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Studio Manual 
for Windows 

 
 

ArcSoft, Inc. 



PhotoStudio 안내서

- 1 -

목 차

개요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

2

팔레트 4

빠른 액세스 표시줄
사진을 열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단축키 및 기타 일반 기능입니다.

4

도구 팔레트
프로그램의 핵심부 – 사진을 생성하고 수정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12

도구 옵션 팔레트
각 편집 도구에 사용되는 각종 설정입니다.

25

레이어 팔레트
사진 구성요소와 텍스트를 겹쳐 멋진 그림을 생성하고 레이어에 대하여 배웁니다.

25

찾아가기 팔레트
화면에 다 표시할 수 없는 큰 그림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27

상태 표시줄
마우스를 다양한 명령 위로 가져가 각종 그림 정보와 도구 힌트를 봅니다.

27

탐색기 및 ArcSoft 앨범
시스템이나 ArcSoft 앨범에 저장된 파일을 편리하게 찾습니다.

28

메뉴
명령, 기능 및 기타 프로그램 옵션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31

힌트와 요령 42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PhotoStudio 안내서

- 2 -

개요

PhotoStudio 사용을 환영합니다! PhotoStudio는  고급  그림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좀 겁나게

들리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귀하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진을  향상시키거나 멋진 그래픽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전문 미술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중  본 안내서를 통독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이곳의 정보는

깊은 식견을 제공하지만, 이것을 소화시켜  내려면 실제로 작업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사용자가 기본적인  Windows 명령과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 컴퓨터  사용자거나 “파일”, “폴더”, “마우스

우클릭”, “디렉터리”, “파일 저장” 등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디지털 사진의  보기 , 향상 그리고 공유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약간의 참을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 알아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약간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보이는  각종  구성요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
“팔레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파일

탐색기” 및 다양한 메뉴 옵션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각종 힌트와  기술의 색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편집에  익숙해 있는 경우 이  부분으로  건너  뛰어  필요한 것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

멋진 사진 용어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컴퓨터에  대한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여기 사진 편집에  도움이 될  만한  짧은  용어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친구들에게 새로

배운 컴퓨터 용어를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디지털 사진/ 이미지/ 그림: “사진”, “이미지” 및 “그림” 등의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간단히 말해서 , 컴퓨터에  있는  모든  사진은 디지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스캔 받아서  컴퓨터 상의 파일이 되면 이제 디지털  사진인 것입니다. 문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텍스트  파일은 “디지털 문서”라고 간주됩니다. 텍스트  파일을 인쇄하면

“하드카피”가 됩니다. 이것은 사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쇄되기까지는 컴퓨터  또는

디지털 카메라  상의  디지털 사진이지만 일단 인쇄되면  “인쇄물”, “포스터” 또는 무엇이든지

인쇄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
•  축소판: 축소판은  간단히 말해서 사진을  작게  줄여놓은 것인데  주로  미리보기에

사용됩니다.
•  RGB: “적,녹,청”을 의미합니다. 그림은  이러한 세  개의  “채널”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PhotoStudio 에서 사용되는 일부 향상 도구들은  이러한 각  채널을 따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 그림의 녹색과  청색은 괜찮지만 적색이 너무 흐리다면

적색 채널의 밝기 만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 개의 채널이  전체의 그림을 구성하게

됩니다. CMMYK 나 HSV 같은 다른 채널 구성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RGB 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

•  화소: 화소는 TV 나 컴퓨터 모니터  등의  화면에 대한 “측정단위” 입니다. 모니터를 덮고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작은 네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 한  개의 네모가 하나의  화소입니다 .



PhotoStudio 안내서

- 3 -

그림을 확대 표시하면 가장자리가 삐쭉삐쭉해 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화소를 점점 가까이 보기 때문입니다.
•  해상도:  화면에  나타나는 디지털  그림은 화소로 측정됩니다. 해상도는 간단히  말해서

그림의 폭과 높이에  대한  측정입니다 . 예를 들어 100 x 100 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그림은

높이가 100 화소, 폭이 100 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100 x 100 그림이라도  다른

모니터에서 보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이것은 왜냐하면 모니터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니터의  해상도를 640 x 480 으로  설정해 놓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1600 x 1200 이나 되게 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는

낮은 해상도의  모니터보다  그림이 훨씬 더  작게  표시됩니다. 왜냐구요? 100 x 100 그림은

640 x 480 해상도의 모니터에서 화면 폭의 약 1/6 을  차지하게 됩니다 . 이에 반하여 1600 x
1200 해상도의  모니터에서는 화면 폭의 약  1/16 을 차지합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이 두
모니터의  다른  해상도 때문에 다른 크기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  DPI: 이것은 약간의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PhotoStudio 에서 인쇄할  때 인쇄되는 그림은 해상도와 DPI (dots per inch: 인치 당 점의 수),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사진의  DPI 설정은  인쇄물의 1 인치

당 몇 개의 화소가  담기게 되느냐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 x 1000
그림을 100 DPI 로  인쇄하면 10” x 10” 크기의  그림을 얻게 됩니다 . 그림의 높이가  1000
화소이고  인치  당 100 화소를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물의  높이는 10 인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 PhotoStudio에서 보는, 인쇄물의 크기를  설정하는 DPI 는

프린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DPI 와는 같지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린터는

2000 DPI 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프린터가 인쇄하는  각 인치 당 2000 개의 개별적인

잉크 방울을 프린터가 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프트웨어 내에서  DPI 는, 인치  당
인쇄되는  화소의 수를 말합니다 . 그러나 프린터에서는  1 인치에  프린터가 뿌리는  잉크의

방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린터는 사진의  화소  한 개를  만들기 위하여 잉크 방울 몇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림 획득 장치: “그림  획득  장치”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림을  내려받기, 또는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 스캐너, 그리고 웹
캠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하드웨어에 동봉된  CD 를 설치할 때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또는 파일입니다. 드라이버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며, 장치와

컴퓨터 간 데이터 전송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컴퓨터  상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는 다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터 , 비디오 카드, 모뎀 , 사운드  카드 …  이  모든  장치들의

드라이버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장치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컴퓨터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멋진  새 디지털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 카메라의 드라이버도 설치된 것입니다. 장치에서 PhotoStudio를 통하여

사진을 획득할  수 있지만 , 이  프로그램은  실제  내려받기나  획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 사진을 획득할  때마다 PhotoStudio는 장치 드라이버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받기/획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카메라 (또는  다른  하드웨어 장치)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업데이트가 있나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장치 드라이버 내려받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PhotoStudio 안내서

- 4 -

팔레트

“팔레트”는 작업 공간의 모양과 느낌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움직이거나 숨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바탕화면의  부분들입니다. 각각의  팔레트는  사진  작업을 도와주는  다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모든  옵션과 버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의 빈 공간을 확보하여 사진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이러한 각 구성요소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필요  없을 때는 완전히 숨길 수도 있습니다.

