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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은 강력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멋진 사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PaintShop Pro for ALTools 시작하기
• 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의 새로운 기능
• 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
•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시작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Corel Corporation 의 PaintShop Pro 를 코브랜딩한 제품으로 제품의
저작권은 Corel Corporation 에 있으며, 판매 권한은 ESTSoft 에 있습니다.

설치 환경
항목

최소사양

CPU

Intel Core i-series or AMD Phenom II and above

RAM

4GB

HDD

3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VGA

1366 x 768 16bit 이상

OS

Windows 10 (64bit)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0.0 이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패키지 구성품

•

PaintShop Pro for ALTools 설치 CD 1 개

•

인증서 1 부

고객지원

•

홈페이지: 알툴즈 홈페이지(www.altools.co.kr)의 고객센터로 문의

•

메일문의: altools@estsoft.com 으로 문의

•

전화문의: 1544-8209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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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의 새로운 기능
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은 성능, 사용 편의성 및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능과 도구를 통해 진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I 업샘플링
AI 업샘플링을 통해 해상도나 시각적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사진을 극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힘으로 초미세 디테일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I
방식의 업샘플링을 사용하여 이미지 확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AI 아티팩트 제거
JPEG 이미지의 아티팩트 및 왜곡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AI 아티팩트 제거는 머신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JPEG 파일 압축의 네거티브 효과를 되돌리고 사진의 미세 디테일과 원본
색을 복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JPEG 이미지에서 아티팩트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AI 노이즈 제거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입자성을 유발하는 임의의 밝기 및 색상 변화를
제거합니다. 인공 지능 방식의 기술로 원치 않는 노이즈를 제거하여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노이즈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AI 스타일 전송
인공 지능의 도움으로 사진을 스타일화된 예술 작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유형을 사용하여 유명한 예술적 스타일을 복제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프리셋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진촬영 작업공간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사진촬영 작업공간
사진촬영 작업공간의 향상되고 매우 단순하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해보십시오. 유려한 환경에서 빠른 사진 편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에게 완벽한 이 제품은 매우 빠르게 인상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 방식의 Ultra HD 및 4K 기기용으로 제작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촬영 작업공간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독창적인 콘텐츠
PaintShop Pro 의 핵심은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브러시, 컬러 팔레트, 그라데이션, 패턴 및
픽처 튜브를 추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책자(Welcome Book)에서 새로운 패턴을
다운로드하여 PaintShop Pro 에 내장된 나머지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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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및 구성요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 열려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 응용
프로그램은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 관리자 또는 로컬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64 비트 및 32 비트 설치 옵션
PaintShop Pro 설치 관리자는 버전을 감지하고 해당 버전과 운영 체제에 맞춰 32 비트 또는
64 비트 버전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64 비트 시스템의 경우 초기 설치 후 32 비트
버전을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2 비트 버전의 PaintShop Pro for
ALTools 와 함께 32 비트 플러그인 또는 기타 32 비트 호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64 비트 버전의 응용 프로그램도 여전히 작동하므로 6GB 이상의 램과 다른 64 비트 최적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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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4 비트과 32 비트 버전을 모두 설치하면 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열되고 Windows 시작
메뉴 또는 시작 화면에서 별도로 시작됩니다.

PaintShop Pro 설치 방법
1 열려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닫습니다.
2 DVD 를 DVD 드라이브에 넣거나 다운로드한 관련 .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DVD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컴퓨터의 DVD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Setup.exe 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화면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PaintShop Pro 설치 제거 방법
1 Windows 제어판을 엽니다.
2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프로그램 설치 제거 링크를 클릭합니다.
3

프로그램 및 기능 창의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PaintShop Pro for ALTools 2021 을
클릭합니다.

4 설치 제거/변경을 클릭합니다.
5 화면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Windows 작업 표시줄 또는 바탕 화면 아이콘에서 PaintShop Pro 를 시작하고 파일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시작 방법

•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PaintShop Pro for ALTools 2010 을 선택하거나 바탕 화면

또는 시작 화면에서 PaintShop Pro for ALTools 2021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또는 타일을
사용합니다.
JPEG 및 TIFF 와 같은 특정 파일 형식을 PaintShop Pro 와 연결하면 관련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연결 설정에 대한 내용은 "파일
형식 연결 설정"을 참조합니다.

PaintShop Pro 종료 방법

• 파일

 종료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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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hop Pro 배우기
도움말에 액세스하거나 학습 센터 팔레트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가이드를 살펴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팁,
튜토리얼 및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설명서 규칙
• 도움말 시스템 사용
• PaintShop Pro for ALTools 2021 사용 설명서 PDF
• 학습 센터 팔레트 사용
• 웹 기반 리소스 사용
설명서 규칙
다음 표는 도움말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표시 방식

설명

메뉴 ► 메뉴

예
파일 ► 열기를 선택합니다.

명령

메뉴 명령으로 나타나는 메뉴 항목

드롭다운 목록

사용자가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도구 옵션 팔레트의 선택 유형

클릭하면 드롭다운되는 옵션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도구 또는 작업과 관련된 사용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룹 이름을 두 번

가능한 명령 및 설정을 포함하는 창

클릭합니다.

표시 및 표시

확인란을 클릭하여 활성화 또는

현재 인쇄 크기를 유지하려면 원본

해제
Enter

비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

인쇄 크기 유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Enter 키

이 그라데이션을 나중에 액세스할 수

팔레트

있는 견본으로 저장하려면 견본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PaintShop Pro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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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식

설명

예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텍스처 보존하면서 다듬기 명령은 전체

메모입니다.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지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할 때 이 명령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전 단계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포함된 팁입니다. 해당 단계에 대한

클릭하여 복제 도구의 소스 포인트를

대안이나 해당 절차의 다른 이점 및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PaintShop Pro

도움말 시스템 사용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 가능한 도움말은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가장 포괄적인 정보의
소스입니다. 도움말 시스템은 정보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목차 페이지에서
주제를 선택하거나 검색 페이지를 사용하여 특정 단어와 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서 주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및 로컬 도움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에 온라인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최신 정보, 비디오 및 유용한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된 로컬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도움말 시스템 사용 방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움말  도움말 항목을 클릭합니다.

•

F1 을 누릅니다.

2 도움말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콘텐츠 — 창의 왼쪽에서 주제를 탐색합니다. 콘텐츠 버튼

을 클릭하여 콘텐츠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검색 — 검색 상자

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도움말의 전체 텍스트를

검색하여 특정 단어나 구(따옴표 없이)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구 또는
명령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경우 백라이트와 같은 도구 또는 명령의 이름을
입력하여 관련 항목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도움말 항목 인쇄

도움말 항목을 열고 인쇄 버튼

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 대한 도움말 보기

대화상자 하단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2021 사용 설명서 PDF
PaintShop Pro for ALTools 2021 사용 설명서 PDF 를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하거나
원하는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도움말 사용자 가이드(PDF))에서 PDF 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 센터 팔레트 사용
학습 센터 팔레트에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작업, 명령 및 도구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숙련된 사용자뿐만 아니라 초보 사용자도 작업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센터는 홈페이지에서 작업 기반 워크플로를 탐색하거나 도구 도구모음에서

PaintShop Pro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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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클릭하고 학습 센터 팔레트에 나타나는 해당 지시 사항을 따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각 작업에는 관련 도구 또는 명령을 설명하는 지침이 있는 고유한
항목이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를 클릭하여 관련 도구 또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센터 팔레트에서 도움말에 액세스하여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 센터 홈페이지에서 작업을 클릭한 다음 주제를 클릭합니다.
학습 센터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방법
편집 탭

•

8

편집 탭에서, 보기  팔레트  학습 센터를 선택합니다.

PaintShop Pro

학습 센터 팔레트 사용 방법
편집 탭

1 홈페이지에서 작업을 클릭합니다.
작업과 관련된 주제가 나타납니다.
2 주제를 클릭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절차가 나타납니다.

•

도구를 설명하는 주제의 경우 해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및 기타
관련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

대화상자와 관련된 명령을 설명하는 항목의 경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도구 또는 명령 사용 절차를 읽습니다.
일부 작업과 명령은 이미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튜토리얼을 통한 학습
시작 탭과 검색 센터 창(영어로만 제공)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 및 사진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디오를 찾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learn.corel.com/photo-home)

디스커버리 센터 창 여는 방법

•

도움말  튜토리얼을 선택합니다.

PaintShop Pro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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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둘러보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세 가지 작업공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토그래피, 에센셜 및 컴플릿. 컴플릿 작업공간은 기존의 PaintShop Pro 작업공간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전체 도구 세트가 포함됩니다. 에센셜 작업공간은 핵심 도구 세트가 포함된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공간입니다. 포토그래피 작업공간은 터치하기 쉽고 간단한 사진
편집 작업공간입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작업공간 탭 탐색

•

탭 전환

•

작업공간 전환

•

작업공간 색 선택

•

팔레트 사용

•

도구모음 사용

•

도구 사용

•

도구모음 및 팔레트 사용자 지정

•

대화상자 사용

•

이미지 보기

•

바로가기 키 사용

•

상황에 맞는 메뉴 사용

•

눈금자, 모눈, 안내선 사용

작업공간 탭 탐색
탭은 기능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포토그래피, 에센셜 및 컴플릿 작업공간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탭이 표시됩니다.

•

시작 — 포토그래피, 에센셜 및 컴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 컴플릿에 표시됩니다.

•

조정(선택 사항) — 컴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 탭은 아닙니다.

•

편집 — 포토그래피, 에센셜 및 컴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작업공간의 편집
프로파일에 맞게 사용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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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탭을 통해 도구와 컨트롤에 액세스하여 현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탭 숨기기 및 표시 및 작업공간의 기본 탭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공간 탭
환경설정 설정하기"을 참조합니다.
팔레트, 도구모음, 대화상자 및 창의 위치 및 환경 설정뿐만 아니라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
확대 및 화면 위치를 포함하여 작업공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페이지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 사용"을 참조합니다.

시작 탭
시작 탭에서는 기본 작업공간 설정에 액세스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최근 파일을 열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학습 도구, 제안 및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작
관리 탭
관리 탭에서는 사진 편집 워크플로를 미리 보고 구성하고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
관리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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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모드
관리는 다음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

탐색 팔레트 — 사진을 찾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색 상자를 사용하거나
컬렉션 탭 또는 컴퓨터 탭을 클릭하여 컴퓨터의 폴더를 표시하거나 컬렉션, 태그 또는
등급별로 사진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영역 — 큰 단일 이미지로 보기 또는 여러 개의 섬네일로 보기(확장된 구성
도우미 팔레트)의 두 가지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팔레트 —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설정의
카메라 스타일 표시와 태그 및 등급과 같은 정보를 추가하고 EXIF 또는 IPTC 데이터의
전체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탭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 — 사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명령 및 옵션을 제공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도구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 검토, 구성 및 찾기"를 참조합니다.

편집 탭
편집 탭에서는 심도 있는 편집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도구 및 팔레트가 포함됩니다. 사진 편집 외에도 채색 및 그리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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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에서 표시되는 완성된 프로젝트
편집에는 다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메뉴 모음 — 작업 수행 명령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 메뉴에는 이미지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구모음 — 일반적인 명령에 대한 버튼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모음 사용"을
참조합니다.

•

팔레트 — 이미지 정보를 표시하고 도구 선택, 옵션 수정, 레이어 관리, 색상 선택 및
기타 편집 작업 수행을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팔레트 사용"을 참조합니다.

•

이미지 창 — 열려 있는 파일을 표시합니다. 탭 보기 또는 창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보기"를 참조합니다.

•

상태 표시줄 — 선택한 도구 또는 메뉴 명령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크기, 색 깊이 및
포인터 위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줄은 창의 맨 아래에 표시되며 다른
도구모음과 달리 사용자 지정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정보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 정보 표시 및 편집"을 참조합니다.

선택 사항 탭: 조정
조정을 사용해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세트를 제공하여
사진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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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표시된 사진
조정에는 다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조정 팔레트 — 사진 조정을 위한 도구 및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

미리보기 영역 —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선택한 사진을 표시합니다.

•

도구모음 — 일반적인 저장 및 보기 명령에 액세스하기 위한 버튼을 표시합니다.

•

즉시 효과 팔레트 —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리셋 효과를 표시합니다.

•

상태 표시줄 — 선택한 도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구성 도우미 팔레트 — 이 팔레트를 사용하면 사진을 (섬네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명령 및 옵션이 있는 도구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도구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급 설정 컨트롤 — 각 사진에 등급을 지정하여 즐겨찾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탭 전환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탭을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진 관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탭 간에 전환하는 방법

•

응용 프로그램 창 상단에서 다음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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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 조정(*선택사항)
• 편집
작업공간 전환
포토그래피, 에센셜 및 컴플릿 작업공간 간에 전환하거나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작업공간 전환 방법

•

파일 > 작업공간을 선택하고 하위 메뉴에서 사용하려는 작업공간을 선택합니다.

사진촬영 작업공간 알아보기
사진촬영 작업공간은 간단하고 터치하기 쉬운 작업공간으로, 초보자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편리한

분할

보기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보정

및

향상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아이콘을

포함하여

이

전체

화면

작업공간의

요소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사진촬영

작업공간에 있는 도구는 전체적인 작업공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도구 또는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도움말에서 도구 이름 또는 설정으로 검색하십시오.
참고: 분할 보기는 전체 작업공간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표준 도구모음의 분할
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분할 보기 켜기 또는 끄기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작업공간의 도구 설정
사진촬영 작업공간에서, 일부 도구는 한 번의 클릭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도구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도구에 설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설정은 창의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설정
조정이 완료되면 취소(x 아이콘) 또는 적용(확인 표시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작업공간의 도구 설정 예시
다른 작업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집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은 도구 도구모음의 왼쪽에 있습니다.

사진촬영 작업공간의 AI 기능
사진촬영 작업공간에는 일부 인공 지능(AI)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분석에는 몇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리 시간은 이미지의 크기와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AI 기능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동안 애니메이션인 블루 오버레이가
표시됩니다. 처리를 취소하려면 언제든지 Esc 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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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일 전송은 즉시 효과 팔레트를 통해 작동합니다. AI 스타일 전송을 클릭하면 즉시
효과 팔레트가 표시되고(아직 열려 있지 않은 경우) AI 기반 범주가 선택됩니다. 스타일
섬네일을 한 번 클릭하면 스타일이 미리보기에 적용되며, 스타일 섬네일을 두 번 클릭하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스타일은 레이어로 구성할 수 없으며, 새 스타일을 적용하면 이전
스타일은 대체됩니다.

AI 기능이 처리 중일 때, 블루 오버레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작업공간 색 선택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까지 다양한 작업공간 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창과
미리보기 창의 배경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공간 색 선택 방법
1 보기  작업공간 색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다크 그레이(기본)

•

미디엄 그레이

•

라이트 그레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작업공간 색을 선택하여 작업공간 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색을 변경 방법
1 보기  배경색을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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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 배경색을 선택하여 배경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 사용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명령을 구성하는
많은 팔레트가 있습니다. 일부 팔레트는 자동으로 나타나고 다른 팔레트는 특정 도구를
활성화할 때 나타나며 일부 팔레트는 사용자가 팔레트를 열 때만 나타납니다. 보기 
팔레트를 선택하여 팔레트를 쉽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일부 팔레트는 특정 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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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는 정보를 표시하며 컨트롤 및 명령 버튼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구모음과
마찬가지로 팔레트를 기본 고정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구모음 및 팔레트 사용자 지정"을 참조합니다.
팔레트

설명

브러시 종류

페인트 브러시 또는 기타 래스터 페인팅 도구를 사용할 때 추가 브러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트는 압력 감지 태블릿 또는 4 차원
마우스를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러스로 압력을
가하여 브러시 스트로크의 불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옵션은
마우스와도 잘 작동합니다.

히스토그램

이미지에서 빨강, 녹색, 파랑, 회색조, 색조, 채도 및 명도 값의 분포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그림자, 중간 톤 및 하이라이트의 세부 분포를
분석하여 수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활성 이미지에서 수행된 조치를 나열합니다.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다른 이미지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Quickscript 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 팔레트

(관리)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설정의 카메라 스타일 표시와 태그 및 등급, EXIF 또는 IPTC 데이터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고 볼 수 있는 탭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즉시 효과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리셋 효과의 섬네일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의 설정을 보고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센터

일반적인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플로,
도구 및 명령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재질

채색, 그리기, 채우기 및 리터치를 위한 색 및 재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믹서

오일 브러시 도구 및 팔레트 나이프 도구와 함께 사용할 안료를 배치하고
혼합하여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유화 물감으로 사실적인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탐색 팔레트

사진을 찾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 도우미

다양한 폴더에서 사진을 수집 및 표시하여 사진을 선택, 편집, 이메일 전송
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내에서 사용자 지정 트레이를 추가, 제거
및 이름 변경하여 워크플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개요

활성 이미지의 섬네일을 표시합니다. 확대/축소 레벨을 설정하고 이미지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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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설명

도구 옵션

활성 도구를 위한 설정 및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팔레트를 표시 또는 숨기는 방법
편집 탭

•

보기  팔레트를 선택하고 팔레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현재 표시된 팔레트는 확인 표시

로 표시됩니다.

F2 를 눌러 부동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팔레트 크기 조정 방법
편집 탭

•

팔레트의 코너 또는 모서리를 드래그합니다.
팔레트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팔레트 최소화
최대화

또는 팔레트

버튼을 클릭하여 도킹된 팔레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모음 사용
작업공간에는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버튼이 있는 도구모음이 있습니다. 버튼
위에 포인터를 놓으면 툴팁에 해당 이름이 나타나고 상태 표시줄에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편집 탭에서는 도구 사용에 대한 조언이 학습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편집 탭은 다음 도구모음의 기본 액세스 지점입니다.

•

효과 — 이미지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

사진 — 사진 향상을 위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

스크립트 —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

표준 — 기본적으로 창의 맨 위에 나타나고 이미지 저장, 명령 실행 취소 및 항목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파일 관리 명령이 표시됩니다.

•

상태 — 기본적으로 창 하단에 나타나고 선택한 도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도구 — 채색, 그리기, 자르기, 텍스트 입력 및 기타 이미지 편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웹 — 웹용 이미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명령을 표시합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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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모음을 표시 또는 숨기는 방법
편집 탭

•

보기  도구모음을 선택하고 표시하거나 숨길 도구모음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도구모음 이름 옆에 있는 확인 표시는 도구모음이 표시됨을 나타냅니다.
편집 탭에서 도구모음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도구모음을 선택한 다음
도구모음 이름을 선택하여 도구모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도구모음을 숨기려면 제목 표시줄에서 닫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F2 를 눌러 부동 도구모음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도구 사용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이미지 편집 및 독창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구 위에
포인터를 놓으면 툴팁에 도구 이름과 바로가기 키가 표시되고 상태 표시줄에 도구 사용에
대한 힌트가 표시됩니다.
편집 탭에서는 고급 이미지 생성 및 편집을 위한 다양한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이동 및 텍스트 도구와 같은 이러한 도구 중 일부는 도구 도구모음의 자체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구는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도구와 함께 그룹화됩니다.
도구 그룹은 활성 도구의 오른쪽에 작은 플라이아웃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235 페이지 "레이어
이해하기"

일부 도구는 플라이아웃으로 그룹화됩니다. 활성 도구 옆의 플라이아웃 화살표를
클릭하면 플라이아웃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숨기기 및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구 보기 및 숨기기"를 참조합니다.
도구 도구모음 이동, 숨기기 및 표시에 대한 내용은 "도구모음 사용"을 참조합니다.
작업 중인 레이어 유형에 따라 일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
브러시 및 복제 브러시 도구는 래스터 레이어에서만 작동합니다. 펜 도구는 벡터
레이어에서만 작동합니다. 래스터 및 벡터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이해하기"를 참조합니다.
다음 표는 편집 탭의 도구 도구모음에 있는 각 도구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도구

설명

팬

이미지 창에 표시되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클릭하면 확대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축소됩니다. 드래그하여
확대 또는 축소할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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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선택

설명
래스터 레이어를 이동, 회전하고, 형태를 재지정하며 벡터 개체를
선택하고 수정합니다.

이동

래스터 레이어 또는 벡터 레이어를 캔버스 상에서 이동시킵니다.

자동 선택

사각형의 선택 영역을 묶을 때 영역의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스마트 선택 브러시

샘플 영역을 칠할 때 영역의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선택

사각형, 타원 또는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모양의 선택을
만듭니다.

자유형 선택

불규칙한 모양의 선택을 생성합니다.

마술봉

지정된 허용 오차 레벨 내의 픽셀 값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스포이드

클릭하여 전경/스트로크 색상을 선택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배경/채우기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수평 맞추기
원근 교정

원치 않는 가장자리를 자르거나 제거합니다. 부동 자르기
도구모음에서는 이미지 향상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사진을 회전하여 수평을 맞춥니다.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물 또는 다른 물체의 원근을
교정합니다.

적목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적목 현상을 빠르게 수정합니다.

메이크오버

잡티 수정, 치아 미백, 선명한 눈, 선탠, Thinify™의 5 가지 모드를
제공하여 사진의 피사체에 미용적인 수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

이미지의 다른 부분으로 결함과 개체를 채색하여 제거합니다.

SmartClone

소스 선택을 새로운 배경으로 혼합할 수 있는 콘텐츠 인식 복제
도구입니다.

스크래치 리무버

디지털 사진에서 주름, 와이어 및 유사한 선형 결함을 제거하고
스캔한 사진에서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개체 리무버

사진의 원하지 않는 요소를 같은 사진 내의 주변 질감으로
덮습니다.

페인트 브러시

색상, 질감 또는 그라데이션으로 이미지에 채색할 수 있습니다.

에어 브러시

에어 브러시 또는 스프레이 캔으로 채색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밝게/어둡게

드래그하면 영역이 밝아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영역이 어두워집니다. 이 효과는 닷지 및 번 도구에서 생성된
효과보다 강력합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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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닷지

설명
클릭하여 사진 영역을 밝게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영역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번

클릭하여 사진 영역을 어둡게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영역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번짐

드래그하며 새 색상을 선택하면 픽셀을 번지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며 새 색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픽셀을
푸시합니다.

푸시

드래그하며 새 색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픽셀을 푸시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할 때 새 색상을 선택하면 픽셀을 번지게
합니다.

부드럽게

드래그하면 픽셀을 부드럽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픽셀을 선명하게 합니다.

선명하게

드래그하면 픽셀을 선명하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픽셀을 부드럽게 합니다.

엠보스

드래그하면 색과 가장자리를 억제하여 엠보싱 효과를 만듭니다.

채도 증가/감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색을 보다 생생하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덜 생생하게 만듭니다.

색조 증가/감소

드래그하면 픽셀 색조 값을 증가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픽셀 색조 값을 감소시킵니다.

대상으로 변경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픽셀을 다시 채색합니다

색 교체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배경/채우기 색을 전경/스트로크 색으로
바꾸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전경/스트로크
색을 배경/채우기 색으로 바꿉니다.

지우개

래스터 레이어 픽셀을 투명하게 지웁니다.

배경 지우개

사진에 보관하려는 영역의 가장자리를 지웁니다.

플러드 채우기

클릭하면 현재 전경/스트로크 재질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현재 배경/채우기 재질로 유사한 허용 수준의 픽셀을
채웁니다.

색 변경

원래 색의 음영 및 광도를 유지하면서 개체의 색을 변경합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미지에서 대화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추가합니다.

픽처 튜브

이미지에 테마 기반의 예술적 요소인 픽처 튜브를 배치합니다.

텍스트

이미지에 텍스트를 배치합니다.

도형 프리셋

이미지에 미리 정의된 도형(예: 설명선, 화살표 및 별)을
추가합니다.

22

PaintShop Pro

도구

설명

직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타원

타원 또는 원을 만듭니다.

대칭 모양

대칭 또는 별 모양의 개체를 만듭니다.

펜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은 선, 자유형 곡선 및 베지어 곡선
세그먼트를 생성합니다.

워핑 브러시

픽셀을 축소, 확대, 트위스트 또는 왜곡합니다.

메쉬 워프

오버레이 모눈을 따라 점을 드래그하여 사진을 왜곡합니다.

유화 브러시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오일 브러시 스트로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초크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초크로 그리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파스텔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파스텔로 그리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크레용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크레용으로 그리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색연필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색연필로 그리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마커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마커로 그리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수채화 브러시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수채화 브러시 스트로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팔레트 나이프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나이프 대신 브러시로 유화 물감 칠하기를
적용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번짐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적용한 안료를 번지게 합니다.

아트 지우개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적용한 안료를 지웁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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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모음 및 팔레트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 및 팔레트를 도킹, 부동, 크기 조정 및 이동하여 특히 편집 탭에서 작업공간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킹이 활성화되면 도구모음과 팔레트가 자동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도킹이 비활성화되면 도구모음과 팔레트가 통합되지 않고 화면의 아무 곳에나
떠다닐 수 있습니다.
열린 팔레트 및 도구모음을 모두 표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롤업할 수 있습니다.

도킹 환경설정 설정하는 방법
편집 탭

1 보기  도킹 옵션을 선택합니다.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도킹 허용 그룹 상자에서 고정하려는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팔레트가 도킹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팔레트를 드래그하여
도킹하지 않고 어디든지 팔레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 도킹하는 방법
편집 탭

•

도구모음이나 팔레트의 제목 표시줄을 창의 한쪽 가장자리로 드래그합니다.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제목 표시줄을 두 번 클릭하여 도구모음이나 팔레트를 도킹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를 부동으로 설정하는 방법
편집 탭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모음의 핸들 위에 포인터를 놓습니다. 포인터가 4 방향 이동 아이콘이 됩니다.
• 팔레트의 제목 표시줄에 포인터를 놓습니다.
2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를 창 가장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드래그합니다.
핸들 크기와 위치는 도구모음의 크기와 수직 또는 수평에 따라 다릅니다.
도구모음의 핸들을 두 번 클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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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모음 또는 팔레트를 이동하는 방법
편집 탭

•

제목 표시줄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편집 탭

•

도구모음이나 팔레트의 측면이나 모서리를 드래그합니다.

모든 도구모음 및 팔레트를 표시하는 방법
편집 탭

•

Ctrl + Shift + T 를 누릅니다.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를 롤업하는 방법
편집 탭

•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의 제목 표시줄에서 자동 숨기기 고정 핀 버튼

을 클릭합니다.

자동 숨기기 고정 핀이 아래를 향하면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가 완전히 표시됩니다.
자동 숨기기 고정 핀이 왼쪽

을 가리키면, 포인터를 멀리 이동할 때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가 롤업됩니다.
도구모음이나 팔레트에 계속 초점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면 포인터가 이동한 후에도
도구모음이나 팔레트가 계속 표시됩니다.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가 롤업됩니다.
자동 숨기기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팔레트나 도구모음을 벗어나 클릭하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롤업됩니다. 부동 상태인 경우, 제목 표시줄만 표시됩니다. 도킹된
경우 팔레트 또는 도구모음 이름이 있는 탭이 나타납니다.
자동 숨기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팔레트가 롤업되지 않습니다.
팔레트를 다시 표시하려면 포인터를 탭 위에 놓습니다.

대화상자 사용
대화상자는 특정 PaintShop Pro for ALTools 명령을 선택할 때 열리는 창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명령 옵션을 선택하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상자는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대화상자를 둔 위치를 기억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다시 열립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대화상자가 있습니다. 다음 조정 및 효과 필터는 대화식 컨트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큰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피사계 심도, 디지털 노이즈 제거,
점진적 필터, 적목 현상 제거, 레트로 랩, 선택적 초점, 스마트 사진 수정 및 비네트.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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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정 및 효과 대화상자는 더 큰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다른 스타일의 대화상자에 대한 예는 "효과 선택"을 참조합니다.
많은 대화상자에 있는 일반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및 이후 창 —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에서 대화상자 설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확대/축소 및 팬 컨트롤 — 미리보기 영역을 확대 및 축소하고 현재 보기 영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프리셋 — 이미지를 빠르게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설정 또는 스크립트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합니다.

•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

•

숫자 편집 컨트롤 — 숫자값을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색 상자 — 명령 설정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랜덤화 매개변수 버튼

— 대화상자 설정을 초기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랜덤 설정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영역 사용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효과를 적용하거나 선택을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화상자에는 변경 사항이 적용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이전 및 이후 창이 있습니다.
일부 대화상자에서 미리보기 표시/숨기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및 이후 분할 창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및 이후 창이 표시됩니다.
— 이전 및 이후 창을 숨깁니다.

이전 및 이후 분할 창을 숨기더라도 대화상자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표시하여 이미지의 현재 설정 효과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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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값 편집
PaintShop Pro for ALTools 대화상자에서 값을 편집하려면 숫자 편집 컨트롤을 사용하여 값을
입력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 사용
일부 대화상자에서 색 상자는 주어진 컨트롤에 대해 현재 선택된 색을 표시합니다. 색 상자
위로 포인터를 이동하면 포인터가 스포이드로 바뀌고 RGB 값이 표시됩니다.

매개변수 랜덤화
많은 수정 및 효과 대화상자에는 설정을 랜덤 값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매개변수 랜덤화
버튼

이 있습니다.

이미지 미리보기 확대 또는 축소 방법

•

확대/축소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합니다.
확대/축소 설정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여기에 확대/축소

확대/축소 설정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설정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를 확장하여 이전 및 이후 분할 창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미리보기 패닝 방법
편집 탭

1 포인터를 이후 창으로 이동합니다.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2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팬 버튼

을 누른 상태에서 표시하려는 이미지 부분의 중앙에 선택 사각형을 둘 수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 창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
편집 탭

•

이미지 미리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대화상자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이 기본 이미지 창에 적용됩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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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값을 편집하려면
편집 탭

•

다음 표를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특정 값 입력하기

컨트롤을 클릭하고 Delete 또는 Backspace 를
누른 다음 새 값을 입력합니다.

숫자를 1 씩 늘리거나 줄이기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근사값 선택하기

슬라이더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 범위에서 선택하기

슬라이더를 움직입니다.

컨트롤 범위를 벗어난 값을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숫자를 더블 클릭하여 강조하고 새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

다음 표를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색 선택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최근에 사용한 색 중에서 선택하기

색 상자를 오른쪽 클릭하고 최근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대화상자 내에서 설정을 랜덤화하려면
편집 탭

•

매개변수 랜덤화 버튼

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을 때까지 매개변수 랜덤화 버튼을 계속 클릭하여 다양한 설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보기
이미지 창 상단에 표시되는 탭 형식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면 해당 창의
이미지가 활성 이미지가 됩니다. 또한 이동, 크기 조정, 닫기가 가능한 창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탭이나 이미지 창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를
여러 배율 수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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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문서 모드(왼쪽)를 사용하여 이미지 보기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를
동시에 보려면(오른쪽) 탭 문서 모드를 해제합니다.
이미지가 여러 개 열려 있는 경우 이미지 창을 정렬하여 나란히 보거나 계단식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미지 창보다 큰 경우 팬하여 이미지의 여러 부분을 보거나 창을 이미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오버뷰 팔레트에서 전체 이미지의 섬네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팔레트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창의 맨 위에 있는 제목 표시줄에는 파일 이름과 배율 퍼센트가 표시됩니다. 파일
이름 뒤의 별표는 이미지가 수정되었으며 해당 변경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포함된 경우 이름 앞에 저작권 기호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디지털 워터마크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탭 이미지 창 옵션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편집 탭

•

창  탭 문서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미지를 보려면 해당 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탭이 현재 보기에 없는 경우
이미지 창의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합니다.
탭 형식 이미지를 닫으려면 닫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창을 이동하려면
편집 탭

•

제목 표시줄을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창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 창 모서리를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창의 크기를 조정할 때 이미지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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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창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려면
편집 탭

•

다음 표를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제목 표시줄만 표시되도록 이미지 창

최소화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창을 최대화하여 영역 채우기

최대화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창을 이전 크기로 복원하기

복원 버튼

최소화하기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창을 닫으려면
편집 탭

•

파일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에 저장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제목 표시줄에서 닫기 버튼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창을 닫으려면 창  모두 닫기를 선택합니다.

활성 이미지의 복사본을 만들려면
편집 탭

•

창  복제를 선택합니다.
활성 이미지의 복사본이 열립니다. 원본 이미지와 독립적으로 복사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Shift + D 를 눌러 활성 이미지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이미지의 보기를 여러 개 열려면
편집 탭

•

창  창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활성 이미지의 다른 보기가 포함된 새 창이 열립니다. 한 창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두
창이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다중 창을 정렬하려면
편집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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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창을 계단식으로 표시하기

창  계단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창이 상단 왼쪽에서 하단 오른쪽으로 계단식
배열됩니다.

창을 수직으로 나란히 표시하기

창  세로 바둑판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창 크기가 창 내에 맞도록 조정됩니다.

창을 수평으로 나란히 표시하기

창  가로 바둑판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창 크기가 창 내에 맞도록 조정됩니다.

이미지의 다른 영역을 보려면
편집 탭

•

다음 표를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이미지 팬하기

도구의 도구 모음에서 팬 도구

를 선택한 다음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다른 도구가 활성 상태인 경우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도록 변경하기

수평 또는 수직 스크롤바를 드래그합니다.

조금씩 확대해서 보도록 변경하기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오버뷰 팔레트에서 팬하기

F9 를 눌러 오버뷰 팔레트를 표시하고 미리보기 탭을
클릭한 다음 팬 직사각형 안에 포인터를 놓고
드래그합니다. 오버뷰 팔레트의 미리보기 탭에서
확대/축소 비율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창에 이미지를 맞추려면
편집 탭

•

다음 표를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창을 이미지에 맞추기

창  이미지에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창에 맞추기

창  창에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와 창을 화면에 맞추기

창  화면에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단축 키 사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단축 키를 통해 메뉴 명령을 실행하고, 도구를
선택하고, 팔레트를 표시하고, 벡터 개체의 노드를 편집하고, 구성 도우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를 여는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메뉴 명령에 단축 키가 있습니다. 도구 위로
포인터를 이동하면 도구의 단축 키가 표시됩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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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키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키보드 단축 키 사용자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단축 키를 사용하여 메뉴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

Alt 를 누르고 메뉴 항목에서 밑줄이 그어진 문자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파일 메뉴를 열려면 Alt + F 를 누릅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단축 키를 보려면
편집 탭
관리 탭

•

도움말  키보드 맵을 선택합니다.

컨텍스트 메뉴 사용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면 도구, 선택 항목, 팔레트, 기타 항목과 관련된 명령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오른쪽 클릭하여 컨텍스트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전체 목록을 보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메뉴 탭을 클릭합니다.
3 컨텍스트 메뉴 선택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합니다.
모든 컨텍스트 메뉴 이름이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특정 컨텍스트 메뉴를 열려면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려면
1 이미지, 팔레트의 빈 영역, 레이어 팔레트의 레이어, 구성 도우미의 섬네일 또는 도구
모음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2 명령을 선택합니다.

32

PaintShop Pro

자, 모눈, 안내선 사용
편집 탭에는 기본값으로 자가 표시됩니다. 픽셀, 인치 또는 센티미터 단위의 자 표시를
선택하거나 자 색상을 변경하거나 모두 숨길 수 있습니다.

모눈이란?
모눈은 이미지에 오버레이되는 일련의 수평 및 수직선입니다. 모눈 선은 이미지 요소의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눈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으며 간격 및 모양에 대한
환경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눈을 표시하면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 창에 모눈이 표시됩니다.

안내선이란?
안내선은 이미지를 오버레이하기 위해 배치하는 수평 또는 수직선입니다. 자가 표시된
상태에서 이미지 위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자르기, 이미지 요소 이동, 선택, 텍스트 및
브러시 획 배치와 같은 정밀 작업을 도와줍니다. 모눈은 일련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반면, 안내선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스냅 설정
스냅을 사용하여 브러시 획과 이미지 요소를 가장 가까운 모눈 선 또는 안내선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스냅 영향은 요소를 스냅하기 위해 요소가 안내선 또는 모눈 선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픽셀)를 조절합니다. 항목의 중심점이 항목에서 모눈 또는 안내선과
가장 가까운 부분인 경우 항목의 중심점이 안내선 또는 모눈에 맞춰집니다.

자, 모눈, 안내선을 표시하려면
편집 탭

•

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자

•

모눈

•

안내선
안내선을 이미지로 드래그하기 전에 먼저 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 속성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목록에서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자 그룹 상자의 표시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 색상을 선택합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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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바탕에 검은색 — 흰색 배경에 검은색 해시 마크와 번호를 표시

•

도구 모음 색 — 도구 모음 및 팔레트에 사용되는 색 배경에 검은색 해시 마크와 번호를
표시

5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값 또는 현재 모눈 속성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모눈 탭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그룹 상자에는 모눈의 기본 설정이 표시됩니다. 현재 이미지 설정 상자는 현재
이미지의 모눈에 대한 설정을 표시합니다.
3 수평 모눈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수평 모눈 선 사이의 거리를
설정합니다(이미지 상단부터 시작).
4 수직 모눈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수직 모눈 선 사이의 거리를
설정합니다(이미지 왼쪽부터 시작).
5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 옵션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모눈 색 선택하기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스냅 영향 레벨 설정

스냅 영향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34

PaintShop Pro

수평 또는 수직 안내선 배치하기
편집 탭

1 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자를 선택합니다.
2 보기  안내선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수평 안내선을 배치하려면 위쪽 자를 클릭하고 안내선을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합니다.

•

수직 안내선을 배치하려면 왼쪽 자를 클릭하고 안내선을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 상태 표시줄에 안내선의 위치(픽셀)가 표시됩니다.
4 추가 배치 위치를 보려면 자에서 안내선 핸들을 더블 클릭합니다.
안내선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5 안내선 위치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내선의 색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자에서 안내선 핸들을 더블 클릭합니다.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안내선 탭에서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내선의 기본 속성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안내선 탭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그룹 상자에는 안내선의 기본 설정이 표시됩니다. 현재 이미지 설정 상자는
현재 이미지의 안내선에 대한 설정을 표시합니다.
3 기본 설정 그룹 상자에서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최근 사용한 색을 선택하려면 색 상자를 오른쪽 클릭하고 최근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4 스냅 영향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항목을 스냅하기 위해 안내선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픽셀)를 지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보기 메뉴에서 안내선에 스냅하기 명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업 공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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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안내선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2 안내선 탭을 클릭합니다.
3 안내선 삭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현재 이미지에서만

•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에서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내선이 이미지 영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내선 핸들을 드래그하거나 안내선 핸들을
오른쪽 클릭하고 안내선 속성 대화상자에서 삭제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내선 또는 모눈 선에 스냅하려면
편집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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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메뉴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안내선에 스냅하기

•

모눈에 스냅하기

PaintShop Pro

시작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전송한 사진을 가져오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이미지를 스캔하거나,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온 후에는 다양한 기본 명령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이미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 복사, 실행 취소, 반복과 같은 기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PaintShop Pro 로 사진 가져오기

•

이미지 스캐너와 연결하기

•

이미지 열고 닫기

•

이미지 저장하기

•

템플릿에서 프로젝트 시작하기

•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기

•

기존 이미지로 이미지 만들기

•

이미지 및 이미지 정보 보기

•

이미지 편집 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

스크린샷 사용하기

•

확대/축소 및 팬하기

•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이미지 복사하기

•

작업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하기

•

명령 반복하기

•

이미지 삭제하기

•

PaintShop Pro 에서 지원하는 파일

PaintShop Pro 로 사진 가져오기
Windows 또는 카메라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사진을 전송한 후 PaintShop Pro 로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폴더를 찾아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폴더의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카탈로그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 정보를 쉽게 찾고,
편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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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PaintShop Pro 로 가져오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하고 더 많은 폴더 검색을 클릭합니다.
2 폴더 검색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폴더가 폴더 목록에 추가되고 모든 이미지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카탈로그화됩니다.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탐색 표시하기/숨기기 버튼

을 클릭하여 탐색 팔레트를 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캐너와 연결하기
스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스캔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WAIN, WIA, USB 스캐너 중 많은 수가 PaintShop Pro 와 호환됩니다.

32 비트 및 64 비트 스캐너 호환성
Microsoft Windows 이미지 가져오기(Microsoft Windows Image Acquisition, WIA)는 32 비트 및
64 비트 버전의 PaintShop Pro 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TWAIN 은 32 비트 및 64 비트 버전의 PaintShop Pro 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그러나 64 비트
버전의 PaintShop Pro 를 사용하려면 스캐너가 64 비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합니다.
스캐너 드라이버가 64 비트 버전의 Windows 에 설치되지만 64 비트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체에서
64 비트 스캐너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Windows/twain_64 위치에 파일이 생성됩니다. twain_64
폴더와 폴더 내에 파일이 없으면 드라이버는 64 비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캐너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스캐너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편집 탭

1 스캐너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스캐너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PaintShop Pro 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스캐너 유형에 따라 스캐너 또는
카메라에서(WIA 옵션) 또는 TWAIN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스캐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캔을 수행합니다.
PaintShop Pro 와 함께 작동하도록 스캐너를 설정한 경우 이미지가 처리된 후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됩니다. 스캐너의 소프트웨어는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미지를
계속 가져오거나 소프트웨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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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진을 동시에 스캔한 후 새로운 이미지로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여 개별 이미지
파일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르기로 새 이미지를 만들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를 잘라내면 도구 옵션 팔레트의 너비 및 높이 값이 각각 0.100 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잘라낸 이미지 크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른
후 이미지 크기 치수를 보려면 이미지  이미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열고 닫기
PaintShop Pro 에서는 대부분의 이미지 형식을 열 수 있습니다. 메뉴 모음 또는 구성 도우미
팔레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열 수 있습니다. JPEG, TIF 또는 PNG 와 같은 특정 파일 형식을
PaintShop Pro 에 연결하여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PaintShop Pro 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연결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일 형식 연결 설정”을 참조합니다.
PaintShop Pro 에서 열 수 있는 파일 형식 목록은 “PaintShop Pro 에서 지원되는 파일”을
참조합니다. RAW 파일에 대한 정보는 “지원되는 RAW 파일 형식”을 참조합니다.

이미지를 열려면
편집 탭

1 파일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찾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3 열려는 파일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여러 파일을 열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 이름을 클릭합니다.
4 열기를 클릭합니다.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이미지를 열려면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탐색 표시/숨기기

버튼을 클릭하여 탐색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2 탐색 팔레트에서 다음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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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 — 카탈로그화된 폴더의 사용자 지정 목록 및 가상 컬렉션 목록 표시

•

컴퓨터 —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폴더 및 장치 목록 표시

3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포함된 하위 폴더를 표시합니다.
4 원하는 사진이 들어 있는 폴더를 클릭하고 해당 이미지 섬네일을 이미지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최근에 본 파일을 열려면
편집 탭

•

파일  최근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최근 파일 메뉴에는 기본값으로 최근에 본 파일 4 개가 나열됩니다. 최대 파일 10 개가
나열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최근 파일 목록에 나타나는 파일
개수를 설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RAW 사진 이미지를 열려면
편집 탭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  열기를 선택합니다.

•

RAW 이미지 섬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 이름 또는 섬네일을 클릭하여 여러 파일을 엽니다.

카메라 RAW 랩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상자를 통해 RAW 사진 파일과 함께
저장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닫으려면

•

파일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저장하기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저장할 파일 형식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원본
이미지를 덮어쓰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PaintShop Pro 의 PspImage 파일 형식은 레이어, 알파 채널,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기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미지를 PspImage 파일로 저장하고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공통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레이아웃, 이메일 또는 웹
페이지 디자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배치하기 위해 이미지를
최적화하려는 경우에는 Office 용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공통 파일 형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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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EG — 디지털 사진의 표준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및 웹에 적합합니다. 파일 크기는
작지만 저장할 때마다 이미지 데이터가 손실되는 손실 압축 기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고품질 설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사진을 편집할 때는 이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파일 형식은 EXIF 및 IPTC 데이터를 지원하며, 사진을 찍은 시점과 같은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IFF — 프로그램 간에 이미지를 인쇄하고 공유하기 위한 표준 파일 형식입니다. 이
파일 형식은 무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이미지 데이터가 손실되지는
않지만, 파일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메일 및 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TIFF 는 인쇄를
위해 CMYK 색 모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EXIF 및 IPTC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

PNG — 웹 이미지에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고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RAW 카메라 형식 — 전문 사진작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RAW
카메라 형식은 비압축, 비처리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미지 처리 방법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습니다. RAW 형식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하며, 파일을 열고 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 PaintShop Pro)가 필요합니다.

압축 여부와 관계없이 PspImage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에서 사용하는 두
압축 방법은 모두 무손실이며 이미지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파일은 더 많은 디스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PaintShop Pro 는 다음과 같은 압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

길이 인코딩 실행(RLE) — 대부분의 다중 레이어 이미지를 원본 크기의 약 75%로
압축하는 빠른 압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넓은 영역의 색이 동일한 이미지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

LZ77 압축 — 대부분의 이미지를 RLE 방법보다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느린 압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적인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새 이미지를 저장할 때 PaintShop Pro 를 사용하여 위치, 이름,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 편집하면 이미지 제목 표시줄의 파일 이름 뒤에 별표 또는
한정자 태그가 표시되며 이는 파일이 수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태그는 작업을 저장할
때마다 사라집니다.
컴퓨터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경우 작업 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간격으로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 저장 환경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파일의 한 버전을 저장하려는 경우 이미지의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에 효과를 적용하고 원본 파일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중요! 자동 원본 보존 환경설정을 사용하면 원본 이미지를 덮어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값으로 켜져 있습니다. 이 환경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
보존 환경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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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저장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3 파일 이름 필드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다른 유형으로 저장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 먼저 나열됩니다.
파일 형식(예: 압축 또는 색 프로파일)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면 옵션을 클릭하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한 표준 도구 모음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현재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작업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집 세션에서 JPEG 를 처음 저장할 때 압축 슬라이더를 끌어서 JPEG 이미지의
기본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왼쪽 목록에서 표시 및 캐싱을
클릭하여 마지막으로 사용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그룹
상자에서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 대화상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형식 다시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작업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동 원본 보존 환경설정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경우 편집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의 복사본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동 원본 보존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수정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를
덮어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파일을 덮어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도구 모음에서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작업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복사본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저장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새 폴더를 만들려면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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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이름 상자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다른 유형으로 저장 드롭다운 목록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 먼저 나열됩니다.
파일 형식(예: 압축 또는 색 프로파일)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면 옵션을 클릭하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Office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Office 용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Office 용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저장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새 폴더를 만들려면 새 폴더 만들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최적화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탕화면 인쇄 — 이미지 해상도를 200dpi 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일반 페이지
레이아웃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할 때 고화질 이미지를 원하지만 파일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 전문 인쇄 — 이미지 해상도를 300dpi 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이미지 최고 품질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 화면 또는 전자우편 — 이미지 해상도를 96dpi 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공유하거나
빠르게 표시할 수 있는 더 작은 파일 크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4 파일 이름 박스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다른 유형으로 저장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이미지 크기 정의하기

고급 설정 확인란을 체크한 다음 너비 및
높이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품질을 조정합니다.

고급 설정 확인란을 체크한 다음 이미지
품질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Office 에 저장 대화상자에서 가장 최근 설정

최적화 드롭다운 목록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사용을 선택합니다.

Office 에 저장 대화상자의 기본 설정

최적화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값을

사용하기

선택합니다. 설정은 기본 화면 또는 이메일
설정과 동일합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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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기
빈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시작하면 콜라주와 그림 또는 도면과 같은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페이지, 사진 크기 또는 Facebook 타임라인 커버와 같은 프리셋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섹션에서는 사용 가능한 설정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에는 래스터와 벡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PaintShop Pro 를 사용하면 두 가지
유형의 이미지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래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를 모두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데이터 유형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래스터 그래픽
래스터 이미지는 픽셀이라고 하는 개별 요소로 구성되며 모눈으로 정렬됩니다. 각 픽셀에는
특정 위치와 색이 있습니다. 래스터 데이터를 확대하면 개별 픽셀을 색으로 된 정사각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래스터 이미지에는 픽셀 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미지를 확대하면 픽셀의
표시 크기를 확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래스터 이미지는 화면에 확대하거나 크게 확대하여
인쇄할 때 가장자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들쭉날쭉한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래스터 이미지의 개체는 해당 픽셀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집 이미지의 현관문은
이미지의 특정 위치에 있는 픽셀의 모자이크로 구성됩니다. 비트맵 이미지에서는 개체나
형상이 아닌 픽셀을 편집하게 됩니다.
래스터 이미지는 톤과 색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디지털
아트워크와 같은 이미지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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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그래픽
벡터 그래픽은 기하학적 특성(선, 곡선, 그리고 그것들의 위치)을 사용하여 개체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집 그래픽에 있는 문은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가진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특정한 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에서는 픽셀 대신 개체나 모양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벡터 그래픽은 크기나 해상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크기를 조정하거나 인쇄할 때 선명도나
디테일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벡터 그래픽은 기술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회사
로고에 적합합니다.

래스터 또는 벡터 데이터를 통한 작업 선택
PaintShop Pro 를 사용하면 래스터 및 벡터 데이터를 별도의 레이어에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구에서는 래스터 데이터(예: 페인트 도구를 사용한 브러시 획)를 만들고,
다른 도구(예: 텍스트 및 프리셋 모양 도구)에서는 래스터 데이터를 만들 것인지 벡터
데이터를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다른 부분과 별도의 요소를 편집해야 하는 경우 벡터 개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별을 추가하는 경우 별의 크기, 색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이 벡터 개체인 경우 이러한 변경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데이터를 별도의 레이어에 생성하여 쉽게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데이터(예: 페인트 도구 또는 효과 명령)에서만 작동하는 벡터 개체에 도구 또는
명령을 적용하려면 벡터 개체의 래스터 선택 항목을 생성한 다음 선택 항목을 새 래스터
레이어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 해상도, 색 깊이에 대한 이해
새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사용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에 이미지를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메일 첨부 파일로 보내거나 인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지 사용 방법은 이미지 크기, 해상도, 색의 깊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 크기는 이미지의 물리적 치수로 표시됩니다. PaintShop Pro 를 사용하여 새 이미지를
만들거나 기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 이미지 높이와 너비를 픽셀, 인치,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 단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 단위를 선택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

이미지를 인쇄하려는 경우 인치 또는 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최종 이미지 치수부터
시작하여 페이지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워드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보낸 다음
크기를 조정하고 인쇄하려는 경우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려는 경우 픽셀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만든 후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미지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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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해상도는 인치당 픽셀(ppi) 또는 센티미터당 픽셀 단위로 측정됩니다. 해상도가 낮은
경우 픽셀이 커지면 출력도 같이 거칠어지는 현상인 픽셀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에서는 품질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이미지의 메모리 요구 사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색 깊이는 픽셀이 표시할 수 있는 색의 개수에 따라 측정됩니다. 각 픽셀의 색 정보는 비트
단위로 저장됩니다(1~48 비트). 1 비트 이미지에서 각 픽셀은 두 가지 색(검은색 또는 흰색) 중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4 비트 영상에서 각 픽셀은 1 개에서 1600 만 개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600 만 개의 색 깊이를 가진 이미지는 보기에는 좋지만, 저장 및
편집하는 데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컴퓨터 모니터는 1600 만 색상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일부 파일 형식은 지원되는 색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웹의 인기 형식인
GIF 이미지는 최대 256 색(8 비트 깊이)을 포함합니다.
PaintShop Pro 에서 효과를 적용하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많은 명령은 1600 만 색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미지를 1600 만 색상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지 작업을 마쳤으면 색 깊이를 줄이고 다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에서 새 이미지를 만들 때 치수, 해상도,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만들려는 그래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래픽 유형이나
선택할 설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의 정보를 검토합니다. 아트 미디어 그래픽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 미디어 도구로 채색 및 그리기"를 참조하십시오.

빈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만들려면
편집 탭
1 파일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빈 캔버스 페이지가 표시된 새 이미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프리셋을 선택하려면 왼쪽의 범주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고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프리셋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정의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3 이미지 치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컨트롤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 단위 — 측정 단위 지정
• 너비 — 새 이미지의 너비 지정
• 높이 — 새 이미지의 높이 지정
• 해상도 — 선택한 측정 단위에 포함된 픽셀 수 지정
프리셋 치수를 선택하려면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이미지 특성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래스터 배경 — 대부분의 그래픽 및 채색 작업에 적합
• 벡터 배경 — 벡터 그래픽에 적합
• 아트 미디어 배경 —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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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 깊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래스터 배경 옵션을 선택한 경우 색 상자를 클릭하고 재질 특성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명 배경(8 비트 또는 16 비트 이미지
전용)을 선택하려면 투명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아트 미디어 배경 옵션을 선택한 경우 캔버스 질감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캔버스
질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의 색을 선택하려면 채우기 색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하고 색 상자를 클릭한 다음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메모리 필드는 이미지에 필요한 메모리 크기가 표시됩니다.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는 필요한 메모리 필드에 표시된 값의 2~3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메모리
요구 사항을 줄이려면 이미지의 해상도 또는 크기를 줄입니다.
색 또는 재질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질 팔레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이미지로 이미지 만들기
기존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복사하여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를 새
이미지의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이미지를 복사하거나(복제) 개별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intShop Pro 에서 클립보드로 복사한 그래픽 데이터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복제하려면
편집 탭

1 복제할 이미지를 엽니다.
2 창  복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복사본을 포함하는 새 창이 작업 영역에 나타납니다.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만들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복사할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편집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복사
• 잘라내기
현재 레이어가 클립보드에 배치됩니다.
3 편집  새로운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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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포함하는 새 창이 작업 영역에 나타납니다.

레이어 이미지에서 새 이미지를 만들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복사할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편집  특수 복사  병합 항목 복사를 선택합니다.
모든 레이어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3 편집  새로운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작업 영역에 새 이미지 창이 나타납니다. 새 이미지에는 하나의 래스터 레이어로 병합된
모든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클립보드 콘텐츠에서 이미지를 만들려면
편집 탭

1 이미지의 선택 항목이나 레이어,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항목을 복사합니다.
2 편집  새로운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클립보드 콘텐츠가 새 이미지로 붙여넣어집니다.
새로운 이미지로 붙여넣기 명령이 회색으로 표시되면 클립보드에 복사한 데이터를
PaintShop Pro 이미지로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새 이미지 창의 너비 및 높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붙여넣을 때 PaintShop Pro 에서 크기와 옵션을 묻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및 이미지 정보 보기
PaintShop Pro 에서 이미지를 열면 이미지 창에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미지 창의 제목
표시줄에는 이미지 파일명과 이미지에 적용된 배율 수준이 표시됩니다. 파일 이름 뒤에
별표는 이미지가 수정되었으며 해당 변경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미지의 높이 및 너비(픽셀 단위), 색 깊이와 같은 기본 이미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도, 색 깊이, 레이어 및 알파 채널, EXIF 데이터와 같은 이미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고유 색 개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관리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 팔레트에서 이미지 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진 정보 표시 및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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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정보 대화상자의 EXIF 정보 탭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사진에 대한 EXIF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는 캡처한 날짜 및 시간, 노출 및
플래시 설정과 같은 정보를 이미지에 첨부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PaintShop Pro 로 사진을
로드하면 이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뉴, 도구 모음 또는 팔레트를 표시하지 않고 작업 영역을 확장하여 이미지를 미리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창의 맨 아래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는 커서 위치, 높이 및 너비(픽셀), 현재
이미지의 색 깊이가 표시됩니다.
구성 도우미 팔레트가 열려 있으면 빠른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더 큰 버전의 섬네일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두 개인 경우 이중 모니터를 사용하여 한 모니터에서 관리 탭을 열고 두 번째
모니터에서 편집 탭을 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 정보를 보려면
편집 탭

1 이미지를 엽니다.
2 이미지  이미지 정보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정보 탭을 클릭하여 파일명, 파일 형식, 이미지 치수, 해상도, 색 깊이, 수정
상태, 레이어 및 알파 채널 수, 이미지에 사용된 RAM 및 디스크 공간 크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미지의 선택 항목, 마스크, 알파 채널, 실행 취소도
표시됩니다.

• 이미지의 제목, 아티스트 이름, 저작권, 설명, 작성 날짜, 수정 날짜를 보거나
편집하려면 작성자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 워터마크 정보 탭을 클릭하여 Digimarc 워터마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추가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EXIF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섹션 그룹 상자에서 표시하고 싶은 다음과 같은 정보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입력
장치, 아티스트, 날짜, 이미지, 촬영 조건, GPS, 제조사 노트. 일부 항목은 편집
가능합니다(별표로 표시됨). 편집 가능한 항목에 대해 사용자 지정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값 열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 지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 편집 기록 탭을 클릭하여 이미지에 편집된 로그 파일을 봅니다. 편집 기록 저장을
클릭하여 로그 파일을 .log 또는 .txt 파일로 내보냅니다.
고급 작성자 정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IPTC 데이터를 이미지 정보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 시기와 장소, 사진을 얼마나 긴급하게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IPTC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사진 기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려면 작성자 정보 탭을 클릭한 다음 고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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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색 정보를 보려면
편집 탭

• 이미지에서 고유 색 개수를 표시하려면 이미지  이미지 색 개수 세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색 정보를 보려면
편집 탭

• 현재 레이어에서 고유 색의 개수를 표시하려면 레이어  레이어 색 개수 세기를
선택합니다.

전체 화면에서 이미지를 보려면
편집 탭

• 보기  전체 화면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작업 영역이 사라지고 이미지가 현재의 배율로 나타납니다.
PaintShop Pro 작업 영역으로 돌아가려면 아무 키나 누릅니다.

빠른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구성 도우미 팔레트 섬네일을 보려면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2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한 섬네일의 큰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이중 모니터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 보기 > 이중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이중 모니터 모드가 활성화되면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미지 편집 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변경 목록(편집 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 이미지에 대한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룩을 다시 만들거나 튜토리얼을 만들려는 경우 편집 기록을 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편집한 공식 기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의 편집 로그를 내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 팔레트에서 현재 편집 세션의 로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미지 정보 대화상자에서 이미지 파일의 편집 기록을 보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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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팔레트에서 편집 세션을 내보내려면
1 기록 팔레트에서 세션 기록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log 파일의 파일명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편집 기록을 로그 파일로 내보내려면
1 이미지 > 이미지 정보를 클릭하고 편집 기록 탭을 클릭합니다.
편집 로그 기록이 표시됩니다.
2 편집 기록 저장을 클릭합니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log 파일의 파일명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스크린샷 사용하기
스크린샷은 화면 콘텐츠(스크린 캡처, 스크린 그랩 또는 스크린샷이라고 부르는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PaintShop Pro 내의 도구입니다. 스크린샷을 캡처한 후에는 PaintShop Pro
도구를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기 도구 또는 텍스트 도구로 주석을
추가하고 화살표와 같은 프리셋 형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을 통해
스크린샷을 공유하거나 보고서, 교육 가이드, 프리젠테이션, 웹 페이지와 같은 문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캡처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설정을 선택한 다음 단축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클릭하거나
타이머 지연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단축 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하기 전에
메뉴 목록이나 플라이아웃과 같은 요소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연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역별로 캡처하거나 전체 화면, 창 또는
개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드래그로 캡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모드인 스마트 캡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성 창, 메뉴,
버튼,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일부를 캡처하거나 드래그하여 특정 영역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사용하여 화면 치수를 지정하여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미지를 캡처하고 대상 및 파일 형식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자주 캡처하는 경우 도구 모음에 스크린샷 활성화 및 스크린샷 설정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의 프리셋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캡처할 영역을 지정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스크린샷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방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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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캡처 — 요소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때 화면 요소(버튼, 메뉴, 창
영역)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개체 캡처

• 영역 — 선택한 화면 영역 캡처
• 전체 화면 — 전체 화면 캡처
• 클라이언트 창 — 활성 프로그램의 콘텐츠 캡처
• 창 — 활성 창 캡처
• 개체 — 메뉴 모음, 도구 모음, 아이콘 또는 문서 창과 같이 선택한 프로그램 내에서
개체 캡처

• 프리셋 — 프리셋 영역 크기 캡처 이 옵션을 선택하면 카테고리 드롭다운 목록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프리셋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설정을 수정하려면 설정 버튼

을 클릭하고 페이지를 탐색하여 원하는 설정을

조정합니다.
4 시작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캡처의 경우 카테고리 목록은 새 이미지 대화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단축 키와 오른쪽 클릭 사용으로는 사용자 정의 영역을 캡처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샷 활성화 방법을 지정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스크린샷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캡처 활성화 페이지(대화상자 아래의 첫 번째 점 클릭)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단축 키 — 키보드 단축 키를 사용하여 화면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키 또는 키 조합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클릭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캡처를 활성화하고 선택한 영역을
클릭하여 화면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 Print Screen 키 — Print Screen 키를 눌러 화면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 캡처 전 지연(1~60 초): — 지정된 지연 시간 후 화면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초
상자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스크린샷 옵션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스크린샷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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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페이지(대화상자 아래의 두 번째 점 클릭)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 커서 포함 — 캡처에 포인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중 캡처 — 여러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각 캡처가 PaintShop Pro 에서 새
이미지로 추가됩니다.

• PaintShop 숨기기 — 스크린샷 도구가 활성화되면 PaintShop Pro 를 자동으로
최소화합니다. PaintShop Pro 를 캡처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 강조 색 — 캡처 영역 미리보기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구 모음에 캡처
바로가기 추가 — 빠른 액세스 아이콘을 도구 모음(스크린샷

및 스크린샷 설정

)에 추가합니다.
4 시작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다중 캡처 확인란을 체크한 경우 각 캡처에 대해 단축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클릭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PaintShop Pro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작업 영역에 나타납니다.

스크린샷의 대상 및 형식 옵션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스크린샷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대상 페이지(대화상자 아래의 네 번째 점을 클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PaintShop 에서 열기 — 스크린샷을 새 이미지로 PaintShop Pro 에 추가합니다.
• 저장 위치 — 스크린샷의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형식 — 저장 위치 옵션을 체크한 경우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클립보드 — 스크린샷을 Windows 클립보드에 저장합니다.
스크린샷에 대한 프리셋을 만들려면
편집 탭

1 파일  스크린샷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프리셋 페이지의(대화상자 아래의 세 번째 점을 클릭)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4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픽셀 또는 비율을 선택합니다.
5 너비 및 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합니다.
6 추가

를 클릭하고 프리셋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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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페이지에서 프리셋 이름을 선택하고 제거

를 클릭하여 프리셋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옵션에 대한 일반 정보는 “프리셋 사용 및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확대/축소 및 팬하기
PaintShop Pro 에서 여는 이미지는 기본값으로 전체 이미지를 작업 영역에 표시할 수 있는
배율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확대하여 이미지의 디테일을 자세히 보거나 축소하여 이미지의
더 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창 외부에 있는 이미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배율 레벨에서
작업하는 경우 배율 레벨을 조정할 필요 없이 다른 이미지 영역으로 팬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커서 창에 맞지 않으면 이미지의 아래쪽과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가
나타납니다.

확대/축소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하거나(왼쪽) 돋보기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배율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오른쪽).
확대/축소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 모음에서 확대/축소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영역을 확대하려면 클릭하고, 축소하려면 오른쪽 클릭합니다.
배율은 도구 옵션 팔레트의 확대/축소(%) 컨트롤에 나타나는 프리셋 퍼센트로 변경됩니다.
다음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지정된 퍼센트로 확대하기

도구 옵션 팔레트의 확대/축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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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100%로 이미지 보기

보기  100%로 확대/축소를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100%로 확대/축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확대 또는 축소하면 기본값으로 이미지 창의 크기가 이미지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확대/축소 도구가 활성 상태일 때 마우스나 스타일러스에 스크롤 휠이 포함된 경우
스크롤 휠을 사용하여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  확대 및 보기  축소를 선택하여 이미지의 확대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영역을 확대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돋보기를 선택하여 커서를 돋보기 모드로 배치합니다.
2 확대하려는 이미지 영역 위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 아래 영역이 500%로 표시됩니다.
돋보기 모드를 끄려면 보기  돋보기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팬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 모음에서 팬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 내에서 드래그합니다.
다음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팬하기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도구로
드래그합니다.

개요 팔레트를 사용하여 이미지 팬하기

개요 팔레트의 미리보기 직사각형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창을 이미지에 맞추려면
편집 탭

• 창  이미지에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팬 도구

또는 확대/축소 도구

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창을

이미지에 맞추기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이미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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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전체 이미지,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고 잘라내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클립보드 내용을 동일한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에 붙여넣거나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의 기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잘라내기 — 선택한 내용을 제거하고 클립보드로 옮기고 이미지 배경색 또는 투명도로
대체합니다.

• 복사 — 선택한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 병합 항목 복사 — 선택한 모든 레이어의 압축된(병합된) 버전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 특수 복사 —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붙여넣기 위해 복사된 내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붙여넣기 — 클립보드의 잘라내거나 복사한 내용을 동일한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에
붙여넣습니다.

• 지우기 — 선택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 클립보드 비우기 — 클립보드에서 데이터를 지웁니다.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를 수행하기
위해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두면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를 비우면
컴퓨터의 성능 속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적용되면 이 명령을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벡터 개체를 잘라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내용을 새
이미지, 새 레이어 또는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PaintShop Pro 이미지를 워드프로세싱 또는 데스크톱 출판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PaintShop Pro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저장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붙여넣은 이미지가 비율이 맞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이터를 다른 이미지에 붙여넣으면 데이터가 원본 픽셀 치수를 유지합니다.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훨씬 크거나 작은 경우 붙여넣은 내용이 비율이 맞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붙여넣은 후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붙여넣은 내용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원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 확대 및 변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복사 및 붙여넣기 전에 두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여 비슷한 크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크기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벡터 개체를 잘라내려면
편집 탭

1 잘라낼 영역, 레이어 또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2 편집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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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X 를 눌러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벡터 개체를 복사하려면
편집 탭

1 복사할 영역, 레이어 또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선택 항목 또는 활성 레이어만 복사하려면 편집  복사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영역의 모든 도면층을 복사하려면 편집  특수 복사  병합 항목 복사를
선택합니다.
Ctrl + C 를 눌러 활성 레이어를 복사하거나 Ctrl + Shift + C 를 눌러 병합 레이어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를 새 이미지로 붙여넣으려면
편집 탭

• 편집  새로운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Ctrl + Shift + V 를 눌러 새 이미지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를 새 레이어로 붙여넣으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을 붙여넣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Ctrl + V 또는 Ctrl + L 을 눌러 새 레이어를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를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으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을 붙여넣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팔레트에서 선택 항목을 붙여넣을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3 편집 메뉴에서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새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기 — 클립보드의 내용을 현재 레이어 위에 분리된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습니다. 이미지에 분리된 선택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선택
항목이 분리 취소됩니다.

