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ture One Pro 

Quick Start Guide



2Quick Start GuideCapture One Pro   |

여는 말

여러분의 새로운 RAW 컨버터 또는 테스트 용 프로그램으로 Capture One 을 

선택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가져오기, 

이미지 보정하기, 이미지 내보내기 등 Capture One 의 기본 기능들을 익히게 도

와드리는 것입니다. 가이드 북의 앞 부분 내용은 Capture One 을 시작하고 활성

화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페이지이므로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고 사용 

중이시라면, 5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Capture One Pro 의 상세 가이드 페이지 :

http://help.phaseone.com  

비디오 튜토리얼 : 

https://goo.gl/80cdw1  

Capture One Pro 웹 세미나 아카이브 : 

https://goo.gl/IjXiai  

빠른 무료 지원 페이지 : 

http://www.phaseone.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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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One 설치 &활성화

Capture One 은 4 가지 종류의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Capture One 을 처음 설치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으로 Capture One 을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버전을 바꿀 수 있으며, Capture One 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팝업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Versions

•  Capture One Pro  –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

•  Capture One Pro (For Sony) –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Sony 카메라만

호환괴는 솔루션 프로그램

•  Capture One Express (For Sony) – Pro 보다는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고, Sony

카메라에만 호환되는 솔루션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이며 Pro 또는 Pro(for 

Sony) 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함

• Capture One DB - Pro 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백 유저들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 가능

Sony 버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haseone.com/sony

Tip:  Capture One 의 모든 기능을 평가해보고 싶으시다면 Pro 버전을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30일 체험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창에서 Phase One e-스토어에서 라이센스 키를 구매하거나 이미 구매한 라

이센스 키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키는 Phase One 로컬 파트너를 통하여 구매하실 수도 있으며, 로컬 파트너

는 아래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refer: https://goo.gl/2IlY9v

바로 구매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30 일 무료 체험판을 선택해주세요.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있으며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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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Capture One 을 카탈로그 기반 파일 매니지먼트 또는 세션 기반 파일 매

니지먼트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Capture One 에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카탈로그 기반 파일 매니지먼트
카탈로그는 더 많은 이미지 컬렉션 또는 영구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으로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프리뷰와 세팅이 상위 폴더에 저장되는 세션과 반대로 카탈로그는 모든 설정들과 프리

뷰를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큰 컬렉션 안에서도 빠르고 효

율적인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Lightroom 의 카탈로그 시스템과 

Aperture 의 라이브러리 기능과 매우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

세션 기반 파일 매니지먼트
세션은 간단한 파일들과 폴더 인터페이스로 작동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미지들은 폴더 브라우저를 통하여 보여지며, 시스템에 있는 폴더들도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RAW 파일들을 위한 조정과 설정들은 보여지는 폴더의 하위 폴더에 저장

됩니다. 

세션은 마스터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폴더의 심플한 템플릿입니다. 각각의 폴더들

은 자동적으로 태스크가 할당됩니다. (예) 캡쳐, 선택, 아웃풋 또는 삭제) 이러한 방식

으로 촬영 데이터는 작업중인 세션 내에 유지됩니다. 새로운 작업 또는 프로젝트가 생

성되면 서로 다른 파일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개별의 세션에 구분됩니다.

모든 촬영 데이터는 폴더 별로 세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세션 또는 세션의 일

부분들을 옮기고, 복사하고, 백업하기 쉽습니다. Capture One 시스템에서 모든 세션을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이미지들의 폴더를 써드 파티 프로그램에도 보

낼 수 있으며 이미지 리터쳐 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션 구조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룩의 패션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촬영 폴더를 추가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많은 볼륨의 촬영이 진행되어도 쉽게 이미지들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세션은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다시 구성하거나 연결 촬영 워크플로우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선호하는 시스템입니다.