PhotoStudio 바탕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  및 움직일  수 있는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빠른 액세스 표시줄

• 도구 팔레트

• 도구 옵션 팔레트

• 레이어 팔레트

• 찾아가기  팔레트

• 상태 표시줄

빠른 액세스 표시줄

빠른 액세스 표시줄은 PhotoStudio 가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과  옵션으로 가는 단축키들을

담고 있습니다 . 마우스를  아이콘 위로 가져가면  버튼의 이름이  팝업  창에  나타납니다 . 모든 버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때에 따라 열려있는  그림이 있어야  버튼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림의 속성에  따라  일부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액세스  표시줄에 있는 버튼의  목록입니다 :

새파일: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빈 새 그림이 생성됩니다. 데이터 형식, 크기 및 해상도 등을 포함하여

새 그림에 대한 모든 특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할 수  있는

빈 캔버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캔버스의 색은 도구 팔레트에서  선택된 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버튼은 파일 메뉴의  “새로 만들기” 명령으로  가는  단축키입니다.

열기: 여기를 클릭하면  표준  Windows 열기 창이 열립니다 . 여기서 프로그램에 표시할  그림  파일을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파일  메뉴의 “열기” 명령으로  가는  단축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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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 탐색기는 시스템 상의 파일과  ArcSoft  앨범을 “트리보기”로 보여줍니다 . 탐색기와  앨범은

각각의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탐색기는 파일 메뉴의  “탐색기 열기”를 액세스하여 열  수도

있습니다 .

읽어오기: 이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된 그림 획득 장치의  드라이버를  실행하세요 . 이게 무슨

뜻이냐구요? 간단히 말해 사진을  스캔하거나  웹 캠으로  스냅샷을 찍거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을

내려받기  원할  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장치가 한  개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어떤 장치를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일  메뉴로 가서 “출처 선택”을 선택하세요. 시스템

상에 있는 호환되는  모든  드라이버의  목록이 창으로 나타납니다 . 원하는 것을 선택한  후 이 버튼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실행하고 사진을  획득하세요 .

저장: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 간단히 말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이 저장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전, 컴퓨터  크래시 및  다른  사고들은  최악의 순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어렵게 배우지  마시고 작업을 자주 저장하세요!

새 그림을 저장할 때 표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나타납니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1. 저장 위치 선택: 시스템을 탐색하여 그림을 저장하기 원하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
일반적으로, 파일은  그룹으로 모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진을  한 곳에 보관하고

하위 폴더를 생성하여 분류 정리하세요. “내 문서”는 액세스 , 찾기 그리고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2. 파일에 이름 부여: 실제 그림을 설명해  주는 , 아니면 최소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3. 파일 형식 선택: 본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편리한

형식을 선택하세요. 각각의 형식은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저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선택하기  전 그 형식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인쇄: PhotoStudio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진의 인쇄입니다. 이 버튼은 인쇄 화면으로

가는 단축키를  제공합니다 . 인쇄 화면으로  가는  다른  방법은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인쇄 설정을 통하여  프린터 설정을 보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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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화면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1. 사진의 위치 지정하기: 사진을 잡아 끌어 페이지의  원하는 위치에 가져 놓습니다. “사진을

가운데로” 상자에 체크하면  사진이 다시 가운데로  갑니다.
2. 사진 크기 조정하기: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그림의 폭/높이를  조정합니다 . 조절막대  위의

“출력” 값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해상도와 DPI 에 대한 지식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개요

부분을 기억하시죠?). 좋은 화질로 인쇄하려면 200 DPI 아래의 값으로 인쇄하면 안될

것입니다 .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크기와 화질 사이의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세요. 좋은

화질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림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카메라의  해상도를 최대로  설정하거나  스캔  받을  때 스캐너의 DPI 를 올려보세요.
3. 제목 추가하기: 인쇄물에 텍스트 제목을  추가하려면  “제목 추가” 상자에 체크하세요. 이

상자에 체크하면 인쇄 미리보기에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두 번 클릭하세요”라고 써 있는

상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상자에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하세요. 텍스트의 글꼴, 크기 및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텍스트를 클릭하여 페이지의  원하는 곳에

끌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제목을 가운데로” 상자에 체크하면  제목이 세로축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4. 테두리 추가: “테두리 추가” 상자에 체크하면 인쇄물의 가장자리에 검정색 테두리가

추가됩니다. 멋으로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사진을 잘라낼 때  안내선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이  세 개의 버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이  세 개의  버튼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읽으세요. 이 기능들은  Windows 와 많은 Windows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능이지만, 여기서는 사진 편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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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내기: 사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잘라내면” 영역이  제거되어 “클립보드 메모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라낸 부분을 다른 위치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그림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립보드 메모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 그림 데이터가 영구히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 붙여넣기  옵션은 잘라내기  옵션을 사용한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명령은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편집 메뉴에서 “잘라내기”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사: 이 명령은  잘라내기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그림 데이터를 제거하는  대신  그림의 사본을

클립보드  메모리에 넣습니다. 복사 명령은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편집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붙여넣기: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립보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그림  데이터가 현재 그림 위에

놓여집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편집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하세요.

이와 같은 세  개의  도구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는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 예를 들어 그림의

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복사”하여 다른 위치나  아예  다른 그림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실행취소: 사진 편집 시 언젠가는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적용한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실행  취소 명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실행한

동작을 클릭 한 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에 달려있습니다. 편집  메뉴로 가서 “환경 설정”을 선택하세요. 환경

설정 창에서 “실행취소 회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99 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9 회의 기능을 실행한  다음 , 각각 개별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 이 명령은  실행취소에  필요한 보조 기능이 되었습니다. 실행취소는  기능을 되돌리는데

반해, 다시실행은 실행취소한 명령을  다시  실행합니다 . 예를 들어 사진의  밝기와 대비를 올렸다고

합시다. 이 느낌이  마음에 드는지 잘 알  수가  없어  실행취소를 클릭했습니다. 자, 이전에 향상시킨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고 싶은데  사진을 수정한 값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다고  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시실행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능은 실행취소 명령을 “실행취소”하는 효과를 줍니다.

실행취소/다시실행  명령은 그림이 발전하는 여러 단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보기에 좋습니다 .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변경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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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향상: 이 명령은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된 그림의 버전을  여러  개 표시하는 창을 엽니다.
대개 약간의 색 교정이 가해집니다. 원하는 경우, 사전 지정된 옵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효과를

사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약간의 효과로  사진을 향상시키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

효과 브라우저: 효과 검색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미리보기 하고 사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검색기의  상단의 풀다운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향상  작업이나 효과를  선택합니다 .

각각의 향상/효과는 서로 다른 옵션을 사용합니다 . 위의 샘플에 보면, 어두운 사진이 약간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편리한 이전/이후  그림이 있어서 각각의  효과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 확대/축소표시 버튼 (+ 와 -)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미리보기  창 내에서  잡아  끌면  미리보기 창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효과 검색기

하단의 미리보기 상자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그림에 적용되는 효과를  완전히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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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매기: 이  명령은 두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봉합”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두 장의

그림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같은 그림을  자체에 봉합하기  원하지 않는 이상).

1. 그림 선택: 프로그램의  전경에 있는 그림이 “본 그림”입니다. 그림이  두 장 이상 열려있는

경우 이차 그림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본 그림에 봉합할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봉합 방법 선택: 면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이차  그림을 봉합할 면을 선택합니다 (왼쪽,

오른쪽, 위 또는 아래).
3. 융합 설정: 융합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봉합한  그림들 간의 융합량을  조정합니다 . 가장

매끄러운  융합은 “100”을 선택하세요 .
4. 봉합점 지정: 봉합점은  두 그림이  병합될 점들을 말합니다. 두 장의 그림에 클릭하면

봉합점이  지정됩니다 . 봉합점을  정확하게 지정하려면 확대/축소표시  도구를 사용하세요.
지정이 끝나면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양쪽의 그림에 생긴 봉합점들이

비슷한 위치에  가도록 자동 조정을 시도합니다.
5. 준비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두 장의 그림은 이제  한 장의 새 그림으로

봉합됩니다.

