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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사용 설명서

적용 카메라 모델

EOS-1D Mark II N EOS 5D

EOS-1Ds Mark II EOS DIGITAL REBEL XT/350D DIGITAL

EOS-1D Mark II EOS 20D

EOS-1Ds EOS DIGITAL REBEL/300D DIGITAL

EOS-1D EOS 10D

EOS D60

EOS D30

PowerShot Pro1

소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적인                 

편집기능 수행하기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참조사항

목차

색인

Canon 유틸리티

Digital Photo Professional V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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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중요 - 이 상자 안에 있는 CD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계약서를 읽으십시오.    

일단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캐논사([Canon])와 사용자 간의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서(이하 "계약서")입니다. 

만약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상자 안에 있는 CD-ROM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사용 설명서(이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구입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를 반환하여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이 계약서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1. 라이센스: 캐논은 사용자에게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한 번에 한 컴퓨터에서만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용

자는 "소프트웨어"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물리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네트워크 상에서나 여러 CPU, 여러 장소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한 개 이상의 CPU

나 한 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 계약에서 명백히 표시한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라이센스   

주거나  임대, 대부, 양도 혹은 전송, 복사, 변형,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환, 개조, 해체할 수 

없습니다.

2. 백업 복사: 사용자는 백업용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영구 보존용 장치(예, 하

드 디스크)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백업 목적으로 원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소프트웨어"의 복사는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백업용 복사본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를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3. 지원 및 업데이트: 캐논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유지나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갖지 않습

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수정,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보증 및 사용상의 책임: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택 및 유지, 

조합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캐논은 서비스의 지속이나 오류에 대한 교정을 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성능이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

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CD-ROM은 구매 영수증에 표시된 캐논의 공식 딜러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90일 동안에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에 재질상 문제가 없음을 보증할 뿐입니다. 불량 CD-ROM

에 대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사용자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제품 구매처에 돌려

보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다른 같은 제품을 무료로 대체 받는 것입니다. 

대체된 CD-ROM은 원래  90일 보증기간 중 불량 CD-ROM의 남은 기간만을 보증 기간으로 

합니다. 제한된 보증은 사고나 "소프트웨어"의 오남용으로 인한 CD-ROM의 문제인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원래 사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확대 적용되지 않습

니다. 

이 4조에 특별히 설명된 이외에, 캐논의 자회사 및 디스트리뷰터나 딜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하여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캐논과 캐논의 자회사 및 디스트리뷰터나 딜러는 "소프트웨어"나 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감소, 비용이나 불편 사항을 포함하여 직접적이며 필연 혹은 우연히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
캐논과 캐논의 자회사 및 디스트리뷰터나 딜러는 "소프트웨어"나 이의 사용이 제3자의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해 제기된 어떠한 배상 청구나 소송에 대해서도 사용자

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기간: 이 계약서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유효하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든 저작권에 대한 이해 관계가 만료되는 때까지 유효합니다.

6. 미국 정부가 제한한 권리에 대한 알림: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권리로 제공됩니다. 사용이나 

복제, 폭로는 DFARs 252.227-7013의 기술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조항의 

하위 조항 (c) (1) (ii)나  FAR 52.227-19의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권리 조항의     

하위 조항 (c) (1) 및 (2)에 명시된 규정을 따릅니다.

7. 적용분리: 이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이 법정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그러한 조항

은 법정의 재판에 따라 폐지되거나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남은 다른 조항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8. 관련 법률: 이 계약의 조항은 미국에서 일어난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뉴욕주

의 법률과 규칙에 적용되고 해석됩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관련하여

서 이 계약의 조항은 온타리오 지방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9. 소유권: 저작권과 거래 비밀 유지권에 한정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캐논과 캐논의 협력사와 라이센스를 가진 제3자에 속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미국

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적용 가능한 저작권 및 상표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이들 법률에서 이  

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캐논과 이의 협력사 및 라이센스를 가진 제3자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장한 이미지나 그래픽, 문자 자료에 

      대한 권리를 캐논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되지 않습니다.

10.승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내

용 및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또한 이 계약이 사용자

와 캐논 사이의 합의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서이며 이것의 주제에 관련된 당사자

들 간의 모든 제안이나 선행된 계약, 구두나 서면 혹은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대신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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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사용하기 전에 읽어두어야 할 유의사항과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 시스템 요구사항 및 지원되는 이미지 종류들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보려면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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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0-2

지원되는 이미지...................................................................................................0-2

기능 윈도우 구성..................................................................................................0-3

작업의 예............................................................................................................0-4

본 설명서에 관하여
캐논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들과 각 과정들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아이콘들이 본 사용 
설명서의 앞부분에 설명됩니다.
다른 장에서의 내용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들을 잘 읽어 주십시오.

허가 없이 본 설명서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논은 예고 없이 소프트웨어의 사양과 본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의 인쇄된 소프트웨어 화면과 디스플레이는 실제 소프트웨어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
다.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철저히 검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오류나 누락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캐논 서비스 센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언급에서와는 관계없이 캐논은 소프트웨어의 작업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에 관한 사전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이 설명서에서 제시된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아래의 안전을 위한 사전 유의 사항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품 및 제품의 액세서리를 작동하여 
사용자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읽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non과 EOS는 Canon사의 상표입니다.

IBM 은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사의 등록상표입니다.

Microsoft와 Windows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Adobe과 Photoshop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dobe Systems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이름과 제품은 그들 각 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일 수 있습니다. 

경고

제공된 CD-ROM을 데이터 CD-ROM을 지원하지 않는 CD-ROM 플레이어에서 재생하지 마십시오. 오디오 CD 

플레이어(뮤직 플레이어)에서 CD-ROM을 재생하면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여 스피커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뮤직 CD 플레이어에서 재생되는 데이터 CD-ROM의 큰 소리를 헤드폰으로 듣게 되면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사전 유의사항

저작권에 관하여

본 사용 설명서에서는 Windows XP Professional/Home Edition은 "Windows XP"로, "Windows 2000 
Professional:은 "Windows 2000"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Windows XP 사용시의 화면이 예로써 사용되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 대괄호([ ])는 컴퓨터 화면에서 나타나는 버튼명, 
윈도우명, 메뉴명과 같은 항목을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본 설명서에서 < >내에 있는 텍스트는 키보드의 키와 카메라     
버튼명을 표시합니다.
본 설명서에서의 (p. *-*)내에 있는 별표는 참조용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본 설명서에서  는 아래의 예와 같이 조작 과정을 
표시합니다.
예: [View] 메뉴  [Sort]  [File name]
아래에 있는 설명은 각 아이콘들이 표시하는 내용의 종류를 설명
합니다.

: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의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읽어야 하는 정보를 표시합니다.

: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표시합니다.

각 장의 첫 번째 페이지를 디스플레이 시키려면 본 설명서의 우측에 있는 제목 버튼중 하나를 클릭  
하십시오.
본 설명서의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 이전 페이지로 디스플레이

 : 다음 페이지로 디스플레이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페이지로 돌아가기

설명서 및 사용된 기호 참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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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캐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중요 - 이 상자 안에 있는 CD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계약서를 읽으십시오.    

일단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캐논사([Canon])와 사용자 간의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서(이하 "계약서")입니다. 

만약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상자 안에 있는 CD-ROM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사용 설명서(이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구입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를 반환하여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이 계약서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1. 라이센스: 캐논은 사용자에게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한 번에 한 컴퓨터에서만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용

자는 "소프트웨어"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물리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네트워크 상에서나 여러 CPU, 여러 장소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한 개 이상의 CPU

나 한 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 계약에서 명백히 표시한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라이센스   

주거나  임대, 대부, 양도 혹은 전송, 복사, 변형,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환, 개조, 해체할 수 

없습니다.

2. 백업 복사: 사용자는 백업용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영구 보존용 장치(예, 하

드 디스크)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백업 목적으로 원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소프트웨어"의 복사는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백업용 복사본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를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3. 지원 및 업데이트: 캐논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유지나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갖지 않습

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수정,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보증 및 사용상의 책임: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택 및 유지, 

조합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캐논은 서비스의 지속이나 오류에 대한 교정을 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성능이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

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CD-ROM은 구매 영수증에 표시된 캐논의 공식 딜러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90일 동안에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에 재질상 문제가 없음을 보증할 뿐입니다. 불량 CD-ROM

에 대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사용자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제품 구매처에 돌려

보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다른 같은 제품을 무료로 대체 받는 것입니다. 

대체된 CD-ROM은 원래  90일 보증기간 중 불량 CD-ROM의 남은 기간만을 보증 기간으로 

합니다. 제한된 보증은 사고나 "소프트웨어"의 오남용으로 인한 CD-ROM의 문제인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원래 사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확대 적용되지 않습

니다. 

이 4조에 특별히 설명된 이외에, 캐논의 자회사 및 디스트리뷰터나 딜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하여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캐논과 캐논의 자회사 및 디스트리뷰터나 딜러는 "소프트웨어"나 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감소, 비용이나 불편 사항을 포함하여 직접적이며 필연 혹은 우연히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
캐논과 캐논의 자회사 및 디스트리뷰터나 딜러는 "소프트웨어"나 이의 사용이 제3자의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해 제기된 어떠한 배상 청구나 소송에 대해서도 사용자

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기간: 이 계약서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유효하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든 저작권에 대한 이해 관계가 만료되는 때까지 유효합니다.

6. 미국 정부가 제한한 권리에 대한 알림: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권리로 제공됩니다. 사용이나 

복제, 폭로는 DFARs 252.227-7013의 기술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조항의 

하위 조항 (c) (1) (ii)나  FAR 52.227-19의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권리 조항의     

하위 조항 (c) (1) 및 (2)에 명시된 규정을 따릅니다.

7. 적용분리: 이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이 법정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그러한 조항

은 법정의 재판에 따라 폐지되거나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남은 다른 조항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8. 관련 법률: 이 계약의 조항은 미국에서 일어난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뉴욕주

의 법률과 규칙에 적용되고 해석됩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관련하여

서 이 계약의 조항은 온타리오 지방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9. 소유권: 저작권과 거래 비밀 유지권에 한정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캐논과 캐논의 협력사와 라이센스를 가진 제3자에 속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미국

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적용 가능한 저작권 및 상표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이들 법률에서 이  

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캐논과 이의 협력사 및 라이센스를 가진 제3자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장한 이미지나 그래픽, 문자 자료에 

      대한 권리를 캐논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되지 않습니다.

10.승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내

용 및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또한 이 계약이 사용자

와 캐논 사이의 합의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서이며 이것의 주제에 관련된 당사자

들 간의 모든 제안이나 선행된 계약, 구두나 서면 혹은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대신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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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주요 기능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DPP) 소프트웨어는 캐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RAW 이미지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RAW 이미지들로 촬영하는 전문 사진작가들과 높은 수준의 아마튜어의 요구
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P는 캐논 독자의 고성능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RAW 이미지의 고속 프로세싱과 고속 디스플
레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캐논 오리지널의 소프트웨어인 DPP는 고품질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DPP의 조작은 쉬우면서 전문가의 작업 흐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 윈도우
를 갖고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에서 이미지들은 목록(썸네일 이미지 디스플레이)으로써 디스플레이 되어 선택되고     
재구성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는 여러 개의 이미지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대, 검사하고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 윈도우에서는 한 개의 이미지를 확대, 검사하고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퀵 체크 윈도우에서는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디스플레이 시켜서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DPP는 편집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이미지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 편집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편집 기능들은 16bit로 고정밀 조정됩니다.
DPP는 카메라의 이미지 조정 기능을 보다 더 폭 넓고 풍부한 RAW 이미지 조정 기능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 편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W 이미지와 RGB 이미지(JPEG 이미지, TIFF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RGB 이미지 조정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RAW 이미지 조정 기능으로       
편집된 RAW 이미지는 화질의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RAW 이미지 조정 기능:
밝기 조정, 화이트밸런스 조정, 픽쳐 스타일 조정
RAW 이미지와 RGB 이미지 (JPEG 이미지, TIFF 이미지) 조정 기능:
톤 커브 조정, 색상 조정, 샤프니스, 트리밍, 이미지 보정(손질, 복사 스탬프), 이미지 회전(좌  
또는 우로90°)
DPP는 저장, 임포트 또는 다른 이미지에 레서피 데이터(편집된 이미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조절치의 
결과물) 적용이 가능합니다.
편집 전, 후의 비교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를 이전과 이후 상태를 보아
가며 비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DPP는 3종류의 체크 표시를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DPP는 한 개의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보내거나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한 묶음으로 별매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보낼 수 있습니다.
DPP는 RAW 이미지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이미지들을 한 장씩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Easy-Photo Print와 캐논 BJ 프린터를 함께 사용하여 DPP는 RAW 이미지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이미지들을 간단하게 고화질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DPP는 RAW 이미지들을 TIFF나 JPEG 이미지들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ICC 프로파일을 첨부시킬 수 
있습니다.