Quick Start Guide Section 은 4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카탈로그 파일 매니지먼트

2. 세션 파일 매니지먼트

3. 인터페이스 & 기본 워크플로우

4. 호환되는 카메라로 연결 촬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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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카탈로그 파일 매니지먼트

아직 새 카탈로그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파일 > 새로운 카탈로그 (File>New Catalog) 

를 통하여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카탈로그의 이름과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있는 이미지의 위치를 기록

하며 적용된 조정 같은 다른 데이터들도 기록됩니다. 카탈로그 퍼포먼스 최대화를 

위해 로컬 스토리지 ( Ex. 여러분들의 컴퓨터 내부 하드 드라이브) 에 파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해주십시오. 기본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의 유저 어카운트 ‘사진 (Pic

ture)’ 폴더입니다.

카탈로그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Capture One 안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툴 아래의 폴더 영역은 폴더의 컨텐츠들에 대한 다이렉트 

인터페이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션과는 다르게 카탈로그는 이미지를 처음 가져

오고 인덱싱 하기 전까지는 폴더의 컨텐츠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파일 > 이미지 가져오기 (File>Import Images) 를 하시거나 화면 가운데의 큰 아이콘

을 클릭해주십시오.

가져오기 다이얼로그가 열릴 것이며, 만약 메모리 카드를 인식 시킬 경우, 자동적으

로 이 팝업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다이얼로그 창에서는 기본적으로 4 가지 항목을 다룹니다 :

1. 가져오려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2. 저장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3. 추가적인 데이터 (메타 데이터) 와 조정을 추가할 지 결정합니다.

4. 창에서 가져올 이미지들을 결정합니다.

첫번째 섹션에선 가져오려는 이미지들의 (Import From) 위치를 선택하고 카탈로그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파일 위치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안에 있을 수도 있으며 로컬 드라이브 또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이 위치

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롭 다운 메뉴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Capture One 에 폴더 계층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하위 

폴더 박스가 포함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폴더 시스템으로 

파일들이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폴더 계층 구조

는 Capture One 카탈로그 안의 검색 기능 안에서도 유지됩니다.

두번째 섹션에서는 가져오기 상태 에서 드롭 다운 메뉴로 부터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

할지 (Import To)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현재 위치에 저장합니다 (Current Location). 이미지는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며 Capture One 은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이 이미지들의 위치를 기

록합니다. 이미지들의 이동, 복사, 복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참조 이미지 (Reference Image) 라고 불립니다.

2. 카탈로그 내부에 저장합니다 (Inside Catalog). 이미지는 이전에 만들어진 카

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되고 복사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관리된 이미

지 (Managed Images) 라고 불립니다.

 

3. 폴더를 선택합니다 (Choose Folder). 이미지들은 선택한 위치에 복제되고 복

사됩니다. 이미지를 메모리 카드에서 가져온다고 하고 이미지들을 시스템에 

복사하길 원할 때에 이용하면 됩니다.

가져오기 창에서 허용되는 다른 옵션들은 백업 (Backup), 이름 변경, 메타데이터 

(Metadata) 추가, 조정 추가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Capture One 은 높은 

퀄리티의 프리뷰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카탈로그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프리뷰 사이즈는 개인 설정 (Preference) 에서 사용자마다 알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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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에서 이미지 관리하기

이미지 관리는 라이브러리 툴 탭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창 기본값에서 첫 번째 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ection 

3 “인터페이스 & 기본 워크플로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툴 탭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1. 카탈로그 컬렉션 (Catalog Collections) 

고정된 컬렉션과 바로가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카탈로그로 가져온

최근 10개의 파일 (Recent Imports)과 모든 이미지 (All Images) 들을 갖고 있습

니다.

2. 유저 컬렉션 (User Collections) 

프로젝트 (Projects) , 앨범 (Albums) , 스마트 앨범 (Smart Albums) 과 그룹 

(Groups) 은 여기서 생성할 수 있으며 카탈로그에 정리 할 수 있습니다.

