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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Setting & Control
(천하통일HD200/HD200K)

Setting & Control

1. 천하통일 HD200/200K 설치하기
1.1. 세팅 가능 환경
1.1.1.

PCI Express(PEG)타입 메인보드

천하통일 HD200/200K는 PCI Express 4X타입으로 Bandwidth가 4.0이상을 지원하는 슬
롯이 2개 이상 있는 메인보드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1.1.2.

미들타워 이상의 PC

문자발생기 보드의 기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슬림PC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세팅이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PC내부 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PC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들타워 이상의 PC에 함께 사용을 권장한다.

1.1.3.

운영체제

권장 OS는 Windows XP, 7, 10(32bit/64bit)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단, Linux, MAC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1.1.4.

접지

전기 기기는 전원에 의해 전기장치로 누설되는 전압이 존재하며 사용자나 접속되어 있
는 기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인사사고(감전)나 기기의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접지는 매우 중요하다.
보드타입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PC의 접지유무에 대해 당사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
용자는 이점에 주의하도록 한다.
접지방법은 접지 처리가 된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접지가 될 만한 도체를 찾아서 컴퓨
터 몸체와 연결을 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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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발생기 보드 장착
2.1. 문자발생기 보드 장착 및 입출력 연결
‘천하통일 HD200/200K‘는 PCI Express 4X타입으로 Bandwidth가 4.0이상을 지원하는
슬롯이 2개 이상 있는 메인보드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천하통일 HD200]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문자발생기기 보드를 슬롯에 장착한다. 슬롯 중에서 가운데 위
치한 슬롯에 장착을 권장한다. 가운데 슬롯은 다른 장치와 충돌이 가장 적은 위치이다.
① PGM In : 카메라, Mix, VTR 의 출력을 연결
② CG In : 천하통일 HD200보드의 HD-SDI-In 단자와 연결
③ CG Out : 천하통일 HD200보드의 HD-SDI-Out 단자와 연결
④ PGM Out : 녹화기, 출력모니터, 프로젝터의 입력과 연결
※ 천하통일 HD200은 Overlay로 연결되기 때문에 HD/SDI 신호의 경우 Bypass B/D연
결로 전원이 Off시에는 PGM-IN이 PGM-Out으로 출력되도록 되어 있지만, PC부팅
하면 문자발생기 보드가 초기화되기 전까지는 출력화면이 검게 나온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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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생기 PC를 부팅하고 반드시 CG를 실행하여 보드를 초기화 시켜주어야 영상
이 보이기 때문에 부팅하면 NAB-CG를 실행 하도록 한다.

[천하통일 HD200K]
※ 상기 사양은 성능 조정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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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설치 하기
3.1. 문자발생기 보드 드라이버 설치
Driver 폴더의 DesktopVideo.msi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PC를
재부팅한다. ※ 드라이버 설치 진행 중 펌웨어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타나면 펌웨어 업
데

이트를 진행해주어야 한다.

3.1.1.

문자발생기 보드 인식 확인

재부팅 완료 후 장치관리자에서 아래와 같이 장치인식이 확인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설
치가 진행된 것이다.

보드 드라이버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이는데 V10.0.2이후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일 수도 있다.

3.2. USB Dongle Lock 드라이버 설치
USB Dongle Lock Driver 폴더의 HASPUserSetup.exe프로그램을 설치한다. NABI-CG사
용 제품의 경우 문자발생기 보드와 USB Dongle을 모두 인식해야 정상적으로 구동된다.
Windows7은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설
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USB Lock이 인식되지 않거나 Windows XP를 사용할 경우
에는 USB Lock Driver를 별도로 설치한다.
- 4 -

Setting & Control

※ USB Dongle Lock 이상이나 파손 시 수리는 가능하나, 분실할 경우 재 구매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1.

Lock 인식 확인

3.3. 문자발생기 보드 Controller 설치
3.3.1.

Windows 7/10설치 전 주의사항

Windows Vista, Windows 7/10의 경우 Windows XP와 다르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라는 보안을 위한 UCA(사용자 계정관리기능)가 존재하여,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설
치 시 보안 강화로 아래 그림처럼 UCA경고 메시지가 뜨게 된다. 그러므로 PC에 문자발
생기B/D를 장착하기 전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안함으로 변경해야만 보드가 인식
되어 드라이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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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어판에서‘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를 선택한다.

②. 사용자 계정변경에서‘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에서 보안수준을 ‘알리지 않음’
으로 설정하고 PC 종료한 후 문자발생기 B/D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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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ontroller 설치

Contro S/W폴더의 CPX-DL Utilities.exe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CPX-DL Controller 아이콘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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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CPX-DL Controller

①. Output Display : 출력 포맷 선택(일반적인 HD설정 값은 HD 1080i 59.94)

②. Connection : 입력과 출력 신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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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ill-Out Type
- Overlay : 외부 신호와 내부 신호의 합성출력
- Graphic : 내부 신호만 출력
④. Test Patten : 비디오 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용 패턴

3.4. NABI-CG 설치(CG프로그램)
NABI-CG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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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NABI정상 실행 확인

보드와 USB Dongle Lock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NABI-CG를 실행하였을 경우 어떤 메
시지 창도 뜨지 않고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

3.5. VLC Player 설치
NABI-CG의 동영상 기능은 VLC Player가 설치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
램 설치 시 VLC Player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
다.

3.5.1.

설치하기

NABI-CG프로그램 설치 중 아래와 같이 VLC플레이어 다운로드 창이 뜬다. “Download”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 후 설치 창이 뜬다.

- 10 -

Setting & Control

3.6. NABI-CG 작업용으로 사용하기
3.6.1.

작업용 USB Dongle Lock 설치

문자발생기 보드가 없는 일반 PC에서도 NABI-CG를 작업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작업할 PC에 납품 시 제공된 작업용 USB Dongle Lock을 끼우고 NABI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작업용 설치가 완료 되면 파일>저장 기능이 활성화 작업이
가능하다. USB Dongle Lock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고 저장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

NABI-CG작업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Lock을 인식해야 정상적으로 구동(저장)되기
때문에 설치CD에서 HASPUserSetup.exe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장치가 인식됨을 확인한
다. Windows7 이상의 경우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
는 없지만, 설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USB Lock이 인식되지 않거나 Windows XP
를 사용할 경우에는 USB Lock Driver를 별도로 설치한다.
※ 작업용 USB Dongle Lock은 제품 1대 구매 시 2개가 제공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중 인식 불가 등의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 가
능하나, 분실/도난/파손의 경우에는 재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
야한다.

3.6.2.

편집용 해상도 변경

문자발생기 하드웨어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HD해상도로 구동이 되지만, 문자발생기 보
드가 없는 다른 PC에서 NABI-CG를 작업하고 저장하는 “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작업용 해상도를 HD로 변경하고 작업해야한다. 이 메뉴는 작업용으로 설치된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풀다운 메뉴의 파일>편집 해상도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작업할 해상도를 변경하면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시작해야 변경된 해상도로 프로그램
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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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증상 대처법
문자발생기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1. 송출 자막이 떨리는 경우
PCI Express 슬롯의 Bandwidth가 4.0 이하로 동작하게 되면 송출 자막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CMOS에서 PCI Express Bandwidth 설정 값을 4.0이상으로
변경해야한다. 메인보드의 CMOS 메뉴 창은 제품마다 다르다.
Ex) Asus P8H67

2. NABI-CG실행 시 빨간 색 십자가가 작업창 화면에 나타날 경우

작업창 중앙에 위와 같이 빨간색 십자선이 보이는 경우는 USB Dongle Lock인식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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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Dongle Lock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인식이 되었
는지 장치관리자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3. NABI-CG가 SD(4:3)로 실행될 경우
NABI-CG실행 시 이상 메시지는 없으나 SD사이즈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HD
Format으로 설정이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므로 CPX-DL Controller를 실행하여
Output Display의 Format을 HD로 변경하도록 한다.
※ Output Display : 출력 포맷 선택(일반적인 HD설정 값은 HD 1080i 59.94)

※ 기타 자세한 기술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www.compix.co.kr)나 고객센터로 문
의할 수 있다.(080-525-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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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NABI-CG
(Version 2.4)

1. NABI-CG이해하기
이 장에서는 NABI 프로그램의 메뉴구조와 기능을 간략히 설명하려고 한다. NABI 아이콘을 더블클
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NABI는 UI를 사용자 임의대로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어 듀얼모니터를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분리된 메뉴도 스마트 도킹 기능으로 손쉽게 재배열이 가능하다.

1.1. UI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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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아이콘 메뉴
자주 쓰는 편집 기능을 간단하게 아이콘형식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한다.

1.1.2. Page List
작업 중인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리스트로 보이고, 페이지의 추가, 삭제, 붙여넣기 등의
편집도 가능하다

1.1.3. 작업창
자막 작업을 진행하고, 송출효과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1.1.4. Layer / Timeline
페이지 내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왼쪽에 레이어 관리 창에서는 각 레
이어의 이동 및 편집이 가능하다. 우측의 타임 라인은 각 레이어의 송출 시간 등을 관
리 할 수 있다.

1.1.5. 속성 편집(Attributes / Effects)
Attributes탭에서는 각각의 객체에 속성과 색상 등의 편집, Effects에서는 페이지와 객체
에 효과를 지정한다.

1.1.6. 송출제어(Playback / Run Setting / Stamp Playback)
송출 관련된 제어 메뉴이다. Playback탭에서는 In/Out을 제어하고, Run Setting탭에서
는 송출모드와 Loop를 설정한다. Stamp Playback탭에서는 배경동영상과 Stamp의 설
정과 송출을 제어하는데, 여기서 지정된 배경동영상과 Stamp파일은 일반 페이지 송출
과는 별도로 컨트롤 한다.

1.1.7. Color
객체에 색상을 지정한다.

1.1.8. Style Catalog
자주 사용하는 글자, 색상,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저장하여, 편집 중 바
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2-

1.2. 페이지 모드 「Ctrl+Alt+M」

1.2.1. Still
화면 단위의 편집 모드로 NABI에서 페이지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Still모드로 생
성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페이지 In/out 방영효과를 줄 수 있다.
. Duration : In/Out효과 실행 시간. 값이 클수록 느리게 진행된다.
. Sustain : In/Out페이지 효과 실행 후 대기시간

1.2.2. Roll
롤 편집은 페이지 모드를 Roll로 만들고 글자와 도형을 입력하면 된다. 롤 모드인 경우
에는 Enter를 쳐서 화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며, 왼쪽에
생긴 수직 스크롤바를 드래그 하여 작업창을 이동 시키며 작업할 수 있다.

1.2.2.1. Roll 편집
Roll 모드에서 자막을 생성하고, 하단 Effects탭에서 속도와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한다.
. Speed : 스크롤 속도로 1-10단계까지 지정가능한데, 숫자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스크롤 속도는 송출 중 키패드의 단축키로도 조절 가능한데, +는 가속, -는
감속한다.
. Sustain : 각 효과 실행 후 대기시간을 나타낸다. 단위는 Duration과 동일하다.
In에서의 Sustain은 In효과가 실행되고 다음 Out효과가 진행되기 전 머무르
는 시간이고, Out 에서의 Sustain은 Out 효과가 실행되고 다음 페이지의 In
효과가 실행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시간이다.
. Scroll Out : 화면에서 자막이 없어질 때까지 송출할 지의 여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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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배경객체 고정
텍스트, 이미지, 도형의 다양한 객체를 배경 객체로 지정하여 고정시키는 기능이다. 작
업창이나 타임라인의 레이어 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배경객체’로 지정한다.

배경객체로 지정되면 작업창에서 선택이 불가능하고, 레이어 상에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레이어명이나 기존에 지정된 효과에 Bold+Italic상태로 표시 된다
배경객체로 고정되면 객체 효과는 무시되고, Page Effects에 영향을 받게 된다. 롤이나
크롤 페이지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경이 고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스크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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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배경객체‘ 해제 : 레이어상에서 배경으로 고정된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
뉴에서 ‘배경객체’ 체크를 빼주면 된다.
• ‘배경객체’ 편집 : 배경이미지의 속성을 지니므로, 객체의 이동 및 크기 편집은 Alt키
를 누른 상태에서 가능하다.

1.2.3. Crawl
페이지모드를 Crawl로 선택한 후 작업한다. Crawl모드로 지정하면 수평 스크롤바가 생
겨 작업창을 이동 시키며 작업할 수 있다. 편집기능은 Roll과 동일하다.

1.2.4. MultiLayer
페이지 내에 각각의 객체별로 송출 컨트롤이 가능하다. MultiLayer모드에서는 객체별로
타임라인 편집이 가능하여 다양한 효과 연출이 가능하다. Mask효과는 MultiLayer모드
에서 가능하다.
MultiLayer모드로 전환하면 타임라인 내에 객체 레이어별로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도
록 분리된다. 각 레이어에 키프레임을 생성하여 다양한 효과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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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치 조절하기
NABI의 속성 중에는 숫자로 값을 나타내주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속성은 스핀 컨트롤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거나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는데, NABI에서는 수
치 입력창을 클릭한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마우스 드래그 하여 값을 조절 할 수도 있다.
수치 입력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기본 설정 값으로 복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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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하기
2.1. 새 자막파일 만들기 「Ctrl+N」
NABI프로그램을 실행하면, ‘Untilted-1’탭이 생성되어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새로 만들기 기능을 실행하면 새로운 자막 편집창이 하나 더 생성되어 새로운 파일작
업을 할 수 있다.

아이콘이나 단축키Ctrl+N을 눌러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NABI는 여러 개의 자막 파일을 동시에 띄워 놓고, 편집할 수 있으며, 자막 파일 간에 복
사가 자유로워 손쉽게 편집할 수 있다.

2.2. 자막파일 저장
편집된 자막을 다음에 사용하거나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DD에
저장해야한다. 다른 Windows용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파일
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막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저장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을 붙여 넣으면 된다.

2.2.1. 저장하기 「Ctrl+S」
일반적인 Windows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저장하며, *.nbi 확장자로 저장된
다.

아이콘이나 단축키 Ctrl+S를 눌러 저장할 수 있다.