• 투명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기 — 붙여넣을 선택 항목에서 특정 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데이터의 현재 배경색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든 픽셀이
투명해집니다. 그런 다음 클립보드 내용이 현재 레이어 위의 분리된 선택 항목으로
붙여 넣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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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항목에 붙여넣기 — 클립보드 내용 크기를 조정하고 현재 선택에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기 전에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벡터 개체를 붙여넣으려면 편집  새 벡터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클립 보드로 다중 레이어 이미지를 복사하려면
편집 탭

• 편집  특수 복사  병합 항목 복사를 선택합니다.
클립보드를 비우려면
편집 탭

• 편집  클립보드 비우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이미지 복사하기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와 스캐너의 확산으로 인해 이미지 크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Windows
클립보드에 복사하면 이러한 이미지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붙여넣을 때 필요한 메모리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특수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워드프로세싱,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를 복사하려면
편집 탭

1 편집  특수 복사를 선택합니다.
2 특수 복사 하위 메뉴에서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전문 인쇄를 위해 복사 — 300dpi 로 현재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
• 데스크톱 인쇄를 위해 복사 — 200dpi 로 현재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
• 화면 또는 이메일을 위해 복사 — 96dpi 로 현재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
참고: 이 세 가지 하위 메뉴 명령은 모두 자동으로 현재 이미지를 단일 레이어로
압축하고 이미지 깊이를 8 비트/채널 RGB 로 변환합니다.
3 이미지를 붙여넣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고 Ctrl+V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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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파일 형식 옵션을 폭넓게 사용하려면
파일  Office 용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미지를 Office 용으로
저장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하기
이미지를 편집할 때 하나 또는 여러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적용된 브러시 획, 색 조정 또는 효과를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또는 여러
작업을 다시 실행하여 실행 취소한 명령을 다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이미지 버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작업을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실행 취소 컨트롤은 파일명 변경, 파일 저장, 파일 열기 및 닫기, 클립보드 비우기,

프로그램 전체에서 현재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변경(예: 색 설정 및 환경설정 변경) 또는
이미지 픽셀을 변경하지 않는 명령 사용(확대/축소 또는 스크롤 등) 등의 작업을 실행
취소하지 않습니다.
기록 팔레트에서 컨트롤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하기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록
팔레트는 활성 이미지에 대해 수행된 모든 작업을 나열합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작업은
목록의 맨 위에 있고, 맨 처음 수행된 작업은 목록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명령과 달리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작업을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 팔레트는 활성 이미지에서 가장 최근에 실행된 250 개의 명령을
나열합니다. 실행 취소 환경설정을 설정하여 명령 수를 늘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기록 팔레트의 실행 취소/다시 실행 컨트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취소

선택한 작업과 모든 후속 작업을 실행 취소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항목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행 취소된 작업은 빈
상자

여기까지 다시 실행

로 표시됩니다.

선택한 작업과 그 앞에 실행 취소된 모든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항목의
노란색 X 눈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 항목 실행 취소

선택한 작업을 실행 취소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Ctrl 키를 누른 채 항목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 선택한
작업을 실행 취소하면 이후의 작업에 방해가 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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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 다시 실행하기

선택한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Ctrl 키를 누른 채 항목의 빨간색 X
눈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적 실행 취소 명령 지우기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된 모든 작업을 더 이상 실행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할 수 없는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이 작업의 영향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행 취소 불가 명령 표시하기

실행 취소 불가 명령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표시한 경우 실행 취소 불가 항목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명령 기록 비우기

모든 기록 팔레트 항목을 실행 취소 불가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이 작업의 영향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록 팔레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편집 탭

• 편집  실행 취소를 선택합니다.
여러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편집  실행 취소 명령을 반복합니다.
실행 취소 명령은 수행된 순서대로 여러 작업을 실행 취소합니다. 작업을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하려면 기록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할 수 없으면 실행 취소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하거나 Ctrl + Z 를 눌러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다시 실행하려면
편집 탭

• 편집  다시 실행을 선택합니다.
다시 실행 명령은 실행 취소된 순서대로 여러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작업을
선택적으로 다시 실행하려면 기록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된 작업만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 도구 모음에서 다시 실행 버튼

을 클릭하거나 Ctrl + Alt + Z 를 눌러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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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장한 이미지 버전으로 되돌리려면
편집 탭

• 파일  되돌리기를 선택합니다.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려면
편집 탭

• 기록 팔레트에서 작업을 선택한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작업 실행 취소하기

선택한 작업에 대해 실행 취소/다시 실행 버튼
클릭하거나 여기까지 실행 취소 버튼

을

을

클릭합니다. 실행 취소된 작업은 빈 상자

로

표시됩니다.
실행 취소된 작업 다시 실행하기

선택한 작업에 대해 실행 취소/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여기까지 다시 실행 버튼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작업과 이전 작업이 모두 다시
표시되고 더 이상 빈 아이콘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작업을 클릭하기 전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된
작업(회색 X 로 표시됨)은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선택 항목 다시 실행 명령을
통해서만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작업 실행 취소하기

Ctrl 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작업에 대해 실행
취소/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선택 항목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된 작업은 회색 X 로 표시됩니다.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된 작업 다시 실행하기

Ctrl 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작업에 대해 실행
취소/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선택 항목 다시 실행 버튼

을 클릭합니다.

실행 취소를 환경설정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실행 취소를 클릭합니다.
3 실행 취소 시스템 활성화하기 확인란이 체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현재 열려 있는 이미지의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란을 체크하지 않으면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열려 있는 이미지의
작업을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확인란을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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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있는 이미지당 실행 취소/다시 실행 디스크 사용량을 저장소 크기(MB)로 제한 —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실행 취소/다시 실행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저장소의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저장소 공간은 현재 이미지 크기와
수행 중인 작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되지 않은 디스크 공간이 많은 경우 이
옵션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열려 있는 이미지당 실행 취소/다시 실행 단계 제한 — 기본값인 250 단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디스크 공간이 500MB 미만인 경우 컨트롤의 값을 줄입니다.

• 빠른 다시 실행 활성화 — 최적의 속도로 작동하도록 다시 실행 명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 명령이 최적의 속도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하지
마십시오.
5 기록 팔레트의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단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이 값은 실행 취소/다시 실행 제한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단계(실행
취소 또는 다시 실행할 수 없는 단계)의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0 입니다.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단계는 실행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지 또는 열려 있는 다른 이미지에 다시 적용하거나, Quickscript 또는 일반 PspScript
파일에 저장하거나,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반복하기
반복 명령을 사용하면 해당 대화 상자에 다시 액세스할 필요 없이 이전에 적용한 효과 또는
수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마지막 명령은 항상 편집 메뉴에 표시됩니다. 이전 명령을 반복할 수 없는
경우 반복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반복하려면
편집 탭

• 편집  반복을 선택합니다.
스크립트를 기록하고 각 이미지에서 실행하여 여러 명령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사용에 대한 내용은 “스크립트 기본사항”을 참조하십시오.
Shift 키를 누른 채로 도구 모음 버튼 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하여 명령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설정은 반복된 명령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미지 삭제하기
구성 도우미 팔레트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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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섬네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PaintShop Pro 에서 지원하는 파일
PaintShop Pro 는 다음 표에 나열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형식 뒤의 별표(*)는 32 비트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파일 형식이 지원됨을 나타냅니다.
형식

설명

지원

3FR

Hasselblad RAW

읽기 전용

AI

Adobe Illustrator

읽기/쓰기

ARW

Sony RAW

읽기 전용

BMP

Windows 비트맵

읽기/쓰기

CAL

CALS Raster

읽기/쓰기

CGM

Computer Graphics Metafile

읽기 전용

CLP

Windows 클립보드

읽기/쓰기

CR2

Canon RAW

읽기 전용

CRW

Canon RAW

읽기 전용

CT

PaintShop Pro 그래픽

읽기/쓰기

CUR

Windows 커서

읽기 전용

CUT

Dr. Halo

읽기/쓰기

DCR

Kodak RAW

읽기 전용

DCX

Zsoft Multipage Paintbrush

읽기 전용

DIB

Windows DIB

읽기/쓰기

DNG

Adobe Digital Negative

읽기 전용

DRW*

Micrografx Draw

읽기 전용

EMF

Windows Enhanced Metafile

읽기/쓰기

EPS

Encapsulated PostScript

읽기/쓰기

ERF

Epson RAW

읽기 전용

GEM

Ventura/GEM Drawing

읽기 전용

GIF

Compuserve Graphics Interchange

읽기/쓰기

HDP

HD 사진 형식

읽기/쓰기

HPGL*, HGL*, HPG*

HP Graphics Language

읽기 전용

IFF

Amiga

읽기/쓰기

IMG

GEM Paint

읽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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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C

JPEG 2000

읽기/쓰기

J2K

JPEG 2000

읽기/쓰기

JIF

JPEG

읽기/쓰기

JP2

JPEG 2000

읽기/쓰기

JPG

JPEG – JFIF 준수

읽기/쓰기

JPS

Stereo JPEG

읽기 전용

K25

Kodak 디지털 카메라 파일

읽기 전용

KDC

Kodak 디지털 카메라 파일

읽기 전용

LBM

Deluxe Paint

읽기/쓰기

MAC

MacPaint

읽기/쓰기

MEF

RAW 형식

읽기 전용

MOS

Leaf RAW 이미지

읽기 전용

MPO

Multiple Picture Object

읽기/쓰기

MRW

Minolta RAW

읽기 전용

MSP

Microsoft Paint

읽기/쓰기

NEF

Nikon RAW

읽기 전용

NRW

Nikon RAW

읽기 전용

ORF

Olympus RAW

읽기 전용

PBM

Portable Bitmap

읽기/쓰기

PCD*

Kodak Photo CD

읽기 전용

PCT(PICT)

Macintosh PICT

읽기/쓰기

PCX

Zsoft Paintbrush

읽기/쓰기

PDF

Adobe Portable Document File

읽기 전용

PEF

Pentax RAW

읽기 전용

PGM

Portable Graymap

읽기/쓰기

PIC(Lotus)

Lotus PIC

읽기 전용

PIC(PC Paint)

PC Paint

읽기/쓰기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읽기/쓰기

PNS

Stereo PNG

읽기 전용

PPM

Portable Pixelmap

읽기/쓰기

PS

PostScript

읽기 전용

PSD

Photoshop

읽기/쓰기

PspImage

PaintShop Pro Image

읽기/쓰기

PSP

Animation Shop

읽기

RAF

Fuji RAW

읽기 전용

RAS

Sun Raster 이미지

읽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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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RAW 그래픽 파일 형식

읽기/쓰기

RIFF

Corel Painter

읽기/쓰기

RLE

Windows 또는 CompuServe RLE

읽기/쓰기

RW2

LUMIX RAW

읽기 전용

SCT

SciTex Continous Tone

읽기/쓰기

SR2

Sony RAW

읽기 전용

SRF

Sony RAW

읽기 전용

SVG, SVGZ

Scalable Vector Graphics

읽기 전용

TGA

Truevision Targa

읽기/쓰기

TIF

Tagged Image File Format

읽기/쓰기

UFO

Ulead File Object

읽기 전용

WBM, WBMP

Wireless Bitmap

읽기/쓰기

WDP

Windows Media

읽기 전용

WEBP

WebP 이미지

읽기/쓰기

WMF

Windows Meta File

읽기/쓰기

WPG*

WordPerfect Bitmap/Vector

읽기/쓰기

X3F

Sigma RAW

읽기 전용

지원되는 카메라 모델 및 RAW 파일 형식에 대한 업데이트된 목록을 보려면
www.paintshoppro.com/en/products/paintshop-pro/standard/#tech-specs 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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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검토하기,
구성하기, 찾기
관리 탭에서는 사진 편집 워크플로를 미리보고 구성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사진 관리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관리 탭 사용

•

폴더에서 사진 찾아보기

•

컴퓨터에서 이미지 찾기

•

저장된 검색 작업

•

이미지에 키워드 태그 추가

•

태그별 사진 보기

•

캘린더를 사용하여 이미지 찾기

•

관리 탭에서 섬네일로 작업

•

여러 사진에 편집 내용 캡처 및 적용

•

사진 정보 표시 및 편집

•

빠른 검토를 사용하여 사진 검토

•

트레이로 작업하기

관리 탭 사용
관리 탭을 클릭하면 다음 4 가지 구성요소가 표시됩니다. 탐색 팔레트, 미리보기 영역, 구성
도우미 팔레트 및 정보 팔레트. 이 팔레트 각각에 대한 정보는 “관리 탭”을 참조합니다.

사진 검토하기, 구성하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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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모드
필요에 따라 미리보기, 섬네일 모드를 선택하고, 팔레트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팔레트를
이동시키거나 숨기고, 표시 및 파일 환경설정을 선택하여 관리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탭 환경설정 지정”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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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모드
미리보기, 섬네일 및 모드 간에 전환하려면
관리 탭

• 오른쪽 상단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미리보기 모드

— 단일 이미지의 큰 미리보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 섬네일 모드

— 미리보기 영역의 구성 도우미 팔레트 내용을 확장하고 잠급니다.

관리 탭 팔레트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관리 탭

1 포인터가 양방향 화살표로 바뀔 때까지 크기를 조정할 팔레트의 가장자리에 포인터를
둡니다.
2 드래그하여 패널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관리 탭을 사용자 지정하면 프로그램은 최신 레이아웃 설정을 기억하고 다음 세션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탐색 팔레트 및 정보 팔레트를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관리 탭

•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의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탐색 표시/숨기기
• 이미지 정보

— 탐색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 정보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사진 검토하기, 구성하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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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도우미 팔레트(또는 다른 모든 팔레트)를 최소화하는 편리한 방법은 팔레트 제목
표시줄에서 자동 숨기기 버튼

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모음 또는

팔레트를 롤업하는 방법”을 참조합니다.

폴더에서 사진 찾아보기
탐색 팔레트의 컬렉션 및 컴퓨터 탭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사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컬렉션 탭은 가상 및 실제 폴더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컬렉션 페이지에서 액세스한 파일을
카탈로그(인덱싱의 일종)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즐겨 찾는 사진을 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찾고 정렬할 때 태그, 캡션 및 등급과 같은 파일 관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폴더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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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탭에는 하드 드라이브 및 데스크톱에 있는 모든 폴더의 전체 목록이 표시됩니다.
컴퓨터 탭에서 액세스한 파일은 카탈로그로 가져오지 않으므로 태그, 캡션 및 등급과
같은 파일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을 찾거나 정렬할 수 없습니다. 왜 컴퓨터 탭을
사용합니까? 컴퓨터 탭을 통해 카탈로그로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거나 현재 가져오기 할
시간이 없는 위치에서 파일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 많은 폴더의 이미지에 액세스하거나 임시 폴더의 파일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컴퓨터 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색 팔레트에서 폴더를 선택하면 이 폴더의 사진이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섬네일로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intShop Pro 로 사진 가져오기”를 참조합니다.
카탈로그 프로세스에서 제외할 형식과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탭
환경설정 설정”을 참조합니다.

폴더의 사진을 보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다음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컬렉션 — 카탈로그 폴더의 사용자 지정 목록과 가상 컬렉션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컴퓨터 — 컴퓨터의 모든 폴더 및 장치 목록을 표시합니다
2 포함된 하위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보려는 사진이 들어 있는 폴더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폴더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진 파일의 섬네일이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이름 옆의 빼기 기호를 클릭하여 폴더의 하위 폴더 목록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 페이지에 폴더를 추가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폴더 목록에서 추가 폴더 검색 버튼

을 클릭합니다.

폴더 찾아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추가할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 검토하기, 구성하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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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택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가 카탈로그화되어 있으므로 폴더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컴퓨터에 프로파일 폴더나 루트 폴더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대량의 카탈로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폴더가 폴더 목록에 추가됩니다.
폴더 찾아보기 대화상자에서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 페이지에서 폴더를 제거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폴더 목록에서 제거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목록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폴더 내의 이미지는 파일 관리 데이터(태그, 등급, 캡션)를 유지하지만, 컬렉션 페이지에서
폴더를 제거하면 카탈로그에서 폴더가 제거되므로 해당 데이터로 사진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카탈로그화된 사진을 모두 보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스마트 컬렉션 목록에서 모든 사진 버튼

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미지 찾기
탐색 팔레트에서 사진을 탐색하여 PaintShop Pro for ALTools 로 사진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카탈로그화됩니다. 카탈로그화된 이미지는 검색 상자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실시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텍스트 기반 검색을 수행하거나 고급 검색 옵션을 사용하거나 캘린더를
사용하여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와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급 검색을 수행할 때 검색 규칙 및 결과를 스마트 컬렉션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빠르게 검색하려면
관리 탭

•

탐색 팔레트의 검색 상자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가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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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검색어는 파일 이름(확장자 포함), 이미지가 있는 폴더 이름(드라이브 지정 문자
포함), 태그, 캡션 텍스트 또는 이미지 메타데이터(EXIF 또는 IPTC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할당할 수 있는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 키워드 태그 추가”를
참조합니다. 캡션 텍스트 및 이미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 정보 표시
및 편집”을 참조합니다.

고급 검색을 수행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스마트 컬렉션을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열고 스마트 컬렉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컬렉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일치하는 사진 찾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두 — 지정된 모든 규칙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 임의 — 지정된 규칙 중 하나라도 일치하는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4 왼쪽의 첫 번째 드롭다운 목록에서 검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5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검색을 구체화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나는 옵션은 이전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검색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6 텍스트 필드에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참고: 입력한 검색어는 검색 규칙의 첫 번째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검색 옵션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날짜를 선택한 경우 표시되는 월, 날짜 및 연도를
수정하거나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캘린더에서 날짜를 클릭합니다. 등급을
선택한 경우, 이미지에 지정된 등급과 일치하는 별의 수를 클릭합니다.
7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색 규칙 추가

대화상자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규칙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검색 규칙 제거

규칙 제거 버튼

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스마트 컬렉션으로 저장

스마트 컬렉션 대화상자에서 저장 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컬렉션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해당 컬렉션이 스마트 컬렉션
목록에 나타납니다.

사진 검토하기, 구성하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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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검색 작업
사용자 지정 검색 기준 세트를 스마트 컬렉션으로 저장한 후 컬렉션 탭에서 클릭하여
간단히 검색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검색을 편집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검색을 실행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스마트 컬렉션을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검색에 사용하려는 스마트 컬렉션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검색을 편집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스마트 컬렉션을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스마트 컬렉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검색 기준이 표시된 스마트 컬렉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검색 매개변수를 변경하고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필드에 검색 이름이 하이라이트된 스마트 컬렉션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전 검색을 덮어씁니다.
이전 검색을 덮어쓰지 않으려면 텍스트 필드에 편집된 검색의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검색의 이름을 바꾸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스마트 컬렉션을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스마트 컬렉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이름이 하이라이트된 스마트 컬렉션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78

PaintShop Pro

저장된 검색을 삭제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스마트 컬렉션을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스마트 컬렉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이미지에 키워드 태그 추가
키워드 태그를 사용하면 설명하는 자연어를 이미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어린이”
또는 “생일”과 같은 태그를 생성하면, 특정 사진을 식별한 다음, 목록에서 태그를 클릭하기만
하면 태그와 관련된 사진의 섬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한 태그는 탐색 팔레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태그 카탈로그에 저장됩니다. 이미지에 원하는 만큼 많은 태그를 생성하고
할당할 수 있습니다.

태그 카탈로그에 키워드 태그를 추가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태그를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태그 목록에서 태그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태그 추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태그 텍스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태그가 태그 목록에 나타납니다.

태그 카탈로그에서 키워드 태그를 삭제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태그를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태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 키워드 태그를 할당하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태그를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태그를 지정할 이미지의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4 섬네일을 태그 목록의 태그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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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팔레트의 일반 페이지에 있는 태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 필드
오른쪽에 있는 태그 추가 버튼

을 클릭하여 선택한 섬네일에 하나 이상의 태그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서 키워드 태그를 제거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정보 팔레트에서 일반 탭을 클릭하여 태그 정보를 봅니다.
3 태그 상자 아래에 나타나는 목록에서 제거할 태그를 하나 이상 클릭하고 태그 이름
오른쪽에 있는 태그 삭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정보 팔레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이미지 정보 버튼

을

클릭합니다.

태그별 사진 보기
이미지에 태그를 할당한 후 태그를 클릭하기만 하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태그별로 사진을 보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태그를 두 번 클릭하여 목록을 엽니다.
3 태그를 클릭합니다.
태그와 관련된 사진은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섬네일로 표시됩니다.
탐색 팔레트 상단의 검색 상자에 태그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목록에서 태그 없음 버튼

을 클릭하여 태그가 없는 사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캘린더를 사용하여 이미지 찾기
캘린더 검색을 사용하면 촬영 날짜에 따라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로
검색하거나 한 달 내에서 날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이미지 생성 날짜가
하이라이트됩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검색을 수행하려면 “고급 검색을
수행하려면”을 참조합니다.
참고: 사진을 편집하고 저장하면 캘린더 검색에서 수정 날짜도 캡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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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찾으려면
관리 탭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캘린더 버튼

을 클릭합니다.

캘린더 검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는 해당 날짜에 생성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오늘 찍은 사진을 보려면 오늘 버튼

을 클릭합니다.

• 특정 날짜 및 월의 경우 이전(년/월)

및 다음(월/년)

버튼을 클릭하고

날짜를 선택합니다.

• 날짜 범위의 경우 이전 및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월과 년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의 첫 번째 날짜를 클릭한 다음, 범위의 마지막 날짜를 클릭합니다.

• 연속적이지 않은 여러 날짜의 경우 이전 및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월과 년을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날짜를 클릭합니다.
날짜 또는 범위를 클릭하면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날짜 기준과 일치하는 사진의 섬네일이
표시됩니다.
4 닫기를 클릭하여 캘린더 검색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관리 탭에서 섬네일로 작업
관리 탭을 사용하면 섬네일을 사용하여 사진을 쉽게 미리보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더 크게 보려면 미리보기 모드를 사용하거나, 섬네일을 확대 및 축소하거나, 빠른
검토를 사용하여 사진을 전체 화면 모드로 보십시오. 이름, 등급 또는 날짜와 같은 기준으로
섬네일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섬네일을 사용하여 사진을 회전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중 이미지 촬영의 경우, 자동 그룹 및 RAW/JPG 쌍을 사용하여 브래킷 설정 또는 JPEG +
RAW 파일 쌍에 따라 섬네일을 그룹화하고 볼 수 있습니다.
섬네일을 사용하면 편집 내용 캡처 및 적용을 사용하여 여러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사진에 편집 내용 캡처 및 적용”을 참조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RAW 파일 섬네일을 선택하여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AW 사진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참조합니다.

관리에서 이미지를 미리보려면

•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모드가 아닌 경우, 응용 프로그램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리보기 모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 사진이 표시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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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를 사용하여 미리보기 영역에 이전 또는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다음 이미지 표시

누릅니다.

전체 화면 모드에서 이미지 미리보기

보기  전체 화면 미리보기를 클릭하거나
섬네일을 두 번 클릭하여 빠른 검토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사진에 편집 내용 캡처
및 적용”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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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확대 또는 축소하기
1 관리 탭이 섬네일 모드가 아닌 경우, 관리 탭 오른쪽 상단에서 섬네일 모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확대/축소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축소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확대합니다.
관리 탭이 미리보기 모드에 있으면 확대/축소 슬라이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섬네일을 정렬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정렬 기준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합니다.
2 정렬 옵션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생성일 - 가장 최근 항목 — 사진을 촬영한 날짜를 기준으로 섬네일을 가장 최근
항목에서 가장 오래된 항목으로 정렬합니다.

• 생성일 - 가장 오래된 항목 — 사진을 촬영한 날짜를 기준으로 섬네일을 가장 오래된
항목에서 가장 최근 항목으로 정렬합니다.

• 수정한 날짜 —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별로 섬네일을 정렬합니다.
• 폴더 — 폴더 이름별로 섬네일을 알파벳순으로 정렬합니다.
• 파일 이름 — 파일 이름(이미지 이름)을 기준으로 섬네일을 알파벳순으로 정렬합니다.
• 등급 — 이미지 등급별로 섬네일을 정렬합니다.
• 파일 형식 — 파일 이름 확장자(예: .psp 이미지, .jpg 또는 .tif)에 따라 섬네일을
알파벳순으로 정렬합니다.

• 파일 크기 — 작은 파일에서 큰 파일로 파일 크기(KB)에 따라 섬네일을 정렬합니다.
• 장소 — 사진과 관련된 위치를 기준으로 섬네일을 정렬합니다.
촬영 시간에 따라 섬네일을 그룹화하려면

•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자동 그룹을 클릭하고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시간 간격 내에 캡처된 사진은 세트로 표시됩니다(분리기가 세트 사이에 나타남).

RAW 및 JPEG 쌍이 표시되는 방법을 제어하려면
1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RAW/JPG 쌍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켜기 – JPG 버전 표시 — JPEG 버전을 섬네일로 표시하고 RAW 버전을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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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기 – RAW 버전 표시 — RAW 버전을 섬네일로 표시하고 JPEG 버전을 숨깁니다.
• 끄기 — 파일의 RAW 및 JPEG 버전 모두에 대한 섬네일을 표시합니다.
RAW/JPG 쌍 옵션이 켜져 있을 때 섬네일을 삭제하면 파일의 두 버전이 모두
휴지통으로 보내집니다.

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하려면
관리 탭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인접한 섬네일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섬네일 순서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 인접하지 않은 섬네일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관리 탭

1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으로 회전
• 왼쪽으로 회전

— 섬네일을 시계 방향으로 90 도 회전
— 섬네일을 반시계 방향으로 90 도 회전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회전
또는 왼쪽으로 회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에서 하나 이상의 사진을 삭제하려면
1 섬네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파일 삭제 대화상자 또는 여러 항목 삭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예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휴지통으로 보냅니다.
섬네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하여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탭에서 파일 이름을 바꾸려면
1 이름을 바꾸려는 파일의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2 파일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새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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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편집을 위해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열려면
관리 탭

•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하고 편집 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편집 탭에서 열립니다.
선택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사진 편집을 클릭하여 편집 탭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진에 편집 내용 캡처 및 적용
하나의 사진에 편집 내용을 복사하여 원하는 수의 사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쉽게 여러 사진에 조명 보정을 적용하거나, 웹사이트를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사진에
동일한 테두리 및 크기 조정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에서 사진을 편집한 후에는 사진의 섬네일에 작은 편집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관리로
돌아오면, 편집 내용 캡처 및 편집 내용 적용 명령에 액세스하여 변경 내용을 다른 사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편집 내용 캡처
및 편집 내용 적용

섬네일의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은 사진 편집 내용을 복사하여 다른 사진에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파일 형식에 편집 내용을 캡처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RAW 파일에 대한 편집
내용은 다른 RAW 파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사진에 적용한 편집 내용을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편집 내용을 캡처하려면
1 이미지를 편집한 후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2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편집한 사진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편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섬네일의 왼쪽 상단에 연필 아이콘 또는 RAW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3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편집 내용 캡처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세션에 대해서만 열려 있거나 닫힌 파일의 편집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닫으면 캡처된 모든 편집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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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 내용 캡처를 선택하여 편집
내용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한 편집 내용을 적용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편집 내용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일괄 진행률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RAW 파일의 경우 카메라 RAW 랩 대화상자에서 저장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을 닫으면 캡처된 모든 편집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 내용 적용을 선택하여 편집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내용 적용을 취소하려면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현재 편집
되돌리기를 선택합니다.
편집한 사진의 섬네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모든 편집 되돌리기를 선택하여 여러 사진에 대한 편집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정보 표시 및 편집
관리 탭의 정보 팔레트를 사용하면 EXIF 및 IPTC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파일 이름, 크기,
생성 날짜와 같은 사진 정보를 보고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태그와 캡션을 추가하고
사진에 별 등급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정보를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면 사진을 보다
쉽게 구성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캡션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태그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 키워드 태그 추가”를 참조합니다.

•

이미지에 EXIF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 캡션 및 정보
텍스트 표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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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팔레트의 상단에는 선택한 사진에 사용된 카메라 설정 및 렌즈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카메라 스타일 표시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기호
사용자 지정

플래시

일광

오버캐스트

형광

음영

텅스텐

부분 계측

자동 화이트 밸런스
계측 기호
사용자 지정 계측

스팟 계측

평균 계측

다지점 계측

중심 가중 계측

패턴 계측

정보 팔레트 표시 또는 숨기기
관리 탭

•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이미지 정보 버튼

을 클릭합니다. 정보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지만 필요한 화면 공간에 따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 등급을 할당하려면
관리 탭

1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정보 팔레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 성
등급을 지정하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별을 클릭하면 모든 별이 선택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여 등급 지정

선택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등급 설정을 선택한 다음
할당하려는 별의 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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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바로가기를 사용하여 등급 지정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하고 Ctrl+
할당하려는 별의 수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별 하나를 할당하려면 Ctrl + 1 을 누릅니다.

이미지의 등급을 제거하려면
관리 탭

•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등급 설정을 선택한 다음 현재 이미지에
할당된 별의 수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3 성 이미지의 등급을 제거하려면 등급 설정 *
* *을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 캡션을 추가하려면
관리 탭

1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정보 팔레트에서 일반 탭을 클릭하여 캡션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서 캡션을 제거하려면
관리 탭

1 캡션 텍스트가 동일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정보 팔레트에서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캡션 상자에서 삭제하려는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합니다.
4 삭제를 누릅니다.

고급 이미지 정보를 보려면
관리 탭

•

정보 팔레트에서 EXIF 또는 IPTC 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의 EXIF 또는 IPTC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참고: 입력 필드가 있는 EXIF 또는 IPTC 데이터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검토를 사용하여 사진 검토
빠른 검토를 사용하여 전체 화면 모드로 이미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빠른 검토를 사용하여 모든 사진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원하지 않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진을 회전하고 별 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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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면 모드에서 이미지를 검토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검토하려는 폴더 또는 트레이의 섬네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빠른 검토 창이 열립니다.
2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다음 사진 보기

다음 이미지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전 사진 보기

이전 이미지 버튼

을 클릭합니다.

편집에서 사진을 엽니다.

사진 편집 버튼

별 등급 적용

사진 아래의 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등급을 설정합니다.
확대/축소 수준 변경

확대/축소 슬라이더를 드래그하거나 확대
또는 축소
확대

버튼을 클릭하거나 100%로

버튼 또는 창에 맞추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사진 삭제

삭제 버튼

사진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버튼

빠른 검토 종료

을 클릭합니다.
또는 왼쪽으로

회전 버튼

을 클릭합니다.

종료 버튼

을 클릭하거나 Esc 를

누르십시오.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축소 수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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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로 작업하기
트레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폴더에서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원래 위치에
남아 있지만 트레이에서 참조되며 섬네일을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에 맞게 트레이를 추가, 제거 및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집,
프로젝트, 인쇄 또는 이메일에 사용하려는 이미지에 대한 트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레이는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 생성됩니다.
기본 트레이에는 탐색 팔레트에서 현재 선택한 폴더 또는 컬렉션의 사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내 트레이라고 하는 사용자 지정 트레이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빈 트레이입니다.

트레이를 추가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의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트레이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이름 필드에 새 트레이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트레이의 이름을 바꾸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이름을 바꿀 트레이를 선택합니다.
2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트레이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 필드에 트레이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트레이를 제거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이름을 바꿀 트레이를 선택합니다.
참고: 트레이를 제거해도 트레이의 사진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2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트레이 제거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트레이인 “내 트레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에 사진을 추가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트레이에 추가하려는 사진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트레이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내 트레이에 추가됩니다.
사용자 지정 트레이에 사진을 추가하려면 사진 섬네일을 선택하고, 구성 도우미
팔레트의 사용자 지정 트레이 탭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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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에서 사진을 제거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트레이를 클릭합니다.
2 제거할 사진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누릅니다.

트레이 콘텐츠를 폴더에 저장하려면
1 탐색 팔레트에서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2 추가 폴더 검색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폴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트레이에 있는 모든 사진을 선택합니다(Ctrl + A 사용 가능).
5 사진을 새 폴더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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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용하기
디지털 카메라로 많은 사진을 찍는 것은 재미있고 쉽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들을
편집하는 것은 물론 모두 검토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조정 탭을 사용하면
이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수평/수직 맞추기, 색 보정 및 잡티 및 적목 현상
제거와 같은 기본적인 보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 등급을 적용하고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빠른 편집 모드를 사용하면 일부 사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첫 번째 사진 컷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왜 조정 탭을 사용합니까?
조정 탭을 사용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및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고급 편집 모드에서 작업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도구 및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창 상단의 편집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표시된 조정 탭 사진이
활성 이미지가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조정 탭 표시

•

조정 탭 작업

•

조정의 도구 및 기능

•

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영역 선택

조정 탭 표시
환경설정에서 활성화하여 조정 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 탭을 표시하려면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카테고리 목록에서 탭을 클릭합니다.
3 보이는 탭 영역에서 조정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조정을 기본 탭으로 설정하려면 조정을 기본값으로 설정 옵션을 클릭합니다.

조정 탭 작업
조정 탭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하나씩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 도구나 기능을 클릭할
때마다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때 원래

조정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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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보기 위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을 마친 후에는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섬네일을 클릭하여 다음 사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클릭할
때마다 저장하는 옵션이 있으며, 또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자동 저장을 활성화하여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사진을 편집하거나 조정하려면

•

탐색 팔레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를 클릭하고 컨트롤을 조정하여 사진을 편집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거나 다른
도구 또는 조정 옵션을 클릭하면 편집 내용이 적용됩니다.

• 사용하려는 조정 기능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조정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다른 기능을
클릭하면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조정에서 변경 내용을 취소하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모음의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 모든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하려면 조정 창의 맨 아래에 있는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정 팔레트

상태 표시줄

미리보기 영역

구성 도우미 팔레트

도구모음

섬네일

즉시 효과 팔레트

등급 설정

조정 탭에 표시된 사진

조정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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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이미지를 보려면

•

조정 창 하단에서 원본 표시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편집된 이미지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놓습니다.

조정의 도구 및 기능
아래 표는 조정 탭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과 자세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도구

상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

“이미지 자르기”

수평/수직 맞추기 도구

“이미지 수평/수직 맞추기”

적목 도구

“적목을 빠르게 제거하려면”

메이크오버 도구

“코스메틱 변경 내용 적용”

복제 브러시

“복제 브러시 또는 개체 제거기를 사용하여 결함 및 개체 제거”

조정 기능
깊이 선택

“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영역 선택”

스마트 사진 수정

“기본 사진 보정 자동 수행”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조정”

밝기/대비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

채우기 빛/선명도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

발색

“색상 및 채도 조정”

로컬 톤 매핑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

하이패스 선명하게 하기

“이미지 선명하게 하기”

디지털 노이즈 제거

“디지털 노이즈 제거”

일반 명령 및 공유 기능
저장

“이미지 저장하기”

회전

“이미지 회전하기”

실행 취소 및 재실행

“작업 실행 취소 및 재실행”

삭제

“이미지 삭제하기”

보기 및 확대/축소

“확대/축소 및 패닝”

등급 설정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 등급을 할당하려면”

구성 도우미 팔레트

“작업공간 탭 탐색”

즉시 효과 팔레트

“효과 팔레트에서 즉시 효과를 선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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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영역 선택
깊이 정보(XDM 메타데이터)를 캡처하는 카메라가 있는 경우, 조정 탭에서 사용 가능한 깊이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의 특정 영역에 조정 또는 즉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카메라의 특수 깊이 센서와 사진에서 캡처한 개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깊이 선택을 원본 이미지(왼쪽)에 사용하여 배경에만 효과를
적용했습니다(오른쪽).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영역을 선택하려면
1 조정 탭을 클릭합니다.
2 구성 도우미 팔레트의 탐색기를 사용하여 깊이 정보가 포함된 사진으로 이동합니다.
3 조정 팔레트에서 깊이 선택을 클릭합니다.
4 선택 항목 활성화 확인란을 클릭하여 선택한 움직이는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5 깊이 범위 슬라이더에서 마커를 드래그하여 선택에 대한 최소(근거리) 및 최대(원거리)
거리를 설정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선택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6 선택 항목을 미세 조정하려면 크기 슬라이더를 끌어 브러시 크기를 설정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추가를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선택하려는 영역의 가장자리 위로 드래그합니다.
• 제거를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선택 취소하려는 영역의 가장자리 위로
드래그합니다.
선택 항목을 반전시키려면 선택 항목 반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조정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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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사진
대부분의 DSLR 카메라는 RAW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RAW
모드는 일반적인 JPEG 보다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RAW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손상되지 않고 압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므로 원하는 대로 인쇄할 수 있는
네거티브 사진과 유사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카메라 RAW 랩은 디지털 암실처럼
작동하며 RAW 파일에 개인적인 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AW 이미지를 처리한 후에는 읽기 전용 RAW 파일로 그대로 두거나 JPEG, GIF 또는 PNG
파일로 내보내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XMP 파일은 읽고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지원되는 RAW 파일 형식

•

카메라 RAW 랩 사용

•

여러 RAW 사진에 편집 내용 적용

•

RAW 사진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

•

XMP 파일 작업

지원되는 RAW 파일 형식
카메라 RAW 랩은 주요 카메라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RAW 형식과 작동합니다.

지원되는 RAW 파일 형식을 찾으려면

•

Www.paintshoppro.com/en/products/paintshop-pro/standard/#tech-specs 로 이동합니다.

카메라 RAW 랩 사용
카메라 RAW 랩을 사용하면 다양한 처리 설정을 저장하여 RAW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RAW 이미지를 처리한 후에는 이미지를 읽기 전용 RAW 파일로 남겨두거나 편집
탭에서 JPEG, GIF, PNG 와 같은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RAW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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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RAW 랩
카메라 RAW 랩을 시작하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관리 탭을 클릭하고 파일

열기를 선택한 다음 RAW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 관리 탭을 클릭하고 RAW 이미지에 대한 하나 이상의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RAW 편집을 선택합니다.

• 편집 탭을 클릭하고 RAW 이미지 섬네일을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이미지 창으로
드래그하거나 섬네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이미지와 함께 카메라 RAW 랩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RAW 사진의 설정을 조정하려면
1 카메라 RAW 랩 대화상자에서 기본 탭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체 이미지를 빠르게 조정하려면 밝기, 채도 또는 그림자 슬라이더를 드래그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영역의 시나리오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리셋 조명 옵션을 클릭하거나,
미리보기 영역을 클릭하여 스포이드 도구로 화이트 포인트를 설정하여 색을
조정합니다. 온도 및 색조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색을 조정하거나 미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하이라이트 복구 영역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하이라이트 복구는
특히 과다 노출된 이미지에서 잘 작동합니다. 날아간 영역의 세부 정보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노이즈 감소 영역에서 한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디지털 노이즈를 부드럽게 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사진 변경 내용을 미리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유지하려면 이미지 설정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RAW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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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정을 지우려면 언제라도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확인 — 설정을 적용하고 카메라 RAW 랩을 종료합니다.
• 취소 — 사진 설정을 조정하지 않고 카메라 RAW 랩을 종료합니다.
3 렌즈 문제를 보정하려면 렌즈 탭을 클릭합니다. 렌즈 보정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렌즈 보정을 사용하여 왜곡, 색수차 및 비네팅 수정”을 참조합니다.
섬네일 행에서 사진 추가 버튼

을 클릭하여 더 많은 RAW 사진(최대 30 장)을 카메라

RAW 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RAW 이미지의 이미지 설정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파일 이름 또는 파일 위치
변경은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변경한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RAW 사진에 편집 내용 적용
특히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사진가는 많은 사진을 구성하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종종 직면합니다. 처리 조건이 유사하며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다운로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여 카메라 RAW 랩에서 사진에 대한
편집 내용을 복사하고 동일한 편집 내용을 일련의 사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사진에 편집 내용 캡처 및 적용”을 참조합니다.

RAW 사진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
RAW 파일 형식은 읽기 전용이며 RAW 파일의 설정은 별도의 헤더로 저장됩니다. 이 설정은
카메라 RAW 랩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사용하려면 RAW 파일을 JPEG, TIFF 또는 기본 형식인 .pspimage 와 같은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을 빠르게 변환하려면 RAW 변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W 파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편집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하나 이상의 RAW 파일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AW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일괄 처리 대화상자의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기본 변환 설정을 변경하려면 옵션을 클릭하고 설정을 조정합니다.
4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변환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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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을 클릭합니다.
수정을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옵션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변환된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XMP 파일 작업
XMP 파일은 RAW 파일과 함께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사이드카 파일입니다. 원본 RAW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편집 내용을 저장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파일에 다른 RAW 이미지
편집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XMP 파일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간에 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RAW 파일의 XMP 메타데이터를 읽고 저장하고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XMP 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읽고 가져오려면
관리 탭을 클릭하고 하나 이상의 RAW 사진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RAW 메타데이터 > 파일에서 메타데이터 읽기를 선택합니다.

XMP 파일에 편집 내용을 저장하려면
관리 탭을 클릭하고 하나 이상의 RAW 사진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RAW 메타데이터 > 파일에 메타데이터 저장을 선택합니다.

XMP 파일 간에 메타데이터를 복사하고 붙여넣으려면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복사하려는 메타데이터가 있는 RAW 이미지의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RAW 메타데이터 > 복사를 선택합니다.
3 메타데이터를 적용할 하나 이상의 RAW 사진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섬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AW 메타데이터 >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RAW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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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조정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사진을 볼 때 보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진에서는 피사체가 너무 어두운 것과 같이 문제가 분명합니다. 다른 일부 사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떤 점을 해결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사진의 특정 측면을 보정하거나 프로그램에서 기본 사진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일반적인 문제 해결

•

이미지 회전

•

이미지 자르기

•

이미지 수평/수직 맞추기

•

사진 원근 보정

•

기본 사진 보정 자동 수행

•

이미지 밝게 하기

•

이미지 어둡게 하기

•

퍼플 프린지 제거

•

디지털 노이즈 제거

•

색수차 제거

•

렌즈 보정을 사용하여 왜곡, 색수차 및 비네팅 보정

•

렌즈 왜곡 보정

•

화이트 밸런스 조정

•

밝기, 대비 및 선명도 조정

•

색상 및 채도 조정

•

노이즈 추가 또는 제거

•

심도 제어

•

이미지 흐리게 하기

•

이미지 선명하게 하기

•

이미지 부드럽게 하기

•

이미지 크기 조정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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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문제 해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일반적인 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빠르고 강력한
많은 명령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진을 최대한 좋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아래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정 명령은 옵션을 선택하고 보정을 수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를
엽니다.
사진을 자르거나 크기를 조정하려면 먼저 이 작업을 수행한 후 다음 표의 보정 작업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편집 탭에서 해결하는 방법

사진이 전체적으로 더 좋아 보여야 합니다.

기본 사진 보정 세트를 자동으로 적용하려면 조정 
1 단계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사진 보정
세트를 미세 조정하고 적용하려면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사진의 일부가 너무 어둡습니다(노출 부족).

사진의 어두운 영역에 빠른 조정을 적용하려면 조정
 채우기 플래시 또는 조정  밝기 및 대비 
채우기 빛/선명도를 선택합니다. 포괄적인 조정
세트를 적용하려면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밝기 및 대비를 보정하기 위한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조정  밝기 및 대비를 선택합니다.
특히 곡선 및 레벨 명령을 시도합니다.

사진의 일부가 너무 밝습니다(노출 과다).

사진의 밝은 영역에 빠른 조정을 적용하려면 조정
백라이트를 선택합니다. 포괄적인 조정 세트를
적용하려면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밝기 및 대비를 보정하기 위한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조정  밝기 및 대비를 선택합니다. 특히 곡선 및
레벨 명령을 시도합니다.

사진의 특정 부분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습니다.

선택 도구를 주의해서 사용하여 사진의 노출 과다
또는 노출 부족 부분만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
표에서 앞서 설명한 조정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참고: 1 단계 사진 수정 및 스마트 사진 수정 명령은
선택한 경우에도 전체 이미지에서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작업”을 참조합니다.

사진의 대비가 너무 낮거나 높습니다.

대비를 조정하고 선택적으로 다른 설정을
조정하려면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조정  밝기 및 대비  밝기/대비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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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편집 탭에서 해결하는 방법

브래킷으로 묶은 디지털 사진 세트가 있지만

파일  HDR  노출 합치기를 선택하고, 이

이를 하나로 병합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사용하여 2~9 개의 브래킷으로 묶은
사진에서 가장 적절한 세부 정보를 하나의
사진으로 결합합니다.

플래시 없이 실내에서 촬영하여 사진에 색

색 캐스트를 제거하려면 조정  밝기 및 대비

캐스트나 부자연스러운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곡선을 선택합니다. 포괄적인 조정 세트를
적용하려면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밝기 및 대비를 보정하기 위한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조정  밝기 및 대비를
선택합니다.

사진에 있는 누군가의 피부톤이 부자연스럽게

사진의 색조 밸런스를 조정하려면 조정 

보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합니다.

스캔한 사진에 스크래치 또는 찢어진 곳이

도구모음에서 스크래치 제거 도구

있습니다.

메이크오버 도구

,

, 또는 복제 브러시 도구

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리터칭
및 복원”을 참조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색상의 작은 반점(노이즈)은

노이즈 보정을 자동으로 적용하려면 조정 

특히 확대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단계 노이즈 제거를 선택합니다. 노이즈
보정에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 조정  디지털
노이즈 제거를 선택합니다. 다른 유형의 이미지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를 선택한 다음 적절한 명령을
선택합니다.

퍼플 프린지 및 기타 색수차는 사진의

퍼플 프린지를 자동으로 제거하려면 조정 

가장자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단계 퍼플 프린지 수정을 선택합니다.
색수차 보정에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 조정
 색수차 제거를 선택합니다.

사진 속의 누군가에게 적목 현상이 있습니다.

적목 현상을 빠르게 제거하려면 적목 도구
를 선택합니다. 적목 현상 제거에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 조정  적목 제거를 선택합니다.

사진 속의 어떤 사람에게서 피부 잡티,

도구 도구모음에서 메이크오버 도구

깨끗하지 않은 치아 또는 바랜 피부톤이

선택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모드를

보입니다.

잡티 수정

, 칫솔

, 또는 선탠

를
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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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편집 탭에서 해결하는 방법

사진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노출이 부족한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조정 
밝기 및 대비  레벨을 선택합니다. 전체적인
선명도를 높이려면 조정  밝기 및 대비 
로컬 톤 매핑을 선택합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고주파 선명도를 적용하려면 조정  선명도 
하이패스 선명하게를 선택합니다. 다른 형태의
선명도를 적용하려면 조정  선명도를
선택하고 명령을 선택합니다.

사진의 수평/수직을 맞추어야 합니다.

도구 도구모음에서 수평/수직 맞추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리터칭
및 복원”을 참조합니다.

사진에 있는 개체의 원근이 올바르지

도구 도구모음에서 원근 보정 도구

를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을 참조합니다.

사진 품질은 렌즈 왜곡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정  배럴 왜곡 보정, 조정  어안 왜곡
보정, 또는 조정  핀쿠션 왜곡 보정을
선택합니다. 렌즈 왜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렌즈 왜곡 보정”을 참조합니다

스캔한 이미지에 원하지 않는 패턴이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무아레 패턴

나타납니다.

제거를 선택합니다.

스캔한 사진이 오래되고 바래 보입니다.

조정  색  페이드 보정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회전
이미지를 90 도 회전하여 방향을 가로 또는 세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세로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에 태그를 추가하는 센서가 있는 경우 사진이 자동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이미지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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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각도를 지정하거나 캔버스에서 대화식으로 회전하여 이미지를 임의의 각도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내 기준점에 따라 이미지를 회전하여 이미지의 수평/수직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미지 수평/수직 맞추기”를 참조합니다.
모든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관리 탭에서 JPEG 이미지에 무손실 회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이미지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미지  오른쪽으로 회전을 선택하거나

90 도 회전

이미지  왼쪽으로 회전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특정 각도로 회전

이미지  자유 회전을 선택합니다. 자유 회전
대화상자에서 오른쪽 옵션 또는 왼쪽 옵션을
선택하여 회전 방향을 설정합니다. 도 그룹
상자에서 자유 옵션을 선택하고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대화식으로 이미지 회전

도구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회전 핸들(선으로 회전 피벗 점에
연결된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회전합니다. 회전 핸들 위에 커서를 놓으면 두
개의 곡선 화살표로 커서가 변경됩니다.
표준 도구모음에서 오른쪽으로 회전

또는 왼쪽으로 회전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이미지를 회전하기 전에 회전의 중심을 변경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 피벗 점(이미지 중심의 원)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의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여 더 강한 합성을 만들거나 이미지의 다른 영역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4 x 6 인치 또는 10 x 15 센티미터와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 크기에 프리셋을 제공하여 자르기를 도와줍니다.
자르기는 이미지 저장에 필요한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의 양을 줄입니다 또한 자르기는
불필요한 색 영역을 제거하여 색 보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르기와 색 보정이 모두
필요한 경우 먼저 이미지를 자른 다음 색 보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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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인쇄하기 전에 특정 인쇄 크기로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내에서 영역을
선택한 다음 이미지를 선택 항목 테두리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른 영역에서 새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

이미지의 수평/수직을 맞추기 위해 자르기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자르거나 예술적인
이유로 이미지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영역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르는 것은 이미지
가장자리의 투명 영역을 제거할 때 유용합니다. 자르기 영역을 설정하여 단일 레이어 또는
전체 이미지의 불투명 영역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합성 가이드
자를 때 합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합성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 가이드에는
3 등분 법칙, 황금 나선, 황금 비율, 대각선, 삼각 및 표준 모눈이 포함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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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나선 합성 가이드를 사용하여 주 초점과 보조 초점 또는 네거티브(비초점) 공간
사이의 만족스러운 밸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 향상 옵션
부동 자르기 도구모음에서 직접 다음과 같은 이미지 향상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단계 사진 수정

•

즉시 효과(6 가지 인기 필터 사용 가능)

•

심도

모든 사진 향상 옵션을 끄거나 적용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자르기는 자르기 직사각형 외부의 이미지 영역을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원본

사진을 유지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하여 자른 버전의 이미지를 새 파일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를 자르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자르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르기 직사각형이 이미지에 나타나고 자르기 직사각형의 외부 영역은 음영
처리됩니다
2 핸들이나 가장자리를 드래그하여 자르기 영역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르기 직사각형을
재배치하려면 내부에 커서를 놓고 드래그합니다.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 있는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프리셋 자르기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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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가이드를 사용하려면 부동 도구모음에서 합성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고(이 버튼으로
가이드 켜기/끄기 전환) 드롭다운 목록에서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3 이미지를 자를 준비가 되면 도구 옵션 팔레트 또는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자르기 적용

자르기 직사각형 내부를 두 번 클릭하거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자르기 직사각형의

너비 및 높이 컨트롤에서 픽셀 치수 값을

크기를 설정합니다.

지정하거나 너비, 높이 및 단위 컨트롤에서 문서
크기 값을 지정합니다.

자르기 영역을 현재 비율로 제한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가로 세로 비율 유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 지정
자르기 직사각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직사각형을 90 도 회전

부동 도구모음에서 자르기 직사각형 회전 버튼
을 클릭합니다.

특정 각도로 자르기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도구 옵션 팔레트의 각도 컨트롤에서 회전

이미지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자르기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회전 핸들의 정사각형 끝 또는 코너 포인트를

회전

드래그합니다. 이 기능은 예를 들어
울퉁불퉁하게 스캔한 사진을 펴고 자르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자르기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미지의 회전 축

도구 옵션 팔레트의 피벗에서 X 및 Y 좌표를

점을 이동합니다.

지정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
핸들의 축 점(핸들의 원형 끝)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자르기 직사각형의 중심으로 회전 축 점을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중심 피벗 버튼

을

이동합니다.

클릭합니다.

자르기 음영 영역 수정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투명도 및 음영을 선택한
다음 음영 그룹 상자에서 색 및 불투명도
설정을 지정합니다.

음영 옵션 끄기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투명도 및 음영을 선택한
다음 음영 그룹 상자에서 자르기 음영 영역
활성화 확인란의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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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 끄기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투명도 및 음영을 선택한
다음 음영 그룹 상자에서 부동 자르기
도구모음 활성화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도구가 선택되었을 때 자르기 직사각형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표시하지 않기 선택

선택하고, 목록에서 투명도 및 음영을 선택한
다음 음영 그룹 상자에서 자동으로 자르기
직사각형 표시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자르기 영역 지우기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서 지우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자른 후 도구 옵션 팔레트의 너비 및 높이 값이 각각 0.100 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잘린 이미지 크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른 후
이미지 크기 치수를 보려면 이미지  이미지 정보를 선택합니다.
회전 시 자르기 직사각형이 이미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외부 영역은 작업 중인 레이어에 따라 투명하거나 또는 배경으로 채워집니다. 이
영역을 채우려면 매직 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직 필을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 지우기”를 참조합니다.

자를 때 이미지 향상 옵션을 이미지에 적용하려면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자르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 향상 옵션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사진 향상 옵션 켜기/끄기 버튼은 녹색임).
3 이미지를 자르기 전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1 단계 사진 수정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1 단계 사진 수정
또는 즉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즉시 효과를 켜거나 끕니다. 원하는 즉시 효과를 선택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효과 섬네일을 표시하고 원하는 효과를 클릭합니다.

•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심도를 켜거나 끕니다. 초점을 맞출 영역을 설정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모눈을 표시하고, 초점을 유지하려는 모눈 영역을
클릭합니다.
4 원하는 기타 자르기 설정을 사용하여 이미지 위를 드래그하여 자르기 영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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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지를 자를 준비가 되면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사진 향상 옵션 켜기/끄기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이미지 향상 옵션을 끌 수
있습니다. 옵션이 꺼져 있으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인쇄할 이미지를 자르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자르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 내에서 드래그하여 자르기 영역을 정의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인쇄 크기 지정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참고: 인쇄 크기 지정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으면 픽셀 치수 또는 문서 크기의 높이 및
너비 컨트롤에서 값을 변경하면 이미지 해상도가 변경됩니다. 현재 해상도가 단위
드롭다운 목록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4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치 또는 센티미터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자르기 방법에는 픽셀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높이 및 너비 컨트롤에서 치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최종 자르기 영역의 크기는 지정된 대로 조정되며, 이미지 해상도는 필요에 따라
줄어들거나 증가합니다.
6 도구 옵션 팔레트 또는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에서 선택 항목으로 자르려면
편집 탭

1 이미지에서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2 이미지  Crop to Selection.
선택 항목은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불규칙한 모양의
선택 항목 주위에 자르기 영역 직사각형을 배치합니다.
페더 선택 항목으로 자르면 현재 배경색이 선택 항목의 페더 영역을 채웁니다.
자르기 도구
현재 선택 항목

를 선택하고 도구 옵션 팔레트의 자르기 직사각형 맞춤 그룹 상자에서
을 클릭하여 선택 항목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 영역을 조정하고 적용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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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또는 이미지에서 불투명한 영역으로 자르려면
편집 탭

1 자르기 도구

를 클릭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자르기 직사각형 맞춤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레이어 불투명
• 병합 항목 불투명

— 현재 레이어에서 불투명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 모든 레이어에서 불투명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3 자르기 영역을 조정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 또는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에 단색(불투명) 배경이 있으면 전체 레이어 또는 이미지가 자르기 영역으로
선택됩니다.
직사각형이 아닌 불투명 영역은 자른 후 투명 영역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르기로 새 이미지를 만들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자르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 내에서 드래그하여 자르기 영역을 정의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 또는 자르기 도구의 부동 도구모음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자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지만 잘린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고 활성 이미지로 유지됩니다.
이 기능은 여러 이미지를 스캔하여 개별 이미지를 만드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스캔 세션에서 4 장의 사진을 스캔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여 각
사진을 개별 이미지 파일로 빠르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수평/수직 맞추기
이미지에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를 정렬하여 비뚤어진 이미지의 수평/수직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가 완벽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이미지를 회전시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에 건물이나 수평선과 같은 강한 수직 또는
수평 특징이 있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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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 맞추기 도구를 사용하면 이미지 내에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수평/수직을 맞추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수평/수직 맞추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엔드 핸들이 있는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가 이미지에 나타납니다.
2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의 각 핸들을 드래그하여 수평/수직 맞추기 하려는 이미지 부분에
맞춥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자동 —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미지의 수평/수직을 자동으로
맞춥니다.

• 수직 맞추기 — 이미지를 회전시켜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를 수직으로 맞춥니다.
• 수평 맞추기 — 이미지를 회전시켜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를 수평으로 맞춥니다.
4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일 레이어 수평/수직 맞추기

수평/수직 맞추기 도구를
클릭하기 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의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모든

수평/수직 맞추기

레이어 회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수평/수직 맞추기 막대의 특정

도구 옵션 팔레트의 각도

각도를 선택합니다.

컨트롤에서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수평/수직 맞추기 후 이미지의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이미지

가장자리를 잘라 직사각형으로

자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만듭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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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가장자리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영역을 배경색으로

이미지 자르기 확인란의

채웁니다.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이미지를 두 번 클릭하여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원근 보정
높거나 넓은 개체를 촬영할 때, 사진의 원근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개체가
기울어지거나 비스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카메라가 피사체와 특정 각도를
이룰 때 발생합니다.
원근 보정 도구를 사용하면 건물의 측면 각도와 같은 원근 왜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레이어에서 사진 원근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근 보정 도구를 사용하면 건물의 각도가 변경됩니다.
사진에서 원근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원근 보정 도구 를 선택합니다.
코너 핸들이 있는 경계 상자가 이미지에 나타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컨트롤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 모눈 선 — 표시할 모눈 선 수를 입력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자르기 — 원근이 적용된 후 이미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자릅니다.
참고: 이미지 자르기 확인란을 체크하면 직사각형에서 벗어난 이미지 영역이 삭제됩니다.
3 각 핸들을 직사각형인 개체의 코너로 드래그합니다.
4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두 번 클릭하여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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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 보정 상자를 원래의 직사각형으로 재설정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취소

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레이어에서 원근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보정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보기  모눈을 선택하여 모눈 선을 표시합니다.
모눈 선을 사용하면 사진에서 세로 또는 가로여야 하는 선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눈 설정을 조정하려면 보기  모눈, 안내선 및 스캡 속성 변경을 선택한 다음
대화상자의 모눈 페이지에 있는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3 도구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전체 레이어를 둘러싸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현재 레이어의 모든 코너 핸들을 볼 수 있도록 이미지 창을 확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창을 확장하려면 코너 또는 측면에서 드래그합니다.
4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레이어에서 코너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가 끝나면 이미지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미지가 올바르게 보일 때까지 원근을 계속
조정합니다.
보정으로 인해 일부 이미지 데이터가 이미지 캔버스 밖으로 나가면 캔버스 크기를 늘려
해당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크기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캔버스
크기 조정”을 참조합니다.

기본 사진 보정 자동 수행
사진에 어떤 조정을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1 단계
사진 수정 명령 또는 스마트 사진 수정 명령을 적용한 후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 살펴봅니다.
1 단계 사진 수정 명령은 미리 정해진 색 밸런싱 및 선명도 보정 세트를 사진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명령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명령을 적용하기 전에 동일한
보정을 미세 조정하는 옵션을 원하면 스마트 사진 수정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사진 수정 명령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빠르고 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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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진 수정 기능의 고급 옵션을 사용하면 샘플링 지점으로 사용되는 사진의 중립
영역(검정, 회색 및 흰색)을 식별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을
사용하면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진의 가장 어두운 픽셀과 가장 밝은
픽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진 수정 명령의 고급 옵션을 사용하여 식별된 중립 샘플링 지점
1 단계 사진 수정으로 기본 보정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조정  1 단계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잠시 후 몇 가지 기본 보정이 사진에 적용됩니다.
적용된 보정은 스마트 사진 수정 기능의 제안 설정을 수락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진의 변경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면 편집  실행 취소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 설정을 조정합니다. 밝기 및 대비  곡선
또는 밝기 및 대비  레벨과 같은 다른 조정 메뉴 명령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사진 수정으로 기본 보정을 미세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스마트 사진 수정을 선택합니다.
스마트 사진 수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상자의 상단에서 이전 창에 원본 사진이
표시됩니다. 이후 창에는 제안된 기본 조정 세트를 적용한 후 사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줍니다.
2 다음 표의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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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수행하려면

사진을 밝게 하기 또는 어둡게 하기

밝기 그룹 상자에서 전체, 그림자 및 하이라이트
컨트롤에 값을 입력 또는 설정하거나 해당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참고: 양수 설정은 사진을 밝게 하고, 음수
설정은 사진을 어둡게 합니다.

채도 증가 또는 감소

채도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 또는 설정하거나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참고: 양수 설정은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음수 설정은 색을 덜 선명하게 합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하기

초점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 또는 설정하거나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설정 제안을 클릭하여 모든 설정을 초기값으로 재설정하거나,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하여 Null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진 수정 기능의 고급 설정을 사용하려면 고급 옵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스마트 사진 수정의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스마트 사진 수정 기능 대화상자에서 고급 옵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추가 컨트롤이 대화상자에 나타납니다.
2 다음 표의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색 밸런싱에 샘플링 포인트 사용

화이트 밸런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사진의 중립
영역(블랙, 회색, 흰색)이 이전 창에서
식별됩니다.
참고: 일부 사진에는 블랙이나 회색 또는 흰색
영역이 없으므로 샘플링 포인트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샘플링 포인트 무시

화이트 밸런스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확인란을 다시 선택하면 샘플링 포인트가
복원됩니다.

샘플링 포인트 추가

이전 창에서 블랙이나 회색 또는 흰색 영역을
클릭합니다. 이후 분할 창이 업데이트됩니다.

샘플링 포인트 삭제

이전 분할 창에서 샘플링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이전 및 이후 창이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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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수행하려면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픽셀을 어둡게

블랙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슬라이더 옆의 컨트롤에서 값을 지정합니다.

사진에서 가장 밝은 픽셀을 밝게

화이트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슬라이더 옆의 컨트롤에서 값을 지정합니다.

샘플링 포인트를 추가할 때 화이트 밸런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블랙,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상을 클릭하지 마십시오(예: 파란색 영역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블랙, 흰색 또는 회색인 포인트만 클릭합니다.
샘플링 포인트는 드래그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히스토그램은 표시 전용이므로 일부를 드래그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회색 부분은
원본(이전) 사진을 나타내고 레드 오버레이 부분은 조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검은색
삼각형은 블랙 슬라이더와 함께 이동하고 흰색 삼각형은 화이트 슬라이더와 함께
이동합니다. 히스토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밝게 하기
조명 문제는 사진촬영에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밝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그림자
영역의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너무 어둡거나 사진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더 어둡고 노출이 부족한 영역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색의 순도 또는 선명도인 채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선명도를 포함한 다른 밝게 하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을 참조합니다.

사진을 밝게 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채우기 플래시를 선택합니다.
2 강도 컨트롤에서 0~1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어두운 영역을 얼마나 밝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3 채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사진 색의 전체 채도를 결정합니다.
0 보다 작은 값은 채도를 줄입니다. 0 보다 큰 값은 채도를 증가시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에 너무 밝은 영역과 너무 어두운 영역이 있는 경우 조정  채우기 플래시를
선택한 다음 조정  백라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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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어둡게 하기
때로는 사진의 배경이 너무 밝아서 전체 이미지가 바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는
피사체에 플래시가 너무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의 밝고 과다 노출된 영역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어둡게 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백라이트를 선택합니다.
2 강도 컨트롤에서 0~1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밝은 영역을 얼마나 어둡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3 채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사진 색의 전체 채도를 결정합니다.
0 보다 작은 값은 채도를 줄입니다. 0 보다 큰 값은 채도를 증가시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에 너무 밝은 영역과 너무 어두운 영역이 있는 경우 조정  채우기 플래시를
선택한 다음 조정  백라이트를 선택합니다.

