는 페이지 편집창의 가로(▶◀)와 세로부분(▼▲)의 위치를 마우스를 이용
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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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선(삼각형모양)으로
불러들일 범위를 지정

3. CG 상위 풀다운 메뉴 중 삽입 → 텍스트 파일을 실행하여 불러 들이고자하는 파
일을 읽어 들인다.
4. 읽어 들인 텍스트문서들은 화면 우측의 페이지 리스트 창에 모두는 나타나지 않
으며 미리보기 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5. 조각그림이 있는 페이지에서 Text를 불러오게 되면 Text로 불러들인 모든 페이지
에 같은 조각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3.13.2.2. 제어문자
문서 읽어 오기 기능에서 제어문자를 이용하면 정렬방식과 글자 색상 등의 속성을 바꿀
수 있다.
제어문자는 별개의 줄에 단독으로 사용되어 문서에 전체적인 정렬방식을 바꿀 수 있다.
제어문자

기능

//

새 페이지

<<

왼쪽정렬

>>

오른쪽 정렬

<>

가운데 정렬

&&

영화자막정렬

왼쪽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은 먼저 지정한 가로와 세로 범위를 기준으로 정렬
이 된다. 영화자막 정렬의 경우 문장의 정렬은 한 페이지의 긴 문장(중앙정렬)을 기준으
로 짧은 문장은 왼쪽정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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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정렬
<>
언제나
꿈을 꾸지
▶

◀
언제나
꿈을 꾸지

② 왼쪽정렬
<<
내 왼쪽엔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

◀
내 왼쪽엔
아름다운 꽃들이 펴고

③ 오른쪽정렬
>>
내 오른쪽엔
즐거운 노래가 퍼지네.
▶

◀
내 오른쪽엔
즐거운 노래가 퍼지네.

④ 영화자막정렬
영화자막정렬은 영화자막 정렬 처음에만 넣어주면 그 이후의 모든 페이지는 영화
자막 정렬이 된다.(긴 자막 가운데 정렬, 긴 자막 기준으로 짧은 자막은 왼쪽정렬)
&&
꿈을 깨면
언제나 행복한 기분
//
오늘도
아주 아주 멋진 하루이길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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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깨면
언제나 행복한 기분
오늘도
아주 아주 멋진 하루이길 기대해

3.13.3. 시계/계수기
① 시계 기능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현재시각의 기능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 Mode : 기능 선택 메뉴 (Clock or Timer)
▶ Format : Clock송출 방법에 대한 다양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Duration : 송출되는 시간을 표시해 준다. Duration에서 지정된 시간만큼 송출되
며 지정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송출 Out이 된다.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계 값 무한 송출이다.
☞ Format, Duration 선택이후 OK 버튼을 누르면 작업화면 상에 현재시간(컴퓨터시
계)이 표시되며 표시된 시간 객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서체와 색상으로 변경하
며 원하는 위치에 Drag합니다. 송출 시에는 송출되는 시점의 컴퓨터 시간으로
송출됩니다.
* Roll이나 Crawl시에는 정지 상태로 흘러갑니다.
* 한 개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시간 객체 송출 시 먼저 만든 것부터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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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수기

▶ Mode : 기능 선택 메뉴 (Clock or Timer)
▶ Format : 송출되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Duration : 송출되는 시간을 의미하여 Start와 End를 선택함으로서 자동 지정됩니
다.
▶ Start : 카운터시작시간
▶ End : 카운터 끝나는 시간
☞ Format, Duration 선택이후 OK 버튼을 누르면 작업화면상에 지정 포맷으로 작업 화
면에 표시되며 표시된 Timer 객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서체와 색상으로 변경하며 원
하는 위치에 Drag합니다.
* Roll, Crawl 송출 시에는 정지 상태로 흘러갑니다.
* 한 개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Timer 객체도 송출 가능하며 송출 시 먼저 만든 것부
터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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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편집
글자와 도형의 속성 편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4.1. 문자속성

위는 속성 판으로 Char Attributes를 선택한 것인데 설명은 다음과 같다. 메뉴 중에서
Edge, Shadow는 도형 속성과 같아서 다음에 설명합니다.

4.1.1. 글자 속성
글자의 표면에 작용하는 속성입니다.

4.1.1.1. 폰트
원하는 서체를 고르는 선택한다.

4.1.1.2. 높이
글자의 높이(크기)를 지정한다. 16-999 까지 조정 가능하다.

4.1.1.3. 넓이
글자의 높이에 대한 폭의 비율(장평)을 지정하며 20%-500%까지 조정 가능하다.