※ *.nbi 파일은 함께 사용된 폰트나 외부 객체(이미지, 동영상 등)가 파일에 포함하여
저장되지 않는다. 폰트는 윈도우에 설치된 폰트를 사용하며, 이미지 파일도 저장된
경로를 기억하기 때문에 PC를 바꾸거나 포맷할 경우 폰트와 외부 파일의 백업은 철
저히 하도록 한다. 외부 객체가 포함된 NABI파일을 다른 PC로 이동시킬 경우
‘Export NBE’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파일을 별도로 모아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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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Shift+S」
작업 내용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원래의 작업 내용이
들어 있는 파일은 놓아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저장하기에
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파일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
한다.

2.2.1.2. 모두저장 「F3」
여러 개의 nbi파일을 열어둔 상태일 경우 열려있는 nbi파일을 한 번에 저장한다.

2.2.1.3. 자동 백업 저장
NABI에서는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다운되었을 경우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 백업 저장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도구>옵션>General 탭에 Auto Backup을 체크한다. Auto Backup 옵션이 체크되어 있
으면 10~20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nbi파일과 같은 경로에 백업파일을 만들어서, 갑작
스런 프로그램의 다운이나 저장하지 않고 종료했을 경우 그때 까지 작업한 파일을 복
구 할 수 있다.
*.nbi파일과 같은 경로에 *.nbk확장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백업 파일이며, 아직 저장하지
않아 파일명이 없을 경우에는 Untitled-1.nbk이름으로 C:\Compix\Nabi\Documents에
저장된다. 백업파일 사용은 확장자를 *.nbi로 바꿔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Auto Backup옵션은 적용되어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옵션에서 해제시킨다.
단, 자동백업이 송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송출 중에는 백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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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port NBE 「Ctrl+Alt+E」
NABI 작업 시 사용된 외부파일(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한 폴더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데이터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확장자는 *.nbe이다.
먼저 압축할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Export NBE메뉴를 실행한다. 만약 NABI(*.nbi)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순차적으로 *.nbi파일로 저장하고, *.nbe파일로 저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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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파일은 저장한 폴더에 [파일명.nbe]파일과 동일한 [파일명_Resource]폴더가 생기
고 함께 작업한 외부 파일은 폴더에 저장된다.

Export된 파일을 open하려면 open시 파일 형식에서 Export파일(*.nbe)을 선택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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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텍스트 파일로 저장 「Ctrl+Alt+S」
현재 열린 nbi파일의 텍스트 객체만 *.txt파일로 저장한다.
저장할 페이지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Insert Page Number를 체크하면 페이지 번
호를 함께 삽입할 수 있다. 저장 후에는 바로 로딩 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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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템플릿 파일로 저장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 형식은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여 불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페이
지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는데, 확장자는 *.nbp파일로 생성된다.
템플릿 파일 저장 시 나중에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저장하면, 저장된 템플
릿을 불렀을 때 선택했던 객체들은 위치 고정(
않았던 객체들은 고정되어 선택할 수 없는 락(

)된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선택하지
) 상태가 된다. 단, 텍스트 객체는 선택

하지 않아도 무조건 위치 고정상태가 된다.

2.3. 자막파일 읽기
2.3.1. 열기 「Ctrl+O」
이미 작업해 놓은 NABI 파일(*.nbi)을 읽는 기능이다. NBA파일과 GenCG, Light프로그
램 파일도 열 수 있다.

아이콘이나 단축키 Ctrl+O를 눌러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파일, 이미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의 삽입 시 ‘열기’ 다이얼로그는 사용자가 마지막으
로 열거나 저장했던 폴더로 기억하여 열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작업 ‘저
장’경로가 ‘D:\Data‘라면, 다음번 ’열기’다이얼로그 기본경로는 ‘D:\Data‘로 열린다.
※ *.nbi 파일은 함께 사용된 폰트나 외부 객체(이미지, 동영상, nba 등)가 파일에 포함
하여 저장되지 않는다. 폰트는 윈도우에 설치된 폰트를 사용하며, 이미지 파일도 저
장된 경로를 저장하기 때문에 PC를 바꾸거나 포맷할 경우 폰트와 외부 파일의 백업
은 철저히 하도록 한다. 외부 객체가 포함된 NABI파일을 다른 PC로 이동시킬 경우
‘Export NBE’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다.

-12-

. nbi : NABI에서의 기본 확장자
. nba : NABI에서의 Audio파일 확장자
. nbe(NABI), gef(Gen-CG), lef(Light) : 각 프로그램 Embedded파일 확장자
. gcg : Gen-CG에서의 기본 확장자
. lcg : Light-CG에서의 기본 확장자

2.3.1.1. 구 버전 Export파일 열기
NABI-CG V2.0이하 버전으로 작업된 파일(nbe)이나 gef, lef와 같은 하위 다른 프로그램
의 export파일은 export파일 자체에 함께 작업한 외부 객체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포함
된 데이터를 풀어 저장할 경로를 묻는 창이 뜬다.

. 각 파일의 원래 경로를 그대로 유지
nbi파일 작업 시 사용되어 졌던 경로에 저장 된다. 만약 폴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경로에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 한다.
. 모든 파일을 한 폴더에 풀어 넣기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폴더 안에 사용된 외부파일들(nbi, 이미지, 애니메이션)이 저
장된다.

2.3.1.2. 폰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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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파일을 열 때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은 폰트가 사용되었을 경우 폰트 목록을 알려
주고, 계속 로드할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2.3.1.3. 외부객체 확인불가 경고
*.nbi파일은 삽입된 외부파일의 경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외부 파일이 손실되거나, 폴더
명에 변경이 있거나 PC가 바뀌는 등 원래 데이터를 못 찾을 경우 확인 안 되는 데이터
의 경로를 지정하도록 열기 다이얼로그가 뜬다.

외부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페이지리스트와 작업창에 ?로 표시된다. 작업창에서 찾지
못하는 객체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지 못하는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
다.

함께 작업된 외부파일을 찾지 못할 경우 이미지, 배경이미지, 애니메이션 각 파일에 대
하여 경로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 파일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 새로운 경로를 지정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파일이 없는 경우 그 폴더에서 찾게 된다.

-14-

새로운 경로를 지정해 주지 않거나, 새로 지정한 경로를 디폴트 폴더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파일 삭제 여부를 묻는 창이 뜨는데, 이 때 ‘아니오’를 선택하면 함께 작업된 외부
파일객체를 모두 삭제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3.1.4. nba파일 확인 불가 경고

경로가 상실된 nba 파일이 있다면 경고 팝업이 뜨고 경로를 재설정 하도록 알려준다.
만일 파일 오픈 시 경로 재설정하지 않았다면, 페이지 리스트에서 경로가 상실된 nba
파일 페이지를 Alt+더블클릭하면 원래 경로를 보여주며 재설정 할 수 있는 경고창이 뜬
다.

2.3.2. 폴더열기 「Alt+O」
폴더 내에 있는 nbi파일이 모두 한 번에 열린다. 폴더 열기는 개별적인 파일열기와는
달리 최근 파일리스트에 추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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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으로 저장 「Shift+Alt+S」

저장 시 페이지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만큼 그림으로 저장한다. 저장 가능한 파일 형
식은 jpg, bmp, tga(32b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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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파일 사이즈 변환
해상도 값이 저장 안 된 예전 파일을 부를 경우 해상도 정보가 없어 아래와 같이 작게
불러올 경우가 있는데, 현재 해상도에 맞게 변환하는 기능이다.
GenCG 4.5버전 이상의 상위 버전 데이터는 파일 저장 시 해상도 정보를 함께 저장하므
로, ‘파일 사이즈 변환’ 메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GenCG 4.5버전이하의 Analog파
일이나 Light 파일(*.lcg)부를 경우에는 파일에 해상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로 불러오게 된다. 사이즈 변환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도를 변경한다.

해상도 값이 저장된 파일의 경우에는 저장된 해상도 값과 다른 해상도의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띄워서 사이즈와 비율 변환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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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편집 해상도 변경
송출 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업용 PC에서 작업할 경우에만 활성화 되며, 작업할
해상도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시작 할 때부터 지정한 상태로 해상도가 변
경되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2.7. 인쇄
nbi파일을 인쇄한다. 옵션을 조절하여 한 장에 1~9장까지 나오도록 조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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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닫기 / 모두 닫기 「Ctrl+W/Ctrl+Alt+W」
‘닫기’는 현재 작업 중인 nbi파일을 닫는다. ‘모두 닫기’는 현재 프로그램 상에 여러 파
일이 열려있을 경우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닫는 기능으로, 저장되지 않는 파일의 경우
닫힐 때 마다 저장 하도록 다이얼로그가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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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
3.1. 객체 입력
3.1.1. Text(글자) 객체
3.1.1.1. 글자 입력
글자의 입력은 아이콘 메뉴에서

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클

릭하면 I 형의 텍스트커서가 나타난다. 이때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다음 줄에 입력하
려면 Enter키를 누르면 커서가 아랫줄로 이동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3.1.1.1.1. 특수문자 입력 「F2」
특수 문자의 입력은 Windows의 표준입력 방식을 이용하거나 F2버튼을 눌러 특수 문자
표를 이용해 입력 할 수 있다.
. 특수문자표
텍스트 입력모드 상태에서 작업창에 커서를 찍어놓은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
축키 F2를 누른다. 서체의 특성에 따라 일부 특수 문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윈도우 폰트 중 Windings, Weddings 혹은 딩벳 서체 등의 특수 문자로 이루어진 서체
의 경우 특수문자표를 사용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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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표준 입력방식 [ 자음 + 한자키 ]
① 자음만 입력하고 키보드의 한자키를 누른다.
② 화면의 다음과 같은 선택 창이 나타난다.

자음

특수문자

ㄱ

전각 기호

ㄴ

괄호 기호

ㄷ

특 수 문 자
1

2

3

!

＇

“

(

)

[

수학 기호

+

-

<

ㄹ

단위 문자

＄

％

ㅁ

특수 문자

＃

&

ㅂ

괘선 조각

─ │ ┌ ┐ ┘ └ ├ ┬ ┤

ㅅ

원, 괄호 문자(한글)

㉠ ㉡ ㉢ ㉣ ㉤ ㉥ ㉦ ㉧ ㉨

ㅇ

원, 괄호 문자(영문)

ⓐ ⓑ ⓒ ⓓ ⓔ ⓕ ⓖ ⓗ ⓘ

ㅈ

전각 숫자와 로마 숫자

０

1

2

3

4

5

6

7

8

ㅊ

분수와 지수

½

⅓

⅔

¼

¾

⅛

⅜

⅝

⅞

ㅋ

전각 한글 1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ㄸ ㄹ

ㅌ

전각 한글 2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ㅍ

전각 영문

A

B

C

D

E

F

G

H

I

ㅎ

로마 문자

Α

Β

Γ

Δ

Ε

Ζ

Η

Θ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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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

:

;

?

]

{

}

‘

’

=

>

±

×

÷

≠

￦

Ｆ

′

″

℃

Å

￠

＊

＠

§

※

☆

★

○

， ．

③ 좌우 or 상하 화살표를 이용하면 특수 문자들이 스크롤 되는데 원하는 글자가 나오
면 왼쪽의 숫자를 누른다.

3.1.1.1.2. 한자 입력
한자의 입력도 Windows표준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글 입력 후 한자키를 누르면 오른
쪽 하단에 아래와 같이 선택창이 나타나는데 화살표 상, 하 버튼으로 원하는 글자를 찾
아 엔터를 치거나 한자 왼쪽에 보이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True Type Font중에서도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서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체를 사용
하게 되면 한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각박스나 물음표 등으로 표시될 것이다. 이는 한자
를 지원하지 않는 서체이므로 기본서체(명조, 고딕 등)로 변경하면 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3.1.1.2. 글자 삭제
삭제를 원하는 글자 앞쪽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Del키를 누르면 커서 뒤쪽의 글자가
한 글자 씩 지워지고, Backspace키를 누르면 커서 앞쪽에 위치한 글자가 한자씩 지워진
다.

3.1.1.3. 글자 삽입
글자 중간에 삽입하려면, 글자 사이에 커서를 이동시키고 입력하면 커서 뒤쪽으로 입력
한 문장이 삽입된다.

3.1.1.4. 글자 입력 커서 이동
한 개의 글자 객체내의 글자 이동은 키보드의 상하좌우 화살표 키로 위치 이동이 가능
하며, Home/End 키를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라인의 맨 앞 / 맨 뒤로 커서가 이동한다.
글자 객체 간에 커서 이동은 커서가 맨 아랫줄에 있을 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위치한 다음 객체로 커서가 이동한다. 반대로 커서가 맨 윗줄에 있는 상태에
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위쪽에 위치한 글자객체로 커서가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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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동일 위치 텍스트 입력
다음 페이지에도 같은 위치에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다음 페이지(단축키:Page Down)에
서 키보드 Insert키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텍스트 입력 커서가 생긴다.

3.1.1.6. 부분 글자 수정
부분적으로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
을 눌러 이동하면, 사각박스가 생기면서 수정범위가 지정되며 범위를 지정한 후 글자의
수정이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3.1.1.7. 전체 글자 수정
현재 커서가 들어있는 글자 객체에서 커서가 어디에 위치하든 Shift+Insert를 누르면 전
체가 선택된다. 전체 글자를 선택하여 글자의 수정이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3.1.1.8. 글자 속성 변경
글자의 서체변경 및 Edge, Shadow조절은 하단의 Attributes메뉴를 이용하며, ‘4.속성편
집‘ 단원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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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문장 정렬
글자 객체 내에서 줄 단위의 정렬이 가능하며, 객체의 넓이(폭)를 기준으로 왼쪽, 가운
데, 오른쪽 정렬을 할 수 있다.

3.1.1.10. 한/영 변환
키보드의 한/영키를 누르면 한글/영문 입력모드가 전환된다.

3.1.2. 도형 객체
툴바의 도형 모드 아이콘(

)을 선택한 후 편집창의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

고 드래그 하면 도형이 생성된다.

3.1.2.1. Shape Type
NABI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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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객체 편집
3.2.1. 객체 선택
NABI에서 도형, 글자, 이미지의 객체로 이루어지며, 객체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
저 객체를 선택해야한다. 객체의 선택은 한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객
체를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3.2.1.1. 단일 객체 선택
기본적으로 객체의 선택은 한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단일 객체 선택이다. 객체의 선택
은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을 원하는 객체 위에 위치시키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다.
또는 레이어창에서 해당 레이어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객체 선택이 된다.

3.2.1.2. 복수 객체 선택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작업창에서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과 레이어
창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작업창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들을 선택하
면 된다.

