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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먼텍 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술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루먼텍 사에서 소유합니

다. 무보증, 본 설명서는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로 배포되며 정확성이나 사용에 관

한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나 이 안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설명서에는 기술적인 문제, 기타 부정확한 내용 및 맞춤법 오류가 포함되어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개정판에 개선되어 반영됩니다. 법률 제

8029호 에 의거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등록 상표

HD ENCODULATOR TM, SD ENCODULATOR TM LUMANTEK 로고, Mega 

CruiserTM, ORIXTM, X-CruiserTM, DTA-PlusTM, Media BlasterTM,는 

루먼텍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이 설명서에 언급된 다른 상표나 제품명은 해당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보증 기간  

루먼텍에서 제공된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 납품 후 1년 입니다. 보증기간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Lumantek Customer Services

ds@lumantek.com 
TEL : 02-6947-7420,7424 
FAX : 02-6947-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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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주의 사항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의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숙지해두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사항

•  제품을 설치하는 도중이나 설치한 후에도 제품이 설치된 주변을 깨끗하고 

    먼지가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제품의 덮개를 열었을 때에는 덮개를 안전한 곳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도구나 케이블 등을 통로에 놓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  제품을 설치할 때 헐렁한 옷이나 넥타이, 스카프, 옷소매 등이 제품에 끼일 수 있으므로 헐렁한 옷

    은 입지 않도록 하고, 넥타이나 스카프는 늘어지지 않도록 하며, 소매는 접어서 올리도록 합니다.

•  사람이나 장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품의 성능 확장이나 고장 수리를 위해 제품의 덮개를 열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처로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전원 관련 주의 사항

•  제품에 전원을 연결할 때는 배선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제품에 전원을 연결할 때에는 반지나 목걸이, 시계와 같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장신구가 전원이나 그라운드에 연결되면 부품이 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하는 공간에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합니다. 

•  젖은 바닥이나 접지되지 않은 전원 확장 케이블, 닳아서 내부가 보이는 전원 코드, 

    안전 접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바닥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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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USB3.0 SDI Output Adapter, ezCGER mini UB2
USB 3.0 SDI  Output Adapter

제품소개

ezCGER mini UB2 는 PC와 USB3.0으로 간편하게 연결하여

CG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제품입니다. 

또, USB3.0을 통한 CG 소프트웨어의 

Fill/Key 출력만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ezPro와 같이 CG입력으로 Fill/Key 입력을 지원하는

비디오 스위처를 위한 제품 입니다.

특징

1. USB3.0 전원만으로 동작

2. 파일 재생 입력 : 1개 (CG 소프트웨어)

3. SDI 출력 : 2개, Fill/Key

4. HD 급 출력 포맷 지원

1.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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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1-2. UB2 외형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환경

 상태 LED Key 출력 LED 

Fill 출력 LED 

Fill SDI 출력

USB 3.0 CG
입력 Key SDI 출력

 공장설정용
 연결시

 동작불가

 상태 LED Fill/Key 출력 LED

 꺼짐 : 전원 없음 또는 동작 불가
 초록 : 정상 동작

 꺼짐 : 데이터 없음, 빈 화면 출력
 초록 : 데이터 있음

권장사양

1. OS : Windows 7 or Windows 8 or Windows 10

2. CPU : Intel i5 이상

3. RAM : 8GB 이상

4. VGA : GeForce GTX 1050 이상

5. 모니터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6. 기타 : USB3.0 단자 필수

*    본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사용자의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프트웨어로 자막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ezCGER mini UB2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1.  ezCGER의 설치파일을 실행합니다.

 2.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NEXT 버튼을 누릅니다.

 3.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로를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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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그램 폴더 이름과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NEXT 버튼을 누릅니다.

 5.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Next 

       버튼을 누릅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설치

 6.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7.  USB 장치 드라이버 설치 화면이 나타나면 NEXT 버튼을 눌러 드라이버 

       를 설치합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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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드라이버를 설치할 경로를 선택한 후에 Install 버튼을 누릅니다.

 9.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Finish 버튼 

       을 누릅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설치

 10.  모든 설치과정이 끝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11.  소프트웨어 및 장치드라이버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PC  재 부팅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재 부팅 하려면 “Restart computer”  체크박스

         를 눌러 체크를 해제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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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제거

 1.  Window의 시작버튼에서 ezCGER 폴더를 선택합니다.

 2.  Uninstall ezCGER를 선택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예" 버튼을 누릅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제거

 4.  드라이버 제거를 위한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Next 버튼을 누릅니다.