4.1.1.4. 굵기
글자의 굵기(두께)를 조정한다. Outline 기능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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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Windows 서체

굵기 조절을 한 서체

좀 더 굵게 조절한 서체

일반적인 Windows의 서체는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가는 글씨들이 많이 포함되
어 있다. 글자 굵기 조절 기능을 이용하면 가는 서체를 굵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4.1.1.5. 행간 간격
글자 객체 내에 입력된 줄 간의 간격이다.

4.1.1.6. 자간 간격
글자 사이의 간격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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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굵게
Bold 형식의 서체가 준비된 것만 효과가 나타난다. Bold 체가 없는 서체는 Thickness 조
절 기능을 이용한다.

4.1.1.8. 기울림
사체(Italic)를 선택한다.

4.1.1.9. 내부 비움
속이 비어 있는 글자를 만드는 기능으로 두께를 0 이 아닌 값으로 만들고 사용한다. (두
께를 두껍게 만든다.)

4.1.1.10. 테두리, 그림자
테두리와 그림자는 문자와 도형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테두리, 그림자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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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1. 키보드를 이용한 글자 조정
키보드를 이용하여 빠르게 글자의 크기와 폭을 조절 할 수 있다.
* 글자크기
글자 크기 키우기는 Ctrl+I 키를 이용하며
글자 크기 줄이기는 Ctrl+M 키를 이용한다.
* 글자 폭
글자 폭 키우기는 Ctrl+K 키를 이용하며
글자 폭 줄이기는 Ctrl+J 키를 이용한다.

4.2. 도형속성
4.2.1. 도형속성
Shape Attribute Tab을 선택하면 도형의 속성판이 나타나는데 속성은 다음과 같다.

4.2.1.1. 표면선택(도형종류)

도형의 종류를 선택한다. 현재 선택 가능한 도형은 다음과
같다.
• 사각형 : 속이 채워진 사각형을 그린다.
• 공백사각형 : 속이 빈 사각형을 그린다.
• 타원 : 속이 채워진 원을 그린다.
• 공백타원 :속이 비어있는 원을 그린다.

4.2.1.2. 테두리 두께
테두리 두께는 속이 비어 있는 도형의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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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테두리, 그림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테두리, 그림자 (Edge, Shadow) 항목을 참조한다.

4.3. 테두리, 그림자
글자와 도형은 테두리와 그림자를 가질 수 있으며 속성은 다음과 같다.

4.3.1. 테두리
Edge (테두리)는 Hard 와 Soft중에서 선택 할 수 있으며 크기(굵기, 두께) 조절이 가능하
다.
테두리크기조정

테두리종류설정

4.3.1.1. 테두리 크기 조정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테두리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슬라이드 바를 아래로 움직이
면 테두리가 커지고 위로 움직이면 작아진다.

4.3.1.2. 테두리 종류 설정
딱딱한 테두리나 부드러운 테두리 중에서 원하는 테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부드러운

딱딱한

테두리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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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그림자
그림자의 농도와 객체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4.4. 색상

색상 탭을 선택하면 글자와 도형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4.4.1. 스타일 선택
표면, 테두리, 그림자 중에서 속성 선택을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표면
테두리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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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표면 선택
표면은 객체의 본체 (몸통:Body)를 의미하며 Face 단추를 누르면
표면 속성을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4.4.1.2. 테두리 선택
테두리는 객체의 테두리(Outline)를 의미하며 테두리 단추를 누르면 테두리 색상 속성을
변경 할 수 있다.

4.4.1.3. 그림자 선택
그림자는 객체의 그림자를 의미하며 그림자 단추를 누르면 그림자의 색상 속성을 변경
할 수 있다.

4.4.1.4. 색상 보기창

단색

그라데이션

투명
색상보기 창에는 선택된 속성의 색상과 투명도를 보여 준다. 색상은 단색과 그라데이션
색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투명도를 가질 수가 있다.
색상 보기 창에는 단색이 선택된 해당 색상을 보여주며, 그라데이션 색상인 경우에는 그
라데이션 색상과 방향을 보여준다. 투명도는 빛살 무늬의 배경이 있어서 투명도에 따라
서 빛살 무늬가 나타나거나 없어지게 된다.
Gradient Color 모드에서는 투명도 값을 다르게 지정하면 투명도를 Gradient 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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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색상 팔레트
위쪽그라데이션