매크로 실행: 매크로는  한 번의 클릭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사용자 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매크로는 말만큼 복잡하지 않으며,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나면 매우

유용한 시간 절약 도구니까요.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먼저 매크로를 생성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보기로 합시다. 너무  어두운 그림들이  여러  장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각  사진의 밝기를

같은 양만큼 일일이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각 사진마다 번번이 밝기와  대비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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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밝기  조절막대를  조정하는 대신에  클릭  한 번으로 각  사진에 밝기 향상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그림을 엽니다 .
2. 향상으로  가서  “밝기와 대비”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만큼 밝기 및/또는 대비를 조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3. 편집으로  가서  “매크로 선택”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창이 뜹니다.

4. 방금 실행한 명령 (“밝기와 대비”)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는 새  것이며,
현재 제목은 “저장되지 않은 매크로”입니다. 제목에 고유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라고 입력했습니다 . 이름을 입력한  후에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매크로가

저장되었습니다 .
5. 목록의 생성된  매크로를 강조 표시한  다음  선택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빠른  액세스

표시줄의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매크로의 명령 (이 경우 “밝기와 대비” 향상)이
열려 있는 그림에 대하여  실행됩니다 .

매크로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실행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매크로는 한 번에

한 개뿐입니다 . 그러므로 , 매크로를  변경하기 원하면  매크로 창을 여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크로 창에 대한 주지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  기록 버튼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매크로 창이 사라져  매크로를  통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명령 실행이  완료되면 방금  실행한 명령들이  다음  번 매크로  창을

열 때 “매크로의 명령” 목록에 나타납니다. 이 명령들을 새  매크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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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tudio 를 자꾸 사용해보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명령이 있나를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매크로가  시간을 절약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기능이  다 매크로를 통하여

사용될 수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주지하세요.

PDA 동기화: PDA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명령은 시간을 절약해  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현재  열려  있는  그림을 시스템의  동기화 폴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PDA 를

데스크 톱과 동기화  할 때 그림이 휴대용  장치로 전송됩니다. PhotoStudio가 자동으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여 휴대용 장치 상에서  보기에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3D Text Factory: 3D Text Factory 는 PhotoStudio 에 추가된 멋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독립적인

플러그 인으로서 그림에 입체 텍스를  추가하는데  사용됩니다. 3D Text Factory에는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빗각 및 질감 옵션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적인 세 개의 광원을 조정하여

무한한 색과 농담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3D Text Factory 에는 자체의 도움말  파일이 담겨

있어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3D Text Factory로 추가되는 텍스트는  사진의 새
레이어 상에 포함됩니다 (레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배우게  됩니다 – 레이어는  한 장의 그림

위에 개별적인  그림  구성요소를  쌓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말만큼  복잡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말: 여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도움말 파일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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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팔레트

PhotoStudio 에는 그림의  생성 , 편집 및  향상을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 이  도구들은 도구 팔레트에 위치합니다. 그림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도 있으며, 그림의 색을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종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 특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그 도구에 클릭하면 됩니다.

주: 도구 팔레트의  일부 도구들은  아이콘의 우측 하단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이 도구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도구를 클릭하여 다른 기능들을 보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여기 도구 팔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목록이  있습니다 . 팔레트의

하단에 있는 색 선택 영역으로  시작한 다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도구들은 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색부터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구 팔레트는  제목  표시줄을 잡아 끌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를

왼쪽이나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면 끝에 붙게 됩니다. 도구  팔레트를  끝에

붙이면 그림을  화면에 열었을 때 방해를 하지 않아 좋습니다. 또한  이 팔레트는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팔레트는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 및  대체 스와치: 활성  스와치는 현재 선택된  색입니다. 이 색은 대체 스와치라고 불리는

이차색을  겹치고 있습니다 . 활성 스와치는  그리기 도구나  색의  선택을 요구하는  다른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나타나는 색입니다. 대체 스와치는  “대기 중인” 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종종 두
개의 색을 바꿔가며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 기능을  통하여 색  두 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색상표: 버튼을 클릭하면 색상표가  나타납니다 . 색  하나에 클릭하면  그 색이 활성 스와치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색깔은  보고  있는  그림의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  그림을

보고 있는 경우 색은 흑 , 백 , 그리고 여러 개의 회색이  됩니다. 컬러  그림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색 팔레트: 이것은 색상표와  비슷하지만  색 혼합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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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선택자: 색  선택  옵션  중 가장 복잡한  것으로써, 색상  선택자를 통하여  RGB 와 HSV 색 선택에

대한 값을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리저리 시도해  보면  어떤  색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사각형 선택 도구: 이 도구는 그림의  한 특정 부분을  선택합니다 . 그림의 한 부분만을  편집하거나 ,
한 부분을 절단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  항목이 나타납니다.

• 타원형 선택

• 정사각형 선택

• 원형 선택

• 직사각형 선택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고 나면 그림 위에 클릭하여 잡아 끌어 보세요 . 투명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은  선택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은  직사각형 선택입니다).

선택 영역을 한 번  만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빠른  액세스

표시줄의  실행취소 도구를  클릭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또는, 선택 영역이  대충  원하는 크기지만

위치가 틀렸을  때는  영역  내에  클릭하고 잡아 끌면 선택 모양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선택 도구 옵션: 선택  도구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선택 도구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 새파일: 클릭하는  곳에  새 선택 영역을  생성하고 다른 선택 영역은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추가: 현재 선택된 영역에 추가합니다.
제하기: 선택하는  영역이 현재 선택된 영역에서 제거됩니다.

• 가 운 데 로 부 터  그리기: 대개는  한 모서리에서 다른 모서리로 클릭하여  잡아  끌면  선택

영역이 생성됩니다. 이 상자에  체크하면 선택 영역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생성됩니다 .
클릭하여  잡아  끌면  모양이 중심에서  생겨나 바깥쪽으로 확장됩니다.

• 크기 고정됨: 지정하는  폭과  높이  (화소 단위)에 따라 선택 영역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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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구: 이  도구는 선택 도구로  둘러  쌓인  영역을 이동시킵니다. 선택된 영역 내에 클릭하고  끌어

영역에 의하여  닫혀진 그림의 부분을  옮깁니다. 아무  부분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 그림이나  레이어

전체가 이동합니다.

이동 도구 옵션: 이동  도구  사용  시 도구 옵션 팔레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

• 잘라내기: 선택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위치로 옮깁니다 .
• 복사: 선택된 부분을 새 위치로 옮기지만 원래 위치에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프리핸드 선택도구: 이  도구는 고유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 도구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  항목이 나타납니다.

