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소프트웨어

픽쳐 스타일 에디터
버전 1.0

사용 설명서

본 사용 설명서의 표시 사항
PSE는 픽쳐 스타일 에디터를 의미합니다.

본 설명서에서 예로 사용되는 윈도우는 Windows XP

입니다.

는 메뉴의 선택 순서를 표시합니다.

(예: [File] 메뉴  [Exit].)

대괄호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명, 버튼명 및 

윈도우명과 같은 항목을 표시합니다.

< > 안에 있는 문자는 키보드의 키를 표시합니다.

** 는 참조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용하기 전에 읽어야 하는 정보를 표시합니다.

 :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 CANON INC. 2007     CT1-7143PSEWE-000

페이지 전환하기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다음 페이지

 : 이전 페이지

 : 이전에 디스플레이 한 페이지로 돌아가기

화면의 우측에 있는 각 장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 장의 

목차로 전환됩니다. 또한 목차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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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소개

픽쳐 스타일 에디터 (이하 , " PSE" )는 독특한 이미지 특성의 픽쳐 스타일로 편집하고

자신만의 픽쳐 스타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픽쳐 스타일 파일이란?
픽쳐 스타일 파일 (확장자 " .PF2" )은 픽쳐 스타일의 확장된 기능입니다. 

이는 6개의 사전설정 픽쳐 스타일 (표준, 인물 사진, 풍경, 뉴트럴, 충실 설정,

모노크롬)과 다르며 매우 한정된 장면에 있어서 효과적인 이미지 속성을 

제공합니다.

PSE의 주요 특징
PSE로 아래의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 특성에 픽쳐 스타일로

편집하고 원본 픽쳐 스타일 파일 (확장자 " .PF2"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기초로 사용할 픽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Color Tone], [Color saturation], [Contrast]와 [Sharpness]를 설정합니다.

특정 색상으로 미세 조정합니다.

밝기와 콘트라스트 (감마 특성)를 조정합니다.

더하여 저장한 원본 픽쳐 스타일 파일을 픽쳐 스타일 설정이 있는 카메라에 

등록하여 촬영한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이나 RAW 이미지 태스크를 사용하여 RAW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관리
색상 관리가 가능한 컴퓨터 환경에서 PSE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환경설정 윈도우 (p.16)에서, 사용중인 모니터의 프로파일과 조정 작업에

사용할 샘플 이미지의 색 공간 등을 설정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양

*1 Starter Edition을 제외한 모든 버전의 32비트/64 비트 시스템과 호환
*2 서비스 팩 2와 호환
*3 서비스 팩 4와 호환
*4 .NET Framework는 Microsoft 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PSE와 함께 설치됩니다.

지원하는 이미지
PSE에서는 조정을 위한 샘플 이미지로 다음 카메라 모델의 RAW 이미지를 사용하고 

오리지널 픽쳐 스타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가 CR2 컨버터에서 ".CR2" 확장자를 가진 RAW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CR2 컨버터에 대한 정보는 캐논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OS Windows Vista*1

Windows XP Professional/Home Edition*2

Windows 2000 Professional*3

컴퓨터 위의 OS 중 하나가 사전 설치된 PC (업그레이드 기종 지원 불가능)

* .NET Framework 2.0 또는 그 이상이 요구됩니다.*4

CPU Windows Vista 펜티엄 1.3GHz 또는 그 이상

Windows XP, 2000 펜티엄 750MHz 또는 그 이상

RAM Windows Vista 최소 1GB

Windows XP, 2000 최소 512MB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1024 x 768 픽셀 이상

색 품질: 중간 (16비트) 이상

EOS-1D Mark III EOS-1D Mark II N EOS-1Ds Mark II

EOS-1D Mark II EOS-1Ds EOS-1D

EOS 5D EOS 40D EOS 30D

EOS 20D EOS 10D EOS 400D DIGITAL

EOS 350D DIGITAL EOS 300D DIGITAL EOS D60

EOS D30 EOS D6000* EOS 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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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오리지널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이 장에서는 PSE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픽쳐 스타일을 편집하고 오리지널  

픽쳐 스타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샘플 이미지 준비하기.............................................  4

PSE 시작하기 ......................................................  4

샘플 이미지 열기...................................................  4

메인 윈도우.................................................................... 5

특정 영역 확대하기...................................................... 6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며 조정하기.................................. 6