3. 폴더 (Folders) 

이 섹션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에서 이미지의 실제 저장된 위치를 보여줍니다. 

만약 가져올 이미지를 관리된 이미지 (Managed Images) 로 선택하였다면, 관리

된 이미지들의 총 갯수가 카탈로그 (Catalog) 아이콘 옆에 표시됩니다. 이들을 

보기 위해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레퍼런스 이미지들은 시스템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경로를 표시합니다.

유저 컬렉션 툴 (User Collections tool) 과 폴더 툴 (Folders tool) 의 + 아이콘을 사용

하여 시스템에서 새로운 폴더 (Folders) 또는 새로운 정리용 아이템 (앨범 (Albums), 

스마트 앨범 (Smart Albums), 프로젝트 (Projects), 그룹 (Groups)) 을 만듭니다 

Capture One 은 앨범에서부터 앨범으로의 이미지 트랜스퍼를 위한 간편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폴더 (Folders) 섹션에서의 이미지 옮기기에서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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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세션 파일 매니지먼트

아직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파일 > 새로운 세션 (File>

New Session) 에 들어가십시오. 열린 창에서 세션에 지어줄 이름을 정하고 저

장될 위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세션 구조가 생성됩니다. 촬영, 선택, 아웃

풋, 삭제 같은 기본 폴더들이 같이 생성되며 한 폴더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션이 열릴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은 세션 (Session) 안에서 검색, 촬영 또는 

이미지 가져오기, 그리고 이미지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Capture One 으로 이미지 가져오기

파일 > 이미지 가져오기 (File>Import Images) 로 들어가시거나 툴 바에 있는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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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4 가지 항목을 다룹니다 : 

1.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들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2.  파일들을 저장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3.  추가적인 데이터 (메타 데이터) 와 조정들을 추가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4.  어떤 이미지들을 가져올지 선택합니다.

첫번째 섹션에서는 세션으로 가져오려는 이미지의 위치 (Import From) 를 선택합니

다. 위치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시스

템 안에 있을 수도 있으며, 로컬,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드롭 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apture One 이 모든 이미지를 폴더 시스템 채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서브 폴더 

(Subfolders) 체크 박스를 활성화하십시오. 

두번째 섹션에서는 드롭 다운 메뉴를 통하여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할 지 선택 (Impo

rt To)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Store Files). 여러분들은 4 가지 선

택권을 갖게 됩니다.

1. 캡쳐 폴더 (Capture Folder). 이미지들은 세션 캡쳐 폴더에 복제 (Duplicated) 

됩니다.

2.  세션 폴더 (Session Folder). 이미지들은 세션 폴더에 복제됩니다. 보여 드린 

세션 (My Session) 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  선택된 폴더 (Selected Folder). 이미지들은 Capture One 의 라이브러리 툴 

탭 안의 현재 선택된 폴더에 복제됩니다.

4. 폴더 선택 (Choose Folder). 어떤 폴더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들은 선택

한 폴더에 복제됩니다.

하위 폴더 (Sub folders) 들은 하위 폴더 (Sub Folders) 필드에 텍스트를 채우거나 

토큰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브 폴더 필드의 우측을 

클릭하여 토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창에서 허용되는 다른 옵션들은 백업 (Backup), 이름 변경, 메타데이터 (Me

tadata) 추가, 조정 추가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Capture One 은 높은 

퀄리티의 프리뷰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세션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프리뷰 사이즈는 개인 설정 (Preference) 에서 사용자마다 알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져오기 다이얼로그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메모리 카드가 꽂

혀있는 상태라면 이 윈도우 창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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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에서 이미지 관리하기

이미지 관리는 라이브러리 

안에서의 첫 번째 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ection 3 “인

터페이스 & 기본 워크플로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툴 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폴드 값 작업창

1. 세션 폴더 (Session Folders) 