퍼플 프린지 제거
디지털 사진의 일반적인 문제는 컬러 사진의 노출 과다 영역을 둘러싼 자주색 후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프린징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진의 배경에 밝은 하늘이 있고 사진
피사체의 가장자리에 희미한 자주색 후광이 나타날 때 종종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빠르게 식별하여 사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퍼플 프린지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 조정  1 단계 퍼플 프린지 수정을 선택합니다.
잠시 후, 사진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
사진과 관련된 “노이즈”라는 용어는 이미지 선명도를 방해하는 작은 색 반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얼룩은 일반적으로 조명 상태가 좋지 않거나 디지털 카메라 센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맑고 파란 하늘의 사진을 확대하면 주황색, 빨간색, 자주색, 녹색
또는 기타 색상의 작은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사진에서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두 가지 빠르고 강력한
명령을 제공합니다. 1 단계 노이즈 제거 및 디지털 노이즈 제거. 노이즈 제거 명령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사진을 분석하고 노이즈 아티팩트를 식별하며, 식별된 영역을 기반으로
보정을 적용하면서 사진의 중요한 가장자리 디테일은 유지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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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미지는 디지털 카메라 노이즈 때문에 거칠게 보입니다. 노이즈가 제거된
후의 오른쪽 이미지는 더 매끄럽고 덜 거칠게 보입니다.
1 단계 노이즈 제거: 1 단계 노이즈 제거 명령으로 사진에 노이즈 보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노이즈 제거: 인공 지능(AI)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노이즈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향상을
선택하여 노이즈 보정의 강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 보정이 적용되는 방식을 더욱 정확하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 명령
디지털 노이즈 제거 명령을 사용하면 사진에서 디지털 카메라 노이즈 제거를 보다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같은 영역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셋을 만들어 모든 사진에 동일한 보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이즈가 많은 사진(예: 동영상 화이트보드 캡처)의 경우 낮은 설정으로 명령을 사용하면
과도한 블러 없이 전체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일반 설정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이 명령은 피사체 영역 주변의 이미지 아티팩트와
같이 보정이 필요한 주요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노이즈 보정에서 제외할 영역이 포함된 사진의 경우, 유지하거나 버릴 색상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피부톤에 보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영역을 원하는 만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이즈를 빠르게 제거하려면
편집 탭

• 조정  1 단계 노이즈 제거를 선택합니다.
잠시 후, 노이즈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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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 분석 및 제거를 위해 AI 노이즈 제거 사용하기
편집 탭

1 조정  AI 노이즈 제거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빠른 수정을 위해서는 단순을 선택합니다.
• 향상을 선택하고 강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적용되는 노이즈 제거 레벨을
설정합니다.
GPU 를 사용하면 처리 시간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GPU 가속화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창 아래의 녹색 진행률 표시줄을 통해 AI 분석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를 위한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디지털 노이즈 제거를 선택합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노이즈 제거 탭 영역의 이미지 미리보기에 3 개의 십자선이 나타납니다. 십자선은
이미지의 밝은 영역, 중간 영역 및 어두운 영역에 위치한 노이즈의 샘플을 나타냅니다.
이전 창에서 경계 상자를 드래그하여 십자선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 샘플링 영역이
같이 이동합니다.
2 노이즈 제거 탭 영역에서 링크 디테일 크기 확인란을 체크하여 작은, 중간 및 큰 설정을
서로 비례하여 조정합니다
3 작은, 중간 및 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이 컨트롤은 작은, 중간 및 큰 노이즈 패턴에 적용할 보정량을 정의합니다.
4 보정 블렌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보정된 이미지가 원본에서 어느 정도
블렌딩 되는지 결정합니다.
블렌딩 값의 범위는 0.0(노이즈 감소 없음)에서 100.0(전체 이미지 전체 처리)입니다.
기본값은 70 입니다.
5 선명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노이즈 감소가 적용된 후 이미지에 적용할
선명도를 결정합니다(있는 경우).
기본값은 0 입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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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영역, 중간 영역 및 어두운 영역에 대한

링크 디테일 크기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보정을 독립적으로 설정

해제하고 작은, 중간 및 큰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샘플링 영역의 클로즈업 보기

십자선을 클릭하면 이전 및 이후 창에서 해당
영역의 클로즈업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링 영역 십자선 추가

이전 창에서 드래그합니다.

샘플링 영역 십자선 삭제

이전 창에서 보정 상자의 코너를 대각선
반대쪽 코너로 드래그합니다.

최대 10 개의 샘플링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가장자리 또는 이미지의 순수한 검은 색 또는 순수한 흰색 영역을 샘플링하면
과도한 스무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 명령은 무아레 패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무아레
패턴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아레 패턴을 제거하려면”을 참조합니다.

120

PaintShop Pro

이미지 및 카메라 특정 프리셋으로 설정을 저장하려면 카메라 프리셋 확인란을
체크하고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프리셋 확인란이 선택되면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 표준 프리셋이 아닌 이전에 저장된 카메라 프리셋만 표시됩니다.
표준 프리셋으로 설정을 저장하려면 카메라 프리셋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프리셋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EG 이미지 작업 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이즈 제거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AI 아티팩트 제거를 선택합니다.

노이즈 보정으로부터 이미지 영역을 보호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디지털 노이즈 제거를 선택합니다.
디지털 노이즈 제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미지 보호 탭을 클릭합니다.
3 이전 창에서 보호하려는 영역을 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패닝 및 확대/축소합니다.
4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호하려는 영역 위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Ctrl 키를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 제거 탭 영역의 이미지 창에 해당 십자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 선택한 색상 범위 그룹 상자의 색상 및 범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참고: 기존 설정은 샘플링된 영역을 반영합니다. 링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색상 노브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선택한 색상 범위 보호 그룹 상자에서 7 개의 그래프 핸들 중 하나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색상 범위의 해당 세그먼트에 적용할 보정 및 스무딩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그래프 핸들만 그래프의 맨 아래로 드래그하면 해당 색상 범위의 중간
톤이 완전히 억제됩니다.
참고: 그래프 핸들은 측면으로는 드래그할 수 없습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재설정을 클릭하여 선택한 색 범위에 대한 색 조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색 조정을 제거하려면 모두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색수차 제거
색수차는 카메라가 이미지 내에서 잘못된 색을 기록할 때 발생합니다. 기존의 필름
카메라에서, 색수차는 일반적으로 렌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색수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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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의 고유 렌즈 수차로 인해 이미지 가장자리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망원 및 줌
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가 광축에서 멀리 떨어진 광선을 포착하는 방식
때문에 색수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올바른 노출 설정을 산출하는 카메라의 자동 노출 기능으로 인해 센서가 블루밍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카메라 센서 요소에 의해 다른 색상이 포착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픽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디모자이킹이라고 합니다.

• 처리 후 카메라 내부에서 아티팩트 제거, 노이즈 제거 및 선명화와 같은 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색수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나뭇가지 또는 나뭇잎을 통해 본 하늘
• 밝은 빛이 들어오는 실내 문 또는 창문의 가장자리
• 불꽃놀이 또는 도시의 불빛
• 형광등 또는 노출된 전구
• 물 위의 태양 또는 빛의 반사
• 크롬에 반사
• 백라이트 개체의 가장자리
• 어두운 배경 위의 햇빛을 받는 흰 셔츠
이러한 유형의 색 결함을 식별한 후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색수차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수차 제거를 선택합니다.
색수차 보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화상자의 맨 위에 이전 및 이후 창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대화상자의 확대/축소 컨트롤을 20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확대/축소 컨트롤은 이전 및 이후 창 아래에 있습니다. 200%로 확대하면 사진의 문제
영역을 조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팬 버튼

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패닝하여 이전 창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 영역을

설정합니다.
5 이전 창에서 드래그하여 보정이 필요한 영역을 정의합니다.
참고: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샘플 상자라고 합니다. 최대 10 개의 샘플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샘플 상자는 대화상자 가운데에 있는 샘플 목록 영역에서 “샘플 n”(n 은
1~10 의 숫자)으로 표시됩니다. 각 샘플 목록에는 왼쪽에 색 스와치가 있으며 샘플링된
영역의 색 평균을 나타냅니다.
6 샘플 목록 영역에서 샘플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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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위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보정할 픽셀 범위에 영향을 주는 활성 샘플의
색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정한 범위는 범위 컨트롤 바로 위에 있는 색 상자에 표시됩니다.
8 반경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샘플의 수차를 결정합니다. 참고: 기본값은
10 입니다. 4~20 의 값이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10 보다 큰 값은 센서
블루밍 수차를 둘러싸는 샘플링 영역에 유용합니다. 10 보다 작은 값은 1 메가픽셀 미만의
이미지를 작업할 때뿐만 아니라 디모자이킹으로 인한 1 픽셀 또는 2 픽셀 수차를 제거할
때 유용합니다. 반경 컨트롤을 수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작은 설정으로
설정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 상자 크기 조정

샘플 상자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샘플 상자 버튼 삭제

샘플 상자를 클릭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샘플 상자 삭제

코너를 대각선의 반대쪽 코너로 드래그하고
양 코너가 만나면 드래그를 중지합니다.

영향을 받는 이미지 영역 표시

차이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영향을 받는
영역은 이후 창에 검은색 위에 흰색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밝은 영역은 보정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지에서 결과 미리보기

차이 표시 확인란을 체크하고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개 이상의 샘플 상자를 만들려면 보정 내용을 적용한 다음 효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레이어의 결과 확인란을 체크하여 보정된 이미지가 있는 새 레이어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원본 이미지를 자체 레이어에서 보호합니다. 이 확인란을
체크하지 않으면 보정 내용이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선택 항목을 선택하고 새 레이어의 결과 확인란을 체크하여 “거짓 보정”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미지 레이어에서 이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렌즈 보정을 사용하여 왜곡, 색수차 및 비네팅 보정
렌즈 보정은 사진에서 다양한 렌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컬렉션입니다. JPEG,
TIFF, RAW 형식으로 저장된 사진에 렌즈 보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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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보정을 사용하여 배럴 왜곡(위)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곡
초점 거리의 범위가 큰 줌 렌즈가 가장 큰 렌즈 왜곡을 보이지만 고정 초점 거리 또는
“프라임” 렌즈도 일부 유형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럴과 핀
쿠션 왜곡은 이미지 외부(주변)에서 중앙으로 이미지가 불균일하게 확대되어 발생합니다.
배럴 왜곡은 가장자리를 향한 렌즈 확대의 축소로 인해 이미지에서 둥근 효과를 나타냅니다.
핀 쿠션 왜곡은 이미지 측면의 핀치 또는 좁아진 형상을 말합니다. 각 렌즈에는 자체 배럴
및 핀 쿠션 특성이 있으며 모든 초점 길이에서 렌즈의 이미지 세트를 분석하여 이 왜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수백 가지 렌즈 및 카메라 조합을 위한
프로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수차
색수차는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의 불균일한 굴절로 인한 왜곡 유형(CA 왜곡이라고도
함)입니다. 그 결과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나뭇가지와 같이 고대비 장면에서 가장자리
디테일 주변의 색 프린지(종종 자주색으로 나타남)와 고르지 않은 색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장 넓고 가장 긴 초점 길이에서 줌 렌즈는 가장 심한 왜곡을 보입니다. 왜곡이 가장 많은
색상의 데이터를 조정하여 CA 왜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네팅
비네팅은 빛의 감소로 인해 이미지의 코너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며, 광학(렌즈 자체),
센서(많은 센서가 센서에 비스듬히 닿는 빛에 덜 민감함) 또는 이미지의 코너를 가리는 필터
또는 렌즈 후드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미지의 코너를 밝게 하여 비네팅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진가들은 사진에 비네팅 효과를 추가하여 중앙의
피사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렌즈 보정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비네트를 제거하거나
비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네트 보정은 전체 원본 프레임에 적용되지만 비네트를
추가하면 이미지의 잘린 부분에 항상 수행됩니다.
자동 또는 수동 컨트롤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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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은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내장된 카메라 및 렌즈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보정합니다.

• 보정 활성화 — 렌즈 보정을 켜거나 끕니다.
• 자동 자르기 —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여 이미지 프레임을 채웁니다.
• 제조업체 드롭다운 목록 — 카메라 제조업체를 자동으로 표시하거나(이미지에
메타데이터가 있는 경우)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델 드롭다운 목록 — 카메라 모델을 자동으로 표시하거나(이미지에 메타데이터가 있는
경우)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렌즈 드롭다운 목록 — 사진을 캡처하는 데 사용된 렌즈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이미지에
메타데이터가 있는 경우).
중요! 경우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매치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올바른 제조업체, 카메라 모델 및 렌즈를 선택하여 잘못된 추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왜곡을 제거할 때 사용할 프로파일을 결정합니다.

• 초점 길이 — 이미지를 촬영할 때(이미지에 메타데이터가 있는 경우) 렌즈의 초점 거리
설정을 표시하거나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된 프로파일의 보정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수동으로 보정 매개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렌즈 보정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렌즈에
유용합니다.
렌즈 보정 매개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wiki.panotools.org/Lens_correction_model
색수차 보정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 R / C — 레드/사이안 축을 따라 색의 이동을 제어합니다
• B / Y — 블루/옐로우 축을 따라 색의 이동을 제어합니다
비네트 보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비네트 보정 활성화 — 비네트 보정을 켜거나 끕니다. 이 컨트롤은 다른 유형의 렌즈
보정과 무관합니다.

• 강도 — 보정의 밝기(양 또는 오른쪽) 또는 어둡기(음 또는 왼쪽)를 제어합니다
• 반경 — 보정이 이미지에서 얼마나 확장되어야 하는지 제어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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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보정을 사용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RAW 이미지의 경우 카메라 RAW 랩에서 이미지를 열고 렌즈 탭을 클릭합니다.
• JPEG 및 TIFF 이미지의 경우 조정 > 렌즈 보정을 클릭합니다
2 자동 또는 수동을 클릭하고 원하는 설정을 수정합니다.

렌즈 왜곡 보정
카메라 렌즈는 사진에 왜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광각 사진, 초점
범위가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한 클로즈업 사진 및 품질이 낮은 렌즈(일회용 카메라 등)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서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중요! 사진을 자르기 전에 사진의 렌즈 왜곡을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 왜곡의 유형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렌즈 왜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 배럴 왜곡 — 사진이 중앙에서 밀려 나와 보입니다. 왜곡 보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카메라 렌즈의 축이 이미지의 중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 어안 왜곡 — 사진이 구체에 붙인 것처럼 보이거나 풍선처럼 부풀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압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 핀쿠션 왜곡 — 사진이 중앙에서 밀려 들어가 보입니다.
배럴 왜곡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배럴 왜곡 보정을 선택합니다.
배럴 왜곡 보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미지에서 곡선을 찾은 다음 강도 컨트롤에 적절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직선으로
만듭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중심 스케일 유지 확인란을 체크하면 이미지에 픽셀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그림
중앙의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변경 내용이
결과 크기 그룹 상자에 표시됩니다.

어안 왜곡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어안 왜곡 보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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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 왜곡 보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시야 컨트롤에서 적절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왜곡을 제거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중심 스케일 유지 확인란을 체크하면 이미지에 픽셀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그림
중앙의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변경 내용이
결과 크기 그룹 상자에 표시됩니다.

핀쿠션 왜곡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핀쿠션 왜곡 보정을 선택합니다.
핀쿠션 왜곡 보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미지에서 구부러진 선을 찾아 강도 컨트롤에서 직선이 될 때까지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중심 스케일 유지 확인란을 체크하면 이미지에 픽셀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그림
중앙의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변경 내용이
결과 크기 그룹 상자에 표시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색을 조정하여 사진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조명, 카메라 및
카메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처리로 인해 사진의 색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에
부자연스러운 색 캐스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색을 만들고 이미지에서 색 캐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다양한 색 밸런싱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전체 이미지에
명령을 적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의 휘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진의 톤의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 주어진 채널의 백분율로 레드, 블루 또는 그린 채널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 바랜 사진에 색과 대비를 복원합니다.
• 각 픽셀 색상 반대로 바꾸어 사진 네거티브를 만듭니다(예: 블루를 옐로우로, 블랙을
화이트로, 옐로우를 블루로, 화이트를 블랙으로 등)

• 전체 색 캐스트를 변경하여 색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이미지에서 레드, 그린 및 블루의
양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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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스마트 화이트 밸런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를 통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약간의 보정을 합니다.
3 온도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시원한 색(더 짙은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따뜻한 색(더 짙은 주황색)으로 이동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의 색 온도를 아는 경우, 고급 옵션 확인란을 체크하고 화이트 밸런스 그룹 상자의
온도 및 색조 컨트롤에 온도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정확한 톤 밸런스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향상 그룹 상자의 온도 및 색조 컨트롤에서 값을 조정하여
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 채널을 혼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  채널 믹서를 선택합니다.
채널 믹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색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출력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서 편집할 색 채널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를 단색으로 변경하려면(그레이스케일처럼 보이지만 1,600 만 색의 색 깊이) 단색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출력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 그레이가 나타납니다.
3 소스 채널 그룹 상자에서 레드, 그린 및 블루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거나 해당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채널에서 해당 색의 백분율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레드 채널을 편집하고 레드 컨트롤을 50%로 설정하면 이미지의 레드 양이
원래 양의 50%로 줄어 듭니다.
4 일정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더는 원래 0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색 채널을 어둡게 하려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색 채널을 밝게 하려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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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드 색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  페이드 보정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예: 얼굴)을 가운데로 표시하려면 이전 팬을 드래그합니다.
2 이미지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 보정 크기 컨트롤의 값을 조정합니다.
기본값은 45 입니다.
참고: 올바른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값을 사용합니다. 보정을 너무 많이 적용하면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영역이 디테일을 잃게 되고 개체가 함께 혼합될 수 있습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 네거티브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  네거티브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색 캐스트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  레드/그린/블루를 선택합니다.
레드/그린/블루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레드, 그린, 블루 컨트롤에 각 색의 퍼센트를 변경하기 위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이 0%이면 원래 값을 유지합니다. 색을 더 추가하려면 양수를 사용합니다.
일부 색을 제거하려면 음수를 사용합니다.
참고: 블루의 양을 줄이면 이미지에 옐로우 캐스트가 추가되고 그린의 양이 줄면
이미지에 마젠타 캐스트가 추가되고 레드의 양이 줄면 이미지에 사이안 캐스트가
추가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밝기, 대비, 선명도 조정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사진의 밝기, 대비, 선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비는 사진의 가장 밝은 픽셀과 가장 어두운 픽셀의 차이입니다. 선명도를 사용하면
지역화된 영역 내에서 대비를 분석하여 이미지의 디테일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전체 이미지에 명령을 적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밝기 및 대비 조정
• 피사체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사진을 선명하고 집중적으로 보여줌
• 이미지에서 개별 밝기 값 조정
• 부드러운 톤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이라이트, 중간 톤, 그림자 조정
• 노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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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의 명도 값을 블랙에서 화이트까지의 명도 스펙트럼에 더 균등하게 분산
• 히스토그램이 전체 명도 스펙트럼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전체 대비 증가
• 이미지의 밝기, 대비, 감마 조정
• 완전한 흑백 이미지 생성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톤 범위를 표시하고 하이라이트, 중간 톤, 그림자의
밸런스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즉, 히스토그램에서 사진의 노출도가 낮은지, 높은지, 또는
적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의 LCD 에 히스토그램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일부
카메라에서는 사진을 찍기 전에 장면의 히스토그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대화상자에 히스토그램을 표시하는 다양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곡선, 레벨, 스마트 사진 수정 고급 모드, 히스토그램 조정이 포함됩니다.

세 가지 노출에 대한 히스토그램(오른쪽)의 예
히스토그램을 볼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히스토그램의 왼쪽 부분은 사진이 블랙 또는 거의 블랙과 가까운 색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부분은 사진이 화이트 또는 거의 화이트와 가까운 색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 조정 대화상자의 그래프는 선택한 채널의 각 값에 대한 픽셀 수를 표시합니다.
수직 축은 그래프에서 0 에서 가장 높은 픽셀 수까지의 범위와 픽셀 수를 나타냅니다. 수평
축은 0~255 의 선택한 채널 값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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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팔레트  히스토그램을 선택하여 언제든지 이미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밝기 또는 대비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밝기/대비를 선택합니다.
밝기/대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밝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양수는 사진을 밝게 하고, 음수는 사진을 어둡게 합니다. 값이 0 이면 원래 설정을
유지합니다.
3 대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양수는 대비를 증가시키고, 음수는 대비를 감소시킵니다. 값이 0 이면 원래 설정을
유지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창에서 이미지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하고 선명도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채우기 빛/선명도를 선택합니다.
채우기 빛/선명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채우기 빛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사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값이 0 이면 원래 설정이 유지됩니다.
3 선명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양수는 디테일을 증가시키고, 음수는 디테일과 초점을 감소시킵니다. 값이 0 이면 원래
설정을 유지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깊이와 선명도를 향상시키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로컬 톤 매핑을 선택합니다.
로컬 톤 매핑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소값을 사용합니다. 값이 너무 높으면 원치 않는
아티팩트가 사진에 나타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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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창에서 이미지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채널 밝기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곡선을 선택합니다.
곡선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색 채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RGB — 조합된 히스토그램에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레드 — 레드 채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그린 — 그린 채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블루 — 블루 채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그래프의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입력 레벨(원본 픽셀의 밝기)과 출력 레벨(보정된 픽셀의
밝기) 사이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곡선 점을 드래그하면 픽셀 명도에 대한 포인트의 원본 값과 수정된 값이 히스토그램
그래프의 왼쪽 상단 코너에 표시됩니다. 원본 값 또는 입력 값이 왼쪽에 표시되고 수정된
값 또는 출력 값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곡선에 점 추가

곡선에 점을 추가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참고: 곡선에 점을 더 추가하면 곡선의 모양을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곡선 점 제거

그래프에서 점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활성 곡선 점을 더 정밀하게 이동

화살표 키를 누르거나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사진의 대비 자동 조정

자동 그룹 상자에서 대비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진의 색은 만족스럽지만 대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 자동 조정

자동 그룹 상자에서 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버튼을 사용하여 사진에서 블랙 점과
화이트 점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비와 색을 모두 자동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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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블랙, 그레이, 화이트 점 사용자 지정

색 그룹 상자에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스포이드를 클릭하여 스포이드 색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커서를 이전 창으로
이동하고 블랙, 그레이, 화이트 점을 클릭합니다.
이후 창(및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이
표시된 경우 이미지 창)이 업데이트됩니다.

적절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점 자동으로 결정

Alt 를 누른 상태에서 이전 창(또는 이미지 창)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위로 이동하면 적절한 컬러
스포이드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점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자동 대비, 색, 레벨 버튼에 대한 히스토그램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색 옵션

클리핑 제한을 지정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하한 및 상한 컨트롤과 강도
컨트롤에 대한 퍼센트 값을 설정합니다.
참고: 하한 및 상한 컨트롤의 경우 값이 클수록
자동 설정의 강도가 커지고 값이 낮을수록 자동
설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강도 값이 낮을수록
클리핑이 줄어듭니다.

수정된 모든 값을 원본 값으로 재설정

색 스포이드 근처에 있는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저장 버튼 옆에 있는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창에서 이미지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하이라이트, 중간 톤, 그림자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하이라이트/중간 톤/그림자를 선택합니다.
하이라이트/중간 톤/그림자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절대 조정 방법 — 25% 히스토그램 포인트(그림자), 50% 히스토그램 포인트(중간 톤),
75% 히스토그램 포인트(하이라이트)의 절대 위치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값은
그림자의 경우 35, 중간 톤의 경우 50, 하이라이트의 경우 65 정도이지만 사진에 따라
다릅니다. 값을 늘리면 영역이 밝아지고 값을 줄이면 영역이 어두워집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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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조정 방법 — 원본 상태에 상대적인 밝기 레벨을 조정합니다. 양의 값은 영역을
밝게 하고 음의 값은 영역을 어둡게 합니다.
3 그림자, 중간 톤, 하이라이트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창에서 이미지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노출을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히스토그램 조정을 선택합니다.
히스토그램 조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편집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휘도 — 정확한 대비를 위해 이미지의 명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색 — 편집할 색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3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이미지에 대한 조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4 낮음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히스토그램 왼쪽에서 왼쪽 가장자리와 그래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 사이의 간격을
찾습니다. 간격은 이미지에서 가장 어두운 픽셀이 완전히 검은색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낮음 슬라이더(검은색 삼각형)를 그래프가 상승하는 지점까지 드래그합니다. 낮음
컨트롤은 낮음 위치(0~254)를 표시합니다. 아래쪽 컨트롤에는 0 과 낮음 값 사이의 픽셀
퍼센트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픽셀의 대비는 손실됩니다. 일반적으로 낮음 값은 0.1%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5 높음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히스토그램 오른쪽에서 창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그래프가 0 픽셀로 감소하는 지점 사이의
간격을 찾습니다. 간격이 있는 경우 높음 슬라이더(흰색 삼각형)를 그래프의 해당
지점으로 드래그합니다. 이 작업은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픽셀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음 값은 0.1%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6 감마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전체 이미지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경우 감마를 조정합니다. 감마는 이미지 대비의
표준 변화 척도입니다. 이미지를 밝게 하려면 감마 슬라이더(회색 삼각형)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감마를 늘립니다. 이미지를 어둡게 하려면 감마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감마를 줄입니다.
7 중간 톤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참고: 그래프에 왼쪽과 오른쪽의 피크가 있고 중앙에 낮음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중간
톤을 압축해야 합니다. 그림자 및 하이라이트를 확장하여 포함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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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피사체가 카메라에 너무 가까우면 어두운 배경에서 밝게 빛나게 됩니다. 중간
톤을 압축하려면 중간 톤 슬라이더를 위로 드래그합니다.
그래프가 가운데에서 가장 높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픽셀 수가 낮으면 중간 톤 슬라이더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중간 톤을 확장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히스토그램 왼쪽에 있는 출력 최대 및 출력 최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예술적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슬라이더는 회색 사각형 안에 있는 흰색 원이고 최소
슬라이더는 회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검은색 원입니다. 이미지의 가장 밝은 픽셀을
어둡게 하려면 최대 슬라이더를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이미지의 가장 어두운 픽셀을
밝게 하려면 최소 슬라이더를 위로 드래그합니다. 수직 축을 따라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0~255)은 수평 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픽셀은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변환됩니다. 편집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른
색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비슷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전체에 명도를 분산하려면
편집 탭

• 조정  밝기 및 대비  히스토그램 균일화를 선택합니다.
히스토그램을 확장하여 대비를 높이려면
편집 탭

• 조정  밝기 및 대비  히스토그램 늘리기를 선택합니다.
히스토그램 늘리기 명령은 가장 어두운 픽셀을 검은색, 가장 가벼운 픽셀을 흰색으로
끌어 당깁니다. 이 명령은 이미 순수 검은색에서 순수 흰색으로 확장된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본 이미지에 흑백에 매우 가까운 픽셀이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매우 플랫한 경우(검은색 또는 흰색에
가깝지 않음) 이 명령을 사용하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밝기, 대비, 감마를 동시에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레벨을 선택합니다.
레벨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레벨 그룹 박스의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서 조정할 색 채널을 선택합니다.

• RGB — 조합된 히스토그램에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레드 — 레드 채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그린 — 그린 채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블루 — 블루 채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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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은색, 회색 또는 흰색 다이아몬드 슬라이더를 조정하거나 아래 컨트롤에 값을
설정합니다.

•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픽셀을 어둡게 하려면 검은색 다이아몬드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또는 숫자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

• 사진의 중간 톤을 조정하려면 회색(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또는 숫자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

• 사진에서 가장 밝은 픽셀을 밝게 하려면 흰색 다이아몬드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또는 숫자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
참고: 검은색 또는 흰색 다이아몬드 슬라이더를 드래그할 때 어떤 픽셀이 클리핑되는지
보려면 Ctrl 을 누른 채로 드래그합니다. 이후 창에는 클리핑된 색이 표시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대비 자동 조정

자동 그룹 상자에서 대비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진의 색은 만족스럽지만 대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 자동 조정

자동 그룹 상자에서 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버튼을 사용하여 사진에서 블랙 점과
화이트 점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비와 색을 모두 자동으로 조정

자동 그룹 상자에서 레벨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랙, 그레이, 화이트 점 사용자 지정

색 그룹 상자에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스포이드를 클릭하여 스포이드 색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커서를 이전 창(또는
이미지 창)으로 이동하고 블랙, 그레이, 화이트
점을 클릭합니다. 이후 창(및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이 표시된 경우 이미지 창)이
업데이트됩니다.

적절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점 자동으로

Alt 를 누른 상태에서 이전 창(또는 이미지

결정

창)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위로 이동하면 적절한
컬러 스포이드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점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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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대비, 색, 레벨 버튼에 대한 히스토그램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색 옵션

클리핑 제한을 지정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하한 및 상한 컨트롤과 강도
컨트롤에 대한 퍼센트 값을 설정합니다.
참고: 하한 및 상한 컨트롤의 경우 값이
클수록 자동 설정의 강도가 커지고 값이
낮을수록 자동 설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강도 값이 낮을수록 클리핑이 줄어듭니다.

수정된 모든 값을 원본 값으로 재설정

색 스포이드 근처에 있는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저장 버튼 옆에 있는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색 옵션 대화상자에서 변경한 내용은 곡선 대화상자의 자동 그룹 상자에 있는
대비, 곡선, 레벨 버튼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레벨 명령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노출로 촬영된 사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곡선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이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창에서 이미지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픽셀을 흑백으로 변환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밝기 및 대비  한도를 선택합니다.
한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한도 컨트롤에 픽셀 명도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흰색(한도 위)으로 변경할 픽셀과
검은색(한도 아래)으로 변경할 픽셀을 지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1 에서 255 사이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흰색 픽셀이 더 많이 생성되고 값이
클수록 검은색 픽셀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창에서 이미지의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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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채도 조정
채도는 한 색의 순도 또는 색의 선명함을 의미하며, 흰색이 없는 색으로 표현됩니다. 채도가
100%인 색에는 흰색이 없습니다. 채도가 0%인 색은 회색 음영에 해당합니다. 색조는 특정
색을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녹색, 빨간색은 모두 색조입니다.
색상은 실제 색(예: 빨간색 또는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함입니다.
밝은 주황색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색은 채도가 높은 색입니다. 채도가 감소함에
따라(색조와 명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황색은 갈색이 되고, 그 다음 회갈색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간 중성 회색이 됩니다(채도가 0 으로 감소된 후). 채도를 줄이면 색이
사라지고 그레이스케일 구성 요소만 남게 됩니다. 회갈색과 연보라색은 컬러감만으로도
상당히 중성이기 때문에 낮은 채도의 색입니다. 사과의 빨간색과 바나나의 노란색은 높은
채도의 색입니다. 채도는 같은 밝기의 중성 회색과 색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디지털 이미지에서 채도를 높이면 이미지의 밝은 색상과 “펀치”를 줄 수 있지만, 채도가
너무 높으면 색을 왜곡하고 피부톤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발색
컨트롤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도가 낮은 영역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톤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이미지 채도가 낮은 부분의
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선택 항목 또는 전체 이미지의 색과 채도를 변경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명도 값을 변경하지 않고 모든 색을 단일 색과 단일 채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갈색 톤과 같은 세피아 톤과 다른 단색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모든 색을 바꿀 수 있고 강도와 명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색조를 변경하면 이미지의 모든
픽셀이 색상환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픽셀을 녹색으로 변경하면
녹색 픽셀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노란색 픽셀이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채도를 조정하면
회색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회색 레벨은 채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명도를
조정하면 색 밝기가 변경됩니다.

• 하나 이상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모든 녹색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채도 또는 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을 조정하면 모든
색(원본 색 및 변경된 색 모두)이 조정됩니다.

• 발색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최소 채도 색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상대적으로
포화 상태인 픽셀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두십시오. 그 결과, 이미지 색에서 채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만 색이 비현실적으로 밝아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발색 컨트롤은
피부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 과포화되어 피사체의 피부색을 파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채도를 더하는 데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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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톤 사진을 만들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상 및 채도  채색을 선택합니다.
채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색을 좀 더 미세하게 변경하여 듀오톤을 만들려면 채색 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미지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하고 이미지  색 깊이 증가  RGB 8 비트/채널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 색상 — 색상을 지정합니다. 모든 현재 색이 변경됩니다.
• 채도 — 선택한 색상의 채도를 지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상 및 채도  색상/채도/명도를 선택합니다.

• 색상/채도/명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상자의 외부 색 링은 이미지에 있는 색의
원본 값을 나타냅니다. 수정된 값이 내부 색 링에 나타납니다.
2 편집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모든 색을 동시에 편집하려면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 특정 색 범위를 편집하려면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또는 마젠타를
선택합니다.
색 범위를 편집하려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색 링 사이에 나타나는 컨트롤 링을 사용하여
편집할 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 너비를 변경하려면 컨트롤 링에서 두 외부
지점을 드래그합니다. 조정이 빌드되는 영역을 최대 효과로 변경하려면 두 개의 내부
막대를 드래그합니다(전체 효과가 막대 사이에 적용됩니다). 조정 영역을 이동하려면 흰색
원을 드래그합니다.
3 색상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색상 값은 360 도 색상환 주위의 회전 각도로 원본 픽셀 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양의
값은 시계 방향 회전을 나타내고 음의 값은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색상 값이 180 이면 파란색은 노란색이 되고 녹색은 자홍색이 됩니다.
4 채도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위로 드래그하면 채도가 증가하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채도가 감소합니다.
값의 범위는 -100 에서 100 사이입니다. 값이 0 이면 원래 설정을 유지합니다.
5 명도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위로 드래그하면 명도가 증가하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명도가 감소합니다.
값의 범위는 -100 에서 100 사이입니다. 값이 0 이면 원래 설정을 유지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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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확인란을 체크하여 이미지를 듀오톤(2 색)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이미지를 채색하려면 색조를 선택하고 채도 및
명도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을 바꾸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상 및 채도  색상 맵을 선택합니다.
색상 맵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색상 이동 그룹 상자에서 색 상자의 맨 위 행에 10 개의 원본 색이 표시되고 색
상자의 맨 아래 행에는 변경된 색이 표시됩니다. 각 색은 360 도 색상환의 회전 각도로
표현됩니다.
2 이동할 각 색의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색의 채도를 변경합니다.

채도 이동 컨트롤에서 값을 –100~100 으로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모든 색의 명도를 변경합니다.

명도 이동 컨트롤에서 값을 –100~100 으로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색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에서 가장 채도가 낮은 부분의 색을 강화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색상 및 채도  발색을 선택합니다.
발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미리보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미리보기 패널을 엽니다.
이미지에서 직접 결과를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강도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채도가 높은 색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가장 채도가
낮은 색의 채도가 증가하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채도가 감소합니다.
값의 범위는 -100 에서 +100 사이입니다. 값이 0 이면 원본 이미지 설정을 유지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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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추가 또는 제거
사진촬영에서 “노이즈”라는 용어는 사진에 속하지 않으며 원치 않는 단일 픽셀 또는 픽셀
그룹을 의미합니다. 노이즈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카메라 자체에 의해 전자적으로 발생하거나 JPEG 와 같은 파일 형식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진에서 노이즈는 색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확대하면 노이즈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찍은 사진에서도 확대하면 빨간색, 분홍색, 녹색, 노란색의
반점을 볼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다양한 유형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다른 “깨끗한” 사진에 노이즈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전체 이미지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의 디테일을 줄이고 거친 질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소량의 노이즈를
추가하면 다른 도구로는 제거할 수 없는 작은 잡티와 스크래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변 영역보다 밝거나 어두운 작은 스크래치를 찾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짝수 및 홀수 조사선이 서로 다른 비율로 기록되는 동영상 캡처 이미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캡처할 때 피사체가
이동 중이었을 때 주로 발견됩니다. 조사선을 제거하면 노이즈가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 JPEG 이미지를 원본 모양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예: 스캔
소프트웨어)에서 JPEG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면 파일 정보가 압축되어 더 작은 파일이
생성됩니다. 압축으로 헤일로 또는 개체의 가장자리를 벗어난 색 누출, 부드러운 배경의
체커보드 패턴 또는 막힌 영역과 같은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캔한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패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감이 있는
용지에 인쇄된 사진을 스캔하면 종종 발생합니다.

• 대부분 흰색 또는 검은색인 단일 픽셀 반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 픽셀의 밝기를
분석한 다음 주변 픽셀과 비교하여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내 가장자리의 디테일을 잃지 않고 사진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이목구비를 보존하면서 얼룩진 안색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영역과 확연히 다른 작은 무작위 반점이나 노이즈 영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
픽셀의 세기는 주변 픽셀의 중간값 세기로 조정됩니다. (중간값 세기는 값 범위의 평균이
아니라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개체 가장자리를 보존하려면 중간값 필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주변 픽셀과 유사한 픽셀보다 주변 픽셀과 크게 다른
픽셀에 더 많은 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할 주변 픽셀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픽셀 수를 많이 선택하면 더 많은 노이즈가 제거되므로 더 많은 디테일이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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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이나 비디오의 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검은색 또는 흰색 반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질감에서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이미지의 노이즈 또는 반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예: 사람 얼굴)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옷의 질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단계 노이즈 제거 및 디지털 노이즈 제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디지털 노이즈를 빨리 제거하려면”과 “디지털 노이즈 제거에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노이즈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노이즈 추가를 선택합니다.
노이즈 추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노이즈 패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랜덤 — 질감을 추가하는 세분화된 효과를 만듭니다.
• 균일 — 노이즈 색이 원래 픽셀과 비슷하도록 변경합니다.
• 가우스 — 대부분의 노이즈를 균일 옵션보다 원본 픽셀과 더 유사하게 만듭니다.
3 노이즈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추가할 노이즈 퍼센트를 설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흑백 노이즈 픽셀은 단색 확인란을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이 있는 픽셀을
사용하려면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스크래치를 자동으로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자동 작은 스크래치 제거를 선택합니다.
자동 작은 스크래치 제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확인란을 하나 또는 둘 다 체크합니다.

• 진한 스크래치 제거 — 배경보다 어두운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 옅은 스크래치 제거 — 배경보다 밝은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3 로컬 대비 제한 그룹 상자에서 하한 및 상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스크래치와 배경 사이의 대비를 설정합니다.
하한 컨트롤 설정을 스크래치가 다시 나타나는 바로 아래까지 늘립니다. 상한 컨트롤
설정을 스크래치가 다시 나타나는 바로 위까지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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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 그룹 상자에서 스크래치 제거 강도를 설정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가벼운
• 보통
• 매우 강하게
참고: 가장 낮은 설정을 선택하여 스크래치를 제거하십시오. 이미지의 모든 영역을
검사하여 중요한 디테일이 손실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정을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명령은 전체 이미지에 적용할 때보다
선택 항목에 적용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디인터레이스를 선택합니다.
디인터레이스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화상자 상단에 있는 이전 또는 이후 창에서 조사선이 가장 잘 보이는 이미지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끕니다.
3 유지할 조사선 그룹 상자에서 홀수 또는 짝수 조사선을 유지할 것인지 지정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디인터레이스 명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크기를 조정하면
이미지에 픽셀이 추가되거나 제거되므로 조사선을 식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미
이미지 크기가 조정되었으면 각 조사선의 높이가 1 픽셀이 되도록 최대한 원본 크기로
되돌려야 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면 한 조사선을 구성하는
픽셀 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조사선의 높이를
1 픽셀이 되도록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대된 이미지에 2 픽셀
높이의 조사선이 있는 경우 이미지 크기를 5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면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JPEG 이미지에서 아티팩트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JPEG 아티팩트 제거를 선택합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크기와 복잡성 및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AI(인공 지능)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적용하는 데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창 아래의 녹색 진행률 표시줄을 통해 AI 분석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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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티팩트 제거 명령을 모든 형식의 파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PEG
파일을 PaintShop Pro(.pspimage) 형식으로 저장한 경우에도 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JPEG 압축은 이미지 정보를 삭제하므로 JPEG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무아레 패턴을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무아레 패턴 제거를 선택합니다.
무아레 패턴 제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확대/축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미세한 패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3 미세 디테일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패턴 제거 수준을 설정합니다.
패턴이 사라질 때까지 한 번에 하나씩 값을 변경합니다. 값이 클수록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패턴을 제거할 때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합니다.
4 대화상자의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후 창에서 밴드나 색 반점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이미지 배율을 낮춥니다.
참고: 이미지가 100% 설정으로 표시해도 밴드나 반점이 보일 수 있지만 더 낮은
설정에서는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 밴드 제거 컨트롤에서 색 밴드 또는 반점이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값을 한 번에 하나씩
변경합니다(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음). 작은 개체의 채도 감소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무아레 패턴을 제거한 후에는 조정 메뉴의 선명도 명령을 사용하여 패턴을 다시
도입하지 않고도 디테일을 복원하고 흐릿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명도 명령은
무아레 패턴 제거 대화상자에서 미세 디테일 설정을 선택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는 패턴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제공합니다.

단일 픽셀 반점을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사진에서 반점이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2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디스펙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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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이 디스펙클됩니다.

가장자리를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제거할 노이즈가 포함된 영역을 선택합니다.
2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에지 보존 다듬기를 선택합니다.
에지 보존 다듬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다듬기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이미지의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반점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다듬기 크기를
선택합니다. 1 보다 작은 값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체 이미지에 에지 보존 다듬기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 영역만을 선택할 때
명령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노이즈의 특정 영역을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제거할 노이즈가 포함된 영역을 선택합니다.
2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중간값 필터를 선택합니다.
중간값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필터 조리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중간값 픽셀 강도를 결정할 때 포함할
주변 픽셀 수를 선택합니다.
값의 범위는 홀수 증분으로 3~31 입니다.
참고: 이미지의 디테일을 보존하려면 노이즈가 제거되는 가장 작은 필터를 선택합니다.
단일 픽셀 색의 반점의 경우 필터를 3 으로 설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체 이미지에 중간값 필터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 영역만을 선택할 때
명령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멀티픽셀 반점을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반점이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2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솔트 앤 페퍼 필터를 선택합니다.
솔트 앤 페퍼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반점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점의
최소 크기(픽셀)를 설정합니다. 값은 항상 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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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점에 대한 민감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영역이 반점으로 간주되기 위해
주변 픽셀과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 설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체 이미지에 페퍼 필터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 영역만을 선택할 때 명령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모든 낮은 반점 크기 포함 확인란을 체크하여 반점 크기 값보다 작은 모든 반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 조치 확인란을 체크하여 보정의 강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질감을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제거할 노이즈가 포함된 영역을 선택합니다.
2 조정  노이즈 추가/제거  질감 보존 다듬기를 선택합니다.
질감 보존 다듬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보정의 강도 값을 설정하려면 보정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낮은 값에서는 소량의 노이즈는 제거되지만 질감 영역은 보존됩니다. 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이즈가 제거되지만 질감 영역이 완전히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체 이미지에 질감 보존 다듬기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 영역만을 선택할 때
명령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심도 제어
심도를 제어하여 사진의 피사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초점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밭에 둘러싸인 사람의 사진에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주변 꽃의
포커스를 해제(블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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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피사체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심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에서 심도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을 말합니다.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 렌즈 속도, 카메라 조리개 설정 등 다양한 요인이 심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자동 카메라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조리개 설정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이미지가
초점이 맞춰지도록 합니다.

초점 영역 선택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원형 또는 직사각형 선택 영역을 만들어 초점 영역을 빠르게
선택하거나 영역을 추적하여 비정형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흐린 영역 조정하기
선택 영역 밖의 영역에 적용되는 블러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포커스에 있는 영역과 흐린
영역 간의 전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원형 또는
육각형 조리개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개 모양은 초점이 맞지 않는
영역에 나타나는 조명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보케라고 불리며, 어두운
배경의 작은 조명의 핀포인트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심도 효과를 사용하여 초점 영역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편집 탭에서 초점을 유지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영역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합니다.
2 조정  심도를 클릭합니다.
심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147

3 블러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초점이 맞지 않는 영역에 적용되는 블러 양을 조정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반전

반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흐린 영역의 조리개 모양 제어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
초점 영역과 흐린 영역 사이의 전환 조정

원형 조리개 모양
육각형 조리개 모양

페더 에지 슬라이더를 이동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페더링이 증가하고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페더링이
감소합니다. 0 으로 설정하면 정의되지 않은 하드
에지가 생성됩니다. 이는 원하는 에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슬라이더를 2 또는 3
미만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초점 영역 크기 미세 조정

초점 영역을 축소하려면 초점 범위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초점의 영역을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로
확장합니다.

기존 선택 영역이 없는 경우 심도 대화상자의 다음과 같은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초점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형

, 자유형

, 직사각형

또는 래스터 선택 항목

.
초점을 유지할 영역보다 약간 더 크게 선택한 다음 초점 범위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미세 조정합니다.

이미지 흐리게 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에 흐릿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명령을
제공합니다.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전체 이미지에 다음과 같은 보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각 픽셀의 세기를 주변 픽셀의 평균 세기로 조정하여 이미지 전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레트 이미지의 색 깊이를 24 비트로 증가시켜 발생하는 색
디더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드러운 전환을 적용하고 이미지의 대비를 줄여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 특정 픽셀 수를 점진적으로 혼합하여 흐리게 하기 효과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흐리게 하기는 중앙은 촘촘하고 가장자리는 페더링하는 것입니다.

• 고정 노출 시간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개체의 사진 촬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원을 그리며 회전하거나 매우 느린 셔터 속도로 빠르게 확대하면서 찍은 사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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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흐리게 하기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 항목 또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거나 사진을
리터치하거나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블러 명령을 사용하면 색 전환을
부드럽게 하고 색 전환이 중요한 가장자리 근처와 주변 영역의 평균을 산출하여 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흐리게 하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흐리게 하기 명령을 동일한 이미지에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 픽셀 세기를 기준으로 흐리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블러  평균을 선택합니다.
평균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필터 조리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홀수 증분으로 3~31 입니다. 값이 클수록 흐릿해집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최소의 흐리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조정  블러  블러를 선택합니다.
효과를 두 배로 늘리려면 명령을 다시 선택합니다.

흐리게 하기를 적당히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조정  블러  블러 추가를 선택합니다.
효과를 두 배로 늘리려면 명령을 다시 선택합니다.

가우스 흐리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반경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서로 다른 픽셀이 흐려지는 거리(반경)를
지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0.00 에서 100.00 사이입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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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흐리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블러  모션 블러를 선택합니다.
모션 블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각도 그룹 박스에서 각도 다이얼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값을 입력 또는 설정하여
흐리게 하기가 적용되는 각도를 설정합니다.
3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1 에서 100% 사이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효과가 감소하고 값이 클수록
효과가 강화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방사형 흐리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블러  방사형 블러를 선택합니다.
방사형 블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블러 유형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스핀 — 이미지 중앙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픽셀을 흐리게 만듭니다.
• 확대/축소 — 중앙에서 픽셀을 흐리게 만듭니다.
• 회오리 — 나선형으로 픽셀을 흐리게 만듭니다. 회오리 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회오리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블러 그룹 상자에서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이 작을수록 효과가 감소하고 값이 클수록 효과가 강화됩니다.
이미지에 맞게 반경을 줄여야 하는 경우 타원형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옵션은 직사각형
이미지에 타원형 블러링을 생성하며 사각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인란의 체크
표시가 해제되면 원형 블러링이 발생합니다.
4 중심 그룹 박스에서 다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이미지 중앙에 영향을
주십시오.

• 수평 오프셋 % — 블러의 수평 중심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직 오프셋 % — 블러의 수직 중심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중심 보호 % — 이미지 중심의 블러링을 줄일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블러링되지 않은 중심 영역의 반경이 증가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선명하게 하기
대부분의 디지털 사진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캡처 과정에서 생성된 부드러움 때문에 어느
정도 선명도가 필요합니다. 캡처 시점에서 카메라가 움직인 것도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보다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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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톤, 크기 조정은 사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진을 인쇄, 공유 또는
보관하기 전에 필요한 선명하게 하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인접한 픽셀의 대비를 높여 흐릿한 사진을 개선하는 선명하게
하기 명령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선명하게 하기 명령을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전체
사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 구조, 그라데이션, 배경색과 같은 저주파 디테일은 무시하면서 가장자리 등 고주파
디테일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진의 가장자리를 따라 인접 픽셀 간의 대비를 높여 이미지의 초점과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색 보정 작업과 같이 노이즈를 개선하지 않고 이미지에서 중간 또는 고대비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선명하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선명도  하이패스 선명하게를 선택합니다.
하이패스 선명하게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반경 컨트롤에 0.00~250.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서로 다른 픽셀이 선명해지는
거리(반경)를 지정합니다.
참고: 클로즈업된 피사체와 부드러운 디테일이 있는 사진의 경우 대개 더 높은 반경
설정이 필요하며, 더 미세한 디테일이 많은 사진의 경우 대개 더 낮은 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3 반경 컨트롤에 0~1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명령의 전체 강도를 지정합니다.
4 블렌드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주파 선명도 영역을
원본 이미지 영역에 블렌딩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 오버레이 — 이미지에서 중립적인 톤을 제거하고 가장자리 디테일을 돋보이게 합니다.
• 하드라이트 — 오버레이 옵션보다 더 큰 대비를 생성합니다.
• 소프트라이트 — 더 부드러워 보이는 사진을 만듭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최소의 선명하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조정  선명도  선명하게를 선택합니다.
효과를 두 배로 늘리려면 명령을 다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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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선명하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조정  선명도  선명하게 추가를 선택합니다.
효과를 두 배로 늘리려면 명령을 다시 선택합니다.

저주파 및 고주파 선명하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선명도  언샤프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언샤프 마스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반경 컨트롤에 0.01~100.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서로 다른 픽셀이 선명해지는
거리(반경)를 지정합니다.
참고: 클로즈업된 피사체와 부드러운 디테일이 있는 사진의 경우 대개 더 높은 반경
설정이 필요하며, 더 미세한 디테일이 많은 사진의 경우 대개 더 낮은 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3 강도 컨트롤에 1~5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명령의 전체 강도를 지정합니다.
4 클리핑 컨트롤에 0~1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인접 픽셀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하는 명도 값을 지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부드럽게 하기
사진을 부드럽게 해주면 고품질 소프트 초점 렌즈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모방한 몽환적이고
광택있는 효과를 연출해 줍니다. 이 효과는 종종 잡지 커버와 매력적인 사진들에
사용됩니다. 부드러운 초점을 더하면 선명하고 날카로운 사진이 더 따뜻해 보입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다음과 같은 부드럽게 하기 방법을 제공합니다.

• 사진이나 선택 항목에 소프트 초점 카메라 렌즈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선택 항목에 균일하고 부드러운 블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이미지에 소프트 초점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부드러움  소프트 초점을 선택합니다.
소프트 초점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초점 그룹 상자에서 다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 부드러움 — 조정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퍼센트가 낮을수록 사진이 소량만
부드러워집니다. 퍼센트가 높을수록 사진이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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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중요도 — 사진 내 가장자리 디테일에 적용할 부드럽게 하기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퍼센트가 낮을수록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퍼센트가 높을수록
가장자리의 디테일이 유지되며 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3 헤일로 그룹 상자에서 다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 크기 — 헤일로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사진의 매우 밝은 부분에만
헤일로가 추가됩니다. 값이 높을수록 모든 밝은 영역을 중심으로 헤일로 효과가
생성됩니다.

• 헤일로 크기 — 헤일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헤일로가 작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헤일로 효과가 커집니다.

• 헤일로 표시 여부 — 헤일로 가시성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헤일로
효과가 미묘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헤일로 효과가 더 뚜렷해집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산란광 포함 확인란을 체크하여 사진 배경의 밝은 영역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부드럽게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 1

조정  부드러움  부드럽게를 선택합니다.

적당한 부드럽게 하기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 1

조정  부드러움  부드럽게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크기 조정
이미지를 조정한 후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이 이미지 픽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이미지 해상도에 미치는 영향
픽셀은 설정된 물리적 크기가 없습니다. 각 픽셀은 단일 색의 샘플 하나를 나타냅니다. 영상
크기가 조정되면 영상의 픽셀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이미지가 재샘플링될 수 있습니다.
재샘플링은 파일 크기를 바꾸게 됩니다.
인쇄 해상도는 인치당 픽셀 수(ppi)로 정의됩니다. 인쇄 해상도가 높을수록 인쇄된 픽셀이
작아지고 따라서 인쇄된 이미지가 작아집니다. 인쇄 해상도가 낮을수록 인쇄된 픽셀과
인쇄된 이미지가 커집니다. 크기 조정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픽셀 수와 파일 크기를 유지하면서 인쇄 해상도와 인쇄 크기를 변경(재샘플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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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해상도와 인쇄 크기를 유지하면서 픽셀 수와 파일 크기를 변경(재샘플링)
• 인쇄 해상도, 인쇄 크기, 픽셀 수, 파일 크기를 변경(재샘플링)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때 다음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미지 크기를 125%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테일과 선명도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의 크기를 한 번만 조정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잘못 조정하면 취소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이미지 보정과 리터치를 완료합니다.
재샘플링 방법
재샘플링 옵션을 사용하면 이미지에서 픽셀을 변경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큐빅 방법은 가장 느린 방법이지만, 대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샘플링 유형은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샘플링 유형

설명

스마트 크기

설정한 새 픽셀 치수를 기준으로 최적의
알고리즘 선택

바이큐빅

확장, 불규칙 또는 복잡한 이미지로 인해 자주
들쭉날쭉해지는 현상 최소화

쌍선형

기존 픽셀 주위에 가장 가까운 두 픽셀을
사용하여 새로 생성된 픽셀의 모양 결정

픽셀 크기 조정

선택한 이미지 너비와 높이를 구현하기 위해
픽셀을 복제하거나 제거(가장자리가 하드한
이미지와 간단한 그래픽에 권장)

가중 평균

인접 픽셀의 가중 평균 색 값을 사용하여 새로
생성된 픽셀의 모양 결정(사실적, 불규칙적
또는 복잡한 이미지를 줄이는 데 유용)

이미지를 재샘플링할 때 픽셀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 크기를 늘리기 위해 크기 조정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픽셀의 정보에서 추가
픽셀을 보간해야 합니다. 100 x 100 픽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픽셀 수를 200 x 200 으로
늘려서 이미지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0 픽셀에서 시작하여 크기 조정
후에는 40,000 픽셀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픽셀의 3/4 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픽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이미지 치수를 늘림으로써 생성된 인터픽셀 간격을 보간하는
것입니다. 픽셀 크기 조정 방법은 가장 가까운 픽셀의 색을 복사합니다. 쌍선형 방법은 평균
4 개의 인접 픽셀(2 x 2 픽셀 인접)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이큐빅 방법은 보다 정교하며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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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16 개(4 x 4 픽셀 인접)를 사용합니다. 인접 픽셀이 커지면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만들어진 픽셀의 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지 치수를 줄이면 픽셀 색이 함께 평균화됩니다. 이미지를
100 x 100 픽셀에서 50 x 50 픽셀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결과에는 원본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픽셀의 4 분의 1 인 2,500 픽셀이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재샘플링 방법에 따라 평균을 낼 때 원본 픽셀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결정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크기 조정 명령 외에도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거나 이미지를 자르거나 다른 크기로
인쇄하거나 특수 복사 명령을 사용하거나 Office 용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크기를 늘리면 이미지 가장자리에 픽셀이 추가됩니다. 캔버스 크기를 줄이면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이 숨겨집니다(전체 레이어 정보가 유지됨). 추가 정보는
“캔버스 크기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를 자르면 선택한 자르기 영역 외부의 픽셀이 삭제됩니다. 추가 정보는 “이미지
자르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핸들을 드래그하여 인쇄 레이아웃 창에 추가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도 이미지 파일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크기로 이미지를
인쇄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추가 정보는 “인쇄 레이아웃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특수 복사 명령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인쇄할지, 바탕 화면에서 인쇄할지, 컴퓨터
화면 또는 이메일 메시지로 복사할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크기 중 하나로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후 크기가 조정된 이미지를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파일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이미지 복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Office 용으로 저장 명령은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 크기 및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수 복사 명령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크기 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는 “이미지를 Office 용으로 저장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려면
1 이미지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크기 조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크기 조정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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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기준 — 너비 및 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하여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크기의 드롭다운 목록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퍼센트 기준 — 너비 또는 높이 상자에 퍼센트를 입력하여 크기를 (원본의) 퍼센트만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쇄 크기 기준 — 너비 및 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하여 크기를 인치,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크기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하고 해상도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한면 기준 —픽셀을 기준으로 너비 또는 높이 크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비율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정을 위해 고급 설정 확인란을 체크하고 다음 중 하나를 조정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픽셀 재샘플링

사용하는 재샘플링 확인란을 체크하고 재샘플링
방법을 선택합니다.
참고: 재샘플링하면 이미지의 픽셀 치수가 변경되고
너비 및 높이 설정과 독립적으로 해상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된 이미지 선명하게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하는 재샘플링 확인란을
체크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바이큐빅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축소하려면 선명도 컨트롤을 약 100 으로
설정하거나, 이미지를 확대하려면 약 50 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선명도 컨트롤이 0 으로 설정된 경우 크기
조정된 이미지의 선명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크기 조정된 이미지의 밝기 유지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기타 옵션에서
크기 조정 시 이미지 밝기 보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 해제

가로 세로 비율 고정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선택한 레이어만 크기 조정

모든 레이어 크기 조정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사용하는 재샘플링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너비, 높이, 해상도 컨트롤이 함께
작동합니다. 한 컨트롤을 변경하면 다른 컨트롤이 변경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픽셀 치수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하면 이미지가 한 치수보다 한 치수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왜곡됩니다. 너비 및 높이 상자 옆에 있는 잠금 아이콘은 가로 세로 비율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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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인쇄 크기 유지 확인란을 체크하여 이미지의 현재 인쇄 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업샘플링을 사용하여 이미지 확대하기
PaintShop Pro 크기 조정 창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하면(업샘플) AI 기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옵션은 인공 지능(AI)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픽셀을 분석하여 새로 추가된
픽셀이 표준 업샘플링 방법보다 더 선명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
영역으로 잘라낸 사진이 있지만 결과 해상도가 너무 낮아 인쇄할 수 없거나 저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오래된 JPEG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고: GPU 가속화는 가끔 AI 분석의 속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어떤 설정이 가장 성능이 뛰어난지 시험해보십시오.
참고: AI 기반 업샘플링의 최대 픽셀 치수는 10,000 x 10,000 픽셀입니다. 치수가 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옵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설정이 비활성화됨).

AI 기반 업샘플링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크기 조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크기 조정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픽셀 기준 — 너비 및 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하여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크기의 드롭다운 목록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퍼센트 기준 — 너비 또는 높이 상자에 퍼센트를 입력하여 크기를 (원본의) 퍼센트만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쇄 크기 기준 — 너비 및 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하여 크기를 인치,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크기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하고 해상도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한면 기준 —픽셀을 기준으로 너비 또는 높이 크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비율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급 및 AI 기반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다음을 사용하여 재샘플링 확인란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AI 기반을 선택합니다.
5 모드 영역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사실적: 사진의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및 기타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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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하고자 하는 노이즈 감소 크기를 설정합니다. 더 미세한 픽셀 디테일을 유지하려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에지를 더 부드럽게 하려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7 컴퓨터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사항에 따라 GPU 가속화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 창 아래의 녹색 진행률 표시줄을 통해 AI 분석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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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리터칭 및
복원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리터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작은
스크래치를 제거하든, 전체 배경을 지우든, 단순히 적목을 수정하든, 필요한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 적목 제거하기
• 코스메틱 변경 내용 적용하기
• 스크래치 제거하기
• 복제 브러시 또는 개체로 결함 및 개체 제거하기
• SmartClone 리터칭 및 디자인
• 매직 필을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 지우기
• 매직 무브로 선택한 영역 이동하기
• 이미지 영역 지우기
• 이미지 영역 잘라내기
• 브러시를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 리터칭
• 사실적인 효과를 위해 이미지 영역 재채색
• 색, 그라데이션, 패턴 바꾸기
• 색,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영역 채우기
• 이미지 뒤집기 및 미러링
• 테두리 추가하기
• 스마트 카버를 사용하여 사진 확대하기
•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 확대 및 변환하기
• 캔버스 크기 조정
적목 제거하기
사진 속 적목은 흔한 문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의 빛이 사진 피사체의 망막에서 반사될 때
적목이 사진에 캡처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컬러 사진에서 적목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제거 방법은 적목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방법은 고급 적목 제거
명령을 사용하여 눈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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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목 도구는 피사체의 눈동자에 있는 붉은색을 짙은 회색빛으로 대체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아 줍니다.
적목 빠르게 제거하기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적목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포인터가 보정이 필요한 빨간색 영역의 약 2 배 크기가 되도록 적목
크기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3 포인터를 눈 바로 위에 놓고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진을 확대하여 적목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목 도구를 눈 영역 위로 드래그하면 대화식으로 포인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목 제거에 고급 옵션을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조정  적목 제거를 선택합니다.
2 이후 미리보기 영역에서 드래그하여 피사체의 빨간색 눈을 가운데에 맞춥니다. 필요한
경우 확대/축소 컨트롤을 사용하여 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3 색상 및 색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 변동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색상 드롭다운 목록은 자동 사람 눈 방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방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보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자동 사람 눈 — 보정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사람의 눈에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 자동 동물 눈 — 보정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동물의 눈에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 영역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 자유 동공 윤곽선 — 자유형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 또는 동물 눈에 대한 보정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점대점 동공 윤곽선 — 점대점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 또는 동물 눈에 대한 보정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려진 동공처럼 보다 세심한 보정이 필요할 때는 자유 동공 윤곽선이나
점대점 동공 윤곽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이전 미리보기 영역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자동 사람 눈 또는 자동 동물 눈 방법의 경우 눈의 빨간색 영역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눈을 선택하거나 눈 중앙에서 빨간색 영역의 바깥쪽 가장자리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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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동공 윤곽선 방법의 경우 선택 영역의 시작점에 도달할 때까지 눈동자의 빨간색
영역의 가장자리를 드래그합니다.

• 점대점 동공 윤곽선 방법의 경우 동공 빨간색 영역의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시작점에
도달하면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클릭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눈을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 주위에 원이 나타나고 조정을 위한 컨트롤 상자가 원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후 미리보기 영역에는 보정된 눈이 표시됩니다.
참고: 자유 동공 윤곽선 방법 또는 점대점 동공 윤곽선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선택 영역을
눈의 동공(눈 중앙의 작은 검은색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변 홍채의 변화
없이 적목이 발생하는 동공 부위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적목을 미세 조정하려면 다음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 동공 밝기 — 보정된 눈이 자연스러운 눈 색과 일치하도록 동공에서 명도의 양을
지정합니다.

• 아이리스 크기 — 아이리스 크기를 지정합니다. 아이리스 크기를 늘리면 동공 크기가
줄어듭니다.

• 글린트 밝기 — 글린트의 명도를 지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글린트가 어두워지고 값이
높을수록 글린트가 밝아집니다.

• 글린트 크기 — 글린트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 페더 — 보정된 눈의 가장자리를 조정하여 주변 이미지 영역과 블렌딩하거나 보다
선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가장자리가 더 선명해지고, 값이 높을수록
가장자리가 주변 이미지 영역으로 혼합됩니다.

• 블러 — 사진의 입자가 거칠어지면 눈을 주변 픽셀과 혼합합니다. 눈이 이미지의
나머지 부분과 자연스럽게 혼합될 때까지 한 번에 한 단위씩 설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글린트를 동공 중앙으로 이동

글린트 중심 맞추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동물 눈에 대해 선택 항목 회전

회전 중심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선택 항목 재구성

선택 항목의 측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선택 항목 삭제

눈 삭제를 클릭합니다.

재정의 슬라이더는 원본 사진에서 눈이 부분적으로 가려졌을 때 적목을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사진에서 눈꺼풀이 눈의 일부를 덮는 경우 보정된
사진에서도 눈의 해당 부분이 덮여야 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보정이
줄어들고 주변 피부와의 오버레이가 최소화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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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틱 변경 내용 적용하기
다음과 같은 코스메틱 변경을 수행하여 사진에서 피사체의 모양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잡티 제거하기 — 메이크오버 도구의 잡티 수정 모드 사용
• 치아 하얗게 만들기 — 메이크오버 도구의 칫솔 모드 사용
• 충혈된 눈 수정하기 — 메이크오버 도구의 아이드롭 모드 사용
• 선탠 추가하기 — 메이크오버 도구의 선탠 모드를 사용
• 사진 피사체 날씬하게 — 메이크오버 도구의 날씬하게 모드 사용
• 주름 제거하기 — 스크래치 리무버 도구를 사용
• 피부톤 빠르게 다듬기 — 조정 메뉴에서 스킨 스무딩 명령 사용

잡티 제거, 치아 하얗게 만들기, 선탠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잡티를 없애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메이크오버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잡티 수정

를 선택합니다.
모드를 선택합니다.

포인터가 동심원으로 바뀝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크기 컨트롤을 내부 원이 잡티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로
조정합니다.
바깥쪽 원은 잡티를 커버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강도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1 에서 100 사이입니다.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소스 재질(바깥쪽 원에
들어옴)이 잡티 영역(안쪽 원에 들어옴)에 적용됩니다.
5 잡티 바로 위를 클릭합니다.
사진을 확대하여 메이크오버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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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하얗게 만들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메이크오버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칫솔

를 선택합니다.

모드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원하는 대로 강도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설정이 높을수록 더욱 강렬한 미백이 적용되지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치아 바로 위를 클릭합니다.
치아가 분리되거나 부분적으로 가려진 경우 이 도구를 각 치아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오버 도구의 칫솔 모드는 컬러 사진에서만 작동합니다.

아이드롭을 하얗게 만들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메이크오버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아이드롭

를 선택합니다.

모드를 선택합니다.

3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눈 부위가 하얗게 되지만, 그 결과 미백이 눈 부위를 넘어 퍼질 수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확대하여 눈의 충혈 부분을 주의 깊게 클릭합니다.

선탠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메이크오버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탠

를 선택합니다.

모드를 선택합니다.

3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4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색이 어두워집니다.
5 사진 피사체의 피부 위를 조심스럽게 드래그합니다.

날씬하게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메이크오버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날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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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수평 축에서 더 많은 픽셀을 압축합니다.
4 사진 피사체의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점의 양쪽에서 픽셀이 압축됩니다. 계속 클릭하여 날씬하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을 없애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스크래치 리무버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정사각형 가장자리

를 선택합니다.
또는 베벨 가장자리

선택 상자를

선택합니다.
3 너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주름이 선택 상자의 안쪽 부분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4 포인터를 주름 바로 바깥쪽에 놓고 주름이 안쪽 직사각형 안에 들어오도록 조심스럽게
주름 위로 드래그합니다. 주름이 주변 피부 질감으로 가려집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 보정을 실행 취소하고 너비 컨트롤을 조정하고 다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주름 선이 직선이 아닌 경우 한 번에 한 부분만 수정합니다.