RGB 색상값

색상 선택

입력창

투명도 조절

단일색상지정
그라데이션
각도조절

아래쪽
그라데이션

칼라팔레트; 색상선택

색상 선택

팔레트종류변경

4.4.2.1. 색상 종류 선택
단일색상과 그라데이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양쪽을 선택하면 단일 색상을 지정하는
것이고 위와 아래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4.4.2.2. 색상 변경
색상 팔렛트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지정된 색상이 변경된다. RGB를 값으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4.4.2.3. 팔레트 변경
팔레트 변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팔레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4.4.2.4. 투명도 조정
투명도 조절창의 값을 변경하면 지정
된 속성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투명도 값은 0 은 불투명이고 100%는
완전 투명이다.
천하통일 프로그램 내에서 제작한 글
자나 도형의 투명도만 조절 가능하며
외부에서 불러들인 그림의 투명도는
조절할 수 없다.

천하통일 Light

4.4.2.5. 그라데이션 조정
그라데이션 각도 조절창의 값을 변경하면 그라데
이션 각도를 수평, 수직 사선으로 변경할 수 있
다.

4.4.2.6. 텍스쳐 매핑
천하통일 Light 에서는 표면, 테두리, 그림자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매핑 할 수 있다.

마우스로
누른다

① 텍스쳐 보기 창을 누르면 (click) 윈도우의 파일 열기 상자가 나타나는 원하는 그림을
선택한다.
② 선택되면 색상 보기 창에 선택된 모양이 보이며, 선택된 객체가 있는 경우 객체의 그
림이 맵핑된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선택된 Texture 창을 한번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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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영효과 편집
Effect Tab을 선택하면 현재 페이지의 방영 효과를 지정할 수 있다.
Duration

Wait
이펙트

In 효과

Out효과
Duration조절슬라이드바

5.1. 이펙트의 명칭 및 기능
5.1.1. In
In(입력) 효과의 종류를 보여주며, 뒤의 값은 Duration (효과 지속시간 : 속도)과 Wait (종
료 후 대기 시간)이다. 단위는 Second(초)이다. Duration은 해당 시간에 근접한 속도로
효과가 진행된다.

5.1.2. Out
Out (출력) 효과의 종류와 Duration 과 Wait을 보여준다.

5.1.3. Duration
이펙트 의 지속 시간으로 단위는 초이다. 0 - 9.9 초까지 지정 가능한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아니고 근접한 시간에 효과가 진행된다. 직접 값을 입력하여도 되며 위쪽의 슬라
이드바를 사용하여도 된다.

5.1.4. Wait
방영 종료 후 대기시간이다.

5.1.5. 이펙트
방영 효과를 아이콘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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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In, Out 이펙트의 선택
먼저 마우스를 이용하여 In 또는 Out 효과 Button을 눌러 선택을 하고 Effects중에 하나
를 선택한다.
스틸
효과삭제
롤/크롤 시 Out효과(자동설정)
. 롤/크롤은 방영모드에서 설정하면 자동으로 효과지정이 된다

롤
. 와이퍼 이펙트 샘플

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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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출

6.1. 송출 옵션
방영 탭을 클릭 하면 방영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6.1.1. 시작 페이지
방영의 시작 페이지를 지정한다.

6.1.2. 끝 페이지
방영의 끝 페이지를 지정한다.

6.1.3. 반복 횟수
반복 방영할 회수를 지정합니다. 반복 방영 횟수로 100을 넣으면 무한 반복된다.

6.1.4. 반복지연
반복 방영 시에 마지막 페이지 방영 후 다음 시작까지의 대기시간

6.1.5. 송출모드
• 수동 (In/Out) : 수동 In/Out Effect 사용
• 수동 (In) : 수동 In Effect 사용
• 자동 (In/Out) : 자동 In/Out Effect 사용
• 자동 (In) : 자동 In Effect 사용
• 컷 (In/Out) : Effect 무시하고 Cut으로 방영
• 컷 (In) : Effect 무시하고 Cut으로 방영 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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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송출
In 이펙트
Next

On-Air
Large Preview

페이지이동
In 이펙트

6.2.1. On-Air
현재 방영 중인 페이지

6.2.2. Next
다음에 방영 될 페이지로 필요한 경우 바꿀 수 있다.

6.2.3. In이펙트, Out이펙트
들어가는 효과와 나가는 효과

6.2.4. 송출
방영 단추를 누르면 방영이 된다.

6.2.5. 일시정지
자동 방영에서 일시정지 단추를 누르면 방영이 일시 정지된다.

6.2.6. 정지
정지 단추를 누르면 방영이 정지되고 편집 모드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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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클리어
클리어 단추는 방영된 화면의 내용을 지울 때 사용한다.

