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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시작하기  
 
V-Note 개요  
 
V-Note는 동영상 작업을 위한 제품입니다.		복수의 타임라인, 단축키, 온라인 공유, 
트랜스크립트, 그림, 미가공 데이터 출력 및 다양한 기타 기능들이 장착된,	V-
Note는 비교할 수 없는 동영상 분석 경험을 제공합니다.			
 
V-Note로  동영상  불러오기  
	
가장 먼저 동영상을 V-Note	프로젝트(모든 미디어, 트랜스크립트, 타임라인 데이터 
등을 관리하고 연결시켜 주는 V-
Note의 주요 파일 형식)로 불러와야 
합니다.	데스크톱의 폴더를 열어 다음 
형식으로 저장된 미디어 파일을 
드래그하십시오:	.mp4,	WebM	(VP8),	
H.264,	.mov,	*.wmv,	또는	.mp3.		
	
아니면, 동영상 재생창(검은색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동영상 파일을 
검색합니다.		
	
*.wmv	파일은  Windows	환경에서만 지원됩니다	
 
동영상  재생  및  탐색 
 
V-Note로 불러와진 동영상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재생  시작  및  정지하려면,	
단순히 동영상 재생창이나 동영상 재생창 바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재생창 바로 밑에 있는 
표시줄 위를 드래그하면 동영상  
미리보기  썸네일이 
나타납니다.	동영상의 원하는 
부분을 찾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재생헤드 위치를 변경하려면 
타임라인을 한 번 클릭하십시오. 
동영상 아래 파란색 표시줄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거나 
타임라인을 더블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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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ote에서  동영상  제거하기 	
 
V-Note	프로젝트에서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제거하려면 상단의 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동영상 및 오디오 
제거하기”를 선택합니다.	
	
주의:	이미 저장되었거나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에서의 동영상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이전에 저장된 프로젝트에서 찾고 싶은 
동영상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클릭하여 
검색하십시오:	파일 메뉴	>	프로젝트 
정보	>	동영상	[…].	이렇게 하면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저희의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상에서 공유된 프로젝트로 부터 
저장되었다면,	관련된 동영상은 오직 템프 파일로서만 저장될 것입니다.		원본을 
획득하려면 원본 소유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사용자정의  설정  
 
V-Note에서는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능 키 배정(예, 프로젝트 저장, 
루핑 선택 등),	언어 및 기본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플랫폼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Mac사용시:	
	
선택:	“V-Note”	상단 메뉴	>	환경설정 
	
Windows	사용시:	
	
선택:	“편집”	상단 메뉴 >	환경설정 	 Windows	
	 				Mac	OS	
V-Note 언어  변경하기 
	
V-Note의 표시 언어를 변경하려면,	
“언어 설정,”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V-Note가 
지원하는 언어들:	영어(US),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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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세르비아어.	
 
기능  키  변경하기  
 
V-Note에서는 특정 기능들을 컨트롤하는데 사용되는 키들도 변경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된 “환경설정”	을 확인하려면, “키보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예로,	프로젝트 저장	
(CTRL	+	S;	Mac	OS	
에서는 ⌘	+	S),	
전사시 발언 시작 및 
끝내기 (CTRL	+	
Shift	+	Enter;	Mac	
OS에서는 ⌘	+	Shift	
+	Enter) 모두 
새로운 키 조합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알파벳-숫자 키는 
피해야 합니다. 
전사시 단어를 입력하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 설정을 변경하려면,	마우스로 목록에서 기능을 선택한 다음, 커서를 그 목록 
아래의 입력 공간에 놓고 원하는 키 조합을 누르십시오	–	키들을 모두 동시에 
누릅니다.			
	
기능  키  변경하기: 보기 
	
“보기 –	전체 화면”	(목록에서 첫번째)을 미지정(기본 설정)에서 CTRL	+	F	(Mac	
OS에서는 ⌘ +	F)로 변경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보기-	전체 화면”을 선택합니다.		
다음, 목록 아래 
“바로가기”라는 단어 
옆에 위치한 문자 창에 
원하는 키 조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후,	CTRL	+	F	(Mac	
OS에서는 ⌘ +	F)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선택되고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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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설정 – 자막  조절하기 	
	
동영상의 맨위에 표시된 오버레이 설정은 자막의 글자꼴, 글자꼴 색, 그리고 글자꼴 
크기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재생창  크기  조절하기  
	
동영상 재생 창, 트랜스크립트 창, 그리고 타임라인 창의 크기는 단순히 마우스 
커서를 두 창 사이에 놓은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조절가능합니다.		
무비 빌더 창과 상단의 파란 표시줄은 크기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주어진 시간에 원하는 기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원한다면 동영상 재생 창이나 트랜스크립트 창을 거의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창의 가장자리를 다른 창들을 끝까지 관통시켜 드래그해 주면 전사와 
타임라인 창들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라인 창이 
줄어들더라도 단축키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로 오디오 전용 
프로젝트 이용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본보기 화면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의 전체 화면 동영상                   반 화면 동영상, 타임라인 없음 

 전사와  타임라인만  표시      타임라인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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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속도  조절하기  
	
재생속도도 더 빠르거나 느리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창의 하단 
우측에 있는 1.00	버튼을 클릭한 다음 더 
빠른 재생을 원하면 위로, 더 느린 
재생을 원하면 아래로 슬라이드해 
줍니다	.	중간의 1.0은 정상 재생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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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타임라인과  레이블  
 
타임라인 , 레이블이란  무엇인가? 
 