피부톤을 다듬으려면
편집 탭

1 조정  스킨 스무딩을 선택합니다.
2 스킨 스무딩 대화상자에서 크기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다듬기가 더 많이 적용되고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다듬기가 더 적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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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스무딩 명령은 피부톤을 매끄럽게 해주고 주름과 잡티의 모양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스킨 스무딩 명령으로 눈이나 입술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부톤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다른 부위가 피부톤과 색상이 비슷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선택 영역을 사용하여 다듬고 싶은 부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래치 제거하기
스크래치 리무버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에서 스크래치, 균열, 기타 원치 않는 이미지 영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리무버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스크래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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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를 사용하여 결함이 있는 영역을 둘러싸고 유지하고 싶은 주변 콘텐츠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배경이 비교적 부드러운 경우 대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제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면 질감 처리하거나 더 복잡한 배경의 스크래치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제 브러시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브러시 또는 개체로
결함 및 개체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작은 스크래치가 많은 이미지의 경우 자동 작은 스크래치 제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래치를 자동으로 제거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래치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제거할 영역이 포함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도구 도구모음에서 스크래치 리무버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크래치 리무버 도구의 모양을
정의합니다.

• 정사각형 에지

— 개체 가장자리, 열린 영역 또는 균일한 색의 스크래치를

교정합니다.

• 비스듬한 모서리

— 개체 가장자리와 비스듬한 스크래치를 수정합니다.

4 스크래치의 한쪽 끝 바로 바깥쪽에 포인터를 놓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선택 상자를 스크래치 위에 놓습니다.
5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둘러싸인 영역은 주변 픽셀로 대체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상자 시작점을 1 픽셀 단위로 이동

마우스 버튼을 놓기 전에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상자의 너비를 1 픽셀 단위로 증가 또는

마우스 버튼을 놓기 전에 Page up 또는 Page

감소

down 을 누릅니다.

주변 픽셀을 사용하여 선택 상자의

마우스 버튼을 놓기 전에 Shift 키를 누릅니다.

가장자리에 수직 영역 채우기

이 기술은 배경에 벽돌 벽과 같이 경계와
선이 확실한 영역이 포함된 사진에
이상적입니다.

스크래치 주변 영역에서 중요한 디테일이 제거되지 않도록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생성에 대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하고 스크래치를 다시 선택한

다음 도구 너비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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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가 여러 가지 다른 배경 위로 확장되는 경우 한 번에 한 섹션씩 스크래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제 브러시 또는 개체로 결함 및 개체 제거하기
이미지 영역을 복사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복제
복제 브러시 도구는 이미지(타겟)의 한 영역 위에 이미지의 다른 부분(소스)을 칠할 수 있는
다용도 보정 및 복사 도구입니다. 페인트 소스는 동일한 레이어의 일부, 이미지의 다른
레이어, 합쳐진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의 레이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겟 영역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소스 재질의 반투명 오버레이(오버레이 표시
옵션)가 표시됩니다. 오버레이는 작업 시 소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리보기 역할을
합니다.

복제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여 왼쪽 사진의 벽에 있는 균열을 제거했습니다.
개체 제거기를 사용하여 개체 제거하기
개체 제거기 도구를 사용하면 주변 영역이 색상과 질감이 상당히 균일할 때 개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제거할 영역을 식별한 다음 해당 영역을 커버할 배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 브러시 도구와 유사합니다.

개체 제거기 도구가 보트 한 척을 물에서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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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일부를 복제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복제 브러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팁, 크기, 불투명도, 기타 설정을 선택합니다.
복제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여 채색을 계속할 때마다 소스 지점을 재설정하려면 맞춤 모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대상 영역 위로 계속 드래그하여 소스 이미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로크가 원본 소스 지점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하려면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병합된 모든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모든 레이어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현재 레이어에서만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3 소스 이미지에서 소스 영역의 중심점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이미지에 둘 이상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 소스 영역을 정의하기 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클릭합니다.
4 복제된 영역을 채색할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복제 소스 오버레이를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오버레이 표시
확인란을 클릭하거나 Ctrl + Alt + C 를 누릅니다.
이미지 영역을 복제할 때는 데이터가 있는 소스 영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포함된 경우 선택 항목 내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복제 소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펜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여 소스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면서 Alt 키를 눌러 대화식으로 브러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개체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개체 제거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택 모드 버튼

을 선택합니다.

3 제거할 개체를 드래그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소스 모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창에 직사각형이 표시됩니다.
5 직사각형을 이전 선택 영역을 대체할 영역 위에 배치합니다.
6 직사각형의 핸들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정하거나 직사각형의 회전 핸들을 드래그하여
회전시킵니다.

168

PaintShop Pro

직사각형이 제거하려는 영역만큼 크거나 그것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7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8 선택 항목  선택 안 함을 선택하여 선택 항목을 선택 해제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선택 도구로 선택 항목에 페더 적용

선택 항목을 만들기 전에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페더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소스 재질의 불투명도 조정

적용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불투명도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모든 레이어 또는 현재 레이어에서 소스 재질 선택

모든 레이어 사용 확인란을 체크하여 모든
레이어에서 소스 재질을 병합된 것처럼
선택합니다. 현재 레이어에서만 소스 재질을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소스 재질을 적용할 때 가장자리를 혼합하고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스마트 블렌딩 옵션을

개체의 톤 범위 사용

선택합니다.

개체 제거기 도구를 활성화하기 전에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Ctrl + D 를 눌러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martClone 리터칭 및 디자인
SmartClone 은 소스 선택 항목을 새 배경으로 혼합할 수 있는 콘텐츠 인식 복제 도구입니다.
복제 브러시와 마찬가지로 SmartClone 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영역을 리터칭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콜라주 이미지와 질감 효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리터칭: 원본 모드에서 SmartClone 을 사용하여 몇 번의 클릭으로 문신을 임시 제거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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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기: 백조(왼쪽)를 SmartClone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 크기를 조정하고 SmartClone
도구를 사용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원본 백조 옆에 백조를 하나 더
배치했습니다(오른쪽).

콜라주: SmartClone 표범 이미지 소스를 적용할 때 여성의 얼굴의 선택 항목을
사용하면 정확한 결과가 생성됩니다.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면 소스 선택과 새 배경의 혼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본 — 원본 선택 항목을 새 대상에 혼합합니다. 원본 색의 대부분을 유지합니다.
• 블렌드 — 소스 선택 항목을 새 대상에 혼합합니다. 소스와 대상의 색을 병합합니다.
• 흑백 — 대상 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소스 선택 항목의 채도를 감소합니다. 이 옵션은
질감 복제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모드로 실험을 수행하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는 모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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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lone 이미지를 사용하여 크기 및 회전 조정하기
소스 선택 항목을 SmartClone 이미지로 저장하면 소스의 크기와 회전을 수정하고 이후
프로젝트를 위해 소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martClone 이미지는 도구 옵션 팔레트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됩니다(브러시 팁 또는 픽처 튜브
라이브러리와 유사).

SmartClone 성공을 위한 팁

• 선택 항목 가장자리: SmartClone 소스 선택 항목(즉시 사용하거나 SmartClone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기 위해)을 생성할 때는 선택 영역을 원하는 영역의 가장자리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더 균일한 색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색 일관성: 매끄러운 복제 결과를 원하는 경우 동일한 색 팔레트를 공유하는 소스 및
대상을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는 경우 블렌드 모드를 다른 색 배경에서
실험하여 고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레이어 및 선택 항목 사용하기: SmartClone 용 레이어를 복제하거나 선택 항목(선택 도구)을
SmartClone 이미지를 적용할 영역에 적용하면 최종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하면 SmartClone 의 일부를 지우거나 전체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martClone 도구를 사용하려면
1 도구 도구모음에서 SmartClone 도구

(복제 브러시 플라이아웃)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현재 이미지에서 소스를 선택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선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타원, 직사각형 또는 자유형. 소스로 선택할 영역을 드래그하고 놓습니다.
이미지에 둘 이상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 소스 영역을 정의하기 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클릭합니다.

• 라이브러리에서 SmartClone 이미지를 선택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SmartClone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 전에 SmartClone
이미지의 크기 및 회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모드를 선택합니다. 원본, 블렌드 또는 흑백.
4 문서 창에서 클릭하여 열린 이미지(래스터)에 SmartClone 소스를 적용합니다.
다양한 블렌드 모드를 시험하여 실행 취소하고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스 선택 항목을 SmartClone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려면
1 도구 도구모음에서 SmartClone 도구

(복제 브러시 플라이아웃)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선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타원, 직사각형 또는 자유형.
3 소스로 선택할 영역을 드래그하고 놓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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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둘 이상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 소스 영역을 정의하기 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클릭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SmartClone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선택 항목에서 SmartClone
이미지 생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5 SmartClone 생성 대화상자의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고 옵션 필드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스 선택 항목은 SmartClone 라이브러리에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매직 필을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 지우기
매직 필은 사진의 원하지 않는 요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인식 기능입니다.
즐겨찾는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할 영역 또는 개체를 선택하고 매직 필을 적용하면
주변 영역에 질감이 있거나 다양한 경우에도 주변 영역과 일치하는 배경으로 바뀝니다. 선택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매직 필로 이미지 영역을 지우려면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다음 선택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 도구
• 자유형 선택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원하는 설정을 조정합니다.
3 이미지에서 지울 영역을 선택합니다. 정확히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직 필은 일부
배경이 선택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매직 필 버튼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영역이 배경에서 샘플링된 색과 질감으로 채워집니다.
처음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채우기 작업을 취소하고 선택 항목을 다시
조정하거나, 간단하게 새 선택 항목을 생성하고 매직 필을 원하는 영역에만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72

PaintShop Pro

매직 무브로 선택한 영역 이동하기
매직 무브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일부를 새 위치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빈 영역을 자동으로
채워 주변 배경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배경에 질감이 있거나 다양하더라도). 이
콘텐츠 인식 기능은 즐겨찾는 선택 도구와 함께 작동합니다.

매직 무브로 선택한 영역을 이동하려면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다음 선택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 도구

•

자유형 선택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원하는 설정을 조정합니다.
참고: 페더 크기를 조정하면(예: 5~20 설정 시도) 선택 항목이 새 배경과 혼합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이미지에서 이동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정확히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직 무브는 일부
배경이 선택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매직 무브 버튼

을 클릭합니다.

5 이미지 창에서 선택한 영역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나머지 빈 영역은 주변 배경과 일치하는 콘텐츠 인식 채우기로 채워집니다.
첫 시도로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다음 팁을 시도해 보십시오.

• 간단하게 선택 항목을 실행 취소 및 재조정하고 매직 무브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복제 브러시를 사용하여 영역을 리터치할 수 있습니다.
• 번짐 또는 부드럽게 등의 리터치 도구를 사용하여 영역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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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영역 지우기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투명도 또는 반투명도를 위해 레이어의 영역을 지울 수 있습니다.
회색 및 흰색 체커보드 패턴은 투명 영역을 나타냅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배경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픽셀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맥
사진에서 하늘을 지우거나 주변 이미지 영역에서 개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와 지우기의 차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작업을 실행 취소하면 원본 이미지의 세부 정보가 복원됩니다.
실행 취소와 지우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페인트 스트로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인트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실수로 지우게 되면 스트로크 아래의 이미지 디테일이
손실됩니다. 특정 픽셀을 투명하게 하려면 페인트를 지우면 됩니다. 또한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를 통과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에 대한 설정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배경 지우개 도구의 기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도, 색 공차, 샘플 영역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를 사용할 때 다음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불투명도 — 불투명도의 수준을 지정합니다. 100%로 설정하면 픽셀을 지우게 되고, 낮게
설정하면 픽셀을 부분 투명도로 지웁니다.

• 공차 — 선택한 픽셀이 샘플링된 픽셀과 얼마나 가깝게 일치하는지 결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0~512 입니다. 설정이 낮을수록 매우 유사한 색의 픽셀만 지워집니다. 설정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픽셀이 지워집니다. (자동 공차 확인란이 체크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4

PaintShop Pro

• 선명도 —지워진 가장자리의 부드러움이 개체와 배경의 색 차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0~100 입니다. 지우려는 가장자리가 그라데이션(보다
점진적인 색 전환)을 형성할 때 낮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우려는 가장자리의 색
전환이 더 갑작스러운 경우 더 높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샘플링 — 픽셀이 지워지는 기준을 지정합니다. 이 컨트롤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한 번 — 처음 클릭한 다음 스트로크 기간 동안 일치하는 모든 픽셀을 지우는 지점을
샘플링합니다. 이 설정은 유사한 색을 지우고 유지하려는 영역을 보존합니다.
연속 — 연속적으로 샘플링하고 일치하는 픽셀을 모두 지웁니다. 지울 영역이 상당히
가변적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스텝 값을 낮게 설정하여 지워질 때 해당 영역이 자주
샘플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샘플링된 픽셀이 전경 영역에 속하는 경우 전경색을
포함하여 일치하는 모든 색을 지울 수 있습니다.
BackSwatch — 재질 팔레트에서 현재 배경색과 일치하는 모든 픽셀을 지웁니다.
ForeSwatch — 재질 팔레트에서 현재 전경색과 일치하는 모든 픽셀을 지웁니다.

• 제한 — 지운 픽셀이 서로 인접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컨트롤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비인접 — 샘플링된 픽셀과 일치하는 도구 경로의 모든 픽셀을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웁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홀을 통해 배경이 표시되는 영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접 — 샘플링된 픽셀과 일치하는 연속 픽셀만 지웁니다. 배경 픽셀이 분리할 개체의
가장자리와 유사한 색일 때 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Edges — 가장자리 정보를 사용하여 지우기 작업을 제한합니다.
자동 공차 — 도구 경로의 픽셀을 기준으로 공차를 결정합니다. 공차는 도구가 레이어의
여러 부분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여 공차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이어 사용 — 모든 레이어의 데이터 샘플이 함께 병합됩니다. 현재 레이어의
픽셀만 지워집니다. 현재 레이어에서만 데이터를 샘플링하려면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됩니다.
명도 무시 — 색 명도 및 채도의 급격한 차이를 무시합니다. 무시할 개체의 색의 채도가
매우 높은데 배경은 채도가 매우 낮은 경우(또는 그 반대인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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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또는 수동 공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먼저 자동 공차 확인란을 체크하고 시작하십시오. 이미지에서 해당 항목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자동 공차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공차 상자에서 값을 늘리거나 줄이면
됩니다.

이미지 영역을 지우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지우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원하는 브러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브러시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지울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운 픽셀 복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지운
영역 위로 드래그합니다.

직선 지우기

선의 시작 부분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선의 끝을 클릭합니다. 선을 계속 지우려면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여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합니다.

배경 레이어를 지우면 지우개 도구는 투명도를 지우게 되며 레이어가 래스터 레이어로
자동 승격됩니다.

이미지의 배경 영역을 지우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분리할 이미지 요소가 들어 있는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도구 도구모음에서 배경 지우개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원하는 브러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브러시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분리하려는 이미지 영역의 가장자리 주변을 드래그합니다.
느리고 세심한 스트로크가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삭제할 영역의 브러시 중심을
유지하면서 보존할 영역의 브러시 가장자리는 유지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운 픽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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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선 지우기

시작점에서 한 번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끝점을 클릭합니다. 선을 계속 지우려면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여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합니다.

지우개 도구로 전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로 작업하면 배경 레이어가 래스터 레이어로 자동 승격됩니다.
파일을 다음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투명 배경(표시된 콘텐츠를 다른 레이어 또는
배경에 배치하려는 경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PSPImage, PNG, GIF.

이미지 영역 잘라내기
개체 추출기를 사용하여 주변 배경에서 이미지 영역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경과 별도로 오려내기를 편집하거나 다른 배경에 표시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1

2

3

5

4

개체 추출기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지 영역의 가장자리를 윤곽선으로
표시하고, (2) 채우기를 추가하고, (3) 오려내기를 미리 보고, 필요한 경우 터치하고, (4)
오려내기를 이미지 창으로 가져오고, (5) 다른 배경 이미지에 오려내기를 배치(옵션).
이미지 영역을 잘라내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잘라낼 이미지 영역이 포함된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이미지  개체 추출기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러시 도구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개체 추출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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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러시 크기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브러시 크기를 조정합니다.
4 미리보기 영역에서 잘라낼 이미지 영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선을 그립니다.
선택 항목 윤곽선이 주변 배경과 약간 겹치게 하고 닫힌 원으로 영역을 완전히 둘러싸야
합니다.
5 채우기 도구

를 선택하고 잘라낼 영역의 안쪽을 클릭합니다.

오버레이가 클릭한 이미지 영역을 덮습니다.
참고: 선택 윤곽선이 닫히지 않은 경우 채우기는 전체 이미지를 덮습니다. 이런 경우
지우개 도구

를 클릭하여 채우기를 지운 다음 브러시 도구로 선택 윤곽선을

완성하십시오.
6 프로세스를 클릭하여 결과를 미리 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스크 편집을 클릭하여 이전 보기로 돌아가서 오려내기를
터치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윤곽선의 일부 지우기

지우개 도구

를 선택한 후 삭제할 선택 항목 위로

드래그합니다.
최종 결과에서 가장자리 디테일을 세분화합니다.

개체의 윤곽선이 얽혀있거나 복잡한 경우 정확도
슬라이더를 더 높은 값으로 이동합니다. 정확도
슬라이더는 프로세스를 클릭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되돌리기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프로세스를 클릭하고 채우기 및
선택 윤곽선을 모두 지우기 전에만 재설정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오버레이 및 가장자리 윤곽선 숨기기

마스크 숨기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브러시 또는 지우개 니브의 정확한 크기 지정

브러시 크기 상자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확대 및 축소

확대/축소 상자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실제 크기로 이미지 표시

100%로 확대/축소 버튼

전체 미리보기 영역에 이미지 표시

이미지를 창에 맞추기 버튼

이미지의 다른 영역으로 팬

팬 도구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를 사용하여 보려는 영역이 보일 때까지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개체 추출기 명령을 사용하면 배경 레이어가 래스터 레이어로 자동 승격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브러시 도구에서 지우개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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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를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 리터칭
브러시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리터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리터치 브러시는
사진촬영 효과를 모방하는 반면 다른 브러시는 명도, 채도, 색조 또는 색 값에 따라 픽셀을
변경합니다. 일부 리터치 브러시는 색 보정 명령을 사용하여 생성된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생성합니다. 리터치 브러시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브러시

효과

밝게/어둡게

밝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픽셀의
RGB 또는 명도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닷지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밝게 하고 디테일을
가져옵니다(인쇄된 사진에서 밝은 영역을
만들기 위해 빛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사진촬영 암실 기법을 모방함).

번

너무 밝은 이미지의 영역을 어둡게 합니다.

번짐

시작점에서 색 및 이미지 디테일을
확산시키고 페인트를 문지른 것처럼 새로운
색 및 이미지 디테일을 이동할 때 선택합니다.

푸시

시작점에서 색 및 이미지 디테일을
확산시키지만 새로운 색 또는 이미지
디테일은 픽업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에지를 부드럽게 하고 대비 줄이기

선명하게

에지를 높이고 대비 강조

엠보스

색을 억제하고 에지를 다시 추적해서 전경이
배경으로부터 솟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채도 증가/감소

채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픽셀의
HSL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색조 증가/감소

색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픽셀의
HSL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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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으로 변경

재질 팔레트에서 현재 전경색(색, 색상, 채도,
명도)의 특성을 기준으로 픽셀을 변경합니다.

• 색을 대상으로 선택하면 휘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브러시가 전경색을 적용합니다.

• 색상, 채도 또는 명도를 타겟으로 선택하는
경우 브러시는 다른 값을 변경하지 않고
전경색의 색상, 채도 또는 명도 값을
적용합니다.
색 교체

색 교체 도구에 대한 정보는 “색, 그라데이션,
패턴 바꾸기”를 참조하십시오.

리터치 브러시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리터치 브러시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3 도구를 적용하려면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도구 동작 반대로 하기

밝게/어둡게
증가/감소

, 채도 증가/감소

, 색상

도구를 사용할 경우 마우스 버튼

바꾸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모든 레이어의 데이터 리터칭

번짐
엠보스

, 푸시

, 부드럽게

, 선명하게

도구를 사용할 경우 모든 레이어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명도 또는 RGB 값에 따라 밝게/어둡게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RGB 또는 명도를

도구로 이미지를 밝게 또는 어둡게 합니다.

선택합니다.

타겟으로 변경 도구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 타겟으로 지정할

전경색의 특성을 선택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샘플 영역과 일치하는 특정

스마트 에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영역에만 브러시 스트로크를 적용합니다.
닷지

및 번

도구를 통한 그림자, 중간

제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톤, 하이라이트의 변경을 제한합니다.
브러시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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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에 브러시를 적용할 때 오른쪽 클릭하여 리터치 브러시의 반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효과를 위해 이미지 영역 재채색
색 체인저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개체 또는 영역을 사실적인 색으로 재채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 및 명령(예: 플러드 채우기 도구, 일부 리터칭 브러시 또는 채색,
색상/채도/명도 또는 색상 맵 명령)과 색 체인저 도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지정된 색의
음영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색 체인저 도구는 이미지 밝기의 변화를 감지 및 분석하고
해당 조명에 따라 재채색 기능을 적용합니다.
공차 및 에지 부드럽게에 대한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을 수정하거나 재질 팔레트에서 색을 수정할 때 현재 재채색을
업데이트합니다.
색 체인저 도구는 단색의 의류, 카펫, 페인트칠된 개체와 같은 매트한 개체에 가장
적합합니다.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개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라데이션이나
패턴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소녀의 드레스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 체인저 도구를 사용하여 재채색하려면
단색.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색 체인저 도구
색 체인저 도구는 플러드 채우기 도구

를 선택합니다.
와 함께 그룹화됩니다.

2 재질 팔레트의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 버튼

을 클릭하고 단색을 선택합니다.

재질 팔레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팔레트  재질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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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색의 경우 채도 값(재질 속성 대화상자에서)을 255(채도 최대치)보다 100 에
가까이 설정합니다.
3 이미지에서 변경할 색에 색 체인저 포인터를 배치한 다음 전경/스트로크 색으로
재채색하려면 클릭하고, 현재 배경/채우기 색으로 재채색하려면 오른쪽 클릭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하여 개체의 색 변화를 설정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의 색 사용

스포이드 도구

를 선택하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색을 클릭한 다음 색 체인저 도구를
선택하여 다시 활성화합니다.
적용할 색을 즉시 변경

적용을 클릭하기 전에 재질 팔레트에서 색을
클릭합니다.

색 애플리케이션 조정

적용을 클릭하기 전에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컨트롤 중 하나를 조정합니다.

• 공차 — 현재 색이 적용되기 위해 유사한
색과 일치해야 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설정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픽셀이
재채색됩니다.

• 에지 부드럽게 — 재채색된 픽셀의 테두리에
있는 픽셀이 영향을 받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설정이 높을수록 재채색에 더 많은
“블리딩”이 발생합니다.

색 체인저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색 조정 또는 설정 조정과 같은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재채색하려는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선택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색 체인저가 변경하지 않을 사진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사진이 있는
레이어를 복제하고 색 체인저를 새 레이어에 적용하고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복원하려는 변경된 색 영역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색, 그라데이션, 패턴 바꾸기
색 교체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의 한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브러시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브러시가 닿는 픽셀만 바꾸거나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에서 특정 색의
모든 픽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 교체 도구가 지정된 색 값 범위 내에서 변경되도록 공차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교체 도구는 그라데이션 및 패턴에서도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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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드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영역 또는 레이어에서 특정 색의 모든 픽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 교체 도구와 플러드 채우기 도구의 차이에 대한 정보는 “색,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영역 채우기”를 참조하십시오.

색 교체 도구를 적용할 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이미지에 나타나는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색과 일치하는 픽셀이
없으면 픽셀 색이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 직접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또는
바탕 화면에서 색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색, 그라데이션, 패턴을 바꾸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색 교체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바꿀 재질(색, 그라데이션, 패턴)을 선택합니다. 재질을 클릭하여 전경/스트로크로
적용하거나 재질을 오른쪽 클릭하여 배경/채우기로 적용합니다.
3 교체 재질로 사용할 재질을 선택합니다. 교체 재질은 현재 이미지의 모든 재질이 될 수
있으며 재질 팔레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바꿀 재질이 현재 전경/스트로크 재질인 경우 교체 재질을 오른쪽 클릭하여
배경/채우기로 설정합니다.

• 바꿀 재질이 현재 배경/채우기 재질인 경우 교체 재질을 클릭하여 전경/스트로크로
설정합니다.
4 공차 상자에서 0 에서 200 사이의 값을 설정하여 바꿀 재질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해야
하는지 지정합니다.
낮은 공차 설정에서는 매우 유사한 색의 픽셀만 교체되고, 높은 설정에서는 더 많은
픽셀이 교체됩니다.
5 바꿀 재질이 포함된 선택 영역 또는 레이어 영역 위에 커서를 놓고 다음 표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배경 또는 전경 재질의 모든 항목 교환

배경/채우기 재질을 전경/스트로크 재질과
바꾸려면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전경/스트로크 재질을
배경/채우기 재질과 바꿉니다.

일치하는 모든 픽셀을 현재 전경/스트로크
재질로 교체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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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수행하려면

레이어의 모든 픽셀을 교체하지 않고 브러시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팁, 크기,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재질 교체

불투명도, 기타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배경/채우기 재질을 전경/스트로크
재질로 교체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여 전경/스트로크 재질을 배경/채우기
재질로 교체합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변경을 제한하려면 색 교체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색,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영역 채우기
선택 영역 또는 레이어를 전경색 또는 배경색,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픽셀을 채우거나 지정한 옵션과 일치하는 픽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플러드 채우기 도구가 선택한 픽셀과 일치하는 모든 인접 픽셀을 찾아 채웁니다.
인접 픽셀은 클릭하는 초기 픽셀에서 방사되는 일치하는 픽셀의 연속 체인과 같습니다.
플러드 채우기 도구가 선택한 픽셀과 일치하지 않는 픽셀을 찾으면 체인이 끊어집니다.
픽셀이 일치하는 픽셀에서 한 픽셀만 떨어져 있더라도 이 픽셀은 비인접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플러드 채우기 도구와 색 교체 도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플러드 채우기 도구는 특정 기준(예: RGB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색 교체 도구와 유사합니다.
플러드 채우기 도구는 사용자가 클릭하는 초기 픽셀에 인접한 일치하는 픽셀을 채우는 반면
색 교체 도구는 브러시 스트로크 내에서 또는 전체 레이어에서 픽셀을 변경합니다.
색 교체 도구는 RGB 값에 따라 픽셀의 색을 변경합니다. 플러드 채우기 도구는 RGB, 색상,
밝기, 불투명도 값에 따라 픽셀을 변경합니다.

색,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영역을 채우려면
편집 탭

1 도구 도구모음에서 플러드 채우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2 영역을 채울 전경색 또는 배경색,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매치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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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모든 픽셀을 채웁니다.
• RGB 값 — 클릭하는 픽셀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채웁니다.
• 색 — 클릭하는 픽셀의 음영 변화와 일치하는 픽셀을 채웁니다.
• 밝기 — 클릭하는 픽셀의 지각 명도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채웁니다.
• 지각 — 클릭하는 픽셀의 지각 음영 변화 및 명도에 일치하는 픽셀을 채웁니다.
• 일반 — 빨간색, 녹색, 파란색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밝기 변화에 대한 바이어스에
따라 채웁니다. 따라서 이 매치 모드는 RGB 값 매치 모드보다 더 구별력이 높습니다.

• 모두 불투명 — 완전히 보이지 않는 모든 픽셀(불투명도 값이 1 이상)을 채웁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공차 컨트롤이 비활성화됩니다.

• 불투명도 — 클릭하는 픽셀의 불투명도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채웁니다.
4 공차 컨트롤에 0~200 의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선택한 픽셀이 처음 클릭하는 픽셀과
얼마나 가까운지 지정합니다.
낮은 설정에서는 매우 유사한 색의 픽셀만 채워지고, 높은 설정에서는 더 많은 픽셀이
채워집니다.
5 블렌드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채워진 픽셀과 기본 레이어의 픽셀을
혼합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 블렌드 모드와 동일합니다.
6 불투명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채우기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100% 불투명도에서는 페인트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1% 불투명도에서는 페인트가 거의
완전히 투명합니다.
7 채울 선택 영역 또는 이미지 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여 전경 재질을 채우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배경 재질을 채웁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변경을 제한하려면 플러드 채우기 도구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를
선택하십시오. 선택 항목에 대한 내용은 “선택 항목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레이어 사용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여 플러드 채우기를 현재 레이어의
일치하는 픽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블렌딩"을 참조하십시오. 브러시 옵션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뒤집기 및 미러링
왼쪽이 오른쪽이 되거나 맨 위가 아래쪽이 되도록 이미지를 뒤집거나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대칭 이동을 선택하면 레이어 또는 선택 항목이 제자리에서 대칭됩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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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를 선택하면 레이어 또는 선택 항목이 수평(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수직(아래쪽)
축을 따라 대칭됩니다.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이미지를 대칭 이동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 > 플립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좌우 대칭 — 왼쪽이 오른쪽으로 전환됩니다.
• 상하 대칭 — 맨 위가 맨 아래로 전환됩니다.
선택 항목을 대칭하면 선택 항목이 분리된 선택 항목으로 변환되며 원본 레이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를 미러링하려면

•

이미지 > 미러를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좌우 대칭 복사 — 수평 축을 따라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를 대칭합니다(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상하 대칭 복사 — 수직 축을 따라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를 대칭합니다(위에서
아래로).

테두리 추가하기
이미지 주위에 컬러 프레임 또는 테두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테두리를 추가하면
이미지의 치수가 테두리로 확장됩니다.
다중 레이어 이미지의 경우 테두리를 추가하기 전에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이미지를
펼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여 이미지를 펼치지 않고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캔버스 크기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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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주위에 테두리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테두리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테두리 추가를 선택합니다.
테두리 추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모든 면에 동일한 너비의 테두리를 만들려면 대칭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너비가 다양한 테두리를 만들려면 대칭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크기(픽셀)
그룹 상자의 컨트롤에서 테두리 너비 값을 설정합니다.
3 색 상자를 클릭하고 테두리 색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원본 치수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테두리에 대한 측정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버를 사용하여 사진 확대하기
스마트 카버를 사용하면 콘텐츠를 왜곡하지 않고 사진을 좁게, 넓게, 짧게 또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에서 구조적인 디테일이 거의 없는 구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거하여 이미지를 눈에 띄게 변경하지 않고도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레벨과 관계없이 사진에서 제거할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개체 또는 이미지 영역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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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버를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때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버를 사용하여 개체를 제거하거나 보존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스마트 카버를 선택합니다.
스마트 카버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2 사진에서 개체 또는 영역을 제거하거나 보존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 또는 둘 다
수행합니다.

• 제거 버튼

을 클릭하고 제거할 사진 영역에 제거 브러시를 적용합니다.

• 보존 버튼

을 클릭하고 보호할 사진 영역에 보존 브러시를 적용합니다.

개체 제거 영역에서 브러시 크기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브러시의 크기를
줄이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브러시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하나 이상의 스마트 카빙 옵션을 적용하여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삭제

지우개 버튼

을 클릭하고 지울 브러시 스트로크에

적용합니다.
확대 또는 축소

확대/축소 상자에 배율 수준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
또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확대/축소 수준을 조정합니다.

사진의 숨겨진 영역을 이동하여 보기

팬 버튼

을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브러시 스트로크 숨기기

마스크 숨기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사진을 원본 상태로 재설정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카버를 사용하여 사진을 확대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스마트 카버를 선택합니다.
스마트 카버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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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카빙 영역의 다음 표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확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사진 너비 설정

너비 상자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참고: 최대 너비는 원본 사진 너비의 두
배입니다.

사진 높이 설정

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참고: 최대 높이는 원본 사진 높이의 두
배입니다.

사진 너비를 1 픽셀씩 줄이기

이미지가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이미지를
수평으로 수축합니다 버튼

사진 높이를 1 픽셀씩 줄이기

이미지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이미지를
수직으로 수축합니다 버튼

사진 너비를 1 픽셀씩 늘리기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이미지를
수평으로 확장합니다 버튼

사진 높이를 1 픽셀씩 늘리기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이미지를
수직으로 확장합니다 버튼

을 클릭합니다.

제거 브러시를 적용한 영역을

수평으로 자동 수축 버튼

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제거하여 사진 너비 줄이기

빨간색으로 칠한 영역을 제거합니다.

제거 브러시를 적용한 영역을

수직으로 자동 수축 버튼

자동으로 제거하여 사진 높이 줄이기

빨간색으로 칠한 영역을 제거합니다.

을 클릭하여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 확대 및 변환하기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화식으로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 확대 크기 조정은 이미지 크기를 수평, 수직 또는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 스큐는 이미지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전단합니다.
• 이미지를 왜곡하면 이미지가 어떤 방향으로든 확장되거나 축소됩니다.
• 이미지에 원근법을 적용하면 원근법이 보정되거나 잘못된 원근법이 적용됩니다. 이미지
원근법 보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 원근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 이미지를 회전하면 피벗 점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이동합니다. 이미지 회전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 회전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를 변형하면 이미지에 있는 레이어에도 변형이 적용됩니다. 모든 래스터 레이어 또는
선택 항목에 변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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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및 변형 옵션 설정하기
많은 변형 설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가 활성화되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 다음 옵션이 나타납니다.

• 피벗 X, 피벗 Y — 회전 피벗 점의 X 및 Y 좌표를 설정합니다.
• 위치 X, 위치 Y — 왼쪽 상단 코너 핸들의 X 및 Y 좌표를 설정합니다.
• 스케일 X (%), 스케일 Y (%) — 수평(X) 및 수직(Y) 크기 조정의 변경 비율을 설정합니다.
• 전단 — 측면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양의 값은 오른쪽으로 전단되고 음의 값은 왼쪽으로
전단됩니다.

• 각도 — 피벗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설정합니다. 이미지가 0 도에서 360 도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 직사각형 재설정 버튼

— 직사각형 변형을 원본 모양으로 재설정하지만 현재 변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원근 X, 원근 Y — 변형의 원근을 조정합니다.
참고: 원근을 만들고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컨트롤 핸들을 드래그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핸들로 원근 효과를 만들면 여러 변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원근 X 및 원근 Y
컨트롤에서 값을 변경하면 스케일, 전단, 위치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 선택 도구는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개 색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를 참조합니다. 벡터
개체 또는 텍스트 변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벡터 개체 크기 조정, 형상 변경, 회전하기”
또는 “텍스트 크기 조정 및 변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거나 변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해당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 항목, 레이어 또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도구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핸들이 있는 경계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다음 표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현재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

코너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현재 비율을 변경하면서 크기 조정

코너 또는 가장자리 핸들 중 하나를 오른쪽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회전 중심 변경

회전 피벗 점을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회전

회전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대칭적으로 원근 변경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 핸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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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수행하려면

비대칭적으로 원근 변경

Ctrl +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 핸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전단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측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왜곡

Ctrl +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측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기본값으로, 이미지를 왜곡하려면 Ctrl + Shift 키를 누른 상태여야 합니다. 키를 누르지
않고 이미지를 왜곡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른 모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모드는 기본 설정이므로 키를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전단 모드를 사용하면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전단할 수 있습니다. 원근 모드를 사용하면 Ctrl 키를 누르지 않고 원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유 모드를 사용하면 Ctrl +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도구 옵션 팔레트의 상자 중 하나에서 값을 설정하여
정확하게 스케일 및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터치 및 복원

191

캔버스 크기 조정하기
이미지 캔버스는 이미지의 작업 영역이며 이미지 치수(예: 200 x 300 픽셀)를 정의합니다.
이미지에 요소를 추가할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캔버스 크기를 늘리거나 캔버스 크기를
조정하여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여 크기를 조정하려면 “이미지 크기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캔버스 크기 축소와 이미지 자르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캔버스 크기를 줄이는 것이 이미지 자르기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레이어가 있는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를 줄이는 경우, 새 캔버스 영역 바깥쪽의 픽셀은 삭제되지 않으며
단지 레이어가 적게 표시됩니다. 이미지에 다른 레이어가 있어도 배경 레이어 정보는 항상
삭제됩니다.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캔버스 크기를 선택합니다.
캔버스 크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새 치수 그룹 상자에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너비 및 높이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하거나 입력합니다.
4 배치 그룹 상자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새 캔버스에서 이미지 배치를 설정하거나 위, 아래,
왼쪽 및 오른쪽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합니다.
이 값은 각 가장자리에서 더하거나 빼는 캔버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캔버스 크기를 늘리면 배경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하여 추가된 캔버스 영역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고 높이 및 너비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하여
높이와 너비의 크기를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 치수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테두리의 측정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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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두 장 이상의 사진을 결합하면 인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HDR(high dynamic range, 높은 다이나믹 범위) 노출 병합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노출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원치 않는 영역(자동차, 사람, 프레임으로 날아 들어온 새)을 올바른 배경으로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 여러 사진의 요소를 하나의 이미지로 창의적으로 결합합니다.
DSLR 카메라가 있는 경우 같은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는 것을 돕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HDR 이해하기
• HDR 처리를 위해 사진 촬영하기
• HDR 노출 병합을 사용하여 사진 결합하기
• 단일 RAW 사진을 사용하여 HDR 효과 생성하기
• 일련의 사진을 HDR 이미지로 병합하기
• 사진을 사진 블렌드로 결합
HDR 이해하기
사진에서 HDR 은 “높은 다이나믹 범위”를 말합니다. 다이나믹 범위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부터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까지 사진에서 캡처할 수 있는 휘도 범위입니다.
사람의 눈과 달리 디지털카메라 센서(또는 기존 카메라의 필름)는 큰 창문이 있는 내부와
같이 매우 밝고 어두운 영역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제한된 다이나믹 범위만 캡처할 수
있습니다. HDR 처리는 일반 JPG 보다 두 배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톤 간에 더 많은 단계가
있는 32 비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HDR 이미지는 고르게 노출되어 가장 밝은
영역의 해상도를 손실하지 않고 가장 어두운 영역의 디테일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보정적”
경계를 넘어서, HDR 은 비현실적, 플라스틱 또는 심지어 “초현실적” 톤을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창조적인 기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HDR 파일은 최종 출력을 위해 16 비트
이미지 형식으로 다시 변환해야 합니다.

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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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사진은 서로 다른 노출 수준으로 촬영한 다음 결합하여 아름답게 노출된 단일
이미지로 생성하였습니다.

HDR 처리를 위해 사진 촬영하기
HDR 처리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 기능이 HDR 과 잘 작동합니까?
카메라가 제공하는 경우 자동 노출 브래킷 설정을 사용하거나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고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다양한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진에서 블러를 유발할 만큼
피사계 심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리개 변경은 피합니다. 브래킷 설정 옵션 및 조리개
우선 모드에 대한 내용은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검토합니다.

HDR 세트를 위해 몇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진 3 장이 기본이지만(최소 2 장) 고대비 장면을 캡처하려면 5 장 이상(최대
9 장)을 찍습니다.

어떤 노출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까?
사진 간에 2.0 의 노출값(EV)의 초기 설정을 시도합니다. 더 많은 수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노출을 더 낮은 증분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촬영 횟수가 넓은 범위의 노출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도록 합니다. 자동 브래킷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가 EV 간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때로는 최대 +/- 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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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를 사용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 손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예:
벽에 대고 고정하여 안정화). 삼각대를 사용하면 HDR 처리를 사용할 때 사진에 정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HDR 노출 병합을 사용하여 사진 결합하기
HDR(높은 다이나믹 범위) 처리를 사용하여 노출 병합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사진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병합(1 단계 창)
노출 병합에서 잘 작동하는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DR 처리를 위해
사진 촬영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노출 병합은 3 단계 과정을 사용합니다.

• 병합 — 병합 설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지정 편집을 적용합니다.
• HDR 조정 — 사진을 합친 후 병합 및 미세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사진을 조정하고
결과를 편집 가능한 HDR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미세 조정 — 노이즈 감소 및 선명하게 옵션과 함께 다른 친숙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정돈합니다. 완료되면 표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노출 병합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 단계: 병합
병합 설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카메라 응답 곡선 프로파일 — 카메라 센서의 알려진 특성에 따라 이미지에 곡선 조정을
적용합니다.

• 정렬 — 피처 기반(사진의 피처 감지) 또는 에지 기반(사진의 에지 감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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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편집 — 각 사진에서 유지(브러시 인)하거나 제거(브러시 아웃)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움직이는 개체를 캡처한 사진을 합칠 때 발생하는 반투명 효과인 “고스팅”을
제거하기 위해 종종 사용자 지정 편집이 적용됩니다.

2 단계: HDR 조정
사진을 합친 후 프리셋을 적용하거나 프리셋을 사용자 지정하거나 처음부터 원하는 룩을
생성하여 결과 HDR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용자
지정 설정을 새로운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저장, 로드, 삭제 또는
재설정하여 프리셋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DR 조정 창의 모든 조정 옵션을 사용하여 HDR 32 비트 파일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으로 HDR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단계를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3 단계로 이동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이미지를 16 비트 이미지로
저장하여 출력할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3 단계: 미세 조정
마지막 단계는 노출 병합을 종료하기 전에 병합된 이미지를 미세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 창의 컨트롤은 조정 탭을 클릭할 때 보이는 컨트롤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미세 조정 팁:

• 디지털 노이즈 제거는 사진을 합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 하이패스 선명하게는 사진 간 이동으로 인한 블러 영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스마트 사진 수정 및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면 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이미지를 밝게 하려면 밝기/대비를 조정합니다. 어두운 부분만 밝게 하려면 채우기
빛 /선명도를 시도합니다.

• 로컬 톤 매핑 및 채우기 빛/선명도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디테일을 더욱 향상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병합에 대한 병합 옵션을 선택하려면(1 단계)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병합하려는 사진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진의 섬네일 주위에 오렌지색 윤곽선이 나타납니다.
2 파일  HDR  노출 병합을 클릭합니다.
3 1 단계에서: 병합 창의 카메라 반응 곡선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자동 선택을 선택합니다.
EV 간격 슬라이더가 나타나면 사진 간 사용한 노출값을 설정합니다.
4 정렬 영역의 방법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
겹치지 않는 가장자리를 자르려면 자동 자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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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렬을 클릭합니다.
결과를 보려면 미리보기 정렬 확인란(패널 하단 근처)을 활성화합니다.
6 개별 사진에서 특정 영역을 유지하거나 제거하려면 사용자 지정 편집 영역의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노출 병합에서 아티팩트를 브러시 인 또는 브러시 아웃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7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병합 설정이 적용되고 2 단계: HDR 조정 창이 나타납니다.
병합 설정을 조정하려면 뒤로를 클릭하여 1 단계 창으로 돌아갑니다.
HDR 노출 병합 및 사진 블렌드는 동일한 병합 유틸리티의 일부이므로 동시에 열 수
없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정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 사진 간 정렬이
약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렬 불량이 심각하면 HDR 에 사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병합 창의 맨 아래에 있는 트레이에서 사진 추가 버튼

또는 사진 제거 버튼

을 클릭하면 사진 추가 및 제거가 병합 트레이에서 가능합니다.

노출 병합에서 아티팩트를 브러시 인 또는 브러시 아웃하려면
1 1 단계 아래에 나타나는 트레이에서: 미리보기 영역을 병합하고 트레이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지정 편집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브러시 인을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보존하려는 영역 위로 드래그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브러시 아웃을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제거하려는 영역 위로 드래그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고스팅을 자동 감지하고 제거하도록 하려면 자동 브러시를 클릭합니다.
자동 브러시는 삼각대 없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처 에지를 따라 나타나는 고스팅을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자동차나 사람과 같은 큰 고스트 개체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3 편집하려는 각 사진에 대해 해당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크기 변경

브러시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정돈하기 또는 지우기

지우개를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브러시
스트로크를 드래그합니다.

모든 브러시 스트로크 제거

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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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색 변경

브러시 인 또는 브러시 아웃 색 스와치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새 색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브러시 스트로크 숨기기

브러시 스트로크 표시 확인란을 체크하거나

또는 표시

체크 해제합니다.

노출 병합에서 HDR 이미지를 조정하려면(2 단계)
1 2 단계에서: HDR 조정 창에서 원하는 룩을 얻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프리셋 영역에서 프리셋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 확인란을 체크하고 자동을 클릭하거나 스포이드 도구

를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여 화이트 점을 설정합니다. 온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이미지의
색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고 색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색을 미세 조정합니다.

• 대비, 하이라이트, 중간 톤 및 그림자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전체 톤과 대비를
조정합니다.

• 발색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색의 채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 세부 사항 드롭다운 목록에서 자연스러운 디테일 또는 독창적인 디테일을 선택하고 각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로컬 디테일의 양을 조정합니다.
흑백 처리에 초점을 맞추려면 프리셋 영역 아래의 흑백 탭을 클릭합니다. 색 처리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색 탭을 클릭합니다.
2 추가 편집을 위해 HDR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HDR 파일 생성하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폴더로 이동한 후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내용이 저장됩니다. 조정 내용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3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설정이 이미지에 적용되고 최종 출력을 준비하기 위해 16 비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3 단계:
미세조정 창이 나타납니다.

노출 병합에서 프리셋을 관리하려면

• 2 단계의 프리셋 영역에서 HDR 조정 창에서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조정을 프리셋으로 저장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하고 프리셋 저장

대화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이 프리셋 영역에 추가됩니다.
프리셋 파일 가져오기

프리셋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로드를

클릭한 후 파일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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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프리셋 삭제

프리셋의 섬네일을 클릭하고 프리셋 옵션
버튼을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기본 프리셋 목록을 복원

프리셋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모든 사용자 지정 프리셋이
삭제됩니다.

프리셋 숨기기 또는 표시

프리셋 바에서 화살표

를 클릭합니다.

HDR 처리 이미지를 미세 조정하고 저장하려면(3 단계)
1 3 단계에서: 미세 조정 창에서 도구 또는 조정 옵션 중 하나를 적용하여 최종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진 편집을 계속하려면 편집 탭을 클릭합니다. 노출 병합 창이 열려 있습니다.
•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노출 병합을 닫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작업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확대된 이미지의 크기가 미리보기 영역의 크기를 초과하면 팬 도구

를 클릭하고

직사각형을 이동하여 미리보기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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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RAW 사진을 사용하여 HDR 효과 생성하기
단일 RAW 사진을 3 개의 노출로 분할하고 노출을 다시 결합하여 HDR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HDR 은 아니지만(사진 여러 장을 결합하여 톤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므로) 강력한 HDR 도구를 사용하여 단일 사진 톤 범위를 여전히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RAW 사진을 사용하여 HDR 효과를 생성하여 사진의 톤 범위를 최적화했습니다.
단일 RAW 사진을 사용하여 HDR 효과를 생성하려면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RAW 사진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진의 섬네일 주위에 오렌지색 윤곽선이 나타납니다.
2 파일  HDR 단일 RAW 사진을 클릭합니다.
3 1 단계에서: 사진 분할 창의 카메라 반응 곡선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자동 선택을 선택합니다.
4 EV 간격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시뮬레이션 노출 간격을 설정합니다. 이 값은 사진을 세
가지 버전으로 분할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간 노출을 0 으로 설정하지 않으려면 중앙 노출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새 값을
설정합니다.
5 사진 분할을 클릭하여 사진을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눕니다. 트레이에 섬네일 3 개가
나타납니다.
6 결과에 만족하면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이제 2 단계 및 3 단계 창의 HDR 컨트롤을 사용하여 사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출 병합에서 HDR 이미지를 조정하려면(2 단계)” 및 “HDR 처리 이미지를
미세 조정하고 저장하려면(3 단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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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서 생성된 TIFF 파일(이미지 편집기에서 TIFF 로 저장되지 않음)과 함께 단일
RAW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련의 사진을 HDR 이미지로 병합하기
자동 브래킷 설정을 자주 사용하면 HDR(high dynamic range) 이미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진
세트가 많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일괄 병합 기능을 사용하여 각 브래킷 세트를 HDR
이미지로 신속하게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노출 병합 기능에서 어떤 세트가 더
강력한 HDR 도구에 적합한 후보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괄 병합 HDR
처리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괄 병합은 사진 사이의 시간(정의된 시간 범위 내) 또는 세트당 정의된 사진 수에 따라
사진을 세트로 구성합니다.

일련의 사진을 HDR 이미지로 병합하려면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병합하려는 사진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진의 섬네일 주위에 오렌지색 윤곽선이 나타납니다.
2 파일  HDR  일괄 병합을 클릭합니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3 개의 그룹으로 정렬됩니다.
3 프리셋 영역에서 섬네일을 클릭하여 처리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프리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출 병합에서 프리셋을 관리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프리셋 조정을 적용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준 HDR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4 처리된 파일 저장: 상자 옆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처리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찾습니다.
5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JPEG 를 선택한 경우 JPEG 품질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처리된 이미지의 파일 크기와
품질을 설정합니다.
처리된 파일의 .hdr 버전을 저장하려면(노출 병합에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hdr 파일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6 사진 그룹화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세트 — 세트당 사진 상자에서 숫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브래킷 설정된
사진을 미리 정해진 배치에서 일관되게 촬영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시간 — 그룹당 초 상자에서 시간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브래킷
설정된 세트의 사진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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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각대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자동 정렬 확인란을 활성화하고 방법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렬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진 테두리를 따라 정렬되지 않은 에지를 자르려면 자동 자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8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사진 크기와 수에 따라 처리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처리한 파일을 저장한 위치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괄 병합 창에서 섬네일을 제거하려면 사진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사진을 사진 블렌드로 결합
사진 블렌드를 사용하면 같은 장면 사진을 2 장 이상 결합하고 장면에서 유지하거나 제거할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에서 사람이나 자동차와 같은 움직이는 개체를 제거합니다. 번잡한 도시에서 텅 빈
거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눈을 깜박이거나 멀리 떨어져 보이는 단체 사진을 수정합니다. 다른 사진의 잘
나온 포즈로 간단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진 한 장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타나도록 해보십시오.

사진 블렌드를 사용하여 완벽한 그룹 사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 블렌드에서 작동하는 사진은 어떻게 찍습니까?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안정된 자세로 몇 초 간격으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모든
사진에 동일한 카메라 설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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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팁: 카메라의 수동 설정을 사용하여 사진의 크기, 조리개, 셔터 속도 및 ISO 가
동일하게 합니다.

사진 블렌드를 사용하려면
1 관리 탭을 클릭하고 블렌드하려는 사진 세트를 선택합니다.
2 파일  사진 블렌드를 클릭합니다.
3 정렬 영역에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결과를 보려면 미리보기 정렬 확인란(패널 하단 근처)을 활성화합니다.
사진 테두리를 따라 정렬되지 않은 에지를 자르려면 자동 자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트레이에서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진이 미리보기 영역에 표시됩니다.
5 사용자 지정 편집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브러시 인을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보존하려는 영역 위로 드래그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브러시 아웃을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제거하려는 영역 위로 드래그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이미지 차이를 자동 감지하도록 하려면 자동 브러시를 클릭합니다.
고스팅 및 기타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브러시 마크를 그대로 두거나 사용자 지정
브러시 스트로크의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 움직이는 개체 포함 확인란을 체크하고 자동 브러시를 클릭하여 사진 간의 차이를
자동 감지하고 보존합니다. (예: 다중 포즈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경우)
6 트레이에서 섬네일을 클릭하고 브러시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다른 사진에 대해 편집
과정을 반복합니다.
7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결과를 검토합니다. 설정을 조정하거나 편집을 계속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8 2 단계에서: 미세조정 창에서 도구 또는 조정 컨트롤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미세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9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진 편집을 계속하려면 편집을 클릭합니다. 사진 블렌드 창이 열려 있습니다.
•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사진 블렌드 창을 닫은 다음 작업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크기 변경

브러시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정돈하기 또는 지우기

지우개를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에서 브러시
스트로크를 드래그합니다.

노출 및 내용 병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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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브러시 스트로크 제거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색 변경

브러시 인 또는 브러시 아웃 색 스와치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새 색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서 브러시 스트로크 숨기기

브러시 스트로크 표시 확인란을 체크 해제

또는 표시

또는 체크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1 단계 창의 트레이에서 변경이 가장 적을 이미지의 섬네일을
클릭하고 잠금 버튼

을 클릭하여 선택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배경을 잠금

해제하려면 잠금 버튼을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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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 작업하기
편집할 이미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워크플로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선택 항목을
생성해서 이미지의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영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또는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선택된 영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영역에서
반전, 복사, 자르기 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테두리는 선택 점선을 통해 식별되며 선택 항목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일련의
흑백 대시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선택 항목 생성하기
• 브러시 재정의로 선택 항목 미세 조정하기
• 선택 점선 숨기기 및 표시
• 선택 항목 이동, 고정 및 회전
• 선택 항목 수정하기
• 선택 항목 반전 및 지우기
• 선택 항목에 페더링 사용하기
• 선택 항목에 안티앨리어싱 사용하기
• 선택 항목의 에지 수정하기
• 선택 항목에서 사용자 지정 패턴 생성하기
• 선택 항목 저장 및 로드
선택 항목 생성하기
이미지의 일부를 분리하려는 경우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사진의 한 영역을 조정 또는 리터치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복사하여 다른 사진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만드는 방법은 래스터 레이어에서 작업하는지 아니면
벡터 레이어에서 작업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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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도구 형상(왼쪽), 자유형 선택(가운데) 또는 매직 완드 도구를 사용하여 색상 또는
불투명도의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선택 항목(오른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 항목 도구를 사용하여 래스터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선택 항목 도구

— 스마트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이미지 영역의 에지를

자동으로 맞추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쌉니다.

• 스마트 선택 항목 브러시

— 샘플 영역을 브러시로 선택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브러시로 샘플링한 정보에 따라 선택 항목이 에지까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 선택 항목 도구

— 직사각형, 정사각형, 타원, 원 또는 별과 같은 특정 형상의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자유형 선택 항목 도구

— 꽃의 꽃잎 또는 손의 손가락과 같은 개체의 가장자리

에지에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도구를 사용하여 4 가지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에지 시커 — 불규칙한 형태 영역의 에지를 클릭하면 색 차이로 두 영역 사이의
에지를 찾습니다.

• 자유형 — 드래그하여 영역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점대점 — 점 사이에 직선을 그려서 직선 에지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 스마트 에지 — 에지를 따라 클릭하면 불규칙한 형태 영역의 에지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 매직 완드 도구

— 개체의 색, 색상, 밝기 또는 불투명도를 기반으로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의 다른 영역의 픽셀과 구별되게 다른 픽셀이 있는 영역(예:
녹색 잎으로 둘러싸인 분홍색 장미 또는 밝은 이미지 내의 어두운 영역)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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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레이어에서 선택 항목 도구를 사용하여 벡터 개체에서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항목을 복사하여 새 이미지로 붙여넣으면 벡터 개체가 아닌 개별
픽셀로 래스터 레이어에 복사됩니다.
벡터 텍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하나의 도구로 선택 항목을 만들고 다른 도구로 전환하여 선택 항목에 추가하거나 선택
항목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수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색
레이어에서 텍스트 선택 항목을 만든 다음 선택 항목을 삭제하면 문자가 투명하게 나타나고
레이어의 단색으로 윤곽이 표시됩니다.
벡터 개체에서 래스터 선택 항목을 생성하여 래스터 전용 도구와 명령을 사용하여 벡터
개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선택 항목을 생성하여 마스크 된(검은색) 영역을 생략하고 마스크 되지
않은(검은색이 아닌)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이 캔버스로 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선택 항목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자동 선택 항목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선택하려는 영역을 둘러싸도록 합니다.
3 자동 선택 항목을 보려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선택을 다시 실행하려면 Ctrl + D 를 누르고 영역을 다시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을
정돈하려면 툴 도구모음에서 다른 선택 항목 도구를 선택하고 자동 선택 항목에서 영역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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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선택 항목 브러시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스마트 선택 항목 브러시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크기 설정을 조정합니다. 다음 설정 중 하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드 — 기존 선택 항목을 바꾸거나 추가 또는 제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대체가
기본 설정입니다.

• 페더 — 페이드 너비(0~200 픽셀)를 지정하여 선택 항목의 에지를 부드럽게 합니다.
• 안티앨리어싱 — 에지를 따라 픽셀을 반투명하게 하여 선택 항목에 부드러운 에지를
적용합니다.

• 공차 — 선택한 픽셀이 이미지에서 클릭한 픽셀과 얼마나 가깝게 일치하는지
제어합니다. 낮은 설정에서는 유사한 픽셀만 선택됩니다. 높은 설정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픽셀이 선택됩니다.

• 모든 레이어 사용 — 선택한 영역의 모든 레이어에서 에지를 검색합니다. 이 옵션은
멀티 레이어 이미지에서 스마트 에지를 활성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하려는 이미지 영역에서 브러시를 드래그합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브러시로
샘플링한 이미지 정보에 따라 선택 항목이 자동으로 에지로 확장됩니다.
4 마우스 버튼을 놓아 스마트 선택 항목을 검토합니다.
선택 항목을 정돈하려면 Shift 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선택 항목에 추가하거나 Ctrl 을
누르고 드래그하여 선택 항목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스마트 에지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여 수동 모드에서 스마트 선택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선택 브러시를 선택하려는 영역(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모드에서 선택 항목을 정돈하거나 스마트 에지 표시를 해제하고 해당 영역 위로
정확하게 브러시를 적용하여(중앙) 영역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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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컨트롤의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선택 유형 — 선택 항목 영역의 형상을 지정합니다.
• 모드 — 기존 선택 항목을 바꾸거나 추가 또는 제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대체가
기본 설정입니다.

• 페더 — 페이드 너비(0~200 픽셀)를 지정하여 선택 항목의 에지를 부드럽게 합니다.
• 안티앨리어싱 — 에지를 따라 픽셀을 반투명하게 하여 선택 항목에 부드러운 에지를
적용합니다.

• 선택 항목 스타일 —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유 양식
스타일이며 고정 크기를 사용하면 너비 및 높이 상자에 값을 지정할 수 있고 고정
비율은 너비 및 높이 상자에 설정된 비율만 유지합니다.
3 드래그하여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드래그하면 테두리가 선택 항목을 나타냅니다. 드래그를 마치면 선택 항목의 테두리가
선택 점선이 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크기의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 항목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선택 항목
대화상자에서 왼쪽, 위쪽, 오른쪽 및 아래쪽
에지에 대한 선택 위치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주변에 직사각형 선택을 배치하여 기존 선택

선택 도구

항목을 대체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현재 레이어의 모든 불투명 영역 주위에

레이어 불투명 버튼

를 선택하고 현재 선택 버튼
을 클릭합니다.

직사각형 선택을 생성합니다.
이미지 내 모든 레이어의 투명하지 않은 모든

병합 항목 불투명 버튼

을 클릭합니다.

영역 주위에 직사각형 선택을 생성합니다.
선택 항목을 만든 후, 도구 옵션 팔레트의 설정을 변경하면 현재 선택 항목이 아닌
다음 작업에 적용됩니다. 선택 항목 수정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명령을 선택하여 현재
선택 항목에 대한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1 툴 도구모음에서 자유형 선택 항목 도구 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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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옵션 팔레트의 선택 항목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에지 시커
• 자유형
• 점대점
• 스마트 에지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컨트롤의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페더 — 페이드 너비(0~200 픽셀)를 지정하여 선택 항목의 에지를 부드럽게 합니다.
• 스무딩 — 선택 항목 테두리에 적용할 스무딩할 크기 지정합니다.
• 안티앨리어싱 — 픽셀을 반투명하게 하여 선택 항목에 부드러운 에지를 적용합니다.
• 모든 레이어 사용 — 선택한 영역의 모든 레이어에서 에지를 검색합니다. 이 옵션은
멀티 레이어 이미지에서 에지 시커 또는 스마트 에지 선택 항목 유형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선택 항목 유형에 따라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자유형 선택 항목 만들기

드래그하여 이미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에지 시커 선택 항목 만들기

선택하려는 영역의 에지를 따라 정확하게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을 완료합니다.

스마트 에지 선택 항목 만들기

선택하려는 영역의 에지를 따라 클릭하여
직사각형 커서가 에지를 둘러싸도록 합니다.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을 완료합니다.

점대점 선택 항목 만들기

선택하려는 영역의 에지 주위를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을 완료합니다.

에지 시커 선택 항목을 만들 때 도구 옵션 팔레트의 범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여
에지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지 주변을 따라가면서 더 자주 클릭하면 에지 시커 및 스마트 에지 선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삭제를 눌러 이전 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매직 완드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매직 완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의 매치 모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없음 — 모든 픽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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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 값 — 클릭한 픽셀의 레드, 그린 및 블루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 색 — 클릭한 픽셀의 음영 변화와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 밝기 — 클릭한 픽셀의 지각 밝기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 지각 — 클릭한 픽셀의 지각 음영 변화 및 밝기와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 일반 — 밝기 변화에 대한 바이어스와 함께 레드, 그린 및 블루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 일치 모드는 RGB 값 일치 모드보다 더 구별됩니다.

• 모두 불투명 — 완전히 보이지 않는(즉, 불투명도 값이 1 이상인) 모든 픽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공차 컨트롤이 비활성화됩니다.

• 불투명도 — 클릭한 픽셀의 불투명도 값과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컨트롤의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공차 — 선택한 픽셀이 이미지에서 클릭한 픽셀과 얼마나 가깝게 일치하는지
제어합니다. 낮은 설정에서는 유사한 픽셀만 선택됩니다. 높은 설정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픽셀이 선택됩니다.

• 페더 — 페이드 너비(0~200 픽셀)를 지정하여 선택 항목의 에지를 부드럽게 합니다.
• 모든 레이어 사용 —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에서 일치하는 픽셀을 검색합니다
• 인접 — 클릭한 픽셀에 연결된 픽셀만 선택합니다
• 안티앨리어싱 — 에지를 따라 픽셀을 부분적으로 채워서 스무드 에지 선택 항목을
만들어 반투명하게 만듭니다. 선택 점선 안쪽 또는 바깥쪽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일치시킬 픽셀이 포함된 이미지 영역을 클릭합니다.
선택 점선이 일치하는 모든 픽셀을 둘러쌉니다.
선택을 실행 취소하고 공차 설정을 조정하고 새로 선택 항목을 만들어 선택한 픽셀의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선택 항목 편집을 선택합니다.
선택 레이어가 레이어 팔레트에 추가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채색 도구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 및 브러시 종류 팔레트에서 채색 도구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4 이미지를 채색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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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색상 오버레이에 브러시 스트로크가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은 다음에 따라
변경됩니다.

• 흰색으로 채색하면 선택 항목에 추가됩니다.
• 검은색으로 채색하면 선택 항목에서 제거됩니다.
• 회색으로 채색하면 회색 레벨에 따라 선택 항목에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5 선택 항목  선택 항목 편집을 선택합니다.
선택 점선이 일치하는 선택한 영역을 둘러쌉니다.
선택 항목  선택 항목 편집을 선택하는 대신 레이어 팔레트에서 선택 항목 편집 버튼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의 다음으로 생성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을 선택하여 텍스트 모양의
선택 항목을 작성합니다.
3 텍스트 선택 항목을 시작하려는 곳을 클릭합니다.
4 텍스트 서식 컨트롤을 설정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5 변경 내용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벡터 개체에서 래스터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하고 하나 이상의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2 선택 항목  벡터 개체에서를 선택합니다.
선택 점선이 각 벡터 개체를 둘러쌉니다.
벡터 개체에서 래스터 선택 항목을 만든 후 필요에 따라 선택 항목을 복사 및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원본 벡터 개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또는 이미지에서 모든 픽셀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선택 항목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선택 점선이 캔버스의 레이어 주위에 나타납니다.
Ctrl + A 를 눌러 레이어 또는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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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되지 않은 모든 영역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선택  마스크에서를 선택합니다.
선택 점선이 마스크 되지 않은 영역을 둘러쌉니다.
마스크를 알파 채널에 저장한 경우 선택 항목  선택 항목 로드/저장  알파 채널에서
선택 항목 로드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재정의로 선택 항목 미세 조정하기
브러시 재정의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 항목의 에지를 미세 조정하여 선택하기 어려운
머리카락이나 털과 같은 디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재정의 창에는 슬라이더를
비롯하여 브러시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늑대 선택은 스마트 선택 브러시로 만든 다음 브러시 재정의로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흰색 배경으로 선택 항목을 미리 보면 에지 디테일이 표시됩니다.
브러시 시작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브러시로 이미지를 드래그하는 것이 날리는 머리카락이나 변하는
에지 영역을 포함하는 선택 항목을 정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브러시 모드에는
재정의(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 페더, 추가 및 제거가 포함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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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정을 위한 옵션 슬라이더
대부분의 경우 슬라이더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짧은 털이 있는 동물 선택 항목을
정돈하는 경우와 같이 선택 항목 에지가 상당히 일관된 경우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테두리 너비 — 정돈할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선택 항목의 가장자리를 따라)

•

테두리 확장 — 테두리 영역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다듬기(스무드) -바깥쪽 테두리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하여 에지의 변화를 줄입니다

•

페더 — 테두리 영역에 블러 효과를 적용합니다

선택 항목 미리보기
작업하면서 다른 배경에서 선택 항목을 미리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버레이로 시작하면
선택할 영역을 볼 수 있고, 흑백을 사용하여 윤곽선 및 반투명 영역을 식별할 수 있으며,
검은색, 흰색 또는 투명을 사용하여 최종 선택 항목이 어떻게 보일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숨기기/표시 확인란을 체크 또는 체크 해제하여 브러시 재정의로 원본 선택
항목의 변경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작업을 실행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하려는 경우 브러시 재정의의 기록 팔레트를
열고 작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팔레트에 대한 정보는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 취소 및 재실행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출력
완료되면 선택 항목, 마스크 및 레이어 옵션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돈된 선택
항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미지가 가장 효과적입니까?