 RAW 이미지의 고속 프로세싱

전문가의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작성과 다양한 윈도우

실시간 이미지 편집하기

달라진 기능들

DPP는 여러 개의 RAW 이미지들을 한 번에 변환,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일괄처리).
DPP는 파일명들을 한꺼번에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리네임 기능).
EOS 캡쳐와 함께 사용하여 DPP는 원격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DPP는 색상 관리 시스템(CMS)과 호환됩니다.
DPP는 5 종류의 색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GB, Adobe RGB, Wide Gamut RGB, 애플 RGB, 
ColorMatch RGB).
DPP는 저장된 이미지에 ICC 프로파일을 첨부시킬 수 있습니다.
DPP는 모니터와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YK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DPP는 CMYK 환경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이미지의 색상등을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 종류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RAW 이미지 편집 기능으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OS
Windows XP (Professional/Home Edition), 
Windows 2000 Professional

컴퓨터
위의 OS가 사전 설치된 표준사양
* 업그레이드 된 PC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CPU 750MHz 펜티엄 III 이상

RAM 최소 512MB

하드 디스크 공간 256MB 이상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1024 × 768 픽셀 이상
색상: 중간 (16 bit) 이상

이미지 종류/ 사용 카메라 확장자

RAW 이미지

EOS-1D Mark II N, EOS-1Ds Mark II, EOS-1D Mark II, 
EOS 5D, EOS 350D DIGITAL 또는 EOS 20D

.CR2

EOS-1Ds, EOS-1D .TIF

EOS 300D DIGITAL, EOS 10D, EOS D60, EOS D30 또는 
PowerShot Pro1* .CRW

JPEG 이미지 Exif 2.2 또는 2.21-호환 JPEG 또는 JFIF 이미지 .JPG, .JPEG

TIFF 이미지 Exif-호환 TIFF 이미지 .TIF, .TIFF

색상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지원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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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기능 윈도우 구성

이미지들이 썸네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고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p.1-2).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선택된 

조건에 따라 이미지들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p.1-5).

3 종류의 체크 표시를 사용하여 이미지들이 정렬되고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p.1-2).

RAW 이미지에 대하여 화이트 밸런스와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 색 공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1-6 에서 p.1-9).

RAW, JPEG과 TIFF 이미지들이 회전될 수 있고 밝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

다(p.1-2, p.1-9).

RAW 이미지들이 JPEG과 TIFF 이미지들로 변환될 수 있고 편집된 이미지

는 별도의 이미지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 (p.1-15).

이미지(RAW 이미지 포함)가 프린트될 수 있습니다 * (p.1-19).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용의 모든 설정값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p.1-20).

* 편집 윈도우와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에서 선택된 이미지가 확대되어 별도의 윈
도우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를 위한 
36개의 편집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시켜 이미지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p.2-2).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전, 후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
도 있습니다 (p.2-3).

RAW 이미지에 대하여 밝기와 화이트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고 픽쳐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2-3 에서 
p.2-6).

RAW와 JPEG, TIFF 이미지들에 대한 톤 커브와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2-6에서 p.2-8).

메인 윈도우에서 선택된 이미지

를 별도의 윈도우에 빠르게 디스

플레이 시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4-1).

3 종류의 체크 표시를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정렬하고 분류시킬 

수 있습니다 (p.4-1).

파일명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p.1-17).

원하는 범위내

로 이미지를 트

리밍할 수 있습

니다(p.1-10).

이미지내의 원치 않는 
얼룩을 주위의 색상으
로 혼합시켜서 이미지
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p.1-11).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서 복사된 구역을 동일 
이미지의 필요없는 부
분에 붙여서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p.1-12).

한 개의 이미지를 Adobe Photoshop으로 전송

시킬 수 있습니다 (p.1-18).

별매의 이미지 편집용 소프트웨어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p.1-18).

캐논 BJ 프린터에서 Easy-Photo Print를 함께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p.1-19).

여러 개의 이미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세부적인 편집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p.3-1).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 디스플레이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편집 전, 후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     

니다 (p.2-3).

RAW 이미지에 대하여 밝기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고 

픽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2-3에서 p.2-6).

RAW, JPEG, TIFF 이미지들에 대해 톤 커브와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p.2-6에서 p.2-8).

여러개의 RAW 이미지

들이 한꺼번에 JPEG나 

TIFF 이미지로 변환되

어 저장될 수 있고 편집

된 이미지들이 한꺼번

에 별도의 이미지들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p.1-16).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은 실행될 때 디스플레이되는 메인 윈도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윈도우와 기능 윈도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사 스탬프 윈도우트리밍 윈도우

리네임 윈도우

퀵 체크 윈도우

메인 윈도우

Adobe Photoshop 으로 이미지 전송

일괄 변환과 이미지 저장용                        
윈도우 ( 일괄처리 )

이미지 편집용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전송

Easy-PhotoPrint 로 프린트

이미지 편집 윈도우

툴 메뉴

더블            
클릭

전환

버튼 또는         
메뉴

툴 메뉴

툴 메뉴

편집 윈도우

EOS 캡처로부터 이미지 가져오기

EOS 캡처에서 원격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습니다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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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조작의 예

예 1 : 메인 윈도우에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레이와 
기본 편집 기능 수행

예 2 : 여러 개의 이미지들에서 한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이미지에 세부적인 편집 기능 수행

예 3 : 편집 윈도우에서 하나의 이미지에 세부적인        
편집 기능 수행

예 4 :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확인하기 예 5 : 편집된 이미지의 편집 데이터 ( 레서피 데이터 )
를 다른 이미지에 적용

예 6 : EOS 캡처로 원격 촬영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p.1-2).

메인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p.1-2).

이미지 분류 (p.1-5).

이미지 선택 및 기본적인 편집기능 수행 (p.1-6, p.1-9).

이미지 프린트 (p.1-19).

이미지 편집용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전송 (p.1-18).

이미지에 편집값 ( 레서피 데이터 ) 저장 (p.1-13).
한번의 작업으로 편집된 이미지를 별도의 이미지로                          
변환 및 저장 (p.1-16).

체크 표시 지정 (p.1-2).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p.1-2).

메인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 선택 (p.1-2).

이미지 편집 윈도우로 전환 (p.3-1).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서 한 개의 이미지 선택 (p.3-1).

이미지 편집
(p.2-3, p.2-6) .

이미지 프린트 (p.1-19).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전송 (p.1-18).

이미지에 편집값 ( 레서피 데이터 ) 저장 (p.1-13). 
한번의 작업으로 편집된 이미지를 별도의 이미지로 변환                       
및 저장 (p.1-16).

편집 전과 후의 비교로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p.2-3).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p.1-2).

메인 윈도우에서 이미지 선택 (p.1-2).

편집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p.2-2).

이미지 편집 
(p.2-3, p.2-6).

이미지 프린트 (p.1-19).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전송 (p.1-18).

이미지에 편집값 ( 레서피 데이터 ) 저장 (p.1-13).
편집된 이미지를 별도의 이미지로 변환 및 저장 (p.1-15).

편집 전과 후의 비교로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p.2-3).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p.1-2).

메인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 선택 (p.1-2).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p.4-1).

이미지 확인 이미지에 체크 표시    
지정 (p.4-1).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카메라의 전원을 켬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p.1-2).

메인 윈도우나 편집 윈도우로 전환 (p.1-2, p.3-1).

EOS 캡처 실행 (p.1-19).

EOS 캡처에서 [Shoot] 버튼을 클릭하거나 카메라에서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

메인 윈도우나 편집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된 이미지 확인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p.1-2).

메인 윈도우에서 편집된 이미지 선택 (p.1-2).

편집 데이터 ( 레서피 데이터 ) 복사 (p.1-13).

편집 데이터를 적용할 이미지를 메인 윈도우에서 선택

편집 데이터를 선택된 이미지에 적용 (p.1-13).

아래의 도표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의 전형적인 작업 흐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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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이 장에서는 메인 윈도우의 기능들과 이미지 디스플레이 및 이미지상에서 기본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페이지를 보려면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1-2

이미지 디스플레이.................................................................................. 1-3

폴더의 취급..................................................................................................... 1-4

새 폴더 만들기............................................................................................1-4

북마크로 자주 사용하는 폴더 등록하기............................................................1-4

북마크 정리하기..........................................................................................1-4

이미지 복사/이동........................................................................................1-5

이미지 삭제 .......................................................................................... 1-5

이미지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 1-5

썸네일 사이즈 선택......................................................................................1-5

정표 표시를 가진 이미지...............................................................................1-5

이미지 정렬................................................................................................1-5

이미지 정보 디스플레이하기..........................................................................1-6

편집 윈도우 디스플레이하기..........................................................................1-6

이미지 편집 윈도우 디스플레이하기................................................................1-6

퀵 체크 윈도우 디스플레이하기......................................................................1-6

RAW 이미지 편집하기............................................................................ 1-6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기................................................................................1-6

클릭 화이트 밸런스 기능...............................................................................1-8

밝기 조정....................................................................................................1-9

색 공간 지정하기.........................................................................................1-9

이미지 편집하기..................................................................................... 1-9

밝기 조절하기.............................................................................................1-9

이미지 트리밍........................................................................................... 1-10

이미지 보정.............................................................................................. 1-11

편집 데이터 (Recipe Data) 사용하기.......................................................1-13

레서피 저장하기........................................................................................1-13

레서피 데이터 불러와서 붙이기....................................................................1-13

레서피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적용시키기......................................1-13

편집된 이미지를 원래의 조건으로 환원시키기 .............................................1-14

마지막 저장된 설정값으로 돌아가기..............................................................1-14

촬영 설정값으로 돌아가기...........................................................................1-14

편집된 이미지 저장하기..........................................................................1-14

덮어쓰기로 저장........................................................................................1-14

파일명을 변경하여 저장..............................................................................1-14

이미지 썸네일 추가하기..............................................................................1-14

RAW 이미지를 변환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1-15

한 번의 조작으로 이미지 변환 및 저장하기 (일괄 처리)...................................1-16

한번의 조작으로 파일명 변경하기.............................................................1-17

이미지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기.......................................................1-18

한 개의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전송하기..........................................................1-18

여러개의 이미지를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1-18

이미지 프린트하기................................................................................1-19

Easy-PhotoPrint로 프린트하기...................................................................1-19

EOS 캡쳐로 이미지 디스플레이하기 .........................................................1-19

환경 설정 지정하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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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실행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p.5-2).

바탕화면에서 [Digital Photo 
Professional]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
다 .

메인 윈도우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또는 [시작] 버튼  [모든 프로그램] (Windows 

2000에서는 [프로그램])을 선택  [Canon 

Utilities]  [Digital Photo Professional]  

[Digital Photo Professional]을 더블 클릭하여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구 바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

클릭 화이트 밸런스를 조작하는 동안 커서 위치의 좌표와 이미지의 
RGB값(8bit 변환)을 표시합니다 (p.1-8).

이미지의 총 매수를 표시합니다.

현재 선택된 이미지의 숫자를 표시합니다.

수정용 데이터(p.1-13)가 선택된 이미지에   
첨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메뉴 바
[File], [Edit], [View], [Bookmark], [Adjustment], [Tools], [Window]와 
[Help] 메뉴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CMYK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지정하면 
(p.1-21) [CMYK]가 표시됩니다.