V-Note를 처음으로 열면,	기본적으로 
4개의 타임라인과 4개의 레이블이 
열립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보이는 
기본 레이블들은 “Label	1,”	“Label	2,”	
“Label	3,”	그리고	“Label	4.”		이 
레이블들은 각 상응하는 
타임라인들의 왼쪽에 있으며, 
타임라인들은 흰색이며 검정색 
표시줄 위의 시간에 의해서 점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즉,	00:03:20.000).			
	
재생 헤드를 3분 20초로 하려면,  
타임라인의 이 지점을 더블클릭하면 
(레이블링된 구간 밖 어디든지),	재생 
헤드가 이 지점으로 이동됩니다.			
 
레이블  생성 , 변경  및  삭제하기   

 
기본설정된 것 포함, 레이블은 변경, 삭제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 레이블(또는 다른 모든 레이블들)을 
수정하려면,	좌측처럼, 텍스트 위를 클릭하여, 편집하고 
새로운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해당 동영상에 표시하고 싶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로, 사람 이름, 질문, 흥미로운 점 등).	
	
그리고 단축키를 배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단축키를 누르면 동영상 상에서 코딩(즉, 레이블링된 구간 
표시)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예로, A,	B,	C	
등)를 클릭하면 됩니다.	유사하게, 색칠된 네모를 클릭하면 
레이블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려면,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레이블이 기존 레이블 아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레이블들의 레이블, 색, 
단축키도 위와 똑같이 변경가능합니다.		

	
레이블(기본설정 레이블들 포함)을 삭제하려면,	
레이블 위에서 오른쪽 클릭(Mac	에서는 컨트롤	
+	클릭)하면 레이블 삭제 옵션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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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구간들  레이블링하기 	
 
동영상의 한 구간을 레이블링하려면	–	예를 들어, 
쥬디가 말하는 장면의 동영상 부분들	–	먼저 
일예로 단축키 “J”로 쥬디을 위한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쥬디가 말할 때마다, “J” 키를 눌러서 쥬디가 말하는 
타임라인에 레이블링하는 것을 시작하고 멈추십시오.	결과로 나오는 타임라인 
상에서의 레이블링된 구간들은 이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레이블링된  구간들  변경 , 수정  및  삭제하기  
	
레이블링된 구간들은 변경,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석도 달 수 
있습니다.			

	
레이블링된 구간의 표시줄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사용자는 왼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레이블링된 구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링된 구간의 중간 위에서 마우스를 잡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로 변합니다. 이때 레이블링된 구간을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왼편과 오른편 가장자리 위에서 잡고 있으면 레이블링된 구간을 
그쪽 편에서 부터 가장 자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스트레치하거나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블링된 구간에 주석을 달려면, 그것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레이블링된 구간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레이블링된 구간 상자를 넘는 모든 주석들은 생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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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레이블링하기  기능  조절하기  
 
타임라인 바로 
아래에는 구간 
레이블링 방법들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더블 프레스 모드와 싱글 프레스 
모드.		동영상을 보면서 코딩할 때, 단축키를 두 번 눌러서 구간 레이블링을 
시작하고 멈추고 싶다면 (즉, 한 번은 시작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멈춤),	“더블 프레스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구간들이 모두 동일한 시간이라면, 	“싱글 
프레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 모든 레이블링된 구간들에 대해서 시간을 미리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키를 한 번만 눌러서 타임라인에 레이블링된 구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작과 멈춤).	
	
레이블링된 구간들의 리드 타임은 이 두 옵션 모두에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코딩할 때, 예를 들면, 목적이 정말로 점수화되었는지 인식하는데 
몇 초 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초 정도의 리드 타임을 설정하면, 단축키를 
눌렀을 때, 레이블링되는 구간의 시작은 사용자가 단축키를 눌렀을 때의  
2.0초전입니다.		유사하게, 근접 리드 타임(“더블 프레스 모드”에서만)은 사용자가 
단축키를 누르는 시각 이전으로 레이블링되는 구간의 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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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프로젝트  작업하기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V-Note의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동영상과 모든 관련 부분들을 하나의 파일로 같이 
연결해 줍니다.			
	
V-Note에서 프로젝트가 열리면,	다음 모두도 열립니다:	사용자의 동영상, 모든 
이전에 생성된 트랜스크립트들, 이전에 제작된 타임라인상의 모든 레이블과 
레이블링된 구간들.	
	