레이어창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객체 레
이어 들을 선택하고, 순차적인 객체 레이어를 여러 개 선택할 경우에는 처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키를 누르고 마지막 레이어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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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객체를 선택할 경우에는 Ctrl+A를 누르면 페이지 내 모든 객체가 선택된다.

3.2.2. 객체 잘라내기

「Ctrl+X」

잘라낼 객체를 선택하고 Ctrl+X 키를 누른다. 붙여 넣을 페이지로 이동하여, Ctrl+V를
누르면 기존에 있던 자리와 동일한 위치에 붙는다.

3.2.3. 객체 복사하기

「Ctrl+C」 / 붙이기

「Ctrl+V」

한 페이지 내에서 객체 복사할 때는 객체를 선택하고,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복사가 이루어진다. 수직/수평으로 복사할 때는 Ctrl+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
그 하면 수직/수평 이동 복사가 가능하다.
현재 페이지 내의 객체를 다른 페이지로 복사하고자 할 때는 복사할 객체를 선택한 후
Ctrl+C키를 눌러 객체 복사 후, 원하는 페이지에서 Ctrl+V를 누르면 복사했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붙는다.

3.2.4. 객체 이동
이동을 원하는 객체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로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다 놓는다. 수직/
수평이동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수평/수직이 가능하다.
키보드로도 가능하며,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고 ‘Ctrl+방향키’ 또는 ‘Alt+방향키’를 눌러
이동할 수 있다. 이동 간격 값은 옵션에서 세부 조정이 가능하고 ‘Ctrl+방향키’의 경우
옵션에서 지정한 간격만큼 이동하고, ‘Alt+방향키’의 경우 지정 값의 10배씩 이동된다.

3.2.5. 객체 크기조정
객체를 선택하면 사각형의 크기 조절 상자 8개가 생긴다. 각각의 포인터에 마우스를 대
면 조절 방향 화살표가 생기는데, 화살표 모양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화살표 방향으
로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6-

3.2.6. 객체 정렬
객체의 위치, 크기, 정렬순서를 안내선(Safe Area), 정렬선, 마지막 선택 객체 기준으로
맞출 수 있다.

3.2.6.1. 정렬 가이드
객체를 선택하고 원하는 기준영역을 선택하여 정렬 시킨다. 각 메뉴 옆에 ▼버튼을 누
르면 아래와 같이 정렬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

안내선(Safe Area)기준 정렬

.

정렬선 기준 정렬

.

선택(마지막) 객체 기준정렬
Horizontal

Left

Center

Right

Top

Top

Top

Left

Center

Right

Center
Left

Center

Bottom
Left

Top

Center

Vertical

Right

Center

Bottom
Bottom

Right

Bottom

3.2.6.2. 기준 객체 설정
정렬이나 크기를 맞출 때 특정 객체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 기준 객체는 마지막
에 선택한 객체가 기준이 되며, 기준 객체 주위에는 노란색 컨트롤 포인트 8개가 생긴
다.
①. 마우스 드래그
선택모드에서 영역을 마우스 드래그 하여 선택하면, 마지막에 만든 객체에 포인터가
생긴다.
②. Ctrl or Shift + 객체 선택
Ctrl(or Shift)을 누르고 객체를 선택하면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객
체 선택 시에는 선택이 되지만 다시 선택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된다.
단, Ctrl + 객체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이동하게 되면 객체 복
사가 되니 주의하여 사용한다.
위와 같이 선택된 여러 개의 객체들 내에서 포커스 이동(기준 객체 지정)은 아무 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으로 정할 객체를 마우스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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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객체 크기 맞추기
선택한 객체들의 크기를 맞추는 기능으로 도형과 이미지 객체만 가능하며, 마지막에 선
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가로/세로/가로+세로 크기를 조절 한다. 마지막 선택한 기준 객
체는 객체 주위에 8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표시되어 진다.

3.2.8. 객체 순서 맞추기
현재 선택한 객체의 순서를 변경한다, 화면 왼쪽부터 맨 앞으로, 맨 뒤로, 한 단계 앞으
로, 한 단계 뒤로 객체를 이동시킨다.
. 맨 위로

Ctrl+Shift+↑

. 맨 아래로 Ctrl+Shift+↓
. 위로

Ctrl+Shift+→

. 아래로

Ctrl+Shift+←

3.2.9. 작업취소/다시실행(Undo/Redo)「Ctrl+Z/Ctrl+Y」
Undo/Redo는 각 20단계씩 가능하며, 한 페이지 내의 객체들 변경이나 페이지간의 Cut,
Paste등 도 Undo/Redo가 가능하다 Undo의 단축키는 Ctrl+Z, Redo의 단축키는 Ctrl+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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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객체 삭제
도형이나 이미지 객체의 경우 Del버튼으로 삭제가 가능하고, 텍스트 객체의 경우
Shift+Del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다.

3.2.11. 그룹(Group/Ungroup) 「Ctrl+G」
그룹 기능을 이용하면 입력된 객체(글자, 도형, 이미지)들을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룹으로 묶인 객체는 빨간색 점선으로 그룹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객체의 이
동이나 복사, 삭제 등의 편집도 한 번에 가능하다.

MultiLayer모드에서는 Group으로 묶여있는 객체 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취급되어 효과
를 줄 수도 있다.

3.2.12. 객체 속성 변경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 객체의 속성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2.12.1. 객체 속성 일괄 지정

「Ctrl+B」

여러 페이지의 객체에 대한 속성을 일괄 선택하여 변경하는 기능이다. 객체 속성을 일
괄 지정할 페이지를 페이지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메뉴가 활성화 되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객체 속성 일괄 지정’ 기능이 체크된 상태에서 원하는 객체의 속성을
Attributes탭의 항목 값을 변경하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선택한 페이지 내에 글자객
체 속성을 변경하면, 글자객체만 변경되고, 도형객체의 속성을 변경하면 도형객체만 변
경된다.
작업창에서 객체의 외곽 포인터로 조정할 경우(크기, 위치) 페이지 내에 배경이미지와
애니메이션 객체를 제외한 모든 객체(글자, 도형, 이미지)에 크기와 위치가 한 번에 조
절되고 이동된다.
①. 변경하려는 객체가 있는 페이지를 작업창에 띄워 놓은 상태에서 속성 변경할 페이
지를 페이지 리스트에서 선택 한다
- 연속 페이지 선택 : Shift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과 끝 페이지를 선택
- 불규칙 페이지 선택 : Ctrl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
② 편집> ‘객체속성 일괄지정‘ 메뉴를 체크하거나 icon

을 선택 한다

③ Attributes탭의 항목 값을 이용하여 객체 속성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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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2. 모든 객체를 현재 속성으로 변경 「Ctrl+Alt+B」
현재 선택된 속성, 선택된 속성이 없다면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의 속성(즉, 아래 속성상
에 보이는 속성)을 선택한 페이지의 모든 객체에 서체, 색상, 크기, 위치 값 모두 한 번
에 변경 적용 시킨다.
적용방법은 ‘객체속성 일괄지정’과 동일하다. 변경할 속성의 객체가 있는 페이지를 페이
지리스트에서 선택하고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속성(색상/서체/크기)중 일부만 변경하고 싶다면 ‘객체 속성 일괄 지
정’ 메뉴를 이용하고, 텍스트 객체의 모든 속성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면 ‘모든 객체를 현
재 속성으로 변경’을 이용한다.

3.2.12.3. 같은레이어 객체들에만 현재속성 적용「Ctrl+Shift+B」
현재 선택된 속성, 선택된 속성이 없다면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의 속성(즉, 아래 속성
창에 보이는 속성)을 선택페이지의 동일 순서에 위치한 텍스트 객체 레이어의 서체, 색
상, 크기 값 모두 한 번에 변경 적용 시킨다. 예를 들어, 선택한 모든 페이지에 2번째 텍
스트 객체 레이어에만 현재 속성을 적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① 속성 변경할 페이지를 페이지 리스트에서 선택 한다
② 변경할 텍스트 객체 레이어를 선택하여 속성을 변경 한다
③ 편집>같은 순서의 레이어 객체들에만 현재 속성 적용을 누르면 각 페이지 동일 순
서 레이어에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구분

기 준

메뉴명
객체속성일괄지정

모든 객체를 현재 속성으로 변경

같은 레이어 객체를 현재 속성으로 변경

아이콘이 눌러진 상태
에서 계속 변경가능
현재 선택한 객체 속성
기준

변경결과

선택한 페이지 내에 동일 객체

선택한 페이지 내에 동일 객체

현재 선택한 객체 속성

선택한 페이지 내에 동일 순서 레이

기준

어 객체

3.2.12.4. 페이지 리스트 업데이트
객체속성 일괄지정 기능으로 변경한 상태를 페이지 리스트에서 바로 확인할지의 유무
를 지정하는 아이콘이다.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객체 속성 일괄 지정 기능을 사용하
면 페이지 리스트에 변경된 내용이 바로 확인 가능하며,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면 해당
첫 페이지만 확인 되고, 나머지 페이지는 페이지 리스트를 눌러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선택된 페이지 수가 많거나 시스템 사양이 낮
은 경우는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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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객체의 고정
NABI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고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

3.2.13.1. 객체 위치 고정/해제

「Alt+L」

고정할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 위치 고정 아이콘이나 단축키를 이용하여 위치 고정할
수 있다. 위치 고정이 된 객체의 경우 마우스로 움직일 수 없으나 선택하여 색상이나
크기의 속성 값을 변경(크기 변경은 글자 객체만 가능)할 수 있으며, 키보드에 의한 이
동은 가능하다. 위치 고정된 객체의 경우 작업창에 회색 선으로 객체에 표시가 되어있
어 구분할 수 있다.

3.2.13.2. 객체 위치 고정 모두 해제 「Ctrl+U」
페이지 내에 위치 고정된 객체가 있을 경우 한 번에 해제한다.

3.2.13.3. 객체 락 모두 해제

「Ctrl+Shift+U」

‘락’은 타임 라인 상에 자물쇠 아이콘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 락으로 고정된 객체는
작업창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Disable상태가 된다. 편집 중 마우스가 클릭되어 작업에
방해될 경우 락으로 지정하고 작업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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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페이지 편집
페이지 리스트를 이용하면 페이지의 이동, 복사 등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페이지 리스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3.3.1. 새 페이지 삽입/추가 「Alt+N」
Alt+N키를 실행하면 현재 편집 중인 페이지 앞쪽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삽입되고, 편집
페이지가 새로운 페이지로 옮겨진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면 페이지 리스트에서 비어 있는 페이지를 클
릭하면, 마지막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되고, 작업 페이지로 설정된다.

3.3.2. nba 파일 삽입 「Alt+A」
선택된 페이지 앞쪽으로 nba 프로젝트 파일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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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nba 프로젝트 열기 「Alt+더블클릭」
nbi 파일 내 삽입된 nba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만 메뉴가 활성화 된다. 삽입
된 nba 프로젝트 파일을 마지막 탭으로 연다.

3.3.4. 페이지 잘라내기 「Ctrl+Shift+X」
Ctrl+Shift+X키를 누르면 선택된 페이지가 자르기(삭제)된다. 현재 편집중인 페이지가
삭제되며, 페이지 리스트에서 여러 페이지를 선택하여 삭제도 가능하다.

3.3.5. 페이지 복사/붙이기 「Ctrl+Shift+C/V」
페이지 리스트에서 Ctrl+Shift+C를 누르면 선택된 페이지가 클립보드로 복사된다. 잘라
내거나 복사하여 클립보드에 복사된 페이지는 Ctrl+Shift+V키를 누르면, 현재페이지의
앞으로 삽입된다.

3.3.6. 페이지 선택 범위 지정
페이지리스트에서 페이지의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연속적인 페
이지의 경우 시작할 페이지를 클릭하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
하면 범위내의 모든 페이지가 선택되어 페이지 리스트가 노란 색으로 선택되어 보인다.
연속적이지 않은 페이지의 경우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된다.

3.3.7. 작업 페이지 이동
이동을 원하는 페이지를 페이지 리스트에서 클릭하거나, 아이콘 메뉴에서 페이지 이동
버튼을 눌러 이동 할 수 있다.
Page Up/Down키로 현재 작업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씩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현
재 작업 중인 페이지는 노란 테두리가 표시된다.
①

첫 페이지로 이동

②

이전 페이지로 이동, Page Up

③

다음 페이지로 이동, Page Down
현재 작업페이지가 마지막일 경우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된다.

④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3.3.8. 페이지 이동 「F4」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이며, 단축키는 F4이다.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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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를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른다.

3.3.9. 찾기 & 바꾸기 「Ctrl+F/Ctrl+R」
현재 작업 중인 파일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찾는다. 찾아서 바로 바꿀 수 있다. 방향과
대소문자 구분 옵션을 체크 하여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있다.

3.3.10. 페이지 템플릿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 형식은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여 불러 사용할 수 있다.

3.3.10.1. 템플릿 저장하기
파일>템플릿으로 저장하기로 현재 페이지를 저장한다.
현재 페이지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는데, 텍스트 객체 및 선택된 객체는 객체 위치 고정
상태로, 나머지 객체는 객체 락 상태로 저장된다.

3.3.10.2. 템플릿 삽입 「Ctrl+Shift+T」
풀다운 메뉴의 삽입>템플릿으로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거나, 작업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열린 컨텍스트 메뉴에서 또는 단축키를 이용하여 템플릿 파일을 불러들일 수
있다. 템플릿은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 내용을 지우고 템플릿 파일이 열리게 된다.

3.3.10.3. 템플릿 수정하기
템플릿 파일 저장 시 나중에 변경할 객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저장하면, 저장된 템플
릿을 불렀을 때 선택했던 객체들은 위치 고정(
았던 객체들은 고정되어 선택할 수 없는 락(

)된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선택하지 않
) 상태가 된다. 단, 텍스트 객체는 선택하

지 않아도 무조건 위치 고정상태가 된다. 불러낸 템플릿 파일에서 텍스트는 위치고정
객체 형식으로, 흰색 점선으로 테두리가 표시되어 보인다.