메인 윈도우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대상 이미지들을 클릭하십시오.

여러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연속적인 이미지들을 선택하려면 첫번째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이미지를 클릭하십시오.

RAW 이미지들만 선택하려면 또는 체크 표시가 지정된 이미지들만을 선택하려면 [Edit] 메뉴 

 [Select RAW photos only] 나 [Select check mark* photos only]를 선택하십시오.

(* 은 1부터 3의 체크 표시 번호를 나타냅니다.) 

도구 바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View] 메뉴  [Toolbar]를 선택하십시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마치려면 [File] 메뉴  [Exit]를 선택하십시오.

폴더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메인 윈도우가 편집 윈도우로 바뀝니다 (p.1-6, p.3-1).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 있는 모든 선택 이미지들이 
선택 취소됩니다.

선택된 이미지에 3가지 체크 표시중 한개
를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선택된 이미지의 모든 체크 표시를 제거합니다.

선택된 이미지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90° 회전시킵니다.

RAW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p.1-6). 

클릭 화이트 밸런스로 RAW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p.1-8).

RAW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p.1-9).

한번의 조작으로 모든 이미지를 저장
합니다 (p.1-16).

                  폴더 영역에서 선택된 폴더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폴더 영역
선택된 폴더내의 이미지들이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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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와 함께 표시되는 정보들
[Large thumbnail]이 선택 (p.1-5)되었을 때 표시되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파워샷 Pro1의 RAW 이미지에는 [RAW] 기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마크는 체크 표시가     
지정되었을때 표시됩니다 
(p.1-2, p.4-1).

이 값은 밝기가 조정된 RAW              
이미지에서 표시됩니다 (p.1-9).

지정된 화이트 밸런스용                 
아이콘은 RAW 이미지에서만      
표시됩니다 (p.1-7).

RAW 이미지에는 [RAW] 기호가 표시됩니다.
([Small thumbnail]이 선택된 때에는 [R]기호가 표시
됩니다.)JPEG과 TIFF 이미지에는 아무 기호도 표시
되지 않습니다.

파일명

이 마크는 RGB 처리 (p.1-9, 
p.2-6)가 수행된 이미지에 표시
됩니다

이미지가 촬영될 때 사용되었던 
조리개 값이 표시됩니다.

이미지가 촬영될 때 사용되
었던 셔터 스피드가 표시됩
니다.

이 마크는 편집이 되어 
저장되지 않은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이 마크는 트리밍된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p.1-10).

이 마크는 복사 스탬프 툴로   
보정된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p.1-11, p.1-12).

이미지 디스플레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메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를 클릭합니다 .

카메라에 들어 있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이미지들은 디스플레이 시킬 수 없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카드 리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Adobe RGB로 설정하고 EOS 10D, EOS 300D DIGITAL 또는 파워샷 Pro1으로 촬영된 JPEG 이미지는 

sRGB 색공간이 적용되어 디스플레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이미지에 관한 정보는 "지원되는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p.0-2).

디스플레이 될 수 없는 이미지들은 [×]로 나타납니다.

[자동 회전] 설정을 <ON>으로 하여 카메라를 세로로 들고 촬영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세로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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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폴더의 취급
폴더를 우측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폴더에 관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폴더 영역에서 새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를 우측 클릭하고 나타난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

하여 다른 폴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

다. 또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끌어

다 놓음으로써 폴더를 복사 시킬 수도 

있습니다.

1 폴더 영역에서 새 폴더가 만들어질 위치를 선택합니다 .

2 [File] 메뉴  [Create new folder] 를 선택합니다 .

[Create new Folder]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폴더명을 입력합니다 .
새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새 폴더 만들기

[Bookmark] 메뉴로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Bookmark] 메뉴로 등록되었던 폴더를 삭제시키거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클릭합니다 .

2 [Bookmark] 메뉴  [Add] 를 선택합니다 .

선택된 폴더가[Bookmark] 메뉴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폴더는 [Bookmark] 메뉴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1 [Bookmark] 메뉴  [Organize] 를 선택합니다 .

[Sort bookmarks]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폴더명을 변경하거나 폴더를 삭제합니다 .

폴더명을 변경하려면 북마크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된 폴더명을 

변경한 다음 [Chang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폴더를 삭제하려면 북마크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 [Dele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3 [Clo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북마크로 자주 사용하는 폴더 등록하기

북마크 정리하기

북마크 폴더 영역에서 선택된 폴더의 경로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북마크 폴더 영역에서 선택된 
폴더 경로가 표시됩니다.

북마크 폴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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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를 복사하여 다른 폴더로 저장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에 휴지통으로 이동하여 삭제 시킬 수 있습니다.

1 복사하거나 이동시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2 [Edit] 메뉴  [Copy] 나 [Cut]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가 복사되거나 없어집니다.

3 이미지가 저장되거나 이동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

4 [Edit] 메뉴  [Paste] 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가 선택된 폴더로 복사 또는 이동됩니다.

1 이미지들을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Delete]를 선택합니다 .

[Confirm File Delete]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한 경우 [Confirm Multiple File Delete]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들이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3 바탕화면에 있는 [ 휴지통]을 우측 클릭하여 나타난 메뉴에서 
[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단계3에서 삭제된 이미지는 복구될 수 없습니다. 이미지들을 삭제하기 전에 주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선택되면 선택된 모든 이미지들이 삭제됩니다. 여러 이미지들의 선택이 포함된 

작업을 방금 마친 때에는 특히 더 주의하여 주십시오.

[CRW_YYYY.CRW] (RAW 이미지)와 [IMG_YYYY.JPG] (JPEG 이미지)외에 [CRW_YYYY.THM] 

(카메라 인덱스 표시용 이미지)가  EOS 10D, EOS 300D DIGITAL, EOS D60, EOS D30 및 파워샷 Pro1   

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이 저장되는[xxxCANON]폴더에 저장됩니다.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서는 

[CRW_YYYY.THM]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시키거나 삭제시킬 수 없습니다.

탐색창에서 [CRW_YYYY.THM]이미지들을 이동시키거나 삭제하십시오.

폴더명의[xxx] 와 이미지명의 [YYYY]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미지 복사 / 이동

이미지 삭제

이미지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
디스플레이 사이즈, 디스플레이 방식을 변경하거나 또는 선택된 조건에 따라 이미지를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 사이즈는 [Large thumbnail], [Middle thumbnail]과 [Small thumbnail]입니다.

디스플레이 프레임에는 여러 가지의 정보 (p.1-3)가 표시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밝기 히스토그램과 촬영 정보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한 조건에 맞게 이미지들을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View] 메뉴 선택  설정될 크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가 선택된 사이즈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View] 메뉴  [Thumbnail with information]을 선택합니다 .

정보가 첨부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View] 메뉴 선택  [Sort]  지정할 조건을 선택합니다 .

선택된 조건에 따라 이미지들이 정렬됩니다.

[File name]: 파일 이름은 숫자 문자 순으로 정렬합니다 (0 에서 9  a 에서 z).

[RAW priority]: 아래의 순서로 표시됩니다: 

RAW 이미지 (CR2  CRW  TIF)  RGB 이미지 (JPG  TIF) 

만일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같은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면 [File Name]

의 순서로 먼저 정렬됩니다.

: 아래의 순서로 표시됩니다: 

선택된 번호를 가진 체크 표시 이미지 다른 번호를 가진 체크    

표시 이미지  체크 표시가 없는 이미지

만일 같은 체크 표시 번호를 가진 이미지들이 여러개 있으면 [File 

name] 순으로 정렬됩니다.

[Shooting Date/Time]: 촬영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같은 날짜와 시간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이 여러 개일 경우 [File name] 순으로 먼저 정렬

됩니다.

썸네일 사이즈 선택

정보 표시를 가진 이미지

이미지 정렬

[Check mark1]

[Check mark2]

[Check 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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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고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 중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이즈로 이미지들을 하나씩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고 각 이미지들을 빠르게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Info]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Close]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Adobe RGB로 설정하여 EOS 10D, EOS 300D DIGITAL 또는 파워샷 Pro1으로 촬영한 JPEG 이미지에는 

이미지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

편집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편집 윈도우에 관한 정보는 2장" 편집 윈도우에 세부 편집 기능 수행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한 다음 [Edit image window]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인 윈도우가 이미지 편집 윈도우로 바뀝

니다.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 관한 정보는 

3장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 기능 수행하기"를  참조

하십시오.

여러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한 다음 [Tools] 메뉴  [Start Quick check 
tool] 를 선택합니다 .

퀵 체크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퀵 체크 윈도우에 관한 정보는 4장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하기"를 참조하십

시오.

이미지 정보 디스플레이하기

편집 윈도우 디스플레이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디스플레이하기

퀵 체크 윈도우 디스플레이하기

RAW 이미지 편집하기
RAW 이미지에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AW 이미지 편집에서는 (p.1-6 에서 p.1-9), 이미지 편집에 따른 어떤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촬영시의 이미지 화질을 유지하면서 여러번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RAW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2 RAW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p.1-6 에서 p.1-9).

편집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붙임으로써 다른 이미지에도 편집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p.1-13).

편집된 이미지는 이전 저장된 설정값이나 이전 촬영 설정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p.1-14).

3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p.1-14).

파워샷 Pro1의 RAW 이미지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종료하기 전에 편집된 이미지들은 저장하여야 합니다 (p.1-14).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편집 내용이 선택된 모든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편집 데이터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p.1-13).

편집된 이미지들은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p.1-18).

1 [White balance] 버튼을 클릭합니다 . (p.1-2).

[White balance adjustment]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한 [Adjustment] 메뉴  [White Balance]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2 각 설정들을 지정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p.1-7, p.1-8).

3 [Clo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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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화이트 밸런스 선택하기
화이트 밸런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자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설명
색온도

K (켈빈)

Shot settings 촬영시 사용되었던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시키려 할 때 -

Auto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 약 3000 ~ 7000

Daylight 햇빛이 있는 낮시간의 실외용 약 5200

Shade 그늘진 실외용 약 7000

Cloudy 흐리거나 안개낀 날 또는 일몰시 약 6000

Tungsten 
light

텅스텐(전구) 조명용 약 3200

Fluorescent 
light

백색 형광등용 약 4000

Flash 플래시 사용시 약 6000

Color temp.
색온도를 2800에서 10000K(100K 단위로)까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 2800 ~ 10000

Click white 
balance

클릭 화이트 밸런스가 수행된 이미지에 대해 표시 -

색온도 지정하기
2800에서 10000K(100K 단위로)까지의 범위에서 색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목록 상자에서 [Color temp.]를 선택합니다 .

2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색온도를 조정합니다.

조정된 값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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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칼라 휠로 조정하기
칼라 휠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0에서 359 (1스톱 단위로)까지의 범위내에서 색상(Hue)을 지정할 수 있고, 0에서 255 (1스톱 
단위로)까지의 범위내에서 채도(Saturation)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 [Tun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칼라 휠이 나타납니다.

2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 ]를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조정하십시오.

수치를 입력하거나 [ ] / [ ] 버튼을 눌러서     

색상과 채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
편집 윈도우나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등록했던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 (p.2-4)를 이미지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된 부분을 표준 백색으로 만들어서 이미지의 색상을 조정합니다.

[1], [2] 나 [3]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가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Click (RAW)] 버튼을 클릭합니다 (p.1-2).

커서를 이미지 위로 이동 시키면 [ ] 커서가 [ ]로 바뀝니다.

2 표준이 될 지점을 클릭합니다 .

선택된 포인트를 표준의 백색으로    

하여 이미지의 색상이 조정됩니다.

이미지에서 다른 지점을 클릭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다시 조정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면 [Click]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클릭하십시오.

커서 위치에 대한 좌표와 이미지의 RGB값(8bit 변환)이 메인 윈도우의 좌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p.1-2).

클릭된 지점으로부터 1X1 픽셀의 값을 기준으로 이미지가 조정됩니다.