 5.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Uninstall 버튼을 누릅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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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7.  소프트웨어 제거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

소프트웨어 제거

 ezCGER mini UB2 장치 연결

 1.  자막 송출에 사용할 장치가 ezCGER mini UB2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의 USB 3.0 단자를 케이블로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3. 하드웨어 장치 연결

UB2 장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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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메뉴 아이콘으로 실행하기

 1.  Window의 시작버튼을 누른 후 ezCGER의 폴더를 선택합니다.

 2.  ezCG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으로 실행하기

 1.  Window의 바탕화면의 ezCGER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합니다.

4. 소프트웨어 실행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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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목록

예배 파일.hcg

새 파일

Logo CG 자막 취소

대기 화면

송출화면

추가 복사 삭제

P

예배 파일.hcg

열기 저장 새로저장 닫기

로고(오버레이) 콘텐츠 배경 홈

CUT

MIX

DOWN

UP

RIGHT

LEFTRIGHTUPDOWNMIXCUT

3.53.02.52.01.51.0

자막 송출

C
o

n
n

e
ct

e
d

맨앞으로 앞으로 뒤로 맨뒤로

채우기 수직맞춤

모두 선택

수평맞춤 원래크기로

복사 삭제

편집

위젯 템플릿 편집 PIP 환경설정

12 :30

이미지 동영상 시퀀스 텍스트파일 성경 찬송가

T

교독문 문자

A a

  [1]  콘티 목록 관리 영역

  [2]  콘티 페이지 관리 영역

  [3]  편집 메뉴 영역

  [4]  편집 도구 영역

5.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성

ezCGER UI

  [6]  편집 영역

[5]  송출 제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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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콘티 만들기]
1.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새 콘티 하나가

만들어진 상태로 실행합니다.

2. 콘티 파일 목록 우측 상단의 "새 콘티"

버튼을 누르면 새 콘티가 목록에 추가

됩니다.

[콘티 파일 불러오기]
1.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콘티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콘티 파일 저장하기]
1.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콘티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콘티 파일 닫기]
1. "닫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콘티 목록에

서 선택된 콘티를 닫을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1. 콘티 파일 관리

[페이지 추가]
1. 페이지 목록 하단의 추가 아이콘을 클릭

하면 페이지가 추가됩니다.

[페이지 복사]
1. 페이지 목록 하단의 복사 아이콘을 클릭

하면 선택된 페이지가 복사됩니다.

[페이지 삭제]
1. 페이지 목록 하단의 삭제 아이콘을 클릭

하면 선택된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페이지 선택]
1. 페이지 목록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

하면 해당 페이지가 선택되어 편집 화면

의 콘텐츠 레이어에 나타납니다.

[페이지 순서 변경]
1. 페이지 목록에서 페이지를 선택하여

마우스 왼쪽버튼으로 드래그 하여 순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2. 콘티 페이지 관리



24 25

[이미지]
1. 편집화면 상단의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2. JPEG, PNG, BMP, GIF 등의 다양한 포맷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3. 32비트 BMP 파일이나 PNG, GIF, TGA 파일에 포함된 투명값 (알파

채널)을 지원합니다.

4. 애니메이션 GIF를 지원합니다.

[Tip]
불러온 이미지를 선택한 후 편집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동, 크기 

변경, 회전 등을 할 수 있으며, 편집 도구 영역에서 투명도 조절, 잘라 내

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동영상]
1. 편집화면 상단의 영상 아이콘을 클릭하여 동영상 파일을 불러옵니다.

2. 동영상은 콘텐츠 레이어에서 동시에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영상도 이미지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크기, 위치, 회전, 투명도 등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송출 중인 동영상은 송출제어 영역 하단의 송출화면에서 정지, 다시 

재생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Tip]
송출 되는 영상을 멈추거나, 다시 재생할 수 있으며 영상의 소리 또한 

조절 가능 합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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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1. 편집화면 상단의 시퀀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2. 시퀀스 파일 포맷은 이미지 파일포맷을 따르며, 애니메이션 프레임의 

순서는 파일명의 정렬순서를 따릅니다.