-34-

템플릿 저장 시
선택객체, 텍스트객체

그 외 객체

템플릿 오픈 시

위치 고정 상태

객체 락 상태

객체 상태

기능 해제

선택 가능

부분해제 : 아이콘 토글/Alt+L

부분속성편집가능

모두해제 : Ctrl+U

선택 불가

부분해제 : 아이콘 체크
모두해제 : Ctrl+Shift+U

3.3.10.4. 페이지 템플릿 일괄지정
다수의 페이지에 동일한 템플릿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일괄 지정할 작업 페이지를 다
중 선택 한 후 Style Catalog>Page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더블클릭하거나 드래그 하여
적용한다.
글자 객체에 한하여 적용되며, 여러 개의 글자 객체가 있는 페이지에 ‘페이지 템플릿’을
일괄 지정하면, ‘페이지 템플릿’에 있는 글자 객체 수만큼만 템플릿에 적용되고, 나머지
객체는 그대로 남아있다.
상단에 위치한 객체가 템플릿의 상단 객체에 위치부터 순차 적용(레이어 순서)되고, 동
일 높이에 위치한 객체의 경우는 왼쪽 객체부터 상단 객체위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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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tyle Catalog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나 객체속성, 이미지 폴더 등의 정보들을 모아두었다 쉽게 재사용
할 수 있다.

3.4.1. Style 편집
3.4.1.1. Style 추가/적용하기
Char, Color, Shape Style는 드래그나 단축키를 눌러 추가/적용이 가능하며, Image,
Back, Animation, Video, Back Video는 PC내의 특정 폴더를 등록해 두는 것으로, 폴더
내에 들어있는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도 해당 폴더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단, 지정한 폴더의 이미지 용량에 따라 로딩시간이 걸릴 수 있다. (관련 옵션 : 도
구>옵션>General>Style Catalog with folder list)
위와 같이 Style로 지정했다면 지정된 Style은 작업창에 원하는 객체에 드래그 하여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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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Char

Style 추가

기 능

Style 적용
텍스트객체 선택 후 Ctrl+Alt+A

텍스트 객체의 서체, 크기, 색상정보 저장
변경할 텍스트 객체로 Drag & Drop
Attributes탭에서 색상을 Catalog로 드래그

Color

색상 정보 저장

변경할 객체로 후 Drag & Drop(Face만적용)
Attribute탭의 F/E/S로 Drag & Drop

Shape

도형객체 선택 후 Ctrl+Alt+A
도형 객체의 모양, 크기, 색상 정보 저장
작업창으로 Drag하면 도형 객체 추가

Page

저장할 Page에서 Ctrl+Alt+P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 저장
작업창으로 Drag하면 선택한 Page로 변경

Image

Back

폴더 지정

이미지 속성으로 적용
: tga, bmp, jpg, gif, png, tif

폴더 지정

배경이미지 속성으로 적용
: tga, bmp, jpg, gif, png, tif
애니메이션 속성으로 적용

Animation

Back Video

작업창으로 Drag하면 배경이미지로 적용
폴더 지정

: tad, gpf
(Compix CG에서 생성된 애니메이션파일)

Video

작업창으로 Drag하면 이미지 객체 추가

작업창으로 Drag하면 애니메이션 객체 추가
폴더 지정

동영상 속성으로 적용
: avi, wmv, mov, mp4, mxf, mpg

작업창으로 Drag하면 동영상 객체 추가
폴더 지정

배경동영상 속성으로 적용
: avi, wmv, mov, mp4, mxf, mpg

작업창으로 Drag하면 배경동영상으로 적용

3.4.1.2. Style 파일 만들기
Image, Back, Animation처럼 폴더를 링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한 Style을 용도
에 맞게 저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과 같이 Style 이름이나 Style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 생성할 수
있도록 New메뉴가 생긴다. New메뉴로 생성된 빈 Style위에 새로운 Style을 추가하게
되면 저장하도록 창이 뜬다. Style의 확장자는 *.n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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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Style 보기/편집하기

편집할 Style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Style을 복사,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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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할 수 있다.
View나 Icon메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Style 썸네일을 볼 수 있다.

3.4.1.4. Add Folder
폴더 개념의 Style(Image, Back, Animation, Video, Back Video)에서만 활성화 되며, PC
내에 일정 폴더를 지정하여 폴더 내에 들어있는 파일을 보여준다. 단. 폴더의 이미지 용
량에 따라 로딩시간이 걸릴 수 있다.

3.4.1.5. Refresh
폴더의 내용을 보여주는 Style(Image, Back, Animation)에서만 활성화 되며, 폴더 내용
이 변경되었을 경우 Refresh를 해주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 될 것이다.
관련 옵션] 도구>옵션>General>Refresh thumbnail in style catalog when NABI starts

3.5. 보기

3.5.1. 안내선 / 격자점 / 정렬선
작업창에 다양한 안내선을 지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설정한 각종 안내선을 On/Off
한다.
① 안내선(Safe Area) : 작업한 CG내용이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송출될 수 있는 평균값
의 영역을 말한다.
Video Safe Area, Vertical/Horizontal Center, SD Area
가이드라인 설정은 도구>옵션>Editor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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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격자점
격자무늬의 점선을 보여준다. 간격은 도구>옵션>Editor에서 가능하다

③ 정렬선

사용자가 기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객체의 정렬이나 외부 텍스트를 불러들일
때 기준 영역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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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방법은 작업창 상단과 좌측 눈금자부분에 ▶◀/▲▼모양의 포인트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영역이 녹색 라인으로 영역이 보인다.

3.5.2. Snap / Snap to 「Alt+;」
지정한 정렬선 근처로 객체를 이동, 복사했을 때 가까운 정렬 선에 자석처럼 붙는 기능
이다. Snap 기능을 On/Off하는 단축키는 Alt+; 이다.
해당 정렬선이 켜진 상태에서 Snap기능을 적용할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3.5.3. 안내선 사이즈 조정
안내선은 비디오에서 CG작업한 내용이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평균값 이
다. 영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는데, 이 메뉴
를 실행하면 안내선에 8개의 포인터가 나타나고 포인터를 조정하여 안내선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반드시 설정이 끝나면 ‘안내선 사이즈 조정’을 다시 선택하여 체크를 해제해야 한다.

3.5.4. 안내선 사이즈 초기화
‘안내선 사이즈 조정’ 메뉴로 변경된 안내선을 초기화 시킨다.

3.5.5. Alias 표기
APC연동이나 SDK를 이용한 기타 옵션 프로그램, 교회DB 이용 시 활용되는 기능으로
각 객체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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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송출 미리보기

「F5」

현재 선택한 페이지만 송출된다. 단축키는 F5이다.

3.5.7. 프리뷰 윈도우 「F12」
송출 시 송출 대기 중인 페이지를 PC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송출효과는 보이지 않고 송
출 대기 중인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 페이지 모드를 볼 수 있으며, 단축키는 F12이다

3.5.8. 16:9 ↔ 4:3
기본 사이즈가 720×486(4:3) 인 것을 16:9비율로 늘려서 보이게 해준다.

3.5.9. 페이지 리스트 윈도우

「F11」

많은 양의 페이지 리스트 이미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윈도우로 많은 양의 페이지를
한꺼번에 보면서 방영 할 수 있다.
페이지리스트 윈도우 하단에는 Playback 컨트롤 메뉴가 있어서, 바로 송출 컨트롤이 가
능하고, 송출 중에 리스트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넥스트로 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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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

「F10」

페이지 별로 가사 작업을 한 후,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를 실행하여 오디오 파일에
각 페이지의 송출 지점을 지정하면 오디오 파일과 함께 가사 페이지가 자동 송출된다.
사용 가능한 오디오 파일은 mp3, wav파일이며, 파일 확장자는 *.nba로 저장되어, 별도
로 관리하거나, 기존 파일(*.nbi)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10.1.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 메뉴

ⓐ. 자막 페이지 리스트 : 자막 작업된 페이지 리스트가 순차적으로 보인다. 현재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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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PGM)인 페이지는 분홍색 테두리로, 송출 대기 중(Next)인 페이지는 하늘색 테두
리로 진행되는 상황이 보인다.

ⓑ. 오디오 타임라인 : 오디오 파일의 Duration으로 타임라인의 길이가 결정되고, 키패
드의 Enter를 눌러 자막 페이지 클립을 순차적으로 오디오 타임 라인위에 올릴 수
있다.
ⓒ. Play Head : 타임라인에 보이는 빨간 선으로 오디오 파일의 현재 재생 위치를 나타
낸다. 마우스로 클릭하여 Play Head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
ⓓ. Playback : 오디오 타임라인위에 페이지 클립을 올려 송출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왼쪽은 송출 준비 중인 페이지(NEXT), 오른쪽은 송출중인 페이지(PGM)를 나타낸다.

ⓔ. 오디오파일 설정 및 플레이 : 오디오 파일을 등록한다. mp3, wav파일 사용이 가능
하고, 송출 중에는 오디오 파일을 변경할 수 없다. 오디오 파일 Play / Stop은 Space
bar로 컨트롤 할 수 있다.

: 오디오파일 Play/일시정지/정지(Space Bar)
: PlayHead 맨 앞으로 이동
: CG In(키패드 Enter)
: 현재 재생 시점 / 전체 재생 시간
: 오디오 파일을 설정

-44-

: 볼륨 조절
ⓕ. Delete All Clips : 타임라인 위에 지정된 페이지 클립을 모두 삭제한다.
ⓖ. Reset Windows Size :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 크기는 확대 축소가 가능하며, Reset
Windows Size버튼을 누르면 기본 창 사이즈로 조절된다.

3.5.10.2. 오디오 타임라인 설정 및 편집
오디오 타임 라인에 자막 페이지 클립을 설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 가사 자막 작업
ⓑ. 오디오 타임라인 편집창 실행(F10)
ⓒ. 오디오 파일지정 / 플레이(오디오파일 Play & Stop : Space bar)
ⓓ. 오디오 타임라인위에 페이지 클립 적용(키패드 Enter)

3.5.10.2.1. 페이지 클립 삽입
오디오파일이 플레이되는 상태에서 키패드의 Enter키를 눌러 순차적으로 페이지를 오
디오 타임라인 위에 올린다. 순차적인 페이지 송출 중 특정 페이지를 송출하려면 키패
드에서 해당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고 Enter버튼을 누르면 NEXT에 로드된다.
※ 오디오 타임라인에서 송출 시 Run Setting 모드는 무조건 Manual In으로 적용된다.

3.5.10.2.2. 페이지 클립 편집
. 페이지 클립 이동 : 페이지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키보드의 화살
표 방향 좌, 우 버튼으로 미세 이동 가능
. 페이지 클립 삭제 : 삭제할 페이지클립 선택 후 Del키를 누른다. Shift키를 눌러 범위
선택할 수도 있으며,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
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3.5.10.3. nba파일 관리
3.5.10.3.1. nba파일로 저장
오디오 타임라인에 페이지 클립을 올리는 작업이 끝나고 파일>저장하기 메뉴에서 저장
할 수 있다.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클립을 올렸을 경우 기본 확장자는 *.nba로
지정되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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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3.2. nba파일 열기
파일>열기 메뉴에서 확장자를 nba로 선택하면, nba파일을 바로 열 수 있다. 오디오 파
일과 함께 송출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F10)를 띄우고 송출해야하며, 일
반 Playback메뉴로 송출할 경우 오디오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송출로 진행된다.
nba파일도 함께 사용된 외부 파일(이미지, 오디오파일)의 경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기존
경로에 파일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경고 메시지가 뜨고 경로를 다시 지정해야한다.

3.5.10.3.3. nba 프로젝트 파일 삽입 「Alt+A」
*.nbi파일에 *.nba로 저장된 파일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페이지 리스트에서 마우
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nba파일 삽입’메뉴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nba이 프로젝
트 파일 형식으로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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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파일에 삽입된 nba 프로젝트 파일의 경우 오디오 파일이나 nba파일의 기존 저장 경
로에 없다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 리스트에 X표시가 된다.

경로를 찾지 못하는 nba 프로젝트 파일을 페이지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nba파일이 없
을 경우 NoNBAFile, 오디오 파일이 없을 경우 NoAudioFile이라고 편집 창에 표시된다.

3.5.10.3.4. nba프로젝트 파일 열기 「Alt+더블클릭」
삽입된 nba프로젝트 파일은 페이지리스트에서 nba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하고 Alt+더블
클릭을 누르면 별도의 탭으로 파일이 열리고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다.

3.5.11. 작업용 프리뷰 모니터
송출보드가 없는 작업용 프로그램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업용에서의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PC의 경우 송출 미리 보기창을 주모니터 또는 보조모니터에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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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정할 수 있다.

3.6. 삽입

3.6.1. 새로운 페이지 「Alt+N」
현재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 앞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삽입된다.

3.6.2. .nba파일 「Alt+A」
현재 페이지 앞으로 nba프로젝트 파일이 삽입된다.

3.6.3. 나비파일 「Alt+G」
이미 제작해 놓은 NABI파일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 앞으로 삽입된다.

3.6.4. 템플릿 「Ctrl+Shift+T」
저장된 템플릿 파일을 연다.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바로가기 메뉴(템플
릿 삽입)를 이용하거나, 단축키 Ctrl+Shift+T를 이용하여 템플릿을 불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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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텍스트 파일 「Ctrl+T」
텍스트 편집프로그램에서 텍스트파일(*.txt)로 저장한 문서 파일을 읽어 들이는 기능으
로, 영화 자막이나 노래 가사 자막 등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텍스트 파일을 삽입하기 전에 서체의 기본 값을 먼저 설정하는데, 서체의 종류와 색상,
위치를 정한다. 위치는 사용자가 지정한 정렬선에 기준하며, 정렬선의 좌측상단을 기준
으로 정렬된다.
서체의 기본 값을 정한 후 읽어 들인 텍스트 문서는 좌측의 페이지 리스트에 보이게 되
는데 모두 나타나지는 않으며, 각 페이지를 누르면 나타난다. 페이지 리스트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텍스트 파일을 삽입함과 동시에 페이지 리스트에 보일 수 있으나,

(

이 기능은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선택된 페이지 수가 많거나 시스템 사양이 낮
은 경우는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조각그림이 있는 페이지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불러들인 페
이지에 모두 같은 조각그림 같이 복사되어 보인다.