네비게이터 윈도우........................................................... 7

경고 표시기 설정하기................................................... 7

툴 팔레트....................................................................... 8

이미지 사전 조정하기.............................................  8

밝기 보정하기................................................................. 8

화이트 밸런스 보정하기................................................... 9

이미지 특성 설정하기.............................................  9

기초로 사용할 픽쳐 스타일 선택하기.................................. 9

장면에 효과적인 다운로드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10

색조, 채도, 콘트라스트와 샤프니스 설정하기....................  10

색상 미세 조정하기.......................................................  11

색상을 직접 지정하기...................................................  13

컬러 휠에서 색상 지정하기........................................  13

색상 값을 입력하여 색상 지정하기..............................  13

조정 색상 리스트와 그 기능 디스플레이 하기....................  13

조정 색상의 효과 범위 중복........................................  13

조정 색상 삭제하기...................................................  13

색상 표시 모드와 그 기능...............................................  14

밝기와 콘트라스트 (감마 특성) 조정하기..........................  14

픽쳐 스타일 파일로 조정 값을 저장하기 .................... 15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15

카메라에 픽쳐 스타일 파일 등록하기...............................  15

DPP에서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15

RIT에서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15

환경 설정........................................................... 16

PSE 종료하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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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샘플 이미지 준비하기
PSE는 샘플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정을 수행하고 원본 픽쳐 스타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샘플 이미지 (p.2)를 사전에 준비하

여 컴퓨터에 저장해야 합니다.

PSE에서 실행한 설정은 샘플 이미지와는 별도로 픽쳐 스타일 파일 (p.15)로 저장

되며 조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샘플 이미지 자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SE 시작하기
바탕 화면의 [Picture Style Editor]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합니다.
PSE가 시작되면 메인 윈도우 (우측 설명)가 나타납니다.

카메라 소프트웨어인 "EOS 유틸리티"에서도 PSE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OS 유틸리티 사용 설명서" (PDF 설명서)의 "참조"에서

"액세서리와의 연동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샘플 이미지 열기
샘플 이미지를 열고 그 이미지를 기초로 다양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메인 윈도우로 드래그하여 놓습니다.

샘플 이미지가 촬영 시의 카메라 설정값으로 메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Tool palette]가 나타납니다.

드래그하여 놓기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이하, "DPP") 또는 RAW 이미지 태스크 (이하,

"RIT")로 조정한 후, PSE의 샘플 이미지로 열린 RAW 이미지는 DPP나 RIT

에서 적용된 조정 값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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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샘플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확대율과 디스플레이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

전체 보기

표준 화면

조정 전후 비교 

디스플레이 

(상/하 분리) (p.6)

이미지 회전 

(좌 또는 우로 

90도 단위)

조정 전후 비교 

디스플레이 

(좌/우 분리) (p.6)

디스플레이 확대율 

(5개 배율: 12.5%, 25%,

50%, 100%, 200%)

100% (실제 픽셀 크기) 

보기

커서 위치의 색상 값 ([Tool palette]의 색상 표시 모드) (p.8, p.14) 

(조정 전/조정 후/조정 전후 차이) (8 bit 변환)

작업 색 공간 디스플레이 (p.16)

커서 좌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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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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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특정 영역 확대하기
메인 윈도우에서 특정 영역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에서 확대하려는 영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클릭 한 영역이 100% (실제 픽셀 크기)로 확대됩니다. 잠시 후에는 

보다 깨끗하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위치를 변경하려면 이미지를 드래그하거나 [Navigator] 윈도우

에서 확대 디스플레이 위치 (p.7)를 드래그하십시오.

전체 보기로 돌아가려면 다시 더블 클릭하십시오.

더블 클릭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며 조정하기
조정한 이미지의 전후 버전을 동일한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하고 조정 결과를 

확인하며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또는 [ ]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상하나 좌우로 나뉘어 디스플레이 됩니다.

[ ] (상/하 분리) 디스플레이 [ ] (좌/우 분리) 디스플레이

조정 전의 이미지가 상단에 

조정 후의 이미지가 하단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조정 전의 이미지가 좌측에 

조정 후의 이미지가 우측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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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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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메인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확대율을 변경한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위치와 이미지

히스토그램이 표시됩니다. 또한 과도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 표시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avigator 윈도우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Display] 메뉴  [Navigator]를 선택합니다.

네비게이터 윈도우

확대 디스플레이 위치

드래그하여 디스플레이 위치 이동

히스토그램

경고 범위

경고 표시기 설정

히스토그램 디스플레이 변환

히스토그램 디스플레이의 [Y]는 휘도를 나타냅니다.