이미지의 중간 그레이 포인트를 선택한 경우에도 조정의 결과는 화이트 포인트를 선택한 때와  

동일합니다.

클릭 화이트 밸런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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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밝기를 -2.0에서 +2.0 (수치 입력시 0.01 스톱 단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Default settings of Work color space]로 지정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색 공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1-21).

1 [Brightness (RAW)] 버튼을 클릭합니다 (p.1-2).

[Brightness adjustment]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한 [Adjustment] 메뉴  [Brightness adjustment (RAW)]를 선택하여 이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3 [Clo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Adjustment] 메뉴  [Work color space]  설정할 색 공간을 선택합니다 .

선택된 색 공간이 지정됩니다.

지정된 색 공간은, RAW 이미지로부터 변환되어 저장되는 TIFF나 JPEG 이미지에 첨부되는 ICC 프로      

파일에 추가되어 집니다 (1-15, 1-16).

색 공간은 재생 가능한 색상 영역 (color gamut의 특성)입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은 아래의               

5가지의 색 공간을 지원합니다.

sRGB :Windows 용 표준 색 공간. 모니터나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등의 표준                   

색 공간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Adobe RGB :sRGB보다 더 넓은 색 공간입니다. 상업용 인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Wide Gamut RGB :Adobe RGB보다 더 넓은 색공간입니다. 

Apple RGB :매킨토시용 표준 색 공간입니다. sRGB보다 약간 더 넓은 색 공간입니다.

ColorMatch RGB :sRGB보다 약간 더 넓은 색 공간입니다. 주로 상업용 인쇄에서 사용됩니다.

밝기 조정

이미지를 원래의 설정값
으로 복귀시킵니다.

밝기를 조정하기 위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
으로 드래그하여 밝기를     
조정합니다.

색 공간 지정하기

이미지 편집하기
RAW, JPEG, TIFF 이미지상에서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지원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밝기를 -100에서 +100의 범위(수치 입력시 1스텝 단위로 증가 )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2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p.1-9 에서 p.1-12).

편집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붙임으로써 다른 이미지에도 편집 내용을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p.1-13).

편집된 이미지는 이전 저장 설정값이나 촬영 설정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p.1-14).

3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p.1-14).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종료하기 전에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시켜야 합니다  (p.1-14).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선택되었을 때는 편집 내용이 선택된 모든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편집 데이터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p.1-13).

편집된 이미지들은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p.1-18).

1 [Adjustment] 메뉴  [Brightness adjustment]를 선택합니다 .

[Brightness adjustment]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절합니다 .

3 [Clo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밝기 조절하기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밝기를 조정합니다.

이미지를 원래의 설정치로 
되돌립니다.

밝기 조절을 위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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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를 원하는 범위안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1 [Tools] 메뉴  [Start Trimming tool]을  선택합니다 .

트리밍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이미지를 자릅니다 .

[Aspect ratio] 목록 상자에서 비율을 선택하고 그림처럼 트리밍 범위를 드래그 하십시오.

설정한 트리밍 영역 위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가 [ ]로 바뀝니다. 트리밍 영역을 

이동시키려면 드래그하십시오.

설정한 트리밍 영역의 네 구석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 ]가 [ ] 나 [ ] 로 바뀝니다.          

드래그하며 트리밍 영역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spect ratio] 목록상자에서 [Free]가 선택 되었을 때 설정된 트리밍 영역의 네 모서리 모두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 ]가[ ] 나 [ ]로 바뀌게 됩니다. 트리밍 영역의 크기는 드래그하여

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 트리밍

커서의 좌표 위치를 표시합니다.
트리밍 영역을 설정할 때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XY 좌표와 폭, 높이, 프레임의 
가로세로 비율이 표시됩니다.

3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상에서 우측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로부터 [Aspect ratio]설정과 풀 스크린/일반 스크린의       

변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p.5-3).

모든 설정을 취소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설정값을 적용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트리밍 영역의 바깥쪽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Aspect ratio] 목록 상자에서 선택
된 비율을 표시합니다. [Aspect 
ratio] 목록 상자에서 [Custom]을 
선택하면 자신이 만든 비율을 입력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트리밍 범위의 가로/세로 비를 
선택합니다.

설정한 트리밍 범위의 사이즈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여 사이즈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한 트리밍 범위의 
좌측 상단 좌표를 표시합니다.
직접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여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한 트리밍 범위를 복사 
시킵니다.

트리밍 범위 주위의
테두리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풀스크린을 디스플레이 시킵              
니다. 원래 보기로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십         
시오,
풀스크린 디스플레이/일반 화면       
디스플레이 간을 변환하려면 <F11>  
키나 <Alt> + <Enter> 키를 누르십       
시오.

이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원래의 설정값으로 되돌립니다.

다른 이미지에서 복사된 트리밍 
범위가 디스플레이 된 이미지에 

반영됩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트리밍 윈도우가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의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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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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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손질(repair)기능이나 복사 스템프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손질하기
이미지 상에서 원치 않는 얼룩(삭제하고자 하는 얼룩)을 주위의 색상과 혼합시켜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Tools] 메뉴  [Start Stamp tool]을 선택합니다 .

복사 스탬프 도구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100% View]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가 100% 보기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3 교정하려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교정하려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시키십시오.

4 [Repair (Light)] 버튼이나 [Repair (Dark)]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치 않는 얼룩(삭제하려는 얼룩)이 색상에 비해 밝을 때는 [Repair (Light)] 버튼을 클릭하고, 

색상에 비해 어두울 때는 [Repair (Dark)]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미지 위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보정 영역이 [O]로 표시됩니다.

이미지 보정

5 보정 영역 [ O ] 로 이미지 내의 원치 않는 얼룩을 덮고 클릭합니다 .

보정 영역내의 원치 않는 얼룩이 보정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상에서 클릭하면 선택된 보정 영역내의 원치 않는 얼룩이 보정됩니다.

이미지의 다른 부분을 보정하려면 우측 클릭하거나 [Repair (Light)] 버튼이나 [Repair (Dark)] 

버튼을 클릭하여 손질 기능을 취소하고 다시 단계 3부터 수행하십시오.

6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질 기능으로 보정될 수 없는 이미지 부분이 선택되면 [ ]가 표시됩니다.

단계 2에서 보정하려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100% 보기로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더블 클릭하여 원래의 윈도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p.5-3).

이미지를 100% 보기(실제 픽셀     
크기)로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미지를     
윈도우의 크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합니다.

풀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원래 보기로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십시오.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 / 보통 화면 
디스플레이간을 변환하려면 키보
드에서<F11> 키나 <Alt> +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거나 [ ] / [ ]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전 작업을 취소합니다.

어떤 보정값이 수행되기 전의 
원래의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지정된 보정값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이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설정값을 적용시키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모든 보정 내용을 다시 적용시킵
니다.

이전의  보정 내용들을 다시 적용     
시킵니다.

복사된 보정 내용을 이미지에 적용
시킵니다.

다음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모든 설정값을 취소시키고 윈도우
를 닫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복사 스탬프 윈도우가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의 기능들

[Repair (Light)] 버튼
보정 범위내의 밝은 얼룩을 주위      
색상에 맞게 보정시킵니다.

[Repair (Dark)] 버튼
보정 범위내의 어두운 얼룩을         
주위 색상에 맞게 보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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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복사 스탬프
이미지의 어느 한 부분을 복사하여 동일한 이미지의 원치 않는 부분에 붙임으로써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Tools] 메뉴  [Start Stamp tool] 을 선택합니다 .

복사 스탬프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100% View]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가 100% 보기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3 교정하려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교정하려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시키십시오.

4 복사할 부분을 지정합니다 .

[Select Copy Source] 버튼을 클릭한 다음 복사 할 부분을 클릭 하십시오.

복사 부분을 변경하려면 위의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5 이미지를 보정합니다 .

이미지상에서 보정하려는 부분을 드래그 또는 클릭하십시오.윈도우상의 [+]가 복사 원본을 

표시하고, [ ]은 복사 대상을 표시합니다.

복사된 이미지가 드래그한 위치로 붙여집니다.

6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2에서 보정하려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100% 보기로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더블 클릭하여 원래의 윈도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단계 4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로 복사할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p.5-3).

복사할 부분을 지정합니다.    
[100% View]에서만 가능합니다.

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rush]가 선택되었을 때는 붙여진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브러시질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Pencil]이 선택되면 붙여진 이미지
의 가장자리가 선명해집니다.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
그하거나 [ ] / [ ] 버튼을 클릭하

여 붙이기 위한 이미지의 크기(반
경)를 지정합니다.

이미지를 100% 보기(실제 픽셀     
크기)로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미지를     
윈도우의 크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합니다.

풀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원래 보기로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십시오.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 / 보통 화면 
디스플레이간을 변환하려면 키보
드에서<F11> 키나 <Alt> +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복사 소스의 위치를 고정시킵니다.

이전 작업을 취소합니다.

어떤 보정값이 수행되기 전의
원래의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지정된 보정값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이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설정값을 적용시키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모든 보정 내용을 다시 적용 
시킵니다 .

이전의  보정 내용들을 다시 적용시킵
니다.

복사된 보정 내용을 이미지에 적용
시킵니다.

다음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모든 설정값을 취소시키고 윈도우
를 닫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복사 스탬프 윈도우가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의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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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편집 데이터(Recipe Data) 사용하기
RAW 이미지에 적용되었던 편집 데이터(p.1-6 에서 p.1-9, p.2-3 에서 p.2-6)나 JPEG, TIFF 와 RAW 
이미지에 적용되었던 편집 데이터(p.1-9 에서 p.1-12, p.2-6 에서 p.2-8)는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편집 데이터는 편집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어 다른 
이미지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서는 편집 데이터가 "recipe data(레서피 
데이터)"로 언급됩니다.

1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Edit] 메뉴  [Save recipe in file]을 선택합니다 .

[Save As]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상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한 다음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

[Save recipe in file]을 선택할 때는 레서피 데이터(편집 데이터)만 별도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편집이 적용된 이미지를 저장하려할 경우에는"편집된 이미지 저장하기"(p. 1-14)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회전(p.1-2)과 트리밍(p.1-10), 이미지 교정(복구, 복사 스탬프)(p.1-11, p.1-12)은          

레서피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Edit] 메뉴  [Read recipe from file]을 
선택합니다 .

[Open]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레서피 데이터를 선택하고 [Open]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레서피 데이터가 적용될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Edit] 메뉴  [Paste recipe 
to selected photo]를 선택합니다 .

RAW 이미지에만 수행될 수 있는 편집 데이터(p.1-6 에서 p.1-9, p.2-3에서 p.2-6)는 JPEG과 TIFF 

이미지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RAW 이미지에만 적용될 수 있는 편집 데이터(p.1-6 에서 p.1-9,    

p.2-3에서 p.2-6)와 함께 모든 이미지 종류(JPEG 이나 TIFF, RAW 이미지)에 적용될 수 있는 편집     

데이터(p.1-9 에서 p.1-12, p.2-6에서 p.2-8)를 적용하려 할 경우, 그리고 대상 이미지가 JPEG 이나 

TIFF 형식일 경우에는, JPEG과 TIFF에  적용 가능한 편집 데이터만 적용됩니다.

레서피 저장하기

레서피 데이터 불러와서 붙이기

1 레서피 데이터를 복사할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Edit] 메뉴  [Copy 
recipe to clipboard]를 선택합니다 .

레서피 데이터가 복사됩니다.

2 레서피 데이터를 적용시킬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Edit] 메뉴  [Paste 
recipe to selected photo]를 선택합니다 .

레서피 데이터가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회전(p.1-2), 트리밍(p.1-10)과 이미지 교정(복구, 복사 스탬프)(p.1-11, p.1-12)은              

레서피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AW 이미지에만 수행될 수 있는 편집 데이터(p.1-6 에서 p.1-9, p.2-3에서 p.2-6)는 JPEG과    

TIFF 이미지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RAW 이미지에만 적용될 수 있는 편집 데이터(p.1-6 에서  

p.1-9, p.2-3에서 p.2-6)와 함께 모든 이미지 종류(JPEG 이나 TIFF, RAW 이미지)에 적용될 수   

있는 편집 데이터(p.1-9 에서 p.1-12, p.2-6에서 p.2-8)를 적용하려 할 경우, 그리고 대상 이미지

가 JPEG 이나 TIFF 형식일 경우에는    JPEG과 TIFF에 적용 가능한 편집 데이터만 적용됩니다.