S현재 지정된 세션 폴더의 바로가기 입니다. (촬영, 선택, 아웃풋, 삭제 폴더) 

파일 시스템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고 싶다면 세션 폴더를 우클릭

하여 “시스템 폴더 보이기 (Show in System Folders)” 를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2. 세션 앨범 (Session Albums) 

앨범 (Albums) 과 스마트 앨범 (Smart Albums) 을 생성할 수 있으며 세션 

안 여러 개의 폴더들의 오버뷰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세션 즐겨 찾기 (Session Favourites) 

어떤 시스템 폴더든 이 곳에 드래그하여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시스템 폴더 (System Folders) 

여러분의 현재 시스템에 있는 폴더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Capture One 을 순수하게 이미지 브라우저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으로서 제공되는 워크플로우의 이점을 완전하게 즐기실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들은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하여 여러 세션 폴더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시

로, 촬영 폴더 (Capture Folder) 안에서 선택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선택 폴더 

(Selects Folder) 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로가기 툴로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플한 세션 기반 워크플ㄹ로우를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 

1. 이미지를 촬영 폴더 (Capture Folder) 에 가져오거나 연결 촬영을 통하여 저

장합니다.

2. 선택한 이미지들은 선택 폴더 (Selects Folder) 에 가져오거나 연결 촬영을 

통하여 저장합니다.

3. 사용하지 않을 이미지들은 삭제 폴더 (Trash Folder) 로 이동시킵니다.

4. 선택된 이미지들을 프로세싱하여 아웃풋 폴더 (Output Folder) 로 이동시킵

니다.

어떤 세션 구조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여러 개의 

촬영 폴더 (Capture Folder) 들은 시스템 폴더 (System Folder) 영역을 통하여 쉽

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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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인터페이스 & 기본 워크플로우

1. 툴 바  

툴 바는 클릭 가능한 액션 버튼과 커서 툴 (중앙 부분) 이 포함되어있으며, 

커서는 여러 기능을 포함한 다른 커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툴 탭 안의 툴들  

탭은 여러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마우스를 탭 위에 올려두면 툴의 이름이 표시

됩니다. 각각의 툴 탭은 여러 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뷰어  

브라우저 안에서 선택된 이미지 또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4. 브라우저 안의 썸네일 표시  

현재 선택된 컬렉션 안의 모든 썸네일들은 여기에 표시됩니다. 

컬렉션 (Collection) 은 이미지 그룹을 묘사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예시로, 앨

범, 검색 필터링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 그룹, 또는 폴더가 포함됩니다.

Capture One 의 작업창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광범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색을 조정하는데 쓰이는 툴들은 컬러 툴 탭 (Color tool ta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툴 탭은 화이트 밸런스 툴 (White Balance Tool) 과 매우 강력한 컬러 에디터 

(Color Editor)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AW 파일 작업하기

조정 워크플로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핸들링이 가능하며, 정리로부터 시작되며 프

로세싱으로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 이미지 조정 툴들은 노출 툴 탭 (Exposure tool ta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노출 (Exposure),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HDR, 

하이라이트, 쉐도우 복구), 레벨 (Photoshop 과 유사한 기능), 커브 (Photoshop 과 

유사한 기능), 선명도와 비네팅 효과 같은 기본적인 툴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툴들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수치를 변경합니다.

• 슬라이더를더블  클릭하여 수치를 초기화합니다.

• 커서 키를 사용하여 수치를 변경하거나 수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합니다.

• 도움말을 위하여     툴을 클릭합니다.

• 자동 조정을 위하여     툴을 클릭합니다.

다음 3개의 아이콘들을 (               ) 통하여  

• 선택된 수치를 조정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툴 안의 모든 수치들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옵션 / ALT + 아이콘 클릭을 통

하여 효과 프리뷰를 위한 임시 리셋을 할 수 있습니다.) 

• 프리셋 수치를 저장 또는 리콜할 수 있습니다.

