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트랙  
크리에이터 사용 가이드 



STEP.0 크리에이터 설치 & 실행하기 

1. 설치 파일을 아래 주소에서 다운 & 실행한 후 보이는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2. 완료되면       와 같은 실행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3. 크리에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합니다. 

 
 

설치파일 다운받기 > http://appdown.naver.com/naver/NaverMediaPlayer/mtsetup/NaverMultitrackCreatorInst.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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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down.naver.com/naver/NaverMediaPlayer/mtsetup/NaverMultitrackCreatorInst.exe


STEP.1 폴더 만들기  

1. “New”를 선택하면 작업 폴더 생성 창이 보여집니다.   
2. 작업 파일이 저장될 폴더의 이름을 쓰고,  폴더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완료가 되었다면 “확인”을 선택하세요.  
 
tip    만들어진 작업 폴더는 다음 실행 때부터 “Recent files”(최신 파일)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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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STEP.2 영상 불러오기 

1. “+”를 눌러 영상들을 불러옵니다.  
2. 불러온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삼각형을 잡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3. 길이를 조정했다면, “적용”을 선택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건너뛰기”! 

 
tip.   영상 파일은 드래그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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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STEP.3 영상 인코딩 

1. 길이 조절을 마치고 적용을 선택하면, 영상이 인코딩이 됩니다.  
2. 인코딩이 완료되면, 트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활성화가 됩니다.  
 
tip.   인코딩은 여러개의 영상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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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트랙 만들기 

1.      공간에 인코딩된 영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2. 트랙 제목, 설명, 대표 썸네일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3.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확인을 선택하세요.   
 
           대표 이미지는 제작된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자동 추출을 할 수 있어요. 
          트랙이란?  영상 단위를 의미하며, 멀티트랙을 재생하면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볼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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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리보기 할 수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2.       체크 버튼을 선택하면        플레이어에서 미리보기 트랙이 변경돼요.(미리보는 트랙은 최대 4개까지만!) 
3. 이미 입력된 트랙에 마우스 오버하면 설정, 지우기 버튼이 노출됩니다.   
4. 마우스 오버 상태에서 드레그하면 트랙 순서도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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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트랙 미리보기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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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로 미리보기 

1. 트랙을 모두 만들었다면, 최종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preview”(미리보기) 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는 네미버 미디어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실행되어 재생됩니다. 
  
tip.    MTV 안의 트랙 정보(제목, 썸네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에서 수정하여 다시 publish 를 해야합니다.   
         제목은 잘 보이는지 오타는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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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MTV확장자로 내보내기 

1. 미리보기까지 완료했다면, 마지막 단계인 “Publish”(내보내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2. 노출된 창에서 파일명, 설명, 저장위치, 화질을 선택하고  
3. 내보내기 정보 입력 및 설정이 끝났으면 확인을 선택하세요. 영상 인코딩이 진행됩니다.  
 
tip.    화질을 변경하면, 오른쪽에서 미리 예상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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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멀티트랙 제작 완료 및 파일 확인 

1. 제작이 완료되면 완료 창이 뜨면서, 저장된 폴더 열기 버튼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 붉은 박스 안의 파일이 최종 파일인 MTV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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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