6.2.8. Large Preview
송출창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이나, 방영 중 Next화면을 큰 화면으
로 볼 수가 있고,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도 가능하다. 단,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6.2.9. 스냅 온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를 즉시 송출한다.

6.3. 송출 중 사용키
6.3.1. 롤, 크롤에서 사용되는 키
숫자 키에 배열되어 키를 이용한다. 숫자 키 쪽에 배열되어 있는 키가 아닌 경우에 작동
하지 않는다.

6.3.2. 가속
+ 키를 누르면 롤, 크롤의 방영 속도가 빨라진다.

6.3.3. 감속
- 키를 누르면 롤, 크롤의 방영 속도가 느려진다.

6.3.4. 일시정지 및 해제
*(별표)는 롤, 크롤을 일시 정지시킨다.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진행된다.

6.3.5. 종료
/ 롤, 크롤을 끝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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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송출 중편집
천하통일 Light는 방영 중에도 편집이 가능하다. 송출 중편집은 현재 방영중인 CG파일
을 수정(추가)하거나 다른 파일을 편집할 수 있어 녹화나 생방 중에도 쉽게 자막을 수정
을 할 수 있다.

6.4.1. 제한사항
방영 중편집 기능을 이용 할 때는 약간의 제한 사양이 있으며 현재 방영중인 CG파일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제한이 있다.

6.4.2. 방영 중인 파일의 페이지 삭제 불가
현재 방영중인 파일인 경우에는 페이지 삭제가 불가능하다.

6.4.3. 방영 중인 파일의 페이지 삽입 불가
현재 방영중인 파일에서 페이지 삽입이 불가능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는 가능하
다.

6.4.4. Next 페이지 수정 불가
Next 페이지에 대기 중인 페이지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페이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된 내용이 방영된다.

6.4.5. 송출 이펙트 중 입력 지연
송출 효과 중 에는 입력이 지연 될 수 있다.

6.4.6. 롤, 크롤 방영 시 편집 불가
롤과 크롤의 방영 중에는 편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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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빠른 참조
빠른 참조는 천하통일 Light의 기능을 키보드, 메뉴, 아이콘 등으로 실행 할 수 있는데
종류별로 정리해서 모아 놓은 것이다.

7.1. 단축키 요약
7.1.1. 파일 기능
기능

단축키

설명

새 자막

Ctrl+N

새로운 자막을 만든다.

자막 읽기

Ctrl+O

자막 파일을 읽어온다.

자막 저장

Ctrl+S

자막을 파일로 저장한다.

7.1.2. 페이지 편집 기능
기능

단축키

설명

페이지 자르기

Ctrl+Shift+X

선택한 페이지를 잘라낸다.

페이지 복사

Ctrl+Shift+C

선택한 페이지를 복사한다.

페이지 붙이기

Ctrl+Shift+V

클립보드의 페이지를 붙인다.

7.1.3. 편집 기능
기능

단축키

설명

배경 그림

Ctrl+Shift+P

그림 삽입

Ctrl+P

그림을 삽입한다.

그룹 설정

Ctrl+G

선택한 객체들을 그룹으로 만든다.

그룹 해제
객체 복사하기
객체 오려두기

Ctrl+U
Ctrl+C
Ctrl+X

객체 붙이기

Ctrl+V

그룹을
선택한
선택한
복사한

글자
글자
글자
글자

Ctrl+I
Ctrl+M
Ctrl+K
Ctrl+J

키움
줄임
폭 넓힘
폭 줄임

배경 그림을 삽입한다.

해제한다.
객체를 복사한다.
객체를 잘라낸다
객체나 잘라낸 객체를

해당페이지에 붙인다.
글자의 크기를 키운다.
글자의 크기를 줄인다.
글자의 폭을 늘린다.
글자의 폭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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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방영 중 사용키(키패드)
기능

단축키

설명

가속

+ (숫자키)

롤, 크롤 방영 속도 빠르게

감속

- (숫자키)

롤, 크롤 방영 속도 느리게

일시 정지

* (숫자키)

롤, 크롤 일시 정지/시작

방영 취소

/ (숫자키)

롤, 크롤 방영 취소

7.2. 도구상자 아이콘
7.2.1. 파일
이름

단축키

설명

새 자막

Ctrl+N

새 자막을 만든다.

열기

Ctrl+O

저장된 자막을 불러온다.

저장

Ctrl+S

자막을 저장한다.