3.6.5.1. 정렬 제어문자
제어문자를 이용하여 정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어 문자는 별개의 줄에 단독으로 사
용되며, 새 페이지 구분 제어 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 첫 줄에 한번만 기록하면
된다. 새 페이지 구분 옵션은 도구>옵션>General>Use “//” as Page Delimiter When
Import Text 옵션 항목 값을 기준으로 공백 줄이나 //로 지정할 수 있다.
정렬기준 제어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Text Attribute의 글자 정렬 속성
으로 적용된다.
제어 문자

기

능

공백 줄

새 페이지

페이지 구분

//

새 페이지

페이지 구분

<<

왼쪽 정렬

정렬선 기준으로 왼쪽 정렬

>>

오른쪽 정렬

정렬선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

<>

가운데 정렬

정렬선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

영화자막 정렬

페이지 내의 긴 문장(중앙정렬)을 기준으로 왼쪽정렬

①. 왼쪽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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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화자막 정렬

3.6.5.2. Windows Clip 복사하여 붙이기
클립보드에 복사된 문자열을 복사하여 바로 붙일 수 있다. 다국어 편집 시 바로 복사하
여 붙여넣기가 가능하여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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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언어 원본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이게 되면, 서체가 언어와 일치 하지 않아 네모
박스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서체를 해당 나라 언어의 트루타입폰트 서체
로 적용하거나 Tahoma서체를 적용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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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PowerPoint 슬라이드 「Ctrl+P」
ppt, pptx로 저장된 파일을 이미지시퀀스로 변환하여 NABI페이지 내에 순차적으로 삽
입한다. PPT파일을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원하는 이미지 비율을 선택한다.

삽입>PowerPoint슬라이드는 PPT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NABI의 페이지마다
순차적으로 삽입시키기 때문에 변환된 이미지 파일은 불러들인 PPT파일 경로에 PPT파
일명 폴더가 생성되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

3.6.7. 이미지 / 배경이미지 시퀀스 「Ctrl+Al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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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이미지란 파일명에 연속적인 번호가 붙여진 이미지 형태를 말하며, 이미지 시퀀
스 메뉴는 선택한 페이지부터 그 이후 이미지들을 시퀀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페이지
마다 한 장씩 삽입된다.
. 위치 : 기본적으로 중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중앙’ 체크를 빼고 왼쪽 미리 보기 창에
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Left, Top값을 조절하여 위치 조절 한다.
. 사이즈 : 불러들일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타나며, 임의로 사이즈를 조정하여 불러들일
수 있다. 왼쪽의 미리 보기 창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풀사이즈는 1920×1080
이고 원하는 크기로 조절 불러 올 수 있다.
. Start~End : 불러들일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배경이미지 시퀀스 또한 이미지 시퀀스와 동일한 원리이며, 배경이미지의 경우 NABI
페이지 내에 배경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레이어상에 보이지 않는다. 고정된 배경이미지
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선택되
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줄이는 등의 추가 편집을 할 수
있다.

3.6.8. 이미지

「I」

NABI는 CG프로그램 내에서는 텍스트 이외에도 외부에서 작업된 이미지를 불러서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tga, bmp, jpg, gif, png, tif형식의 이미지는 모두 불러 올 수 있으며
그림의 경우 ‘배경그림’과는 달리 마우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동,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

3.6.9. 애니메이션

「A」

Image Sequence파일(tga, bmp, jpg)을 *.tad, gpf로 제작하거나 만든 COMPIX애니메이
션 파일이나, avi, wmv, mov, mp4, mxf, mpg형식의 비디오 파일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3.6.9.1. COMPIX 애니메이션 파일
시퀀스 이미지 파일을 불러들여 CG에서 사용이 가능한 애니메이션 파일로 제작한다.
tga, bmp, jpg의 시퀀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tad파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된다. GenCG에서 사용했던 gpf파일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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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tad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Attributes탭을 보면 tad파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gpf파일을 제외한 tad 애니메이션 파일은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며, 작업창에서
드래그 하여 조정하거나 Attributes탭의 수치를 조정하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 조
정한 애니메이션파일은 Reset Size버튼을 눌러 원래 사이즈로 복원시킬 수 있다.

3.6.9.2. 비디오 파일
avi, wmv, mov, mp4, mxf, mpg형식의 비디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으며, 작은 사이즈의 경우 위치 이동도 가능하다.
비디오 파일을 부르고 Attributes탭을 확인하면 파일의 경로 및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Loop를 조절하여 반복 횟수도 조절가능하다.

㉠. Height / Width : 파일 크기 조정. 수치 값을 조정하거나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조
정 한다.
㉡. Reset Size : 원래 사이즈로 복원
㉢. Loop : 반복 횟수 지정. 0은 무한 반복. Loop횟수에 따라 타임라인에 클립표시 된
다.
㉣. StartTime / EndTime : 비디오 파일의 시작/끝 시간.
Mark구간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진하게 활성화 되어 보이고, 지정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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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활성화 되어 보인다.
㉤. Video Preview

: 선택한 비디오 파일 미리보기

- ▶ Play : 비디오파일 재생
- ■ Stop : Preview 중이였다면, 재생이 중지되고 영상의 맨 앞으로 재생 포인터가
이동된다.
-

Rewind : 재생 중지된 상태에서 사용되며, 미리 보기 창의 재생 포인터를 송
출 시작점으로 이동시킨다. Mark로 지정된 영상의 경우 Mark 영상
시작 지점으로 이동한다.

㉥. Mark : 비디오 파일의 사용할 구간 지정이 가능하다.
- Mark 지정 : Mark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노란색 삼각형 포인터(▶) 또는 Start/End
Time 옆에 보이는 포인터( )를 이용하여 구간을 지정한다.
- Mark 해제 : 지정된 구간을 해제하려면 Mark버튼을 다시 눌러 비활성화 시킨다.

㉦. Frame : 총 프레임 수
㉧. Duration : 비디오 파일의 총 재생 시간. Mark로 송출 구간을 설정하였다면 조정되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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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배경 이미지

「B」

‘배경 이미지’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으로 tga, bmp,
jpg, gif, png, tif 형식의 이미지를 불러 올 수 있다.
‘배경이미지’ 메뉴로 이미지파일을 열면, 화면사이즈에 맞추어 열리고, 이미지는 배경으
로 고정되어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열린다. 타임라인의 레이어 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다. 이는 작업 중 불필요하게 선택이 되어 편집에 방해됨을 막기 위해서 이다.
배경 이미지를 편집하고자 할 경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이 선택되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편
집이 가능하다. Attributes 탭의 Reset Size메뉴를 선택하면 원래 이미지 크기로 변경된
다. 배경이미지 삭제 아이콘

3.6.11. 배경 애니메이션

을 이용하여 바로 삭제도 가능하다.

「M」

‘배경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과 동일한 기능으로 애니메이션 파일이 배경이미지처
럼 화면사이즈 크기로 조정되어, 고정 적용된다. COMPIX 애니메이션 파일(gpf, tad)이
나 avi, wmv, mov, mp4, mxf, mpg형식의 비디오 파일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사이
즈 조정이나 위치이동 하고자 할 경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르
면 애니메이션 파일이 선택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
배경애니메이션 삭제 아이콘

을 이용하여 바로 삭제도 가능하다.

3.6.12. 시계 / 계수기
삽입>시계/계수기를 선택하여 설정하며 설정된 시계/계수기는 하단에 Attributes탭에서
세부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Roll/Crawl모드에서 시계나 계수기를 만들면 정지 상태로
흘러간다. 그리고 한 개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시간 객체를 만들면, 멀티 레이어에서 정
렬된 순서대로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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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1. Clock(시계)
기본적인 Format과 Duration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르면 작업화면 상에 현재시간(컴
퓨터 시계)이 표시된다. 만들어진 시간 객체를 선택한 후 하단에 Attribute탭을 선택하
여 서체와 색상정보, 시계 정보를 수정 한다.

. Format

송출 포맷 설정

. Duration : 송출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정된 시간만큼 송출되며, 지정된 시간이 끝
나면 자동으로 송출 Out된다.
. Time Signal : 정각 사운드 지정 메뉴이다. Sound 파일(*.wav)을 지정하고, sec를 지정
하면 정각에서 지정된 초 전에 지정해 놓은 사운드가 플레이 된다.

3.6.12.2. Timer(계수기)

. Format

송출되는 포맷 설정

. Duration : 송출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Start, End값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지정된다.
. Start/End : 타이머 시작/종료 시간

3.6.13. 여러 페이지 넣기 「Ctrl+D」
선택한 객체를 지정한 여러 페이지에 동일한 위치에 넣을 수 있다. 객체가 삽입 될 페
이지는 모든 페이지 또는 일부 페이지로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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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특수문자 입력 「F2」
텍스트 입력모드 상태에서 편집 창에 커서를 찍어놓은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
체의 특성에 따라 일부 특수 문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윈도우 폰트 중 Windings, Webdings 혹은 딩벳 서체 등의 특수 문자로 이루어진 서체
의 경우 특수문자표를 사용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3.7. 도구
3.7.1. 스케줄 송출

「Ctrl+A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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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스케줄에 따라 파일을 송출하는 기능이다.
①. Start – Data & Time : 방영시작 날짜와 시간
②. Set Stop – Date & Time : 방영정지 옵션
• Default : 현재 방영하고 있는 문장을 끝내고 멈춤
• Finish File : 현재 방영하고 있는 파일이 끝나면 멈춤
• Immediate Stop : 지정된 시간에 바로 멈춤
③. Stop – Data & Time : 방영종료 날짜와 시간
송출할 파일을 불러들이고 Start page, End page를 설정한다. 스케줄링된 파일은 기존
에 다른 파일이 방영되고 있어도 기본 데이터 방영을 멈추고 스케줄링된 파일을 내보
낸다. 방영시간이 되면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송출 얼마 전에 경고할
지도 지정이 가능하다.(도구>옵션>General>Schedule Alert)

3.7.2. PowerPoint 슬라이드 쇼
Power Point파일(*.ppt, *.pptx)을 바로 송출한다. Power Point의 ‘슬라이드 쇼 보기’ 기
능이 바로 실행되어 송출된다. 단, PC에 Power Point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Power Point 파일에 동영상파일이 삽입되어 있다면 문자발생기와 송출모니터 간의 거
리에 따라 Delay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기능은 Power Point가 VGA모니터 상에 쇼 보기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이
기 때문에, ‘PC 화면 송출’기능이 동시에 실행된다. 슬라이드 쇼를 마치고 나면 풀다운
메뉴 도구>PC화면 송출 체크를 해제 시켜주도록 한다.

3.7.3. PC 화면 송출
PowerPoint 슬라이드 쇼와 연동되는 기능으로VGA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준다.

3.7.4. Prompter 송출 / 설정
송출화면과는 별도로 2번 모니터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자막 내용 및 다양한 정보를 사
회자에게 전달한다. PVW, PGM, 시계는 물론 간단한 메시지도 전달 가능하다.
메뉴는 2번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활성화 되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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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Prompter 설정 「Ctrl+Shift+P」
2번 모니터로 보이는 항목을 설정한다. 4가지의 기본 포맷을 사용하거나 Custom메뉴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송출한다. 각 항목별로 서체와 배경 색
상, 정렬(L/C/R), 설정 값 초기화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 편집할 수 있다.

3.7.4.2. Prompter 송출 「Alt+P」
설정된 항목을 2번 모니터로 송출한다. 송출 단축키는 Alt+P, 송출 중 취소 Alt+P 또는
키보드의 ESC키로 가능하다.

3.7.5. 캡쳐

영상을 정지 이미지로 캡처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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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옵션 「F8」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편집환경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3.7.6.1. Editor
작업창 편집화면을 설정한다.

3.7.6.1.1. Soften Fonts
폰트를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한다.

3.7.6.1.2. Moving Object With Keyboard
키보드를 이용하여 픽셀단위로 객체를 이동(Ctrl+방향키)시킬 수 있으며, 이동할 만큼의
X, Y축의 Offset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3.7.6.1.3. Guides (안내기준선)
작업한 CG내용이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송출될 수 있는 평균값의 영역으로 Safe Area,
Vertical Center, Horizontal Center, SD Area가 있으며,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원하는
종류의 안내기준선을 켜놓고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안내선을 설정한 후 보기>안내선
(Alt+U)을 선택하면 작업창에 선택한 안내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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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4. Grid (격자점)
격자무늬의 점선을 보여준다. 격자점의 Width와 Height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기>
격자점(Alt+D) 메뉴를 선택하면 작업창에 격자점이 보인다.

3.7.6.1.5. Background Pattern
편집창의 배경화면 패턴을 변경할 수 있다.

3.7.6.2. External Controller
별매의 추가 제품(리모트 컨트롤, Multi CG)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필요한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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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General

3.7.6.3.1. Auto Backup
자동 백업파일(*.nbk)의 생성여부를 설정한다.

3.7.6.3.2. Non-Existing Fonts Warning
존재하지 않는 폰트가 있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울지 여부를 지정한다.

3.7.6.3.3. Scheduler Alter
스케줄러 기능으로 설정된 파일 송출 전에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스케줄러에
의해 설정된 파일이 시간이 되면 현재 방영중인 것을 멈추고, 스케줄러에 따라 방영되
기 얼마 전에 경고할지를 설정한다.

3.7.6.3.4. Word Wrap
삽입>텍스트 불러오기 메뉴 사용 시 응용된다. 텍스트 파일 삽입 시 지정된 영역을 넘
어가면 음절이 아닌 단어 단위로 다음 줄로 내려간다. 만약 불러들이는 텍스트가 한 페
이지 내에 불러지지 않는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다.
Word Wrap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파일의 길이를 무시하고 불러와 작업창을 벗어나
정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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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5. Use “//” as Page delimiter when Importing Text
텍스트(*.txt)파일을 삽입할 경우, 텍스트 파일의 페이지 구분 기호로 //를 사용할지 여
부를 지정한다. 옵션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 공백 줄이 페이지 구분기준이 된다.

3.7.6.3.6. Refresh Thumbnail in Style Catalog when NABI starts
Style Catalog중에 Image, Back, Animation의 경우 지정폴더의 파일을 보내주는 형식이
기 때문에 썸네일에 저장해 두었다가 보여주게 되면 갱신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NABI를 실행할 때마다 해당 폴더의 파일을 모두 검색해서 썸네일
을 만들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폴더의 자료 용량에 따라 로딩 하
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7.6.3.7. Style Catalog with folder list
Image, Back, Animation의 Style Catalog는 PC내에 지정된 폴더의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윈도우 탐색기 등으로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 Catalog에 보이는 상태를 바로 지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폴더의 이미지 용량에 따라 로딩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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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8. URL
자주 사용하는 URL을 입력하고 작업 중 URL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다. 관련 템플릿 제공 사이트 등을 링크시켜 활용할 수 있다.

3.7.6.3.9. Display layer TopDown
Timeline에서 보이는 레이어 정렬 순서를 조정한다. 값이 체크된 상태이면 먼저 만든
레이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되고, 항목 값을 제거하면 반대로 정렬된다.