경고 표시기 설정하기
휘도 값 (Y)과 색상 값 (RGB)에 대한 경고 표시기의 설정이 가능하여 과도한 

설정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휘도와 색상 값이 설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메인 

윈도우의 이미지에 경고 표시기가 깜빡입니다.

1 [Show warning on images]에 체크 표시하고 [Y] 또는

[RGB]를 선택합니다.

2 경고 범위의 상한과 하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범위의 상한과 하한 수치에서 벗어난 수치의 영역이 메인 윈도우의 

이미지에서 깜빡입니다.

경고 표시기를 중단하려면 [Show warning on images] 체크 상자에서 

체크 표시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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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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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Tool palette]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픽쳐 스타일 파일의 이미지 특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Tool palette]에서 실행한 조정 값이 메인 윈도우의 이미지에 즉시 적용되어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

기초로 사용할 픽쳐 스타일 선택 (p.9)

색상 톤, 색상 채도, 콘트라스트, 샤프니스 설정

(p.10)

지정 색상 미세 조정

(p.11)

픽쳐 스타일 파일 저장 (p.15)

픽쳐 스타일 파일 불러오기 (p.10)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정 (감마 특성) (p.14)

조정 색상 리스트 (p.13)

색상 표시 모드 (p.14)

[Tool palette] 표시/숨김 대신 [View] 메뉴  [Tool palet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전 조정하기
조정 프로세스 (p.2)에서 사용될 샘플 이미지가 적절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갖지 못한 상태인 경우 [Preliminary Adjustment] 윈도우를 사용하여 밝기와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eliminary Adjustment] 윈도우에서의 조정은 단지 [Tool palette] (좌측 설명) 

에서 조정 값을 수정하기 위한 사전 조정일 뿐임을 유념하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Preliminary Adjustment] 윈도우에서의 조정 값은 제작한 픽쳐 

스타일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샘플 이미지가 적절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갖고 있다면 [Preliminary Adjustment] 윈도우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Tools] 메뉴  [Preliminary Adjustment]를 선택합니다.
[Preliminary Adjustment]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Preliminary Adjustment] 윈도우가 나타나면 메인 윈도우에서 조정 전후 

비교 이미지 (p.6)를 디스플레이 한다 해도 디스플레이가 표준 디스플레이로

변경됩니다.

2 조정하여 이미지의 밝기를 보정합니다.

조정 값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밝기 보정하기

좌 또는 우로 드래그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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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조정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합니다.

조정값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보정하기

화이트 밸런스 선택

색 온도 입력

화이트 밸런스 리스트 박스에서 [Color Temperature]를 

선택하고 좌 또는 우로 드래그

클릭 화이트 밸런스

[ ] 버튼을 클릭하고

흰색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 

클릭

이미지 특성 설정하기
[Tool palette]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 특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Tool palette]의 기능으로 실행한 모든 조정 값이 픽쳐 스타일 파일의 이미지 

특성이 됩니다.

5개의 사전설정 (모노크롬 제외) 픽쳐 스타일 (표준, 인물 사진, 풍경, 뉴트럴, 

충실 설정)에서 조정의 기초가 될 픽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또한 장면에 효과적인 픽쳐 스타일 파일을 캐논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픽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픽쳐 스타일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기초로 사용할 픽쳐 스타일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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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장면에 효과적인 다운로드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1 [ ] 버튼을 클릭합니다.
[Open]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등록할 픽쳐 스타일 파일을 선택하고 [Open] 버튼을 클릭

합니다.
선택한 픽쳐 스타일 파일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PSE (p.15)로 제작한 원본 픽쳐 스타일 파일도 상단의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E와 호환하는 픽쳐 스타일 파일은 ".PF2" 확장자를 갖는 파일입니다.

[Color Tone] (색조), [Color saturation] (채도), [Contrast] (콘트라스트)와 

[Sharpness](샤프니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Advanced] 버튼을 클릭합니다.

[Advanced Picture Style Settings]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각각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값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색조, 채도, 콘트라스트와 샤프니스 설정하기

슬라이더를 좌 또는 우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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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원하는 색상을 얻기 위하여 색상, 채도, 휘도 기능을 사용하여 지정한 색상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한 색상을 조정할 때, 주변 색상에 발생하는 

효과의 범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조정하려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 ]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에서 조정하려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색상이 조정 포인트로 표시되고 컬러 휠에서 [ ]로 표시됩니다.