로컬에  프로젝트  저장하기  및  열기 
	
V-Note에서 동영상을 
열고, 이전에 설명된 것과 
같이 몇 개의 레이블과 
레이블링된 구간들을 
추가했다면	,	“파일”	
메뉴와 “프로젝트 
새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위한 
이름과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장된 프로젝트의 아이콘은 아래와 같습니다.		V-Note	프로젝트 파일의 확장자는 
.vpnr입니다.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열리면, 사용자의 동영상과 모든 
트랜스크립트나 레이블링된 구간들과 같이 프로젝트에 추가된 부분들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온라인에  프로젝트  게시하기  
	
로컬에 프로젝트를 저장했으면, 온라인에도 저장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 디바이스들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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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ote의 온라인 서버에 프로젝트를 저장하려면, 	오픈 타임이 남아있는  V-Note	
스토리지 및 스트리밍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V-Note	스토리지 및 스트리밍 
계정을 생성하고 싶다면,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http://v-note.org/create_account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단의 “온라인” 메뉴와 “프로젝트 
게시”를 클릭합니다.			
	
동영상 파일의 용량과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서 업로드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업로드 진척 

상황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들어있는 구름 모양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완료”가 표시되고 초록색으로 바뀌면,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	
	
주의:	업로드된 동영상은 최적의 스트리밍 
성능을 위해서 약 400	kbps의 .mp4		파일 
형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오디오는 모노 
64	kbps로 전환됩니다(이것은 일반 기준 
128kbps		스테레오와 동일한 소리 
품질입니다).	
	
동영상과 프로젝트는 저희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암호화와 사용자 
디바이스로의 안전한 전송을 제공하는 SSL		인증서 뒤의 암호로만 접근가능합니다. 
로컬에 저장된(사용자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동영상과 프로젝트는 
암호없이도 액세스 가능하므로 주의하십시오.	로컬 동영상과 프로젝트를 
보호하려면 당신의 디바이스에 접근을 제한하고 하드 드라이브는 암호화하고 
암호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액세스를 공유할 때, 이들은 이 동영상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프로젝트  공유하기  
	
다른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에 직접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자이름을 수동 추가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공유를 위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영상을  V-Note의 
온라인 스토리지 및 스트리밍 서비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v-note.org무료 
계정을 만들거나 공간을 구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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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그리고 “패스코드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대화창이 표시될 것입니다.	“패스코드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사용자에게는 두 옵션의 허용 레벨이 제공됩니다.		하나는 “풀 액세스:사용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로 사용자가 다음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의 레이블링된 구간, 레이블 및 단축키, 트랜스크립트.	
두번째 옵션은 “블라인드: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타임라인을 볼 수 
없습니다”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수 있는 모든 기존의 레이블링된 
구간(즉, 코드들) 이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의 코드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독립적인 동영상 코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설정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여전히 기존의 
레이블 및 단축키들을 볼 수 있으며, 이 동일한 타임라인들에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구별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됩니다).			
	
	
	
	
	
	
	
	
	
	
	
	
	
	
코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 기간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된 시간은 코드가 생성되고 일주일이지만,	이것은 변경가능합니다.		
이것은 코드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 
이전의 시간입니다.		이 
이후에 해당 코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코드는 언제든지 
생성가능합니다.		주의:	
사용자가 일단 참여하면 
패스코드가 만기되더라도 
사용자는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패스코드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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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른 
허용 레벨과 다른 만기 날짜를 가지는  복수의 코드들도 생성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을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그리고 
“프로젝트 사용자 편집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으로 대화창이 표시되어 
사용자 선택, 추가 그리고 제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한 다음 “제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해당 사용자가 작업한 모든 데이터도 제거합니다:	레이블, 레이블링된 
구간들, 그리고 전사된 발언들.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사용자의 이르믕 “사용자이름”이라고 표시된 흰색 표시줄에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이름은 V-Note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실제 
이름이나 이메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정하기 전에 사용자이름을 해당 
사용자와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허용 수준을 변경하려면,	사용자를 먼저 삭제하고 새로운 허용 수준으로 
다시 추가하십시오.	사용자의 데이터는 이 과정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온라인  프로젝트에  
액세스하기  
 
다른 V-Note		사용자가 
당신에게 공유한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V-Note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을 선택하고 
“패스코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입력하거나 복사합니다.			
	

입력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열리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나중에 다시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그 대신, 해당 프로젝트는 
아래에 설명된 방식으로 액셋스된 온라인 
프로젝트 목록에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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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공유한 것(수동 
공유든지,  
패스코드 
공유든지)과 
본인의 것 등,	
당신의 모든 
온라인 
프로젝트에 
액세스하려면, V-
Note가 처음 
열리고 표시되는 
화면에서 “온라인 
프로젝트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선택할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하여 오픈합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  보기 	
	
일단 다른 사용자들이 동영상에 레이블링된 구간들(즉 코드들)이나 
트랜스크립트를 추가하면, 이것들은 볼 수 있도록 허락된 모든 사용자의 
프로젝트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의 특정 시간들에서 동영상 코더들 

가운데 유사한/다른 해석이나 이해를 찾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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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 레이블링된 구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레이블과 타임라인에서, 예를 들면, Interesting(I)의 경우,	각 사용자의 레이블링된 
구간들은 동일한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거의 같은 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색들은 
화면 아래로 갈 수록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약간씩 흐려집니다.		
마우스 커서를 레이블링된 구간 위에 몇 초간 놓으면 구간을 만든 사람이 
드러납니다.		
	