•

전체 선택 항목에 초점이 맞춰진 선명한 이미지

•

선택하려는 피사체와 배경 사이의 대비가 좋은 일관된 조명 하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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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재정의로 선택 항목을 미세 조정하려면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항목 도구를 선택하고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재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브러시 재정의 창의 미리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4 브러시 모드가 재정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브러시 크기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선택 항목의 에지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5 문서 창에서 선택 항목에 포함할 디테일 위로 브러시를 드래그합니다.
6 미리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결과 평가에 도움이 되는 배경을 선택합니다.
7 필요한 경우 브러시 모드를 변경하여 에지를 부드럽게 하거나(페더) 선택 항목을 영역에
추가하거나(추가) 선택 항목에서 영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
8 선택 항목에 만족하면 출력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 —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추가 레이어가 없습니다
• 마스크 — 선택 항목이 투명한 배경에 표시됩니다. 추가 레이어가 없습니다
• 새 레이어 — 선택 항목이 투명한 배경의 새 레이어에 표시됩니다. 원본 이미지는
별도의 레이어에 나타납니다

• 새 마스크 레이어 — 마스크 그룹은 선택 항목이 있는 레이어(투명 배경), 마스크
레이어(알파) 및 원본 이미지 레이어, 총 세 가지 레이어로 생성됩니다.
9 적용을 클릭합니다.

새 마스크 레이어 출력의 예
선택 항목이 상당히 균일한 경우 전역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브러시의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는 동안 Alt 키를 누르면 대화식으로 브러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점선 숨기기 및 표시
선택 점선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으로 작업할 때 선택 항목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선택 점선을 일시적으로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항목을 붙여넣거나 선택 항목의 에지를 페더링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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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점선을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편집 탭

•

선택 항목 점선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점선을 숨길 때, 선택 항목은 선택 취소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선택 점선이
숨겨져 있는 동안 사용하는 도구와 명령은 선택한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Ctrl + Shift + M 을 눌러 선택 점선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 이동, 고정 및 회전
선택 항목을 이동, 고정 또는 회전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영역을 변경하려면 선택
점선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이동할 때 공백을 비워두거나 선택 항목의 사본을 이동하고 원본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이동하면 선택 항목은 부동 선택 항목이 됩니다.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자동으로 부동 선택 항목을 새 레이어로
수준을 올립니다.
선택 항목을 부동으로 설정하여 원본 이미지를 변경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선택 항목 사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 선택 항목은 레이어 팔레트의 이미지나
레이어 위에 임시로 위치하고 아이콘은 레이어에 부동 선택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동 선택 항목을 편집한 후 선택 항목의 부동 선택의 분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별도의 레이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 항목 내용 원본이
변경되지 않고 선택 항목의 사본이 새 레이어가 됩니다. 원본 이미지를 변경하지 않고 해당
새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명령은 1,600 만 색 및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및 재질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항목을 만든 후 이미지상의 어느 곳이나 캔버스 밖으로 선택 항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밖의 회색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 창을 확장하면 이동한 선택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잘라내어 이미지 테두리 내에 없는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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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점선을 이동하려면
편집 탭

•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점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이동 도구

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선택 점선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이미지 영역을 이동하려면
편집 탭

•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선택 항목을 임의의 거리로 이동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모드를 바꾸기로 설정한
다음, 선택 항목 도구 중 하나(선택 항목, 자유형
또는 매직 완드 도구)로 선택 항목을 드래그합니다.

선택 항목을 1 픽셀 이동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10 픽셀 이동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50 픽셀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100 픽셀 이동

Shift 와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한 이미지 영역을 복사하고 이동하려면
편집 탭

•

선택 도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모드 컨트롤을 바꾸기로 설정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항목을 드래그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복사하고 1 픽셀 이동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복사하고 10 픽셀 이동합니다

Alt 와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복사하고 50 픽셀 이동합니다

Alt 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복사하고 100 픽셀 이동합니다

Alt, Shift 와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을 부동으로 설정하려면
편집 탭

•

선택 항목  부동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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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 분리를 취소하려면
편집 탭

•

선택 항목  분리 취소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을 레이어로 수준을 올리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내에서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2 선택 항목  선택 항목을 레이어로 수준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새로 수준이 올라간 선택 항목이 원본 레이어 위에 나타납니다.
선택 항목을 다른 이미지 내에 레이어로 배치하려면 선택 항목을 복사하고 다른
이미지를 연 다음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을 캔버스에 고정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의 일부를 이미지 캔버스 밖으로 옮깁니다.
필요한 경우 이미지 창을 확장하여 이미지 테두리 바깥쪽에 나타나는 회색 영역을
표시합니다.
2 선택 항목  분리 취소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분리가 취소되어 더 많은 편집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 항목  캔버스에 고정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테두리 외부의 선택 영역이 제거됩니다.

선택 항목을 회전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자유 회전을 선택합니다.
자유 회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방향 그룹 상자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을 선택하여 회전 방향을 지정합니다.
3 도 그룹 상자에서 회전할 도의 숫자를 설정합니다.
0.01 과 359.99 사이의 값을 입력하려면 자유 옵션을 표시합니다.
4 모든 레이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을 회전하면 선택 항목이 부동 선택 항목이 되고 원본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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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도구

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대화식으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이

적용되기 전에 선택 항목이 레이어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선택 항목 수정하기
선택 항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미지 내용을
빼서 선택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간판을 운반하는 사람의 사진에서
직사각형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간판을 선택한 다음 자유형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만든 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픽셀 수만큼 선택 항목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선택 테두리에서 색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색이 추가되거나
제거되면 선택 항목 테두리가 변경됩니다.
색값을 기준으로 선택 항목에 픽셀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반점이나 홀이 나타나면 정사각형 픽셀로 영역을 정의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너비 20 픽셀 x 높이 20 픽셀인 경우 500 픽셀의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5 픽셀에 스케일 계수 100 을 곱한 영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400 픽셀 (20 x 20 =
400)의 영역만 커버하므로 모든 반점과 홀이 제거됩니다.
도구와 효과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더하거나 빼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선택 항목
스마트 선택 브러시

, 자유형 선택 항목

, 매직 완드

도구 또는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도구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다음 표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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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선택 항목에 추가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추가를 선택하고 선택
항목에 추가할 이미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은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 항목에서 제거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제거를 선택하고 선택
항목에서 제거할 이미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하려는 이미지 영역을 클릭하여 선택 항목에 추가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영역을 클릭하여 선택 항목에서 제거할 이미지 영역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픽셀 수만큼 선택 항목을 확장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확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확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픽셀 수 컨트롤에서 선택 항목을 확장할 값을 지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점선은 원래 모양을 유지하면서 확장됩니다.

특정 픽셀 수만큼 선택 항목을 수축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수축을 선택합니다.
수축 선택 항목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픽셀 수 컨트롤에서 선택 항목을 수축할 값을 지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점선은 원래 모양을 유지하면서 수축합니다.

색값에 따라 선택 항목에 픽셀을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유사 항목 선택을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컨트롤의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공차 — 픽셀이 초기 선택 영역과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지 지정합니다.
설정이 낮으면 값이 가까워지고 선택 항목에서 더 많은 픽셀이 제외됩니다. 설정이
높으면 값이 가까울 필요가 없으며 선택 항목에 더 많은 픽셀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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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병합 — 병합된 이미지에서 일치하는 픽셀을 선택합니다.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활성 레이어의 픽셀만 선택됩니다.

• 안티앨리어싱 — 에지를 따라 픽셀을 부분적으로 채워서 스무드 에지 선택 항목을
만들어 반투명하게 만듭니다. 선택 점선의 안쪽 또는 바깥쪽 영역을 안티앨리어싱
여부에 따라 안쪽 또는 바깥쪽 옵션을 표시합니다. 원래 에지를 유지하려면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 연속 — 인접한 영역에서 유사한 색의 모든 픽셀을 선택합니다
• 불연속 — 이미지 내에서 비슷한 색의 모든 픽셀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유사한 픽셀을 포함하도록 선택 항목이 변경됩니다.
선택 항목이 안티앨리어싱 되지 않은 경우 유사 항목 선택 명령을 사용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색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색 범위 선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색 범위 추가
• 색 범위 빼기
3 선택 항목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이미지의 색을 클릭합니다.
4 공차 상자에서 색 공차 값(0-256)을 지정합니다.
색의 음영 또는 관련 색이 선택 항목에서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5 부드러움 상자에서 참조된 색의 부드러움 정도를 지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의 테두리가 지정한 색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도록 변경됩니다.
색 범위 선택 대화상자에서 선택 항목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항목만

미리보기와 선택 항목과 나머지 이미지 함께 미리보기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색 범위 선택 대화상자의 기준색 상자를 클릭하여 추가하거나 제거할 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서 색을 제거하려면 선택 항목을 붙여넣을 때 편집  투명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배경색으로 지정한 색만 제거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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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에서 홀이나 반점을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반점 및 홀 제거를 선택합니다.
반점 및 홀 제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반점 제거
• 홀 제거
• 반점 및 홀 제거
3 다음보다 작은 정사각형 영역 박스에 픽셀 수와 스케일 계수를 입력합니다. 낮은 값에서
시작하여 반점과 홀이 제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늘립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 내의 홀과 반점이 제거됩니다.
반점 및 홀 제거 대화상자에서 선택 항목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항목만

미리보기와 선택 항목과 나머지 이미지 함께 미리보기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구와 효과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수정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선택 항목 편집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영역에 루비 오버레이가 나타납니다.
2 선택 항목 영역에 도구 또는 효과를 적용합니다.
3 선택 항목 편집이 끝나면 선택 항목  선택 항목 편집을 선택하여 선택 점선을
표시합니다.
선택 항목 편집 버튼

을 클릭하여 선택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 반전 및 지우기
때로는 복잡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하지 않는 이미지 부분을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을 반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색 배경의 인물 사진에서 배경을 선택한
다음 선택을 반전 시켜 배경 대신 인물이 선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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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 배경(왼쪽)을 선택하고 선택 항목을 반전 시켜 복잡한 여러 색의 전경(오른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지우면 선택 점선을 제거하고 선택 항목을 이미지에 다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지운 후 전체 이미지 편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반전하려면
편집 탭

•

선택 항목  반전을 선택합니다.
선택 점선이 이전에 선택되지 않은 이미지 영역을 둘러싸고 이전에 선택한 이미지
영역을 제외합니다.

선택 항목을 지우려면
편집 탭

•

선택 항목  선택 안 함을 선택합니다.
부동 선택 항목을 선택 취소하면 레이어가 래스터 레이어인 경우 선택 항목이 분리
취소되어 기본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기본 레이어가 벡터 레이어 또는 아트 미디어
레이어인 경우 새 래스터 레이어가 생성되고 선택 항목과 해당 레이어의 분리가
취소됩니다.
선택 점선 바깥쪽의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Ctrl + D 를 눌러
선택 항목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페더링 사용하기
페더링은 선택 항목의 에지를 따라 픽셀의 투명도를 점차 높여서 선택 항목과 나머지
이미지 사이의 영역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페더링되는 영역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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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페더링은 선택 항목을 주변 영역과 블렌드하여 이미지가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페더링 값이 높을수록 에지가 더 부드럽습니다. 페더링
값 0 은 뚜렷한 에지가 있는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페더링이 없는 선택 항목(왼쪽)과 페더링을 적용한 선택 항목(오른쪽)
선택 항목을 만들 때 페더링을 적용하거나 선택 항목을 만든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페더링
레벨과 선택 점선 주위의 위치는 선택 항목을 만든 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생성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항목에서 페더링 크기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페더링을 선택합니다.
2 페더 크기 컨트롤에서 픽셀값을 입력합니다.
페더링이 선택 항목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페더링 위치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안쪽/바깥쪽 페더를 선택합니다.
2 페더링의 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안쪽
• 바깥쪽
• 둘 다
3 페더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여 페더링 폭을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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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바깥쪽 페더링 대화상자에서 선택 항목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항목만

미리보기와 선택 항목과 나머지 이미지 함께 미리보기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페더링을 취소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페더 취소를 선택합니다.
2 한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여 제거할 페더링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에 안티앨리어싱 사용하기
안티앨리어싱은 에지를 따라 픽셀을 부분적으로 채워서 스무드 에지 선택 항목을 만들어
반투명하게 만듭니다. 선택 항목을 생성할 때 안티앨리어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생성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항목을 만든 후 선택 항목 형상에 따라 안티앨리어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붙여넣은 개체의 원래 안티앨리어싱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안티앨리어싱 복원은
안티앨리어싱 없이 선택 항목을 만들고 선택 항목의 에지를 부드럽게 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형상 기반 안티앨리어싱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형상 기반 안티앨리어싱을 선택합니다.
형상 기반 안티앨리어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안쪽 — 안티앨리어싱을 선택 점선 안쪽에 적용합니다.
• 바깥쪽 — 앨리어싱을 선택 안티점선 바깥쪽에 적용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 에지에 안티앨리어싱이 적용되었습니다.

안티앨리어싱을 복구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안티앨리어싱 복구를 선택합니다.
안티앨리어싱 복구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안티앨리어싱이 적용된 선택 항목이 이후
미리보기 영역에 표시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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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 안티앨리어싱을 선택 점선 안쪽에 적용합니다.
• 바깥쪽 — 안티앨리어싱을 선택 점선 바깥쪽에 적용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의 모든 레이어에 안티앨리어싱을 적용하려면 모든 레이어 사용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안티앨리어싱을 적용하고 결과를 새 레이어에 복사하려면 새 레이어 결과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선택 항목의 에지 수정하기
선택 항목의 경계에 스무딩을 적용하거나 테두리를 추가하여 선택 항목의 에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경계에 다듬기(스무딩)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스무딩을 선택합니다.
스무딩 선택 항목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표시하거나 표시를 해제합니다.

• 안티앨리어싱 — 선택 항목의 에지에 스무딩을 적용합니다
• 코너 보존 — 코너 형상을 보존합니다. 코너를 부드럽게 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3 다음 컨트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 스무딩 크기 — 선택 항목 주위에 적용할 스무딩의 크기 지정합니다.
• 코너 스케일 — 선택 항목의 코너 주위에 적용할 스무딩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코너
보존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 스무딩 대화상자에서 선택 항목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항목

미리보기와 선택 항목과 나머지 이미지 함께 미리보기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테두리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수정  선택 항목 테두리 선택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테두리 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페더링의 위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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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 둘 다
3 테두리 너비 컨트롤에서 픽셀값을 입력합니다.
선택 항목 테두리의 에지를 부드럽게 하려면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에서 사용자 지정 패턴 생성하기
선택 항목을 심리스 사용자 지정 패턴으로 변환하여 채색, 텍스트 추가 또는 웹페이지 배경
생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패턴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2 효과  이미지 효과  심리스 타일링을 선택합니다.
심리스 타일링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타일링 방법 그룹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방향 그룹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양방향을 선택한 경우 코너 스타일 그룹 상자에서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설정 그룹 상자에서 설정을 수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 저장 및 로드
재사용할 복잡한 선택 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파일 또는 알파 채널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저장하면 파일 확장명이 .PspSelection 인 별도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미지에
선택 항목을 로드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휘도, 검은색이 아닌 픽셀 또는 불투명도를
기반으로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이미지의 알파 채널은 선택 항목과 마스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영역입니다.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로 저장하면 선택 항목은 별도의 파일이 아니라 원래 만든 이미지의 일부로
저장됩니다. 알파 채널에 저장된 선택 항목 및 마스크는 이미지 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PspImage 파일 형식 이외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알파 채널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마스터 복사본을 PspImage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택 항목을 PspImage 이미지 내의 알파 채널에 저장하면 해당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에서
동일한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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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에 저장한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의 알파 채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파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을 디스크로 저장 대화상자를 열려면 선택 항목  선택 항목 로드/저장  선택
항목을 디스크에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파일 그룹 상자는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Selections 의 선택
항목 파일을 표시합니다. 기본 폴더를 변경하거나 다른 폴더를 추가하려면 선택 항목 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파일 이름 상자에 선택 항목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디스크에서 선택 항목 파일을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선택 항목 로드/저장  디스크에서 선택 항목 로드를 선택합니다.
디스크에서 선택 항목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선택 항목 그룹 상자에 모든 폴더의 선택 항목 파일이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을 찾을 기본
폴더를 변경하려면 선택 항목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선택 항목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작업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 항목 바꾸기
• 현재 선택 항목에 추가
• 현재 선택 항목에서 제외
4 다음에서 선택 항목 생성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소스 휘도
• 0 이 아닌 모든 값
• 소스 불투명도
5 로드를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선택 항목 로드/저장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에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알파 채널 그룹 상자의 문서에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모든 기존 알파 채널이 드롭다운 목록 아래의 미리보기 상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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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이 알파 채널로 저장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다른 이미지의 알파 채널에 저장

문서에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
이름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두 번째 이미지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열어야 문서에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새 알파 채널의 기본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름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 항목을 이미지 캔버스의 왼쪽 상단으로

캔버스의 상단 왼쪽으로 이동 확인란을

이동합니다.

체크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선택 항목이 이미지보다
크기가 커서 캔버스에 나타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에서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항목  선택 항목 로드/저장  알파 채널에서 선택 항목 로드를 선택합니다.
알파 채널에서 선택 항목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선택 항목 주변을 투명 또는 검은색으로 표시하려면 미리보기 그룹 상자에서 투명도
체커보드 토글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문서에서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로드하려는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미지가 문서에서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나려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3 작업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 항목 바꾸기
• 현재 선택 항목에 추가
• 현재 선택 항목에서 제외
작업 그룹 상자의 메시지는 알파 채널이 현재 이미지의 캔버스와 교차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참고: 알파 채널이 이미지 캔버스와 교차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교차하는 경우 상단
왼쪽으로 이동 확인란을 체크하여 선택 항목을 이미지 캔버스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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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왼쪽으로 이동
• 캔버스에 고정
• 선택 항목 반전
5 로드를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캔버스 밖으로 확장될 때마다 선택

옵션 그룹 상자에서 캔버스에 고정 확인란을

항목 고정

체크합니다.

원본 선택 항목 이외의 모두를 선택합니다

옵션 그룹 상자에서 이미지 반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알파 채널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알파 채널 삭제를 선택합니다.
알파 채널 삭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알파 채널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모든 알파 채널을 삭제하려면 모든 알파 채널 삭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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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레이어로 작업하면, 이미지에 요소를 추가하고 예술적 효과와
일러스트레이션을 생성하고, 이미지를 보다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 쌓인 순서를 재정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픽셀을 블렌드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병합하지 않는 한 각 레이어를 서로 독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레이어 이해하기

•

사진에서 레이어 사용하기

•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레이어 사용하기

•

레이어 팔레트 사용하기

•

레이어 생성하기

•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

•

레이어 삭제 및 레이어 콘텐츠 삭제하기

•

레이어 복제 및 복사

•

레이어 이름 바꾸기

•

레이어 보기

•

레이어 찾기

•

색으로 레이어 구성하기

•

이미지에서 레이어 순서 변경하기

•

캔버스에서 레이어 이동하기

•

레이어 그룹화하기

•

레이어 연결하기

•

레이어 블렌딩하기

•

레이어 불투명도 설정하기

•

래스터 레이어의 투명 영역 보호하기

•

레이어 병합하기

•

조정 레이어 사용하기

•

레이어 스타일 사용하기

레이어 이해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가져올 때 이미지에는 단일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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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레이어는 생성하거나 가져오는 이미지 유형에 따라 배경, 래스터, 벡터 또는 아트
미디어로 라벨이 지정됩니다. 사진, 스캔 또는 화면 캡처를 열면 이 단일 레이어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배경으로 라벨이 지정됩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보정 및 리터치를 위해 이미지에 레이어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보정하기 전에 이 단일 레이어를 복제하여 원본 이미지를 자체 레이어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 및 기타 요소를 사용하여 콜라주를 생성하거나 효과
레이어로 사진 구성을 생성하는 등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레이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레이어는 최종 합성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하는 별도의 시트와 같습니다.
추가한 각 레이어는 배경 위의 투명한 시트로 시작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벡터 개체 또는
텍스트를 추가할 때 배경 레이어의 일부를 덮습니다. 투명한 영역에서 기본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를 쌓아서 예술적인 합성, 사진 콜라주 또는 복잡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유형은 9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 래스터, 벡터, 아트 미디어, 마스크, 조정, 그룹, 선택
항목 및 부동 선택 항목 레이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 이미지만 여러 개의 래스터 기반 레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는 래스터 기반이 아닌 유일한 레이어입니다) 256 색 인덱스 이미지와 같은 다른
색 깊이의 이미지에 새 래스터 기반 레이어를 추가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레이어
이미지를 1,600 만 색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최대 500 개의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이미지에 허용되는 실제
레이어 수는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 그룹을 생성하거나 선택 항목을 레이어로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레이어로 수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이동, 고정 및 회전”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레이어
배경 레이어

는 이미지의 맨 아래 레이어입니다. JPEG, GIF 또는 PNG 이미지를 PaintShop

Pro for ALTools 로 가져오면 레이어 팔레트에 “배경”이라는 이 단일 레이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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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레이어에는 래스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블렌드 모드 또는 불투명도와 같은
속성을 변경하면 래스터 레이어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래스터 레이어로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스택 순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레이어 스택에서 배경 레이어를 더 높이 배치하려면 일반 래스터 레이어로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를
참조하십시오.
투명한 배경으로 새 이미지를 생성하면 배경 레이어가 없으며 맨 아래 레이어는 “래스터
1”이라는 래스터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를 스택 순서 내에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및 블렌드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배경 이외의 레이어에서 투명도를 지원합니다. 투명한 영역 없이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단색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배경 레이어가 맨 아래
레이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영역이 있는 새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투명한 배경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에는 래스터
레이어가 맨 아래 레이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래스터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

는 래스터 데이터만 있는 레이어입니다. 래스터 데이터는 모눈에 배열된

픽셀이라고 하는 개별 요소로 구성됩니다. 각 픽셀에는 특정 위치와 색이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는 래스터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래스터 데이터를 확대하면 개별 픽셀을 정사각형의
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래스터 레이어를 사용하면 톤과 색의 미묘한 변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구, 옵션
및 명령은 래스터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효과를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채색
도구 및 명령은 래스터 레이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래스터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면 벡터 레이어를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하라는 메시지가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표시됩니다.
래스터 및 벡터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래스터 및 벡터 개체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

는 벡터 개체(선 및 형상), 벡터 텍스트 또는 벡터 그룹만 있는

레이어입니다. 벡터 개체와 텍스트는 선, 곡선 및 위치와 같은 기하학적 특성으로
구성됩니다. 벡터 개체와 텍스트를 편집할 때 개별 픽셀이 아닌 이러한 선과 곡선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벡터 그래픽 및 벡터 텍스트는 모든 크기 또는 인쇄 해상도에서
선명도와 디테일을 유지합니다.
벡터 레이어로 만든 개체 또는 텍스트를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색 깊이의
이미지에는 여러 벡터 레이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벡터 레이어에는 해당 레이어의
모든 개별 벡터 개체 목록이 포함됩니다. 그룹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개별 개체를 볼 수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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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벡터 개체는
해당 레이어 그룹에서 다른 벡터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벡터 개체를 비벡터 레이어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벡터 개체는 벡터 레이어에 배치해야
합니다. 래스터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벡터 개체를 생성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에 벡터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래스터 및 벡터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래스터 및 벡터 개체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아트 미디어 레이어
아트 미디어 레이어

는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새 이미지를 생성할 때 아트 미디어 레이어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레이어는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할 수 있지만, 벡터 레이어로는 변환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는 기본 레이어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마스크는 불투명도를

수정하는 조정 레이어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여 중앙 부분에서 사라져 피사체를 드러내는
액자와 같은 정교한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맨 아래 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레이어를 삭제하면 마스크
레이어가 맨 아래 레이어가 되는 경우, 다른 레이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조정 레이어
조정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의 색이나 톤을 조정하는 보정 레이어입니다. 각 조정 레이어는
조정 메뉴의 해당 명령과 동일한 보정을 수행하지만, 명령과 달리 조정 레이어는 이미지
픽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조정 레이어는 맨 아래 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레이어를 삭제하여 조정 레이어가 맨
아래 레이어가 되는 경우, 다른 레이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 레이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진에서 레이어 사용하기
디지털 사진이나 스캔한 이미지를 열면 이미지가 배경 레이어 위에 나타납니다. 자르기, 색
보정 또는 리터치와 같은 대부분의 사진 향상을 위해 다른 레이어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할 때 레이어를 추가하면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하고 보다 쉽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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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변경하기 전 원본 이미지 보존

레이어  복제를 선택하여 배경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복제
레이어에서 작업하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클릭하여 활성
레이어로 만듭니다.

색 및 톤 보정

이미지를 직접 변경하는 대신 조정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조정
레이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 레이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또는 그래픽 추가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벡터 레이어에 텍스트 및 선, 형상과
같은 그래픽을 생성합니다. 텍스트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그래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효과 생성하기

배경 레이어를 복제하고 복제본에 효과를 적용한 다음
레이어의 불투명도 또는 블렌드 모드를 변경하여 두 레이어를
블렌드합니다.

그림 생성하기

툴 도구모음에서 아트 미디어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추적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아트 미디어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됨) 아트 미디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인상적인
효과를 생성합니다.

사진을 결합하여 사진 콜라주

결합하려는 사진을 열고 기본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생성하기

결정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집  복사를 선택한다. 기본
이미지를 클릭한 후 편집  새로운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선택한다. 그 결과 다른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에 복사합니다.
레이어. 이동 도구

로 각 레이어를 배치합니다.

불투명도 설정 및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여 각 레이어의
표시량을 제어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사용하여 레이어의
일부를 숨기거나 주위에 부드러운 에지를 생성합니다.
파노라마 사진 생성하기

피사체가 겹치는 일련의 사진을 찍습니다. 파노라마를 표시할
만큼 충분히 큰 캔버스로 이미지를 만든 다음, 각 사진을
별도의 레이어에 복사합니다. 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줄여서
다른 레이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도구

를 사용하여

다음 레이어의 에지를 맞춥니다. 모든 레이어를 배치한 후
설정을 100% 불투명도로 되돌립니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레이어 사용하기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시 레이어 사용은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 표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가능한 작업

레이어 작업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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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변경하기

별도의 레이어에 개별 구성요소를 생성하여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속도를 내는 자동차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별도의 레이어에 자동차,
운전자, 고속도로 및 산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캔버스에서 여러 레이어를 함께 이동

함께 이동해야 하는 레이어를 연결하거나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자동차와
운전자를 연결하여 자동차를 움직일 때 운전자와
함께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픽 요소 편집

미세 조정 또는 편집해야 하는 개체의 벡터
레이어에 벡터 개체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개체에 래스터 전용 명령 및 효과 적용

벡터 개체의 래스터 복사본으로 새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벡터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합니다. 래스터
레이어에서 작동하도록 벡터 레이어의 표시
여부를 끕니다.
레이어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복제
및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숨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든 레이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내용 실험

레이어의 사본을 만들고 변경합니다.
다른 레이어를 복사하고 변경합니다. 레이어의
표시 여부를 끄고 켜 보면서 전체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레이어를 찾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 저장

중간 변형 단계의 복사본을 유지한 다음, 해당
레이어의 표시 여부를 끕니다. 사본을 보관하면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단계를 다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 사용하기
레이어 팔레트는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를 나열합니다. 팔레트의 레이어 순서는 이미지의
레이어 순서입니다. 맨 위 레이어가 먼저 나열되고 맨 아래 레이어가 마지막에 나열됩니다.
레이어 유형에 따라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의 스택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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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검색

활성 레이어 설정
레이어 유형
표시기

레이어 이름
(사용자 지정 )

레이어
표시 여부
토글
레이어 섬네일
새 레이어 드롭다운
목록

레이어 팔레트
레이어 그룹을 생성하여 레이어 팔레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동 도구를
사용하면 레이어나 그룹이 함께 이동하도록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내용의 섬네일 보기는 레이어 이름 왼쪽에 나타납니다. 섬네일의 크기를
설정하거나 섬네일을 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 레이어의 설정은 최상위 섬네일
미리보기 위에 표시되지만 이러한 설정의 외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모양(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팔레트의 외관을 변경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팔레트에는 레이어 및 레이어 그룹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레이어
유형(배경, 래스터, 벡터, 아트 미디어, 마스크, 조정, 그룹, 선택 항목 또는 부동 선택 항목)을
나타내며 레이어 표시 여부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 한 번에 표시할 레이어가
너무 많은 경우, 오른쪽의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여 목록을 위나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의 아래쪽 에지에 위치한 레이어 팔레트 도구모음에는 새 레이어 추가, 레이어 그룹화
및 삭제와 같은 작업에 대한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설정을 위한 빠른 액세스
버튼이 제공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맨 위에는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와 불투명도를 변경하고, 모든 레이어를
축소 또는 확장하고, 빠른 검색을 표시하고, 선택 편집을 활성화하고, 레이어 효과를
표시하고, 레이어를 연결하고, 투명도를 잠그고 레이어 스타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고, 화면의 아무 곳으로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 이동, 도킹 및 도킹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팔레트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에 하나 이상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 작업할 레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면 선택한 레이어(활성 레이어라고도 함)에만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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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팔레트는 구성요소를 폴더 및 하위 폴더의 “트리”로 표시합니다. 하위 구성요소가
있는 항목은 확장 시 앞쪽에 아래쪽 화살표가 있고, 축소 시 앞쪽에 오른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확장하여 하위 구성요소의 이름을 보거나 벡터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축소하여 레이어 팔레트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보기  팔레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은 레이어 팔레트 켜기 및 끄기 표시를 전환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레이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그룹 확장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 이름 앞의 오른쪽
화살표

그룹 축소

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 이름 앞의 아래쪽
화살표

를 클릭합니다.

모든 레이어 그룹 확장

모든 레이어 확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모든 레이어 그룹 축소

모든 레이어 축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외관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Choose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화상자의 왼쪽 창에서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3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섬네일 크기 조정

레이어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 섬네일 확인란을 체크하고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50 픽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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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섬네일을 끄고 오른쪽 창을 표시

레이어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 섬네일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고 오른쪽 창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레이어 팔레트가 이전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시된 방식입니다.)

오른쪽 창 크기 조정

레이어 팔레트의 오른쪽 창이 표시된
상태에서, 창 플라이아웃 컨트롤을 가로로
드래그합니다.

팔레트 상단에 레이어 설정 표시

레이어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오른쪽 창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세로 구분 선의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킬 때 클릭하여 오른쪽 창을 숨길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킬 때 컨트롤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이 이전 보기로 복원됩니다.

레이어 생성하기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생성할 때 레이어 유형,
불투명도 또는 블렌드 모드와 같은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작업 시 이러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벡터 객체 또는 기타 이미지에서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 아트 미디어 도구 또는 펜 도구 또는 프리셋 형상 도구와 같은 벡터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존 레이어를 합쳐서 레이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병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그 위에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2 레이어 팔레트의 도구모음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레이어 유형 중 선택합니다.

• 새 래스터 레이어
• 새 벡터 레이어
• 새 아트 미디어 레이어
• 새 레이어 그룹
• 새 마스크 레이어
• 새 조정 레이어
3 레이어 속성에 사용 가능한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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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이어가 활성 레이어 위에 추가됩니다. “벡터 1”과 같이 레이어 유형과 숫자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레이어 이름 바꾸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이름 바꾸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 이미지만 여러 개의 래스터 기반 레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는 래스터 기반이 아닌 유일한 레이어입니다) 256 색 인덱스
이미지와 같은 다른 색 깊이의 이미지에 새 래스터 기반 레이어를 추가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1,600 만 색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새 레이어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레이어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서 래스터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

선택 항목  선택 항목을 레이어로 수준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새 레이어의 이름은 “수준을 올린 선택 항목”입니다.
선택 항목 수준을 올릴 때 선택 항목이 안티앨리어싱 되거나 페더링된 경우, 선택 항목
테두리를 둘러싸는 일부 픽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복사하거나 수준을
올리기 전에 선택 항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수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복사를 선택한 다음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하여 래스터 레이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 레이어의 이름에는 “래스터 1”과 같이 “래스터”와 숫자가
포함됩니다.

벡터 개체에서 벡터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하고 하나 이상의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2 편집  복사를 선택합니다.
3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미지에서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창에서 새 레이어에 복사할 이미지를 클릭하고 편집  복사를 선택합니다.
2 새 레이어를 붙여넣을 이미지를 클릭하고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 캔버스 중앙에 붙여넣기 됩니다.

240

PaintShop Pro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이미지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
배경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처럼 작동하게 하려면, 일반 래스터 레이어로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래스터 레이어는 투명도를 지원하며 스택 순서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배경 레이어를 일반 래스터 레이어로 수준을 올리려면
편집 탭

•

레이어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삭제 및 레이어 콘텐츠 삭제하기
이미지에서 레이어를 제거하거나 레이어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내용을
지우면 이미지 내에서 레이어가 유지됩니다. 래스터 및 벡터 레이어는 투명해지고, 배경
레이어는 현재 배경색과 재질로 채워집니다.

레이어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삭제할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선택합니다.
2 레이어 삭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선택한 레이어 삭제

Choose 레이어  삭제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레이어 레이어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하여 선택한 레이어를 삭제

레이어를 레이어 삭제 버튼으로 드래그합니다.

레이어의 내용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지우려는 레이어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해당 레이어 바깥쪽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Choose 편집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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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눌러 레이어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복제 및 복사
이미지 내에서 레이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레이어를 새 레이어의 시작점으로
사용하거나 원본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제된 레이어에 편집 및 효과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여 붙여넣거나 레이어를 다른 이미지로 드래그하여 레이어를 다른 이미지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내에서 레이어를 복제하려면
편집 탭

•

복제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복제를 선택합니다.
복제된 레이어가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에 추가됩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복사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복사한 다음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다른 이미지로 복사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복사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편집  복사를 선택합니다.
3 레이어를 붙여넣을 이미지를 엽니다.
이미지에 레이어가 있으면 레이어 하나를 클릭합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붙여넣으면,
선택한 레이어 위에 나타납니다.
4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는 캔버스 중앙에 붙여넣기 됩니다.

레이어를 복사하여 다른 이미지로 드래그하려면
편집 탭

1 편집 탭을 선택하고 두 이미지를 모두 엽니다.
2 레이어 팔레트에서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의 탭으로 복사할 레이어를 드래그하고,
다른 이미지가 활성화되면 레이어를 레이어 팔레트에서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이미지 간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놓으려면 편집 탭이 반드시 탭 문서 모드(창 > 탭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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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이름 바꾸기
이미지에 레이어를 추가할 때, 이름을 바꾸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고
편리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클릭합니다.
이름이 상자에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2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여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를 표시하고 이름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하여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보기
이미지에서 레이어, 레이어 그룹 또는 벡터 개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어는 이미지에 남아 있지만 보기에서 숨겨집니다. 보이는 레이어와 숨겨진
레이어를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표시하거나 숨길 레이어에 대한 표시 여부 토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레이어가 표시될 때 표시 여부 토글 버튼
— 레이어가 숨겨져 있을 때 표시 여부 토글 버튼
레이어 그룹을 숨기면 해당 그룹 내의 모든 레이어가 숨겨집니다.
선택한 레이어만 표시하려면 레이어  보기  현재 항목만을 선택합니다.

모든 레이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모든 레이어 보기

레이어  보기 모두를 선택합니다.

모든 레이어 숨기기

레이어  보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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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레이어 및 숨긴 레이어를 반전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보기  반전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표시되던 모든 항목이 숨겨지고, 숨겨진 항목이 모두 표시됩니다.

레이어 찾기
레이어와 레이어 그룹이 많은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빠른 검색을 사용하여 레이어
이름으로 특정 레이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으로 레이어를 검색하려면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빠른 검색 표시/숨기기 버튼

을 클릭하여 팔레트 상단에 빠른 검색

상자를 표시합니다.
2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검색어와 일치하는 레이어 또는 하위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가 숨겨집니다.
3 빠른 검색 상자에서 X 를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지우고 모든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색으로 레이어 구성하기
레이어 팔레트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레이어 및 레이어 그룹의 하이라이트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색은 레이어 또는 그룹 이름 왼쪽에 아이콘의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레이어 그룹에서 개별 하이라이트 색이 할당되지 않은 레이어는 부모 레이어의 색을
상속합니다. 레이어 그룹의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하이라이트 색을 사용하고 다른 레이어
그룹의 레이어에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아이콘에 하이라이트 색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여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를 엽니다.
2 레이어 팔레트에서 하이라이트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확인란 옆에 있는 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4 색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이 하이라이트 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사용한 색에 대해 하이라이트 색을 선택하려면,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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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레이어 순서 변경하기
이미지 내 레이어 순서는 이미지 모양에 중요합니다. 이미지의 레이어를 재정렬하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의 스택 순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에 벡터 개체 또는 그룹화된 레이어와 같은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스택 순서에서
위치가 변경되면 모든 구성요소가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과 함께 이동합니다.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이동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선택하고 스택 내의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회색 선은 드래그할 때 레이어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하면,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null 기호

를 표시하는 커서는

선택한 항목을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레이어  정렬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여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레이어 이동하기
이미지 캔버스 내에서 전체 레이어의 내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밖으로 레이어의
일부를 이동할 때, 레이어는 잘리지 않습니다. 레이어를 다시 캔버스로 옮기거나 캔버스
크기를 늘려 숨겨진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캔버스 크기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캔버스에서 레이어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동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이동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레이어를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
선택 도구

를 사용하여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그룹화하기
레이어 그룹을 생성하여 여러 레이어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그룹을 통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레이어 팔레트 구성하기

•

전체 그룹에 대해 불투명도 및 블렌드 모드와 같은 레이어 속성 설정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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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및 마스크 레이어의 효과를 전체 이미지가 아닌 활성 레이어 아래의 레이어로 제한

•

그룹화된 모든 레이어를 스택 순서 내에서 함께 이동

•

이미지 캔버스에서 연결된 레이어를 함께 이동

•

그룹의 모든 레이어 삭제

레이어 그룹은 래스터, 벡터, 아트 미디어, 마스크 및 조정 레이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레이어 그룹에는 중첩 그룹이라는 다른
레이어 그룹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그룹의 모든 레이어를 이동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해당 레이어 그룹을 삭제합니다.
레이어 그룹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그룹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그룹에 포함할 첫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팔레트의 도구모음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레이어 그룹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그룹이 생성되고 선택한 레이어가 레이어 그룹의 일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그룹 이름에는 “그룹”과 숫자(예: “그룹 1”)가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레이어 그룹에 추가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레이어 그룹으로
드래그합니다. (검은색 선은 드래그할 때
레이어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를 레이어 그룹에 추가

레이어  정렬  그룹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다른 레이어 그룹 내에 레이어 그룹 배치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그룹을 다른 레이어
그룹으로 드래그합니다. (검은색 선은 드래그할
때 레이어 그룹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레이어를 레이어 그룹의 맨 아래로 이동

레이어를 맨 아래에서 두 번째로 드래그한 다음,
맨 아래 레이어를 한 레벨 위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레이어를 레이어 그룹 위치의 맨 아래로
직접 드래그하면, 레이어가 그룹 내가 아닌 그룹
아래에 배치됩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그룹 생성하기

레이어  새 레이어 그룹을 선택하고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필요한 컨트롤을 설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룹에서 레이어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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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정렬  그룹 외부로 이동을 선택하여 그룹에서 레이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그룹 해제하려면
편집 탭

•

그룹을 해제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레이어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연결하기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레이어 하나를 이동할 때, 이미지 캔버스에서 레이어가 함께
이동하도록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된 레이어를 연결하면 레이어 그룹 내의 모든 레이어가 이미지 캔버스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그룹의 다른 레이어를 이동하지 않고도 다른 레이어 그룹의
개별 레이어를 연결하고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스택 순서에 영향을 줍니까?
연결은 스택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지 캔버스에서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한 이동에만 영향을 줍니다. 스택 순서 내에서 레이어를 함께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이어를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스택 순서 내에서 레이어 그룹을 이동하면, 그룹의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레이어가 이동합니다.

레이어를 연결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연결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연결/연결 해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의 연결을 해제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연결 해제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연결/연결 해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연결 아이콘이 레이어에서 제거됩니다.

레이어 그룹을 연결/연결 해제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연결 또는 연결 해제할 레이어 그룹을 선택하고 연결/연결 해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그룹을 선택하면 도구모음에 버튼이 강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그룹을 선택하면
버튼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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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그룹을 두 번 클릭하여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를 표시하고 그룹이 연결되어 있음
확인란을 체크 또는 체크 취소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그룹을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블렌딩하기
한 레이어의 픽셀이 기본 레이어의 픽셀과 블렌드 되는 방식을 변경하여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다양한 블렌드 모드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에는 블렌딩 된 픽셀이 표시되는 반면 개별 레이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레이어를 블렌딩할 때, 각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는 보통이며, 선택한 레이어의 불투명도에
따라 픽셀을 블렌딩합니다. 선택한 레이어는 바로 아래 레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
레이어와 블렌딩 됩니다.
블렌드 모드 외에도 레이어의 블렌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렌드 모드는
모든 픽셀에 적용됩니다. 블렌드 범위는 블렌드 모드에 영향을 주는 픽셀을 제한합니다.
블렌드 범위는 밝기 또는 색 채널을 기반으로 불투명도를 설정하여, 선택한 레이어의 해당
색이 없어지고 다른 색이 보이도록 합니다.

블렌드 모드 이해하기
아래 표는 각 블렌드 모드를 설명합니다.
블렌드 모드

결과

보통

선택한 레이어의 픽셀 불투명도에 따라 기본
레이어의 픽셀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레이어가
완전히 불투명하면 픽셀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투명도가 감소함에 따라 기본 레이어에서 더
많은 픽셀이 표시됩니다.

어둡게

선택한 레이어에서 기본 레이어보다 어두운
픽셀을 표시합니다. 기본 레이어보다 밝은
픽셀이 사라집니다.

밝게

선택한 레이어에서 기본 레이어보다 밝은
픽셀을 표시합니다. 기본 레이어보다 어두운
픽셀이 사라집니다.

색상

채도나 명도를 변경하지 않고 선택한 레이어의
색상을 기본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색상(레거시)

색상 블렌드 모드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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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

색상이나 명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레이어의 채도를 기본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1,600 만 색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도(레거시)

채도 블렌드 모드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색

명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를 기본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1,600 만 색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레거시)

색 블렌드 모드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이전 버전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휘도

색상이나 채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레이어의 휘도(또는 빛)를 기본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1,600 만 색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도(레거시)

휘도 블렌드 모드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멀티플라이(증식)

선택한 레이어의 색상을 기본 레이어와 결합하여
더 어두운 색을 만듭니다. 모든 색에 검은색을
곱하면 검은색이 생성됩니다. 모든 색상에 흰색을
곱하면 색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가 레이어 팔레트에 쌓이는(스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스크린

선택한 레이어와 기본 레이어의 반전을 곱하여
기본 레이어의 색을 밝게 합니다. 결과는 선택한
레이어와 동일하거나 밝은 버전의 색입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가 레이어 팔레트에
쌓이는(스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디졸브(흩어뿌리기)

선택한 레이어의 일부 픽셀 색을 기본 레이어의
색으로 랜덤하게 대체하여 반점 효과를
생성합니다. 선택한 레이어의 불투명도에 따라
교체되는 픽셀 수가 결정됩니다. 불투명도가
낮을수록 교체되는 픽셀 수가 많아집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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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멀티플라이 및 스크린 블렌드 모드를 결합합니다.
기본 레이어의 색 채널 값이 최대값의 절반보다
작으면, 멀티플라이 블렌드 모드가 사용됩니다. 색
채널 값이 값의 절반 이상이면, 스크린 블렌드
모드가 사용됩니다. 오버레이 블렌드 모드는 기본
레이어의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를 보존하면서
선택된 레이어의 패턴이나 색을 보여줍니다.

하드 라이트

멀티플라이 및 스크린 블렌드 모드를 결합합니다.
선택한 레이어의 색 채널 값이 128 보다 작으면,
멀티플라이 블렌드 모드가 사용됩니다. 색 채널
값이 128 이상이면, 스크린 블렌드 모드가
사용됩니다. 하드 라이트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여
하이라이트 또는 그림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라이트

번 및 닷지 블렌드 모드를 결합합니다. 색 채널
값이 128 이상이면, 번 블렌드 모드가 사용됩니다.
색 채널 값이 128 이상이면, 닷지 블렌드 모드가
사용됩니다. 소프트 라이트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여 하이라이트 또는 그림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

기본 레이어의 색에서 선택한 레이어의 색을
뺍니다. 이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가 레이어
팔레트에 쌓이는(스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닷지

선택한 레이어의 색 밝기 값을 사용하여 기본
레이어의 색을 밝게 하고 이미지를 밝게 합니다.
연한 색이 이미지를 가장 밝게 합니다. 검은색은
효과가 없습니다.

번

선택한 레이어의 명도 값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어둡게 하고 기본 레이어의 명도를 줄입니다.

제외

차이 블렌드 모드와 비슷하지만 부드러운 효과를
생성합니다. 제외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가 레이어
팔레트에 쌓이는(스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레이어의 블렌드 범위를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여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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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렌드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3 블렌드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서 레이어를 블렌딩할 때 사용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레이어의 명도 값을 기준으로 불투명도를 설정하려면 그레이 채널을 선택합니다. 각
색값의 기본 불투명도를 설정하려면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또는 블루 채널을 선택합니다.
4 위쪽 화살표를 드래그하여 불투명도가 100%인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 값 43 과 126 사이에서 가장 밝고 어두운 영역에서 불투명도가 떨어지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1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쪽 화살표를 드래그하여 불투명도가 0%인 값을 설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불투명도 설정하기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기본값인 100%(완전 불투명)에서
0%(완전 투명)까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부분적으로 투명하면 기본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레이어 그룹의 불투명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불투명도 설정에 따라 각 레이어의 불투명도가 결정됩니다. 레이어의 전체
불투명도와 개별 픽셀의 불투명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픽셀이 50% 불투명도로
시작하고 레이어가 50% 불투명도로 설정된 경우, 해당 픽셀은 25% 불투명도로 나타납니다.
해당 레이어가 불투명도 50%로 설정된 레이어 그룹에 있으면, 픽셀은 12.5% 불투명도로
나타납니다.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을 선택합니다.
2 불투명도 슬라이더

를 원하는 백분율로 드래그합니다.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고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불투명도 설정을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레이어 불투명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래스터 레이어의 투명 영역 보호하기
데이터가 있는 래스터 레이어의 특정 영역에만 도구와 효과를 적용하려면, 투명도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 영역은 페인트, 효과 적용, 선택 항목 붙여넣기 또는 기타
수정 작업을 수행할 때 보호됩니다.
중요! 투명도 잠금 기능은 래스터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벡터, 아트 미디어, 조정,

마스크 또는 그룹 레이어의 투명도는 잠글 수 없습니다. 배경 레이어는 투명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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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 레이어의 투명 영역을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잠금/잠금 해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투명도를 잠그면 레이어에 잠금/잠금 해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투명도가 해제됩니다. 레이어 잠금이 해제되면 레이어의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고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투명도 잠금 확인란을 체크
또는체크 해제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투명 영역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병합하기
이미지에서 레이어 병합은 이미지를 “펼쳐진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이미지에서 모든 레이어
또는 선택한 레이어만 병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병합하면 이미지의 메모리
요구 사항이 줄어듭니다. 블렌드 모드에 따라 레이어가 병합되고 벡터 데이터와 벡터
텍스트가 래스터 데이터로 변환되며 배경 레이어의 투명한 영역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기존 레이어를 병합하여 새 레이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JPEG, GIF 및 TIF 와 같은 많은 파일 형식은 멀티 레이어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모든 레이어를 단일 배경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PSD(Photoshop) 형식으로 저장하면 이미지는 래스터 및 조정 레이어는
유지하지만, 벡터 레이어 및 아트 미디어 레이어는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됩니다.
다음 표는 레이어 유형을 병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상위 레이어

다음과 병함됨

결과

임의의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

아트 미디어 레이어

배경

배경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임의의 레이어

배경

배경

중요! 레이어를 병합하기 전에 항상 원본 PspImage 이미지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어를 병합한 후에는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두 레이어를 병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한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 바로 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최상위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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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어  병합  아래에 병합을 선택합니다.
모든 레이어를 병합하려면 레이어  병합  모두 병합(펼치기)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레이어를 병합하려면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병합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연속되지 않은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병합  선택 항목 병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레이어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병합  선택 항목 병합을
선택하여 선택한 레이어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레이어를 새 레이어로 병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로 병합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연속되지 않은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병합  선택한 항목을 새 레이어로 병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레이어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병합  선택한 항목을 새
레이어에 병합을 선택하여 선택한 레이어를 새 레이어에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표시되는 레이어를 병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병합하지 않을 각 레이어에 대해 표시 여부 토글 버튼

을

클릭합니다.
레이어가 숨겨지면 표시 여부 토글 버튼

으로 변경됩니다.

2 보이는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래스터 레이어로 병합하려면 레이어  병합  표시된
레이어 병합을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 레이어의 투명도 정보를 유지하는
병합된 레이어가 활성 레이어의 위치에 나타납니다.
선택한 레이어가 그룹에 있으면 해당 그룹의 보이는 레이어만 병합됩니다. 레이어
그룹이 보이지 않음(그룹 내의 모든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됨)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그룹 내의 레이어는 병합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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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레이어를 새 레이어에 병합하려면
1 레이어 팔레트에서 표시 여부 토글 버튼

을 클릭하여 병합하지 않을 각 레이어를

숨깁니다.
레이어가 숨겨지면 표시 여부 토글 버튼

으로 변경됩니다.

2 표시되는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레이어  병합  새 레이어로 표시된 항목
병합을 선택합니다.

그룹의 모든 레이어를 병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병합할 레이어 그룹 또는 그룹 내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그룹의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래스터 레이어로 병합하려면 레이어  병합  그룹 병합을
선택합니다.

조정 레이어 사용하기
조정 레이어는 이미지 레이어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기본 레이어의 색이나 톤을 조정하는
보정 레이어입니다.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여 다양한 색 보정 또는 보정 조합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숨기거나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는 그 아래의 모든 레이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 레이어가 레이어 그룹에
있는 경우, 그룹 내 조정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레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일 레이어에 조정 레이어를 적용하려면, 레이어 하나로 레이어 그룹을
생성한 다음, 그룹 레이어 위에 조정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그룹 내
레이어만 영향을 받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조정 레이어가 추가되면 선택한 레이어 위에 표시됩니다.
2 팔레트 도구모음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조정 레이어 유형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대화상자의 미리보기 영역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값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3 조정 탭을 클릭하고 조정 레이어에 대한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254

PaintShop Pro

레이어  새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여 조정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속성 대화상자에서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하여 값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 오버레이를 숨기거나 보려면
편집 탭

•

레이어  오버레이 보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을 클릭하여 조정 레이어

오버레이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편집할 조정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조정 탭을 클릭하고 색 또는 톤 보정 설정을 수정합니다.
3 일반 탭을 클릭하여 레이어 이름, 블렌드 모드, 불투명도와 같은 일반 레이어 속성을
수정합니다.
4 오버레이 탭에서 오버레이의 색과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기본 오버레이는 불투명도가 50%인 붉은 빛을 띠는 마스크와 같은 레이어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속성을 선택하여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사용하기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의 레이어 스타일 탭 영역을 사용하여 단독 또는 조합으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흥미롭고 창의적인
효과를 레이어에 연출할 수 있으며, 적용하기 전에 효과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기능은 다음 6 가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반사, 외부 광선, 베벨, 엠보스, 내부 광선,
음영 드롭.
이러한 효과를 별도의 레이어에 적용하고 결과 파일을 레이어 지원 파일 형식(예: PspImage
형식)으로 저장해도, 원본 이미지는 자체 레이어에서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이어 스타일은 조정 레이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어
스타일은 기본 캔버스가 아니라 개별 레이어의 경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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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여 레이어 크기를 조정하면, 효과의 크기가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래스터 및 벡터 레이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레이어 스타일(예: 음영 드롭)은 레이어의 데이터 바깥쪽에 적용됩니다. 일부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가 투명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 한 표시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프리셋으로 저장하고 동일한 프로젝트의 여러 레이어 간에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레이어의 텍스트 또는
개체에 동일한 음영 드롭, 광선 또는 반사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확인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면 레이어 데이터를 끄고 효과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확인란 체크
해제하면 원본 레이어 데이터가 마스크가 적용된 것처럼 동작합니다.

확인란의 순서에 이유가 있습니까?
예. 효과를 특정 순서로 조합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개체
위에 음영 드롭 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음영 드롭 효과 아래에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 효과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뒤로 외부 광선 효과, 베벨
효과 등이 나타납니다. 음영 드롭 효과가 마지막으로 적용됩니다.

효과를 사용하여 레이어를 편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텍스트나 모양을 추가하여 벡터 레이어를 편집하든, 브러시 도구로 색칠하여 래스터
레이어를 편집하든, 이전 레이어에 적용된 효과는 수정 내용에 적용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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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반사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초기 반사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참고: 반사 효과는 볼 수 있는 이미지 캔버스 이상으로 확장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효과를 보려면 캔버스를 확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원본 레이어 데이터와 비교하여 반사가 사라지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5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반사 전체 명도의 세기를 설정합니다.
6 빨간색 반사 거리 컨트롤 라인을 드래그하여 모든 레이어 데이터가 반사되는 수평축을
설정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후 언제든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광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외부 광선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초기 외부 광선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참고: 외부 광선 효과는 볼 수 있는 이미지 캔버스 이상으로 확장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효과를 보려면 캔버스를 확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광선이 레이어 데이터 바깥으로 확장되는 정도를 설정합니다.
5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광선의 명도 세기 및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6 레인보우 색 선택기에서 광선 색을 클릭합니다. 현재 색은 색 선택기의 아래쪽 행을 따라
나타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후 언제든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작업하기

257

베벨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베벨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초기 베벨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레이어 데이터의 외부 가장자리에서 베벨 범위까지 거리를
설정합니다.
5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베벨의 명도 세기 및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6 2 차원 조명 컨트롤

을 드래그하여 효과에 적용되는 빛의 방향과 거리를 설정합니다.

7 레인보우 색 선택기에서 베벨 색을 클릭합니다. 현재 색은 색 선택기의 아래쪽 행을 따라
나타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후 언제든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엠보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초기 엠보스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레이어 데이터의 외부 가장자리에서 엠보싱 범위까지 거리를
설정합니다.
5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엠보싱의 명도 세기 및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6 2 차원 조명 컨트롤

을 드래그하여 효과에 적용되는 빛의 방향과 거리를 설정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후 언제든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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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광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내부 광선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초기 내부 광선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광선이 레이어 데이터 안으로 확장되는 정도를 설정합니다.
5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광선의 명도 세기 및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6 레인보우 색 선택기에서 광선 색을 클릭합니다. 현재 색은 색 선택기의 아래쪽 행을 따라
나타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후 언제든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음영 드롭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음영 드롭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초기 음영 드롭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참고: 음영 드롭 효과는 볼 수 있는 이미지 캔버스 이상으로 확장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특히 배경 레이어와 동일한 크기의 레이어) 전체 효과를 보려면 캔버스를
확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크기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레이어 데이터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크기를 늘리면 그림자가 더 흐려집니다.
5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그림자의 명도 세기 및 체크 여부를 설정합니다.
6 2 차원 조명 컨트롤

을 드래그하여 효과에 적용되는 빛의 방향과 거리를 설정합니다.

7 레인보우 색 선택기에서 그림자 색을 클릭합니다. 현재 색은 색 선택기의 아래쪽 행을
따라 나타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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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스타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후 언제든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데이터 표시 여부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참고: 레이어 데이터의 표시 여부를 수정할 때 레이어에 적용되는 효과 표시 여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에서 레이어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3 효과가 나열된 그룹 상자에 레이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후 창이 업데이트되어 상자에 체크된 효과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변경 내용을
미리 보려면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레이어 데이터의 조명 세기 및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4 레이어 데이터 표시 여부를 해제하려면 레이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효과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1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레이어 효과 표시 여부 토글 버튼

을 클릭하여 효과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효과가 표시되면 레이어에 레이어 효과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효과가 숨겨지면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하고 붙여넣으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복사할 스타일이 있는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복사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팔레트에서 스타일을 적용할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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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레이어의 일부를 숨기거나 표시하고
레이어 간을 희미하게 하며 다른 특수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마스크 이해하기

•

마스크 표시하기

•

마스크 생성하기

•

마스크 삭제하기

•

마스크 편집하기

•

마스크 불러오기

•

마스크 저장하기

마스크 이해하기
마스크는 완전히 또는 다양한 불투명도 수준으로 이미지에서 레이어의 일부를 덮는
그레이스케일 래스터 레이어입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여 레이어 사이를 희미하게 보이게
하거나 정밀한 특수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주요 피사체 주변
디테일을 덮거나 마스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용으로 희미해지는 탐색 표시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픽셀에는 256 개의 그레이 음영이 표시되며 각 음영은 불투명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화이트 픽셀은 기본 레이어를 표시하고, 블랙 픽셀은 기본 레이어를 숨깁니다. 그레이
픽셀은 다양한 크기의 기본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이미지 또는 레이어 그룹에서 맨 아래 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레이어가 (레이어 그룹이 아닌) 메인 레벨에 있는 경우, 마스크는 레이어 스택 순서에 따라
그 아래의 모든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마스크 레이어가 레이어 그룹에 있는 경우, 레이어
스택 순서에서 더 낮은 그룹 내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마스크 표시하기
마스크된 영역과 마스크 되지 않은 영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오버레이가 보호
영역에 표시됩니다. 마스크 오버레이는 빨간 색조의 투명한 시트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마스크의 투명도를 조정하면, 해당 영역의 마스크 오버레이가 표시하는 빨간색 정도가
달라집니다.
마스크를 색칠하거나 수정할 때 마스크 오버레이는 채색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표시합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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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편집하는 동안 마스크 레이어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버레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팔레트의 상단 오른쪽 코너에 있는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을

클릭합니다.
오버레이가 표시되면 버튼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레이어  오버레이 보기를 선택하여 마스크 오버레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오버레이 색 및 불투명도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2 오버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오버레이 색 영역을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4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불투명도 레벨을 설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스크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표시 여부 토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스크가 표시될 때 표시 여부 토글 버튼
— 마스크가 숨겨져 있을 때 표시 여부 토글 버튼

마스크 생성하기
디스크에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면 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의 마스크로 사용하는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마스크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적용합니다. 원본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포함된
샘플 마스크 중 하나를 사용자 지정하여 마스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로 사용된 이미지의 예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표시하거나 숨기는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예술적 효과를 만드는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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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사용된 선택 항목의 예
먼저 이미지를 RGB, HSL 또는 CMYK 채널로 분할하여 채널에서 마스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각 채널에 대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채널 이미지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로 사용된 그레이스케일 채널의 예
마스크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새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두 표시 — 모든 기본 픽셀을 표시합니다.
• 모두 숨기기 — 모든 기본 픽셀을 숨깁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마스크 표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인쇄 또는 온라인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봅니다.

보기  팔레트  개요를 선택합니다.

(투명도 모눈 또는 마스크 오버레이 없이)
마스크가 적용되는 레이어 순서 변경

레이어 팔레트의 마스크 레이어를 레이어 스택
순서의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모든 기본 레이어에
적용하려면 레이어 그룹에서 메인 레벨로
드래그합니다.

이미지를 색칠하여 기본 레이어의 일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어 스택 순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서 레이어 순서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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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마스크로 사용할 이미지를 엽니다.
2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레이어  새 마스크 레이어  이미지에서를 선택하여 이미지에서 마스크 추가 대화상자를
엽니다.
4 소스 창 드롭다운 목록을 열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5 다음에서 마스크 생성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소스 휘도 — 픽셀 색의 휘도 값에 따라 마스킹 정도를 결정합니다. 밝은 색은
마스킹을 적게 하고 어두운 색은 마스킹을 더 많이 합니다. 투명 영역은 레이어를
완전히 가립니다.

• 0 이 아닌 모든 값 — 그라데이션 없이 마스킹이 적용됩니다. 불투명도가 1 에서
255 픽셀 사이인 픽셀은 흰색이 되고 투명 픽셀은 검은색이 됩니다. 투명 영역은
레이어를 완전히 가립니다.

• 소스 불투명도 —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기준으로 마스킹 정도를 결정합니다. 완전히
불투명한 픽셀은 마스킹을 생성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은 마스킹을 더
많이 생성하고, 투명 픽셀은 전체 마스킹을 생성합니다.
마스크의 투명도를 되돌리려면 마스크 데이터 반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스크 레이어와 선택한 레이어가 새 레이어 그룹에 추가됩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선택한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마스크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에 마스크를 표시하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을

클릭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모든 기본 레이어에 적용하려면 레이어 그룹에서 레이어 팔레트의
메인 레벨로 드래그합니다.

선택 항목에서 마스크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도구

, 자유형 선택 도구

또는 매직 완드 도구

를 사용하여 레이어에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선택 항목을 마스크하려면 레이어  새 마스크 레이어  선택 항목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 선택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마스크하려면 레이어  새 마스크 레이어  선택
항목 표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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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마스크 표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모든 기본 레이어에 마스크 레이어 적용

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레이어 그룹에서 메인
레벨로 마스크 레이어를 드래그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배경에 적용하면 배경이 래스터 레이어로 자동 변환됩니다.
마스크 레이어와 선택한 레이어가 새 레이어 그룹에 추가됩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선택한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마스크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채널에서 마스크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채널 분할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RGB 로 분할
• HSL 로 분할
• CMYK 로 분할
2 마스크를 생성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레이어  새 마스크 레이어  이미지에서를 선택하여 이미지에서 마스크 추가 대화상자를
엽니다.
4 소스 창 드롭다운 목록에서 마스크에 사용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5 다음에서 마스크 생성 그룹 상자에서 소스 휘도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스크 데이터의 투명도를 되돌리려면 마스크 데이터 반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스크 레이어와 선택한 레이어가 새 레이어 그룹에 추가됩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선택한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마스크 표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모든 기본 레이어에 마스크 레이어 적용

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레이어 그룹에서 메인
레벨로 마스크 레이어를 드래그합니다.

마스크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채널에 대한 내용은 “색 및 재질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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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삭제하기
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삭제하거나, 마스크를 기본 레이어와 병합한 다음 마스크 레이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기본 레이어와 병합하면 더 이상 레이어와 독립적으로
마스크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마스크를 기본 레이어와 병합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 — 레이어를 병합하고 마스크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 아니요 — 기본 레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마스크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레이어  삭제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편집하기
마스크를 편집할 때 마스크의 영역 또는 마스킹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체를 색칠하여 마스크 하면 영역이 변경되지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적용하면 마스킹
정도가 변경됩니다.
마스크의 투명도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 픽셀은 화이트, 화이트 픽셀은 블랙, 그레이
음영은 최대값(255)에서 현재 값을 뺀 미러 값이 됩니다.
그라데이션, 패턴 또는 질감 마스크를 사용하여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마스크는 이미지를 페이드 인 또는 아웃 하여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완전히
숨김에서 완전히 투명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턴 또는 질감 마스크는 이미지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미지 불투명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라데이션 마스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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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마스크 사용하기
이름, 표시 여부 또는 불투명도와 같은 마스크 레이어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스크를 반전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마스크/조정 반전을 선택합니다.

그라데이션, 패턴 또는 질감 마스크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새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2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영역 강조 표시 버튼

을 클릭하여 마스크 오버레이를

표시합니다.
3 툴 도구모음에서 플러드 채우기 도구

를 클릭합니다.

마스크의 모든 픽셀을 채우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의 매치 모드 컨트롤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4 재질 팔레트에서 그라데이션, 질감 또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5 마스크를 클릭하여 전경 재질을 적용하고, 마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배경 재질을 적용합니다.
마스크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라데이션, 패턴 또는 질감에 대한 정보는 “그라데이션 사용하기”, “패턴 사용하기”
또는 “질감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스크 불러오기
PspImage 형식으로 저장된 이미지 내 알파 채널에 마스크를 저장하면 해당 마스크를 동일한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마스크 폴더에는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라데이션 및 여러 유형의 원과 정사각형 등 이미지에 로드할 수 있는 샘플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파일에는 .PspMask 파일 이름 확장자가 있습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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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채널에서 마스크를 불러오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마스크 로드/저장  알파 채널에서 마스크 로드를 선택하여 알파 채널에서
마스크 로드 대화상자를 엽니다.
3 문서에서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로드할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기존
알파 채널로 이미지 열기만 선택합니다.
4 문서 이름 아래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마스크를 포함하는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5 방향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캔버스에 맞추기
• 레이어에 맞추기
• 있는 그대로
6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든 마스크 숨기기 — 현재 이미지 캔버스보다 작은 로드된 마스크 주변의 픽셀을
숨깁니다.

• 모든 마스크 표시 — 현재 이미지 캔버스보다 작은 로드된 마스크 주변의 픽셀을
표시합니다.
마스크 이미지의 투명도를 반전하려면 투명도 반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7 로드를 클릭합니다.
마스크 레이어와 선택한 레이어가 새 레이어 그룹에 추가됩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선택한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모든 기본 레이어에
적용하려면 레이어 그룹에서 메인 레벨로 드래그합니다.