3.7.6.3.10. Uniscribe
조합이 필요한 다국어 입력 시 체크한다.(ex.태국어, 베트남어)

3.7.6.3.11. Multi View
오픈한 파일 탭을 옆으로 드래그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작업창 뷰가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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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Playback
송출관련 옵션을 조절한다.

3.7.6.4.1. Apply Modification while Running
NABI는 송출 중에 편집 수정이 가능한데, 송출 중에 수정사항을 적용할지 유무를 설정
한다. 체크를 하면 송출 중에도 수정된 내용으로 송출이 가능하며, 체크를 빼면 송출 중
에 수정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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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2. Always open file with default run mode
지정된 파일의 방영모드를 무시하고 파일을 열 때 선택된 모드로 파일을 연다.

3.7.6.4.3. Enable Numeric Keypad for text input
기본적으로 키패드에 방영과 관련된 키가 지정되어 있어 텍스트 입력모드에서 키패드
를 이용한 숫자 입력은 되지 않는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숫자 텍스트 입력 시 키패드
로도 숫자 입력이 가능하게 되지만 송출은 메뉴를 직접 마우스 클릭해야 만 가능하다.

3.7.6.4.4. Change the drive path if a resource file path…….
저장 이미지 경로 HDD드라이브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미지 경로 트리 구조가
일치하고, 드라이브 경로만 달라졌을 때의 사용이 가능한데, PC가 변경되거나 HDD의
하드 증설로 인해 드라이브가 변경될 경우 드라이브를 변경 설정한다.

3.7.6.4.5. Select Capture Monitor
듀얼 모니터 사용 시 ‘도구>PC화면송출’을 사용할 송출 모니터를 지정한다.
Power point 슬라이드 쇼를 송출할 때는 Power point 자체 옵션 값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모니터’ 값에 따라 송출 모니터가 결정된다.

3.7.6.4.6. 4:3 Out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송출 시 송출 모니터가 4:3일 경우 체크하면 4:3 비율로 송출
된다.

3.7.6.4.7. Shaped Output
Input없이 블랙 바탕에 오버레이 된 것처럼 사용할 경우 Shaped 출력으로 내보낸다.
송출용 장비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옵션이다.

3.7.6.4.8. Autorun Prompter
프로그램 실행 시 프롬프터기능 자동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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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창
다양한 툴바나 메뉴 창을 On/Off한다.

3.8.1. Reset Layout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시킨 메뉴 레이아웃을 프로그램 처음 설치 상태로 초기화 시킨다.

3.8.2. Custom Layout

. Save :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레이아웃을 저장한다.
. Reset :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저장한 상태의 레이아웃으로 reset한다.

3.8.3. Fixed Layout
현재 레이아웃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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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스마트 도킹 레이아웃
NABI에서는 각각의 메뉴를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분리, 배열할 수 있는 레이아웃 구조
를 가지고 있어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면 좀 더 큰 메뉴환경으로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
하다. 분리된 메뉴는 도킹 가이드 마커를 이용하여 재배열이 가능한데, 도킹 가능한 메
뉴 윈도우가 플로팅 상태일 때, 도킹 가이드 마커가 생성된다. 도킹 가이드 마커를 원하
는 위치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위치하면, 선택한 위치의 마커가 하늘색으로 선택되
고, 이동할 위치가 하늘색으로 표시된다. 원하는 위치에 마커를 선택하면 해당위치로
메뉴가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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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편집(Attribute)
글자, 도형, 이미지 객체를 선택하고 수정한다.

4.1. 객체 스타일 편집
NABI에서 생성한 객체는 기본적으로 Face, Edge, Shadow를 지원하며, 다양한 스타일
로 표현할 수 있다.

4.1.1. Face
객체의 표면 속성 값을 설정하며 F로 표시된다.

4.1.1.1. Soft
객체 표면 값에 대한 부드러움의 정도를 설정한다.

4.1.2.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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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테두리 속성 값을 설정하며 E로 표시된다. Edge는 최대 3개 까지 설정이 가능하
다. 설정된 Edge를 취소하려면, 취소할 Edge 색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색상은 남아있지만 Size와 Soft값이 초기화 되어 Edge가 없어진다.

4.1.2.1. Size / Soft
Edge의 Size(두께)와 Soft(부드러움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4.1.3. Shadow
객체의 그림자 속성 값을 설정하며, S로 표시 된다.

4.1.3.1. Depth / Soft / 방향
그림자의 Depth(두께), Soft(부드러움 정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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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글자 객체 속성 편집
입력한 글자를 선택하면 하단 Attributes탭 상에 글자 객체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가 나타난다.

4.2.1. Font(서체종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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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종류 설정한다. 윈도우에 설치된 True Type Font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의 여건에 따라 Font를 확장할 수 있다. 자주 사용 하는 폰트는 10개 까지 폰트리스트
맨 아래쪽에 최근 사용한 폰트 순으로 Font history가 표시되어 쉽게 선택할 수 있다.

4.2.2. 글자 기본효과
4.2.2.1. Bold
글자의 Face를 굵게 표현한다. Bold형식의 서체가 준비된 것만 효과가 나타난다. Bold
체가 없는 서체는 Thickness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4.2.2.2. Italic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4.2.2.3. Outline
글자객체를 Face 윤곽만 표시하는 형태로 만든다. Thickness(두께조절)와 함께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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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Height(높이), Width(너비)
Height는 글자의 크기(높이)를 말하며, 10-1200까지 조정 가능하다. Width는 글자의 너
비를 말하며 글자 높이에 대한 폭의 비율을 지정한다. 10%~800%까지 가능하다.
. Height(글자 크기 조절) 단축키 : 확대 Ctrl+I, 축소 Ctrl+M
. Width(글자 폭 조절) 단축키 : 확대 Ctrl+J, Ctrl+K

4.2.2.5. Space
띄어쓰기 간격을 조절한다.

4.2.2.6. Thickness(굵기)
글자 굵기(두께)를 조절한다.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가는 글씨들의 두께를 조절 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Outline기능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4.2.2.7. Leading(줄 간격)
한 객체 내에 문장의 줄 간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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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Kerning(자간)
글자사이의 글자 간격을 설정한다.

* 단축키 : 자간 벌리기 Ctrl+H, 자간 모으기 Ctrl+L

4.2.2.9. Rotate(객체 전체 회전)
글자객체 회전 정도를 설정한다. +값은 반시계방향, -값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4.2.2.10. C-Rotate(글자별 회전)
글자객체의 음절 단위 회전 정도를 설정한다. +값은 반시계방향, -값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4.2.2.11. 텍스트 정렬
글자객체 내 정렬 방법을 설정한다.

왼쪽정렬

가운데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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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정렬

4.2.2.12. Exclude
Exclude로 지정된 글자객체는 “페이지 템플릿 일괄지정” 적용 시 제외 된다. 지정된 객
체는 레이어에서도 확인된다.

4.2.2.13. Char Unit
Face, Edge, Shadow의 Color 적용 있어서, 객체 음절단위로 적용할지 선택한 객체 전
체로 적용할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4.2.2.14. Flip Vert / Horz
객체를 Vertical(수직), Horizontal(수평) 방향으로 뒤집는다. 바닥에 비치는 효과로 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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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5. Text Link
텍스트 객체에 한 개의 *.txt 파일을 연동시키는 기능으로, 객체 하나당 한 개의 텍스트
파일만 연동할 수 있다. 텍스트 파일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다음 송출 시 내용이 갱신
되어 송출된다.

텍스트 객체 선택 후 Text Link 버튼을 눌러 적용할 *.txt파일을 선택해준다. 설정되어
있을 경우 Text Link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파일의 경로 위치 폴더가 열린다.
Text Link로 지정된 객체는 작업창에서 텍스트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지만 크기나 색상,
서체 등의 속성 편집은 가능하다.
Text Link는 작성된 텍스트 파일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나
줄 바꿈을 하지 않으면 작업 화면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 유념하여 작업한다. 만일 연결
된 텍스트 파일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업데이트 마지막 내용으로 표출되며 아래와 같
이 파일명에 취소선이 그어져 보인다.

※ 주의 : Text Link는 FTP정보 같은 가변적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를 인식하여 갱신 표출
하는 기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막파일 저장 시 txt파일이 함께
포함되어 저장 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유는 사용자가 실시간 업데이
트용 텍스트 파일이 링크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게 되면, 최신
데이터가 아닌 저장 시점의 과거 데이터가 보이므로 기능 구현 취지에 부합하
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PC로 데이터를 옮길 경우 별도로 txt파일을 동일한 경로에 옮겨주도록 한다.
- Clear : 링크된 텍스트 파일 경로를 지운다.

-77-

4.3. 도형 객체 속성 편집
그린 도형을 선택하면 하단 Attributes탭 상에 도형 객체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4.3.1. 기본 도형 그리기
도형 모드 아이콘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왼쪽 버튼을 누르
고 마우스를 끌어 원하는 도형을 그린다.

4.3.1.1. Shape Type
NABI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지원한다.

4.3.1.2. Custom도형 그리기
기본적으로 Custom도형을 그리면 3개의 프레임 포인트(빨간 점)와 각 프레임 포인트
양옆으로 2개씩의 컨트롤 포인트(녹색 점, 파란 점)가 생성된다.

-78-

① 프레임 포인트 추가/삭제
프레임 포인트의 추가는 컨트롤 포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프레임을 추
가’ 메뉴를 선택하면 프레임 포인트가(빨간 점) 추가된다. 프레임을 삭제하려면 삭제
할 프레임 포인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다.

② 링크/링크제거
링크는 선택한 프레임 포인트 좌우에 컨트롤 포인트 하나씩을 포함하여 3개의 포인
트를 한 개로 묶어주는 것을 말한다. 링크로 연결된 포인터는 한 번에 이동시켜 자연
스러운 곡선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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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도형 속성 편집
4.3.2.1. Height(높이), Width(너비)
지정한 도형의 Height(높이)와 Width(너비)를 조절한다.

4.3.2.2. Rotate
도형 객체를 회전한다.

4.3.2.3. Pen Size
Framed도형의 경우 두께를 조절한다.

4.3.2.4. Arc Height, Arc Width
Rounded Rectangle, Octagon도형의 경우 모서리의 경사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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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Flip Vert / Horz
선택한 객체를 수직/수평 기준으로 뒤집는다.

4.4. 이미지 객체 속성 편집
삽입한 이미지 객체를 선택하면 하단 Attributes탭 상에 도형 객체 속성을 조절할 수 있
는 메뉴가 나타난다.

4.4.1. 편집 기능
4.4.1.1. 파일경로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보이고, 다른 이미지로 변경도 가능하나 현재 열어둔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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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이즈로 변경된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형식은 tga, bmp, jpg, gif, png,
tif 이다.

4.4.1.2. Height(세로), Width(가로) / Reset Size
작업된 이미지의 사이즈가 표시 되고 값을 조정하여 크기 변경할 수 있다. 변경했던 사
이즈는 Reset Size버튼을 눌러 이미지의 원본 크기로 되돌릴 수 있다.

4.4.1.3. Rotate
불러들인 이미지를 회전시킨다.

4.4.2. 기타 설정
4.4.2.1. Use Alpha
Alpha값을 가진 이미지형식(32bit *.tag, *.png, *.tif)의 경우 Alpha를 사용할지여부를 선
택한다.

4.4.2.2. Invert Alpha
Alpha 값을 가진 이미지의 Alpha 채널이 반전된다. Use Alpha가 선택된 상태에서 적용
해야 확인된다.

4.4.2.3. Alpha 이미지 만들기
Alpha 채널을 이용하면 이미지의 투명도 적용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원하는 모양만 이미지로 표시 할 수 있다.
CG에 삽입할 이미지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일부 부분을 투명 혹은 반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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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해서는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작업을 해야 한다. png나 tif
파일의 경우 Alpha Channel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4.4.2.3.1. PNG 형식으로 Alpha채널 가진 이미지 만들기
①. Photoshop에서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낸다. 불러낸 이미지는 Layer상에 고정된
Background 레이어로 들어오는데, Background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수정 가능
한 레이어로 바꾸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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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필요한 여백을 Magic Wand Tool로 선택한고, Del키를 눌러 불필요한 여백을 지
운다.

③. Save As 메뉴를 이용 하여 png형식 파일로 저장한다.(PNG Option은 None으로 지
정한다.)

4.4.2.3.2. Tif형식으로 Alpha채널 가진 이미지 만들기
①. ①~③까지는 png파일 제작 과정과 동일하다.
②. Save As 메뉴를 이용하여 tif파일로 저장하면 아래와 같이 옵션 설정창이 나타났다.
‘Save Transparency’항목만 체크한다.(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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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레이어를 포함하면 파일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알림메세지가 나오는데 무시하고
OK하면 된다.

4.4.2.3.3. TGA 형식으로 Alpha채널 가진 이미지 만들기
①. png파일제작과정의 ①까지는 동일하다.
②. Magic Wand Tool을 이용하여 삭제할 영역을 선택하고 Channel탭에서 Create New
Channel아이콘을 눌러 Alpha채널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채널에 투명 값을 지
정하는데 Black은 투명, White는 불투명, 50%Gray는 반투명을 나타내므로 원하는
값을 지정한다.(단. Alpha 채널은 하나만 생성해야한다.)

③. 없앨 부분으로 선택된 영역은 Marquee Tool 모드에서 Select Inverse하면 반전되어
선택되어 여백이 아닌 객체만 선택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선택 영역을 흰
색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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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ga파일로 저장한다. 저장 시 아래와 같이 옵션 설정 팝업이 뜨는데 반드시 32Bits
로 저장해야 Alpha채널 값이 저장된다.

4.4.2.4. Change Color
이미지의 색을 무시하고 Color 속성을 이용하여 Face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Color속성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 단색, 그러데이션, 텍스쳐 매핑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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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Color Mix
이미지에 선택한 Color를 섞는다.

4.4.2.6. Black_White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꾼다.

4.4.2.7. Flip Vert / Horz
글자, 도형 객체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객체를 수직/수평 기준으로 뒤집는다.

4.5. Color
선택된 객체의 Face, Edge, Shadow에 단색, 그러데이션, 텍스쳐 매핑의 다양한 색상을
설정할 수 있다.

4.5.1. HSV/RGB Color
NABI에서는 HSV와 RGB컬러 팔레트를 제공한다. H(색상Hue), S(채도Saturation), V(명
도Value) Color와 R(Red), G(Green), B(Blue) Color의 값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색상 값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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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Solid(단일 색상 지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색상이 단색으로 지정된다.
좌, 우의 컬러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색상이 지정된다. 만약 원
하는 컬러가 없다면 H, S, V, R, G, B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되는 다양한 색의 팔레트를
활용할 수 있다.

