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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미리 촬영된 강의자의 영상과 강의 자료(PPT 슬라이드)를 동기화 하거나, 이미 제작되어 있는 콘텐츠의 동기화 정보, 자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편집 도구 입니다. 또한, ReadyStream Studio는 mp4 기반의 Cross Platform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사양 목록
분류

기능 명칭

기능 설명

공통 기능
다국어 지원

다국어 지원
라이선스 온라인 인증

라이선스 인증

라이선스 오프라인 인증
라이선스 파기

제품 업데이트

프로젝트 시작/저장

온라인 자동 업데이트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파일 열기
프로젝트 저장하기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최근 열었던 항목 다시 열기

한국어, 일본어, 영어 환경에서 실행 시 자동으로 해당 언어 버전으
로 실행됩니다.
라이선스를 설치된 PC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인증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별도 부여받은 라이선
스 키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라이선스를 인터넷을 통해 파기하여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 실행 시, 자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버전을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작업한 내용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다른 이름의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최근에 열었던 프로젝트/파일 항목을 보여주고 선택하여 바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스토리/자료 구성
스토리 추가하기
슬라이드 가져오기
비디오 가져오기
오디오 가져오기
RSZ 파일 가져오기
SSZ 파일 가져오기
스토리 구성
ESZ 파일 가져오기
ESZ 폴더 가져오기
스토리 삭제하기
스토리 이동
스토리 제목 설정하기
미디어 가져오기
슬라이드 가져오기
미디어 변환하기
동기화 정보 있는 PPT 가져오기
자료 구성

슬라이드 추가하기
동영상 미리보기
슬라이드 미리보기(애니메이션 포함)
슬라이드 제목 자동 구성

새로운 유형의 프레젠테이션을 스토리 단위로 추가하여 작업합니다.
PPT 슬라이드를 가져와 새로운 스토리로 추가합니다.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 새로운 스토리로 추가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가져와 새로운 스토리로 추가합니다.
ReadyStream Producer로 제작한 RSZ 파일을 가져옵니다.
SilverStream 제품으로 제작한 SSZ 파일을 가져와 콘텐츠 유형을
ReadyStream 형태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eStream Presto 제품으로 제작한 ESZ 파일을 가져와 콘텐츠 유형을
ReadyStream 형태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eStream Presto 제품으로 제작한 ESZ 폴더를 가져와 콘텐츠 유형을
ReadyStream 형태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스토리를 삭제합니다.
스토리 단위로 순서를 이동합니다.
스토리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동영상 또는 오디오 파일을 가져옵니다. MP4 형식이 아닐 경우, 변
환하여 가져옵니다.
PPT 슬라이드를 변환하여 가져옵니다. 슬라이드 내 포함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포함하여 변환하며, 애니메이션 효과는 모두 '나
타나기' 효과로 대체됩니다.
주 미디어 또는 슬라이드 내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웹 상에
게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가져옵니다.
Time Grabber PPT Add-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한 파
일을 동기화 정보가 저장된 상태에서 가져옵니다.
PPT/이미지/비디오 등의 슬라이드를 추가하여 여러가지 유형이 혼
합된 자료로 구성합니다.
가져온 동영상을 미리 재생하여 확인합니다.
가져온 슬라이드를 미리 확인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은 모두 '나타내기'로 대체됩니다.
PPT 슬라이드 제목을 불러온 각 슬라이드 제목으로 자동 설정합니
다. 제목을 별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불러온 자료 파일명으로 임의
설정됩니다.