[Tip]
불러온 시퀀스를 하단의 편집도구 영역에서 반복재생 여부와 시퀀스 시

간 간격, 잘라내기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텍스트 파일]
1. 편집화면 상단의 텍스트파일을 클릭하여 메모장을 불러옵니다.

2. "예"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의 양식이 적용되어 들어가고,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빈 페이지에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3. 아래와 같은 창에서 버튼 선택 후 불러오시면 편집창에 적용 되어 들

 어 갑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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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1. 성경은 "개역개정판", "개역한글판"이 있습니다.

2. 검색창에 성경 구절이나, 장, 절 수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창 1 1, 창 1-2, 창 1 1-3 등)

[성경 템플릿]
1. 성경 템플릿은 배경이나 이미지등을 미리 정해두고 성경 구절만 바꿀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 후 더블 클릭 하시면 편집화면에 적용 되어 

나갑니다.

*  약어로 표시 - 창세기 1장 1절 -> 창 1:1

*  각각의 절 표시 - 창세기 1장 1절 -> 

              1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3. 만약 성경의 새로운 템플릿을 추가를 하시려면

편집화면 상단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 여러개의 탭 중에 "성경" 탭을 클릭합니다.

4. 그 후에 만들어 둔 편집 화면 그대로 저장하기 원하시면 왼쪽 창 밑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 첫번째로 불러들인 문자열은 성경의 장,절 이 표시되며,

　   두번째 문자열은 성경 본문이 표시됩니다.)

5. 템플릿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할 템플릿을 클릭 후 삭제 버튼을 누르

시면 삭제 완료됩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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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1. 찬송가는 "새 찬송가"가 있습니다.

2. 검색창에 찬송가 가사나 장 수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예: 기뻐, 사람 기뻐하도다, 19장 등)

[찬송가 템플릿]
1. 찬송가 템플릿은 배경이나 이미지등을 미리 정해두고 찬송 가사만 바

꿀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 후 더블 클릭 하시면 편집화면에 적용 되어 

나갑니다.

*  찬송가 파일 열기 - 새 파일로 만들어지는 찬송가

*  찬송가 파일 만들기(F5) -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만들어지는 찬송가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3. 만약 찬송가의 새로운 템플릿을 추가를 하시려면

편집화면 상단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 여러개의 탭 중에 "찬송가" 탭을 클릭합니다.

4. 그 후에 만들어 둔 편집 화면 그대로 저장하기 원하시면 왼쪽 창 밑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5. 템플릿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할 템플릿을 클릭 후 삭제 버튼을 누르

시면 삭제 완료됩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32 33

[위젯]
1. 편집화면 상단의 위젯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위젯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현재 시간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템플릿]
1. 템플릿은 편집화면의 맨 아래에 적용됩니다.

2. 템플릿을 선택한 후 “콘텐츠 레이어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거나, 

선택한 템플릿을 더블 클릭하면 템플릿이 화면에 적용됩니다.

3. 콘티 파일의 모든 페이지에 같은 템플릿을 적용하려면 

“모든 페이지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을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템플릿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템플릿 선택 화면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User 탭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저장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템플릿에서 불러온 이미지를 선택하면 “Template” 표시가 

나타납니다.

7. 템플릿을 적용하면 이전에 적용되었던 템플릿은 취소됩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Tip 1]
"Ctrl"키를 누르시면 템플릿을 

현재 페이지에 추가로 올릴 수 있

는 단축키 입니다.

[Tip 2]
"Shift"키를 누르시면 템플릿을 

현재 페이지에서 맨 위로 올릴 수 

있는 단축키 입니다.

[Tip 3]
"Shift+Ctrl"키를 같이 누르시면

템플릿을 추가하고 맨 위로 올릴 

수 있는 단축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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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 편집화면 상단의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면 편집 도구 영역에 도형 

버튼이 나타납니다.

2. 자유곡선, 직선, 사각형,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3. 각 도형을 선택하면 해당 도형의 색상 등의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3. 편집 메뉴

[오브젝트 선택]
1. 이미지, 문자열 등의 오브젝트는 편집화면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여러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편집 화면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드래그된 영역 안의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오브젝트 취소]
1. 편집 화면의 빈 영역을 클릭하면 오브젝트 선택이 취소됩니다.