4.5.3. Gradation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그러데이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데이션 설정 바가
생긴다.

4.5.3.1. Gradation 추가 / 삭제
그러데이션 설정 바를 이용하여 색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①. 그러데이션 추가/이동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그러데이션 포인트를 지정하며, 설정된 지점은 마
우스로 드래그 하여 위치 이동도 가능하다.
-88-

G버튼을 눌러 생성된 기본 Gradation설정 Bar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
클릭 지점에 그러데이션 설정 포인트가 생김

②. 그러데이션 색상 변경
지정된 포인터를 선택하고 컬러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여 바꿔준다.

③. 그러데이션 삭제하기
추가로 설정된 컬러를 지우고 싶으면, 원하는 그러데이션 포인트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깥쪽으로 끌어내면 된다.

4.5.3.2. Gradation 방향 / 종류
색상 미리보기 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하
는 드래그 범위에 따라서 그러데이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①. 그러데이션 방향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는 길이에 따라서 그러데이션의 길이를 조절한다. 그러데
이션의 방향은 수직, 수평, 사선으로 가능하다.

②. 그러데이션 종류

순서대로 선형, 원형, 다이아몬드, 방추형 그러데이션을 나타낸다.
. 선형 : 직선형 혼합색상

. 원형 : 원형 혼합색상

. 다이아몬드 : 다이아몬드형 혼합색상
. 방추형 : 방추형 혼합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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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Texture Mapping
텍스트, 도형 객체에 다른 이미지 파일을 매핑 한다.

4.5.4.1. 이미지 매핑
①. Fit : 객체의 크기에 맞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한다.

. Fit 선택할 경우 : 이미지 파일이 오브젝트의 사이즈에 맞게 조정되어 매핑
. Fit 선택하지 않을 경우 : 이미지 파일의 원본 크기로 매핑
②. Alpha : 이미지에 적용된 알파 값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한다.

4.5.5. 스포이트 색상 지정
NABI에서 생성된 객체에 컬러 팔레트의 색상을 이용하여 색상을 설정할 수 있으나 컬
러 팔레트 이외에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상도 사용이 가능하다. 스포이트 버튼을
선택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스포이트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태
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된다. 작업창 밖에 색상도 선택 가능하다.

4.5.6. Alpha(투명도) 설정
컬러팔레트 상관없이 수치 값으로 조정한다. A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값을 조정한다. 0
투명~255불투명이다. Solid와 Gradation을 조정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색상 미리보기 창으로 투명도가 적용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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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ffects
Effects는 Page(페이지), Object(객체)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다. Still, Roll, Crawl모드에서
는 Page Effects지정만 가능하고, MultiLayer모드에서는 Page, Object에 모두 효과 지정
이 가능하다. MultiLayer에서의 Page효과는 배경이미지가 있을 경우 객체를 제외한 배
경이미지에 대해 In/Out효과를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효과는 최대 두 개 까지
함께 사용 가능하다.

Page/Object인지 In/Out 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다양한 이펙트의 샘플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효과를 더블클릭하면 적용된다.

5.1. Page Effects
Still, Roll, Crawl모드에서만 Effects적용이 가능하다. Roll과 Crawl의 경우 페이지가 스크
롤되기 때문에 Page Effects 지정은 무의미하며, Still모드일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아래의 순서대로 효과를 설정할 수 있다.

5.1.1. Effects 설정

①. 효과 표적 선택 : Page 선택(Still모드에서는 Object는 비활성화)
②. In, Out 선택
③. Effects 효과 선택
④. 샘플 예제 더블 클릭
⑤. 사용자 기호에 맞게 세부 옵션 조절 메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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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ffects 추가, 삭제
Effects는 최대 2개까지 동시에 설정이 가능하다. 위의 설정 과정에서 ③단계에서 추가
로 다른 Effects를 선택하여 ④에서 원하는 샘플을 더블 클릭하여 추가 한다.
Effects의 삭제는 ③과정에서 Effects명 앞에 체크 표시를 제거하면 효과가 없어진다.

5.1.3. Duration / Sustain
. Duration : Effects의 지속 시간으로 프레임 값이다. 0-500프레임까지 지정 가능하다(1
초=30프레임)
. Sustain : 각 효과 실행 후 대기시간을 나타낸다. 단위는 Duration과 동일하다.
In에서의 Sustain은 In효과가 실행되고 다음 Out효과가 진행되기 전 머무르
는 시간이고, Out에서의 Sustain은 Out 효과가 실행되고 다음 페이지의 In효
과가 실행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시간이다.

5.2. Object(객체) Effects
MultiLayer모드에서만 활성화 된다. Effect설정, 추가, 삭제 방법은 Page Effect와 동일하
다.

5.2.1. Duration / Begin / End
. Duration : Effects의 지속 시간으로 프레임 값이다.(1초=30프레임)
. Begin : 선택한 레이어의 시작 키프레임 값
. End : 선택한 레이어의 끝 프레임 값. Duration과 Begin입력하면 자동 계산

5.2.2. In / Out
각 객체 레이어에 In, Out효과를 지정하면 타임라인 상에 위와 같이 효과가 지정되고,
효과명이 각 프레임에 보인다. 레이어를 선택하면 In 효과의 경우 겨자색, Out효과는
살구색으로 보인다.

5.2.3. 키프레임 이동, 편집
생성된 키프레임은 Duration, Begin등의 값을 직접 입력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타임라
인 상에 키프레임을 직접 늘이거나 배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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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설정된 In, Out 키프레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동하
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커서가 바뀌어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

5.3. Layer / Timeline
페이지 내에 객체 레이어 관리와 각각의 효과를 편집한다.

5.3.1. Layer
한 페이지 내에 여러 개의 객체 레이어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레이어의 정보를 확인
하거나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다. MultiLayer모드에서 가능한 Mask효과의 경우 Layer에
서 Mask효과 객체를 지정할 수 있다.

5.3.1.1. Layer 편집
작업창을 통에 직접 편집하지만 레이어 창에서 편집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눌러 편집메뉴를 선택하거나, 드래그 하여 Layer순서 이동이 가능하다.

5.3.1.2. Layer 종류
각각의 레이어는 객체 종류별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레이어 상에 표현된다.

→ 글자객체
→ 도형객체
→ 이미지 객체
→ Clock / Timer
→ 애니메이션 객체
→ 오디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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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객체는 입력한 내용이 보이고, 도형이나 시계 객체의 경우에는 객체 종류가 보인
다. 이미지 객체와 애니메이션 등 외부 객체는 파일명이 그대로 보인다. 이미지와는 다
르게 ‘배경이미지’삽입으로 생성된 객체는 레이어에는 보이지 않는다. 배경이미지 편집
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창에서 배경이미지객체를 선택하여 이동, 크기조절 등이
가능하다.
.

View On/Off

.

Disable On/Off

.

Mask On/Off

.

Mask 영향 받는 객체 지정

.

In Pause : 선택한 레이어의 In 효과 시작점에서 Pause

.

Out Pause : 선택한 레이어의 Out 효과 시작점에서 Pause

.

Exclude : 페이지 템플릿 일괄지정 효과 제외 객체

5.3.1.2.1. 오디오 파일 삽입 / 삭제
페이지에 오디오 파일을 삽입할 수 있다. 이펙트 효과음을 지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
며, 해당 페이지의 송출 시간보다 긴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면 오디오 파일 플레이가 끝
날 때까지 다음 페이지 송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의 오디오 파일을 활용하
도록 한다.

타임라인 제일 하단 오디오 파일 타임라인의 사각 박스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눌러 파일 지정 메뉴를 열어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지정된 파일을
삭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파일은 mp3, wav형식 이다.

5.3.2. Timeline
MultiLayer모드에서는 페이지 내 레이어에 각각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된 효
과의 순서를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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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Effect Reset
각 객체 레이어에 In, Out효과를 지정하면 타임라인 상에 효과가 지정되고, 효과명이
각 프레임에 보인다. 레이어를 선택하면 In 효과의 경우 겨자색, Out효과는 살구색으로
보인다.

지정된 효과를 삭제하는 것은 하단의 Effect 탭에서 가능하지만, 타임라인에서도 바로
효과를 삭제시킬 수 있다.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버
튼을 이용한다.

. Reset Effects : In/Out Effect reset
. Reset In Effect : In Effect reset
. Reset Out Effect : Out Effect reset

5.3.3. 키프레임 이동, 편집
생성된 키프레임은 Duration, Begin등의 값을 직접 입력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타임라
인 상에 키프레임을 직접 늘이거나 배열 할 수 있다.
편집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설정된 In, Out 키프레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동하
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커서가 바뀌어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

5.3.4. Timeline Zoom In/Out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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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

단축키

타임라인 확대

상단 숫자 키 +

타임라인 축소

상단 숫자 키 -

타임라인 길이가 기본인 상태로 보여줌(1초)

상단 숫자 키 0

타임라인 전체길이를 보여줌

상단 숫자 키 \

5.3.4.1. Timeline View 「F9」
F9키를 누르면 편집화면상에서 Timeline을 숨긴다. 다시 누르면 화면상에 타임라인이
다시 보인다.

5.4. Effects 종류
5.4.1. Fade
서서히 나타나거나 서서히 없어지는 효과를 표현하는데, In에 지정하면 Fade In, Out에
지정하면 Fade Out효과를 나타낸다.

5.4.2. Wipe / Organic
샘플이미지 형태로 화면이 닦이는 효과를 표현하는데, 검정색에서 흰색 부분 방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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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Wipe경계선 효과 설정
- Soft : 효과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
- Hard : 효과 경계선을 선명하게 처리
- Border : 효과 경계선을 라인으로 표시하며, 색상과 두께를 지정할 수 있다.

5.4.3.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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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Scale

5.4.5. Curl
테두리 부분이 구부러지는 효과로 페이지 넘기는 것과 같은 효과 나타낸다.

①. Radius : 말리는 부분의 반지름
②. Angle : 객체 들어오는 방향
③. Roll : 객체가 말린 상태로 효과가 적용

5.4.6.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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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e

Random

Radial

①. Shape : 타일 입자 모양 설정
②. Motion : 타일 입자가 나타나는 형태
③. R·S Pivot : 타일 입자가 나타나는 회전 중심축
④. Divide X·Y : 타일 입자의 크기 지정
⑤. Direction : 타일입자가 나타나는 방향

5.4.7. Banner

Warping효과를 표현한다.

5.4.8. Text

• Typing : 글자 타이핑 효과를 지정한다. Duration값을 조정하여 속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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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Blink

• Count : 깜빡임의 회수를 지정한다.

5.4.10. Mask Effect
일반적으로 한 개의 레이어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위치하면, 레이어에 불투명 영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레이어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Mask효과는 Mask로 지정한
객체 이미지만큼 다른 레이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특정 영역을 마스크로 지정하여, 그 영역 안에만 글자가 보이게 하는 효과로 활용할 수
있다.

•

Mask로 지정한 영역

•

Mask 영역에 영향을 받는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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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출
6.1. Playback
송출을 컨트롤 한다.

• In : 송출
• Pause : 송출 일시 정지
• Stop : 송출 정지
• Clear : 송출 정지 후 남은 화면 지움
• Cut :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 효과 무시하고 Cut으로 송출

• Skip : 현재 송출중인 PGM의 방영을 Out시킴
• ▲▼ Speed Up/Down : 스크롤 송출 시 사용가능하며 스크롤 속도를 가속/감속

6.2. Run Setting
송출 모드를 설정한다.

6.2.1. Run Mode
• Manual(In/Out) : 수동 In/Out Effect 사용 방영
• Manual(In) : 수동 In Effect 사용 방영
• Auto(In/Out) : 자동 In/Out Effect 사용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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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In) : 자동 In Effect 사용 방영
• Cut(In/Out) : Effect무시하고 Cut으로 방영
• Cut(In) : Effect무시하고 Cut으로 방영. Out없음

6.2.2. Start / End Page
방영 시작/끝 페이지를 지정한다.

6.2.3. Loop
Auto효과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반복 방영할 횟수를 지정한다. Loop를 100으로 지정
하면 무한 반복된다. Loop Wait의 경우 반복 방영 시에 마지막 페이지 방영 후 다음 시
작까지의 대기 시간을 말한다.

6.2.4. Apply to Playback
옵션>Playback>Apply Modification while Running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
성화되고, Run Setting(송출 페이지 범위, 반복 옵션)을 현재 송출에 반영한다.

6.3. Stamp Playback
기존의 송출 페이지와 별도로 NABI파일(*.nbi)을 송출한다. 단, 지정한 *.nbi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만 사용되며 최대 2개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

㉠. Top / Bottom : 메인 프로젝트 파일을 기준으로 채널의 상/하 위치를 지정
Top으로 지정하면 프로젝트 파일 위에 위치하며, Bottom으로 지정하면 프로젝트
파일 아래에 위치한다. 두 개의 Stamp파일을 모두 Top으로 설정하면, 왼쪽 Stamp
파일이 상단 채널이 되고, 모두 Bottom으로 지정하면 오른쪽 Stamp파일이 하단 채
널이 된다.
㉡. Play ▶ / Stop ■ : 스탬프 파일 송출 제어
㉢. Pause
㉣. Refresh

: 일시정지. 스크롤 페이지의 경우에만 적용
: nbi파일이 업데이트 된 경우 갱신

㉤. Run Mode : Stamp파일 송출 모드 설정
㉥. Loop : 반복 횟수 설정. 100은 무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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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Delay : 반복 사이 지연 시간
※ 주의 : Stamp playback이나 Global Animation Playback으로 송출하는 파일은 기본
프로젝트 파일(*.nbi)와 별개 채널로 송출 컨트롤되기 때문에, *.nbi파일 저장
시 함께 저장되지 않으니 자료 이동시에는 주의하도록 한다.

6.4. Global Animation Playback

기본 프로젝트 파일(*.nbi) 송출과는 별도로 제일 하위 채널에 애니메이션 파일을 배경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송출 제어 창이다.
㉠. 파일설정

: COMPIX애니메이션 파일(tad)이나, avi, wmv, mov, mp4, mxf, mpg
형식의 비디오 파일 사용 가능

㉡. Loop : 반복 횟수 설정. 0은 무한대
㉢.