• 프리핸드 선택도구: 이  도구를 이용하여  “프리핸드”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위에 클릭하고  끌면  마우스를 끄는 곳에 “선택선”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선택선이  따라갑니다 . 선택 영역을 닫고 싶으면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선의  끝은  자동으로 처음 시작한  곳으로 연결되어  선택 영역을 감싸게  됩니다. ‘점

잇기’ 방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만들어도  됩니다. 한 번  클릭하면

“선택점”이 지정됩니다 . 그런 다음 마우스를  다른  위치로 옮겨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선택점이  생깁니다). 점에서  점으로 직선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를  또 다른 지점으로 옮깁니다 . 마우스를  다시  한 번 클릭하면 두  번째  선택점에서  세
번째로 선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선택 영역을  닫고  싶으면 두  번 클릭합니다. 선이 마지막 점에서  첫 번째

점으로 이어져  선택  영역을 둘러싸게  됩니다.
• 파워 프리핸드 선택도구: 이  도구는 표준 올가미 도구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프로그램이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 마우스를  클릭하고 둘러싸기 원하는  객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그려나갑니다 .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객체의 가장자리에 선이

달라붙게  합니다. 이 도구는 확실하게 정의된 객체나  형체를 가진 그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올가미 도구 옵션: 올가미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올가미  도구나 자동 올가미 도구를 선택합니다.
• 새 파일: 클릭하는 곳에 새  선택  영역을 생성하고  다른  선택  영역은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

추가: 현재 선택된 영역에 추가합니다.
제하기: 선택하는  영역이 현재 선택된 영역에서 제거됩니다.

요술봉 : 이 도구는 색 유사성을  토대로 선택 영역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 특정 그림의  하늘

전체를 선택하여 색을 수정하기  원한다면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 원하는 부분에  클릭하기만

하면 색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 도구가 너무

많은 부분이나  너무  작은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  도구의 감도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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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봉 옵션: 요술봉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 새 파: 클릭하는  곳에  새 선택 영역을  생성하고 다른 선택 영역은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추가: 현재 선택된 영역에 추가합니다.
제하기: 선택하는  영역이 현재 선택된 영역에서 제거됩니다.

• 연속 영역만: 이  상자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요술봉은 연속된  영역만 (틈이 없는  부분만)
선택합니다. 이 상자의 체크를  해제하면 그림 전체에서 색을 토대로  영역을 선택합니다. 즉,
파란색 영역에  클릭하면 그림의  모든  파란색 부분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 허용오차::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도구의 감도를  조정합니다 . 내성이 낮을수록 도구가

유사한 색의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컬러  채널  (Red, Green,
Blue)의 내성을  매우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 도구가 아주 넓은 영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집니다. 내성이  높으면 도구는 더 관대해 집니다 . 한  특정 색의 다양한 변화를  동일한

색으로 취급함으로써  넓은  영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우개 도구: 이  도구는 지우개처럼 작동합니다. 클릭하고 끌어 그림의 원하는  부분을 지우세요 .

지우개 도구 옵션: 지우개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붓 크기: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효과가 적용되는  영역을 조정합니다.
• 효과: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적용되는  효과의 양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효과는

지우는 효과가  좀 투명해  보입니다. 높은  효과  (100%)는 색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페인트 도구: 이  도구는 실제로 세 가지의 다른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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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페인트 도구

l 펜 도구

l 스 프 레 이 페 인 트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된  색을  이용하여 그림 위에서  클릭하고  끌어  그립니다.

그리기 도구 옵션: 그리기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그리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
• 모양: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한 특정 모양을 그리기  도구의 촉으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에 클릭하세요.

 –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새  모양을 추가합니다.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 이  창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모양으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클릭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모양을 삭제합니다.

• 둥근: 도구의 기본 모양을 사용하기 원하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화필  크기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도구의 크기를 조정하고 불투명도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투명도를

조정합니다 (불투명도 설정이  낮을수록 도구의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 붓 크기: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적용되는 효과의  넓이를 조정합니다.
• 불투명도: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효과의 투명도를  조정합니다 . 불투명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더 투명해집니다.

얼룩 도구: 이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의  원하는 부분을 문지르는 효과를 냅니다 . 클릭하여  끌면  젖은

물감을 문지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지르기 도구 옵션: 문지르기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붓 크기: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적용되는 영역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율: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적용되는 효과의  양을  조정합니다 . 값이 높을수록  문지르기

효과가 더 과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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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도구: 이 도구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기능은

사진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복사되는  영역은 사용자가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복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복제 출처”를 선택합니다. 복제  출처는 다른 부분에 복제할  부분을 말합니다 . 한  지점에만

클릭하면  됩니다. 복제 출처를  표시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2. 복제를 시작합니다! 복제 출처가 지정되었으므로, 같은 그림이나 완전히 다른 그림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를  클릭하여 끌기만  하면  복제가 됩니다 . 새  위치에 복제 출처

영역이 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우스의 버튼을 놓으면  복제가 끝납니다. 다시 클릭하고

끌면 복제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복제 도구 옵션: 복제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클립보드 사용: 이 상자에 체크하면 Windows 클립보드에 저장된  그림  데이터를  복제

출처로 사용합니다.
• 붓 크기: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칠하면 나타나는  복제  영역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불투명도: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효과의 투명도를  조정합니다 . 불투명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더 투명해집니다.

통 채우기 도구: 이 도구는  선택된 영역 (아무 영역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 전체  그림)을 선택 사항에

따라 색이나 무늬로  채웁니다. 채워지는 영역은  색 유사성에 달려 있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 항목이  나타납니다:

• 통 채우기: 선택된 영역을 한 특정 색으로 채웁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표시합니다 :

• 불투명도: 불투명도가 낮을수록 효과는 더 투명해집니다.
• 컬러 유사성: 이  조절막대가  높이  설정될수록  채우기에 포함시킬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더  관대해집니다.

• 패턴 채우기 도구: 선택된 영역을  원하는 무늬로 채웁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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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다운 메뉴를  통하여 무늬가 채워지는 방식, 즉 맞춤, 벽돌형 또는 거울상 등을

선택하세요.

 –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새  무늬를 추가합니다.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 이  창에서

컴퓨터를  검색하여 무늬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클릭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늬를 삭제합니다.
• 텍스쳐만 채우기: 영역을 무늬로 채우되 , 반투명 레이어로 (색 없이) 채우기 원하는

경우 이  상자에 체크합니다.
• 클립보드 사용: 이 상자에 클릭하면 Windows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 데이터를

무늬로 사용합니다.

문자 도구: 이 도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그림에 추가합니다. 텍스트는 추가 시 새  레이어에

생성됩니다.