디스크에서 마스크를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할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마스크 로드/저장  디스크에서 마스크 로드를 선택하여 디스크에서 마스크
로드 대화상자를 엽니다.
3 마스크 그룹 상자에서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여 마스크 및 이미지 파일 중에서
선택합니다.
미리보기 그룹 상자에는 선택한 마스크가 이미지 캔버스에 표시됩니다.
4 방향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캔버스에 맞추기 — 현재 이미지 캔버스에 맞게 마스크를 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늘리기 또는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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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에 맞추기 — 현재 레이어 데이터에 맞게 마스크를 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늘리기 또는 수축) 레이어가 캔버스의 가장자리 밖으로 이동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은
캔버스에 맞추기 옵션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 있는 그대로 — 마스크를 현재 레이어의 상단 왼쪽 코너에 배치합니다. 이 옵션은
마스크 비율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이미지가 현재 레이어보다 작은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마스크 이미지 경계 바깥에 있는 모든 픽셀을 마스크합니다.
5 옵션 그룹 상자에서 로드된 마스크 데이터를 둘러싼 PaintShop Pro for ALTools 픽셀을 표시
또는 숨김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방향 옵션이 있는 그대로이고 로드된
마스크가 현재 이미지 캔버스보다 작은 경우에만 마스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 투명도 반전 — 마스크 이미지의 투명도를 반전합니다.
• 모든 마스크 숨기기 — 주변 픽셀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기본 픽셀을 숨깁니다.
• 모든 마스크 표시 — 주변 픽셀을 흰색으로 만들어 기본 픽셀을 표시합니다.
• 이미지 값 사용 — 모든 마스크 표시 옵션 또는 모든 마스크 숨기기 옵션이 원본
마스크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변 픽셀을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만듭니다.
6 로드를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마스크 레이어와 선택한 레이어를 새 레이어 그룹에
추가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선택한 레이어에만 적용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모든
기본 레이어에 적용하려면 레이어 그룹에서 메인 레벨로 드래그합니다.

마스크 저장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마스크를 별도의 파일로 PspMask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원래
이미지를 열지 않고도 마스크를 다른 이미지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로드되면
PspImage 형식으로 이미지와 함께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마스크를 공유하거나 다른
이미지에서 사용하려면 마스크를 하드 드라이브 또는 알파 채널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알파 채널은 이미지 내의 데이터 저장 영역입니다. 알파 채널에 저장된 마스크 및 선택
항목은 이미지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현재 이미지 또는 다른 이미지
내의 알파 채널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알파 채널에 저장하거나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저장 및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미지를 PspImage 형식이 아닌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알파 채널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알파 채널을 유지하려면 항상 이미지의 마스터 복사본을 PspImage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디스크에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마스크 로드/저장  마스크를 디스크에 저장을 선택하여 마스크를 디스크에
저장 대화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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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파일 그룹 상자에는 기본 마스크 폴더에 마스크의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새
마스크 그룹 상자에 현재 마스크가 표시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으로 마스크 파일을 다음 경로에 저장합니다: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Masks. 파일 위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스크를 알파 채널에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마스크 로드/저장  마스크를 알파 채널에 저장을 선택하여 마스크를 알파
채널에 저장 대화상자를 엽니다.
3 문서에 추가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마스크를 다른 이미지의 알파 채널에 저장하려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다른
이미지를 열고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알파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름 그룹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270

PaintShop Pro

색 및 재질 작업하기
이미지에 색을 적용하든, 웹 프로젝트를 생성하든, 스크랩북 페이지를 디자인하든,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색과 재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재질 팔레트 사용하기

•

재질 속성 대화상자에서 색 선택하기

•

팔레트 이미지의 색 선택하기

•

이미지 또는 바탕 화면에서 색 선택하기

•

그라데이션 사용하기

•

그라데이션 편집하기

•

그라데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색 또는 투명도 그라데이션 적용하기

•

패턴 사용하기

•

질감 사용하기

•

사용자 지정 색 팔레트 및 스와치 작업하기

재질 팔레트 사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다양한 스타일과 재질로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채울
수 있습니다.

•

스타일은 색,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입니다.

•

재질은 스타일 + 선택적 질감입니다.

스타일 및 재질은 모두 재질 팔레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질 팔레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열어두거나 필요할 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경색과 배경색 또는 재질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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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팔레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스와치 탭
HSL 맵 탭
슬라이더 탭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전경 및 배경색 상자
색 바꾸기 버튼
투명 옵션
질감 버튼
스타일 — 색, 그라데이션, 패턴
최근 사용
샘플 색 도구
팔레트에 추가 및 팔레트에서 제거
흑백으로 설정
현재 팔레트
팔레트 선택 메뉴

재질 팔레트의 주요 구성 요소

•

스와치 탭 — 현재 선택한 팔레트에 대한 스와치를 표시합니다. 스와치는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스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색 팔레트
및 스와치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HSL 맵 탭 — 현재 선택한 색을 조정하기 위해 클릭하거나, 색(색상) 막대에서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새로운 색을 조정하기 위해 클릭할 수 있는 채도 및 명도
상자가 표시됩니다.

•

슬라이더 탭 — 다음 색 공간에서 색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더 및 값
상자를 표시합니다. RGB, HSL, CMYK, Lab, Web Safe.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하여 음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전경 및 스트로크 및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 — 스타일(색,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과
선택적 질감으로 구성된 현재 전경 및 배경 재질을 표시합니다. 두 상자 중 하나를
클릭하여 재질 옵션이 설정 가능한 재질 속성 대화상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자는 다음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러시 스트로크에는 전경 재질을 사용하고, 채우기에는 배경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러시로 스트로크를 적용할 때(채우기 도구를 포함하여) 왼쪽 클릭하면 전경 재질로
색칠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배경 재질로 색칠할 수 있습니다.

•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때 캔버스에 적용할 피그먼트의 전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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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및 벡터 형상의 경우, 텍스트 또는 형상의 스트로크(또는 윤곽선)에 대한
전경색과 텍스트 또는 형상의 채우기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벡터
개체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벡터 개체 속성을 수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

전경 및 배경색 상자 — 현재 전경색과 배경색을 표시하고 현재 재질과 관계없이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타일 버튼

— 색

,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

중 현재 선택된 스타일을

표시합니다. 가장 최근에 선택한 색, 그라데이션, 패턴 간에 변경하려면,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색만 사용하는 아트
미디어 도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옵션이 비활성화됩니다.

•

질감 버튼

•

흑백으로 설정 버튼

— 현재 질감을 켜거나 끕니다.
—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배경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선택 항목 편집 명령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

투명 버튼

— 전경 또는 배경 재질을 투명하게 설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벡터

개체 및 텍스트에 투명 재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투명 전경에는 윤곽선이 없고(개체 또는
문자만 채워짐), 투명 배경에는 채우기가 없습니다. (개체 또는 문자만 윤곽선 있음) 전경
또는 배경 재질이 필요한 도구에는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도구 확인란 — 선택한 전경 및 배경 재질을 모든 도구에 적용할지를 지정합니다.
확인란의 체크가 해제된 경우 선택한 재질은 활성 도구에만 적용됩니다.

재질 팔레트에 속성과 색 상자가 모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경 및 배경 속성 상자를 클릭하여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재질 팔레트에 색 상자도
포함된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는 다른 재질을 변경하지 않고도 빠르게 색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즉, 속성 상자에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이 표시되는 경우에도
새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질 팔레트의 속성 상자와 색 상자의 색이 서로 다른 경우, 브러시는 색 상자의 색이 아닌
속성 상자에 표시된 그라데이션, 질감 또는 패턴으로 색칠합니다. 전경 및 배경 정보 상자의
스타일 버튼에서 색

을 선택하면 색 상자에 표시된 색이 활성화됩니다.

재질 팔레트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보기  팔레트  재질을 선택합니다.
팔레트의 제목 표시줄에서 닫기 버튼

을 클릭하거나 F2 를 눌러 팔레트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273

전경색과 배경색 또는 재질을 바꾸려면
편집 탭

•

재질 팔레트에서 색 바꾸기 버튼

을 클릭하거나 재질 교환 버튼

을 클릭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에서 색 선택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종종 색칠, 그리기, 채우기, 수동 색 보정
생성, 새 래스터 이미지 배경 선택 등의 작업을 하기 전에 색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색 페이지는 특히 사용자 지정 색 팔레트를 생성하는 경우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다용도 도구입니다. 색 하모니는 잘 어울리는 색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색 페이지는 전경/스트로크 속성 상자, 배경/채우기 속성 상자 또는 두 개의 작은 색 상자 중
하나를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다른 대화상자에 있는 색 상자를 클릭할 때도 나타납니다.
재질 버튼

색 하모니

명도 막대

색 휠

색 표시기
HTML 색 코드

색 표시기
스와치

팔레트에 추가
버튼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색 페이지
색 페이지의 모양은 활성 이미지의 색 깊이(16 비트/채널, 8 비트/채널, 256 색, 16 색 또는
2 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팔레트 색의 경우 휠, 슬라이더, 색 하모니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와치 표시)
색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휠 — 휠 버튼을 클릭하면 색(색상) 휠과 명도 막대가 표시됩니다.

•

슬라이더 — 슬라이더 버튼을 클릭하면 색 공간 드롭다운 목록과 해당 슬라이더 및 값
상자가 표시됩니다. RGB, HSL, CMYK, Lab, Web Safe,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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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치 — 스와치 버튼을 클릭하면 색 스와치 팔레트가 표시됩니다. 표준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표시되지만,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팔레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색 하모니 — 다음 색 하모니 설정 중 하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잘 어울리는 여러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색, 삼조, 사조, 유추, 악센트. 단일 색의 경우 단색 설정이
기본값입니다.
연결된 색 스와치가 색 페이지의 하단 왼쪽 코너에 나타납니다. 스와치를 클릭하고
팔레트에 추가를 클릭하여 하나 이상의 색 스와치를 사용자 지정 팔레트에 추가합니다.

•

HTML 색 코드를 사용하여 HTML 색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색과 색 인식, 표시, 인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및 색 모델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재질 속성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경색을 선택하려면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 또는 전경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 배경색을 선택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 또는 배경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색 버튼을 클릭하여 색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휠을 클릭하고 색 휠의 색을 클릭하여 대략적인 색을 선택합니다. 색 표시기를 원의
중심에서 바깥쪽 가장자리로 끌어 채도를 조정합니다. 색 휠 오른쪽에 나타나는 명도
막대의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색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합니다.

•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 공간을 선택합니다. 해당 슬라이더를
조정하거나 상자에 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색을 설정합니다.

• 스와치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팔레트를 선택한 다음 색 스와치를 클릭합니다.
• HTML 상자에 16 진수 색 값을 입력합니다.
현재 및 이전 색 스와치가 대화상자의 하단 오른쪽 코너에 나타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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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색 하모니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색을

다음 색 하모니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선택합니다.

보색, 삼조, 사조, 유추, 악센트. 연결된 색
스와치가 색 페이지의 하단 왼쪽 코너에
나타납니다. 색 휠에서 색 표시기를
드래그하여 색을 조정합니다. 스와치를
클릭하고 팔레트에 추가를 클릭하여 하나
이상의 색 스와치를 사용자 지정 팔레트에
추가합니다.

재질 팔레트에서 직접 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색을 모든 도구에서 사용하려면 재질 팔레트에 모든 도구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면 현재 재질은 활성 도구에서만 사용됩니다.

팔레트 이미지의 색 선택하기
팔레트 이미지는 2~256 색 사이의 색 깊이를 가진 이미지입니다. 팔레트 이미지의 경우, 색
페이지 대신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색과 배경색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팔레트 이미지의 색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경색을 선택하려면 전경 및 스트로크 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 배경색을 선택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면 색 페이지가 열리고 팔레트가 표시됩니다.
2 정렬 순서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이 정렬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팔레트 — 팔레트의 색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 색상 — 색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 휘도 — 명도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3 색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팔레트 이미지에 사용 가능한 색만 재질 팔레트에 표시되도록 하려면 문서 팔레트 표시
옵션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한 후, 목록에서 패턴을 클릭하고 문서 팔레트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시 및 캐싱 설정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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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또는 바탕 화면에서 색 선택하기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 또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내의 색(예: 도구모음의 색)에서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 아이콘의 색을 사용하거나 Windows
바탕 화면 색과 일치시킬 때 유용합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브라우저에 표시된 웹
페이지에서 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및 채우기 모드를 활성화하여 이미지의 색을 샘플링할 수 있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이미지를 클릭하면 채우기로 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여 활성 이미지에서 색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스포이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원하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 샘플 크기 드롭다운 목록 — 샘플링을 위한 픽셀 영역을 지정합니다.
• 모든 레이어 사용 확인란 — 모든 이미지 레이어에서 샘플링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이미지에서 색을 클릭하여 전경색으로 만들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배경색으로 만듭니다.
또한 페인트 브러시 또는 지우개 도구와 같은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색을
이미지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trl 키를 누른 채 이미지를 클릭하여 전경색을
선택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색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포이드 도구로 선택한 색을 샘플 및 채우기 하려면
1 툴 도구모음에서 스포이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샘플 및 채우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이미지 창에서 샘플링할 색을 클릭합니다.
도구 아이콘이 자동으로 채우기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4 샘플링된 색으로 채울 영역을 클릭합니다.
참고: 플러드 채우기 도구에 대한 마지막 설정은 채우기 확산 및 배경과 상호 작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색,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영역을 채우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바탕 화면에서 색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원하는 색이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 재질 대화상자에서 샘플 색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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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색이 있는 바탕 화면의 영역 위에 포인터를 놓습니다. 여기에는 열려 있는 다른
창이나 표시된 웹 페이지가 포함됩니다.
4 클릭해서 색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색이 활성 색 또는 속성 상자에 나타납니다.
샘플링할 수 있는 영역 위에 배치하면, 샘플 색 스포이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라데이션 사용하기
그라데이션은 둘 이상의 색 사이에 점진적으로 블렌딩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라데이션을
사용한 색칠, 그리기 또는 채우기 작업을 통해 흥미로운 효과 또는 색 전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여 그림자와 하이라이트가 있는 웹 버튼을 생성하거나,
개체를 반짝이거나 밝게 보이도록 만들거나, 개체에 치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 그래픽을 다른 콘텐츠로 페이드할 수도 있으며, 흑백
그라데이션을 마스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롭다운

그라데이션

목록

미리보기

그라데이션
프리셋

그라데이션

팔레트에

편집기

추가 버튼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그라데이션 페이지를 사용하면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편집, 생성, 공유에 대한 내용은 “그라데이션 편집하기” 및 “그라데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그라데이션은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시키기”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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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 또는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의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그라데이션

버튼

을

클릭합니다.

가장

최근에

선택한

그라데이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경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려면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 배경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그라데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원하는 그라데이션이 들어 있는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그라데이션 범주를
선택합니다.
4 그라데이션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 스타일 — 선형

, 직사각형

, 선버스트

, 방사형

그라데이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그라데이션 각도 또는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 도에서 359 도까지) 이
옵션은 선형, 직사각형 및 방사형 그라데이션에만 적용됩니다.

• 반복 — 그라데이션 패턴을 반복할 횟수(0~999)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반전 — 그라데이션의 색을 반전합니다.
• 중심점 — 그라데이션이 분산되거나 방사되는 점의 수평 및 수직 좌표를 결정합니다.
거리는 채우기 영역의 너비에 대한 퍼센트로 측정됩니다. 중심점을 변경하여 원 또는
그라데이션의 중심이 개체의 중심에 있지 않은 기타 모양에 채우기 기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직사각형, 선버스트, 방사형 그라데이션에만 적용됩니다.

• 초점 지점 — 그라데이션의 전경색이 시작되는 점의 수평 및 수직 좌표를 결정합니다.
거리는 채우기 영역의 너비에 대한 퍼센트로 측정됩니다. 초점 지점을 변경하여 원
또는 유효한 광원이 개체의 중심에 있지 않은 다른 기타 모양에 채우기 기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직사각형 및 선버스트 그라데이션에만 적용되며 링크 확인란이
체크 해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심과 초점 지점 연결 — 중심점과 초점 지점에 동일한 값을 할당합니다. 중심점과
별도로 초점 지점을 편집하려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옵션은 직사각형 및
선버스트 그라데이션에만 적용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 그라데이션을

팔레트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와치로 저장

색 및 재질 작업하기

279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질을 모든 도구에 적용

재질 팔레트에서 모든 도구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면
현재 재질은 활성 도구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그라데이션 미리보기에 표시된 컨트롤 니들 또는 십자형 포인터를 끌어서
중심점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한 경우, 그라데이션에서
십자형 포인터를 끌어 초점 지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집된 그라데이션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그라데이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고유한 그라데이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라데이션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새 그라데이션 버튼

을 클릭합니다.

새 그라데이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새로운 그라데이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라데이션은 0%와 100%의 두 마커로 생성되며 사용자 지정 색을 사용합니다.
그라데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라데이션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라데이션의 이름을 바꾸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리소스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2 리소스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이름을 변경할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리소스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라데이션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생성한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2 그라데이션 삭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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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를 확인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예를 클릭합니다.

그라데이션 편집하기
그라데이션의 색, 전환 지점, 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그라데이션을 편집하거나
자신만의 그라데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라데이션의 이름을 변경, 삭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의 색, 전환 지점, 투명도는 그라데이션 편집기의 마커와 중간점으로 표시됩니다.

•

마커

— 투명 마커가 그라데이션 막대의 맨 위에 나타납니다. 색 마커는 그라데이션

막대 아래에 나타납니다.

•

중간점

— 두 색이 동일하게 블렌딩 된 위치 또는 50% 불투명도 위치를 나타냅니다.

각 마커 쌍에는 중간점이 있으며, 중간점은 마커 사이의 아무 곳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편집기
마커를 추가 및 삭제할 뿐만 아니라 마커의 투명도, 색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 기본 그라데이션을 편집하고 저장하면 그라데이션이 영구적으로 변경됩니다.

기본 그라데이션을 유지하려면 새 그라데이션 파일에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그라데이션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그라데이션을 저장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설정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마커 또는 중간점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

마커 또는 중간점을 그라데이션 편집기의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또한 마커 또는 중간점을 눌러 선택한 다음 위치 필드에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커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

그라데이션 편집기에서 그라데이션 막대 아래의 위치를 클릭하여 색 마커를 추가하거나
그라데이션 막대 위를 클릭하여 투명 마커를 추가합니다.
마커는 그라데이션 막대에 현재 하이라이트 된 앞, 뒤 또는 사용자 지정 색으로
생성됩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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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

그라데이션 편집기에서 마커를 그라데이션 막대에서 멀리 드래그합니다.

마커의 색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편집기에서 그라데이션 막대 아래의 마커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마커 맨 위에 있는 삼각형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전경색을 사용하려면

앞 버튼

을 클릭합니다.

배경색을 사용하려면

뒤 버튼

을 클릭합니다.

현재 정의된 사용자 지정 색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버튼

새로운 사용자 지정 색을 선택하려면

사용자 버튼 옆의 스와치를 클릭하고 색

을 클릭합니다.

페이지에서 선택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최근에 사용한 색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라데이션 자체 내에서 색을 선택하려면

그라데이션 막대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포함하는 그라데이션 색을 적용하면, 이미지의 현재
전경색과 배경색이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 색은 동적) 항상 동일한 색을 포함하는
그라데이션을 생성하려면(그라데이션 색은 정적) 모든 마커에 대한 사용자 스와치의
사용자 지정 색을 사용합니다.

마커의 투명도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편집기에서 그라데이션 막대 위의 마커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불투명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0%(완전 투명)~100%(불투명)입니다. 100%에서 기본 픽셀은 완전히
가려집니다.

벡터 개체에 적용된 그라데이션을 편집하고 실시간 변경사항을 보려면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클릭하고 이미지 창에서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스와치를 클릭하여 재질 속성 대화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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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라데이션 탭을 클릭하고 그라데이션 설정을 조정합니다. 변경 내용이 이미지 창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라데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새 그라데이션을 만든 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
그라데이션은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RD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GRD 파일 형식으로 그라데이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내보내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내보낼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2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그라데이션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기본 그라데이션은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Gradients 폴더에
저장됩니다.
4 파일 이름 필드에 새 그라데이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GRD 그라데이션을 가져오려면
편집 탭

1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가져올 그라데이션이 포함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모든 GRD 파일이 폴더에 나열됩니다.
3 그라데이션의 파일 이름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색 또는 투명도 그라데이션 적용하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캔버스, 선택 항목 또는 형상에 그라데이션 작업을
대화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창에서 색, 그라데이션, 투명도, 그리고 방향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는 재질 속성 >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선택한 마지막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고, 도구 옵션 팔레트의 현재 설정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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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이어에 그라데이션을 생성하고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정하여, 색 그라데이션의 전체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불투명도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노드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정지)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면 대화식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로 색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도구(플러드 채우기 도구

로 플라이아웃으로

그룹화됨)를 클릭합니다.
2 이미지 창에서 캔버스, 선택 항목 또는 개체를 가로질러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 선을
설정합니다.
참고: 기본값으로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그라데이션 페이지에서 선택한 마지막 전경
그라데이션이 적용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배경 스와치에 대해 선택한 마지막
그라데이션이 적용됩니다.
3 그라데이션 색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조정하려면 회전 핸들

을 드래그합니다.

• 색을 추가하려면 재질 팔레트에서 색 스와치를 그라데이션 선으로 드래그합니다.
• 색을 제거하려면 스와치를 그라데이션 선에서 멀리 드래그합니다.
• 색을 변경하려면 그라데이션 선에서 스와치를 클릭하고(파란색 스와치 윤곽선이
선택되었음을 나타냄), 재질 팔레트에서 새로운 색 스와치를 선택한 스와치로
드래그하거나,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색 선택기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 색 간 전환을 조정하려면 그라데이션 선의 길이를 따라 스와치를 드래그합니다.
• 그라데이션 유형을 변경하거나 그라데이션을 반전시키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의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참고: 그라데이션 선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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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라데이션의 투명도를 조정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의 불투명도 정지 확인란을 체크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그라데이션 선에서 불투명도 정지를 클릭하고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불투명도 설정을
조정합니다.

• 불투명도 정지를 추가하려면 그라데이션 선을 클릭합니다.
• 불투명도 정지를 제거하려면 선택한 노드를 그라데이션 선에서 멀리 드래그합니다.
• 불투명도 정지 사이의 전환을 변경하려면 그라데이션 선의 길이를 따라 노드를
드래그합니다.
5 색 스와치 편집으로 돌아가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색 정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의 전체 투명도를 조정하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적용하기 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불투명도 슬라이더

를 원하는

퍼센트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패턴 사용하기
패턴을 사용한 색칠, 그리기 또는 채우기 작업을 통해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벽돌,
스테인드 글라스, 얼룩말 스트라이프 등)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일부에서 패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은 이미지에 독창적인 매력을 더합니다. 패턴 있는 브러시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패턴
있는 채우기 또는 에지가 있는 개체를 생성할 수 있으며, 패턴 있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사용하여 편지지를 생성하거나 웹 페이지의 타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특히 CD 커버, 캘린더 또는 축하 카드와 같은 흥미로운 배경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유용합니다.
중요! 패턴은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시키기”를
참조하십시오.
패턴과 질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질 팔레트에서 패턴과 질감 모두를 재질의 일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패턴은 특정 색과 디테일이 있는 불투명한 반복 이미지입니다. 패턴은 단색이나
그라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스타일입니다. 패턴은 현재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 패턴을 선택하고 페인트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여 브러시
스트로크를 적용하면, 각 브러시 스트로크가 벽돌 패턴을 그립니다.
질감은 질감이 있는 캔버스나 종이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질감은 현재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단색과 같이) 예를 들어 구겨진 용지 질감을 선택하고 전경색이 노란색인 경우,
각 브러시 스트로크는 구겨진 용지의 질감으로 노란색을 칠합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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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을 적용하는 동시에 질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패턴과
질감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턴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재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 또는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의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패턴 버튼

을 클릭합니다.

가장 최근에 선택한 패턴이 활성화됩니다.

패턴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경 패턴을 선택하려면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 배경 패턴을 선택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패턴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패턴 페이지에서 패턴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4 다음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 각도 — 패턴 각도(또는 방향)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 도~ 359 도)
• 스케일 — 이미지 실제 크기의 스케일(10~250)을 지정합니다. 값이 작을수록 패턴
전체에서 이미지가 더 자주 반복됩니다. 값이 클수록 이미지가 잘리거나 디테일이
손실되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 패턴을

팔레트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와치로 저장
현재 재질을 모든 도구에 적용

재질 팔레트에서 모든 도구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면
현재 재질은 활성 도구에서만 적용됩니다.

패턴 페이지의 패턴 미리보기에서 컨트롤 니들을 드래그하여 패턴의 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활성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을 패턴으로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사용할 이미지를 엽니다.
2 이미지의 일부를 패턴으로 선택하려면, 이미지에서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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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턴은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패턴 페이지에 있는 패턴 섬네일에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패턴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PaintShop Pro for ALTools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2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Patterns 폴더 또는 My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Patterns 폴더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 패턴은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패턴 탭에 있는 패턴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패턴 파일의 기본 위치를 변경하려면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질감 사용하기
질감을 사용한 색칠, 그리기 또는 채우기 작업을 통해 질감 있는 캔버스 또는 용지의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색,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이 있는 질감을 전경 및 배경 스트로크
또는 채우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구름, 갈라진 시멘트,
오래된 종이 등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질감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에서 직접 질감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과 질감의 차이에 대한 정보는 “패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질감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 재질 팔레트의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 또는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에서 질감
버튼

을 클릭합니다. 가장 최근에 선택한 질감이 활성화됩니다.

질감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경 질감을 선택하려면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 배경 질감을 선택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 및 재질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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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감 페이지에서 질감 추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질감 섬네일을 클릭합니다.
5 질감에 대해 다음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 각도 — 질감 각도(또는 방향)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 도~359 도)
• 스케일 — 이미지 실제 크기의 스케일(10~250)을 지정합니다. 값이 작을수록 질감
전체에서 이미지가 더 자주 반복됩니다. 값이 클수록 이미지가 잘리거나 디테일이
손실되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을 조정하면 현재 미리보기 상자에 결과 재질(스타일+질감)이 표시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질 스타일 변경

색,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 버튼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현재 재질을 모든 도구에 적용

재질 팔레트에서 모든 도구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면
현재 재질은 활성 도구에서만 적용됩니다.

스트로크 또는 채우기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하여 질감을 점진적으로 어둡게 하거나 채울
수 있습니다.
패턴 페이지의 질감 미리보기에서 컨트롤 니들을 드래그하여 질감의 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질감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PaintShop Pro for ALTools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2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Textures 폴더 또는 My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Textures 폴더에 이미지를 BMP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질감은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질감 페이지에 있는 질감 섬네일에 나타납니다.
질감 섬네일에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Textures 폴더에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파일이 포함됩니다.
질감 파일의 기본 위치를 변경하려면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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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색 팔레트 및 스와치 작업하기
스와치를 저장할 때 사용자 지정 팔레트에 저장합니다. 팔레트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색과 재질을 사용자 지정 팔레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팔레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에서 만든 사용자 지정 색 팔레트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사용자 지정 스와치가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여 기업 고유의 색을 공유할 수 있고, 동일한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예술가는 팔레트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래픽 디자이너는 미리 로드된
팔레트 중 하나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와치
스와치는 색, 그라데이션, 패턴 또는 질감으로 만든 스타일 또는 재질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와치는 좋아하는 색, 스타일, 재질을 저장하여 프로젝트 작업 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와치를 선택, 생성, 편집, 삭제하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와치 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는 폴더로 저장되며, 폴더 내에 스와치 파일 모음(.pspscript)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C]:\Users\[사용자 이름]\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Swatches\...

색 팔레트를 선택하려면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을 클릭합니다.

2 팔레트 선택 메뉴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팔레트의 스와치가 재질 팔레트에 표시됩니다.

팔레트를 생성하려면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2 추가 옵션 버튼

색 및 재질 작업하기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하고, 새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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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레트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팔레트가 스와치 위의 드롭다운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제 팔레트에 스와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팔레트는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C]:\Users\[사용자
이름]\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Swatches\...

팔레트를 삭제하려면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을 클릭합니다.

2 팔레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삭제할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3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팔레트 삭제를 선택합니다.

스와치 팔레트를 가져오려면
편집 탭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팔레트 폴더(팔레트에 있는 각 스와치에 대한 .pspscript 파일 포함)를 기본 사용자
위치로 복사합니다. [C]:\Users\[사용자 이름]\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Swatches
• 팔레트 폴더(팔레트에 있는 각 스와치에 대한 .pspscript 파일 포함)를 선택한 위치에
복사한 후 파일 > 환경설정 > 파일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유형 목록에서 스와치를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팔레트 폴더를 저장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스와치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2 팔레트에 추가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3 팔레트에 추가 대화상자에서 팔레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거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팔레트를 만듭니다.
4 새 스와치 대화상자에서 스와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재질 팔레트의 스와치 위에 포인터를 놓으면 툴팁으로 나타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와치가 재질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재질 팔레트에서 추가 옵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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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하고 새 스와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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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와치를 전경 재질로 선택하려면 스와치를 클릭합니다.
• 스와치를 배경 재질로 선택하려면 스와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스와치를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을 클릭합니다.

2 편집할 스와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재질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재질의 스타일(색상, 그라데이션 또는 패턴) 또는 질감을 편집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와치를 클릭하고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한 다음 스와치 편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스와치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할 스와치를 클릭합니다.
3 팔레트에서 제거 버튼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하고 스와치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와치의 이름을 바꾸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을 클릭합니다.

2 이름을 바꿀 스와치를 클릭합니다.
3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스와치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스와치 표시 방법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 재질 팔레트에서 스와치 탭

색 및 재질 작업하기

을 클릭하고 다음 표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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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표시할 스와치 유형 선택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보기를

선택한 다음 표시할 스와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스와치 정렬 방법 변경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정렬 기준을 선택한 다음 스타일 또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 스와치는 스타일별로
정렬됩니다.
스와치 섬네일 크기 변경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하고 작은 섬네일,

중간 섬네일 또는 큰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중간 섬네일이 기본값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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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3D, 예술, 조명, 반사, 사진 효과를 포함하여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특수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미지에 프레임을 추가하거나 이미지로 색칠하거나
이미지 영역을 워핑시켜 고유한 효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효과 선택하기
• 3D 효과 적용하기
• 아트 미디어 효과 적용하기
• 예술적 효과 적용하기
• 환경 맵 및 범프 맵 적용하기
• 왜곡 효과 적용하기
•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효과 사용하기
• 에지 효과 적용하기
• 기하학 효과 적용하기
• 조명 효과 적용하기
• 이미지 효과 적용하기
• 사진 효과 적용하기
• 레트로 랩 사용하기
• 그라데이션 필터 효과로 그라데이션 적용하기
• 타임머신으로 빈티지 스타일 사진 생성하기
• 사진에 필름 및 필터 효과 적용하기
• 반사 효과 적용하기
• 질감 효과 적용하기
• 이미지에 사진 프레임 추가하기
• 자신만의 효과 생성하기
• 이미지 결합하기
• 픽처 튜브 도구 사용하기
• 이미지 워핑하기
• 변형 맵 작업하기
효과 선택하기
효과 메뉴, 즉시 효과 팔레트 또는 효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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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상자에서 설정을 조정하여 대부분의 효과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을
위한 대화상자에는 다음 몇 가지 공통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전 창에는 원본 이미지가 표시되고, 이후 창에서는 현재 설정이 적용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은 마지막으로 사용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프리셋을
사용하여 동일한 설정을 여러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프리셋을 저장하고 로드하려면,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미리보기

이미지에서

표시/숨기기 버튼

미리보기 확인란

매개변수 랜덤화
미리보기 창

버튼

확대/축소 컨트롤
기본값으로 재설정

프리셋 로드

버튼

드롭다운 목록
색 상자

효과에 대한 대화상자의 예.
즉시 효과 팔레트 사용하기
즉시 효과 팔레트를 사용하여 프리셋 효과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조정하고
싶지 않을 때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효과 대화상자에서 프리셋을 생성하면
사용자 지정 범주의 즉시 효과 팔레트에 프리셋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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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효과 팔레트
효과 브라우저 사용하기
여러 효과를 이미지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보려는 경우, 효과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브라우저에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제공하는 프리셋과 사용자가
생성하는 프리셋이 표시됩니다.
효과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섬네일 미리보기를 표시하기 위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효과의 기본 프리셋과 이미지에 저장한 모든 프리셋을 적용합니다. 프리셋은 PaintShop Pro for
ALTools(PspScript)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효과 브라우저에는 효과를 미리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섬네일이 표시됩니다.
효과 메뉴에서 효과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메뉴에서 효과 범주를 선택하고 효과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  왜곡 효과 
회오리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효과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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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설정을 지정하거나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이후 창에서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효과는 프리셋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해 설정 저장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하고 프리셋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재설정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효과를 특정 영역으로 제한

효과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선택 항목 생성에 대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효과 팔레트에서 즉시 효과를 선택하려면
1 즉시 효과 팔레트의 맨 위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즉시 효과 팔레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팔레트  즉시 효과를 선택합니다.
2 섬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효과를 활성 이미지 또는 선택한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효과는 누적됩니다.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전 효과에 새 효과가 추가됩니다.
효과를 취소하려면 실행 취소 버튼

(조정 및 편집 탭)을 클릭합니다. 현재 편집

되돌리기 명령은 저장되지 않은 모든 효과를 되돌립니다.
관리 탭에서 RAW 파일 형식의 이미지에 효과를 적용하면 이미지의 JPEG 버전이
생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음에 실행하면, 사용자 정의 프리셋(모든 효과 대화상자에 저장됨)이
즉시 효과 팔레트의 사용자 정의 범주에 나타납니다.

효과 브라우저에서 효과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효과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효과 브라우저가 나타납니다.
2 왼쪽 창의 계층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지에 적용된 모든 효과를 미리 보려면 프리셋 폴더를 클릭합니다.
• 효과 범주를 미리 보려면 효과 폴더의 하위 폴더(예: 3D 효과, 예술적 효과 또는 사진
효과)를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선택한 폴더를 스캔하고 각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의 섬네일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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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효과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프리셋 수정

수정을 클릭하고 효과에 대한 대화상자의
설정을 조정합니다.
참고: 조정할 수 없는 효과에는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섬네일 미리보기 크기 조정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표시 및 캐싱을
클릭합니다. 효과 브라우저 섬네일 그룹
상자에서 크기(픽셀) 컨트롤에 값을
설정합니다.

효과를 특정 영역으로 제한

효과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 항목을 만듭니다.
선택 항목 생성에 대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효과를 위해 효과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섬네일 미리보기에는 기본 프리셋과
저장한 프리셋이 포함됩니다. 프리셋은 스크립트 파일(.PspScript 파일 이름 확장자
포함)로 저장되며 메인 프로그램 폴더의 Presets 폴더에 있습니다. 프리셋 파일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위한 프리셋 파일 저장 위치 변경 방법에 대한
내용은 “리소스의 파일 위치를 변경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3D 효과 적용하기
3D 효과를 사용하여 3 차원으로 보이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웹 페이지 이미지에 특히 유용합니다.

버튼화
편집 탭

버튼화 효과를 사용하여 선택한 이미지, 레이어 또는 압축된 이미지에서 생성된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버튼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D 테두리가 적용되어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이 솟은 것처럼 표시됩니다. 효과  3D 효과  버튼화를 선택하여 버튼화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버튼화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높이 — 버튼의 높이(픽셀)를 지정합니다.
• 너비 — 버튼의 너비(픽셀)를 지정합니다.
• 불투명도 — 버튼 가장자리에 적용되는 음영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 투명 — 버튼 에지에 부드러운 음영을 적용하여 둥근 효과를 생성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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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색 — 버튼 에지에 단색을 적용하여 선명하고 뚜렷한 에지를 생성합니다. 컬러 에지가
있는 버튼을 생성하려면 버튼화 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단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 색 — 특정 색을 버튼 에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김
편집 탭

새김 효과는 선택 항목이나 레이어 주위에 3 차원 테두리를 추가하여, 마치 돌을 깎아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새김 영역을 투명하게 만들어 밑면의 색이 보이게 하거나, 새김
영역의 배경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  3D 효과  새김을 선택하여 새김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김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크기 — 새김 영역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 투명 — 밑면의 색이 보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단색 — 새김 영역을 단색으로 만듭니다.
• 색 — 새김 영역의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려내기
편집 탭

오려내기 효과는 이미지의 일부가 제거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이미지를 더 낮은 레벨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선택 항목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  3D 효과  오려내기를 선택하여 오려내기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려내기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직 — 내부 및 윤곽선의 수직 위치를 결정합니다. 내부를 이미지 하단으로
이동시키려면 설정을 높이고, 내부를 상단으로 이동시키려면 설정을 낮추십시오.

• 수평 — 내부 및 윤곽선의 수평 위치를 결정합니다. 내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설정을 높이고, 내부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설정을 낮추십시오.

• 불투명도 —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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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 — 그림자의 흐림을 설정합니다. 블러 레벨을 높이면 그림자가 넓어지고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 그림자 색 — 그림자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색으로 내부 채우기 — 내부를 현재 선택한 색으로 채웁니다. 다른 색을 선택하려면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해제되면 이 확인란은
이미지로 오려내기를 채웁니다.

음영 드롭
편집 탭

음영 드롭 효과는 현재 선택 뒤에 그림자를 추가합니다. 이는 텍스트에 입체적인 모양을
부여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전체 이미지에 음영 드롭을 추가하려면, 먼저 이미지 주위에 공백을 반드시 생성해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테두리 추가 명령 또는 캔버스 크기 명령을 선택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효과  3D 효과  음영 드롭을 선택하여 음영 드롭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음영 드롭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직 — 그림자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대화상자 왼쪽에 있는 오프셋 표시기 선의 십자선
끝을 드래그하여 높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평 — 그림자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대화상자 왼쪽에 있는 오프셋 표시기 선의 십자선
끝을 드래그하여 너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불투명도 —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결정합니다. 이 값이 감소하면 음영 드롭이
희미해집니다.

• 블러 — 그림자의 흐림을 결정합니다.
• 색 — 음영 드롭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새 레이어의 그림자 — 음영 드롭을 별도의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합니다.
스크립트 도구모음의 스크립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음영 드롭이 있는 테두리 스크립트를
선택하여 음영 드롭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 베벨
편집 탭

안쪽 베벨 효과를 적용하여 선택 항목의 안쪽 가장자리 또는 투명도로 둘러싸인 개체에 3D
모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개체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안쪽 베벨
효과를 사용할 때 옵션을 직접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리셋 효과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프리셋 효과로 시작한 다음 해당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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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 베벨 명령은 이미지가 투명 배경을 가지거나, 선택 항목을 포함하는 컬러 배경을
가지거나, 컬러 배경과 레이어를 가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선택 항목이나
투명 영역이 없는 경우 레이어의 가장자리에 효과가 적용됩니다. 선택 항목 수준을 올리거나
선택 항목을 새 레이어로 붙여넣거나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면 투명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  3D 효과  안쪽 베벨을 선택하여 안쪽 베벨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안쪽 베벨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베벨 — 베벨 모양을 지정합니다.
• 너비 — 너비(픽셀)를 지정합니다.
• 평활도 — 에지의 경사(선명도) 및 두께를 제어합니다. 이 값이 증가하면 에지가 더
둥글어집니다. 이 값이 감소하면 에지가 더 얇고 더 가파르게 보입니다.

• 깊이 — 에지의 높이를 제어합니다. 이 값이 증가하면 에지가 더 뚜렷해집니다.
• 앰비언스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광도 — 표면이 얼마나 반사적으로 표시되는지 결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광택이 나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하이라이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값이 낮을수록 하이라이트가
줄어듭니다.

• 색 — 이미지에 비추는 빛의 색을 결정합니다. 조명색을 변경하려면 이미지의 색을
클릭하거나,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고 바늘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및 입력하면 됩니다.

• 세기 — 방향 광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앰비언스 값은 세기 값이 적용되기 전에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 고도 — 이미지 위 광원의 고도 각도를 표시합니다. 90 도 설정에서 광원은 바로 위에
배치됩니다. 값을 낮추면 광원이 이미지 가까이 이동하여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바깥쪽 베벨
편집 탭

바깥쪽 베벨 효과는 에지의 모양을 솟아오르게 만들어 선택 항목에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베벨 너비만큼 선택 항목의 크기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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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메뉴에서 바깥쪽 베벨 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미지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효과  3D 효과  바깥쪽 베벨을 클릭하여 바깥쪽 베벨 효과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베벨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베벨 — 베벨 모양을 지정합니다.
• 너비 — 비스듬한 모서리의 너비(픽셀)를 지정합니다.
• 평활도 — 에지의 경사(선명도) 및 두께를 제어합니다. 이 값이 증가하면 에지가 더
둥글어집니다. 이 값이 감소하면 에지가 더 얇고 더 가파르게 보입니다.

• 깊이 — 에지의 높이를 제어합니다. 이 값이 증가하면 에지가 더 뚜렷해집니다.
• 앰비언스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광도 — 표면이 얼마나 반사적으로 표시되는지 결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광택이 나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하이라이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값이 낮을수록 하이라이트가
줄어듭니다.

• 색 — 이미지에 비추는 빛의 색을 결정합니다. 조명색을 변경하려면 이미지의 색을
클릭하거나,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고 바늘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및 입력하면 됩니다.

• 세기 — 방향 광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앰비언스 값은 세기 값이 적용되기 전에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 고도 — 이미지 위 광원의 고도 각도를 표시합니다. 90 도 설정에서 광원은 바로 위에
배치됩니다. 값을 낮추면 광원이 이미지 가까이 이동하여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아트 미디어 효과 적용하기
아트 미디어 효과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색칠하거나 그린듯한 효과를 냅니다. 연필, 목탄,
초크를 포함한 기존 아트 미디어의 사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연필
편집 탭

검정색 연필 효과는 목탄 효과와 유사하지만, 더 얇은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효과  아트 미디어 효과  검정색 연필을 선택하여 검정색 연필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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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연필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테일 — 스트로크의 수와 진하기를 제어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편집 탭

브러시 스트로크 효과로 이미지를 유화 또는 수채화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효과  아트
미디어 효과  브러시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브러시 스트로크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스트로크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드러움 — 이미지의 블러 양을 결정합니다.
• 모 — 브러시 모의 수를 지정합니다.
• 너비 — 브러시의 너비를 제어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 길이 — 브러시 스트로크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 밀도 — 이미지의 스트로크 수를 지정합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고 바늘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및 입력하면 됩니다.

• 색 — 양식 에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목탄
편집 탭

목탄 효과는 검정색 연필 효과와 비슷하지만, 스트로크가 굵을수록 디테일이 덜 포함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효과  아트 미디어 효과  목탄을 선택하여 목탄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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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탄 효과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테일 — 스트로크의 수와 진하기를 제어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컬러 초크
편집 탭

컬러 초크 효과는 이미지의 색을 사용하여 이미지가 컬러 초크로 그려지도록 합니다. 색연필
효과보다 이 효과로 더 넓은 스트로크가 나타납니다.
효과  아트 미디어 효과  컬러 초크를 선택하여 컬러 초크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컬러 초크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테일 — 스트로크의 수와 진하기를 제어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툴 도구모음에 있는 초크 도구를 사용하여 컬러 초크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
편집 탭

색연필 효과는 이미지의 색을 사용하여 색연필로 그려지도록 합니다. 효과는 컬러 초크
효과와 비슷하지만, 더 얇은 스트로크를 사용합니다. 효과  아트 미디어 효과  색연필을
선택하여 색연필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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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테일 — 스트로크의 수와 진하기를 제어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연필
편집 탭

연필 효과로 이미지의 에지를 개선하고 색을 만들어 이미지를 연필 그림처럼 보이게 합니다.
효과  아트 미디어 효과  연필을 선택하여 연필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필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휘도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덜 선명해집니다.
• 색 — 이미지의 배경 또는 에지가 아닌 영역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명색을
변경하려면 이미지의 색을 클릭하거나,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세기 — 배경과 에지 사이의 대비를 제어합니다. 대비를 증가시키면 더 자세한 디테일이
나타납니다.

예술적 효과 적용하기
예술적 효과를 적용하여 사진을 노화시키거나 다양한 예술적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포함된 효과에는 볼 및 풍선, 컬러 포일, 과대노출 등이 있습니다.

304

PaintShop Pro

오래된 신문
편집 탭

오래된 신문 효과는 따뜻한 갈색톤을 적용하며 이미지가 흐려지고 노화되어 노랗게 변한
신문과 유사합니다. 이 효과는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 다음 색 깊이를 1,600 만 색으로
늘린 다음, 이 효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오래된 신문을 클릭하여
오래된 신문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화의 양 — 슬라이더를 드래그하거나 상자에 숫자를 입력하여 효과의 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 및 풍선
편집 탭

볼 및 풍선 효과를 사용하면 정교한 멀티 레이어 구형 개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환경 맵과 범프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맵 및 범프 맵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효과  예술적 효과  볼 및 풍선을 선택하여 볼 및 풍선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볼 및 풍선 대화상자에는 네 개의 탭이 있습니다. 형상, 표면, 맵, 조명.
형상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동 다중 볼 또는 풍선 —여러 종류의 풍선을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적용 범위, 평균 크기, 크기 변화, 풍선 유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적용 범위 — 캔버스가 풍선 또는 볼로 채워지는 양을 결정합니다.
• 평균 크기 — 풍선 또는 볼의 표준 크기를 설정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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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변화 — 가장 큰 풍선과 가장 작은 풍선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결정합니다. 값이
0 이면 모든 풍선이 균일하게 됩니다. 값이 100 이면 풍선이 가능한 한 랜덤하게
허용됩니다.

• 볼 또는 풍선 유형 — 비교차, 교차 또는 중첩되는 볼과 풍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랜덤화 — 풍선의 크기와 위치를 랜덤하게 설정합니다.
• 시드 —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 단일 볼 또는 풍선 — 여러 볼 대신 단일 볼 또는 풍선을 적용합니다.
• 가능한 최대 크기 — 단일 볼 또는 풍선을 가능한 가장 큰 크기로 만듭니다. 이전 창에서
경계 상자를 드래그하여 다른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면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질 — 볼 및 풍선의 표면 재질에 대한 색, 그라데이션,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를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질감 패널에서 선택한 항목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질감 옵션을 선택하면 재질이 반투명해집니다.

• 불투명도 — 개체의 최대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풍선의 기본값은 15%입니다. 단색
개체의 설정은 100%입니다.

• 광도 — 조명이 표면에서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컨트롤은 광택
컨트롤의 설정과 상호 작용합니다.

• 광택 — 조명이 표면에서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컨트롤은 광도
컨트롤의 설정과 상호 작용합니다.
맵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범프 맵 — 범프 맵 컨트롤을 활성화하여 볼과 풍선에 표면 질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평활도 — 효과의 평활도를 결정합니다.
• 깊이 — 효과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맵상에서 검은색 영역은 더 많이
오목하게 표시되고 흰색 영역은 더 솟아오르게 표시됩니다. 음수 값은 이 효과를
반전시킵니다.

• 범프 맵 맞춤 — 맵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구를 둘러쌉니다.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여 맵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크기 — 범프 맵 맞춤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면 맵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맵 확인란 — 환경 맵 컨트롤을 활성화하여 볼과 풍선에 표면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가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 환경 맵 옵션 및 스와치 — 환경 맵 폴더 또는 현재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미지 — 현재 이미지를 구형 객체에 둘러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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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절 맵 — 레인보우 스타일의 조명 패턴을 구형 개체 주위에 둘러쌉니다. 패턴을
변경하려면 프린지 간격 및 유형 설정을 조정합니다.

• 유형 — 밴드의 원본, 방향 및 경로의 랜덤성을 설정합니다.
조명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대 — 개체의 전체 조명에 대한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 최소 — 개체의 전체 조명에 대한 최소값을 설정합니다.
• 추가 및 제거 버튼 및 조명 메뉴 — 개별 조명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하이라이트가 있는 단일 조명이 중심 바로 위와 왼쪽에 나타납니다.

• 위치 — 하이라이트를 클릭하고 새 위치로 드래그하여 조명의 초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백라이트 — 개체 뒤에서 나오도록 조명을 리디렉션합니다. 백라이트를 드래그하면 구
주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 풍선 조명 — 마치 반투명 개체를 통과하는 것처럼 조명을 분산시킵니다. 이 옵션은
불투명도 설정이 100% 미만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색 — 각 조명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색은 흰색입니다.
• 하이라이트 크기 — 각 하이라이트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크롬
편집 탭

크롬 효과는 이미지를 금속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기능은 뚜렷한 대비 영역이 있는
이미지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크롬을 선택하여 크롬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크롬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함 — 주름 또는 접히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각 접힘은 밝고 어두운 영역 사이의 선형
이동입니다.

• 휘도 — 크롬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 원본 색 사용 — 이미지의 색을 크롬에 적용합니다.
• 색 — 크롬을 균일한 색으로 만듭니다. 원본 색 사용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한 다음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여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색은
흰색입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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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에지
편집 탭

컬러 에지 효과로 이미지 에지를 개선하고 채색하여 이미지 룩을 리터치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컬러 에지를 선택하여 컬러 에지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컬러 에지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휘도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덜 선명해집니다.
• 색 — 에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지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의 색을
클릭하거나,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세기 — 효과의 세기를 제어합니다. 값을 늘리면 더 많은 에지가 채색되고 에지에 더
많은 색이 적용됩니다.

컬러 포일
편집 탭

컬러 포일 효과는 에지에 조각 룩을 추가하고 이미지에 여러 가지 색을 적용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컬러 포일을 선택하여 컬러 포일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컬러 포일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덜 선명해집니다.
• 디테일 — 효과가 적용되는 양을 제어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색이 더 많은 대비 영역에
적용됩니다.

• 색 — 이미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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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고 바늘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및 입력하면 됩니다.

윤곽
편집 탭

윤곽 효과는 이미지를 윤곽선으로 덮어서 토폴로지 맵의 룩을 재현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윤곽을 선택하여 윤곽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윤곽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휘도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덜 선명해집니다.
• 디테일 — 색이 적용되는 위치를 제어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색이 더 많은 대비 영역에
적용됩니다.

• 세기 — 각 영역에 적용되는 색의 양을 제어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더 많은 색이
적용됩니다.

• 색 — 윤곽선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의 색을
클릭하거나,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에나멜
편집 탭

에나멜 효과는 이미지에 반짝이는 딱딱한 표면 룩을 적용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에나멜을 클릭하여 에나멜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에나멜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덜 선명해집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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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 릴리프의 스케일을 제어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릴리프 레벨이 줄어들고 더
부드럽고 덜 정의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 밀도 — 릴리프 영역의 수를 제어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더 큰 영역을 줄이고 더
부드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작은 영역에 릴리프 효과가 추가되어
밀도 높은 효과를 생성합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고 바늘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및 입력하면 됩니다.

• 색 — 양식 에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글로잉 에지
편집 탭

글로잉 에지 효과는 이미지가 네온 튜브에서 생성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미지의 에지는
밝은 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글로잉 에지를
선택하여 글로잉 에지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글로잉 에지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기 — 에지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더 많은 에지가 표시되고 더
밝아집니다.

• 선명도 — 에지의 밀착도를 제어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에지가 좁아지고 정의가
높아집니다.

하프톤
편집 탭

하프톤 효과는 연속 톤이 아니라 이미지에 일련의 점을 적용합니다. 하프톤 이미지는 쉽게
인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문과 잡지에서 사용됩니다. 하프톤 효과에 대해 다양한
크기, 색, 형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이 클수록 이미지의 더 어둡고 밀도가 높은 영역이
생성되는 반면, 점이 작을수록 더 가벼운 영역이 생성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하프톤을 선택하여 하프톤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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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톤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프톤 패턴 — 선, 원형 또는 정사각형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크기 — 패턴 셀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각도 — 화면의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경우 각도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RGB 이미지의 경우 각 색 채널에 대한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버레이로 사용 — 효과의 강도를 조정하고 블렌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블렌드 모드 — 다양한 블렌딩 효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가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 RGB —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 그레이스케일 — 패턴 및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잉크 — 패턴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경 — 배경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원본 이미지를 효과 배경에 보이게 합니다. 배경색을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핫 왁스 코팅
편집 탭

핫 왁스 코팅 효과는 이미지를 핫 왁스 레이어로 코팅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현재
전경/스트로크 색이 왁스에 사용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핫 왁스 코팅을 선택하면 핫
왁스 코팅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경
편집 탭

확대경 효과를 사용하면 확대경을 이미지 위에 배치하여 이미지의 일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환경 맵과 범프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맵
및 범프 맵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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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대화상자에는 네 개의 탭이 있습니다. 형상, 속성, 조명, 프레임. 효과  예술적 효과
 확대경을 클릭하여 확대경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형상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율 — 배율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 굴절 — 굴절 왜곡 정도를 제어합니다.
• 비초점 — 확대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듭니다.
• 진하기 — 확대된 프레임을 둘러싼 이미지의 진하기를 설정합니다.
• 구형 — 원형 확대경을 사용합니다.
• 원통형 수직 — 원통형 렌즈를 사용하여 긴 쪽보다 더 넓은 쪽의 확대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원통형 수평 — 원통형 렌즈를 사용하여 넓은 쪽보다 더 긴 쪽의 확대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속성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질 스와치 — 확대된 이미지의 표면 재질에 대한 색, 그라데이션,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를 재질 속성 대화상자의 질감 패널에서 선택한 항목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질감 옵션을 선택하면 재질이 반투명해집니다.

• 재질 패널의 불투명도 상자 — 표면 재질의 최대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재질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원본 이미지는 더 적게 표시됩니다.

• 광도 — 조명이 표면에서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컨트롤은 광택
컨트롤의 설정과 상호 작용합니다.

• 광택 — 조명이 표면에서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컨트롤은 광도
컨트롤의 설정과 상호 작용합니다.

• 환경 맵 확인란 — 환경 맵 컨트롤을 활성화하여 확대 이미지에 표면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맵 패널의 불투명도 상자 — 확대된 이미지를 덮는 환경 맵의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환경 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이미지 — 현재 이미지를 환경 맵으로 사용합니다.
• 환경 맵 옵션 및 스와치 — 환경 맵 폴더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명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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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 개체의 전체 조명에 대한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 최소 — 개체의 전체 조명에 대한 최소값을 설정합니다.
• 추가 및 제거 버튼 및 조명 메뉴 — 개별 조명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하이라이트가 있는 단일 조명이 중심 바로 위와 왼쪽에 나타납니다.

• 위치 — 하이라이트를 클릭하고 새 위치로 드래그하여 조명의 초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백라이트 — 개체 뒤에서 나오도록 조명을 리디렉션합니다. 백라이트를 드래그하면 구
주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 색 — 각 조명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색은 흰색입니다.
• 하이라이트 크기 — 각 하이라이트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페이지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형 — 곡선 프레임 에지를 제공합니다.
• 둥근 정사각형 — 둥근 정사각형 프레임 에지를 제공합니다.
• 두께 — 프레임의 두께를 지정합니다.
• 재질 — 프레임의 재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색 — 프레임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온 글로우
편집 탭

네온 글로우 효과는 네온 효과를 적용하고 에지의 대비를 높임으로써 이미지에 3 차원
모양을 제공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네온 글로우를 선택하여 네온 글로우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온 글로우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테일 — 색의 수와 색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디테일 레벨을 높이면 스트로크 수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 강도가 증가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가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포스터화
편집 탭

포스터화 효과는 각 컬러 채널에 대한 비트 수를 줄여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색 수와
명도 레벨을 낮춥니다. 그 결과 매끄러운 그라데이션이 아닌 색 밴드를 가진 평탄해 보이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포스터화를 선택하여 포스터화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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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화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있습니다.

• 레벨 — 명도 레벨 범위(2~255)를 선택한 동일한 증분으로 나눕니다. 레벨 수가 감소하면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이 평탄하게 나타납니다.

과대노출
편집 탭

과대노출 효과는 특정 명도 값 이상의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에서 모든 색을 1 에서
254 까지 스케일로 반전하여 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도 레벨은 모든 색이 반전되는
명도 값입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과대노출을 선택하여 과대노출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과대노출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도 — 한도 레벨을 설정합니다.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밝은 색이 반전됩니다.
토폴로지
편집 탭

토폴로지 효과는 이미지를 3 차원으로 표현하여 테라스 시스템에서 생성된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예술적 효과  토폴로지를 선택하여 토폴로지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대화상자에는 다음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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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 각 테라스 또는 레이어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 밀도 — 테라스 수를 설정합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고 바늘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및 입력하면 됩니다.

• 색 — 테라스의 측면에 비추는 조명에 사용할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환경 맵 및 범프 맵 적용하기
볼 및 풍선 효과 또는 확대경 효과를 사용할 때 선택적 환경 맵이나 범프 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맵을 사용하면 반사, 표면 디테일, 뉘앙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범프 맵은
소스 이미지를 3 차원 표면처럼 취급하고 픽셀 휘도 값이 높이를 결정합니다.

환경 맵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예술적 효과를 다음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볼 및 풍선
• 확대경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볼 및 풍선 효과 대화상자에서 맵 탭을 클릭합니다.
• 확대경 효과 대화상자에서 속성 탭을 클릭합니다.
3 환경 맵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범프 맵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예술적 효과  볼 및 풍선을 선택합니다.
볼 및 풍선 효과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맵 탭을 클릭합니다.
3 범프 맵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왜곡 효과 적용하기
이미지에 왜곡 효과를 적용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망점효과,
워핑은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는 효과의 예입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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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편집 탭

소용돌이 효과는 이미지를 말림으로 구성된 일련의 행과 열로 바꿉니다. 효과  왜곡 효과 
소용돌이를 선택하여 소용돌이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열 개수 — 각 행의 말림의 수를 설정합니다.
• 행 개수— 각 열의 말림의 수를 설정합니다. 열 개수를 5 로 설정하고 행 개수를 4 로
설정하면 4 개의 각 행에 5 개의 소용돌이가 있게 됩니다.

• 대칭 — 행과 열 값을 연결하여 값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값이 변경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반경 — 말림의 반경을 설정합니다. 이 값은 열 너비 또는 행 높이 중 작은 치수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 강도 — 각 말림의 회전 크기를 제어합니다.
• 시시계방향 — 말림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다른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워핑하거나 디스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효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효과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렌즈 왜곡
편집 탭

렌즈 왜곡 효과는 이미지에서 배럴, 어안 또는 핀쿠션 왜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효과 
왜곡 효과  렌즈 왜곡을 선택하여 렌즈 왜곡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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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왜곡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 이미지에서 왜곡의 중심을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값을 높이면 왜곡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값을 줄이면 왜곡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 수직 — 이미지에서 왜곡의 중심을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값을 높이면 왜곡의 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값을 줄이면 왜곡의 중심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 왜곡 유형 — 배럴, 어안, 어안(구체) 또는 핀쿠션 왜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강도 — 배럴 또는 핀쿠션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 시야 — 어안 또는 어안(구체)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핀치
편집 탭

핀치 효과는 내용을 가운데로 밀어 이미지나 선택 항목이 핀치되어 보이도록 하는
변형입니다. 효과  왜곡 효과  핀치를 선택하여 핀치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핀치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강도 — 이미지를 중앙으로 얼마나 많이 미는지 결정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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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점효과
편집 탭

망점효과는 이미지를 지정된 크기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나눕니다. 효과  왜곡
효과  망점을 선택하여 망점 대화상자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망망점효과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블록 너비 — 블록의 너비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 블록 높이 — 블록의 높이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 대칭 — 정사각형 블록을 생성합니다.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여 직사각형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
편집 탭

극좌표 효과는 데카르트 좌표에서 극좌표로 또는 극좌표에서 데카르트 좌표로 매핑하여
픽셀을 변경합니다. 효과  왜곡 효과  극좌표를 선택하여 극좌표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직사각형에서 극좌표로 — 데카르트 좌표에서 극좌표로 픽셀을 매핑합니다.
• 극좌표에서 직사각형으로 — 극좌표에서 데카르트 좌표로 픽셀을 매핑합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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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
편집 탭

펀치 효과는 이미지나 선택 항목이 뒤에서 펀칭되어 중앙의 내용이 바깥쪽 에지로 확장되는
변형입니다. 효과  왜곡 효과  펀치를 선택하여 펀치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펀치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강도 — 이미지를 에지로 얼마나 많이 미는지 결정합니다.
리플
편집 탭

리플 효과는 조약돌을 물에 떨어뜨려 생성된 것과 유사한 동심 고리를 생성하는 변형입니다.
효과  왜곡 효과  리플을 선택하여 리플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플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 리플의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너비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기본 위치인 50 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 수직 — 리플의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높이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기본 위치인 50 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 진폭 — 각 리플의 진폭 즉 가장 꺼진 곳에서 가장 솟은 곳까지의 거리를 제어합니다.
• 파장 — 한 리플의 가장 솟은 곳에서 다음 리플의 가장 솟은 곳까지의 거리를
제어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효과 적용하기

319

스파이키 헤일로
편집 탭

스파이키 헤일로 효과는 급진적인 파도 또는 리플 패턴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변형입니다. 효과  왜곡 효과  스파이키 헤일로를 선택하여 스파이키 헤일로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키 헤일로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 리플의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너비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음수 값이면 헤일로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양수 값이면 헤일로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 수직 — 리플의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높이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음수 값이면 헤일로는 위로 이동하고, 양수 값이면 헤일로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 진폭 — 파도의 겉보기 높이를 설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리플이 더 매끄럽습니다.
• 진동수 — 각 1/4 원의 광선의 수를 설정합니다.
• 반경 — 파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파도의 시작 위치는
중앙에 더 가까워집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회오리
편집 탭

회오리 효과는 이미지를 중앙에서 비틀거나 돌리면서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이미지를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두 번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  왜곡 효과  회오리를 선택하여
회오리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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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도 — 회오리의 방향과 크기를 설정합니다. 양수 값은 시계방향 회오리를 생성합니다.
음수 값은 시계 반대 방향 회오리를 생성합니다.

워핑
편집 탭

워핑 효과는 이미지의 원형 영역을 확대/축소 비율이 더 높은 것처럼 나타나게 합니다. 볼록
또는 오목 렌즈로 보는 것처럼 영역이 왜곡됩니다. 효과  왜곡 효과  워핑을 선택하여
워핑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워핑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 워핑의 중심점을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너비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음수 값이면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양수 값이면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 수직 — 워핑의 중심점을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높이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음수 값이면 중심이 위로 이동하고, 양수 값이면 중심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 크기 — 효과가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지속될 지 설정합니다. 값은 이미지 크기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값을 감소시키면 이미지는 덜 왜곡됩니다.

• 강도 — 왜곡 레벨을 설정합니다. 양수 값은 왜곡된 이미지 영역을 더 가까워 보이게
하고 음수 값은 더 멀어 보이게 합니다.

물결
편집 탭

물결 효과는 물결 모양의 선을 생성하여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물결의 크기를 설정하여
왜곡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왜곡 효과  물결을 선택하여 물결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물결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321

• 진폭(수평 이동 그룹 상자에 있음) — 수평 리플에 대해 가장 꺼진 곳에서 가장 솟은
곳까지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 진폭(수직 이동 그룹 상자에 있음) — 수직 리플에 대해 가장 꺼진 곳에서 가장 솟은
곳까지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 파장 길이(수평 이동 그룹 상자에 있음) — 한 수평 리플의 가장 솟은 곳에서 다음 수평
리플의 가장 솟은 곳까지의 거리를 제어합니다.

• 파장 길이(수직 이동 그룹 상자에 있음) — 한 수직 리플의 가장 솟은 곳에서 다음 수직
리플의 가장 솟은 곳까지의 거리를 제어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바람
편집 탭

바람 효과는 이미지를 흐리게 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오는 바람에 의해 이미지가 날리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왜곡 효과  바람을 선택하여 바람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바람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풍향 그룹 상자 — 풍향으로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풍속 — 변형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강도를 높이면 이미지의 블러가 증가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효과 사용하기
다른 이미지(소스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이미지(디스플레이스먼트 맵)를 워핑하거나
디스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르지 않은 표면이 있는 이미지에 텍스트를
적용하여 텍스트가 한동안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사용할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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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 이미지를 활성 이미지로 만듭니다.
3 효과  왜곡 효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선택합니다.
4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그룹 상자에서 이미지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소스 이미지의 치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미지에 맞게 맵 늘리기
옵션 또는 이미지를 가리기 위한 맵 타일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5 블러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적용할 블러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값이 낮으면 긴박한 점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값이 클수록 부드러운 워핑 효과가
나타납니다.
6 디스플레이스먼트 속성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2D 오프셋 — 레드 및 그린 채널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스먼트합니다.
• 3D 표면 — 픽셀 휘도 값이 높이를 결정하는 3D 표면인 것처럼 소스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7 세기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의 변형이 줄어듭니다. 값이 클수록 변형이 커집니다.
8 회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디스플레이스먼트 데이터의 회전을 결정합니다.
9 에지 모드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범위를 벗어난 디스플레이스먼트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에지 효과 적용하기
에지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에지에 적용됩니다. 이미지의 에지를 팽창, 향상,
침식, 찾기 및 트레이스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 이러한 효과는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24 비트)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를
참조하십시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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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
편집 탭

팽창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밝은 영역을 향상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팽창을
선택하여 팽창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
편집 탭

향상 효과는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대비를 향상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향상을
선택하여 향상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 추가
편집 탭

더향상 추가 효과는 향상 효과보다 이미지 에지에 더 강한 대비를 적용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향상 추가를 선택하여 향상 추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침식
편집 탭

침식 효과는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을 향상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침식을 선택하여 침식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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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찾기
편집 탭

모두 찾기 효과는 이미지를 어둡게 한 다음 에지를 하이라이트 하여 이미지의 명암 대비를
향상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모두 찾기를 선택하여 모든 에지 찾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찾기
편집 탭

수평 찾기 효과는 이미지를 어둡게 한 다음 수평 에지를 하이라이트 하여 수평 에지의 명암
대비를 향상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수평 찾기를 선택하여 수평 에지 찾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 찾기
편집 탭

수직 찾기 효과는 이미지를 어둡게 한 다음 수직 에지를 하이라이트 하여 수직 에지의 명암
대비를 향상합니다. 효과  에지 효과  수직 찾기를 선택하여 수직 에지 찾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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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편집 탭

하이패스 효과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색 전환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미징 작업과
함께 사용하여 엠보싱, 선 그리기 효과 같은 특수 효과를 만들거나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효과는 이미지의 나머지 부분을 중성 회색으로 유지하면서 에지와 고도로
디테일한 부분의 대비를 유지합니다. 효과  왜곡 효과  하이패스를 선택하여 하이패스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반경 — 블러 효과의 반경을 백분율로 설정합니다.
• 채도 감소 — 모든 색을 제거하고 회색 결과를 남깁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어도
하이패스 효과의 결과는 단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에 선명하게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은은한 색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확인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선명하게 만든 후에도 남아 있는 색상 아티팩트를 제거하여 작동합니다.