레서피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적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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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편집된 이미지를 원래의 조건으로 환원시키기
이미지에 대한 모든 편집 내용을 취소시켜 편집되기 전 또는 촬영이 이루어 졌을 때의 원래 설정값으로, 
편집된 이미지들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Adjustment] 메뉴  [Revert to last saved 
settings]를 선택합니다 .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한 경우 선택된 편집 이미지들이 모두 마지막 저장 설정값으로 돌아갑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Adjustment] 메뉴  [Revert to shot settings]를 
선택합니다 .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한 경우, 선택된 편집 이미지들이 모두 촬영 설정값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저장된 설정값으로 돌아가기

촬영 설정값으로 돌아가기

편집된 이미지 저장하기
편집 데이터를 한 개 이상의 이미지에 적용하여, 편집된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편집 데이터를 이미지에 적용시킨 다음 기존의 이미지에 덮어쓰기 할 수 있습니다.

편집 데이터를 이미지에 적용시킨 다음 다른 이름을 가진 새 이미지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사용될 새로운 썸네일들을 만들어서 각 이미지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메인 윈도우에서 더 빠르게 디스플레이 되고 이미지의 화질도 향상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Add recipe and save]를 선택합니다.

1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Add recipe and save as]를 선택합니다.

[Save As]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상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한 다음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Add thumbnail to image and save]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숫자가 많으면 추가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덮어쓰기로 저장

파일명을 변경하여 저장

이미지의 썸네일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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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편집된 RAW 이미지를 TIFF 나 JPEG으로 변환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Wide Gamut RGB], [Apple RGB] 또는 [ColorMatch RGB] 색 공간 (p.1-9, p.1-21)이 지정되었던 이미

지를 저장하는 경우, [Embed ICC profile in image]가 체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ICC 프로파일이 자동   

으로 포함됩니다.

이미지들을 편집하지 않고 저장하고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size setting]은 가로 이미지와 세로 이미지가 함께 섞여 있더라도 "Width"나"Hight"내에 지정되는 

보다 큰 숫자를 이미지의 긴쪽 면에 적용시켜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톤 커브 [Linear](p.2-6)로 설정할 때에는 [TIFF 16bit]를 선택하여 저장하십시오.

지정된 환경 설정 (p.1-21)이나 개별적으로 지정된 색 공간 (p.1-9)은 TIFF 나 JPEG 이미지에 포함  

되는 ICC 프로파일에 추가됩니다. ICC 프로파일은 칼라의 특성과 장비의 색 공간과 같은 색상 정보   

로 구성되며 ICC (국제 색상 협회)에서 인증됩니다. ICC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많은 색상 관리 시스 

템들은 장비간의 색상 차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RAW 이미지를 변환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1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Convert and save]를 선택합니다 .

[Save As]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설정값을 지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지가 저장될 때 사용되는 이미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종류와 저장에 사용될 파일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종류 확장자

Exif-JPEG .JPG

Exif-TIFF 8bit .TIF

TIFF 16bit .TIF

이미지가 저장될 드라이브와 폴더를 지정합니다.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드라이브 또는 폴더의 내용물들을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모든 설정을 취소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저장될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ave as type] 목록 상자에서 [Exif-JPEG]이 선택된 경우 슬라이더를 좌측
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1부터 10까지의 범위로 이미지 화질(압축률)
을 설정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JPEG 이미지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하면 ICC 프로파일이 포함됩니다.

저장될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이미지의 폭을 지정합니다.

이미지의 가로/세로비를 고정시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이미지 높이를 지정합니다.

저장될 이미지에 사용되는 출력 해상도로                                              
1에서 60,000 dpi 사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이미지의 크기 단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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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한 번의 조작으로 여러 개의 편집된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의 조작으로 편집된 RAW 이미지들을 JPEG 나 TIF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New file name] 버튼이 [File name]에서 선택되었을 때[Sequence number]를 지정하지 않은 한 

한 번의 조작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Wide Gamut RGB], [Apple RGB] 또는 [ColorMatch RGB] 색 공간 (p.1-9, p.1-21)이 지정되었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경우, [Embed ICC profile in image]가 체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ICC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한 번의 조작으로 여러개의 이미지들을 편집없이 저장하고 이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Resize setting]은 가로 이미지와 세로 이미지가 함께 섞여 있더라도 "Width"나"Heigh"내에 지정되는 

보다 큰 숫자를 이미지의 긴쪽 면에 적용시켜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일괄 처리 기능은 다른 기능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일괄 저장중에는 메인 윈도우, 편집 

윈도우 그리고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환경 설정 (p.1-21)이나 개별적으로 지정된 색 공간 (p.1-9)은 TIFF 나 JPEG 이미지에 포함  

되는 ICC 프로파일에 추가됩니다. ICC 프로파일은 칼라의 특성과 장비의 색 공간과 같은 색상 정보로 

구성되며 ICC (국제 색상 협회)에서 인증됩니다. ICC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많은 색상 관리 시스템  

들은 장비간의 색상 차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한 번의 조작으로 이미지 변환 및 저장하기 (일괄 처리)

1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p.1-6 에서 p.1-12).

2 한 번의 조작으로 변환하고 저장시킬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

3 [Batch process] 버튼을 클릭
합니다 (p.1-2).

[Batch settings] 대화 상자가 나타

납니다.

또한 [File] 메뉴  [Batch process]를 

선택하여 이 대화 상자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설정값을 지정합니다 .

5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로세스 윈도우가 나타나고 한 번의 

조작으로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세싱이 완료되면 이미지들은     

지정된 폴더에 저장되고 프로세스    

윈도우에 [Exit]버튼이 나타납니다.

6 [Exit]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속해서 저장될 이미지들의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일괄 처리가 시작됩니다.

모든 설정을 취소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변환후 이미지들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폴더명은 [Browse] 버튼의 옆에 나타납니다.

이미지가 저장될 때 사용된 이미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저장될 때 사용되는 이미지 종류와 확장자에 대해서는 
[Save as]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p.1-15).

[Kind of file] 목록 상자에서 [Exif-JPEG]이 선택된 경우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1부터 10까
지의 범위로 이미지 화질(압축률)을 설정합니다. 수치
가 높을수록 JPEG 이미지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변환/저장된 이미지를 한번의 조작
으로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시킵
니다 (p.1-18).

이미지들을 저장시키면서 이름을               
변경하려면 여기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이미지를 저장 
하려면 여기를 선택합니다.

설정한 연속 번호를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될 이미지에 사용되는 출력                        
해상도를 1에서 60,000 dpi 사이의                       
값으로 지정합니다.

저장될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려면       
이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이미지의 폭을 지정합니다.

이미지의 가로/세로비를 고정시키려면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합니다.

[New file name] 버튼을 선택했을 때 문자열과 연속될         
번호를 지정합니다.
설정 내용이 [Ex.]안에 예로써 표시됩니다.

이미지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이미지의 크기 단위를 선택합니다

저장될 이미지에 ICC 프로파일을 삽입 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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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한번의 조작으로 파일명 변경하기
한 번의 조작으로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파일명을 변경하려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2 [Tools] 메뉴  [Start Rename tool]을 선택합니다 .

이름 변경 도구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3 설정값을 지정한 다음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업이 시작되고 파일명이 변경됩니다.

이미지를 복사하고 파일명을 변경합니다.

[Copy_Rename]이 체크되었을 때 복사된 이미지의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확장자를 선택합니다.

각 항목 중에서 파일명으로 지정될 항목을 선택합니다.

원래의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동시에 기록된 RAW 이미지와 JPEG 이미지의 파일명을       
같게 만듭니다(확장자 제외).

설정한 연속 번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속 번호를 설정할 때 시작 번호와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촬영 날짜와 시간 형식을 선택합니다.

언더 바를 입력합니다.

파일명을 수정합니다.

모든 설정을 취소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수정된 파일명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파일의 순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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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기

이미지를 Adobe Photoshop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포토샵으로 전송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2 [Tools] 메뉴  [Transfer to Photoshop] 를 선택합니다 .

포토샵이 실행되고 전송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RAW 이미지는 전송되기 전에 TIFF 16bit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이미지들을 전송시키려면 Adobe Photoshop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포토샵 버전은 CS와 7.0입니다. Photoshop Elements로는 이미지를 전송할 수 없습        

니다.

한 번에 한 개씩의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한번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가 전송될 때 자동으로 TIFF 16bit로 변환되고 ICC 프로파일이 각 이미지에 첨부됩니다.            

지정된 환경 설정값 (p.1-21)이나 개별적으로 지정된 작업 색 공간 (p.1-9) 정보가 ICC 프로 파일에 

추가되어, 포토샵이 색상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전송하기
여러개의 이미지를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설명은 Adobe Photoshop CS
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 한 번의 조작으로 변환 / 저장을 설정합니다 .

"한 번의 조작으로 이미지 변환 및 저장하기(일괄 처리)"(p.1-16)의 단계 

1에서 4를 수행하십시오.

2 [Batch settings] 윈도우에서 [Brow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Open]윈도우가 나타납니다.

3 이미지를 이동할 리터칭 소프트웨어 (Photoshop CS)를 선택합니다 .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Adobe]  [Photoshop CS]  [Photoshop]을 선택한 다음 

[Open]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Open] 윈도우가 닫히고 [Batch settings]윈도우의 [Transfer]에 Photoshop이 설정됩니다.

4 [Open image using software]를 체크합니다 .

5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로세싱 윈도우가 나타나고 한 번의 조작으로 저장이 시작됩니다.

한 번의 조작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Photoshop이 실행되고 이동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미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Adobe Photoshop과 같은 리터칭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여러개의 이미지를 리터칭 소프트웨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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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프린트하기
이미지들이 프린트 범위내로 자동 조정되어 프린트될 수 있습니다.

Easy-PhotoPrint 는 캐논 BJ 프린터용의 전용 프린팅 소프트웨어입니다. 
Easy-PhotoPrint 2.1 이나 그 이상이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Easy-PhotoPrint로 이미지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1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Print]를 선택합니다 .

2 사용할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린팅이 시작됩니다.

프린팅에 사용될 프린터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설정한 때에는 표현의도(매칭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1-21).

CMYK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지정한 경우 (p.1-21)지정된 [CMYK simulation profile]에 일치하는 

톤으로 이미지가 프린트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File] 메뉴  [Print with Easy-PhotoPrint]를 
선택합니다 .

Easy-PhotoPrint가 실행됩니다.

이미지를 프린트하려면 Easy-PhotoPrint 윈도우에 표시되는 지시를 따르십시오.

Easy-PhotoPrint로 이미지들을 프린트하려면 Easy-PhotoPrint 2.1이상의 버전과 

Easy-PhotoPrint 2.1이상을 지원하는 캐논 BJ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출력 해상도 (p.1-20)와 트리밍 (p.1-10)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CMYK 시뮬레이션의 설정 (p.1-21)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린팅시 표현의도(매칭 방식)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p.1-21).

Easy-PhotoPrint 로 프린트하기

EOS 캡처로 이미지 디스플레이하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버전 2.0은 EOS 캡처 버전 1.1 이상과 호환됩니다. 만일 EOS Capture 버전 1.1 
이상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EOS Capture 로 촬영한 이미지를 디스플
레이 시킵니다.

1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ON> 으로 설정합
니다 .

[CameraWindow]와 다른 윈도우가 디스플레이 되면 디스플레이된 모든 윈도우를 닫으십시

오.

2 [Tools] 메뉴  [Start EOS Capture]를 선택합니다 .

EOS Capture가 실행됩니다.

3 촬영합니다 .

EOS Capture에서 [Shoot]버튼을 클릭하거나 카메라에서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합니다.

촬영 결과가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메인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됩니다.