타임라인을 오른쪽 클릭하고 
“작가들”을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 
목록이 표시되므로 한 명 이상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체크 
마크는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유사하게,	다른 사용자들이 
추가한 트랜스크립트들도 유사한 사용자 체크리스트로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크립트 어디든지 오른쪽 클릭하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트랜스크립트는 해당 사용자의 이름에 체크 마크가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로컬과  온라인에  프로젝트  저장하기  및  게시하기  
	
V-Note에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로컬이나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파란색 표시줄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이나 파일과 온라인 메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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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예로, 하드 드라이브나 로컬 미디어로)	저장하려면,	파란 표시줄에서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아니면, 다음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합니다:	파일	>	
프로젝트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무엇을 선택하든지, 아직 타이틀을 
정하지 않았으면 타이틀을 입력하고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장 및 공유를 위해서 온라인에 
프로젝트를 게시하고 싶다면,	“구름	/	윗화살표”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십시오:	온라인	>	프로젝트 게시하기.		V-Notes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프로젝트가 게시되었고 최근 변경을 온라인 파일에 적용하고 싶을 때에도 동일한 
파란 버튼을 사용하거나,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온라인	>	온라인 프로젝트에 변경 
저장하기.		 
	
당신이 작업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온라인에 적용하면, 
당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업데이트는 자동적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V-Note가 당신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파란색 표시줄에 알림을 표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여한 변경들로 본인의 로컬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마다,	파란색 표시줄에 있는 더블 커브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파일 
메뉴 항목에서 “온라인 프로젝트 새로고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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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무비  빌더  
 
무비  빌더란  무엇인가? 
	
V-Note	화면 하단에 있는 무비 빌더는 레이블링된 구간들을 클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symbiosis”가 
레이블 (그리고 
타임라인)로 
주어지고,	
동영상에서 
symbiosis가 
발생할 때마다,	
구간들이 
레이블링되었다면,	
모든 이 
레이블링된 
구간들은 자동으로 
하단에 이 “symbiosis”	탭으로 통합됩니다.		재생 버튼을 치면 오직  symbiosis로 
레이블링된 구간들만이 재생됩니다;	동영상의 다른 부분들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탭  탐색하기  
	
다른 탭들도 유사하게 기능합니다.		모든 탭들은 타임라인들의 왼편 위에 있는 
레이블들과 똑같은 이름들을 가집니다.		탭을 클릭하면 모든 레이블링된 구간들이 
나란히, 사이에 동영상의 다른 부분들이 끼여있지 않게 배치되어 표시됩니다	–	
그러면 클립들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무비  빌더  탭  
	
“Custom	1”	탭	(과 그 다음의 사용자정의 탭들)은 약간 다르게 기능합니다.		이 
탭들은 기본설정에서는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타임라인에서라도 레이블링된 
구간들을 드래그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 드래그가 완료되면 재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  빌더에서  동영상  재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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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 빌더를 이용하면 특정 카테고리나 레이블의 클립들을 신속하게 재생, 스캔 
그리고 비교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또한 이 클립들로 새 동영상을 만들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비 빌더 왼편에 있는 재생 버튼(삼각형)은 주어진 탭에서 클립 재생을 시작하고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무비 빌더에 있는 레이블링된 구간들의 어느 지점을 
더블클릭하면 재생 헤드가 즉각적으로 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비 빌더가 재생되는 동안에, 레이블링, 위의 타임라인 이용하기, 그리고 전사와 
같은 다른 기능들은 무비 빌더 재생이 정지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무비 빌더에서 재생되는 모든 임의의 구간은 또한 타임라인 위에 강조되어 
표시되어 그 원래의 콘텍스트에서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동영상  내보내기  
	
동영상을 내보내려면,	원하는 탭을 
선택하거나 사용자정의 탭을 
원하는 대로 정리한 다음, 탭들의 
왼편에 있는 “동영상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검색하고 
동영상 이름을 정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프로세스가 
아니므로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동영상 클립들의 총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클립들의 총 시간이 5분이라면, 파일 출력에 걸리는 시간도 약 5분 
가량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프로세서 속도와 사용자 
컴퓨터가 실행하고 있는 다른 작업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배경화면에서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는 V-Note를 이용하거나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동영상을 내보내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출력 동영상 형식은 .webm	(또는 .vp8라고도 불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형식으로 현 웹 브라우저와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들에서 문제없이 
재생되어야 합니다.		라이센싱 제한 때문에 다른 포맷의 출력은 제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포맷의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webm을 예를 들면 .mp4와 같은 다른 동영상 
포맷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많은 경우 무료인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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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멀티-프로젝트  워크숍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이란  무엇인가?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은 어느 부분에서는 무비 빌더와 유사하지만, 동시에 아주 
다릅니다.		무비 빌더와는 달리,	이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을 이용하면 단지 하나가 
아닌 여러개의 V-Note	프로젝트들을 이용한 크립들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을 이용하면 한 시즌 전체 
게임들에서(각 게임은 자체 V-Note	프로젝트로 존재),	제이 스미스가 공을 잡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프로젝트 워크숍을 이용하면 두 개의 동영상 클립을 동시에 재생가능합니다.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에  클립  추가하기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을 
이용하려면, 몇 개의 레이블링된 
구간들을 가진 프로젝트를 오픈한 
다음,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에 
추가하고자 하는 구간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멀티-
프로젝트 워크숍에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클립이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에 배치됩니다.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에 배치된 클립(즉, 레이블링된 
구간들)의 수를 나타내는 빨간색 숫자가 표시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워크숍의 
내용들은 
해당 아이콘 
(아래화살표 
상자)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립들이 각 
원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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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원본 동영상에서의 시간 위치, 그리고 추가된 원래 레이블과 함께 
열거됩니다.		썸네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에서  동영상  내보내기  
	