텍스트 도구 옵션: 텍스트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글꼴, 크기, 스타일 등  표준  텍스트 편집 명령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새 텍스트: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새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각 레이어는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감싸기: 텍스트가  그림의 오른쪽 경계에  이르렀을 때 줄바꿈 되기를  원하면 이  상자에

체크합니다. 텍스트는 자동으로  줄바꿈됩니다.
• 음영: 텍스트에 그림자를 추가하기  원하는 경우 이  상자에 체크합니다. 그림자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자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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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영역은 그림자가  텍스트 아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 미리보기

영역 내에서 그림자를 잡아 끌어 위치를 바꾸고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밝기 도구: 이 도구로  그림의 원하는 부분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그리기

도구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색을 더하는 대신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합니다 . 도구 옵션 팔레트의

풀다운 메뉴에서 밝게 하기 또는 어둡게 하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구

팔레트에서 아이콘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해도  됩니다. 그림 전체의  밝기를

조정하기  원하는 경우엔 향상 메뉴에서 “밝기와 대비”를 선택합니다 . 이  도구는 그림의 특정 부분을

수동으로  조작하기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선명하게 하기/ 흐리게 하기 도구: 이  도구는 밝기 도구 및  그리기 도구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차이점은  그림을 선명하게  또는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의 풀다운  메뉴에서

선명하게  하기  또는  흐리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도구  팔레트에서 아이콘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선택해도 됩니다. 이 도구로  너무  거칠거나  너무  흐린  부분을 조정하세요. 그림

전체에 흐리게  하기  또는  선명하게 하기 효과를  적용하기 원하는 경우엔 향상 메뉴의  “선명하게

하기 필터” 중의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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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도구: 이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에  색색의 “소인”을 추가하세요. 원하는 소인의 모양을  선택한

다음 그림 위에서 클릭하고 끌어 소인 영역을 지정합니다. 클릭하고  끌면  선택  상자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의 버튼을 놓으면  그 선택된  영역에 소인이  나타납니다 .

소인 도구 옵션: 소인  도구  사용  시 도구 옵션 팔레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

• 제공된 템플릿에서 소인의  모양을 선택하세요.

 –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새  소인의 모양을 추가합니다.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창에서

컴퓨터를  검색하여 소인으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이 버튼을 클릭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소인을 삭제합니다.
• 불투명도를 낮추면 소인이  더 투명해  집니다.
• 억제: 마우스를 끌어 소인을  크게  또는  작게  할 때 이  상자에 체크되어  있으면 소인 영역의

비례가 유지됩니다.
• 가 운 데 로 부 터  그리기: 이 상자에 체크하면 소인 영역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생성됩니다.

클릭하여  잡아  끌면  모양이 중심에서  생겨나 바깥쪽으로 확장됩니다.

모양 도구: 이 도구는  그림을 한  특정  모양으로 절단합니다. 소인  도구와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끌어

창 하나를 만듭니다 .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그림이 선택된  영역에 따라 절단됩니다. 그림이 선택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모양 도구 옵션: 모양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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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템플릿에서 모양을  선택하세요 .

 – 이 버튼을 클릭하여 새  모양을 추가합니다.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 이  창에서

컴퓨터를  검색하여 모양으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클릭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모양을 삭제합니다.
• 불투명도  조절막대를  낮추면 모양이 더 투명해 집니다 .
• 억제: 마우스를 끌어 모양을  크게  또는  작게  할 때 이  상자에 체크되어  있으면 모양 영역의

비례가 유지됩니다.
• 가 운 데 로 부 터  그리기: 이 상자에 체크하면 모양 영역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생성됩니다.

클릭하여  잡아  끌면  모양이 중심에서  생겨나 바깥쪽으로 확장됩니다

그 레 디 언 트 채우기 도구: “그레디언트 채우기”는 그림  전체  (또는 선택 영역)를 융합된 색으로

채웁니다 . 색의 융합은 도구 팔레트  하단에 선택된 두 개의 색에 달려있으며, 대체  스와치에서

시작하여  활성  스와치로 융합됩니다. 융합  방식과 채워지는 색의 투명도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 채우기를  실행하려면  그림  위에서 마우스를 잡아 끕니다. 마우스를 끄는

거리가 두 색  사이의 융합 거리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선형 그레디언트 채우기로 그림 위에서 1
인치를 잡아 끌어 채우기를 생성했다고 합시다. 그 1 인치 내에서 대체 스와치가  활성  스와치로

융합되며  선택  영역  전체에 채워집니다.

그 레 디 언 트 채우기 도구 옵션: 그레디언트 채우기 도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도구

옵션에 나타납니다 :

• 스타일: 그레디언트 채우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채우기 방식을  선택하세요  (선형, 원형  등).
• 불투명도: 불투명도를 낮추면  채우기가 더 투명해집니다.
• 반복: 그레디언트는 마우스를  잡아  끌어  생기는 영역에만  생깁니다. 그러나 이  상자에

체크되어  있으면, 채우기가 계속 반복되어  그림  전체나 선택 영역을  덮게  됩니다.
• HVS 및 RGB: 사용하기  원하는 컬러 채널 방식을  선택합니다 . 선택된 두 색  사이의 직접

융합을 원하는  경우엔 RGB 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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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도구: 이 도구로 직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 길이만큼 클릭하고  잡아  끌면  설정된 속성의

선이 생성되는데, 이 속성은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모드: 수직, 수평 및  자유선 중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수직이나 수평을  선택하면 선을 만들

때 마우스를 어떻게  끌든지 상관없이  선이  자동으로 수직이나 수평의  위치에 붙습니다 .
자유선을  선택하면 처음으로 클릭하는  지점이 선의 시작점이 되고 끝  점은  마우스를 놓는

점이 됩니다.
• 선 굵기: 이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선의  굵기를 조정합니다.
• 앤 티 앨 리 어 스: 이  상자에 클릭하면  더 매끄러운 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효과는 자유선

(완전히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선)을 생성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

변형 도구: 이 도구는  선택  영역의 크기나 방향을  바꾸는데 사용되는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 한
영역을 원하는  위치로 회전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역을 수정하거나, 특별한  방식의 방향

수정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비스듬하게, 자유자재로  또는  원근법 등을

포함합니다. 그림을  특이한 방법으로  왜곡시킨다고 말하면  이러한 옵션이 가장 잘 설명됩니다. 이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림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이
도구들을  이용하여 독특한  그림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 . 또한 이  도구는 사진의 한 부분을

회전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  도구는 선택 도구로  선택  영역을 생성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주지하세요.

스포이트 도구: 이 도구는 색을 “빨아들여” 선택 색  (활성 스와치)으로 만듭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그림  내의  원하는 색  위로  마우스를 가지고  갑니다. 클릭하면 바로 그 색이 활성

스와치가  됩니다.

절단 도구: 선택  도구로 절단 영역을 선택하고 난  후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  밖의  모든

부분이 그림에서 제거됩니다. 절단 기능은  편집  메뉴의 “절단”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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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도구: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도구로 만든 선택 영역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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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옵션 팔레트

이 팔레트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기능에 대하여  이미  배웠습니다. 이 팔레트에  표시되는 정보는

도구 팔레트에서 선택한 도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기 도구를 선택하면

이 팔레트는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옵션, 즉 그리기  도구  (펜, 화필 등)와  화필  크기  및 불투명도 등을

표시합니다.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면  이 팔레트는 각종 텍스트  옵션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은  도구  팔레트 부분의 해당 도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

레이어를  이용하면 한 파일 내에서 여러 개의 그림 구성요소를  “쌓을 수” 있습니다 . 즉 , 그림 여러

개를 복사/붙여넣기 하여 겹쳐 올린 다음, 투명도를 조정하여 융합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 레이어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사진을  포함하는 훌륭한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각  레이어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의  레이어를 편집 및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혜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레이어 팔레트에 새  레이어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그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구성요소입니다.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림을  계속  편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원하는 경우 되돌아가 추가한 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모든 레이어는 PS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면 모든

레이어 정보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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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작업 시 중요한 것은 편집을  계속할 때  올바른 레이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원하는 레이어에 클릭하면  됩니다. 칠하기를 적용하거나 도구 팔레트의 다른 도구를

사용할 때, 대개 선택한  레이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추가적인 레이어 도구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새 레이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빈 새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레이어를 복 사 합 니 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레이어를  클립보드 메모리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를  다른  사진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데이터를 클립보드 메모리에서 현재 그림으로

붙여 넣습니다 .