EOS 캡처가 실행되면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윈도우를 메인 윈도우에서 이미지 편집 윈도우로 자동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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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지정하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 대한 다양한 설정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Tools] 메뉴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Preferences]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탭을 선택하여 설정값을 지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정값이 적용되고 [Preferences]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나 저장용 이미지 품질을 지정합니다.

[Quality priority] : 부가적인 필터 프로세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최대 화질로 디스플레이 되고 저장
됩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Standard] : 부가적인 필터 프로세싱 없이 이미지가 최대의 속도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이미지는 [Quality priority]와 같은 화질로 저장됩니다.

[Speed priority] : 부가적인 필터 프로세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는 최대 속도로 디스플레이 되고 
저장됩니다.

편집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할지 또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끝낼 때 확인용 대화 상자를 표시시킬지, 
메인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이미지들을 다른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로 변경시킬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실행될 때 마지막으로 열렸던 폴더가 디스플레이 될지 혹은 지정된 폴더가 항상 
디스플레이 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을 적용하고 윈도우를 닫습
니다.

이 체크 박스를 클릭할 경우 EOS Capture가 
실행되면 이미지 편집 윈도우가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RAW 이미지가 JPEG이나 TIFF 이미지로 변환되어 저장될 때 출력 해상도 기본값을 
1에서 60,000dpi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perating mode]의 설명을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모든 설정값을 취소하고 윈도우를 
닫습니다.

편집 윈도우나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 격자선(p.2-3)이 디스플레이 될 때 사용되는 격자 간격을 8에서 256픽셀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윈도우 또는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의 비교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와 원래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합니다(p.2-3).

이 체크박스가 체크되면 편집 윈도우에서 열려진 이미지가 메인 윈도우에서 선택되어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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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팔레트의 [RGB image adjustment] 탭 쉬트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히스토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의RGB image adjustment] 탭 쉬트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Tone curve mode] (톤 커브 디스플레이), 
[Interpolation method] (픽셀 삽입 방식)을 선택합니다 (p.2-7).

각 픽쳐 스타일 항목에 설정한 
[Hue], [Saturation] 과 
[Sharpness]를 유지하려면 체크 
표시를 합니다(p.2-5, p.2-6).

East-Photo Print로 프린팅시 표
현 의도(매칭 방식)를 선택합니다 
(p.1-19).

5 종류의 색 공간에서 작업 색 공간
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프린팅용으로 사용될 프린터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p.1-19).

모니터에 대한 색공간을 선택합니다. 만일 [Monitor profile] 을 선택하면 [Browse]버튼을 클릭하여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한 프로파일을 선택하십시오.

프린팅 프로파일이 설정되었을 때 
표현 의도(매칭 방식)를 선택합   
니다.

CMYK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CMYK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는 선택된 프로파일의 컬러로 
디스플레이되고 프린터에서와 같이 CMYK 환경에서 프린트할 때 사용되는 색상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
에서는 각 윈도우의 하단에 [CMYK]가 표시됩니다 (p.1-2, p.2-2, p.3-1). CMYK 시뮬레이션 디스플레이는 키보
드에서<Ctrl> + <Y> 키를 눌러서 편집 윈도우(p.2-2)와 이미지 편집 윈도우(p.3-1)에서 일시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CMYK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 설정
되었을 때 표현 의도(매칭 방식)를 
선택합니다.

[Tool palette] 탭 쉬트의[Default settings of RGB tone curve]나 [Color management] 탭 쉬트의         

[Default settings of Work color space] 를 변경한 후에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재시작하면  설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설정 내용은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편집되었던 이미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p.1-9 에서p.1-12, p.2-6 에서p.2-8) [RGB] 마크가 표시됩니다 (p.1-3). 톤 커브를 우측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 (p.2-7) 에서 개별적으로 톤 커브를 변경하고 [Adjustment] 메뉴  [Work 

color space]를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색 공간을 변경하십시오(p.1-9).

모니터나 프린터 프로파일을 선택하려면 컴퓨터에서 사용되기 위한 모니터와 프린터 프로파일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모니터와 프린터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각 장비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정된 색 공간은 ICC 프로파일에 추가되어, RAW 이미지에서 변환되어 저장되는 TIFF나 JPEG 이미  

지들에 기록됩니다 (p.1-15, p.1-16). 색 공간은 재현 가능한 색상 범위(색상 gamut의 특성)입니

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은 아래의 5가지 색 공간을 지원합니다.

sRGB :Windows용 표준 색 공간.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스캐너의  표준           

색 공간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Adobe RGB : sRGB보다 더 넓은 색 공간입니다. 주로 상업용 인쇄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Wide Gamut RGB :Adobe RGB 보다 넓은 색 공간.

Apple RGB :매킨토시용 표준 색 공간. sRGB에 비해 약간 더 넓은 색 공간.

ColorMatch RGB :  sRGB 보다 약간 더 넓은 색 공간. 주로 상업용 인쇄에서 사용됩니다.

이미지 프로팅시 색상 변환을 위하여 [Perceptual] 나 [Colorimetric]에서 표현 의도(매칭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erceptual :피부 톤이나 하늘의 푸른 색상과 같은 중간 색조를 미세하게 표현하는 사진과 

같이 자연스러운 이미지에 대부분 적합한 매칭 방식

Colorimetric :적색과 청색, 황색의 선명한 원색을 가진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진처럼 그래픽 

타입의 이미지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매칭 방식

[CMYK simulation profile]에서 프린터 사용시와 같은 CMYK 환경에서 프린트할 때 사용되는 색상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은 다음 4 종류의 프린팅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uro Standard v1.00 :유럽이나 서적 인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파일로 유럽 표준 인쇄의        

실험용으로 적합합니다.

JMPA v1.10 :일본에서 서적 인쇄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파일로 잡지 광고의 표준   

색상 인쇄 실험용으로 적합합니다.

U.S. Web Coated v1.00 :북미에서 서적 인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파일로 북미 표준 인쇄의        

실험용으로 적합합니다.

JapanColor2001 type3 :일본 인쇄 산업에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 프로파일로 Japan Color 표준 인쇄의 

실험용으로 적합합니다.

디스플레이 되는 도구 팔레트가[Docking display] (윈도우 내에)로 디스플레이 될지
[Floating display](또 다른 윈도우)로 디스플레이 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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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 장에서는 편집 윈도우의 기능들과 이미지 디스플레이 방법 , 이미지상에서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이 장은 편집 윈도우에서만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메인 윈도우에서도 공통
적으로 있는 기능들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항목들을 설명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시키려면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편집 윈도우 디스플레이 시키기..................................................................2-2

이미지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하기...............................................................2-3

디스플레이 크기 선택하기.............................................................................2-3

격자선 표시하기..........................................................................................2-3

편집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동시에 디스플레이하기.....................................2-3

RAW 이미지 편집하기.............................................................................2-3

밝기 조정하기..............................................................................................2-3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기................................................................................2-4

픽쳐 스타일 설정..........................................................................................2-5

이미지 편집하기.....................................................................................2-6

톤 커브 조정하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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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편집 윈도우 디스플레이 시키기
편집 윈도우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 시켜 그들 각각을 비교하면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최대 36개의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편집 윈도우에서만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합니다. 메인 윈도우에서도 공통적
으로 있는 기능들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기능들을 설명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인 윈도우의 썸네일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

편집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편집 윈도우에서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가 먼저 디스플레이 되고 그    
다음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뀝니다.
또한 [File]메뉴  [Open in Edit 

window]를    선택하여 이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툴 팔레트를 디스플레이 또는 숨기려면 [View] 메뉴  [Tool palette]를 선택하십시오.

여러 개의 편집 윈도우가 디스플레이된 경우 [Window] 메뉴  [Arrange horizontally] 또는 

[Arrange vertically]를 선택함으로써 편집 윈도우를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편집 윈도우를 빠져 나가려면 [File] 메뉴  [Close]를 선택합니다.

편집 윈도우
메뉴 바
[File], [Edit], [View], [Adjustment], [Tools], [Window] 및 
[Help] 메뉴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

이미지에 대한 경로와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

RGB 이미지 조정 탭 쉬트 (p.2-6)

RAW 이미지 조정 탭 쉬트 (p.2-3)

툴 팔레트

커서 위치의 좌표와 이미지의 RGB값                  
(8bit 변환)이 표시됩니다 .

작동 모드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p.1-20).

이미지의 색공간 (RAW 이미지에는              
[RAW]가 표시됩니다) 과 작업 색 공간을         
표시합니다 (1-9, 1-21).

CMYK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설정했을 때 (p.1-21) [CMYK]가 표시     
됩니다 . CMYK 시뮬레이션 디스플레이는 키보드에서 <Ctrl> + <Y> 키를     
눌러서 일시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를 [Docking display]로 설정하고 (p.1-21) 편집 윈도우를 크게 만들 경우 이미지의  썸
네일이 표시됩니다. (툴 팔레트가 [Floating display]로 설정되면 (p.1-21), 썸네일 이미지가 항
상 디스플레이 됩니다). 확대된 디스플레이 위치가 썸네일 상에 표시되고 드래그하여 디스플레
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뀌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를 같은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시킬 지 혹은 별도의 윈도우로 디스플레이 시킬 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p.1-21).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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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하기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크기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Fit to window]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 맞추기), [50% view], [100% view] (실제 픽셀 
사이즈)와 [200% view]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가로 또는 세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격자선을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편집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와 동시에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위치 변경하기
이미지들을 세로로 배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View] 메뉴  설정할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

선택된 크기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이미지를 더 큰 사이즈로 디스플레이 시키면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디스플레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Fit to window] 디스플레이에서 확대하려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디스플레이는 [100% view] 디스플레이

로 바뀝니다. [50% view], [100% view] 또는 [200% view]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할 경우 

디스플레이는 [Fit to window] 디스플레이로 바뀝니다.

[View] 메뉴  [Grid lines]을 선택합니다 .

격자선은 이미지에서 디스플레이됩니다.
동일한 조작을 다시 수행하면 격자선이 없어집니다.

격자선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1-20).

[View] 메뉴  [Before/after comparison]을 선택합니다 .

편집 전/후의 이미지를 가진 분리된 윈도우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1-20).

[View] 메뉴  [Change up/down/left/right]를 선택합니다 .

동일한 조작을 다시 수행하면 이미지들을 가로로 배열시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선택하기

격자선 표시하기

편집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동시에 디스플레이하기

RAW 이미지 편집하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서 지원되는 RAW 이미지들을 메인 윈도우에서의 경우보다 더 세밀하게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RAW 이미지 편집에서는 (p.2-3에서 p.2-6) 이미지 편집에 따른 화질의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여러 차례 편집을 하여도 이미지 촬영 당시의 화질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밝기를 -2.0에서 +2.0(수치 입력시에는 0.01 스톱 단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윈도우에서 RAW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p.2-2).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디스플레이 되면 편집할 이미지를 클릭하여 맨 앞쪽 윈도우로 오도록 

하십시오.

2 도구 팔레트에서 [RAW image adjustment] 탭을 선택합니다 .

[RAW image adjustment] 탭 쉬트가 
나타납니다.

3 RAW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p.2-3 에서 p.2-6).

편집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붙임으로써 다른 이미지들에도 편집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p.1-13).

편집된 이미지를 마지막 저장 설정값이나 촬영 설정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p.1-14).

4 편집된 이미지를 원본과 비교합니다 ( 좌측 참조 ).

5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p.1-14).

파워샷 Pro1의 RAW 이미지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나가기 전에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p.1-14).

편집 데이터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p.1-13).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밝기 조정하기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밝기를    
조정합니다 .

이미지가 원래의 설정
값으로 돌아갑니다 .

수치를 입력하여 밝기를 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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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각각의 방법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선택하기 (p.1-7)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온도 지정하기 (p.1-7)
색온도를 2800에서 10000K(100K 단위)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 화이트 밸런스 기능
선택한 부분을 백색에 대한 표준으로 삼아 이미지 색을 조정합니다.

1 [Click] 버튼을 누릅니다 .

커서를 이미지 위로 이동시키면          
[ ] 커서가 [ ]로 바뀝니다.