윤곽 추적
편집 탭

윤곽 추적 효과는 대비 영역 주변의 일련의 단일 픽셀 선을 추적하고 나머지 픽셀을
화이트로 바꿉니다. 효과  에지 효과  윤곽 추적을 선택하여 윤곽 추적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 효과 적용하기
기하학 효과를 적용하여 이미지의 모양이나 원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구 또는 원통으로 바꾸거나 기울이고 수직 또는 수평 원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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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편집 탭

원 효과는 이미지나 선택 항목을 구로 바꾸어 변형시킵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원을
선택하여 원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원통–수평
편집 탭

원통–수평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이 수평 원통을 둘러싸는 것처럼 늘어나게 합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원통–수평을 선택하여 원통–수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통–수평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강도 — 이미지가 얼마나 둘러싸는 것처럼 보일 것인지 결정합니다.
원통-수직
편집 탭

원통–수직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이 수직 원통을 둘러싸는 것처럼 늘어나게 합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원통–수직을 선택하여 원통–수직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통–수직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강도 — 이미지가 얼마나 둘러싸는 것처럼 보일 것인지 결정합니다.
오각형
편집 탭

오각형 효과는 이미지나 선택 항목을 오각형으로 바꾸어 변형시킵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오각형을 선택하여 오각형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각형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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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원근-수평
편집 탭

원근-수평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왼쪽 또는 오른쪽을 좁혀 수평축을 따라 원근을
생성합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원근-수평을 선택하여 원근-수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근-수평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왜곡 — 짧은 에지의 길이를 변경되지 않은 에지로 설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음수를 입력하면 이미지의 왼쪽 길이가 줄어듭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양수를 입력하면 이미지 오른쪽 길이가 줄어듭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원근-수직
편집 탭

원근-수직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의 위 또는 아래를 좁혀 수직축을 따라 원근을
생성합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원근-수직을 선택하여 원근-수직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근-수직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왜곡 — 짧은 에지의 길이를 변경되지 않은 에지로 설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음수를 입력하면 이미지의 위 길이가 줄어듭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양수를 입력하면 이미지 아래 길이가 줄어듭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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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스큐
편집 탭

스큐 효과는 이미지를 수평 또는 수직축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45 도까지
기울입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스큐를 선택하여 스큐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큐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 스큐 각도 설정에 따라 이미지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 수직 — 스큐 각도 설정에 따라 이미지를 위 또는 아래로 기울입니다.
• 스큐 각도 — 틸트 각도를 설정합니다. 수평 옵션을 선택하면 양수는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음수는 이미지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수직 옵션을 선택하면
양수는 왼쪽을 낮추고 오른쪽을 높이며, 음수는 왼쪽을 높이고 오른쪽을 낮춥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구형화
편집 탭

구형화 효과는 구 주위의 선택 항목이나 레이어를 둘러쌉니다. 효과  기하학 효과 
구형화를 선택하여 구형화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형화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강도 —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 원 — 원형 구 주위를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로 둘러쌉니다.
• 타원 — 타원형 구 주위를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로 둘러쌉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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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효과 적용하기
조명 효과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선버스트나 스포트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러한 효과는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24 비트)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를
참조하십시오.
조명
편집 탭

조명 효과는 최대 5 개의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조명을 적용합니다. 광원의
세기, 방향, 색 및 원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조명효과  조명을 선택하여 조명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조명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진하기 — 이미지의 조명이 없는 영역 진하기를 결정합니다.
• 광원 버튼 — 적용할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창에서 이미지의 밝은
점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 켜기 — 개별 스포트라이트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끄려면 광원
버튼(또는 이전 창의 스포트라이트)을 클릭한 다음, 켜기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 색 — 스포트라이트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세기 — 스포트라이트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 방향 — 조명 방향을 설정합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니들을 드래그하여 원을 클릭하고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 또는 입력하거나, 이전 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한 다음 가운데 암을
드래그합니다.

• 수평 — 광원을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각 조명에 대해 0 값은 이미지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양수 값의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음수 값의 경우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 수직 — 광원을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각 조명에 대해 0 값은 이미지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양수 값은 위쪽으로 이동하고 음수 값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 스케일 — 빛으로 덮여있는 이미지 영역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 평활도 — 원뿔 에지의 밝은 영역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전환의 매끄러움을 결정합니다.
낮은 값을 설정하면 에지는 선명해집니다. 값을 늘리면 점진적으로 전환됩니다.

• 원뿔 크기 — 조명의 너비인 원뿔 크기를 설정합니다. 크기를 89 로 늘리면 원뿔이
넓어집니다. 이전 창에서 광원 핸들을 드래그하여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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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 — 비대칭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선버스트
편집 탭

선버스트 효과는 카메라 렌즈로 본 이미지와 광원의 모양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광원, 빛
방사량, 헤일로 밝기 또는 눈부심 지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조명 효과 
선버스트를 선택하여 선버스트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선버스트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색 — 효과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라이트 스팟 그룹 상자의 밝기 — 광원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 수평 — 광원의 수평 위치를 나타냅니다. 0 값은 이미지의 가장 왼쪽에 해당하고, 100 값은
이미지의 가장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이전 창에서 십자선을 드래그하여 이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직 — 광원의 수직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전 창에서 십자선을 드래그하여 이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밀도 — 광원에서 몇 개의 광선이 방출되는지 결정합니다.
• 광선 그룹 상자의 밝기 — 광선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 원 그룹 상자의 밝기 — 헤일로, 눈부심 지점의 표시 여부를 제어합니다.
이미지 효과 적용하기
이미지에 이미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오프셋하고
이미지의 코너를 말리게 하고, 이미지를 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프셋
편집 탭

오프셋 효과는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이동하여 픽셀이 캔버스 밖으로 이동할 때 반대쪽
에지로 감싸집니다. 효과  조명 효과  오프셋을 선택하여 오프셋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오프셋 — 사용자 지정 옵션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수직 오프셋 — 사용자 지정 옵션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중심 — 한 코너가 페이지의 가운데에 정확히 오도록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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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 페이지에서 이미지의 수평 및 수직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페이지 말림
편집 탭

페페이지 말림 효과는 이미지의 코너가 말려 있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왜곡 효과 
페이지 말림을 선택하여 페이지 말림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말림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말림 설정 그룹 상자의 색 — 이미지 페이지의 뒤로 말린 코너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반경 — 말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값을 증가하면 말림은 느슨해집니다.
• 코너 — 어떤 코너를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너비 — 말림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이전 창에서 암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너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높이 — 말림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전 창에서 암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높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에에지 모드 그룹 상자의 색 — 페이지의 말린 영역 아래의 배경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투명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만 사용
가능)

심리스 타일링
편집 탭

심리스 타일링 효과를 사용하면 선택 영역을 심리스 사용자 지정 패턴으로 변환하여 채색,
텍스트 추가 또는 웹 페이지 배경 생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이미지 효과  심리스
타일링을 선택하여 심리스 타일링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심리스 타일링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타일링 미리보기 표시 — 디자인 중인 타일을 표시하는 미리보기 영역을 엽니다.
• 에지 — 이미지의 에지를 블렌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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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 코너에서 이미지를 블렌드합니다.
• 미러 — 이미지의 에지를 미러링합니다.
• 수평 — 이미지에 타일을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 수직 — 이미지에 타일을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 양방향 — 이미지에 타일을 수평 및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양방향을 선택하면 코너
스타일 그룹 상자에서 설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수평 오프셋 — 이미지에서 타일링 효과의 중심을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위치는 이미지
너비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값이 50 이면 타일링은 이미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값을 높이고,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값을 줄이십시오.

• 수직 오프셋 — 이미지에서 타일링 효과의 중심을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위치는 이미지의
높이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값이 50 이면 타일링은 이미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값을 높이고,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값을 줄이십시오.

• 너비 — 타일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전환 — 에지 옵션을 선택한 경우 블렌딩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형 — 코너 옵션을 선택한 경우 선형 코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곡선 — 코너 옵션을 선택한 경우 곡선 코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효과 적용하기
이미지에 다른 사진 효과를 적용하여 일부 전통적인 사진 기술 및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사용하면 과거의 인기 있는 사진 스타일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1839 년부터
1980 년대까지 7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임머신으로 빈티지 스타일 사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름 및 필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다양한 유형의 카메라 필름 및 필터에서 영감을 얻은
효과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필름 및 필터 효과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에 필름 및
필터 효과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흑백 필름
흑백 필름 사진 촬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RGB
값을 적용하고 이미지 밝기와 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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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필름 대화상자의 필터 색상 조정으로 원본 사진과 매우 다른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맨 위의 맨 왼쪽 이미지)
적외선 필름
카메라에서 흑백 적외선 필름과 적외선 패스 렌즈 필터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을 때
생성되는 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필름 입자 및 플레어 설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원본 사진(왼쪽)과 적외선 필름 효과가 적용된 동일한 사진(오른쪽)
세피아 색조
세피아 필름으로 사진을 찍을 때 생성되는 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세피아 톤
이미지는 회색 대신 갈색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흑백 사진(그레이스케일 사진이라고도
함)과 유사합니다.

선택적 초점
사진의 장면이 미니어처 모델 또는 장난감과 유사하도록 빠른 미니어처 효과(틸트 이동
효과라고도 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환영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수평선을 가로질러 피사계
심도를 조정하고 사진의 채도를 증가시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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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장면(왼쪽)이 미니어처 모델(오른쪽)로 변환된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적 초점을 사용하여 모든 사진에 빠른 피사계 심도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피사계 심도 제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진 팁: 전망이 좋은 지점에서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미니어처 효과에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비네트
사진의 에지를 희미하게 하여 비네트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형상과 색(밝거나
어두운)을 선택하고 블러, 광선 및 페더의 크기를 조정하여 에지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랩
LOMO, Diana 또는 Holga 와 같은 빈티지 스타일의 포켓 카메라로 자연스럽게 촬영한
사진에서 영감을 얻은 레트로 랩을 사용하면 재미있는 복고풍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트로 랩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점진적 필터
카메라 렌즈에서 점진적 필터를 사용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진에 색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점진적 필터 효과로 그라데이션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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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필름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흑백 필름을 선택합니다.
흑백 필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설정을 수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GB 필터 색 조정

필터 색 그룹 상자에서 색 스펙트럼 내부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RGB 필터 색을
설정합니다.
레드, 그린 및 블루 값과 이후 창이
업데이트됩니다.

필터 없이 사진 촬영 시뮬레이션

필터 색 그룹 상자에서 필터를 색 스펙트럼의
중간 쪽에 놓거나 이후 창 아래의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자동 필터 설정 사용

필터 색 그룹 상자에서 색 제안을 클릭합니다.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조정 그룹 상자에서 밝기 슬라이드를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전체 명도 조정

조정 그룹 상자에서 선명도 슬라이더를
드래그하고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적외선 필름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적외선 필름을 선택합니다.
적외선 필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적외선 효과의 전체 강도를 결정합니다.
설정이 높을수록 녹색이 밝게 나타나고 파란색이 어둡게 나타납니다. 값을 0 으로
설정하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3 플레어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사진의 밝은 영역에 헤일로 효과를
적용합니다.
설정이 높을수록 헐레이션 효과가 강화되어 사진 전체에 부드러운 에지가 생깁니다.
설정이 낮을수록 헐레이션 효과가 최소화됩니다.
4 입자 컨트롤에서 0 보다 큰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사진에 보다 사실적인 적외선
입자를 추가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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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아 색조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세피아 색조를 선택합니다.
세피아 색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오래된 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효과의 전체 강도를 결정합니다.
설정값이 높으면 이미지의 갈색 양을 늘려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선택적 초점을 사용하여 미니어처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선택적 초점을 선택합니다.
선택적 초점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상자를 최대화하여 미리보기 영역의 이전 및
이후 창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2 초점 영역에서 다음 도구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평면 선택 도구

— 선형 초점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사진의

에지를 따라 있지 않은 도로, 다리 또는 기타 선형 요소를 따라 초점 영역을 설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반 평면 선택 도구
• 방사형 선택 도구

-사진 에지를 따라 선형 초점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초점 원형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미리보기 영역의 이전 창에서 포인터에 이동 커서

가 표시되면 초점 영역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4 회전 핸들(짧은 선의 끝에 있는 상자)을 드래그하여 초점 영역을 회전시킵니다.
5 크기 조정 핸들(실선)을 드래그하여 초점 영역의 에지를 설정합니다.
6 다음 슬라이더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결과를 미세 조정합니다.

• 블러 크기 — 초점 영역 밖의 블러 크기를 결정합니다.
• 페더 에지 — 초점이 맞춰진 영역과 흐릿한 영역 간 전환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전 창에서 페더링 핸들(점선)을 드래그하여 대화식으로 페더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채도 — 사진의 색 세기를 결정합니다. 채도를 높이면 모델과 장난감에 사용되는
생생한 페인트 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337

이전 창의 대화식 요소: (1) 중심선(평면 선택 도구용), (2) 회전 핸들, (3) 크기 조정
핸들, (4) 페더링 핸들
선택적 초점 효과를 사용하여 빠른 피사계 심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조정하여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합니다.

비네트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비네트를 클릭합니다.
2 초점 영역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이전 창에서 드래그하여 효과를 적용할 에지를
설정합니다.
3 진하게/연하게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에지 색을 설정합니다.
4 다음 슬라이더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결과를 미세 조정합니다.

• 블러 — 초점 영역 밖의 블러 양을 결정합니다.
• 광선 확산 — 발광 밝게 하기 효과를 추가하고 전체 사진의 디테일을 부드럽게 합니다.
• 페더 에지 — 초점이 맞춰진 영역과 에지 효과 간 전환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레트로 랩 사용하기
LOMO, Diana Lab 또는 Holga 와 같은 빈티지 스타일의 포켓 카메라로 즉흥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영감을 얻은 레트로 랩을 사용하면 재미있는 복고풍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장난감 카메라”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진 스타일은 종종 블러 적용되거나
비네트 에지가 있는 자연스러운 모양 그 이상의 색과 대비가 특징입니다.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프리셋을 적용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자신만의 프리셋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완벽한 컨트롤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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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사진(왼쪽), 래트로 랩 사용 후 사진. (오른쪽) 초현실 프리셋을 적용한 다음, 범위
컨트롤과 채도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효과를 사용자 지정했습니다.
레트로 랩을 사용하여 카메라 효과를 생성하려면
1 효과  사진 효과  레트로 랩을 클릭합니다.
프리셋을 적용하려면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리셋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적용하고 대화상자를 종료하거나 다음 단계로 계속하여 사용자 지정 효과를 생성합니다.
2 사용자 지정 효과를 생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범위 영역에서 초점 영역 도구를 클릭하고 미리보기 영역의 이전 창에서 드래그하여
초점 영역을 선택합니다.

• 비네트 효과를 조정하려면 범위 영역의 설정을 조정합니다. 개별 컨트롤에 대한 내용은
“비네트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 색 조정 영역에서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곡선 영역에서 대각선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톤을 조정하거나 채널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을 선택하고 대각선을 드래그하여 개별 색 채널을 조정합니다. 곡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채널 밝기를 변경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설정을 저장하려면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하고 프리셋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점진적 필터 효과로 그라데이션 적용하기
카메라 렌즈에서 점진적 필터를 사용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진에 색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필터는 종종 희미해져서 투명에 이르는 단일
색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의 특정 영역에서 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하늘색이 너무 밝아 좀 더 푸른색을 띠길 원하는 경우, 파란색 점진적 필터를 사용하여
사진의 아래쪽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늘의 푸른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하려면 점진적 필터 효과를 사용하여 다양한 그라데이션 형상과 이중 색상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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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필터 효과를 원본 사진(왼쪽)에 적용하여 선셋 효과를 생성하고 물을 더 푸르게
했습니다.
점진적 필터 효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려면
1 효과  사진 효과  점진적 필터를 클릭합니다.
점진적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그라데이션 형상을 결정합니다.
기본 옵션인 선형 점진적 필터는 기존 점진적 필터를 가장 잘 시뮬레이션합니다.
3 이전 창에서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의 크기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드래그하면 선이
표시됩니다.
4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블렌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색 영역에서 색 스와치를 클릭하여 색을 설정합니다.
색 또는 투명도의 방향을 변경하려면 색 바꾸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6 설정 영역에서 다음 슬라이더 중 하나를 조정합니다.

• 불투명도 — 색상의 투명도를 지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투명합니다.
• 블렌드 — 색 전환이 얼마나 점진적인지 지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부드러운 블렌딩이
생성됩니다.

• 회전 — 그라데이션 각도를 도 단위로 지정합니다.
사진의 특정 영역을 미세 조정하려면 완성된 버전을 원본 버전 위에 레이어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원래 색과 디테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으로 빈티지 스타일 사진 생성하기
타타임머신을 사용하면 일부 빈티지 사진 스타일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1839 년부터
1980 년대까지 7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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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각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다게레오타입 — 1839 년에서 1855 년까지 널리 사용된
다게레오타입은 최초로 인기 있는 사진 형태였습니다.
은도금이 된 얇은 구리판에서 이미지를 직접 캡처했습니다.
네거티브가 생성되지 않아 사본을 만들 수 없으므로 각
이미지는 유일했습니다.
다게레오타입은 종종 반사 품질, 어두워지는 에지, 진한
파란 회색 또는 갈색빛을 띠는 검은색을 특징으로 합니다.
알부민 — 1855 년에서 1890 년대에 널리 사용된 저렴한
사진 방식으로 종이 기반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네거티브를
유리에서 캡처한 다음, 계란 흰자의 알부민을 사용하여
감광 화학 물질을 종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종이 위에
인쇄물을 생성하였습니다. 알부민 사진은 종종 광택 마감
처리와 부드럽고 따뜻한 갈색 톤이 특징입니다.
청사진법 — 1841 년에 발명된 단순하고 저렴한 사진
방식으로 19 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반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자외선 광이 종이의 감광 화학 물질을
프러시안 블루로 변환할 때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청사진법은 화려한 청색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인물 사진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미지의 영구성으로
과학 및 공학 목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식은 청사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플플래티넘 — 1873 년에서 1920 년까지 널리 사용된 사진
방식으로 백금 기반 현상 재료를 사용하여 종이를
네거티브와 직접 접촉시킵니다. 그 결과물인 고품질
인쇄물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백금의
가격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플래티넘 인쇄물은 넓은
톤 범위와 은빛을 띠는 검은색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1960 년대 예술가들에 의해 부활하였습니다.
얼얼리 컬러 — 오토크롬은 얼리 컬러 사진 생성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1904 년 Lumière
형제(Auguste 및 Louis Lumière)가 개발했습니다. 감자 전분
과립, 염색된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와 유사한 유리에 착색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오토크롬은 종종 부드러운 색과 약간 거친
입자 품질이 특징입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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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카메라 — 박스 카메라는 1900 년에서
1960 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박스 카메라의
단순성과 휴대성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카메라 연식, 필름 유형,
사진작가의 기술을 반영하므로 그 특성이 다양합니다.
크로스 프로세스 — 크로스 프로세싱은 필름과 필름
현상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미스매칭하여 독특한 색
효과를 생성하는 최신 사진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
네거티브 필름용으로 설계된 화학 물질에서 슬라이드
필름을 처리하여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프로세싱된 사진은 종종 스큐 색, 높은 채도 및 극단적인
하이라이트가 특징입니다.

타타임머신 설정
타타임머신 대화상자에는 사진의 각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섬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보 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원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에는 타임머신의 다게레오타입 스타일이
적용되었습니다.
타타임머신 대화상자의 세기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각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기
슬라이더는 선택한 효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효과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세기
슬라이더는 색, 밝기 또는 대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사진의 종이 에지 룩을 시뮬레이션하는 에지를 사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에지 기능은 다게레오타입의 어두운 에지, 청사진법의 고르지 않은 파란색
에지 및 상자 카메라 시대의 인기 있는 장식적인 에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에지는 사진의 바깥쪽 에지에 추가됩니다.
사진 프레임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에지 및 프레임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 사진 프레임 추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타임머신으로 빈티지 스타일 사진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타임머신을 선택합니다.
2 타임라인 위의 섬네일 중 하나를 클릭하여 효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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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기 슬라이더를 움직여 효과의 모양을 조정합니다.
사진의 에지 효과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기 슬라이더 아래의 사진 에지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여 에지를 제거하거나 확인란을 체크하여 에지를 적용합니다.

사진에 필름 및 필터 효과 적용하기
초보자이든 숙련된 사진작가이든 상관없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다양한 유형의
카메라 필름 및 필터에서 영감을 얻은 효과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름 룩이라 불리는
프리셋 필름 효과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크리에이티브 필터라 불리는 프리셋 필터 효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름 효과와 필터 효과를 결합하여 고유한 스타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필름 룩
필름 룩은 기존 카메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필름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필름 룩은 필름 이름이 아니라 나타나는 효과 유형으로 설명되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필름으로 작업한 적이 없어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진에
한 가지 색을 적용하는 크리에이티브 필터와 달리 필름 룩은 일부 색을 더 극적으로 또는
더 은은하게 만들어 사진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름 룩은 사진의
대비나 부드러움도 변경합니다.

선명한 나뭇잎 필름 룩은 파란색과 녹색을 향상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름 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름 룩

목적

설명

비비드

일반적인 목적

사진의 채도와 대비를 증가 시켜 색을
더욱더 생생하게 합니다.

비비드 피부톤

인물

뮤트 레드

일반적인 목적, 강조 사항 변경 빨간색을 더 은은하게 합니다.

인핸스 레드

일반적인 목적, 강조 사항 변경 빨간색을 강조합니다.

선명한 나뭇잎

풍경

파란색과 녹색을 향상합니다.

따뜻한 어스톤

풍경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을 향상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피부톤을 향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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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룩

목적

설명

글래머

인물

부드러운 광채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름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흑백 — 자세한 내용은 “흑백 필름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 세피아 색조 — 자세한 내용은 “세피아 색조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 적외선 — 자세한 내용은 “적외선 필름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크리에이티브 필터
크리에이티브 필터는 카메라 렌즈에 컬러 필터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전체 사진에 색이 적용되지만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의 휘도를
유지하여 색 토닝 효과를 얻습니다. 프리셋 색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셋 필터는 사진에 따뜻한 오렌지 톤을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필터

설명

나이트 효과

어다크 블루 필터를 적용하여 사진을 황혼이나 달빛 아래에서
찍은 듯한 효과를 줍니다.

시원하게

이미지 색을 차갑게 합니다.

따뜻하게

은은하고 따뜻한 효과를 적용합니다.

오렌지

색을 따뜻하게 하여 사진을 가을 색 또는 다른 따뜻한 톤으로
강화합니다.

샴페인

특히 글래머 필름 룩과 결합하여 인물 사진과 잘 어울리는
은은하고 따뜻한 효과를 적용합니다.

선셋

선해질녘의 오렌지빛 레드 조명 조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필름 및 필터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진 효과  필름 및 필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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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름 및 필터 대화상자에서 다음 표의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필름 룩 적용

필름 룩 드롭다운 목록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필터 적용

크리에이티브 필터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색 선택

필터 색 스와치를 클릭하고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필터로 적용되는 색의 크기 밀도 상자에 값을 입력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색의 크기가
변경

증가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색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반사 효과 적용하기
반사 효과에는 만화경, 복잡한 패턴 같은 효과가 포함됩니다.

피드백
편집 탭

피드백 효과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중심이 같은 정사각형 또는 동심원으로 반사되어
나타납니다. 효과  반사 효과  피드백을 선택하여 피드백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가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 세기 — 이미지의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 수평 오프셋 — 피드백 효과의 중심을 이미지에서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위치는 이미지
너비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값이 50 이면 피드백 효과는 이미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값을 높이면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값을 줄이면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 수직 오프셋 — 이미지에서 피드백 효과의 중심을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위치는 이미지의
높이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값이 50 이면 피드백 효과는 이미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값을 높이면 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값을 줄이면 중심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 타원형 — 피드백을 타원형으로 만듭니다.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여 직사각형(기본값)
피드백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화경
편집 탭

만화경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영역의 파이형 영역을 원형 패턴으로 바꿉니다. 결과는
만화경에서 보이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효과  반사 효과  만화경을 선택하여 만화경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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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오프셋 — 효과의 수평 원점을 결정합니다. 음수 값이면 파이 원점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양수 값이면 파이 원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값은 범위 너비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 수직 오프셋 — 효과의 수직 원점을 결정합니다. 음수 값이면 파이 원점이 위로
이동합니다. 양수 값이면 파이 원점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높이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 회전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스케일 계수 — 만화경 패턴을 생성할 때 파이형 영역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계수를 줄이면 패턴이 더 자주 반복됩니다.

• 페탈 개수 — 패턴의 반복을 결정합니다. 반복 횟수는 파이의 너비를 제어합니다. 낮은
값을 입력하면 호가 더 적게 반복됩니다.

• 궤도 수 — 패턴의 원이 반복되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 반경 석션 — 파이에서 이미지 정보를 사용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위치를 제어합니다.
값을 늘리면 이 영역이 파이의 바깥쪽 에지로 밀립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반사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반사합니다.
패턴
편집 탭

패턴 효과는 이미지 또는 선택 항목을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바꿉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배경을 위한 심리스 타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  반사 효과 
패턴을 선택하여 패턴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패턴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오프셋 — 효과의 수평 원점을 결정합니다. 음수 값이면 원점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양수 값이면 원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값은 범위 너비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 수직 오프셋 — 효과의 수직 원점을 결정합니다. 음수 값이면 원점이 위로 이동합니다.
양수 값이면 원점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값은 이미지 높이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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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스케일 계수 — 패턴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기본값 0 은 이미지의 원래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계수를 줄이면 패턴이 더 자주 반복됩니다.

• 열 개수 — 스케일 계수 0 에서 패턴이 이미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복되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 행 개수 — 스케일 계수 0 에서 패턴이 이미지의 위에서 아래로 반복되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 수평 이동 — 이미지 창과 함께 패턴을 이동합니다. 패턴의 특정 섹션을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를 스케일 계수 상자와 함께 사용하여 완벽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수직 이동 — 이미지 창과 함께 패턴을 이동합니다. 패턴의 특정 섹션을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를 스케일 계수 상자와 함께 사용하여 완벽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회전 미러
편집 탭

회전 미러 효과는 방사형 각도를 따라 이미지나 선택 항목을 반사합니다. 효과  반사 효과
 회전 미러를 선택하여 회전 미러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회전 미러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수평 오프셋 — 반사선의 중심점이 이미지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이동시킵니다. 값은
이미지의 너비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음수 수평 값이면 반사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양수
값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평 오프셋은 수평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직 오프셋 — 반사 선의 중심점이 이미지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이동시킵니다. 값은
이미지의 높이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음수 값은 반사 선을 올리고 양수 값은 내립니다.
수직 오프셋은 수직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회전 각도 — 회전 선의 각도를 설정합니다. 각도는 원의 각도에 해당하므로 0 과 180 을
입력하면 수직선을 따라 반사를 생성합니다. 90 과 270 을 입력하면 수평선을 따라 반사가
생성됩니다. 45, 135, 225 및 315 를 입력하면 코너 사이에 대각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둘러싸기 — 이미지를 각 방향으로 반복되는 타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 반복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찾아 바깥쪽으로 무한 반복합니다.
• 색 — 범위를 벗어난 픽셀을 나타내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반사 — 각 면의 에지 픽셀을 반사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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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 효과 적용하기
질감 효과를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이미지의 표면을 가죽, 모자이크
타일, 광택 스톤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표면과 유사하게 만듭니다.

블라인드
편집 탭

블라인드 효과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세로 또는 가로 창 블라인드에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효과  질감 효과  블라인드를 선택하여 블라인드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너비 — 블라인드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불투명도가 증가하면 이미지에 더 많은 효과가
표시되고 원본 모양은 더 적게 표시됩니다.

• 색 — 검은색(기본값)이 아닌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수평 — 블라인드를 수평으로 만듭니다.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하여 블라인드를 수직
방향(기본값)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왼쪽/위에서의 빛 — 기본 설정에서 빛의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방향의
경우 오른쪽, 수평 방향의 경우 아래쪽입니다. 블라인드의 단단한 에지는 빛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엠보스
편집 탭

엠보스 효과는 이미지를 얕은 릴리프로 변환합니다. 이 효과는 블랙 또는 화이트 픽셀로
대비되는 영역을 하이라이트하고 대비가 낮은 영역은 중간 회색으로 채색합니다. 대비가
높은 영역에 색이 나타납니다. 효과  질감 효과  엠보스를 선택하여 엠보스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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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가죽
편집 탭

고급 가죽 효과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미세한 입자의 가죽 위에 엠보스로 나타납니다. 효과 
질감 효과  고급 가죽을 선택하여 고급 가죽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색 — 이미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값을 설정하려면 원을
클릭하거나 니들을 드래그하거나 컨트롤에 숫자를 설정하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는 덜 선명해집니다.
• 투명도 — 원본 이미지의 표시 정도를 제어합니다. 값을 늘리면 주름을 통해 더 많은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주름 개수 — 적용되는 가죽 주름 또는 선 개수를 제어합니다.
• 주름 길이 — 주름 또는 선의 길이를 제어합니다.
퍼
편집 탭

퍼 효과는 이미지가 퍼 또는 강모로 덮여 있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퍼를 선택하여 퍼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퍼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는 덜 선명해집니다.
• 밀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값을 높이면 더 많은 퍼가 이미지에 추가됩니다.
• 길이 — 개별 스트랜드의 퍼 길이를 설정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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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도 — 원본 이미지의 표시 정도를 제어합니다. 값을 늘리면 퍼 효과가 더
투명해지므로 더 많은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모자이크-앤틱
편집 탭

모자이크-앤틱 효과는 이미지가 앤틱 타일로 생성된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모자이크-앤틱을 선택하여 모자이크-앤틱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앤틱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열 개수 — 타일의 열 개수를 설정합니다. 수가 증가하면 타일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 행 개수 — 타일의 행 개수를 설정합니다. 수가 증가하면 타일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 대칭 — 한 값을 변경하면 다른 값이 변경되도록 행과 열 개수에 대한 값을 연결합니다.
행 개수와 열 개수를 서로 다르게 하려면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일 확산 — 타일을 통해 보이는 원본 이미지의 양을 설정합니다. 불투명도를 높이면
타일이 흐려집니다.

• 그라우트 너비 — 타일 사이의 픽셀 개수를 설정합니다.
• 그라우트 확산 — 타일 사이의 픽셀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 잠긴 투명도의 채우기 색 — 투명도의 채우기 색을 설정합니다.
모자이크–유리
편집 탭

모자이크–유리 효과는 이미지가 유리 타일로 생성된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모자이크–유리를 선택하여 모자이크–유리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유리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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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수 — 타일의 열 개수를 설정합니다. 개수가 증가하면 타일은 더 작아집니다.
• 행 개수 — 타일의 행 개수를 설정합니다. 개수가 증가하면 타일은 더 작아집니다.
• 대칭 — 한 값을 변경하면 다른 값이 변경되도록 행과 열 개수에 대한 값을 연결합니다.
행 개수와 열 개수를 서로 다르게 하려면 이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유리 곡률 — 타일의 왜곡과 타일 간 너비 및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값을 늘리면 각
타일에 더 큰 이미지 영역이 표시됩니다. 이 효과는 카메라 렌즈의 축소 설정을 사용하여
생성된 효과와 유사합니다.

• 에지 곡률 — 타일 에지 주변 영역의 왜곡을 설정합니다. 값이 커지면 에지는 더
둥글어지고 축소 효과는 커집니다.

• 그라우트 너비 — 타일 사이의 픽셀 개수를 설정합니다.
• 그라우트 확산 — 타일 사이의 픽셀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 잠긴 투명도의 채우기 색 — 투명도의 채우기 색을 설정합니다.
광택 스톤
편집 탭

광택 스톤 효과는 이미지가 단단하고 광이 나는 표면 위에 새겨진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광택 스톤을 선택하여 광택 스톤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광택 스톤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블러 —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는 덜 선명해집니다.
• 디테일 — 릴리프의 스케일을 제어합니다. 값을 높이면 더 작은 대비 영역이 릴리프에
표시됩니다.

• 광택 — 광택 영역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값을 늘리면 거칠기가 감소하고 표면이 더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색 — 양식 에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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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가죽
편집 탭

거친 가죽 효과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거친 입자의 가죽 위에 엠보스로 나타납니다. 효과 
질감 효과  거친 가죽을 선택하여 거친 가죽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거친 가죽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빛 색 — 가죽 표면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가가죽 색 — 가죽 배경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휘도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대비 — 가죽의 거칠기와 색을 제어합니다.
• 선명도 — 이미지 에지의 선명도를 제어합니다.
• 블러 — 원본 이미지의 블러를 결정합니다.
샌드스톤
편집 탭

샌드스톤 효과는 이미지가 샌드스톤으로 조각된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샌드스톤을 선택하여 샌드스톤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샌드스톤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블러 — 원본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 디테일 — 릴리프의 스케일을 제어합니다. 설정을 높이면 더 작은 대비 영역이 릴리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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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도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색 — 양식 에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조각
편집 탭

조각 효과는 이미지의 에지를 강조하여 엠보스 또는 조각 처리되고 색 패턴으로 결과를
오버레이 합니다. 패턴은 Patterns(패턴) 폴더에 저장된 24 비트 RGB 이미지입니다. 효과 
질감 효과  조각을 선택하여 조각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조각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패턴 —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은 패턴 색과 빛의 색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 크기 — 패턴의 크기를 원래 치수의 백분율로 조정합니다. 값을 줄이면 패턴 타일 배열이
더욱 뚜렷해지고, 값을 늘리면 패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평활도 — 에지의 경사(선명도) 및 두께를 제어합니다.
• 깊이 — 조각의 높이를 제어합니다.
• 앰비언스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광도 — 표면이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색 — 이미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턴 색과 채도는 빛 색에
영향을 줍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세기 — 방향 광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참고: 앰비언스 값은 세기가 적용되기 전에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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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 이미지 위 광원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90 도 설정에서 광원은 바로 위에
배치됩니다. 값을 낮추면 광원이 이미지 가까이 이동하여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소프트 플라스틱
편집 탭

소프트 플라스틱 효과는 이미지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소프트 플라스틱을 선택하여 소프트 플라스틱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플라스틱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블러 — 원본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 디테일 — 릴리프의 스케일을 제어합니다.
• 밀도 — 릴리프 영역의 수를 제어합니다. 값이 작을수록 더 큰 영역이 줄어들고 룩이
부드럽습니다. 값이 클수록 작은 영역에 릴리프 효과가 추가되어 밀도 높은 효과를
생성합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색 — 양식 에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우 월
편집 탭

스트로우 월 효과는 이미지를 밀짚으로 덮은 듯한 효과를 줍니다. 효과  질감 효과 
스트로우 월을 선택하여 스트로우 월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우 월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블러 — 원본 이미지의 부드러운 정도를 결정합니다.
• 밀도 - 이미지를 덮는 밀짚의 수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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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 밀짚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 너비 — 밀짚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 투명도 — 원본 이미지의 표시 정도를 제어합니다.
• 색 — 양식 에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질감
편집 탭

질감 효과를 사용하면 질감이 있는 표면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질감 폴더에 저장된 8 비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심리스 타일을 사용하여 질감을
생성합니다. 효과  질감 효과  질감을 선택하여 질감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질감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질감 스와치 — 질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크기 — 질감 크기를 원래 크기의 백분율로 조정합니다. 스케일을 감소 시켜 타일링을
보다 뚜렷하게 하고 스케일을 증가 시켜 질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평활도 — 에지의 경사(선명도) 및 두께를 제어합니다.
• 깊이 — 에지의 높이를 제어합니다.
• 앰비언스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광도 — 표면이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색 — 이미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세기 — 방향 광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참고: 앰비언스 값은 세기 효과가 적용되기 전에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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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 이미지 위 광원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90 도 설정에서 광원은 바로 위에
배치됩니다. 값을 낮추면 광원이 이미지 가까이 이동하여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타일
편집 탭

타일 효과는 이미지가 타일로 생성된 듯한 효과를 줍니다. 타일은 다양한 형상, 깊이 및
광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효과  질감 효과  타일을 선택하여 타일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타일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타일 모양 — 삼각형, 사각형 또는 육각형 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각도 — 타일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값을 늘리면 원본 타일 모양이 이미지 에지에
더 가깝게 정렬되는 여러 모양으로 바뀝니다.

• 타일 크기 — 타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테두리 크기 — 그라우트를 제어합니다. 그라우트는 타일 간 공간의 너비입니다. 참고:
그라우트는 항상 검은색입니다.

• 평활도 — 에지의 경사(선명도) 및 두께를 제어합니다.
• 깊이 — 에지의 높이를 제어합니다.
• 앰비언스 — 이미지의 전체 밝기를 조정합니다.
• 광도 — 표면이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색 — 이미지 위에 비치는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빛 색을 변경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도 — 어느 에지가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바늘은 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에서 측정되는 광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 세기 — 방향 광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참고: 앰비언스 값은 세기 효과가 적용되기 전에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 고도 — 이미지 위 광원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90 도 설정에서 광원은 바로 위에
배치됩니다. 값을 낮추면 광원이 이미지 가까이 이동하여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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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빙
편집 탭

위빙 효과는 이미지가 직조 패턴으로 생성된 듯한 효과를 줍니다. 스트랜드를 느슨하게 또는
단단히 직조할 수 있습니다. 스트랜드 사이의 틈새를 임의의 색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효과  질감 효과  위빙을 선택하여 위빙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위빙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컨트롤이 있습니다.

• 간격 크기 — 위빙 스트랜드 사이 영역의 픽셀 크기를 설정합니다.
• 너비 — 위빙된 스트랜드의 픽셀 너비를 설정합니다.
• 불투명도 —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 위빙 색 — 위빙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색 한 가지를 클릭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간격 색 — 간격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하거나, 색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최근 색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채우기 간격 — 스트랜드 사이에 나타나는 영역을 색상으로 채웁니다.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여 간격 영역을 이미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사진 프레임 추가하기
이미지에 사진 프레임을 추가하여 눈길을 끄는 마지막 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또는 타원형 프레임, 현대적 또는 클래식 프레임, 매트 또는 사진 에지 등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별도의 레이어에 적용되며 다른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주위에 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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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사진 프레임을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사진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사진 프레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사진 프레임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3 방향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캔버스 프레임 — 프레임 크기를 캔버스로 조정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프레임
레이어의 이름은 “사진 프레임”입니다. 연속되는 프레임은 “사진 프레임 1”, “사진
프레임 2”등의 레이어에 있습니다.

• 현재 레이어 프레임 — 프레임 크기를 현재 레이어 크기로 조정합니다. (캔버스와
크기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스크랩북용 사진 콜라주를 생성할 때 각 사진이
별도의 레이어에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여 각 사진에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어는 원래 레이어의 이름에 “사진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명명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안의 프레임 — 이미지 캔버스에 맞게 프레임 크기를 조정합니다.
• 이미지 바깥의 프레임 — 프레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캔버스 크기를 늘립니다.
프레임이 배경 레이어에 적용된 경우 추가된 캔버스는 현재 배경색을 사용합니다.
프레임이 다른 레이어에 적용되면 추가된 캔버스는 투명합니다.
5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프레임 대칭 — 가로축을 따라 프레임을 반전합니다.
• 프레임 미러 — 세로축을 따라 프레임을 반전합니다.
•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회전 — 이미지가 너비보다 높이가 클 때 프레임을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너비와 높이가 상당히 다른 경우, 짧은 면을 따라 프레임이 두껍게 나타납니다.
2 단계에서 투명 영역이 포함된 프레임을 선택하면 이 프레임 영역을 투명하게
유지하거나, 색을 대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투명도를 유지하려면 투명
유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색을 대체하려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고 색 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자신만의 효과 생성하기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효과(또는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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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효과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효과  사용자 정의 필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작점으로 사용할 필터를 선택합니다.
3 필터 매트릭스, 매트릭스 한정자, 적용 대상 그룹 상자에서 효과를 생성하는 픽셀 처리
계수를 수정하기 위해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해당 효과를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효과 생성에 임의의 값 사용

계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매개변수 랜덤화
버튼

사용자 정의 효과 저장

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하고 프리셋 저장

대화상자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효과 재사용

프리셋 로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효과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결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두 이미지를 제 3 의 이미지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새
이미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는 차이와 같이 선택한 산술 함수에 따라 두 소스
이미지의 색상 데이터를 픽셀 대 픽셀 기반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 없이 이미지를 결합하려면 레이어를 사용하여 두 번째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
위에 붙여넣고 마스킹을 사용하여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레이어로 복사 및
붙여넣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스킹에
대한 내용은 “마스크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산술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결합하려면
편집 탭

1 결합할 두 이미지를 엽니다.
2 이미지  산술을 선택합니다.
산술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이미지 #1 및 이미지 #2 드롭다운 목록에서 결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미지 #1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새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4 함수 그룹 상자에서 이미지 결합에 대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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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Add) — 이미지 1 값 + 이미지 2 값
• 빼기(Subtract) — 이미지 1 값 – 이미지 2 값
• AND — 이진 AND
• 평균(Average) — (이미지 1 값 + 이미지 2 값) / 2
• 멀티플라이(Multiply) — 이미지 1 값 x 이미지 2 값
• 차이(Difference) — (이미지 1 값 – 이미지 2 값)의 절대값
• OR — 이진 OR
• 가장 진하게(Darkest) — 최소(이미지 1 값, 이미지 2 값)
• 가장 연하게(Lightest) — 최대(이미지 1 값, 이미지 2 값)
• XOR - 배타적 OR
두 이미지의 색 데이터는 선택한 함수에 따라 픽셀 단위로 결합합니다.
5 채널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24 비트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모든 채널 확인란을 체크하여 두 이미지의 모든 색
채널을 사용하여 24 비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회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각 이미지에 대한 색 채널 옵션을 선택합니다.
한정자 그룹 상자에서 다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 디바이저 — 색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나눕니다. 이 값은 다른 선택 항목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바이어스 — 각 색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만큼 이동합니다.
이 한정자는 수식 및 채널 선택으로 생성된 색값에 적용됩니다.
6 클립 색값 확인란을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255 보다 크고
0 보다 작은 최종 색값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클립 색값 확인란을 체크하면 0 보다 작은 색값은 0 이 되고, 0 보다 큰 색값은 255 가
됩니다.
클립 색값 확인란을 체크하지 않으면 0 보다 작은 색값은 256 에 해당 값을 더한 값으로
계산되고, 0 보다 큰 색값은 256 에서 해당 값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픽처 튜브 도구 사용하기
픽처 튜브 도구를 사용하여 개체 컬렉션으로 채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크닉 설정에
나비와 딱정벌레를 추가하거나 사진의 프레임을 꽃으로 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포함된 픽처 튜브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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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 튜브 도구를 사용하면 사진에 다양한 프리셋 이미지를 적용하여 고유한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픽처 튜브는 PspTube 파일입니다. 각 픽처 튜브 파일은 셀이라고 하는 행과 열로 정렬된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픽처 튜브는 임의 개수의 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픽처 튜브
도구를 사용하여 채색할 때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픽처 튜브에서 이미지를 하나씩
차례로 채색합니다. 많은 픽처 튜브는 불연속 이미지(예: 동물원 동물)를 생성하고 다른
이미지 튜브는 연속 이미지 효과(예: 잔디)를 생성합니다.

각 픽처 튜브 파일에는 일련의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픽처 튜브 요소를 보다 쉽게 편집하려면 별도의 레이어에 채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벡터 레이어에는 픽처 튜브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픽처 튜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자신만의 픽처 튜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 애플리케이션의 픽처 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버전 애플리케이션의 픽처 튜브를 사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무료 픽처 튜브”를 사용하여 웹에서 무료 픽처 튜브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이 도구는 그레이스케일 및 1,600 만 색 이미지의 래스터 레이어에서만

작동합니다. 256 색 이하 래스터 이미지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적절한 색
깊이로 자동으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벡터 레이어를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하려면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를 참조하십시오.
픽처 튜브 설정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 버튼

을 클릭하면 픽처 튜브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현재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을 업데이트하고 현재 픽처 튜브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픽처 튜브의 기본값으로 저장 옵션을 체크하여 설정을
영구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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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픽처 튜브 이름 및 경로 — 픽처 튜브의 이름 및 경로가 이 대화상자의 상단에
나타납니다.

• 셀 배열 — 가로 셀 및 세로 셀 필드에는 튜브의 현재 셀 레이아웃이 표시됩니다. 이
값의 범위는 튜브가 생성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총 셀 필드는 셀 전체 값에 가로 셀에
세로 셀 값을 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 배치 옵션 — 이러한 설정 중 하나 이상을 수정하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해당 설정이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스케일 설정은 일부 픽처 튜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픽처 튜브의 기본값으로 저장 — 픽처 튜브 설정 대화상자에서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확인란을 체크하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현재
픽처 튜브 사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픽처 튜브로 채색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픽처 튜브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픽처 튜브 드롭다운 목록에서 픽처 튜브를 선택합니다.
참고: 대부분의 픽처 튜브 미리보기에는 픽처 튜브의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첫 번째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모든 이미지를 보려면 원하는 픽처 튜브를 선택한 다음 채색하거나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PspTube 파일을 엽니다.
3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정합니다.

• 스케일 — 픽처 튜브의 각 이미지를 축소 또는 확대하고 스텝을 스케일링하는
퍼센트(10%~250%)를 결정합니다.

• 스텝 — 채색하는 각 픽처 튜브 셀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픽셀(1~500) 단위로
결정합니다.

• 배치 모드 — 이미지 배치 방법을 결정합니다. 연속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단계 크기로
균등하게 배치하거나 랜덤을 선택하여 1 픽셀에서 스텝 크기 사이의 간격으로 이미지를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 선택 모드 —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픽처 튜브 파일 내의 셀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도는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증분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미지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압력은 압력 감지
태블릿에 적용한 압력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랜덤은 이미지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속도는 드래그하는 속도에 따라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이미지 창에서 클릭하여 하나의 픽처 튜브 이미지로 채색하거나 드래그하여 여러 픽처
튜브 이미지로 채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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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 버튼

을 클릭하고 픽처 튜브 설정 대화상자에서 설정을

조정하여 현재 픽처 튜브의 동작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픽처 튜브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모눈, 안내선 및 스냅 속성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2 모눈 탭을 클릭합니다.
3 현재 이미지 설정 그룹 상자에서 수평 모눈 및 수직 모눈을 입력 또는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모눈 위치의 값은 셀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픽셀 값입니다. 이미지는 이 셀
크기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4 파일  새로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새 이미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5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이미지 치수 — 수평 및 수직 모눈 간격의 배수인 너비와 높이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에 따라 이미지의 총 셀 개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모눈 간격이 100 픽셀인 경우, 너비 400 픽셀, 높이 300 픽셀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수는 12 개의 셀(4 개의 가로 및 3 개의 세로 셀)을 생성합니다.

• 이미지 특성 — 레이어 유형으로 래스터 배경, 색 깊이로 8 비트/채널 또는
16 비트/채널을 선택하고 투명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눈이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모눈을 선택합니다.

7 각 모눈 정사각형에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들 정사각형은 픽처 튜브 셀입니다.
셀 크기를 변경하려면 모눈 크기를 변경한 다음 캔버스 크기 명령을 사용합니다.
8 파일  내보내기  픽처 튜브를 선택합니다.
픽처 튜브 내보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9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셀 정렬 — 가로 셀 및 세로 셀 개수를 입력합니다. 7 단계의 이미지 정렬과 일치하도록
이 필드를 설정합니다. 총 셀 필드는 튜브 파일에 배치한 이미지 개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배치 옵션 —이 픽처 튜브의 기본 옵션을 선택합니다. 픽처 튜브를 적용할 때 해당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튜브 이름 — 튜브의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PspTube 확장자가 파일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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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 버튼

을 클릭하고 픽처 튜브 설정 대화상자에서 설정을

조정하여 현재 픽처 튜브의 동작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페인트 브러시로 사용하려면 이미지를 픽처 튜브로 내보냅니다. 가로
셀 하나와 세로 셀 하나로 이루어진 셀 배열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는 배경이 아닌
래스터 레이어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배경을 레이어로 수준을 올리려면 레이어 
배경 레이어 수준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픽처 튜브 도구를 선택하고 생성한 새 픽처
튜브를 선택합니다.

이전 버전 애플리케이션의 픽처 튜브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픽처 튜브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파일 위치 대화상자의 파일 형식 목록에서 픽처 튜브를 선택합니다.
4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더 검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5 이전 버전의 픽처 튜브가 저장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폴더 경로가 픽처 튜브 폴더 목록에 추가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워핑하기
이미지 픽셀에 워핑 브러시를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왜곡하여 워핑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역을 돌리거나 이미지의 일부를 축소 또는 확장하여 많은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워핑 브러시의 효과는 종종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브러시를
특정 영역 위에서 오래 누를수록 브러시는 더 많은 효과를 냅니다.

워핑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여 캐리커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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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눈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워핑할 수도 있습니다. 메쉬 워핑 도구를 사용하면 이미지에 모눈
또는 메쉬가 배치됩니다. 모눈 교차점에는 드래그하여 변형을 생성할 수 있는 메쉬 포인트
즉 노드가 있습니다.
모눈을 사용한 워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눈을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워핑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브러시를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워핑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워핑 브러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의 워핑 모드 그룹 상자에서 워핑 유형을 선택합니다.

• 푸시

— 페인트 번짐과 유사한 효과를 위해 픽셀을 스트로크 방향으로 밉니다. 이

워핑 모드는 시간 독립적입니다.

• 확장

— 브러시 중앙에서 멀어지도록 픽셀을 밀어냅니다.

• 수수축

— 브러시 중앙으로 픽셀을 당깁니다.

• 오른쪽 회오리
• 왼쪽 회오리
• 노이즈

— 브러시 중심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픽셀을 회전합니다.
— 브러시 중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픽셀을 회전합니다.

— 브러시 아래에서 픽셀이 무작위로 움직입니다.

• 아이언아웃

— 적용되지 않은 워핑을 제거합니다. 이 워핑 모드는 시간

독립적입니다.

• 언언워핑

— 적용되지 않은 워핑을 제거합니다.

3 크기와 경도와 같은 브러시 옵션을 지정합니다.
참고: 다른 브러시와 달리 워핑 브러시 도구의 크기는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도구 옵션
팔레트의 컨트롤을 사용해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강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워핑 효과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최대 강도는 100%입니다. 최소 강도는 1%입니다.
5 에지 모드, 초안 품질 및 최종 적용 컨트롤에 대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6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브러시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시간 의존적인 워핑 모드의 경우 포인터를 드래그하는 대신 한 위치에 놓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유지하여 한 영역에서 효과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영역을 언워핑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아이언아웃 버튼 또는 언워핑 버튼을
클릭하고 복원할 영역을 클릭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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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눈을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워핑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메쉬 워핑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다음 방법의 하나로 노드를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변형합니다.

• 노드를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 노드를 드래그하는 동안 Shift 키를 눌러 전체 행 또는 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노드를 드래그하는 동안 Ctrl 키를 눌러 행 또는 열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 메쉬 수평 및 메쉬 수직 — 프레임 내 메쉬 선 개수를 지정합니다. 경계선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작업하면서 모눈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메쉬 값을 입력하면 모눈이 재구성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미지에는
변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칭 — 이미지를 고르게 덮는 모눈을 생성합니다. 이미지가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
메쉬 수평 및 메쉬 수직의 값은 서로 다릅니다. 메쉬 수평 및 메쉬 수직 설정을
독립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 메쉬 표시 — 메쉬 워핑 모눈을 숨기고 표시합니다.
• 초안 품질 — 메쉬 노드를 편집하는 동안 표시되는 미리보기 품질을 지정합니다.
품질을 높이면 큰 이미지에서 워핑 과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최종 적용 — 적용된 효과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낮은 품질의 메쉬 미리보기에서
완성된 메쉬 워핑을 생성하려면 최고 품질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메쉬 노드(변형 맵)의 위치를 저장하여 다른 이미지에 변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형
맵 저장 및 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형 맵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를 두 번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때 메쉬 변경 사항을 취소하려면 편집  실행 취소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
전에 메쉬 워핑을 취소하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변형 맵 작업하기
메쉬 변형 도구로 생성한 변형을 저장하여 다른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노드 위치와 메쉬 선 개수를 포함하는 변형 맵 파일을 생성합니다. 워핑 과정
동안 또는 변형을 적용한 후에 메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형 맵을 저장한 후 다른
이미지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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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맵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워핑 브러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에서 커서를 드래그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변형 맵 그룹 상자에서 변형 맵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변형 맵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새 변형 맵 그룹 상자에 맵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변형 맵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변형 맵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6 체커보드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체커보드 크기를 선택하여 변형 효과를 미리 봅니다.
참고: 이 정보는 맵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7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기본 변형 맵 폴더에 추가됩니다.

변형 맵을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워핑 브러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의 에지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배경 — 이미지 에지와 워핑 에지 사이의 영역을 현재 배경색으로 채웁니다.
• 고정 — 이미지 에지와 워핑 에지 사이의 영역을 복제된 에지 픽셀로 채웁니다.
• 둘러싸기— 이미지 에지와 워핑 에지 사이의 영역을 이미지의 반대쪽의 재료로
채웁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변형 맵 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변형 맵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변형 맵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변형 맵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5 작업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현재 맵 바꾸기 — 기존 메쉬 노드를 새 맵으로 바꿉니다. 조정했지만 적용하지 않은
조정은 없어집니다.

• 현재 맵에 추가 — 새 변형 맵의 설정을 메쉬 노드에 추가합니다. 모든 조정이
유지됩니다.
6 매핑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캔버스에 맞추기 — 이미지 캔버스에 맞게 조정합니다.
• 레이어에 맞추기 — 현재 레이어에 맞게 조정합니다.

효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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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크기 가운데 맞춤 — 원래 맵 크기를 유지하고 캔버스 또는 레이어의 중심에
배치합니다.
7 미리보기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체커보드 크기를 선택하면 변형 미리보기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8 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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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흥미로운 텍스트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텍스트 적용하기
• 텍스트 서식
• 텍스트 프리셋 저장하기
• 경로에 텍스트 맞추기
• 선택 항목 또는 형상 내에서 텍스트 둘러싸기
• 형상에 텍스트를 붙여넣고 맞추기
• 텍스트 이동하기
• 텍스트에 효과 적용하기
• 텍스트를 곡선으로 변환하기
• 이미지로 채워진 텍스트 오려내기 생성하기
• 이미지 패턴으로 텍스트 채우기
• 텍스트 크기 조정 및 변환
• 이미지에 캡션 및 정보 텍스트 표시하기
텍스트 적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이미지에 다른 유형의 텍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텍스트, 래스터 텍스트 및 텍스트를 선택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텍스트
유형은 생성하려는 효과에 따라 다릅니다.

벡터 텍스트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는 벡터 텍스트는 언제든지 텍스트 문자를 편집할 수 있어 가장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글꼴 유형, 스타일 및 맞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텍스트와 달리 벡터 텍스트는 크기를 조정할 때 선명한 에지를
유지합니다. 벡터 개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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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쉬 워핑 도구와 같은 래스터 전용 도구를 사용하거나 효과 같은 래스터 전용 명령을
적용하면, 벡터 텍스트가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되어 더 이상 텍스트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래스터 텍스트
래스터 텍스트를 적용한 후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와 서식 변경 필요 여부를
모른다면 적용하지 마십시오. 새 래스터 레이어에서 래스터 텍스트를 부동 선택 항목으로
생성하면 이미지에 적용하기 전에 쉽게 이동하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텍스트를 분리
취소하면 텍스트가 기본 래스터 레이어와 병합됩니다. 래스터 텍스트를 분리 취소할 때 벡터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새 래스터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텍스트 선택 항목
텍스트 형상으로 선택을 생성하고 다른 선택 항목과 마찬가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특수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선택 항목의
문자를 이미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텍스트 커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텍스트를 채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로 채워진 텍스트 오려내기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래스터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선택 항목 기반 텍스트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선택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서식 옵션
텍스트를 생성할 때 문자, 줄 간격 및 글꼴, 글꼴 크기 및 맞춤과 같은 서식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서식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서식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언제든지 벡터, 래스터 또는 선택 항목 기반 텍스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글꼴, 글꼴 크기, 단위, 글꼴 스타일, 글꼴 색 및 스트로크 너비 및
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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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는 포인트(인쇄 출력용)와 픽셀(웹 출력용)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다음으로 생성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텍스트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벡터 — 벡터 레이어에 있는 완전히 편집 가능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 텍스트
유형은 기본값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 선택 항목 — 텍스트 문자 형상으로 점선을 생성합니다. 선택한 점선은 기본 레이어로
채워집니다.

• 부동 — 래스터 텍스트를 부동 선택 항목으로 생성합니다. 선택 항목은 이동할 수
있지만 텍스트 문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4 이미지 창에서 텍스트를 표시할 위치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주위에 경계 상자가 나타납니다.
5 텍스트 위치를 조정하기 전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포인터 모양이 4 방향 화살표로 바뀔 때까지 포인터를 경계 상자 중앙에 놓고,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 포인터가 모양이 양방향 화살표로 바뀔 때까지 경계 상자의 에지에 포인터를 놓고,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회전시킵니다.
재질 팔레트를 사용한 텍스트 윤곽선 및 채우기 색 선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질 팔레트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개체 바깥쪽 영역을 두 번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한 후 텍스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벡터 텍스트를 클릭하여 삭제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3 삭제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텍스트 선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두 번 클릭하여
선택하기, 선을 세 번 클릭하여 선택하기, 텍스트를 네 번 클릭하기 또는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하기.

텍스트 서식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텍스트 서식 옵션을 사용하면 텍스트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벡터, 래스터 또는 선택 항목 텍스트를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벡터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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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생성하는 경우 텍스트 서식 설정을 변경하여 언제든지 텍스트의 서식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텍스트의 문자나 형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해야만 래스터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옵션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글꼴, 크기, 단위, 글꼴 스타일 및 텍스트 옵션 - 글꼴, 글꼴 크기, 의도한 출력(인쇄 또는
웹)에 따른 단위, 유형 스타일 (굵게, 기울임꼴, 밑줄 또는 취소선) 및 텍스트 옵션(위
첨자, 아래 첨자)

• 글꼴 색 — 글꼴 채우기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트로크 너비 및 스트로크 색 — 글꼴 외곽선 너비와 윤곽선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정맞춤— 여러 줄의 텍스트를 가운데에 맞추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 여백에 정렬하고 양쪽
맞추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방향 — 텍스트의 가로 또는 세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커닝 — 문자 사이의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리딩 — 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적 — 문자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티앨리어싱 — 텍스트 문자의 에지를 매끄럽게 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 표시할 컨트롤과 추가 옵션 드롭다운 목록에 숨겨지는 컨트롤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질 팔레트를 사용한 텍스트 윤곽선 및 채우기 색 선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질
팔레트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텍스트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벡터 개체와 마찬가지로 벡터 텍스트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텍스트 옆에 나타나는 벡터
아이콘

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글꼴 특성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변경하려는 벡터 텍스트 문자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하고 변경 내용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글꼴 바꾸기

글꼴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 바꾸기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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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글꼴의 측정 단위 변경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쇄 출력용 포인트
또는 웹 출력용 픽셀을 선택합니다.

텍스트에 굵게 서식 적용

굵게 버튼

텍스트에 기울임꼴 서식 적용

기울임꼴 버튼

텍스트 밑줄

밑줄 버튼

텍스트 취소선

취소선 버튼

위 첨자 또는 아래 첨자 적용

텍스트 옵션 영역에서 위 첨자
첨자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또는 아래

을 클릭합니다.

글꼴 채우기 색 설정

글꼴 색 스와치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글꼴 윤곽선 너비 설정

스트로크 너비 상자에서 글꼴 윤곽선 값을
입력합니다. 0 을 입력하면 윤곽선이 없습니다.

글꼴 색 설정

스트로크 색 스와치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정렬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정렬하려는 텍스트 개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각 텍스트 줄의 왼쪽 에지를 초기 커서 위치에 맞춥니다.

•

— 각 텍스트 라인의 중심을 초기 커서 위치에 맞춥니다.

•

— 각 텍스트 줄의 오른쪽 에지를 초기 커서 위치에 맞춥니다.

•

— 양쪽 맞춤은 문자 간 간격을 변경하지 않고 텍스트를 텍스트 에지까지
확장합니다.

•

— 강제 양쪽 맞춤은 필요한 경우 문자 간 간격을 조정하여 마지막 줄을 포함하여
텍스트를 텍스트 상자 에지까지 확장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방향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위치를 바꾸려는 텍스트 개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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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방향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수평 및 아래

— 텍스트를 가로로 배치하고 다음 줄은 맨 위 줄 아래에 옵니다.

• 수직 및 왼쪽

— 각 문자를 세로로 배치하고 다음 줄은 맨 위 줄의 왼쪽에 옵니다.

• 수직 및 오른쪽

— 각 문자를 세로로 배치하고 다음 줄은 맨 위 줄의 오른쪽에

옵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문자 간 수평 간격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간격을 변경하려는 텍스트 문자 위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커닝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참고: 팔레트에 컨트롤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옵션

을 클릭합니다.

양수 값은 간격을 증가시킵니다. 음수 값은 간격을 줄입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커닝 값은 주어진 글꼴 및 글꼴 크기의 대문자 M 의 너비인 1 로 표시됩니다.
자동 커닝 확인란을 체크하여 현재 글꼴에 내장 커닝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줄 사이의 수직 간격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간격을 조정하려는 텍스트 라인 위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리딩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참고: 팔레트에 컨트롤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옵션

을 클릭합니다.

양수 값은 간격을 증가시킵니다. 음수 값은 간격을 줄입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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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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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간격을 동일하게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간격을 조정하려는 텍스트 문자 위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추적 컨트롤에 값을 입력합니다.
참고: 팔레트에 컨트롤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옵션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텍스트에서 들쭉날쭉한 에지를 부드럽게 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에지 위로 드래그하여 조정하려는 텍스트 개체를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안티앨리어싱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끄기 — 안티앨리어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에지가 고르지 않게 나타남)
• 선명하게 — 약간의 에지 스무딩을 적용합니다
• 스무드 — 더 강한 에지 스무딩을 적용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안티앨리어싱을 사용하면 이미지 색 개수가 증가하여 텍스트 에지에 벗어난 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티앨리어싱으로 파일 크기 축소와 이미지 품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 옵션 팔레트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추가 옵션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옵션 표시/숨기기 대화상자에서 팔레트에 표시할 컨트롤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추가 옵션 드롭다운 목록에만 표시하려는 컨트롤의 경우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4 닫기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프리셋 저장하기
서식이 지정된 텍스트를 텍스트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스크린샷에 정기적으로 주석을 다는 경우, 원하는 글꼴, 텍스트 크기, 색 및
기타 설정이 포함된 주석 텍스트 스타일을 생성하고 프리셋으로 저장하여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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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콜라주 페이지나 전단지를 생성하고 매번 동일한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셋을 사용하면 페이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을 프리셋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프리셋으로 저장하려는 서식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프리셋 저장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3 프리셋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기본값”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을 프리셋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프리셋 정보를 입력하거나 포함된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옵션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관리자 버튼

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텍스트

스타일을 클릭한 다음 해당 수행 작업 버튼을 클릭하여 프리셋 텍스트 스타일을 삭제,
이름 바꾸기, 복사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프리셋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텍스트 도구

로 서식을 지정하려는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텍스트 스타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텍스트에서 해당 스타일의 실시간 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적용할 텍스트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경로에 텍스트 맞추기
모든 벡터 개체에는 형상을 정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벡터 텍스트를 경로에 맞추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클릭하여 삽입할 지점부터 시작하여 경로를 따라 텍스트를
정렬합니다. 텍스트의 정렬 스타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정렬 텍스트는 클릭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앙 텍스트는 클릭한 지점을 중앙으로 하여 위치합니다. 오른쪽 정렬된
텍스트는 클릭한 지점에서 끝납니다. 텍스트를 경로에 맞추면 텍스트와 경로 사이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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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는 열린 경로와 닫힌 경로에 다르게 표시됩니다. 열린 경로는 시작 노드와 끝 노드가
일치하지 않는 선입니다. 닫힌 경로는 원, 사각형, 직사각형과 같은 형상입니다. 열린
경로에서 경로보다 긴 텍스트는 끝에서 매달립니다. 마지막 줄 세그먼트의 각도에 따라
텍스트가 매달리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닫힌 경로에서 경로보다 긴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를
둘러쌉니다. 선과 형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상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를 경로에 맞추려면
편집 탭

1 벡터 선 또는 형상을 생성합니다.
2 텍스트 도구

를 클릭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다음으로 생성 드롭다운 목록에서 벡터를 선택하고 기타 텍스트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재질 팔레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팔레트  재질을 선택합니다.
4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텍스트 윤곽의 색을 선택합니다.
5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영역을 클릭하고 텍스트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6 선 또는 형상을 클릭합니다.
참고: 텍스트를 개체나 경로에 연결하지 않고 벡터 개체나 경로에 배치하려면 Alt 를 누른
상태에서 경로나 형상을 클릭합니다.
7 테스트를 표시할 이미지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8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경로의 곡선 섹션 주위에 텍스트를 워핑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텍스트 워핑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경로가 곡선이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워핑은 문자
단위로 설정되므로 텍스트 블록에서 특정 문자를 워핑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텍스트 개체를 경로에 연결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3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벡터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와 벡터 개체가 모두 선택됩니다.
4 개체  텍스트를 경로에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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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벡터 개체에 맞춘 후 개체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개체 옆에 있는 표시 여부 토글 버튼

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경로에서 텍스트를 분리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3 개체  경로에서 개체 분리를 선택합니다.
참고: 경로에서 개체 분리 명령은 경로에 맞는 텍스트 개체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 맞는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텍스트 위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참고: Ctrl + A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오프셋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합니다.
양수 값은 텍스트를 경로 위에 배치하고, 음수 값은 텍스트를 경로 아래에 배치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 또는 형상 내에서 텍스트 둘러싸기
선택 항목 또는 벡터 형상 내에서 텍스트를 줄 바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실루엣을 따라 추적하여 자유형 선택 도구로 닫힌 형상을 그리고 선택 항목을 텍스트로
채우거나 프리셋 형상 도구로 하트를 그리고 형상을 텍스트로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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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위쪽) 또는 벡터 형상 내부(아래쪽)에서 텍스트를 줄 바꿈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또는 벡터 형상 내에서 텍스트를 둘러싸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또는 벡터 형상 도구를 클릭하고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여
선택 항목 또는 벡터 형상을 생성합니다.
참고: 선택 항목을 그리는 경우 선택 항목이 닫힌 선택 영역인지 확인합니다.
2 텍스트 도구

를 클릭하고 이미지 창에서 텍스트의 시작 위치에서 선택 항목 또는 벡터

형상 안쪽을 클릭합니다.
3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공간에 대해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텍스트는 형상이나 선택 영역 내에
있도록 자동으로 둘러쌉니다. 추가 텍스트는 형상 또는 선택 항목 바깥쪽에 나타납니다.