클립들은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순서로 
변경가능합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이 장에서 먼저 
설명된 무비 빌더로 
클립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클립들의 원래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클립의 
오리지날 프로젝트명과 
촬영 시간이 해당 클립의 
시작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클립 시작시 각 클립에 대한 정보를 오버레이로 표시하기”의 상자를 
체크하여 선택-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기간은 또한 변경가능합니다. 기본 
표시는 2초입니다.	
	
동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포함된 클ㄹㅂ들의 오리지날 미디어가 저장된 
미디어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예를 들면, 외장 드라이브, 인터넷	
(온라인 프로젝트의 경우)	등).		클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들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클립을  한  번에  재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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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클립 동시 재생은 다른 속도와 다른 음량으로 조차도 (또는 음소거된 채로)	
클립 텍스트를 원하는 동영상 재생창으로 드래그하면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에서도 실행가능합니다.		멀티-프로젝트 워크숍의 크기는 하단 왼쪽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복수의 클립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포함된 모든 클립들의 오리지날 미디어가 
저장된 미디어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외장 드라이브, 
인터넷(온라인 프로젝트의 경우)	등).		이 프로젝트들은 클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액세스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내보내기  
 
V-Note	은 스크린샷을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원하는 
스크린샷의 구간을 멀티-
프로젝트 워크숍에 
추가하십시오.		열리면, 
대화 상자의 오른쪽 
하단에서 “프레임 
시트”을 선택합니다.	이젠 
각 동영상 조각에서 
원하는 스크린샷 
빈도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05	초에서 
매 10	초마다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샷의 화면 방향 
(가로 혹은 세로)과 배열 
(열, 행, 마진)을 
선택합니다.		상단에서 
스크린샷을 관통하여 
스크롤하면 이 페이지를 
미리보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배열되면,	“PDF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스크린샷을 PDF	
포맷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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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전사하기 	
	
동영상에 자막과 캡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V-Note가 안성맞춤입니다.		V-Note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전사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V-
Note에서는 보통 약 5 초(이것은 조정가능함)	동안을 지속적으로 다시 재생하는 
루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동영상은 오른쪽으로 약 2초(또한 
조정가능함) 이동하면서 계속 진행됩니다.	V-Note는 또한 정리된, 타임라인에 
상응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발언을 할당할 때 좋은 툴입니다	.	
	
	
전사  켜기  
	
전사하기를 켜려면,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트랜스크립트 창에서 “전사 
활성화하기”이라는 체크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전사하기  
	
전사를 하려면,	동영상에서 전사하고자 하는 곳을 찾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더 이전이나 더 이후 섹션을 작업하더라도 올바른 순서로 
정리될 것이며 동영상 타임라인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전사하고자 하는 첫 발언을 찾았으면,	“루핑 활성화하기”를 클릭합니다.		적색 선(즉, 
재생헤드)이 발언 바로 직전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CTRL	+	Shift	+	Enter	
(Mac에서는 command가 CTRL를 대신합니다)를 누릅니다.	CTRL	+	Shift	+	
Enter를 눌렀을 때 발언 시간이 재생헤드가 있는 위치/시간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이젠 말하는 사람(아래에서 파란색)의 이름을 입력하고 전사창	(아래에서 
빨간색)에 들리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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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핑  이용하기  
	
루핑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동영상의 짧은 
섹션을 반복 재생할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약 

6 초로	–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보통 말하는속도가 
타이핑하는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당신이 들은 것을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6 초에 포함된 
말을 다 입력하고 계속하고 싶다면, CTRL	+	
Shift	+	>	키들을 모두 동시에 눌러서 루프를 앞으로 진전시키면서 전사를 
계속하십시오(주의:	Mac에서는 	CTRL	키 대신 “command”	키를 사용합니다).	사실,	
CTRL	+	Shift	+	< 키들을 쳐서 타임라인에 이 루프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Mac에서는 	CTRL	키 대신 “command”	키를 사용합니다).			
	
발언의 종점에 도착하면(진행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CTRL	+	Shift	+	Enter	를 
다시 한 번 눌러서 발언을 종료합니다.		누르면 발언 종료 시간이 빨간색 선 
(재생헤드)의 위치로 표시될 것입니다.		
	
다음 발언의 시작을 찾고 위에 설명된 단계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루프를 전진시키십시오(CTRL	+	Shift	+	>).		
 
 
루프  기간  및  전진  변경하기  
	
동영상 루프의 길이는 6 초에서 전사창 상단에 있는 
“루프 기간”	설정에 있는 모든 옵션들로 
변경가능합니다.		유사하게,	“전진 시간”	설정은 루프의 
이동 시간을 변경합니다	(백업에도 똑같은 시간이 적용됩니다).			
 