2 표준으로 삼을 부분을 클릭합니다 .

선택된 지점의 색상을 표준의 화이트로 하여 이미지의 색상이 조정됩니다.
이미지상에서 다른 포인트를 클릭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다시 조정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Click]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클릭 하십시오. 

이미지는 클릭된 지점에서 5X5 픽셀 범위에서의 평균수치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미지의 중간 회색 포인트를 선택하더라도 조정의 결과는 화이트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와 동일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기
칼라 휠로 조정하기 (p.1-8)
칼라 휠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조(Hue)는 0에서 359(1스톱 단위)의 범위로, 
채도(saturation)는 0에서 255(1스톱 단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화이트 밸런스 등록하기 (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 )
최대 3개의 화이트 밸런스 조정 데이터를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 (p.1-8)
등록된 개인용 화이트 밸런스를 이미지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1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

2 [Register] 버튼을 클릭합니다 .

[Register personal white balance]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등록될 버튼 수를 선택합니다 .

4 [OK] 버튼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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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픽쳐 스타일 선택하기
픽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자에서 픽쳐 스타일을 선택하십시오 .

Standard 이미지의 색상이 선명하고 또렷합니다.

Portrait
멋진 피부 색조를 위한 모드입니다. 이미지는 윤곽이 약간 또렷하고 생기있게 보입니
다. [Hue] (p.2-6)를 바꿈으로써 피부 색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andscape 선명한 청색과 녹색, 매우 또렷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위한 모드입니다.

Neutral 자연스러운 색상과 색상이 완화된 이미지용입니다. 샤프니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Faithful
5200K의 색 온도 이하로 피사체가 촬영되었을 때 피사체의 색상과 일치하도록 색상이 
측정되어 조정됩니다.

B/W 흑백 이미지용입니다.

( 카메라에서 지정된   
픽쳐 스타일 )

카메라에서 지정한 픽쳐 스타일 파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 됩니다. 
목록에서, 카메라에서 지정한 픽쳐 스타일 파일의 캡션명이 ( )가 첨부되어 표시됩니 
다.

[ 불러온 픽쳐 스타일  
파일 ]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온 픽쳐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목록에서,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온 픽쳐 스타일 파일의 캡션명이 [ ]가 첨부되어 표시됩니다.

픽쳐 스타일의 설정
픽쳐 스타일 파일 적용하기
캐논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된 픽쳐 스타일 파일을 불러와서 이미지에 적용하고 컴퓨터에 저장         
시킬 수 있습니다.

쉐도우와 하이라이트 포인트 조정하기
쉐도우 포인트(가장 어두운 지점)와 하이라이트 포인트(가장 밝은 지점)를 지정하여 이미지의 계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Browse] 버튼을 클릭합니다 .

[Open] 윈도우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2 픽쳐 스타일 파일을 선택하고 [Open]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픽쳐 스타일 파일이 불려 옵니다.

3 불러온 픽쳐 스타일 파일을 목록 상자에서 선택합니다 .

불러온 픽쳐 스타일 파일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픽쳐 스타일 파일은 픽쳐 스타일 기능을 확장시킨 파일입니다. 픽쳐 스타일 파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캐논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커서를 그래프의 우측 
모서리로 이동시키면  커서    
[ ]가 [ ]로 바뀝니다. 
슬라이더를 좌측으로 드래
그하여 하이라이트 포인트
를 조정합니다.

커서를 그래프의 좌측 모서리
로 이동시키면 커서 [ ] 가 
[ ] 로 바뀝니다 . 슬라이더
를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쉐도
우 포인트를 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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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톤 커브 선택하기
톤 커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조 , 채도와 샤프니스 조정하기
색조와 채도는 -4에서 +4 (1스텝 단위로)의 범위까지 조정될 수 있고 샤프니스는 0부터 10 (1스텝 단
위로)의 범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Picture Style] 목록 상자에서 [B/W]가 선택되면(p.2-5), 
디스플레이된 5 종류의 [Filter effect] ([None], [Yellow], [Orange], [Red], [Green])와 5 종류의 [Toning 
effect] ([None], [Sepia], [Blue], [Purple], [Green])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톤커브를 선택하십시오 .

Photoshop과 같은 리터칭 소프트웨어에서 별도로 이미지를 조정하길 원할 때는 [Linear]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체크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선형 톤 커브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9 종류의 톤 커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색조와 채도 , 샤프
니스를 조정합니다 .

설정된 수치값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미지 편집하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에서 지원되는 RAW, JPEG 과 TIFF 이미지들에서 다양하고 세밀하게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1 편집 윈도우에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p.2-2).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디스플레이 되면 편집할 이미지를 클릭하여 맨 앞쪽 윈도우로 오도록 

하십시오.

2 도구 팔레트에서 [RGB image adjustment] 탭을 선택합니다 .

[RGB image adjustment] 탭 쉬트가 
나타납니다.

3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p.2-7, p.2-8).

편집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에 붙임으로써 다른 이미지들에도 편집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p.1-13).

편집된 이미지를 마지막 저장 설정값이나 촬영 설정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p.1-14).

4 편집된 이미지를 원본과 비교합니다 (p.2-3).

5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p.1-14).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나가기 전에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p.1-14).

편집 데이터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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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톤 커브는 선 그래프의 형태로 원본 이미지(입력)와 조정 이미지(출력)에 대한 밝기와 색상 채도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톤 커브를 사용하여 촬영이 이루어 졌을 때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설정된 이미지    
밝기와 채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조작으로 이미지 전체의 입력과 출력을 조정하거나 
또는 [R](적), [G](녹)와 [B](청)의 입력, 출력을 각각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축은 원본 이미지(입력)에 대한 밝기와 채도를 나타내며, 좌측 끝은 쉐도우(이미지의 보다         
어두운 영역), 우측 끝은 하이라이트(이미지의 보다 밝은 영역)를 표시합니다.

세로 축은 조정 이미지(출력)에 대한 밝기와 채도를 나타내며, 낮은 쪽은 쉐도우, 높은 쪽은 하이라이
트를 표시합니다.

톤 커브 조정하기

1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선택합니다 .

톤 커브 조정하기

모든 RGB 채널에 동일한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

설정값이 G 채널에 적용됩니다 .

설정값이 B 채널에 적용됩니다 .

설정값이 R 채널에 적용됩니다 .

2 톤 커브를 조정합니다 .

톤 커브를 클릭하여 톤 커브 상에 [ ]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 ]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십시오.

최대 8개의 [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를 더블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Delete>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쉐도우 포인트와 하이라이트 포인트 간의 최소 단계수는 8입니다.

톤 커브를 우측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나 [Tool palette] 대화 상자의 [Preferences] 탭 쉬트에서 톤 커브 

인터폴레이션 방식(Curve/Straight) 또는 톤 커브 모드(RGB R G B/Luminance R G B) 를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p.1-21).

값을 입력하여 최대 출력
을 지정합니다 .

값을 입력하여 최소 출력을 
지정합니다 .

0 에서 247(1 스톱 단위로)의 
범위로 수치를 입력하여 쉐도우 
포인트를 조정합니다 .

커서를 그래프의 좌측 모서리
로 이동시킬 때 커서 [ ] 가 
[ ] 로 바뀝니다 . 
쉐도우 포인트를 조정하려면 
슬라이더를 우측으로 드래그
하십시오 .

커서를 그래프의 우측 모서리로 
이동시키면 커서 [ ]가 [ ]로 
바뀝니다 .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조정하려면 슬라이더를 좌측으
로 드래그하십시오 .

8 에서 255(1 스톱 단위로 ) 의 
범위로 수치를 입력하여 하이라
이트 포인트를 조정합니다 .

가로 축 : 입력 레벨
세로 축 : 출력 레벨

커서를 그래프의 위로 이동시키면 [ ] 가 [ ] 로 바뀝니다 . 출력 쪽에서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조정하려면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십시오 .

커서를 그래프의 아래로 이동시키면 [ ] 가 [ ]로 바뀝니다 .

출력 쪽에서 쉐도우 포인트를 조정하려면 위쪽으로 드래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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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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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클릭 화이트 밸런스 기능
선택한 부분을 백색에 대한 표준으로 삼아 이미지의 색을 조정합니다.

1 [Click] 버튼을 누릅니다 .

커서를 이미지 위로 이동시키면       
[ ]가 [ ]로 바뀝니다.

2 표준으로 삼을 부분을 클릭합니다 .

선택된 지점의 색상을 표준의 화이트로 하여 이미지의 색상이 조정됩니다.
이미지상에서 다른 포인트를 클릭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다시 조정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Click]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클릭 하십시오.

이미지는 클릭된 지점에서 1X1 픽셀 값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미지의 중간 회색 포인트를 선택하더라도 조정의 결과는 화이트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와 동일         

합니다.

밝기와 대비
밝기와 대비를 -100에서 +100의 범위(수치 입력시에는 1 스톱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조 , 채도와 샤프니스 조정하기
색조는 -30에서 +30 (수치를 입력할 때는 1스텝 단위로)의 범위에서, 채도는 0에서 200 (수치를     
입력할 때는 1스텝 단위로)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고 샤프니스는 0에서 500 (수치를 입력할 때는       
1스텝 단위로)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합니다 .

수치를 입력하여 밝기와 대비를 
조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조정합니다 .

슬라이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색조와 채도 , 샤프니스를 조정합니다 .

이미지를 원래의 설정값으로 
되돌립니다 .

수치를 입력하여 색조와 채도 및 
샤프니스를 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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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적인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는 여러 개의 이미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된 이미지 상에 세부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

이미지 편집 윈도우의 기능은 메인 윈도우(1장)의 기능 및 편집 윈도우(2장)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이들 기능을 작동시키는 자세한 방법은 각 기능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메인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

2 [Edit image window]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인 윈도우가 이미지 편집 윈도우로 

바뀝니다.

썸네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클릭된 이미지가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가 먼저 디스플

레이 된 다음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뀝

니다.

또한 [View] 메뉴  [Edit in Edit image 

window]를 선택하여 이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 윈도우

도구 바

메뉴 바

[File], [Edit], [View], [Adjustment], [Tools]
및 [Help] 메뉴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

이미지 경로와 파일명을 디스플
레이 시킵니다.

커서 위치의 좌표와 이미지의 RGB 값(8bit 변환)을 표시합니다.

CMYK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설정하면 (p.1-
21), [CMYK]가 표시됩니다.                                 
키보드에서 <Ctrl> + <Y> 키를 누르면 CMYK  
시뮬레이션 디스플레이가 일시적으로 취소됩
니다.

이미지의 색 공간 (RAW 이미지에는 [RAW]가 표시됩니다)과 작업           
색 공간을표시합니다(1-9, 1-21).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
이미지를 더 큰 사이즈로 디스플레이 시킬 때 이미지를 드래그하
여 디스플레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썸네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

이미지를 50% 로 축소시킵니다 .

이미지를 윈도우에 가득차게 합니다 .

이미지 편집 윈도우가 메인 윈도우로 바뀝니다 .

이미지를100%로 디스플레이시킵니다 ( 실제의 픽셀 사이즈 ).

이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를 200% 로 확대시킵니다 .

다음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도구 팔레트를 보이게 하거나 숨깁니다.

썸네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을 보이게 하거나  숨깁니다.

도구 팔레트
RAW 이미지 조정 탭 쉬트 (p.2-3)
RGB 이미지 조정 탭 쉬트 (p.2-6)

선택된 이미지상에 격자선을 표시합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미지를 90° 로 회전 시킵니다.

한번의 작동으로 모든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p.1-16).

     작동 모드를 표시합니다 (p.1-20). 툴 팔레트를 [Docking display]로 설정하고 (p.1-21) 이미지 편집      
윈도우를 크게하면 이미지의 썸네일이 표시됩니다(툴 팔레트가 
[Floating display]으로 설정시 (p.1-21) 썸네일 이미지는 항상 표시   
됩니다). 확대된 디스플레이 위치가 썸네일상에 표시되고 드래그하여 
디스플레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View] 메뉴  [Change thumbnail 

position]을 선택하십시오.