슬라이드 개요 자동 구성
슬라이드 제목/개요 입력/수정하기
PPT 원본 편집하기
슬라이드 전체 교체하기
자료 편집

슬라이드 한장씩 교체하기
슬라이드 이동하기
슬라이드 삭제하기
미디어 파일 삭제하기
미디어 파일 컷편집
미디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smi 자막 설정하기
Webvtt 자막 설정하기

자막 설정

다국어 자막 설정
PPT 슬라이드 노트 자막 설정하기
슬라이드 개요 자막 설정

PPT 슬라이드 노트에 구성된 내용을 개요로 자동 설정합니다.
슬라이드 제목/개요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PPT를 원본 편집하기 위해 PPT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하여 수
정/반영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슬라이드 전체를 새로운 파일로 교체합니다. 기존에 동기화
된 이벤트 기록이 있었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슬라이드를
교체할수 있습니다.
불러온 슬라이드 중 특정한 슬라이드면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
니다.
슬라이드 순서를 이동합니다.
슬라이드를 개별 슬라이드 단위로 삭제합니다.
가져온 미디어 파일을 삭제합니다.
가져온 미디어 파일의 특정 지점을 컷편집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미디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smi 자막 파일을 가져와 콘텐츠의 자막으로 사용합니다. (다국어 자
막 파일 사용 가능) HTML5 형식에서 시청 가능한 Webvtt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webvtt 자막 파일을 가져와 콘텐츠 자막으로 사용합니다.
smi, webvtt 자막의 경우 복수 언어의 자막을 구성하여 시청 시 원하
는 언어자막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PPT의 슬라이드 노트에 작성된 내용을 슬라이드 단위의 자막으로 사
용합니다.
슬라이드 개요 창에 직접 입력하여 슬라이드 단위의 자막으로 사용
합니다.

동기화 제작
미디어가 재생되는 내용에 맞게 슬라이드를 넘기고 애니메이션을 실
행하며 동기화 합니다.
미디어 배속을 느리게/빠르게 조정하여 동기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
미디어 배속 조정하기
다.
미디어 재생 시간을 10초 단위로 앞/뒤로 이동하여 seek 할 수 있습
미디어 재생시간 10초 앞으로/뒤로 이동하기
니다.
미디어 재생 속도를 원하는 배속을 선택하여 빨리 감아 이동할 수 있
미디어 빨리감기
습니다.
미디어 볼륨 조정하기
미디어 재생 볼륨을 조정하거나,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슬라이드
미디어 재생 seek bar를 클릭하여 원하는 지점으로 재생 지점을 이
미디어 Seek bar로 이동하기
동기화 작업
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동기화 시 PPT 애니메이션을 실행하여 애니메이션 시간도
PPT 애니메이션 실행하기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작업 진행 중 바로 다음에 나타날 슬라이드를 미리보기를 통
다음 슬라이드 미리보기
해 확이하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성에서 미리 구성해 놓은 슬라이드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습
슬라이드 리스트 보기
니다.
동기화 한 이벤트 리스트의 세부 항목을 모두 접거나 모두 펼칠 수
이벤트 리스트 모두 펼치기/접기
있습니다.
펜/브러시/마커로 슬라이드 상에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
판서하기
행한 판서는 판서 이벤트로 시간과 함께 동기화 정보에 기록됩니다.
판서 색상 선택하기
판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서 굵기 설정하기
판서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판서
슬라이드 상에 작성한 판서를 부분적으로 지우거나 모두 지울 수 있
지우기/모두 지우기
습니다
판서를 하지 않고 마우스 모드를 선택하여 슬라이드를 클릭하는 방
마우스 모드 선택하기
식으로 PPT 슬라이드 쇼를 하듯이 동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화 제작 작업 창을 각 작업 창 단위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
작업 창 크기 조정하기
는 크기로 조정합니다.
작업 창 닫기/열기
동기화 제작 작업 창을 각 작업 창 단위로 닫거나 열 수 있습니다.
동기화 제작 작업 창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이동 배치
동기화 제작 작업창 레이 작업 창 위치 변경하기
할 수 있습니다.
아웃 설정
동기화 제작 작업 창을 각각 별도의 창으로 분리하여 화면 상에 원하
작업 창 분리하기
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제작 작업 창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했다가, 다시 기본 레이
작업 창 레이아웃 기본 설정으로 변경하기
아웃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슬라이드 동기화하기

콘텐츠 편집
이벤트 정보 삭제하기
이벤트 시간 입력하여 수정하기
이벤트 시간 0.1초 앞으로/뒤로 이동하기
동기화 정보 편집
이벤트 순서대로 이동하기
특정 이벤트 이후 시간 연결하여 수정하기
미디어 클립 자르기
미디어 편집
(Cut & Merge)