[오브젝트 이동]
1. 선택된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오브젝트를 이동하면 이동 방향이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제한됩니다.

3. 선택된 오브젝트를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4. 화살표 키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좀 더 

촘촘한 간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회전]
1.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그림의 

녹색 원을 움직여 오브젝트를 

회전 시킵니다.

[오브젝트 크기 변경]
1.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그림의

녹색 원을 움직여 오브젝트를 

회전 시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4. 편집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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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그라디언트]
1. 도형이나 문자열 오브젝트의

그라디언트 속성을 선택하면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가 적용 

됩니다.

2. 그라디언트의 방향, 색상, 투명도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림자]
1. 도형이나 문자열 오브젝트의 

그림자 속성을 선택하면 오브젝

트에 그림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2. 그림자의 방향, 깊이, 색상, 

투명도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4. 편집 도구

[취소, 재실행]
1. 편집 영역에서 Ctrl + Z 키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2. Ctrl + Shift + Z 키를 누르면

취소된 실행 내용이 재실행 

됩니다.

3. 편집화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

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4. 편집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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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송출 취소]
1. "Logo" 버튼으로 로고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송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CG" 버튼으로 CG 전체를 On, Off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꺼져있는 경우 자막 송출을 하여도 자막이 송출되지 않습니다.

3. "자막 취소" 버튼으로 모든 자막을 뺄 수 있습니다.

4. "모두 취소" 버튼으로 Logo, CG 모두 뺄 수 있습니다.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 소프트웨어 사용법

6-5. 송출 제어 6-6. 편집 영역

[로고(오버레이) 레이어]
1.  콘텐츠 레이어의 앞에 위치하는 레이어 

입니다.

2. 콘텐츠가 변경되어 송출되어도 오버레

이 레이어의 내용은 유지됩니다.

3. 프로그램 로고, 단체나 기관명 등을 송

출 화면에 고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용도

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레이어]
1.  콘티 파일의 각 페이지의 내용이 적용

되는 레이어 입니다.

2. 콘텐츠 옆 타이머 아이콘은 자동 송출시

현재 페이지에 송출 시간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
1.  콘텐츠 레이어의 뒤에 위치하는 레이어

입니다.

2. 송출화면의 바탕(배경)에 이미지 등을 

고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레이어]
1.  자주 송출하는 내용은 홈 레이어를 이

용하면 편리합니다.

2. 송출할 내용을 홈 레이어에 구성해놓은 

후, 키보드의 Home 키를 누르거나 홈 

레이어 탭을 선택한 후 송출 버튼을 누르

면 홈 레이어가 송출됩니다.

로고(오버레이)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

배경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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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사용법

옵션

q [언어]

한국어/영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 [시스템 해상도]

UB2 의 Fill, Key 출력 해상도를 선택합니

다.

e [전체화면]

소프트웨어가 모니터 전체 화면을 사용하

도록 합니다.

r [프리뷰 비디오 보이기]

불러온 영상을 보여 줍니다.

t [비디오 멈춘채로 불러오기]

불러온 영상을 재생시키지 않고, 멈춘채로 

올립니다.

y [텍스트 편집 마우스 더블클릭]

더블클릭으로 텍스트를 편집합니다.

u [송출 후 다음페이지]

페이지를 송출 후에 자동으로 다음페이지

가 편집화면에 보여집니다.

i [자동 송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두고 파일을 자동 송

출 할 수 있습니다.

o [장치 재연결]

장치를 재연결 할 수 있습니다.

a [격자 무늬]

편집화면 배경을 격자 무늬로 설정합니다. 

크기 또한 조절 가능합니다. 

s [배경색 패턴]

원하는 색상으로 배경색을 설정 할 수 있습

니다.

d [안전 영역]

이미지의 끝부분 영역을 잘라내는 오버스

캔(overscan)을 방지하는 안전 영역을 표

시 할 수 있습니다.

f [중앙선]

편집화면의 중앙선을 나타냅니다.

g [여백]

안전 영역의 여백을 설정합니다.

h [선 색상]

안전 영역과 중앙선의 선 색상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j [단축키]

ezCGER UI의 단축키 입니다.

k [업데이트 기록]

제품의 업데이트 기록을 보여줍니다.

l [제품 정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보를 알려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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