썸네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이미지를 삭제하려면 [File] 메뉴  [Delete from list]를 선택하십시오.

이미지 편집 윈도우를 빠져나가려면 [Main window]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일부 이미지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를 별도의 윈도우로 디스플레이 시킬 지 혹은 같은 윈도우내에 디스플레이 시킬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1-21).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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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
2
3
4
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퀵 체크 윈도우에서는 확대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어 이미지들을 빠르게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퀵 체크 윈도우

설정된 체크 마크 번호를 표시합니다.

풀 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 합니다.                                              
원래의 보기로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십시오.
풀 스크린/일반 스크린 디스플레이간을 변경하려면 키보
드에서<F11> 키를 누르거나 <Alt> + <Enter> 키를 누르십
시오.

이미지의 배율을 50%로 낮춥니다.
[50% view]를 설정할 경우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다음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이미지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90° 로 회전시킵
니다.

3 종류의 체크 마크 중에서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모든 체크 마크를 제거합니다.

지정된 설정값을 이미지에 적용하고 퀵 체크       
윈도우를 닫습니다.

이미지의 경로와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역

윈도우를 우측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각 설정값을 지정하거나 풀 스크린/일반 스크린

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에 관한 정보는 "단축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p.5-3).

1 메인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

2 [Tools] 메뉴  [Start Quick check tool] 을 선택합니다 .

퀵 체크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3 이미지를 보고 확인합니다 .

4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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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2
3
4
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참조사항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 및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언인스톨 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단축키 목록을 제공합니다 .

해당 페이지를 보려면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단축키 목록 .......................................................................................................................... 5-2
색인 ...................................................................................................................................... 5-4

문제 해결
설치가 올바로 완료될 수 없거나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미지가 디스플레
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컴퓨터 관리자] 이외의 설정에서 Windows XP를 사용하거나 [관리자] 이외의 설정에
서 Windows 2000 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컴퓨터 관리자] 또는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 설정이 선택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Windows XP 에서는 [ 컴퓨터 관리자 ] 사용자 설정을 , Windows 2000 에서는 
[ 관리자 ]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 사용자 설정 선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하드 디스크의 공간이 충분합니까 ?
256MB 이상의 하드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가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을 만족      
합니까 ?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p.0-2).

RAM( 메모리)은 충분합니까 ?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p.0-2).

화면 해상도가 [1024x768 픽셀 ] 보다 낮습니까 ?
화면 해상도를 [1024x768 픽셀 ] 이상으로 지정하십시오 (p.0-2).

색 품질이 [ 중간 (16 비트 )] 보다 낮습니까 ?
색 품질을 [ 중간 (16 비트 )] 이상으로 지정하십시오 (p.0-2).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중입니까 ?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이외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십시오 . 사용중인 컴퓨터가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재된 RAM의 용량(메모리)을 갖추고 있더라도 (p.0-2)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과 동시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RAM(메모리)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지원하는 이미지 종류 이외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지원되는 이미지를 확인하십시오 (p.0-2).

설치를 올바로 끝마칠 수 없습니다 .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언인스톨하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언인스톨 하려면 아래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언인스톨 하기 전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십시오.

Windows XP에서는 [컴퓨터 관리자] 사용자 설정, Windows 2000에서는 [관리자] 사용자 설정을 
사용하여 로그인 하십시오.
컴퓨터의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을 언인스톨한 후에는 항상 컴퓨터를 재시동 
하십시오. 컴퓨터를 먼저 재시동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컴퓨터 오작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1 [ 시작 ] 버튼  [ 제어판 ]  [ 프로그램 추가 / 제거 ].

Windows 2000에서는 [시작] 버튼  [설정]  [제어판]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추가/제거]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하십시오.

[프로그램 추가/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소프트웨어 목록에서 [Canon Utilities Digital Photo Professional x.x] 를 
선택한 다음 [ 변경 / 제거 ] 버튼을 클릭합니다 .

"X.X"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 변경/제거]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램 추가/제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 언인스톨됩니다.



5-2

1
2
3
4
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단축키 목록
메인 윈도우

조작 키 조작 키

편집 윈도우 열기 Ctrl + O 체크 표시3 사진만 선택 Ctrl + Alt + 3

레서피 추가 및 저장 Ctrl + S 이미지 편집 윈도우에서 편집 Ctrl + Right Arrow

레서피 추가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Shift + S 큰 썸네일 Ctrl + 1

썸네일을 이미지에 추가하여 
저장

Ctrl + Shift + T 중간 썸네일 Ctrl + 2

변환 및 저장 Ctrl + D 작은 썸네일 Ctrl + 3

일괄 처리 Ctrl + B 정보 표시 썸네일 Ctrl + 4, Ctrl + 0

프린트 Ctrl + P 좌로 회전 Ctrl + L

Easy-Photo Print로 프린트 Ctrl + E 우로 회전 Ctrl + R

삭제 DEL 체크 표시1 추가 Alt + 1

정보 디스플레이 Ctrl + I 체크 표시2 추가 Alt + 2

나가기 Alt + F4 체크 표시3 추가 Alt + 3

잘라내기 Ctrl + X 체크 표시 제거 Alt + Z

복사 Ctrl + C EOS 캡쳐 실행 Alt + O

붙이기 Ctrl + V 포토샵으로 전송 Alt + P

전체 선택 Ctrl + A 퀵 체크 툴 실행 Alt + Q

전체 삭제 Ctrl + Shift + A 트리밍 툴 실행 Ctrl + N, Alt + C

RAW 사진만 선택 Ctrl + Alt + A 스탬프 툴 실행 Alt + S

체크 표시1 사진만 선택 Ctrl + Alt + 1 리네임 툴 실행 Alt + R

체크 표시2 사진만 선택 Ctrl + Alt + 2 환경 설정 Ctrl + K

편집 (Edit) 윈도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조작 키 조작 키

레서피 추가 및 저장 Ctrl + S 좌로 회전 Ctrl + L

레서피 추가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Shift + S 우로 회전 Ctrl + R

변환 및 저장 Ctrl + D 체크 표시1 추가 Alt + 1

프린트 Ctrl + P 체크 표시2 추가 Alt + 2

정보 디스플레이 Ctrl + I 체크 표시3 추가 Alt + 3

닫기 Ctrl + W, Alt + F4 체크 표시 제거 Alt + Z

툴 팔레트 보이기 / 숨기기 Ctrl + T 포토샵으로 이동 Alt + P

윈도우에 맞게 조정 Ctrl + 4, Ctrl + 0 트리밍 툴 실행 Ctrl + N, Alt + C

50%로 보기 Ctrl + 1 스탬프 툴 실행 Alt + S

100%로 보기 Ctrl + 2 환경 설정 Ctrl + K

200%로 보기 Ctrl + 3
CMYK 시뮬레이션 취소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Ctrl + Y

조작 키 조작 키

레서피 추가 및 저장 Ctrl + S 200%로 보기 Ctrl + 3

레서피 추가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Shift + S 좌로 회전 Ctrl + L

변환 및 저장 Ctrl + D 우로 회전 Ctrl + R

일괄 처리 Ctrl + B 체크 표시1 추가 Alt + 1

프린트 Ctrl + P 체크 표시2 추가 Alt + 2

Easy-Photo Print로 프린트 Ctrl + E 체크 표시3 추가 Alt + 3

목록에서 삭제 Alt + DEL 체크 표시 제거  Alt + Z

정보 디스플레이 Ctrl + I EOS 캡쳐 실행 Alt + O

나가기 Ctrl + W, Alt + F4 포토샵으로 이동 Alt + P

메인 윈도우로 돌아가기 Ctrl + Left Arrow 트리밍 툴 실행 Ctrl + N, Alt + C

툴 팔레트 보이기 / 숨기기 Ctrl + T 스탬프 툴 실행 Alt + S

윈도우에 맞게 조정 Ctrl + 4, Ctrl + 0 환경 설정 Ctrl + K

50%로 보기 Ctrl + 1
CMYK 시뮬레이션 취소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

Ctrl + Y

100%로 보기 Ctrl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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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표지 / 목차

소 개

썸네일 이미지들의 디스플
레이와 메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편집 수행하기

편집 윈도우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이미지 편집 윈도우   
에서 세부 편집기능       
수행하기

참조 사항

색인

퀵 (Quick) 체크 윈도우

* 풀 스크린일 때만 작동

트리밍 윈도우

조작 키 조작 키

50%로 보기 Ctrl + 1 모든 체크 표시 제거 Alt + Z, Z*

윈도우에 맞게 조정 Ctrl + 4 체크 표시 변경 V

풀 스크린/일반 스크린 변환
Ctrl + T, 

Alt + Enter, F11
좌로 회전 Ctrl + L

정상 화면으로 다시 변경 Esc 우로 회전 Ctrl + R

체크 표시1 추가 Alt + 1, 1* 이전 이미지 디스플레이
Ctrl + 좌측 화살표, 
Page Up, 좌측 화

살표

체크 표시2 추가 Alt + 2, 2* 다음 이미지 디스플레이
Ctrl + 우측 화살표, 
Page Down, 우측 

화살표

체크 표시3 추가 Alt + 3, 3* 퀵 체크 윈도우 닫음 Alt + S

조작 키 조작 키

풀 스크린/일반 스크린 변환 Alt + Enter, F11
설정값 저장하고 트리밍 
윈도우 닫기

Alt + S

정상 화면으로 다시 변경 Esc 트리밍 범위 리셋 Shift + Delete

설정값을 저장하지 않고 
트리밍 윈도우 닫기

Ctrl + W, Alt + F4 트리밍 범위 이동
위, 아래, 좌측, 우측 

화살표

이전 이미지 디스플레이 Ctrl + 좌측 화살표 트리밍 범위 확대/축소
Shift + 위, 아래, 
좌측, 우측 화살표

다음 이미지 디스플레이 Ctrl + 우측 화살표
불투명도 설정

(위 : 더 밝게, 아래 : 더 어둡게)
휠을 위로 / 아래로

트리밍 범위 복사 Ctrl + C
이미지 디스플레이
(위 : 이전 이미지 디스플레이, 
아래 : 다음 이미지 디스플레이)

Ctrl + 

휠을 위로 / 아래로

트리밍 범위 붙이기 Ctrl + V 이전 이미지 디스플레이 Page Up

트리밍 설정값 되돌리기 Ctrl + Z 다음 이미지 디스플레이 Page Down

복사 스탬프 윈도우

* 복사 스탬프 기능을 사용할 때만 작동 (p.1-12).

조작 키 조작 키

풀 스크린/일반 스크린 변환 Alt + Enter, F11 모든 보정내용을 다시 적용 Ctrl + Shift + Y

정상 화면으로 다시 변경 Esc 이전 작업 되돌리기 Ctrl + Z

보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스탬프 툴 윈도우 닫기

Ctrl + W, Alt + F4
다른 보정이 수행되기 전에 
원래의 조건으로 되돌리기

Ctrl + Shift + Z

이전 이미지 디스플레이
좌측 화살표, 

Ctrl + 위측 화살표
보정 내용을 적용하고 스탬
프 툴 윈도우 닫기

Alt + S

다음 이미지 디스플레이
우측 화살표, 

Ctrl + 아래측 화살표
복사 대상이나 보정 범위를 
5픽셀 단위로 설정

휠을 위로 / 아래로

복구(밝음) W + click
복사 대상이나 보정 범위를 
1픽셀 단위로 설정

Shift + 

휠을 위로 / 아래로

복구(어두움) D + click
복사 소스의 선택 * (100%  
보기 일 때만 가능)

Alt + 클릭

보정 내용 복사 Ctrl + C

복사 소스 선택 후 
디스플레이 위치 변경

(100% 보기 일 때만 가능)

스페이스 + 드래그

복사된 보정 내용 붙이기

(길이와 폭에 대한 동일한 
픽셀수를 가진 이미지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

Ctrl + V 펜 종류를 브러쉬로 설정 * B

이전 보정 되돌리기 Ctrl + Y 펜 종류를 연필로 설정 * P 퀵 체크 윈도우에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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