클립 단위로 On/Off
편집 결과 미리보기
편집 결과 적용하기
편집 작업 초기화하기
레이아웃 설정하기
동영상/슬라이드 비율 설정
배경 이미지 설정하기

동영상과 슬라이드의 비율을 각각 설정하여 원하는 비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투명도 설정하기
레이아웃 설정 적용하여 미리보기

콘텐츠의 각 슬라이드 장면 단위로 배경 이미지를 설정/변경합니다.
콘텐츠에 사용되는 배경 이미지 템플릿 이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이미 등록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동영상에 크로카키 효과를 설정하여 일부 배경색을 투명하게 처리합
니다.
촬영된 동영상의 일부 영역만 선택하여 자르기(Crop) 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임의 선택한 화면을 자를 수도 있고, 원하는 비율에 맞
게 맞춤하여 자를 수 있습니다.
PPT 슬라이드에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레이아웃 설정을 미리 적용한 상태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설정하기

콘텐츠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개요 설정하기

콘텐츠의 개요를 입력합니다.

태그 입력하기

콘텐츠의 태그를 입력합니다.

저장 위치 선택하기

콘텐츠 저장위치를 선택합니다.
녹화된 결과물을 선택한 내보내기 설정이 적용된 상태로 미리 재생해 볼 수

사용자 배경 이미지 등록/삭제하기
레이아웃 설정

동기화 한 이벤트 정보를 각 이벤트 단위로 삭제합니다.
동기화 한 이벤트의 시간을 숫자로 입력하여 수정합니다.
동기화 한 이벤트 시간을 0.1초 단위로 앞으로/뒤로 이동하도록 수정
합니다.
이벤트 순서대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순서 이동 버튼 또는 키
보드를 활용하여 이동합니다.
특정 이벤트 이후 시간을 연결하여 한꺼번에 같은 시간 범위로 당기
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동영상 미디어 클립을 자르는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눈 후 on/off로 지정하여 사용할 클
립만 표시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편집한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편집했던 작업을 작업 전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콘텐츠의 레이아웃을 각 슬라이드 장면 단위로 설정/변경합니다.

크로마키 효과 설정하기
동영상 화면 자르기 설정

내보내기

기본 정보 설정

내보내기 유형 선택

미리보기
목차 설정

스토리 혹은 슬라이드 목차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별 렌더링

목차 다단계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토리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각각 내보내기 합니다.
각 스토리별로 크로마키 효과 사용 여부, 배경 지정 여부, 레이아웃 설정 여부

스토리별 크로마키/배경/레이아웃 설정 여부 표시 를 표시하여, 렌더링을 해야 할 지 여부를 손쉽게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스토리별 렌더링 여부 설정

렌더링 설정
렌더링 진행
내보내기 완료

있습니다.
목차 리스트 상의 슬라이드 또는 스토리 제목을 수정하거나

합니다.
각 스토리별로 렌더링해서 내보낼지, 변환없이 바로 내보내기 할지 선택할

단일 영상으로 통합하여 렌더링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를 하나의 영상으로 통합 렌더링 하여 내보내기 합니다.

모바일 변환 화면 크기 설정

모바일 변환 시 어떤 화면 크기로 변환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모바일 변환 품질 설정

모바일 변환 시 어떤 품질로 변환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렌더링 진행

설정한 프로필 및 해상도에 따라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내보내기 상태 자세히 보기

내보내기 진행 상태를 세부 과정 단위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완료

내보내기가 모두 완료되면 내보내기 완료 상태를 표시합니다.
내보낸 결과물이 저장된 폴더 바로가기를 표시하여 내보내기한 결과물을 손

내보낸 폴더 바로가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텐츠 시청 플레이어 기능 (Uniplayer)
동영상과 슬라이드 구분하여 표시
동영상/슬라이드 위치 변경
콘텐츠 시청
화면 구성