레이어 삭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레이어가  삭제됩니다 .

모든 레이어 병합: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편집할 수는 없게 됩니다 . 개별적인

구성요소는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레이어 데이터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레이어 숨기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레이어를 숨김/숨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숨기면 레이어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 여러 개의 레이어로 작업하는  경우 , 특별히 한 레이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부 레이어를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한 레이어: 레이어를  제한하면, 편집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색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이 개념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제한 레이어 :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텍스트 레이어가

파란색으로 휘갈겨져  있습니다. 레이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감의 채색이 그림 데이터가 있는 영역,
즉 이 경우에는 텍스트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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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제한되지 않은  레이어:
여기서는  파란색 물감이 레이어  전체 , 그리고 빈
공간에 조차 겹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레이어가  제한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면  레이어에 이름을  부여하고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반투명으로  만들면 그림 여러 개를 겹쳐서 서로 융합되어 보이는  멋진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주: 텍스트 레이어  상의 텍스트는  언제든지 되돌아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단 , 레이어를  다른  식으로

수정하지  않았을 때에만 텍스트  편집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위에 칠하거나  텍스트를 왜곡시키면

텍스트를  더 이상 편집할  수 없습니다.

검색 팔레트
이 팔레트는 사진을  확대/축소표시  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그림을 확대 표시하기 원하면

오른쪽으로 조절막대를 움직이면  그림이 확대 표시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축소 표시됩니다.
확대표시된 상태에서  파란색 상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상자를 잡아 끌면 그림이  커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크면  화면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색  팔레트 미리보기의

파란 상자를 움직이면 초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이 완전한 실제

크기로 표시됩니다. 검색  팔레트로 시야를  옮기는 것은 도구 팔레트  부분에 설명된 팬 도구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

상태 표시줄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이  표시줄은 프로그램 사용 중  각종  정보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시줄은  그림  보기  배율과 기타 도구 힌트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줄은 매우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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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기 및 ArcSoft 앨범

탐색기는  그림의 위치를 찾고 그림을  여는  훌륭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폴더 보기와 앨범 보기 등 두
가지 보기 모드가 제공됩니다.

 폴더 보기

Windows 탐색기에 익숙하다면 폴더 보기를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트리 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컴퓨터의 어떤 위치로든 손쉽게 찾아 갈 수
있습니다 . 폴더를 클릭하면 그  폴더에 담긴 그림들은  축소판으로 나타납니다. 축소판을 두  번
클릭하면  그림이 열립니다 .

폴더 보기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찾기: 다양한 검색 기준으로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찾으면 검색 결과에서 찾은 파일을 새
앨범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앨범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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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오기: 연결된  디지털 장치에서  사진을 획득합니다. 이 기능은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

정렬: 파일이름, 날짜 , 크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판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이미지를 휴지통에 넣습니다 . 이  버튼은 앨범 보기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인쇄: 여기의 인쇄 옵션을 이용하면 그림을 축소판으로 인쇄하여 밀착 시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카탈로그  시트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

도움말: PhotoStudio 도움말 파일을 실행합니다.

주소 표시줄: 주소 표시줄은  현재  파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줄은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앨범 보기

앨범에 대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앨범이 그림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  대신 , 그림으로

연결된 바로가기를 저장합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나타납니다 .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실제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앨범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앨범은  실제  그림  파일에 연결된  링크들의 카탈로그라 할
수 있습니다.

앨범은 사진을  분류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컴퓨터의  여러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한
앨범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앨범에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여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앨범 보기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명령들  입니다:

추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표준 열기 창이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검색하여 앨범에 연결시킬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그림들은 앨범 내에서 축소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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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이 명령은  앨범  전체에 매크로 (기억하세요?)를 실행합니다. 매크로를 모든 그림에

적용하거나 선택한 그림에만 적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 Ctrl 키를 누른 채 한  번씩  클릭하면 여러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수정한 이후에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PhotoStudio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편집을  위하여?) 그냥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가 적용되기  전의  옛 버전 위에 덮어 쓰도록). 그렇지  않으면 새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형식과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자 , 이  정도면 어때요?

삭제: 앨범 보기에서 이 기능이 사용되면 축소판 링크만을 삭제하거나 링크와 실제 그림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앨범은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앨범은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바로가기  (즉, 그림 축소판)를 통하여  참조할 뿐입니다 . 그러므로 , 여기의

삭제 명령은 바로가기 만을 삭제하거나 바로가기와 실제 파일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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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프로그램  바탕화면의  상단을 따라 표준 메뉴 표시줄 같은 것이  보입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을  통하여 메뉴 표시줄에는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옵션이  있지만

다행히도  이 중의 많은 옵션들은 적어도 한 개의 팔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팔레트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곳의 메뉴 표시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명령들에 대한

정보는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메뉴

파일 메뉴의 다음과  같은  명령들은 이미 본 안내서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탐색기 열기, 획득, 출처  선택, 인쇄, 인쇄  설정  및 동기화  등. 이
곳의 다른 명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복원: 사진에 적용한 모든 변경 사항을  제거하기 원하는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세요 . 간단히

말해 이  명령은 사진을 마지막  저장한 상태로 복원시킵니다.
• 닫기: 사진을 닫습니다 . 간단하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진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뜬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이동식 매체로부터 가져오기: 이 명령은  하드  드라이브나  연결된 각종 미디어 등의  이동식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 이  명령의 특이한 점은 광범위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가져  온 모든 그림들을 시스템 상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그림들을 가져올  때 모든 그림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기  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

• 이동식 매체에 저장: 이동식  미디어로부터 가져오기  옵션이 있다면, 반대로 이동식

미디어에  저장하기 옵션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하드 드라이브에 지역적으로

저장하는  대신  이동식 미디어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갈무리: 이  명령을 통하여 화면의  내용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창” 옵션을 사용하면  창

전체나 창/응용 프로그램의 바탕화면만 복사됩니다 . “클라이언트  영역”은 창/응용

프로그램  내에  담긴  내용을 복사합니다. “바탕화면”은 화면 전체를  복사합니다 . 체크

상자는 화면 내용 복사 중 PhotoStudio 바탕화면의 최소화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읽어오기( 스 캐 너 에 서 여러 장의 사진): 이  명령을 이용하여  한 번에 그림 여러 장을 스캔한

다음 각  사진을 따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메뉴 부분의  “자동 절단” 옵션을  참조하세요 .
• 화면 내용 복사하려면 PhotoStudio 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마우스 클릭이  화면  내용을 복사합니다.
• 전송: 이 명령을  이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그림을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클릭하면  그림을 첨부한 새 메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MAPI 지원

전자메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메일 프로그램이 MAPI
지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일 프로그램의 제조업체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

• 종료: 믿기 힘든  일이지만 PhotoStudio를 그  날은 이제 그만 사용하고  싶은  시점이 찾아

올지도 모릅니다. 그림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프로그램을 닫기  전 그림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파일 목록: 본 프로그램으로  열린  마지막 네  개의  파일이 편리한 액세스를 위하여 파일 메뉴