 
발언  시간의  시작  및  멈춤  수동으로  조절하기  
 

	
발언 후, 발언의 시작 시간을 조절하려면, 단지 발언 시간	
(왼쪽 참조)을 표시하는 상자 안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화살표들을 이용하여 시간을 조절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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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트에서  발언  순서  변경하기  
	
발언들의 순서는 각 시작 시간들로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되어있는 발언들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 발언들의 시간들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기존 발언들 사이에 조차도 새로운 발언들은 시작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리되어 배치될 것입니다.	
 
다른  소스에서  트랜스크립트  불러오기  
 
V-Note는 대부분의 다른 소스들에서 트랜스크립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포맷	CSV	(comma	separated	variables),	XLS	(Microsoft	®	Excel	®)	또는	
SRT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막 포맷)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크립트가 
이러한 포맷이 아니라면,	Microsoft	®	Excel	®이나 유사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불러오기에 적절한 CSV 또는 XLS	파일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 파일이 준비되면,	V-Note가 파일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동영상의 
사간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동영상의 
첫 20분이 제거되었다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트랜스크립트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발언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서 시간	(예에서는 20	
분)을 빼서  V-Note에서 동영상과 올바르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분석과 
자막 표시를 위한 것입니다.	다행이도, Excel	®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나의 공식을 전체 컬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작업을 쉽고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트랜스크립트를 불러오려면,	화면 상단쪽의 트랜스크립트 
창에서 “트랜스크립트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CSV	포맷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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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클릭하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트랜스크립트  불러오기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V-Note는 컬럼을 올바르게 할당하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미리보기”라고 불리는 샘플 렌더링을 제공합니다.			
	
V-Note가 원하는 “미리보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컬럼들을 수동으로(창의 우측 
상단) 할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새로고침”은 데이터가 선택되면 V-Note에서 
어떻게 보일지 미리보여 줍니다.	
	
트랜스크립트를 아직도 불러올 수 없다면,	파일의 방대한 (전사되지 않은) 
콘텐츠의 양을 줄이고/또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열과 행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  내보내기  
 
V-Note는 또한 트랜스크립트를 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혹은 타임라인 레이블링된 데이터(즉, 코드)와 같이.		
지금은 트랜스크립트  단독으로 내보내기를 설명할 것입니다.	데이터와 같이 
내보내기는 다음 섹션에 설명될 것입니다.	
	
트랜스크립트를 내보내려면,	화면 상단쪽에서 “트랜스크립트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싶은 폴더을 검색합니다.		타이틀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은 CSV,	SRT,	또는	XLS	파일로 저장될 
것입니다.		XLS와 CSF는 	Excel	®	이나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쉽게 열릴 
수 있고, V-Note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SRT-타입 파일들은 VLC과 같은 
전통적인 동영상 플레이어들에서 열 수 있습니다.		SRT-타입은 또한	V-Note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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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미가공  데이터  내보내기  
 
미가공  데이터  내보내기  
	
레이블링된 구간, 노트와 트랜스크립트 
등 미가공 데이터는 V-Note에서 
내보내져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	이메일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V-Note에서 미가공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절차:	파일	>	미가공 데이터 
내보내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데이터 렌더링을 위한 간격(1초-
60초)	

2. 트랜스크립트 포함 여부	
3. 설명 노트 포함 여부(레이블링된 구간에 입력된)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를 검색한 다음 타이틀을 정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은 Excel	®과 가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열릴 수 있는 CSV로 출력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위한  간격  선택하기  
	
데이터 렌더링을 위한 간격 선택은 더 
섬세하거나 거친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초 간격으로 
렌더링된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은 
3600개의 데이터 라인	(60	초	x	60	분	=	
3600	초)을 가지며 인쇄할 페이지가 
많습니다;	반면, 60초 간격으로 렌더링된 
똑같은 1시간 동영상은 오직 60개의 데이터 라인만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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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간격으로 렌더링된 데이터 샘플 세트.	

	
20초 간격으로 렌더링된 동일한 데이터 

	
몇 가지 차이점을 주의하십시오.	비록 동일한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20초 간격 
렌더링은 훨씬 적은 수직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레이블링된 구간들도 
생략되지 않은 점에 주의하십시오.		만약 간격 동안에 몇 분의 일 초라도 어떤  
레이블링된 구간이 존재한다면, 모든 출력 데이터에 1분 간격들으로 조차도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1분 간격들에서는 0초와 1분 사이 어딘가 이외의 
기간은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격이 작으면 작을 수록 레이블링된 구간들의 
기간들을 결정하기 더 수월합니다.	
	
유사하게,	모든 트랜스크립트들은 간격에 상관없이 표시됩니다.		만약, 1분 간격 
렌더링에서, 여러 발언들이 그 시간동안 나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1초와 같은 렌더링의 경우 더 작은 간격으로 수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의 높은 간격 해상도와 낮은 간격 해상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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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데이터에서  트랜스크립트  켜기와  끄기  
	
스프레드시트의 미가공 데이터의 
오른쪽에 보이는 트랜스크립트는 
“트랜스크립트 포함” 체크 박스로 켰다 
끌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트랜스크립트와 레이블링된 구간들을 
나란히 볼 수 있다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각화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해당 화자의 레이블링된 구간 컬럼의 바로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설명 
노트(즉, 레이블링된 구간 표시줄에 입력된 것)도 또한 켰다 끌 수 있습니다.		위의 
샘플들에는 설명 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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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이차  오디오  동기화하기  
	
때때로 동영상에 이차 오디오 트랙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무 멀어서 적절한 음향 품질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행이도,	V-Note는 쉽게 이차 사운드 트랙을 추가가능하고, 많은 경우 
자동입니다.			
	