색상 미세 조정하기

클릭

클릭

2 조정하려는 색상의 효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색상의 효과 범위는 30도-180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의 효과 범위는 30-100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휘도의 효과 범위는 30-100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에서 선택한 조정 포인트의 색상

채도의 상한과 하한 범위

중심 또는 바깥 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

색상의 상한과 하한 범위

원의 경계선 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

휘도의

상한과 

하한 범위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

단계 1에서 선택한 조정 포인트의 

휘도 레벨

프레임 안이 효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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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3 색상을 조정합니다.

색상이 단계 2에서 지정한 범위로 조정되어 이미지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슬라이더를 드래그할 때, 조정 전의 포인트 [ ]와 조정 후의 포인트

[ ]가 색상환에 표시됩니다.

좌 또는 우로 드래그하여 조정

4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Show affected area on images]에 체크 표시하면 조정된 색상의 적용 

범위가 이미지에서 깜빡입니다.

5 단계 1에서 4까지 반복하여 여러 가지 색상을 조정합니다.
최대 100개 위치의 색상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p.13)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색상을 지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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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이미지에서 색상을 클릭하여 조정 포인트를 지정 (p.11)하는 방식 외에 색상 값을

입력하거나 컬러 휠에서 직접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휠에서 색상 지정하기

색상 값을 입력하여 색상 지정하기

1 [ ] 버튼 (p.11)을 클릭합니다.

2 컬러 휠에서 조정하려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색상이 컬러 휠에 조정 포인트 [ ]로 표시됩니다.

1 [Edit] 메뉴  [Specify the numerical values for color 

adjustment]를 선택합니다.
[Specify the numerical values for color adjustment]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색상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색상 값이 컬러 휠의 조정 포인트 [ ] 형태로 컬러 휠에 표시됩니다.

색상을 직접 지정하기
조정 전후의 색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 외에 조정 색상 리스트 (p.8)에서는 조정

색상의 효과 범위에 대한 중복 여부를 보여주고 조정 색상 적용과 조정 색상 적용

방지에 대한 체크 상자를 포함합니다. 

조정 색상의 효과 범위 중복
리스트에서 조정 색상을 선택하였을 때, [ ]가 나타나면 조정 색상의 효과 범위

(p.11)가 다른 조정 색상의 효과 범위와 중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 영역이 컬러

휠에 회색으로 표시되고 색상은 조정 결과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효과 범위의 중복을 방지하려면 [ ] 가 있는 피사체의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과 

채도의 효과 범위가 더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재설정하여 [ ]가 사라지게 하십시오.

조정 색상 삭제하기
삭제된 색상은 복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십시오.

리스트에서 삭제하려는 조정 색상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Del> 키를 누릅니다.
선택한 조정 색상이 삭제됩니다.

조정 색상 리스트와 그 기능 디스플레이 하기

조정 전 색상

조정 후 색상

조정 색상의 효과 범위에 대한 중복 여부를 표시

조정 색상을 적용시키지 않으려면 체크 표시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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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조정 색상의 수치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3가지 옵션 (HSL, Lab 또는 RGB)에서 

색상 조정의 기초가 되는 색상 표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 표시 모드로 " HSL "을 선택하면 조정 전의 색상 값을 변경할 때, 

숫자 입력 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표시 모드와 그 기능

색상 표시 모드 변경

조정 전 색상 값

조정 후 색상 값

HSL은 색상 (H), 채도 (S), 휘도 (L)의 3가지 요소로 표현되는 색상 모드

입니다.

Lab은 CIE (국제 조명 위원회)가 개발한 색상 모드로 L은 밝기, a는 

녹색에서 마젠타까지의 색상 요소, b는 청색에서 황색까지의 색상 요소를

나타냅니다.

RGB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삼원색인 적색 (R), 녹색 (G), 청색 (B)으로

표현하는 색상 모드입니다.

톤 커브를 사용하여 특정 영역의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조정합니다.

이미지의 밝기와 콘트라스트가 변경됩니다.

가로축은 입력 레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출력 레벨을 나타냅니다.

[ ]의 최대 개수는 10개입니다.

[ ]를 삭제하려면 키보드의 <Del> 키를 누르거나 [ ]를 더블 클릭

하십시오.