하단에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을  더 열면 새 그림이 목록의 지난 항목을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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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메뉴

다음과 같은 명령은  본 안내서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실행취소, 다시실행,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절단, 매크로 선택 및  매크로 실행 등 . 편집 메뉴의  나머지 명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우기: 이  명령은 선택된 부분에서 모든 색을 제거합니다. 선택된  영역  없이  이 명령을

사용하면  그림이나 레이어  전체가 소거됩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실수로 소거했으면

언제든지  실행  취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색 채우기: 이 명령을  이용하면 한 영역 전체를 한 개의 색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 활성

스와치의  색이  영역을 채우는데  사용됩니다 . 멋진 사실은 채우기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빨간색  (또는 다른 색) 색조나  연막을 그림 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빨간색을  활성  스와치로 선택한  다음  색 채우기  명령을 사용하세요. 투명도를 약
반 정도로 낮추면 선택된  부분에 반투명의  연막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자동 절단: 이 명령은  많은  시간과 낭패를 절약해  주며  한 번에 많은 수의 사진을  스캔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담고 있는 페이지를 스캔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자동 정의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진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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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사진들을 가깝게 놓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사진을 개별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 만들기  버튼을 사용하여  새 선택 상자를  생성하세요. 그런 다음 상자의

크기를 바꿔 (모서리를  잡아  끌어서) 각각의  사진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 모든 사진에 선택

상자가 놓일 때까지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 필요한 경우 확대/축소표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없는 선택 상자가 생기는  경우  그 선택 상자에 클릭한 다음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절단을  클릭합니다 . 각  선택  상자는 개별적인 그림으로

절단됩니다. 아 옵션은 모든 PhotoStudio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회전: 이 명령을  이용하여 그림을  회전시킵니다. 특정 각도를  입력하거나 , 나타나는

미리보기의 모서리를  잡아  끕니다.
• 방향: 이 명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회전 및/또는 뒤집습니다. 미리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것에  클릭하면 됩니다 . 그림 전체나 한 특정 레이어만의 수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테두리 추가: 테두리를  추가하면 사진의  가장자리를  둘러  검은색 공간이 추가됩니다. 각
변에 추가되는  양 (화소 단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크기: 이  명령을 이용하여  그림  전체  크기를 변경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새 퍼센티지를 입력하여 크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퍼센티지는 현재

그림의 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폭과  높이).
이것은 그림이  그림  크기의 10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퍼센티지를 증감시켜 원하는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퍼센티지를 50 으로 바꾸면  그림은 반  크기로

줄어듭니다. 퍼센티지를 200 으로 올리면 크기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 다른 방법으로  새
크기를 폭과 높이에  대한  화소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값을 바꾸면  다른  값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례  유지 상자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의 체크를  해제하기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상자의

기능은 그림의  비례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이나 높이를  증감해도 다른 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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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조정하여 비례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폭만

변경한다면, 그림은  옆으로 늘린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비례 유지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합니다. 해상도  값은  기본  인쇄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이나  높이는

해상도로  나누면 기본 인쇄 크기를 인치 단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폭과 높이가

1000 화소이고  해상도가 200 DPI 라면, 기본 인쇄 크기는  5” x 5”가 됩니다. 인쇄  크기는

인쇄 화면에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 환경설정: 환경 설정 창은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옵션을  담고  있습니다 :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감마 값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감마 값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전체적인 색조를  변경합니다 . 감마 기본값은  상당한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실행

취소 수준은 99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 간단히 말해, 필요한 경우 작업을 실행 취소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각각의

작업 단계를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값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기본값이면

됩니다) 실행  취소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  때 이 값을 올리세요 .

투명 배경은 레이어에 그림 데이터가  없을  때 나타나는 색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레이어가  있을  때 이 레이어는  텍스트를 제외하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빈  상태를

표시하는데 흰색이나  체스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메뉴

대부분의  경우  선택  메뉴는 선택된 영역을  수정하는 명령을 제공합니다. “선택된 영역”이라는 것은

선택 도구, 올가미  도구  또는  요술봉으로  선택된 영역을 말합니다.

• 모두: 그림 또는  레이어 전체를 선택하기 원하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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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선택되지 않은 모든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모든  영역을 선택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영역을 선택한 다음 이 명령을 사용하면 직사각형 내부가 아닌 직사각형 외부가

선택됩니다.
• 모두 제거: 모든  선택  영역을 선택 해제합니다.
• 괘선: 선택된 영역 주위에 테두리를 추가합니다. 테두리가 추가되면  선택된 영역은 원래

선택된 영역과  테두리 사이가 됩니다 . 이것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확장: 선택된 영역이 커버하는 영역을 확장합니다. 확장되는 양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매끈: 이 명령은  요술봉을 사용하였을 때 급격한 색 변화로 인하여  매끄럽지 못한 선택

영역이 생겼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명령은  선택  영역의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합니다 .
• 홈 제거: 이 명령은 선택 영역을  완전히 연속적으로 만듭니다 . 선택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포함되지  않은  작은  부분들을 선택 영역으로 포함시킵니다 .
• 요술 절단: 이 독특한  도구는 그림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절단합니다 .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내장된 마법사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레이어 메뉴

이 곳의  많은  옵션들은 레이어  팔레트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새로  만들기, 삭제, 모두  병합  및
속성 옵션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여 속성을  봅니다)에  대하여 이미 배웠습니다. 다른 레이어

옵션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

• 선택 항목 병합: 선택한 레이어들만 병합합니다. 키보드의 Ctrl 키를 누른 채  원하는

레이어를  한 번 클릭하면  레이어가 선택됩니다.
• 아래로 병합: 이  명령은 선택된 레이어를 바로 밑의 레이어와  병합합니다 .
• 소프트 가장자리: 이 멋진 기능은  레이어의 가장자리를 사라지게 합니다. 조절막대로

효과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음영 추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와 같이, 이 멋진 기능은  레이어에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그림자의  위치와 모양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향상 및 효과 메뉴

PhotoStudio 에는 다채로운 향상 및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향상  및 효과들은 그림을 매우  다르게 수정하지만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사진의 색상과  채도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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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색상을 수정하였고 (각각  다른  색에  대한  색 값의 변경) 그림의 색을

과포화 상태 (각 색상의 강도 증가)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상 메뉴에  가서  “색상과 채도”를

선택하였습니다 . 사용한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향상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 간단히 말해서  조절막대만 조작하면  됩니다. 미리보기 창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효과의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창은  확대/축소표시  할 수
있으며, 내부에 클릭하고  끌면  사진의 여러 부분으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미리보기  상자에

체크되어  있으면 효과를 실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향상  기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효과도 똑같이  쉽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습니다! 향상 및 효과 메뉴의 첫 번째 항목은 마지막으로

적용된 향상/효과임을 주지하세요. 이것은 여러 사진에  같은  효과를 적용하기  원할  경우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 물론 매크로에  대해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PhotoStudio 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향상  및 효과의  몇 가지 샘플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물론

이것들은  아주  작은  샘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향상 및 효과는 세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무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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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PhotoStudio 향상 및 효과:

변환 메뉴

변환 메뉴는 그림의  형식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8 비트 그레이스케일

• 16 비트  그레이스케일

• 24 비트  RGB
• 48 비트  RGB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림은 24 비트  RGB 가  됩니다. 흑백 그림을  원하고 작은 크기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 컬러 그림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색  팔레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 48 비트  그림은 고화질 그림입니다 . 별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24 비트 그림은 일반적으로 좋은 화질로  인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48 비트

그림으로  작업  시 PhotoStudio의 모든 옵션이  다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세요 .