1

3

4

2

Capture One 의 인터페이스는 4가지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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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복사 & 적용하기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조정을 복사하려면 먼저 한 이미지를 편집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툴 바 안의 조정 복사 (Copy Adjustment)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안의 추가적인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Shift + 클릭 으로 이

미지 그룹 선택을 하거나 Ctrl + 클릭 (PC) 또는 CMD + 클릭 (MAC) 으로 이미지 개

별 선택을 합니다. )

그리고 나서 툴 바 안의 조정 적용 (Apply Adjustment)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내보내기

이미지는 2 가지 방법으로 최종적인 포맷 형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 이미지 

내보내기 > 변형  (File>Export Images>Variants) 을 통하여 내보내거나 프로세스 

레시피 (Process Recipes) 를 통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 (File Menu) 에서 진행하기 

1.  내보낼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2.  파일 > 이미지 내보내기 > 변형 (File>Export Images>Variants) 을 선택합니다.

3.  내보내기 다이얼로그에서 내보낼 이미지들이 저장될 위치, 이름, 레시피들을 

결정합니다.

프로세시 레시피 (Process Recipe) 를 통하여 진행하기

프로세스 레시피 (Process Recipes) 는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레시피들은 내보낼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리콜할 수 있

으며 그 어떤 위치든, 그 어떤 포맷으로든 원하는대로 이미지를 내보낼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레시피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웃풋 툴 탭 (Output Tool Tab)      에 들어갑니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레시피를 기본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레시피의 기능들

은 프로세스 레시피 툴 (Process Recipe Too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들은 프로세스 레시피 (Process Recipe) 다이얼로그 안에서 

+ 버튼을 클릭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3. 같은 툴에서 아웃풋 장소와 이름을 결정합니다. (만약 세션 기반 워크플로우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지들은 현재 세션의 아웃풋 폴더 (Output 

Folder) 에 프로세싱됩니다.)

4. 프로세스 요약 툴 (Process Summary Tool) 안의 프로세스 (Process)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 나은 보정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툴 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맨 위의 커서 툴바에서 커서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닝 (Panning), 

루페 툴 또는 크롭 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또는 홀딩을 통하여 커서 툴들의 

추가적인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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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촬영

Phase One, Leaf, Canon, Nikon 과 Sony 에서 나오는 호환 가능한 카메라들은 모

두 USB 또는 Firewire 케이블과 연결하여 이미지들을 Capture One 으로 직접 트랜

스퍼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미지 보정과 평가가 가능합니다.A

Phase One 웹 사이트에서 카메라가 프로그램과 호환되는지 체크하세요.

http://goo.gl/gMlEbE  

캡쳐/촬영 툴 탭 (Capture Tool Tab)       에는 연결 촬영을 위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툴은 현재 연결된 카메라와 셔터스피드, ISO, 촬영을 위한 셔터 트리거 같은 

카메라 세팅 조정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보여줍니다. 사용 가능한 여러 옵션들이 

이 툴 안에 있으며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옵션은 달라집니다.

각각의 값은 클릭을 통하여 항목들을 조정합니다.

카메라 세팅 툴 (Camera Settings Tool) 은 Capture One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 

세팅의 전체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사용 가능한 세팅들은 카메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촬영한 이미지 저장 위치 (Next Capture Location) 와 다음 촬영한 이미지 이름 

(Next Capture Naming) 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툴 세트입니다.  

다음 촬영한 이미지 조정 (Next Capture Adjustments) 는 Capture One 에서 어떻게 

조정을 관여할 것인지, 다음 이미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리하는 툴입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현재 촬영에서 사용하는 조정을 카피하여 다음 촬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카탈로그 (Catalog) 또는 세션 (Session) 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나, 세션 기반 워크플로

우에 더 적합한 시스템이며 연결 촬영의 프로세스에서 더 적합한 기능입니다. 

노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