밝기와 콘트라스트 (감마 특성) 조정하기

클릭하여 [ ] (조정 

포인트)를 추가하고 

드래그하여 조정

선택한 포인트의 설정값 

(수치로도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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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픽쳐 스타일 파일로 조정값을 저장하기
[Tool palette] (p.9 to p.14)에서 지정한 조정값이 오리지널 픽쳐 스타일 파일 

(확장자 ". PF2 ")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조정값은 샘플 이미지와는 별도인 픽쳐

스타일 파일로 저장되며 조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샘플 이미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 ]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As]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PSE에서 조정한 설정값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Disable subsequent 

editing]에 체크 표시하고 저장하여 파일이 PSE에서 다시 열릴 수 없도록 

하십시오.

파일이 지정한 저장 위치에 픽쳐 스타일 파일로 저장됩니다.

[Disable subsequent editing]에 체크 표시하고 저장하여도 체크 표시 없이 

저장한 픽쳐 스타일 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픽쳐 스타일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설명). 그러나 픽쳐 스타일 파일을 더 이상 PSE에서 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픽쳐 스타일 파일을 [Disable subsequent editing]

에 체크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도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저장한 픽쳐 스타일 파일을 카메라에 등록하여 촬영한 이미지에 적용하거나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이하, " DPP" )과 RAW 이미지 태스크 (이하, " RIT" )를 

사용하여 RAW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픽쳐 스타일 파일을 EO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픽쳐 스타일 기능

설정이 가능한 카메라" (EOS-1D MARK Ⅲ, EOS-1D MARK Ⅱ N, EOS 5D, 

EOS 40D, EOS 30D, EOS DIGITAL REBEL XTi/400D DIGITAL)에 등록하고 촬영한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EOS 유틸리티 사용 설명서" (PDF 설명서)의 " 2장 

카메라 설정"에서 " 카메라에 픽쳐 스타일 파일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DPP를 사용하여 카메라에 저장된 픽쳐 스타일 파일을 RAW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사용 설명서" (PDF 설명서)의

" 3장 고급 이미지 편집 및 프린트하기 "에서 "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를 참조

하십시오.

RIT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픽쳐 스타일 파일을 " 픽쳐 스타일 기능 설정이 

가능한 카메라 "로 촬영한 RAW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줌브라우저 EX 사용 설명서" (PDF 설명서)의 " 3장 

고급 기능 "에서 " RAW 이미지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카메라에 픽쳐 스타일 파일 등록하기

DPP에서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RIT에서 픽쳐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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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환경 설정
메인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되는 RAW 이미지의 작업 색 공간 지정이나 모니터의 

프로파일 설정값 지정과 같은 색상 관리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Tools] 메뉴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Preferences]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2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설정값을 지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적용됩니다.

조정 처리 중에 작업 색 공간을 변경하면 간혹 컬러 휠의 조정 포인트가 

선택한 작업 색 공간에 따라 이동합니다.

PSE 종료하기
메인 윈도우에서 [File] 메뉴  [Exit]를 선택합니다.

PSE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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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픽쳐 스타일 
파일 제작

참조

참조

본 참조 장에서는 PSE 사용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법과 컴퓨터에서 PSE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 .............................................................  18

소프트웨어 제거하기 (언인스톨)................................  18

본 사용 설명서에 관하여............................................  19

등록 상표에 관하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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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제 해결
P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omputer administrator] 또는 [Administrator] 이외의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Windows XP에서는 [Computer administrator]

를, Windows 2000에서는 [Administrator]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계정 선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컴퓨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양이 충족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PSE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양 (p.2)을 충족한 컴퓨터에서 PSE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 중인 컴퓨터가 시스템 요구 사양 (p.2)에 기재된 RAM 용량 (메모리)을 

갖추고 있더라도 PSE와 동시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RAM (메모리)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PSE 이외의 모든 애플리

케이션을 종료하십시오. 

PSE (p.2)에서 지원하지 않는 샘플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를 제대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

PSE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제거하기 (언인스톨)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기 전에 사용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때는 Computer administrator/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컴퓨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후에는 항상 컴퓨터를

재시동하십시오. 컴퓨터를 재시동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면 컴퓨터가

오작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시작] 버튼  [모든 프로그램]  [Canon Utilities]  

[Picture Style Editor]  [Picture Style Editor

Uninstall]을 선택합니다.

2 화면 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제거 과정을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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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본 사용 설명서에 관하여
본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양과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에서 게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화면과 표시물들은 실제의 

소프트웨어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나 만일 

오류나 누락된 점이 발견되면 캐논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재 내용과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캐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에 관하여
IBM 은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Microsoft와 Windows는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회사명과 상품명은 각 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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