일단 추가되면, 이 트랙들은 동영상 재생과 같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하나만, 또는 두 
개가 다른 볼륨 크기로 다 들리지만 하나가 더 지배적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트랙들은 비슷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소리에서 유사성을 
찾아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매치할 것입니다.	똑같은 이벤트에서 레코드되었어야 
하고 비슷한 시작 및 정지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자동 동기화가 잘 
기능하려면 양쪽 끝에서 약 10% 정도의 차이만 허용됩니다.		
	
V-Note는 디바이스들(즉, 카메라와 외장 오디오 레코더)이 약간 다른 속도로 
레코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드리프트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초기에는 동기화되지만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화면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오디오를 초래합니다.			
 
 
이차  오디오  트랙  추가하기  
 
이차 오디오를 추가하려면,	먼저, 
동영상을 재생창에 이 설명서의 
제 1장에서 설명된 대로 
추가합니다.		다음, 동기화하고 깊은 
오디오 트랙을 동영상이 표시되는 동영상 재생창으로 드래그합니다.		아니면, 상단 
메뉴에서 “도구들”을 클릭하고 “오디오 트랙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차  오디오  트랙  자동으로  동기화하기  
 
동영상에 오디오 트랙을 추가완료하면, 오디오 파일의 데이터가 암호해독되는 
동안 몇 분간 기다려야 합니다.	암호해독이 완료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이 새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흰색 표시줄에서는 동영상이 파형으로 
표시됩니다(즉, 동영상과 똑같은 파일에서의 오리지날 오디어 트랙).		이것은 
시간에 걸쳐 볼륨을 그래프로 표시한 오디오의 표현입니다.		중간 흰색 표시줄에는 
이차 오디오 트랙, 또는 외장 레코더로 녹음된 오디오 트랙에 대한 파도 모양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동영상 트랙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의 오디오로 동기화된 
새로운 오디오 트랙(예를 들면, 보이스 레코더나 외장 마이크로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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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들이 똑같은 이벤트에서 거의 똑같은 시간에 녹음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자동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 트랙들은 자동으로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는 두 트랙 사이의 유사성을 찾고 이차 트랙을 필요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여 두 개의 트랙을 
정렬시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세번째 흰색 공간(맨 아래)에도 
파형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 
공간에는 이차 트랙(중간의 흰 
공간의 것과 동일한)이 
표시되지만, 이 트랙은 동영상에 
정렬될 것입니다.		이 두 트랙은 이 
가운데 하나의 재생 버튼(위나 
아래)을 클릭하여 동시에 재생할 
수 있고, 모두 동시에 재생될 
것입니다.		맨 아래 트랙 위에서 
더블클릭하면 재생헤드가 두 트랙에서 똑같은 해당 위치로 이동되고, 위와 아래 
모두에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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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들이 동기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 창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차 오디오 트랙이 그러면 동영상 파일과 V-Note	프로젝트로 추가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리지날 동영상의 복사본이 이 과정 끝에 표시될 백업 폴더에 
백업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백업들은 “도구들”	>	“백업 
폴더 열기”	순으로 선택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인 트랙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예를 들면, 오버레이된 코멘트, 게임 
종류를 알리는 방송,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오디오 레코더 등),	“자동 동기화”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트랙들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트랙들을 정렬하기 위해서 똑같은 구간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트랙들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된 것처럼 수동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이차  오디오  트랙  수동으로  동기화하기  
	
트랙을 자동 동기화할 수 없다면, V-Note의 수동 동기 기능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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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동기화 옵션과 마찮가지로, 오디오 트랙을 프로젝트에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혹은 파일 메뉴 (도구들	>	오디오 트랙 추가하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면, 
똑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마커 추가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이 완료되면, 두 개의 빨간 라인	(모두 A로 레이블링된)이 각 
파형(보이는 것처럼)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A”	마커입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해당 버튼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트랙들을 듣고 파형을 
보면서(슬라이드 바로 줌인도 가능),	사운드트랙에서 공통 지점들(예로, 박수, 기침, 
치기, 달리기, 점수 등)을 찾아 보십시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이 두 개의 “A”	
마커들을 각각의 사운드트랙에서 공통 지점들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세 조정”	기능을 이용하면 이것을 미세하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택 
지점 주변의 5초 구간을 루핑(반복 재생)하고 좋은 동기화를 위해서 이 두 
트랙들을 듣는 동안 좌우로 트랙을 약간씩 조절(상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트랙들의 상관관계는 트랙들이 동기화 상태에 접근할 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트랙들이 동기 상태로 들리면,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마커들이 
고정될 것입니다.		다음,	“미세 튜닝”	대화창을 나가십시오.		마직막으로,	“마커 
정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트랙들이 마커들이 있는 지점들에서 동기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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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정렬하기”를 누르면,	두 번째 트랙이 아래 열에 추가되어 두 개의 “A”	
마커들이 정렬되도록 이동됩니다.		하단의 것을 재생하면 동시에 위의 것도 재생될 
것입니다.		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두 개의 트랙들은 동시에 재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디바이스는 약간 다른 속도로 레코드하여, 초기에는 동기 상태지만 
나중에는 화면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트랙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에 걸처 
여러 지점들에서 동시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고치려면, 이차 오디오 트랙(중간 파형)의 
새로운 공간에 또 하나의 마커(또는 녹음 속도가 아주 불규칙적인 경우엔, 여러 
개의)를 추가하고 위에 설명된 단계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커들 
사이에 이차 파형이 첫번째 오디오 트랙과의 동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간 
스트레치되거나 압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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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동영상에  그림그리기   
	
