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comparison
Pro vs. Express - Key Features
Capture One
Capture One Pro 10

CAPTURE AND IMPORT
캡쳐 파일럿

모바일 장치 또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무선으로보고 확대 / 축소 및 이동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져 오기

기존 미디어 프로, Adobe Lightroom 또는 Apple Aperture 카탈로그 가져 오기

가져오기

이미지 또는 비디오 파일을 가져 와서 이미지에 여러 스타일 적용

테더링 촬영

촬영하는 즉시 이미지 가져 오기 및보기

카메라 콘트롤

캡처, 초점 조정, 값 조정 및 컴퓨터에서 카메라 구성

영상 가져오기

지원되는 DSLR 카메라에서 HD 비디오를 포함한 비디오 가져 오기, 검색 및 재생

라이브 뷰

지원되는 디지털 백 및 DSLR에 대해 비디오 라이브 뷰를 사용하여 샷 구성

테일러메이드프로파일

지원되는 각 카메라의 맞춤형 프로파일을 통해 최상의 이미지 품질 보장

Capture One
Express (for Sony)

ORGANIZE AND SELECT
변형

원본 이미지의 가상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설정을 확인

폴더 동기화

카탈로그가 항상 최신 상태인지 확인

스마트 미리보기

RAW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보기 파일 만 사용하여 탐색하고 조정

스마트 앨범

실제 파일을 이동하지 않고 다른 폴더의 이미지 구성

세션

기본 파일, 설정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 및 출력 파일을 전체 프로젝트로 저장

검색 및 필터링

고급 검색 및 필터링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찾기

등급 및 색상 태깅

선택 및 편집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평가 및 색상 태그 이미지

메타 데이터 편집

메타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지원으로 작업 흐름과 후반 작업을 간소화

수동 분류

원하는 순서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루페 툴

25 %에서 200 %까지 이미지를 확대 할 수있는 강력한 확대기능

계층적 키워드

계층 적 키워드를 사용하여 키워드 모음을 쉽게 찾고 적용

포커스 툴

Focus Tool로 이미지 선명도를 즉각적으로 확인

포커스 마스크

Focus Mask를 사용하여 선명도와 초점을 빠르게 확인

카탈로그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손쉽게 구성하고 찾아보고 검색가능

고급 파일 이름 지정

사용자 정의된 토큰 기반 이름 체계를 생성

EXPORT AND PRINT
CMYK 지원

CMYK 프로파일로 출력

EIP 지원

마스터 파일을 문제없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조정

내보내기

원하는 이미지 형식으로 이미지 내보내기

프로세스 레시피

동시에 여러 파일 형식을 여러 대상에 출력

워터마크

처리 된 파일에 이름 또는 이미지 오버레이 추가

출력 옵션

사용자 정의 인쇄 레이아웃 및 연락처 시트 또는 인쇄물의 메타 데이터 추가

슬라이드 쇼

나만의 슬라이드 쇼를 만들고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 프루핑

크기, 색상, 압축 및 선명도에 대한 미리보기가 출력 파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웹 연락처 시트

여러 템플릿에서 인스턴트 웹 갤러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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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AND ADJUST
자동 조정

Capture One을 사용하여 여러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수정

배치 적용 조정

개별 이미지 조정을 복사하여 이미지 그룹에 적용

흑백 변환

컬러 채널 조정 및 아름다운 흑백 이미지 만들기

선명도

흐릿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컬러 밸런스 툴

손쉬운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위한 특별한 컬러 밸런스 툴

색상 편집기 - 기본

선택적 색상 보정을 통해 완벽한 색상 구현

색상 편집기 - 고급

고급 "선택 마스크"옵션 및 색상 선택 및 수정 기능 추가

스킨톤 색상 편집기

특별한 균일성 보정으로 스킨 톤 수정

구성 도구

사진의 레이아웃을 제어하고 자르기, 회전 또는 회전

필름 그레인

이미지에 그레인을 추가하여 필름 스톡을 모방하거나, 노이즈를 숨기거나, 독창적 인 효과를 내기

높은 동적 범위

그림자 또는 세부 정보를 복구하고 완벽한 고 대비 캡처

키스톤 수정

캡처에서 원근 왜곡을 줄이거나 없애십시오.

렌즈 캐스트 보정

LCC 프로파일을 만들어 시프트 및 기울임으로 인한 색조 및 빛의 낙하를 수정하십시오.

렌즈 교정

렌즈 수차, 왜곡, 자주색 번짐 및 빛 감소를 자동으로 조정

레벨 및 커브

휘도, RGB 또는 개별 색상 채널 조정

로컬 조정

무제한 창조적 제어를 위해 이미지의 선택적 부분 편집

노이즈 감소

사용하기 쉬운 슬라이더로 이미지의 휘도 및 색상 노이즈 제거

출력 샤프닝

처리 레시피의 최종 출력 크기에 기반한 샤프닝 설정

오버레이

특정 레이아웃에 맞는 이미지 촬영을 위한 구성적인 도움

패널 지원

Tangent를 이용하와 궁극적인 조정 환경을 지원

퍼플 프린징

이미지 품질을 향상을 위해 이미지에서 보라색 줄무늬 제거

레이어 복구

이미지의 원치 않는 부분이나 결점을 제거

선명도 조정

기본 선명 효과 설정을 사용하거나 선명하게 조정

얼룩 제거

원 클릭으로 원치 않는 먼지, 얼룩 및 자국 제거

스타일 및 프리셋

미리 디자인되거나 사용자 정의 된 스타일 및 사전 설정을 이미지에 적용

비네팅

독창적 인 효과를 내기 위해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정

화이트 밸런스

자동 화이트 밸런스 기능 또는 화이트 밸런스 선택 도구를 사용

Capture One
Express (for Sony)

PERFORMANCE AND WORKSPACE
빠른 워크플로우

OpenCL, 멀티 스레드 GPU 및 크로스 플랫폼 64 비트 지원을 통한 빠른 처리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

작업 공간, 도구 및 도구 탭 사용자 정의

풀 스크린

작업을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멀티 모니터

다중 모니터 지원

Hi-DPI 디스플레이에 최적화

Capture One 9는 망막 유형 디스플레이 지원

ICC 프로파일을 기본값으로 저장

특정 카메라의 기본값으로 사용할 사용자 정의 ICC 설정 만들기

스크립팅 (Mac 전용)

Capture One 9에서 자동화 된 작업 수행

템플릿

세션 및 카탈로그 구조를 재사용하여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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