7.2.2. 입력 모드
이름

단축키

설명

글자 입력 모드

글자 입력 모드 선택

도형 입력 모드

도형 입력 모드 선택

객체 선택 모드

객체 선택 모드

7.2.3. 편집모드
이름

단축키

설명

복사하기

Ctrl+C

객체 복사하기

잘라내기

Ctrl+X

객체 잘라내기

붙이기

Ctrl+V

객체 붙이기

삭제하기

Shift+Delete

객체 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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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기타메뉴
이름

단축키

설명

Undo

Ctrl+Z

실행취소

Redo

Ctrl+Y

다시 실행

About

프로그램 버전 확인

Preview

송출 화면 미리보기

7.2.5. 페이지 이동
이름

단축키

첫 페이지

설명
시작 페이지로 이동

앞 페이지

Page Up

이전 페이지로 이동

뒤 페이지

Page Down

다음 페이지로 이동

끝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7.2.6. 문장정렬
이름

단축키

설명

왼쪽 정렬

객체 내 문장을 좌 정렬

가운데 정렬

객체 내 문장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객체 내 문장을 우 정렬

7.2.7. 객체 크기 조절
이름

단축키

설명

같은 넓이로

객체의 넓이를 같게 만듦

같은 높이로

객체의 높이를 같게 만듦

같은 크기로

객체의 크기를 같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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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메뉴
7.3.1. 파일
이름

단축키

설명

새문서

Ctrl+N

새 자막을 만든다.

열기

Ctrl+O

저장된 자막을 불러온다.
자막을 파일을 닫는다.

닫기
Ctrl+S

저장

자막을 저장한다.

새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종료

작업을 끝낸다.

7.3.2. 편집
이름

단축키

설명

Cut

Ctrl+X

객체를 잘라낸다.

Group

Ctrl+G

그룹을 만든다.

Ungroup

Ctrl+U

그룹을 해제한다.

Cut Page

Ctrl+Shift+X

페이지를 잘라낸다.

Copy Page

Ctrl+Shift+C

페이지를 복사한다.

Paste Page

Ctrl+Shift+V

페이지를 붙여 넣는다.

7.3.3. 삽입
이름

단축키

설명

LCG 문서

천하통일 Light 파일을 삽입한다.

PowerCG 문서

PowerCG 파일을 삽입한다.

텍스트파일

Text 파일을 삽입한다.

그림

Ctrl+P

조각 그림을 삽입한다.

배경그림

Ctrl+Shift+P

배경 그림을 삽입한다.

시계, 계수기

시계, 타이머를 삽입한다.

새로운 페이지

새(빈) 페이지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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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사항
8.1.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 마우스 드라이버 문제
Logitech Mouse Driver 등과 같이 마우스 기능을 확장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사
용하는 경우에 롤, 크롤, 이펙트 중에 마우스를 움직이는 경우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펙트가 튄다.) 이런 경우에
는 윈도우의 기본 마우스 드라이버로 바꾸어 줍니다.
• Screen Saver (화면 보호기) 사용
송출용 CG 시스템에서는 Windows의 Screen Saver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특히 모니터 절전 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GenlockVGA의 Output도
같이 끊어지게 됩니다. (방송사고) 다시 Windows의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도
GenlockVGA의 Output Mode가 Graphic Only Mode로 돌아갑니다.
• DPMS (전원 관리) 기능의 사용
송출용 CG 시스템에서는 DPMS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와 메인보드의 Setup에는 전원 관리 기능이 있어서 CPU, 모니터, 하
드디스크를 절전 모드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면 송
출 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항상 켜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하
는 것이 좋습니다.
• 방영중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방영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Windows가 프로그램의 작업
을 전환을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여 방영 효과(롤, 크롤 포함)
가 지연되게 됩니다.

8.2.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한다.
Windows 시스템은 DOS 보다 기본적으로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처리해야
하는 CG의 양이나 그림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파일을 읽고 쓰는
때 이외에 하드디스크가 많이 작동을 한다면 가상메모리라고 하여 하드디스크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모리의 내용을 하드로 옮기는 것을 스왑(Swap)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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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 가상메모리의 사용은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현격하게 떨어뜨리
게 됩니다.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왑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 충분한 하드 공간의 확보
Windows를 사용하는 경우에 하드디스크를 가상 메모리라는 것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메모리 대신에 사용을 합니다. 가상 메모리는 Windows의 실행 중에 메
모리의 필요량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데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 한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 할당이 실패하여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디스크 조각 모음 실행
디스크 조각 모음을 가끔 실행해 주면 Windows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