동영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V-Note에서는 재생 동영상에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졌던 때로 되돌려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영상이 다시 재생되면 다시 
그려집니다.			
	
이 그림들은 스토리지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들은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트랜스크립트와 타임라인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 공유가능합니다.	
 
그리기  컨트롤  사용하기  
 
그리기 컨트롤을켜려면 동영상 재생 창 위의 파란색 표시줄에서 펜 아이콘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도구들이 표시될 것입니다.	펜 크기와 색을 도구 표시줄 
좌측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앞으로 이동하는 현재 프레임에서 현재 
그림을 삭제시킬 수 있는 네모 버튼과 이제 까지 그린 모든 그림을 삭제할 수 있는 
빨간  x	가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그린 그림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한 선은 어떤 사용자의 그림이 표시되는지 확인가능하게 해줍니다. 한 
번에 오직 한 사용자의 그림들만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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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그림  추가하기 	
 
동영상에 그림을 그리려면,	펜 크기와 색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동영상 
위에서 움직이면서 어디에 그림을 그릴 것인지 결정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이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영상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동영상은 재생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정지되어 
있다면, 동영상이 다시 재생되면 당신의 그림은 그 프레임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동영상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은 그런 
식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즉:	나중에 재생될 때마다 그림은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림을 과거에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는 화면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리기 도구 표시줄에서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본인의 모든 그림을 지우고 싶다면, 빨간색  X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그림  공유  및  토글하기  
	
다른 이들과 자신의 그림들을 공유하려면, 단순히 프로젝트를 업로드하십시오.		
그림들은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과 다른 사람이 그린 것들을 토글 스위치하고 싶다면, 
구불구불한 선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보고 싶은 그림을 그린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오직 한 사용자의 그림들만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림  타임라인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동영상의 어떤 지점에서 해당 그림이 나타날지를 표시하는 
그림 타임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기능은 상단 메뉴 보기 >	그림 
레이블에서 선택과 해제(즉, 표시될지 그렇지 않을 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그림 타임라인에서는 설명 메모를 레이블링된 구간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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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대화  분석  
 
대화 분석(CA)은 다음을 활용합니다:	제퍼슨 표기법(화살표와 다른 문자들을 
포함하는 형식적인 표기 시스템),	사운드 파형 및 Courier	글꼴. 이 모든 것은 
텍스트 포지셔닝의 균일성을 위해서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내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 분석 및 다른 분야들의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CA	기능들은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토글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화  분석  기능  켜기  
	
대화 분석 기능들은 다음 순서로 클릭하여 
선택하고 해제합니다:		파일	>	프로젝트 
상세정보	(또는 프로젝트 상단 파란 
표시줄에서 프로젝트 타이틀 클릭으로).	
	
클릭하면 아래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윗부분에, “프로젝트 타입”에서 “일반 
프로젝트”나 “대화 분석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럼  넓이  변경하기  

	
CA를 켜면 출력(또는 인쇄된) 
트랜스크립트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를 저널 기사의 단일 
컬럼에 맞게 해야 한다면).		
트랜스크립트 텍스트의 최대 
문자 개수를 선택하려면, 이 
동일한 대화 상자에서 아랫쪽에 
있는 “텍스트 넓이 
최대화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넓이는 나중에도 언제든지 
변경가능하기 대문에 이 넓이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40 개의  
문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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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파형: 토글하여  켜기  및  끄기  
	
파형(즉, 사운드 트랙에 걸친 볼륨 재현)은 CA	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파형은 상단의 동영상/트랜스크립트와 
하단의 타임라인 사이에 있는 검은 색의 삐뚤삐뚤한 선입니다.	파형들을 보면 
동영상에서의 활동들을 알 수 있고 침묵이나 말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영상 창을 더 크게하거나 더 많은 타임라인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끌 수도 있습니다.	

	
파형 선택 및 해제를 토글 전환하고 싶으면, 
다음 순으로 클릭합니다:		
	
보기(상단 메뉴)	>	파형.			
	
체크마크가 보이면, 파형이 표시될 것입니다.	
	
	
	
	
	
동영상  변화  그래프  
 
파형과 유사하게, 동영상 변화 그래프도 전체 동영상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소리 보다는 시각에 중점을 둡니다.	파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과 해제를 
토글 전환할 수 있는 동영상 변화 그래프는 동영상 재생 창과 트랜스크립트 창 바로 
아래, 파형과 동일한 공간에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