동영상/슬라이드 크기 변경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각각 분리된 화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화면은 원하는 레이아웃을 자유 조절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테마/개별 설정에 따라 동영상/슬라이드 위치가 슬라이드
단위 또는 지정한 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레아아웃 테마/개별 설정에 따라 동영상/슬라이드 크기가 슬라이드
단위 또는 지정한 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콘텐츠 시청
화면 구성
배경 이미지 변경
동영상/슬라이드 레이아웃 효과
콘텐츠 제목 표시

콘텐츠 정보

발표자 정보 표시

슬라이드 번호 표시
목차 기능

썸네일 리스트형 목차보기
썸네일 이미지형 목차보기

콘텐츠 재생 콘트롤

내보내기 시 설정한 콘텐츠 제목이 표시됩니다. (재생 전/종료 후)
내보내기 시 설정한 발표자 이름/사진/웹페이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재
생전/ 종료 후)

현재 재생 중인 슬라이드 번호/ 전체 슬라이드 수를 표시합니다.

뷰어의 오른쪽 상단 목차보기 도구를 선택하면 썸네일 과 제목 리스트형 목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슬라이드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뷰어의 하단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썸네일 이미지형 슬라이드 목차를 볼 수

재생/일시정지/정지하기

있습니다.
콘텐츠를 재생/일시정지/정지할 수 있습니다.

Seek Bar 탐색

Seek Bar를 클릭하여 원하는 지점으로 재생 지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단위 내비게이션

슬라이드 썸네일 또는 슬라이드 이전/다음으로 넘기기 도구를 활용
해 슬라이드 단위로 이동합니다.

10초 앞으로/뒤로 이동하기

재생 지점을 10초 앞으로/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절/음소거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느리게/빠르게 조정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0.5~2.0 배속 구간

재생 속도 조절하기
재생 시간 표시
전체화면 확대하기
시청 레이아웃 선택

시청 화면 확대 및
레이아웃 조정

배경 이미지 테마/개별 설정에 따라 배경 이미지가 슬라이드 단위
또는 지정한 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화면 효과가 슬라이드 단위 또는 지정한 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동영상/슬라이드 배치 전환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생 시간과 현재 재생 지점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청 화면을 모니터 전체화면으로 확대합니다.
Rapid 용에서 바로 내보내거나, Rich 용에서 렌더링 하지않고 바로 내보내기
할 경우, (레이아웃을 적용되지 않는) 영상과 슬라이드가 나란히 배치되어 영
상과 슬라이드가 각각 크게 표시되는 유형, 영상 또는 슬라이드만 표시되는
유형 중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슬라이드 배치 위치를 서로 전환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Rapid 용에서 바로 내보내거나, Rich 용에서 렌더링 하지않고 바로 내보내기

시청자 레이아웃 자유 조절

할 경우, (레이아웃을 적용되지 않는) 영상과 슬라이드가 나란히 배치되어 각
영상/슬라이드를 클릭하거나 영상과 슬라이드 경계선에 나타나는 도구를 드
래그하여 시청자가 콘텐츠의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막

진도 체크 연동을 위한 Viewer API 적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노트를 이용하여 삽입된 자막을 표시하거나 숨
길 수 있습니다.
다국어 자막을 콘텐츠에 포함할 경우, 각 언어별 자막을 선택하여 표
시할 수 있습니다.
ActiveX 를 사용하지 않고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브라우저에서 시청
을 지원하는 Player로 HTML 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형식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상의 비 표준 브라우저 (IE8,9)의 경우 Flash형식으로 자동
전환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도체크 API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URL 노출 방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한 소스보기 기능 금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막 표시하기/숨기기
다국어 자막 선택하기

Cross Browser 시청 지
원

HTML5 기반의 웹 표준 뷰어
브라우저 하위 호환성 유지

진도체크
콘텐츠 보안
키보드 지원

동기화 제작 관련 단축키 동기화 제작 시 키보드 단축키 제공

동기화 제작 편의를 위한 키보드 단축키를 지원합니다.

콘텐츠 시청 관련 단축키 재생/시간이동/음량조정/일시정지

콘텐츠 시청 편의를 위한 키보드 단축키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