: 애니메이션 송출 중 원하는 위치로 skip 기능. OnAir 송출 중 일시 정지하면
활성화 된다.

㉣.

: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만 PGM으로 송출된다.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으면
미리보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Play ▶ / Pause

: 송출제어

㉥. Stop ■ : 송출 정지. OnAir중이였다면 송출 취소되고, 미리보기 일 경우에는 영상
의 제일 앞으로 돌아간다.
㉦.

Rewind : 애니메이션 파일 맨 앞으로 이동

㉧. Mark : 구간을 지정하여 원하는 부분만 송출
- Mark 지정 : Mark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노란색 삼각형 포인터(▶) 또는 Start/End
Time 옆에 보이는 포인터( )를 이용하여 구간을 지정한다.
- Mark 해제 : 지정된 구간을 해제하려면 Mark버튼을 다시 눌러 비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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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송출 관련 기타 메뉴
메뉴 상단 아이콘 툴바에 현재페이지를 송출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다.
①. 현재 페이지 Take In/Out
- 현재페이지 Take In 단축키 Ctrl + Enter(Keypad)
②. 현재 페이지 Preview 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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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축키
7.1. 파일관리(Save/Open)
메뉴명

Icon

단축키

새로 만들기

Ctrl+N

열기

Ctrl+O

폴더열기

Alt+O

닫기

Ctrl+W

모두 닫기

Ctrl+Alt+W

저장

Ctrl+S

다른이름으로저장

Ctrl+Shift+S

모두 저장

F3

Export NBE

Ctrl+Alt+E

텍스트 파일로 저장

Ctrl+Alt+S

텍스트 파일 열기

Ctrl+T

그림파일로 저장

Shift+Alt+S

7.2. 편집
메뉴명

Icon

단축키

작업취소

Ctrl+Z

다시실행

Ctrl+Y

잘라내기

Ctrl+X

복사

Ctrl+C / Ctrl+마우스 이동

붙여넣기

Ctrl+V

삭제

텍스트 객체는 Shift+Del
그 외 객체는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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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선택

Ctrl+A

그룹지정/해제

Ctrl+G

페이지 잘라내기

Ctrl+Shift+X

페이지 복사

Ctrl+Shift+C

페이지 붙여넣기

Ctrl+Shift+V

페이지 이동

F4

찾기

Ctrl+F

바꾸기

Ctrl+R

객체속성일괄지정

Ctrl+B

모든 객체 현재 속성으로 변경

Ctrl+Alt+B

같은 레이어 객체들에만 현재 속성 적용

Ctrl+Shift+B

객체 위치 고정

Alt+L

객체 위치 고정 모두 해제

Ctrl+U

객체 순서 맨 위로

Ctrl+Shift+↑

객체 순서 맨 아래로

Ctrl+Shift+↓

객체 순서 위로

Ctrl+Shift+→

객체 순서 아래로

Ctrl+Shift+←

객체 락 모두 해제

Ctrl+Shift+U

글자 입력모드

T

도형 입력모드

R

객체 선택 모드

Esc

글자 확대

Ctrl+I

글자 축소

Ctrl+M

글자 폭 확대

Ctrl+K

글자 폭 축소

Ctrl+J

텍스트 객체 내 부분선택

Shift+방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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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객체 내 전체 선택

Shift+Insert

텍스트 객체 간 이동

Tab / 방향키

객체 키보드 이동(옵션 설정 값)

Ctrl+방향키

객체 키보드 이동(옵션 설정 값의 배로)

Alt+방향키

객체 수직, 수평이동

Shift+마우스 이동

이전 페이지 이동

Page Up

다음 페이지 이동

Page Down

Catalog에 속성 등록(글자, 도형)

Ctrl+Alt+A

Catalog에 속성 등록(페이지)

Ctrl+Alt+P

7.3. 보기
메뉴명

Icon

단축키

텍스트로 보기

Ctrl+Alt+V

안내선 On/Off

Alt+U

격자점 On/Off

Alt+D

정렬선 On/Off

Alt+’

Snap On/Off

Alt+;

안내선 사이즈 조정

Ctrl+Alt+U

송출 미리보기

F5

프리뷰 윈도우

F12

페이지 리스트 윈도우

F11

오디오 타임라인 윈도우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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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삽입
메뉴명

Icon

단축키

새로운 페이지

Alt+N

nba 파일 삽입

Alt+A

나비파일

Alt+G

템플릿

Ctrl+Shift+T

텍스트 파일

Ctrl+T

PowerPoint 슬라이드

Ctrl+P

이미지 시퀀스

Ctrl+Alt+I

배경 이미지 시퀀스

Ctrl+Alt+K

이미지

I

배경이미지

B

애니메이션

A

배경애니메이션

M

그림변경

Alt+P

여러 페이지 넣기

Ctrl+D

특수문자

F2

7.5. 송출
메뉴명

Icon

단축키

송출

Enter (Keypad)

Cut

0 (Keypad)

스크롤 가속

+ (Keypad)

스크롤 감속

- (Keypad)

스크롤 일시 정지

* (Keypad)

Take In (현재페이지 즉시 송출)

Ctrl+Enter(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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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송출

Ctrl+Alt+C

프롬프터 송출 On/Off

Alt+P

7.6. 타임라인
메뉴명

Icon

단축키

Reset Effects

Ctrl+Shift+Alt+R

Reset In Effect

Ctrl+Shift+R

Reset Out Effect

Ctrl+Alt+R

Timeline View

F9

7.7. 기타
메뉴명

Icon

단축키

옵션

F8

페이지모드전환(Still/Roll/Crawl/Multilayer)

Ctrl+Alt+M

교회DB

F7

객체정보

F1

타임라인 보기 On/Off
오디오 타임라인 볼륨 보기 On/Off
지정 웹사이트 바로가기
프롬프터 설정

Alt+Shi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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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3.
교회DB
Version 4.0

1. 시작하기
교회DB 프로그램은 NABI의 Plug-In 프로그램이다. NABI에서 직접 성경이나 찬송가를 입력하여 사
용할 수도 있으나, 교회DB를 이용하여 제공된 템플릿에 검색한 DB를 적용하여 쉽고 빠르게 자막
작업을 할 수 있다.

1.1. 교회DB 실행하기

「F7」

교회DB프로그램은 NABI의 Plug-In프로그램으로 NABI프로그램 내에서만 실행할 수 있
다.

아이콘을 누르거나 단축키 F7로 실행할 수 있다.

1.2. 교회DB 사용 단계

1단계 Template 선택
우측 Template Catalog에서 원하는 썸네일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해당페이지가 현재
NABI에 선택된 페이지 위에 덮어쓰며 로드된다. 단, Template은 성경/찬송가/교독문 모
두 교차하여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Template에 적용된 Alias가 맞아야 내용이
보이게 된다.
2단계 검색
현재 템플릿에 맞는 텍스트(성경/찬송/ 교독문)을 검색한다. 검색 후 오타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검색 결과 창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DB원본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검색
시에는 초기 DB데이터로 다시 검색된다.
3단계 자막 파일 만들기
‘자막 파일 만들기’버튼을 눌러 NABI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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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검색
2.1. 성경 검색
성경검색의 경우 분류의 빠른 검색을 위해 줄임말 입력 시 자동 완성기능을 제공한다.
성경의 종류를 줄임말로 검색하고, 장, 절을 Tab키로 이동하면서 숫자를 입력하면 빠르
게 검색할 수 있다.
구 약

축약어

신약

축약어

창세기

창

마태복음

마

출애굽기

출

마가복음

막

레위기

레

누가목음

눅

민수기

민

요한복음

요

신명기

신

사도행전

행

여호수아

수

로마서

롬

사사기

삿

고린도전서/고린도후서

고전/고후

룻기

룻

에배소서

엡

사무엘상/사무엘하

삼상/삼하

빌립보서

빌

열왕기상/열왕기하

왕상/왕하

골로새서

골

역대상/역대하

대상/대하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에스라

스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느헤미야

느

디모데전서/디모데후서

딤전/딤후

에스더

에

디도서

딛

욥기

욥

빌레몬서

몬

시편

시

히브리서

히

잠언

잠

야고보서

약

전도서

전

베드로전서/베드로후서

벧전/벧후

아가

아

요한일서

요일

이사야

사

요한이서

요이

예레미야

렘

요한삼서

요삼

예레미야 애가

애

유다서

유

에스겔

겔

요한계시록

계

다니엘

단

호세아

호

요엘

욜

아모스

암

오바댜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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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욘

미가

미

나훔

나

하박국

합

스바냐

습

학개

학

스가랴

슥

말라기

말

2.2. 찬송가/교독문 검색
찬송가와 교독문의 경우는 장으로 검색하거나 제목, 가사의 내용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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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mplate 선택
NABI파일(*.nbi)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Template가 제공된다. 기존의 템플릿을 수정
하거나 새로운 템플릿을 제작하여 교회DB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1. Template Catalog

①. 템플릿 선택
②. 템플릿 썸네일
③. 템플릿 적용 미리보기

3.1.1. 템플릿 선택
템플릿은 교회DB 템플릿 경로(C:\Compix\ChurchDB\Template)에 저장된 *.nbi파일의
페이지의 내용이 각각의 템플릿 썸네일로 보이는 형태이다.
현재 검색된 DB내용을 바탕으로 템플릿 썸네일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선택한 파일이
수정된 템플릿 파일일 경우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진행된다.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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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NABI 프로그램에 템플릿이 적용된다.

3.1.2. 템플릿 썸네일 리스트
현재 선택된 템플릿 파일의 각 페이지가 미리보기 아이콘 형태로 보인다.
한번 클릭하면, 적용 미리보기 창에 보이고, 더블클릭하면 선택한 페이지가 NABI에 로
드된다.

3.1.3. 템플릿 썸네일 새로 만들기

현재 선택된 템플릿 파일의 썸네일을 무조건 새로 만든다. ‘새로 고침’의 경우 파일이
수정되지 않으면 썸네일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템플릿 썸네일 새로만들기’는
수정사항이 없어도 무조건 썸내일을 다시 만든다.

3.1.4. 새로고침
템플릿의 수정이나 삭제가 있다면 썸네일 리스트가 변경되어 업데이트된다.

3.1.5. 템플릿 폴더열기
교회DB템플릿 저장 폴더(C:\Compix\ChurchDB\Template)가 열린다. 템플릿 파일 수
정이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찾아서 NABI에서 수정할 수 있다.

3.1.6. 템플릿 추가
추가할 *.nbi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교회 DB템플릿 기본 폴더로
(C:\Compix\ChurchDB\Template)로 복사된다. 템플릿 폴더에 *.nbi파일이 이동하게
되고 템플릿 선택 목록에 보이게 된다. 템플릿 추가로 이동한 *.nbi파일 내에 이미지 파
일이 함께 사용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는 초기 작업 시 이미지 경로에 존재한다.

3.1.7. 템플릿 삭제
템플릿을 삭제하는 방법은 ‘템플릿 삭제‘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고자 하는 *.nbi파일을 선
택하여 지우거나 템플릿 기본 폴더(C:\Compix\ChurchDB\Template)를 열어서 직접
삭제 할 수 있다. 템플릿 삭제는 콤보박스 리스트에서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완전히 삭제된다.

3.2. 템플릿 Alias지정 방법
NABI에서 Alias를 지정할 객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메뉴의 ‘Alias지정‘을 클릭하
면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교회DB에 사용되는 4가지 Alias는 바로 선
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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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데이터 구분 표시
제공되는 Template와 검색된 DB데이터를 맞추어 적용하려면 Template에서 객체의
Alias명과 DB데이터 내용의 구분규칙을 맞춰주어야 한다.

3.2.2. 성경, 찬송
DB구분명칭

Template Alias

/*

제목

성경의 장과 절, 성가의 노래제목 등

내용

제목줄과 제목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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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내용

3.2.3. 교독문
DB구분명칭

Template Alias

적용되는 내용

사회:

사회

대표자 교독문

회중:

회중

신자 교독문

다같이:

회중

다함께:

회중

함께 읽는 교독문

3.2.4. 기타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백 줄은 빈 페이지로 인식되고,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
공백 줄은 페이지 넘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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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옵션
템플릿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옵션에서 일부 내용을 설정하여 일반 텍스트
로만 표현할 수도 있다.

4.1. 제목표시
검색결과 각 Line이 시작하는 첫줄에 제목(/* 표시줄) 표시 여부를 선택한다. 템플릿의
경우, 제목 Alias가 없으면 제목 표시 옵션이 체크되어 있더라도 삽입되지 않는다.

4.2. 크롤타입
검색결과 Line에 상관없이 한 줄로 하단 스크롤 타입으로 적용된다. 크롤타입으로 사용
할 경우 제목표시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4.3. 사회, 회중 페이지 분리
교독문에서 템플릿 사용 시 사회, 회중 분리할지를 선택한다. 체크하면 한 페이지에 사
회, 회중 하나씩 삽입된다. 일부 템플릿은 사회와 회중이 동일한 위치에 표현하기 위해
겹쳐서 작업된 템플릿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분리하여 사용하면 된다.

4.4. 정렬선 기준
NABI에서 선택된 페이지가 템플릿이 아닐 경우 적용되는 옵션이다.

4.4.1. 가로정렬
정렬선 지정 영역을 기준으로 글자를 정렬한다. 템플릿의 경우 템플릿 차제의 정렬 값
을 사용한다.

. Left : 왼쪽정렬
. Center : 중앙정렬
. Right : 오른쪽정렬
. <Left> : 영화자막정렬. 긴 문장을 기준으로 긴 문장은 중앙정렬, 짧은 문장은 긴 문
장 기준으로 왼쪽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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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선이란?
NABI에서는 사용자가 기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객체의 정렬이나 외부 텍스트를
불러들일 때 기준 영역으로 사용된다. 설정 방법은 작업창 상단과 좌측 눈금자부분에
▶◀/▲▼모양의 포인트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영역이 녹색 라인으로
영역이 보인다.

4.4.2. Line
검색결과 창에서 보여 지는 내용 중 제목줄을 제외하고 보이는 내용에 대한 Line(줄)을
의미한다. 성경의 경우 한절이 한 줄로 검색되어 검색 결과 라인이 길어질 경우 Word
Wrap옵션을 설정하면, 설정한 영역 내에서 내려쓰기 된다. (도구>옵션>General>Word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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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Wrap미사용]

[Word Wrap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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