변환 메뉴는 또한 그림을  각종  컬러  채널로 분리합니다. RGB 그림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림을 각 컬러 채널, 즉 적 , 녹 , 청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 당  새 그림이

생성됩니다.

그림을 고유의  컬러  채널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컬러 채널을  결합할 수도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림들을 결합할  때는  각 해당 채널에  어떤  그림을 사용할 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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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진을  왜 분리/결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흠 …  그  이유를 모르면 이러한 기능은 아마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채널을  독립적인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각 파일을  따로  조작한 다음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이렇게 하지 말기를  권장합니다. 참! 그리고  RGB 형식으로만

분리/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MYK, HSV 및 YIQ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

보기 메뉴를 통하여  화면에서 그림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선택합니다 . 확대/축소표시 도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대/축소표시에 대하여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다른 중요한 보기 모드들이 있습니다 :

• 실제 크기: 이 옵션은  그림을 실제 크기로 표시합니다. 그림을 열면 화면에 다 표시되기에

너무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PhotoStudio는 크기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화면에 그림이

완전히 표시되도록 합니다 . 그러므로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기 원하는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세요. 같은  그림을 실제크기로 보기로 봐도 모니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화소와 화면 해상도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를 기억해  보세요. 500 x 500 크기의

그림을 800 x 600 해상도의  모니터에 표시하면 그림이 모니터에 거의 꽉 차게 됩니다. 모니터

해상도가  1024 x 768 이면 그림이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 화소 문제인

것입니다 .
• 창 크기에 맞춤: 그림이 자체의 창 내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은 사진의

크기를 자동으로 바꾸어 그림이  표시되는 창에 완전히  표시되도록 합니다. 창은  어떤

크기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화면 전체: 이 명령은  화면  전체를 검게 만들고 그림을  전체  크기로 표시합니다. 화면을

확대/축소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는 다른  그림으로 건너 뛰려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편집으로  돌아가려면  Esc 를 누릅니다.

• 눈금자: 이  명령은 화소로 나뉘어진 세로 및  가로  눈금자를 표시합니다. 눈금자는 특정 유형의

편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격자: 100 화소로 나뉜 단위의  눈금을 표시합니다. 사진을  인쇄할 때는 눈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눈금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때 안내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화상 정보: 그림  정보  창은  파일  이름 , 폭과 높이 (화소 단위) 그리고 해상도  (DPI) 등의 각종

파일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 크기를 인치나  센티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이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  해상도로 인쇄 시 인치/센티미터 치수가  얼마인지를  반영할 뿐입니다 . 인쇄

페이지에서 조절막대를 이용하여  인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마지막으로, 색 데이터의  분포도를 볼 수  있습니다.

• 숨기기/ 보기 옵션: 보기 메뉴의  하단에는 각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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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메뉴

창 메뉴에는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을 배열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

• 새 창: 현재  사진을 새 창에서 엽니다 .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그림의  사본입니다 . 새  창의

편집 내용은 원본에서도 실행됩니다.
• 타일식: 열려 있는 사진들을  마치  타일이나 벽돌이  배열된 듯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 계단식: 그림 창을 서로의 위에 겹쳐 쌓습니다. 열려 있는 사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하면

마치 파일 캐비닛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 각  사진의 제목 표시줄은 보이지만  제일

앞의 사진만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모두 닫기: 열려  있는  모든  사진을 닫습니다 . 편집 후  저장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닫기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 그림 창 목록: 창 메뉴의 하단에는 열려 있는 각  사진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의 하나에

클릭하면  그 그림이  프로그램 바탕화면의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

인터넷 메뉴

인터넷 메뉴의  명령들은 편집과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 그  대신 이  명령들은 온라인  사진  공유

계정에서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진을 올리기/내려받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품의  등록 ,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 점검, ArcSoft.com 웹사이트 방문 및  ArcSoft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선택하기 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사진의 올리기/내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진  공유  ID 와 암호를 확인하세요.

도움말 메뉴

도움말 메뉴는  내장  도움말 파일의 색인으로 가는 링크와 프로그램의  스플래시 화면 (프로그램 시작

시 나타나는 멋진 그림)을 볼 수  있는  옵션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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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와 요령

다음은 도움이  될 만한 힌트와  요령  몇 가지입니다 :

• 여러 항목을 선택하려면 키보드의 Ctrl 키를 사용하세요. 사진을 열거나 앨범에서 선택할 때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사진의 크기를  변경하기 전 (편집  메뉴의 “그림 크기”) 실제 크기로  보아  크기  변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 보기 메뉴에서  “실제크기로  보기”를 선택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샘플 그림을 사용하세요. 프로그램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특히

사용자의  원본  그림을 손상시키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 프로그램  사용  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거의 모든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도구 팝업 창의 사용을 잊지 마세요 . 도구나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도구 이름을

표시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
• 안전을 위하여  사진의 백업 본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D 는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CD 기록용 드라이브의 가격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많은 경우에  새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CD 에 사진을  백업하면 파일을  카탈로그로  정리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
• 자주 저장하세요. 첫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모든 사진을 같이 보관하세요. 사진은 하나의 폴더에  저장하세요. 주 폴더 내에 하위 폴더가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찾을 수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와 하위

폴더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Windows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입문서를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Windows 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 얼마나 다른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희의  우수한 기술 지원 팀이 도움을 드립니다. 연락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ArcSoft, Inc.
46601 Fremont Blvd.
Fremont CA 94538
전화: 510.440.9901
팩스: 510.440.1270
전자메일: support@arcsoft.com

영업 시간은 월-금  8:30 AM-5:30 PM PST 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arcsoft.com에서도 매우

자세한 지원 데이터  베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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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Unit 14, Shannon Industrial Estate
Shanon, Co. Clare, Ireland
전화: +353 61-702087
팩스: +353 61-702001
전자메일: europe@arcsoft.com

중국
ArcSoft Beijing Co., Ltd.
No. 6 South Capital Gym Road
Beijing New Century Hotel Office Building, #1060
Beijing 100044, China
전화:8610-68491368
전자메일:tech@arcsoft.com.cn

대만

ArcSoft Inc. Taiwan Branch
전화:+886 (0) 2-27181869
팩스:+886 (0) 2-27190256
전자메일:support@arcsoft.com.tw
웹사이트:www.arcsoft.com.tw

일본
Customer Support Center
9F, 1-21-9 Higashi-Gotanda,
Shinagawa-ku, Tokyo 141-0022, Japan
전화:+81-3-5795-1392
팩스:+81-3-5795-1397
전자메일:support@arcsoft.jp
웹사이트:www.arcsoft.jp/support

호주
Marketing Results Prop Ltd.
P.O. Box 6246 BHBC
Baulkham Hills,New South Wales 2153, Australia
전화:+61 (2) 9899-5888
팩스:+61 (2) 9899-5728
전자메일:support@supportgroup.com.au
웹사이트:www.marketingresults.com.au

남미

전화(Brazil):00817-200-0709
전화(Chili):800-202-797
전자메일:latinsupport@arc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