모형상에 텍스트를 붙여넣고 맞추기
맞춰서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PaintShop Pro 프로젝트의 형상에 클립보드
텍스트를 맞출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웹 페이지 또는 다른 문서에서 복사할 수 있으며 벡터
형상(예: 프리셋 형상, 직사각형, 타원 또는 대칭 형상 도구로 생성된 형상)에 맞게
확장됩니다.

클립보드 텍스트를 형상에 맞추려면
편집 탭

1 브라우저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스 텍스트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2 PaintShop Pro 에서 기존 벡터 형상을 선택하거나 벡터 형상을 생성합니다.
3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하고 벡터 형상 안쪽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맞춰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텍스트가 형상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단순한 형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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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이동하기
벡터 및 래스터 텍스트를 이미지의 아무 곳이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후
경로를 따라 드래그하면 해당 텍스트가 경로에 맞춰진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텍스트가 경로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정렬합니다.
중요! 레이어에 있는 래스터 텍스트를 래스터 형상, 브러시스트로크 등 다른 래스터

정보와 함께 이동하려면 텍스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매직 완드 도구 같은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생성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를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동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주위에 경계 상자가 있습니다.
3 선택한 텍스트 위에서 커서 모양이 4 방향 화살표

로 바뀔 때까지 이동하고 텍스트를

이미지에서 아무 곳으로나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잘라내어 다른 레이어에 붙여넣어 다른 레이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 텍스트를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이동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주위에 경계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선택한 텍스트 위에서 커서 모양이 4 방향 화살표

로 바뀔 때까지 이동하고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작은 정사각형 아이콘이 함께 이동합니다. 이 아이콘은 다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 텍스트가 왼쪽 정렬된 경우 텍스트의 시작
• 텍스트가 가운데에 있는 경우 텍스트의 중간 점
• 텍스트가 오른쪽 정렬된 경우 텍스트의 끝
텍스트에 효과 적용하기
래스터 텍스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텍스트 효과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영 드롭 또는 베벨 에지를 적용하거나, 텍스트를 브러시스트로크로 변환하거나, 컬러 초크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텍스트에 효과를 적용하려면 먼저 벡터 텍스트를 래스터
텍스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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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 텍스트에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래스터 텍스트를 이미지의 투명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매직 완드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4 효과 메뉴를 선택하고 효과를 선택합니다.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에 텍스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텍스트에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3 선택 항목  벡터 개체에서를 선택합니다.
4 편집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5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매직 완드 도구

를 선택합니다.

6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7 효과 메뉴를 선택하고 효과를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곡선으로 변환하기
벡터 텍스트를 곡선으로 변환한 다음 노드를 추가, 삭제, 이동하여 벡터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노드는 개체의 윤곽을 따라 나타나는 작은 정사각형입니다.
문자를 개별 곡선 개체로 변환하거나 전체 텍스트 문자열을 하나의 곡선 개체로 변환할 수
있으며, 각 문자는 개체 경로 내에서 별도의 윤곽으로 표시됩니다.

벡터 텍스트를 곡선으로 변환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체 텍스트 개체를 하나의 벡터 개체로 변환하려면 개체  텍스트를 곡선으로 변환 
단일 형상으로를 선택합니다. 이 명령은 각 문자에 대해 윤곽을 포함하는 경로 한 개를
생성합니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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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자를 고유한 경로가 있는 별도의 벡터 개체로 변환하려면, 개체  텍스트를
곡선으로 변환  문자 형상으로를 선택합니다. 각 문자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되고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가 그룹화됩니다.
각 문자를 별도의 벡터 개체로 변환하는 경우 노드를 편집하려면 문자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편집 모드에서 펜 도구

를 사용하여 곡선 개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곽 추가 및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로 채워진 텍스트 오려내기 생성하기
텍스트 커터 옵션을 사용하여 기본 사진 또는 이미지로 채워진 텍스트 오려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려낸 개체가 투명 배경을 가진 새 파일로 생성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콜라주,
스크랩북 또는 기타 크리에이티브 사진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 효과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텍스트 커터 옵션을 사용하여 기본 사진 또는 이미지로 채워진 텍스트 오려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오려내기를 생성하려면
1 편집 탭에서 채우기로 사용할 이미지를 엽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클릭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텍스트 옵션을 설정합니다.
4 이미지 창에서 텍스트를 배치할 위치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선택 도구

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고

텍스트 내부를 클릭하여 텍스트 모드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5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커터 미리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오려내기를 미리 볼 수 있는 반투명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개체에 대한 제어 핸들을
사용하여 제안된 오려내기의 위치, 크기 또는 회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텍스트 커터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오려내기는 기본 이미지로 채워지고 투명한 배경을 가진 새 파일로 생성됩니다.
현재 이미지에도 레이어 및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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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패턴으로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를 하나의 이미지로 채우거나 반복된 이미지로 채워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텍스트를 채우려면
편집 탭

1 이미지의 복사본을 엽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다음으로 생성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 항목을 선택하고, 기타 텍스트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4 이미지 창에서 텍스트 선택 항목을 생성할 위치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5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변경 내용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6 텍스트 선택 항목을 새 이미지에 복사합니다.
텍스트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반복된 이미지로 텍스트를 채우려면
편집 탭

1 텍스트를 채우는 데 사용할 이미지를 엽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합니다.
3 재질 속성 대화상자에서 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5 이미지에 텍스트를 적용합니다.
텍스트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적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크기 조정 및 변환
래스터 및 벡터 텍스트를 대화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
회전, 전단, 왜곡 또는 원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 및 윤곽을 편집하여 벡터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하고 형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탭

1 이미지의 복사본을 엽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텍스트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다음으로 생성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 항목을 선택하고, 기타 텍스트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4 이미지 창에서 텍스트 선택 항목을 생성할 위치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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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변경 내용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6 텍스트 선택 항목을 새 이미지에 복사합니다.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하고 변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핸들이 있는 경계 상자가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에 나타납니다.
3 코너 핸들을 드래그하여 텍스트 크기를 조정합니다.
현재 비율을 변경하려면 핸들을 오른쪽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4 다음 표의 작업을 수행하여 텍스트를 변환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전체 텍스트 블록 이동

경계 상자를 드래그합니다.

회전 중심 변경

회전 피벗 점을 드래그합니다.

텍스트 회전

회전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대칭적으로 원근 변경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 핸들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드래그합니다.

비대칭적으로 원근 변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전단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측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왜곡하려면

Ctrl 및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레이어의 변형 핸들을 보기 쉽게 하려면, 이미지 창의 코너를 드래그하여 이미지보다
크게 만듭니다.

이미지에 캡션 및 정보 텍스트 표시하기
캡션 및 EXIF 데이터(예: 사진이 캡처된 날짜, 사용된 카메라 또는 카메라 설정)에 따라
이미지에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추가 대화상자를 사용하면 텍스트가 이미지에
별도의 레이어로 추가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정보 추가에 액세스하거나 일괄 처리
마법사에서 액세스하여 여러 사진에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일괄 처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의 형식을 지정하고 가시도 향상을
위해 음영 드롭을 추가하며, 텍스트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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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캡션 및 EXIF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정보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 정보 추가를 클릭합니다.
더 많은 컨트롤을 보려면 대화상자의 상단 오른쪽에 있는 최대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캡션 상자에 추가하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3 캡션에 EXIF 정보 추가 상자에서 표시할 EXIF 정보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더하기 기호)을
클릭합니다. 캡션 상자에서 EXIF 데이터 태그 사이에 간격 또는 기타 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글꼴 속성 영역에서 텍스트의 글꼴, 스타일, 크기, 색을 설정합니다.
5 텍스트의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6 텍스트에 음영 드롭을 추가하려면(가시도를 향상하기 위해) 음영 드롭 확인란을
활성화하고 음영 드롭 속성을 설정합니다. 음영 드롭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영
드롭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7 위치 영역에서 확인란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표시할 위치를 나타냅니다. 오프셋 X | 오프셋
Y 영역에서 수평 슬라이더와 수직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지원하지 않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정보 텍스트가 이미지와 병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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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PaintShop Pro for ALTools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단순한 선, 형상에서 복잡한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개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래스터 및 벡터 개체 이해하기
• 벡터 개체 선택하기
•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그리기
• 원 및 타원 그리기
• 대칭 형상 그리기
• 프리셋 형상 생성하기
• 오려낸 형상 이미지로 채우기
• 모형상 편집하기
• 모형상을 프리셋으로 저장하기
• 노드 작업하기
• 벡터 개체 크기 조정, 형상 변경, 회전
• 벡터 개체 정렬, 분산, 배열
• 벡터 개체 그룹화 및 그룹화 해제
• 개체 경로 변환하기
• 윤곽 추가 및 닫기
• 윤곽 및 경로 편집하기
• 선 그리기
• 사용자 지정 선 스타일 저장하기
• 곡선 그리기
• 선 및 곡선 수정하기
• 벡터 개체 복사 및 이동
래스터 및 벡터 개체 이해하기
래스터 개체에 그리는 것은 래스터 레이어에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벡터 개체와 같은
방식으로 래스터 개체를 생성하더라도 그 결과는 픽셀 기반 형상이 됩니다. 래스터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픽셀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중요! 래스터 레이어에만 래스터 개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에 래스터

개체를 그리는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개체에 대한 래스터 레이어를 새로
생성합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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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색, 채우기 색, 크기, 위치와 같은 벡터 개체의 속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벡터
개체를 구성하는 경로, 윤곽, 선 세그먼트, 노드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벡터 레이어에만 벡터 개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래스터 레이어에 벡터 개체를

그리려고 하는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벡터 개체에 대한 벡터 레이어를 새로
생성합니다.
벡터 및 래스터 개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부동, 텍스트 선택에 대한 내용은 “텍스트 작업하기”를 참조합니다.

벡터 개체의 구조
벡터 개체를 이해하려면 다음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 개체 — 펜 또는 프리셋 형상 도구로 생성하는 모든 항목입니다. 각 개체는 고유한 경계
상자로 표시됩니다. 개체에는 선 스타일 및 채우기 색과 같이 제어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각 개체에는 윤곽 및 노드로 구성된 경로 한 개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벡터 개체 정렬, 분산, 배열”을 참조하십시오.

• 경로 — 개체의 모든 윤곽을 포함합니다. 경로의 속성은 개체 속성에 의해 제어됩니다.
경로의 방향은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흐릅니다. 일부 경로는 닫혀 있으며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합니다.

닫힌 경로의 예

열린 경로의 예

• 윤곽 — 적어도 선 세그먼트 한 개를 포함합니다. 윤곽은 열리거나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선 스타일, 채우기 색, 안티앨리어싱과 같은 개체 속성에 따라 윤곽의 일부
속성이 결정됩니다.

• 노드 — 형상을 정의할 수 있는 경로 또는 윤곽의 점입니다. 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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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의 예

• 선 세그먼트 — 두 노드 사이의 직선 또는 곡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 그리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개체 선택하기
벡터 개체를 편집하려면 벡터 개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레이어에 있는 하나
이상의 개체를 선택하거나 다른 레이어에 있는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 또는
레이어 팔레트를 사용하여 벡터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벡터 개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를 사용하면 벡터 개체가
겹치거나 이미지 창에 현재 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벡터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표시하고 숨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도구로 벡터 개체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선택할 개체를 클릭합니다.
여러 개체를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벡터 개체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의 모든 개체를 보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옆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2 벡터 개체의 레이어 이름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굵게 표시됩니다.
여러 개체를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 개체 이름을 클릭합니다.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그리기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직사각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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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되지 않으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3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 색을 선택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직사각형 그리기
• 정사각형 그리기
모형상의 노드를 표시하려면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5 드래그하여 형상을 그립니다.
6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형상 코너에 대한 반경 설정

수평 반경 및 수직 반경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선 스타일 및 너비 선택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 옆의 너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모형상의 에지 다듬기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선 세그먼트 조인 방식 변경

조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이터 결합부를 선택하는 경우 마이터 제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형상 크기 조정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너비 및 높이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모형상 이동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왼쪽 및 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원 및 타원 그리기
원과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 또는 타원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타원 도구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를 선택합니다.

389

참고: 원 또는 타원을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원 또는
타원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원 또는 타원이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원 또는 타원을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3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 색을 선택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원 그리기
• 타원 그리기
모형상의 노드를 표시하려면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5 드래그하여 형상을 그립니다.
6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경 설정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반경 X 및
반경 Y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가로 중심(중심 X) 및 세로 중심(중심 Y) 위치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중심 X 및
설정

중심 Y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형상에 노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 버튼

을

클릭하여 반경과 가로 가운데 맞춤 및 세로 가운데 맞춤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칭 형상 그리기
다각형과 별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대칭 형상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대칭 형상 도구

를 선택합니다.

참고: 대칭 형상을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대칭 형상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대칭 형상이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대칭 형상을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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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3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 색을 선택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다각형 그리기
• 별 모양 그리기
모형상의 노드를 표시하려면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5 면 개수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6 드래그하여 형상을 그립니다.
7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형상에 원형 바깥쪽 코너 적용

원형 바깥쪽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별 형상에 원형 안쪽 코너 적용

원형 안쪽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별 형상의 반경 설정

3 반경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스타일, 스트로크 너비, 조인, 마이터 제한 설정과 같은 선 스타일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 그리기”를 참조하십시오.

프리셋 형상 생성하기
콜아웃, 화살표, 꽃, 기어와 같은 프리셋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프리셋 형상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프리셋 형상 도구

를 선택합니다.

참고: 대칭 형상을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프리셋 형상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프리셋 형상이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프리셋 형상을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의 형상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을 필터링하려면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3 드래그하여 형상을 생성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채우기를 적용하려면 스타일 유지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재질
팔레트에서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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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 색을 선택합니다. 선 세그먼트에 채우기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투명 버튼

을 클릭합니다.

4 드래그하여 형상을 그립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 스타일 선택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너비 선택(픽셀)

너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모형상의 모양 다듬기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조인 스타일 적용

조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이터 결합부를 선택한 경우 마이터 제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뾰족한
정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조인이 더
뾰족해집니다.

모형상 목록에서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한 형상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합니다.

생성
모형상의 중심점을 클릭 위치에 배치

오른쪽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오려낸 형상 이미지로 채우기
프리셋 형상과 같은 벡터 형상을 사용하여 배경 이미지로 채워진 오려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려낸 개체가 투명 배경을 가진 새 파일로 생성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콜라주,
스크랩북 또는 기타 크리에이티브 사진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 효과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형상 오려내기를 생성하려면
1 채우기로 사용할 이미지의 복사본을 엽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다음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프리셋 형상
•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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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
• 대칭 형상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형상에 대한 옵션을 설정합니다.
4 이미지 창에서 형상을 생성할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5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커터 미리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오려내기를 미리 볼 수 있는 반투명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개체에 대한 제어 핸들을
사용하여 제안된 오려내기의 위치, 크기 또는 회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형상 커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오려내기는 기본 이미지로 채워지고 투명한 배경을 가진 새 파일로 생성됩니다. 현재
이미지에도 레이어 및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형상 오려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형상에
대한 불투명도 설정을 줄여 기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형상 편집하기
선 너비, 선 스타일, 안티앨리어싱과 같은 벡터 개체의 기본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개체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개체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개체 속성을 수정하려면
편집 탭

1 편집할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체를 편집하려면 선택 도구

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점선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속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벡터 속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설정을 조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를 사용하여 형상을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편집할 형상을 클릭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사용 가능한 설정을 조정합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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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모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상을 편집할 수 있지만, 선택 도구

를 사용하여

형상을 이동, 회전, 정렬, 늘리기 할 수도 있습니다.

모형상을 프리셋으로 저장하기
벡터 개체를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셋 형상은 형상 라이브러리에
저장됩니다. (경로: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Preset Shapes 폴더) 형상
라이브러리를 다른 폴더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형상을 프리셋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프리셋으로 저장할 형상을 선택합니다.
여러 형상을 저장하려면 형상을 점선 선택합니다.
3 파일  내보내기  형상을 선택합니다.
형상 라이브러리 내보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라이브러리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은 기본값으로 Preset Shapes 폴더에 저장됩니다.

형상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Preset Shapes 폴더에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선택합니다.
2 삭제를 누릅니다.

노드 작업하기
노드는 선과 곡선 개체에 있는 정사각형 점입니다. 선 또는 곡선 개체의 노드 중 하나
이상을 드래그하여 선 또는 곡선 개체의 형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는 0, 1 또는 2 개의 컨트롤 암이 있습니다. 컨트롤 암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 노드의
윤곽 형상이 결정됩니다. 두 노드 사이의 직선 또는 곡선은 선 세그먼트입니다. 노드에는
대칭, 비대칭, 커스프, 다듬기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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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노드를 사용하여 노드의 양쪽에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컨트롤 암에 대한 모든 조정은 다른 컨트롤 암에 의해 미러링 됩니다.

비대칭 노드를 사용하면 노드의 양쪽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원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노드 전반에 걸쳐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컨트롤 암의
길이는 조정할 수 있지만, 방향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커스프 노드를 사용하여 방향을 크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컨트롤 암의 길이와
방향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듬기 노드를 사용하여 직선 세그먼트와 곡선 세그먼트 간 매끄러운 선형 이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편집할 노드를 선택하거나 노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이동하면 벡터 개체의 형상이
바뀝니다. 개체에 둘 이상의 윤곽이 있는 경우, 모든 노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이동하여 전체 개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 노드를 추가, 병합 또는 삭제하여
벡터 개체의 윤곽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선 세그먼트를 유지하면서 윤곽의 노드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선 세그먼트는 나머지
노드 간 라인 세그먼트 하나로 결합합니다. 노드에서 윤곽이 곡선인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곡선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노드를 삭제하여 각 측면의 노드와 선 세그먼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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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를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벡터 개체를 클릭합니다.
개체의 노드가 나타납니다.
4 노드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노드가 회색 채우기로 표시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드 선택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클릭합니다.

윤곽의 모든 노드 선택

한 노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개체에 윤곽이
하나만 있으면 경로의 모든 노드가
선택됩니다.

경로의 모든 노드 선택(개체의 모든 노드)

노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윤곽에서 다음 또는 이전 노드 선택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 또는 ]를 누릅니다.

선택한 노드 선택 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노드를 더 쉽게 보려면, 작업 중인 벡터 개체 옆의 레이어 팔레트에서 표시
여부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체의 채우기 및 윤곽이 숨겨집니다.

레이어를 표시하고 숨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시작 노드와 종료 노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커서를 노드 위에 놓으면 커서가
“시작” 또는 “끝”으로 표시됩니다. 형상이 닫혀 있으면 커서에 “닫기”가 표시됩니다.

노드를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노드를 선택한 다음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노드의 선 세그먼트를 45 도 증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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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편집 모드
• 나이프 모드
3 윤곽을 클릭합니다.
4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추가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커서에 “+추가”가 표시됩니다.

새로운 시작 또는 끝 노드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 및 다각형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윤곽의 시작 또는 끝 노드를 선택합니다.
4 다른 노드를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윤곽이 자동으로 새 노드에 연결됩니다.

하나 이상의 노드를 병합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병합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여러 노드를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3 노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  병합을 선택합니다.

노드를 변형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참고: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모든 옵션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자세히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하나 이상의 노드를 선택합니다.
4 개체  선택한 노드 변형을 선택하고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대칭 이동 — 수직축을 따라 선택한 노드가 이동합니다. (맨 위에 있는 노드가 맨
아래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로 이동) 단일 노드에서 이 명령은 노드의 컨트롤 암을
대칭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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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 수평축을 따라 선택한 노드가 이동합니다. (왼쪽에 있는 노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로 이동) 단일 노드에서 이 명령은 노드의 컨트롤 암을
미러링합니다.

• 회전 — 선택한 노드를 현재 회전 설정으로 회전합니다. 단일 노드에 적용되면 컨트롤
암(있는 경우)이 회전합니다.

• X 스큐 — 현재 스큐 설정을 사용하여 선택한 노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평축을 따라)

• Y 스큐 — 현재 스큐 설정을 사용하여 선택한 노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직축을 따라)

• 수축 — 선택한 노드가 현재 수축 설정으로 서로 더 가까이 이동합니다. 이 명령은
단일 노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확장 — 선택한 노드가 현재 확장 설정으로 서로 더 멀리 이동합니다. 이 명령은 단일
노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해당되는 경우, 선택한 변형 설정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6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노드의 컨트롤 암을 사용하여 곡선을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컨트롤 암을 표시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커스프 노드에는 컨트롤 암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커서가 두 개의 회전 화살표로 바뀔 때까지 커서를 제어 핸들로 이동합니다.
3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암을 고정 각도(45 도 증분)로 제한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두 노드 사이에 곡선을 직선화하려면
편집 탭

1 연속된 두 노드를 선택합니다.
2 한 노드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노드 유형  선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노드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노드를 선택합니다.
2 삭제를 누릅니다.
열린 윤곽 중간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면, 벡터 개체가 두 개의 개별 윤곽이 됩니다.
닫힌 윤곽에서 노드를 삭제하면 윤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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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개체 크기 조정, 형상 변경, 회전
벡터 개체 및 벡터 텍스트를 대화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 상자의 핸들을
드래그하여 개체를 크기 조정, 형상 변경 또는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를 편집하여
벡터 개체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벡터 개체의 크기를 조정하여 너비, 높이, 또는 둘 다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벡터 개체의 크기를 조정하고 형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개체를 선택합니다.
3 다음 표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벡터 개체 크기 조정

코너 또는 에지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현재 비율을 변경하면서 크기도 조정하려면,
핸들을 오른쪽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대칭적으로 원근 변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벡터 개체 전단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측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벡터 개체 왜곡

Ctrl +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벡터 개체를 회전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개체를 선택합니다.
3 회전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회전 중심을 변경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 피벗 점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벡터 개체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참고: 첫 번째 개체는 다른 모든 벡터 개체의 크기가 조정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3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할 다른 개체를 클릭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의 동일 크기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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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높이 설정
• 동일 너비 설정
• 동일한 너비와 높이 설정
크기 조정 중에 개체의 비율을 변경하려면 선택 도구

로 개체를 선택한 다음 코너

핸들을 오른쪽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벡터 개체 정렬, 분산, 배열
캔버스에서 벡터 개체를 정렬, 분산, 배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지를 정렬하거나,
에지를 고르게 분산하거나, 이미지 캔버스의 중심에 놓거나, 레이어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레이어에 그리는 각 개체는 다음 레이어의 위에 쌓입니다.

벡터 개체를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개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체를 이동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선택합니다.
경계 상자가 선택한 개체 주위를 둘러쌉니다.
3 개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체를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픽셀씩 개체 이동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한 번에 10 픽셀씩 개체 이동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한 번에 50 픽셀씩 개체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한 번에 100 픽셀씩 개체 이동

Shift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벡터 개체를 정렬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벡터 개체를 선택합니다.
3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렬할 다른 개체를 선택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의 개체 정렬 그룹 상자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위쪽 맞춤
• 아래쪽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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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맞춤
• 오른쪽 맞춤
• 수직 중심 정렬
• 수평 중심 정렬
개체를 이동하려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개체를 선택한 후 목록에서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개체를 균등하게 분산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점선 선택합니다.
참고: 반드시 개체를 세 개 이상 선택하여 서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개체 분포 그룹 상자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세로 위쪽 분산
• 세로 가운데 분산
• 세로 아래쪽 분산
• 가로 오른쪽 분산
• 가로 가운데 분산
• 가로 왼쪽 분산
캔버스에 벡터 개체를 정렬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개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체를 정렬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점선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캔버스에서 위치 그룹 상자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캔버스의 중심
• 캔버스의 가로 가운데 맞춤
• 캔버스의 세로 가운데 맞춤
캔버스에 벡터 개체를 분산시키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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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체를 분산하려면 개체를 점선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캔버스에서 위치 그룹 상자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고른 수평 간격
• 고른 수직 간격
벡터 개체를 배열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개체를 선택합니다.
3 개체를 오른쪽 클릭하고 배열을 선택한 후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맨 위로 가져오기 — 개체를 맨 위로 이동합니다.
• 맨 아래로 보내기 — 개체를 맨 아래로 이동합니다.
• 위로 이동 — 개체를 한 위치 위로 이동합니다.
• 아래로 이동 — 개체를 한 위치 아래로 이동합니다.
또한 레이어 팔레트에서 벡터 개체를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개체 그룹화 및 그룹화 해제
여러 개체 또는 개체 그룹을 그룹화하여 해당 선과 재질을 이동, 크기 조정, 형상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서로 다른 레이어에 그룹화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선택한 첫 번째 개체의
레이어로 이 개체들을 자동으로 이동시킵니다. 각 그룹은 레이어 팔레트에 라벨이 지정되고
그룹의 개체는 구성요소로 표시됩니다.

벡터 개체를 그룹화하거나 그룹화 해제하려면
편집 탭

가능한 작업

방법

개체 그룹화

선택 도구

를 사용하여 그룹화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그룹 버튼
을 클릭합니다.
개체 그룹화 해제

선택 도구

를 사용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그룹 해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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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팔레트를 사용하여 개체를 그룹화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룹화할 첫 번째 개체를 클릭합니다.
2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룹에 추가할 각 개체를 클릭합니다.
3 오른쪽 클릭하고 그룹을 선택합니다.
여러 레이어에서 개체를 그룹화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선택한 첫 번째 개체의
레이어로 이 개체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룹 이름 옆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그룹 구성 요소를 표시합니다.

그룹에서 개체를 제거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팔레트에서 개체를 다른 그룹 또는 레이어로 드래그합니다.
개체 경로 변환하기
선택된 벡터 개체(텍스트를 포함하여)를 완전히 편집 가능한 경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펜
도구에서 생성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펜 도구의 노드 편집 명령 전체를 사용하여 변환된
개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경로로 변환된 그래픽을 보여 줍니다.
벡터 개체를 편집 가능한 경로로 변환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선택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개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체를 경로로 변환하려면 개체를 점선 선택합니다.
3 개체를 오른쪽 클릭하고 경로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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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추가 및 닫기
기존 개체에 새 윤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윤곽은 선택한 개체와 색, 재료, 선 스타일
등을 포함하여 동일한 속성을 가집니다. 윤곽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개체에 윤곽을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클릭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개체를 선택합니다.
4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선과 다각형 그리기
• 점대점 베지어 곡선 그리기
• 자유형 그리기
5 윤곽을 생성하려면 개체를 드래그합니다.

윤곽을 닫으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윤곽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열린 윤곽을 닫습니다 버튼

을 클릭합니다.

윤곽을 닫으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윤곽의 시작 노드에서 끝 노드로 세그먼트를
그립니다.

윤곽 및 경로 편집하기
벡터 개체의 윤곽 및 경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끝 지점을 연결하여 윤곽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경로 및 윤곽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곽의 방향은 시작 노드에서 끝
노드로 흐릅니다. 시작 노드 위에 커서를 놓으면 커서 옆에 “STAR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끝 노드 위에 커서를 놓으면 “EN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개체에 닫힌 경로가 있는 경우
“CLOS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윤곽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 및 곡선 수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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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윤곽을 결합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결합할 윤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개체의 모든 노드가 표시됩니다.
4 결합할 첫 번째 윤곽의 시작 또는 끝 노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동일한 개체에서만 윤곽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5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윤곽의 시작 또는 끝 노드를 선택합니다.
6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  조인을 선택합니다.
윤곽을 수동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윤곽의 노드를 두 번째 윤곽의 시작
노드 또는 끝 노드 위로 드래그합니다. 커서가 “JOIN”으로 표시되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노드에서 윤곽을 분리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윤곽을 분리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4 노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  분리를 선택합니다.
경로 또는 윤곽이 분리되고 현재 노드 위에 새 노드가 추가됩니다. 노드 정사각형이
노드 온 노드 표시기

로 변경됩니다.

경로를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경로의 윤곽을 드래그합니다.

윤곽을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가 “SUB”로 표시될 때까지 커서를 윤곽 위로 이동합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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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곽을 드래그합니다.
노드를 더블 클릭하여 모든 노드를 선택한 다음 노드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윤곽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 또는 윤곽을 반전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윤곽 또는 경로를 클릭합니다.
4 노드를 선택합니다.
여러 윤곽을 반전시키려면 각 윤곽에서 노드 하나를 선택합니다.
5 경로 또는 윤곽을 오른쪽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경로 반전
• 윤곽 반전
윤곽을 복제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하나 이상의 노드를 선택합니다.
4 개체  편집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복제 — 선택한 윤곽을 복사하여 원본 윤곽 위에 직접 붙여넣습니다.
• 복제 및 오프셋 — 선택한 윤곽을 복사하여 원본 윤곽의 오프셋에 붙여넣습니다. 기본
오프셋은 X 및 Y 방향으로 10 픽셀입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의 중복 X 및 중복 Y 컨트롤의 설정을 조정하여 원본 윤곽에서
오프셋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윤곽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윤곽을 클릭합니다.
4 노드 하나를 더블 클릭하여 모든 노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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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를 누릅니다.
경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경로는 개체와 함께 삭제되고, 모든 윤곽이 삭제될
경우에도 삭제됩니다.

선 그리기
직선, 자유형 선, 선 세그먼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선에서 노드를 편집하여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벡터 개체의 선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 세그먼트를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참고: 선 세그먼트를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선 세그먼트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선 세그먼트가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선 세그먼트를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의 색을 선택합니다.
3 연결된 선 세그먼트를 그릴 때 채우기를 적용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텍스트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선 세그먼트에 채우기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투명 버튼

을 클릭합니다.

참고: 연결되지 않은 단일 선 세그먼트를 그리는 경우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에서
설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과 다각형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5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6 너비 컨트롤에 선 너비(픽셀)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7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여 선을 생성합니다.
8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중에 개체 노드 보기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선의 모양 다듬기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조인 설정 선택

조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이터
결합부를 선택한 경우 마이터 제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뾰족한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 또는 45 도 선 생성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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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선 세그먼트 연결

세그먼트 연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에 사용자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곡선 또는 직선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점대점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여 선을 생성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직선을 생성하려면 다음 노드를 생성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 곡선을 생성하려면 클릭하여 드래그합니다. 곡선이 적절한 형상이 되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선을 고정 각도(45 도 증분)로 그리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자유형 선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자유형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여 선을 생성합니다.

선 세그먼트를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과 다각형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이미지 창에서 드래그하여 선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선 스타일 저장하기
고유한 선 스타일을 설계하고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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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선 스타일을 설계하고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다음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펜 도구
• 직사각형 도구
• 타원 도구
• 대칭 형상 도구
• 프리셋 형상 도구
• 텍스트 도구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기존 선 스타일을 복사하려면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스타일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3 스타일 선 편집기 대화상자의 다음 컨트롤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 첫 번째 캡 — 선의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캡 — 선의 마지막 세그먼트에 대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캡의 크기를 지정하려면 크기 버튼을 클릭하고 너비 및 높이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높이와 너비를 같게 하려면 축 연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선을 생성하는 경우 다른 이름으로 새 항목 저장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선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기존 선을 편집하는 경우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실행 취소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선을 원본 스타일로 재설정

재설정 버튼

선의 중간 대시에 대해 별도의 엔드 캡

다른 세그먼트 캡 확인란을 체크하고

생성하기

세그먼트 시작 및 세그먼트 끝 그룹 상자에서

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선택합니다.
대시 또는 간격 추가

길이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대시 또는 간격 삭제

대시 또는 간격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모든 대시 및 간격 제거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선 편집기 대화상자의 하단에 있는 미리보기 영역에는 선에 대한 변경 내용이
표시됩니다. 편집 영역에는 대시 및 간격 크기(픽셀 단위)에 사용할 수 있는 눈금자가
있습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409

저장된 스타일은 도구 옵션 팔레트의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곡선 그리기
베지어 곡선과 자유형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베지어 곡선으로 개체를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참고: 선 세그먼트를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선 세그먼트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선 세그먼트가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선 세그먼트를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의 색을 선택합니다.
곡선에 채우기를 적용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곡선에 채우기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투명 버튼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점대점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4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5 첫 번째 노드를 배치할 위치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할 때 컨트롤 암 핸들의 화살표 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컨트롤 암이
원하는 길이에 도달하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6 두 번째 노드를 배치할 위치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 이미지 캔버스에 곡선 세그먼트가 나타납니다.
참고: 세그먼트 연결 옵션을 체크한 경우 이 방법으로 세그먼트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베지어 곡선 개체를 완성합니다.

• 새 윤곽 시작 버튼

— 첫 번째 및 마지막 세그먼트가 연결되지 않은 열린 형상을

생성합니다.

• 선택한 열린 윤곽 닫기 버튼

— 첫 번째 및 마지막 세그먼트가 연결된 닫힌 형상을

생성합니다.
8.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곡선 세그먼트를 자동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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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연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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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 스타일 선택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 너비 설정

너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선의 에지 다듬기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자유형 곡선을 그리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참고: 선 세그먼트를 현재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에서
생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레이어가 없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선 세그먼트에
대해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선 세그먼트가 래스터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선 세그먼트를 벡터 레이어에 배치하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윤곽의 색을 선택합니다.
곡선에 채우기를 적용하려면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곡선에 채우기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투명 버튼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자유형 그리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곡선의 노드를 표시하려면 노드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추적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노드 간 거리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더 부드럽고 정밀도가 낮은 선과 노드가 적게 생성됩니다. 값이 낮을수록, 더
세분되고 정밀도가 높은 선과 노드가 많이 생성됩니다.
5 드래그하여 곡선을 생성합니다.
6 적용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곡선 개체 연결

세그먼트 연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곡선의 에지 다듬기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조인 설정 선택

조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이터 결합부를 선택한 경우 마이터 제한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뾰족한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 스타일 선택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선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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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 너비 설정

너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선 및 곡선 수정하기
선 및 곡선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노드 유형을 변경하거나, 노드의 양쪽에서 선
세그먼트를 수정하거나, 선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노드의 윤곽 형상을 변경하여 곡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 세그먼트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닫힌 경로나 윤곽을 자르면
열리게 됩니다. 열린 경로 또는 윤곽을 자르면 두 개의 개별 윤곽이 생성됩니다.

선 또는 곡선을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형상을 선택합니다.
4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을 수정합니다.
또한 선택 도구

를 클릭하고 곡선을 선택한 다음 도구 옵션 팔레트의 설정을

수정하여 곡선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를 변경하여 선 세그먼트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노드를 클릭하고 노드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으로 변환 — 노드 전후의 세그먼트를 직선화
• 선 이전 — 노드 앞에 있는 세그먼트를 직선화
• 선 이후 — 노드 뒤에 있는 세그먼트를 직선화
• 곡선 이전 — 노드 앞에 있는 세그먼트를 곡선화
• 곡선 이후 — 노드 뒤에 있는 세그먼트를 곡선화
여러 선 세그먼트를 연결하려면
편집 탭

1 연결된 선 세그먼트를 원하는 만큼 생성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새 윤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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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세그먼트를 열린 형상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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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열린 윤곽 닫기
3 적용 버튼

— 선 세그먼트를 닫힌 형상으로 연결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설정 세트를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사용 및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선 세그먼트를 자르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나이프 모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잘라낼 윤곽을 가로질러 드래그합니다.
나이프 모드 버튼을 클릭하면 개체에서 선택한 모든 윤곽을 자를 수 있습니다.

벡터 개체 복사 및 이동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여 벡터 개체를 복사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체
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벡터 개체를 이동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벡터 개체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펜 도구

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편집 모드버튼

을 클릭합니다.

3 윤곽을 클릭한 다음 노드 하나를 더블 클릭하여 모든 노드를 선택합니다.
4 개체  편집을 선택하고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복사 — 선택한 윤곽을 Windows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 잘라내기 — 선택한 윤곽을 제거하고 Windows 클립보드로 이동합니다. 개체에 윤곽이
하나만 있는 경우 명령은 전체 개체를 제거합니다.
5 윤곽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6 편집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새 벡터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기 — 벡터 개체를 동일한 레이어 내에 붙여넣습니다.
•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 — 벡터 개체를 새 레이어로 붙여넣습니다.
• 새 이미지로 붙여넣기 — 벡터 개체를 새 이미지로 붙여넣습니다.

벡터 개체 그리기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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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작업하기
브러시 도구는 이미지로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색이나 재질의 소프트 또는 하드 에지 브러시스트로크를 적용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소스로 칠하거나, 색 또는 대비 보정, 색 바꾸기, 픽처 튜브로 칠하기 위해 이미지를
리터치할 수 있습니다. 픽셀을 투명하게 만들어 픽셀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브러시 도구는 래스터 레이어에서만 작동하며 그레이스케일 또는 1,600 만 색 이미지에
적용할 경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색 깊이의 이미지에 적용할 때는 효과가
작아집니다.
선택한 픽셀만 영향을 받도록 선택 항목 내에서 채색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항목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택 항목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브러시 선택하기
•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
• 브러시 사용하기
• 브러시 설정 사용자 지정하기
• 브러시 팁 및 프리셋 생성하기
• 브러시 팁 가져오고 공유하기

브러시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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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선택하기
다음 브러시 도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페인트 브러시 — 아티스트의 페인트 브러시에서 스트로크를 시뮬레이션하는 색
스트로크를 생성합니다. 브러시스트로크는 하드 에지 또는 소프트 에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 브러시는 단일 픽셀 크기만큼 작은 영역에 색을 적용하여 이미지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영역의 투명도를
조정하거나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 에어 브러시 — 에어브러시 또는 스프레이 캔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브러시를 영역에 오래
적용할수록 효과가 더 뚜렷해집니다.

• 워핑 브러시 — 이미지 픽셀에 워핑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미지의 영역을 회전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를 축소 또는 확장하거나 다른 흥미로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워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픽처 튜브 — 프리셋 개체 모음을 사용하여 그림을 페인트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와 딱정벌레를 피크닉 환경에 추가하거나, 수족관에 물고기를 채울 수도 있고, 사진을
호랑가시나무 액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포함된 픽처 튜브를
사용하거나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픽처 튜브 도구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지우개 — 픽셀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영역 지우기”를
참조하십시오.

• 배경 지우개 — 픽셀을 선택적으로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영역 지우기”를
참조하십시오.

• 복제 브러시 — 이미지의 일부 또는 다른 이미지의 일부를 페인트 소스로 사용하여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제 브러시 또는 개체 제거기를 사용하여
결함 및 개체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색 교체 — 선택 항목 또는 레이어의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자세한 내용은 “색,
그라데이션, 패턴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브러시 리터치 — 이미지를 리터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리터치 브러시는 사진 촬영
효과를 모방합니다. 기타 브러시는 명도, 채도, 색상 또는 색 값에 따라 픽셀을
변경합니다. 일부 리터치 브러시는 효과의 색 보정 명령 결과와 유사합니다.

브러시 옵션 선택하기
브러시 옵션을 사용하면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브러시스트로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을 때까지 옵션을 사용하여 실험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종류 팔레트에 추가 옵션을 지정하여 기본 브러시 설정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종류 팔레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설정 사용자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브러시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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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도구에 대한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형상 — 브러시 팁의 형상을 지정합니다.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상부터 시작하여 두께
및 회전 옵션으로 수정하여 직사각형, 타원형 또는 각진 브러시 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 — 한 브러시 팁에서 다른 브러시 팁으로 전환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을
사용하면 브러시 팁으로 저장된 설정(예: 크기 및 단계 설정)을 적용하는 대신 브러시와
함께 사용한 마지막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크기 — 브러시의 크기(픽셀)를 결정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고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크기 컨트롤을 설정하여 크기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보드를
사용하여 브러시 크기를 조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 경도 — 브러시 가장자리의 선명도를 결정합니다. 100 을 설정하면 가장 선명한
가장자리가 생성되고, 값이 낮으면 점점 더 부드럽고 희미해집니다.

• 스텝 — 각 적용이 단일 및 연속 브러시스트로크로 정의된 상태에서 페인트 적용 사이에
경과되는 시간 간격을 결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더 부드럽고 연속적인 모양을 생성하며,
값이 클수록 더 고르지 못한 모양을 생성합니다.

• 밀도 — 브러시스트로크에 의해 생성되는 적용 범위의 균일성을 결정합니다. (또는 지우개
도구의 경우 삭제의 균일성) 값이 높을수록 적용 범위가 균일해집니다. 값이 낮을수록
얼룩 적용 범위가 생성됩니다. 이는 스프레이 페인트칠 효과와 유사합니다. 에어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밀도를 100 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두께 — 브러시스트로크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100 을 설정하면 형상 설정에 따라 브러시
팁이 완전히 둥글거나 완전히 정사각형이 됩니다. 두께 설정이 감소하면 브러시가 점점
좁아집니다.

• 회전 — 회전하지 않는 브러시 끝에 회전을 적용합니다.
• 불투명도 — 페인트가 이미지 표면을 얼마나 잘 덮는지 결정합니다. 100% 불투명도에서는
페인트칠한 브러시스트로크가 그 아래 표면을 완전히 덮습니다. 불투명도 1%에서는
페인트 스트로크가 거의 완전히 투명합니다. 지우개 도구의 경우 이 설정은 지우기
레벨을 결정하므로 100%의 설정이 가장 투명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 블렌드 모드 — 페인트칠된 픽셀과 기본 레이어의 픽셀이 블렌딩 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레이어 블렌드 모드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뒤쪽 채색
블렌드 모드에서는 활성 레이어의 이미지 뒤에 채색이 수행됩니다. 맨 위 레이어와 활성
레이어가 모두 완전히 불투명할 경우 페인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블렌드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블렌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비율 — 에어브러시 도구가 페인트를 적용하는 비율(0~50)을 결정합니다. 값이 0 이면
브러시스트로크 속도가 달라도 페인트가 일정하게 채색됩니다. 브러시가 느려지거나 일시
중지될 때, 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페인트가 적용됩니다.

• 스트로크 — 연속 확인란이 체크된 상태에서 적용된 기존 페인트 스트로크에 페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연속 확인란이 체크되지 않거나 확인란이 체크되었지만, 스트로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트로크 버튼이 회색(사용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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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 불투명도가 100% 미만으로 설정된 동일한 영역에 여러 브러시스트로크를 적용할
때 페인트가 쌓이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확인란이 체크되면 채색은 연속적인 색이
생성되고, 영역을 다시 채색해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영역을 다시 채색하려면 스트로크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연속 확인란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기본값) 동일한 영역에 걸쳐
각 브러시스트로크는 더 많은 페인트를 적용합니다. 색은 100% 불투명도에 도달할 때까지
어두워집니다.

• 웨트 룩 페인트 — 젖은 페인트를 모방합니다. 안쪽은 부드러운 색이고 가장자리 근처는
더 어두운 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도 설정값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잘 보입니다.

• 스마트 에지 — 콘텐츠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브러시스트로크 영역을 샘플링하고 기본
픽셀과 일치하는 영역에만 브러시스트로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의 특정
요소에 브러시스트로크를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닷지, 번 또는
선명하게와 같은 리터치 브러시와 함께 스마트 에지를 사용하여 얼굴, 입술 또는 눈의
특정 영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마트 에지를 활성화하면 브러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브러시 사용하기
브러시를 선택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도록 브러시의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를 적용할 때 여러 브러시 입력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브러시 도구를 선택합니다.
2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색과 배경색 및 재질을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도구를 선택합니다.
4 브러시 팁 드롭다운 목록

에서 프리셋 브러시 팁을 선택합니다.

5 형상, 크기, 불투명도, 경도, 두께, 회전과 같은 브러시 옵션을 지정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전경색 또는 재질을 적용하려면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 배경색이나 재질을 적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미지로
드래그합니다.
에어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면 한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유지하여 한 영역에
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직선을 채색하려면 시작점에서 한 번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끝 지점을
클릭합니다. 직선을 계속하려면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 다시
클릭합니다.

브러시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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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옵션 팔레트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합니다.
2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가장 최근 브러시를 실행 취소하려면
편집 탭

• 표준 도구모음의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Ctrl + Z 를 누르거나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실행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브러시스트로크를 실행 취소하려면
편집 탭

• 표준 도구모음의 실행 취소 버튼

을 여러 번 클릭합니다.

Ctrl + Z 를 여러 번 누르거나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여러 스트로크를 실행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도구모음에서 다시 실행 버튼

을 클릭하거나, Ctrl + Alt + Z 를 누르거나, 기록

팔레트를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설정 사용자 지정하기
브러시 종류 팔레트를 사용하면 특정 브러시 옵션에 대한 도구 옵션 팔레트의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터 퍼센트를 높여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펜 태블릿 또는 4D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브러시 종류 팔레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러시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팔레트  브러시 종류를 선택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브러시 도구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옵션을 설정합니다.
4 브러시 종류 팔레트에서 다음 각 옵션(색 블렌드, 색상, 채도, 명도, 크기, 불투명도, 두께,
회전, 밀도)에 대한 브러시 종류를 설정합니다.

• 보통 — 분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압력 — 태블릿 스타일러스의 압력에 따라 선택한 브러시 속성에 분산 적용합니다.
• 틸트 각도 — 태블릿 스타일러스와 태블릿 사이의 각도에 따라 분산을 적용합니다.
• 틸트 방향 — 브러시 팁의 회전 각도에 따라 분산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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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 스타일러스 주위의 회전 각도에 따라 분산을 적용합니다. (4D 마우스 전용)
• 핑거휠 — 에어브러시 스타일러스의 휠을 사용하여 브러시 속성의 분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Z-휠 —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작동하도록 설정된 4D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브러시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방향 — 경로에서 연속된 마우스 포인트 사이의 각도에 따라 브러시 분산을
제어합니다.

• 페이드 인 — 브러시 임프레션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페이드 인합니다.
• 페이드 인 반복 — 브러시 임프레션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반복적으로 페이드
인합니다.

• 페이드 아웃 — 브러시 임프레션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페이드 아웃합니다.
• 진동 페이드 — 작은 쪽과 큰 쪽 사이를 진동하여 브러시 임프레션을 반복적으로
페이드합니다.
참고: 브러시 종류 팔레트에 별표(*)로 표시된 옵션은 압력에 민감한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사용 중인 태블릿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 페이드 속도(픽셀)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페이드 인 및 페이드 아웃이
발생하는 픽셀 개수에 대한 한도를 선택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페이딩 속도가 빨라지고, 값이 클수록 페이딩 속도가 느려집니다.
6 위치 지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문서 크기에 비례하여 브러시 임프레션
위치를 랜덤하게 조정하는 퍼센트를 선택합니다.
브러시 크기를 변경할 때 지터가 비례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려면 스케일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7 스텝당 임프레션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단계당 브러시스트로크 개수를
표시합니다.
브러시 종류 옵션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브러시 종류 팔레트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브러시와 함께 분산을 로드한 다음 다른 브러시는 분산을 로드하지 않고 로드하는
경우, 새 브러시가 이전 브러시의 분산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종류 팔레트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하여 남은 분산 설정을 지우십시오.

수정된 브러시를 브러시 팁 또는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및 프리셋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러시 팁 및 프리셋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브러시 팁 및 프리셋 생성하기
브러시 옵션을 수정하여 채색 도구와 함께 사용할 브러시 팁을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팁을 생성하면 브러시 형상, 스텝, 밀도, 두께, 크기, 경도, 회전 설정을 포함하여

브러시 작업하기

419

브러시에 대해 선택된 모든 옵션이 저장됩니다. 브러시 팁 생성에 분산 설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한 설정은 도구 옵션 팔레트에 브러시 팁 컨트롤이 있는 모든 도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 이 항목을 사용하여 너비와 높이가 최대 999  999 픽셀인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브러시 팁 외에도 브러시 프리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생성하면 모든 매개변수
및 분산 설정을 포함하여 특정 도구에 대해 지정한 모든 설정이 저장됩니다. 도구 프리셋은
특정 도구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팁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툴 도구모음에서 채색 도구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설정을 수정합니다.
3 브러시 팁 드롭다운 목록

을 클릭하여 현재 브러시 팁을 표시합니다.

4 브러시 팁 드롭다운 목록에서 브러시 팁 생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5 브러시 팁 생성 대화상자의 필드를 완료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브러시 팁 드롭다운 목록에 새 브러시가 나타납니다. 해당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하는 모든
채색 도구와 함께 새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선택하여 브러시 팁 생성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새 브러시를 기본 브러시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저장하려면 브러시 팁 생성
대화상자에서 경로 편집을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항목에서 브러시 팁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사용자 지정 브러시로 변환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채색 도구를 선택합니다.
3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브러시 팁 드롭다운 목록

을 클릭하여 현재 브러시 팁을

표시합니다.
4 선택 항목에서 브러시 팁 생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새 브러시의 미리보기가 브러시 팁 생성 대화상자에 나타납니다.
5 이름 상자에 브러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6 단계 값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브러시 팁 드롭다운 목록에 새 브러시가 나타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나는 채색
도구와 함께 새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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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브러시를 기본 브러시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저장하려면 브러시 팁 생성
대화상자에서 경로 편집을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브러시 프리셋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채색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 옵션을 수정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합니다.
3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브러시 프리셋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기본값”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추가 프리셋 정보를 입력하려면 옵션을 클릭한 다음 작성자, 저작권, 설명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포함 목록에서 해당 설정과 연관된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하여 현재 브러시

설정을 프리셋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러시 설정이 프리셋과 함께 저장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흰색 “X”가 아이콘 위에 나타납니다.

브러시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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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팁 가져오고 공유하기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가져오거나 직접 브러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브러시
생성에 대한 내용은 “브러시 팁 및 프리셋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브러시 팁을 생성한 후 브러시 파일을 전송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가 사용자 지정 형상을 사용하는 경우, 브러시 파일과 해당 브러시에 대한
사용자 지정 형상 파일을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가져오려면
편집 탭

1 파일  가져오기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브러시 가져오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열기를 클릭합니다.
3 열기 대화상자에서 가져올 브러시 파일로 이동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지정 브러시 가져오기 대화상자에서 가져올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브러시를 가져오려면 모두 추가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가져옵니다.

브러시 팁을 공유하려면
편집 탭

1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Brushes 로 이동합니다.
기본 브러시 폴더와 경로가 다른 경우 사용자 지정 브러시를 저장한 폴더로 이동합니다.
2 브러시 파일(.PspBrush 또는 .PspScript 확장자)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에
첨부합니다.
수신인은 브러시 파일을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Brushes 로 저장해야
합니다. 또는 사용자 지정 브러시 폴더에 저장합니다.
선택 항목으로 생성한 브러시를 공유하는 경우 PspBrush 파일과 관련 PspScript 파일을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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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채색 및 그리기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면 실제 미디어, 안료, 페인트, 아티스트의 도구와 매우 유사한
디지털 아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아트 미디어 레이어 작업하기
• 믹서 팔레트 작업하기
• 아트 미디어 도구 작업하기
• 오일 브러시 도구 사용하기
• 초크 도구 사용하기
• 파스텔 도구 사용하기
• 크레용 도구 사용하기
• 색연필 도구 사용하기
• 마커 도구 사용하기
• 수채화 브러시 도구 사용하기
• 팔레트 나이프 도구 사용하기
• 번짐 도구 사용하기
• 아트 지우개 도구 사용하기
아트 미디어 레이어 작업하기
아트 미디어 레이어는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래스터 레이어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사용하여 새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
미디어 안료를 적용할 캔버스 질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질감에 채우기 색 또는 캔버스 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더하기 위해 언제든지 아트 미디어 레이어 레이어에 건조된
효과 또는 적신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  새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새 아트 미디어 레이어

가 레이어 팔레트에 나타납니다.

또한 레이어 팔레트의 도구모음에서 새 레이어 드롭다운 목록

을 클릭하고 새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선택하여 새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채색 및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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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건조 또는 젖은 효과를 적용하려면
편집 탭

•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드라이 아트 미디어 레이어
• 웻 아트 미디어 레이어
드라이 아트 미디어 레이어 명령과 웻 아트 미디어 레이어 명령은 기록 팔레트에서
선택적으로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레이어 속성을 수정하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속성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캔버스 질감 탭을 클릭합니다.
3 레이어의 속성을 수정합니다.

믹서 팔레트 작업하기
믹서 팔레트를 사용하여 색을 블렌딩하고 기존 아티스트의 팔레트를 사용하여 생성한 것과
유사한 페인트 스와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색을 생성한 후에는 아트 미디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캔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을 너무 많이 혼합하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믹서 튜브 도구 또는 믹서 나이프 도구
수행을 20 개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색 혼합 작업을 다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프로그램을 닫으면 믹서 팔레트의 수행 내역이 손실되지만,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믹서 팔레트를 닫아도 변경사항을 잃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믹서 페이지는 500 × 500 픽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용자 지정 믹서
페이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믹서 영역을 믹서 페이지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여 다른 PaintShop Pro for ALTools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을 혼합하려면
편집 탭

1 재질 팔레트에서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를 색으로 설정하고 프레임, 레인보우 또는
스와치 탭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참고: 아트 미디어 도구가 활성화되면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및 배경 및 채우기 속성
상자 아래의 모드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2 믹서 팔레트에서 믹서 튜브 도구

를 선택합니다.

3 믹서 영역에서 드래그하여 페인트 스트로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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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의 너비를 변경하려면 크기 상자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참고: 1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믹서 나이프 도구

를 선택하고 믹서 영역을 드래그하여 색을 함께 번지게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믹서 나이프 도구와 믹서 튜브 도구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페인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페인트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색 혼합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려면
편집 탭

• 믹서 팔레트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혼합 취소

— 믹서 튜브 도구 또는 믹서 나이프 도구 수행을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혼합

— 믹서 튜브 도구 또는 믹서 나이프 도구 수행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  실행 취소 또는 편집  재실행을 선택하거나 표준 도구모음에서 실행 취소 및
재실행 버튼을 클릭하거나 Ctrl + Z 또는 Ctrl + Alt + Z 를 눌러 믹서 튜브 및 믹서
나이프 도구 작업을 실행 취소하거나 재실행할 수 없습니다.

믹서 팔레트 색을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믹서 팔레트에서 믹서 스포이드 도구

를 선택한 후 믹서 영역에서 색을 클릭합니다.

참고: 재질 팔레트의 믹서 영역을 드래그하면 전경 및 스트로크 속성 상자가 현재 샘플링
위치로 업데이트됩니다.
2 툴 도구모음에서 아트 미디어 도구를 선택합니다.
3 채색을 시작합니다.
참고: 스트로크는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이 레이어 유형이 활성 레이어가
아닌 경우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레이어 유형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다른 색을 선택하려면 믹서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여 믹서 영역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믹서 페이지의 다른 영역으로 팬

전체 믹서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탐색 버튼
을 누릅니다. 드래그하여 페이지의 원하는
영역을 둘러쌉니다.

믹서 페이지 지우기

믹서 팔레트에서 페이지 정리를 선택합니다.

스포이드 도구의 크기는 도구 옵션 팔레트의 크기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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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건조 효과를 주거나 다시 젖은 효과를 주려면 레이어  드라이
아트 미디어 레이어 또는 레이어  웻 아트 미디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각 아트
미디어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 미디어 도구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믹서 페이지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 이미지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이미지 치수 그룹 상자에 믹서 페이지의 치수를 설정할 값을 입력합니다.
참고: 너비와 높이는 500 픽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미지 특성 그룹 상자에서 아트 미디어 배경 옵션을 클릭합니다.
4 캔버스 질감 선택 영역에서 질감 스와치를 클릭하고 메뉴에서 질감을 선택합니다.
참고: 질감은 아트 미디어 안료가 적용된 보이지 않는 표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때 아트 미디어 안료를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표준 도구모음에서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7 X:로 이동 Program Files(x86)\ESTsoft\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32 비트용 또는 X:로
이동 64 비트용은 Program Files\ ESTsoft \ 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X”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나타냅니다.
8 새 이미지를 .pspimage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믹서 영역을 페이지로 저장

믹서 팔레트에서 페이지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페이지 저장을 선택한 후 페이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한 사용자 폴더에서 믹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Mixer Pages).
대화상자의 채우기 색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하고 색 상자를 누른 후 채우기 색을
선택하여 믹서 페이지를 색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은 샘플링할 수 없으며,
아트 미디어 도구는 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믹서 영역 페이지를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믹서 페이지 로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믹서 페이지를 클릭하거나 믹서 페이지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합니다.
참고: 기본값으로 믹서 페이지는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Mixer Pages 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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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하고 페이지 로드를 선택하여 믹서 페이지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도구 작업하기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서 작업할 때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면 페인트, 초크, 파스텔, 연필과 같은 물리적 안료 매체에서 작업할 때 얻을
수 있는 풍부하고 표현력 있는 결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아트 미디어 도구는 프리셋을 지원하지만 페인트 브러시 도구 및 기타 래스터

채색 도구와 같은 사용자 지정 브러시 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젖은 안료 매체 도구
오일 브러시, 수채화 브러시, 마커 도구는 실제 젖은 안료와 도구로 채색 효과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오일 브러시는 스트로크 끝에 페인트가 마르는 효과까지 발생시킵니다.
더 많은 페인트를 원하는 경우 마우스 버튼을 놓은 다음 더 많은 페인트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오일 브러시 도구와 팔레트 나이프 도구를 사용하여 브러시 헤드에 여러 가지 색으로
스트로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페인트 팔레트와 여러 개의 젖은 안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적용한 젖은 스트로크를 마르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건조 또는 젖은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건조한 안료 매체 도구
초크, 파스텔, 크레용, 색연필 도구를 사용하여 건조한 안료 매체로 생성한 예술품을
시뮬레이션하는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일 브러시 도구와 달리 건조한 도구는 안료
매체가 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로 적용되는 안료는 오일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여 적용되는 안료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팔레트 나이프, 번짐, 아트 지우개 도구
팔레트 나이프를 사용하여 아트 미디어 안료를 적용하고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짐
도구 블렌드 안료를 손가락이나 천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안료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트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페인트 스트로크로 생성된 안료(예: 오일 브러시 도구에서 적용된 안료)를
지우는 경우, 영역을 정리하는 데 여러 스트로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초크 도구 또는 색연필 도구로 생성된 안료를 지우는 경우, 적은 스트로크 개수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예술적 렌더링 생성하기
사진 촬영 이미지를 페인팅이나 그림처럼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아트 미디어 도구를
색 위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브러시 중심 아래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또는 페인트 색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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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도구 팔레트에서 다음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오일 브러시
• 초크
• 파스텔
• 크레용
• 색연필
• 마커
• 수채화 브러시
• 팔레트 나이프
• 번짐
• 아트 지우개
2 도구 옵션 팔레트의 프리셋 버튼을 클릭하고 프리셋 브러시를 선택합니다.
프리셋 브러시를 조정하려면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브러시 크기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가능한 작업

방법

대화식으로 브러시 크기 증가 또는 감소

Alt 를 누른 채로 드래그합니다.

브러시 크기 1 픽셀 증가

Alt 를 누른 채로 C 를 누릅니다.

브러시 크기 20 픽셀 증가

Shift + Alt 를 누른 채로 C 를 누릅니다.

브러시 크기 1 픽셀 감소

Alt 를 누른 채로 X 를 누릅니다.

브러시 크기 20 픽셀 감소

Shift + Alt 를 누른 채로 X 를 누릅니다.

사진의 예술적 렌더링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를 연 상태에서 페인트 또는 안료를 적용할 아트 미디어 도구를 선택합니다.
2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트레이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기본색을 샘플링할 이미지 위에 커서를 놓고 드래그하여 샘플링된 색상을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적용합니다.
결과 색은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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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크기와 확대/축소비율을 조정하여 결과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매직 완드 도구를 사용하여 색 기반 선택 항목을 생성하고 안료 또는 페인트를 색
샘플링 영역에 적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일 브러시 도구 사용하기
오일 브러시 도구를 사용하면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매체와 혼합하고 색을
블렌딩하여 고밀도 매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오일 브러시 도구

를 여러 가지

색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색을 캔버스 위에 있는 오일과 섞어 번지게 하고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사이에 오일 브러시 도구 헤드를 다시 로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이 가능합니다.

• 브러시를 단색으로 다시 로드
• 믹서 페이지에서 샘플링하여 브러시를 다시 로드
• 믹서 페이지에서 현재 콘텐츠 및 색의 크기를 선택하여 브러시를 다시 로드
• 브러시를 로드하지 않은 채로 두고, 각 스트로크 후에 팔레트나 캔버스에 담그기
오일 브러시 도구로 적용된 페인트 스트로크는 스트로크가 번지거나 함께 혼합되어 다른
스트로크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건조 또는 젖은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오일 브러시 도구 옵션
편집 탭

오일 브러시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브러시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이 설정은 고정 각도 헤드 추적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사용자의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헤드 로드 — 스트로크 시작 시 브러시에 있는 재질의 퍼센트를 정의합니다.
• 점도 — 브러시에 있는 재질이 발리는 속도를 정의합니다. 즉, 페인트가 마르기까지의
스트로크 길이를 정의합니다.

• 경도 — 브러시가 벌어지는 크기, 압력이 높아지면 렌더링 선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채색
중인 표면에 침투하는 정도를 정의합니다.

• 모 크기 — 질감 및 페인트 적용에 대한 기본 노이즈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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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정리 확인란 — 새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브러시를 세척하고 새 페인트로 다시
로드합니다.
참고: 체크가 해제되면 스트로크 시작 시 브러시 헤드가 세척되지 않습니다. 대신 색이
묻은 헤드는 이전 스트로크의 색이 묻은 헤드 상태와 관계없이 소량의 현재 색이
추가됩니다.

• 정리 버튼 — 헤드를 세척하고 새로운 페인트 또는 안료로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현재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브러시
중심 아래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또는 페인트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초크 도구 사용하기
초크 도구

를 사용하면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고 건조한 매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압력 설정에 따라 안료가 캔버스 질감을 침투합니다. 초크 도구는
스트로크에 모 구성요소가 없습니다. 대신 캔버스의 질감에 영향을 받는 평평하거나 각진
에지가 적용됩니다.

초크 도구 옵션
편집 탭

초크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초크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초크 도구가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도구의 중심 아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참조하여 안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복제 브러시의 샘플
병합 도구 옵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파스텔 도구 사용하기
파스텔은 초크보다 부드럽고 건조한 매체이지만 초크처럼 무한한 브러시 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스텔 도구

로 적용하면, 건조한 안료는 적용하는 압력에 비례하여 캔버스 질감을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스텔 안료는 초크보다 약간 적은 고정 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용한 스트로크가 안료 스틱에서 분리될 때 캔버스에 일정량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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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은 스트로크에 모 요소가 없고, 대신 스틱의 평평하거나 각진 표면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에지는 캔버스의 질감에 따라 떨어져 분리됩니다.
파스텔은 약간 광택이 나며, 살짝 번져 자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가벼운 압력이
적용되면 도구 헤드에 살짝 묻습니다. 초크보다 캔버스를 더 많이 로드하고, 적용할 때 더
많이 분리되며, 이는 표면에 일정량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파스텔 도구 옵션
편집 탭

파스텔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파스텔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사용자의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파스텔 도구가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도구의 중심 아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크레용 도구 사용하기
레용은 초크와 비슷한 건조한 매체이지만 분말을 방지하는 보다 습한 느낌이 드는
매체입니다. 이 도구는 무한한 안료 로드가 가능합니다. 크레용 도구

로 적용하면, 건조한

안료는 적용하는 압력에 비례하여 캔버스 질감을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단단한 도구 헤드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안료는 덧칠을 할 때 짧은 거리
동안 번질 수 있는 약간 왁스 같은 볼륨을 남깁니다. 크레용은 스트로크에 모 요소가 없고,
대신 평평하거나 각진 도구 표면을 보여줍니다. 스트로크의 몸체는 캔버스 질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떨어져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용 안료는 초크보다 투명함이
덜하고 가루도 나지 않습니다.
크레용은 파스텔보다 약간 더 빛나고, 약간 덜 번지지만, 캔버스에 소량을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요철 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볼륨이 움푹 들어간 곳을
채울 정도로 점성이 강하지만, 또한 넓은 범위의 번짐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크레용 도구 옵션
편집 탭

크레용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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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상 — 크레용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사용자의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를 유지하는지를 제어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크레용 도구가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도구의 중심 아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색연필 도구 사용하기
색연필 도구

를 사용하면 가벼운 압력을 가할 때는 혼합되는 마른 연필의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강한 압력을 적용할 때는 오버레이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 도구는 표면에 범프를
적용하지 않으며 캔버스에 압력을 가할 때만 번짐이 발생합니다. 번짐 도구를 사용하여
색연필 스트로크를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 도구 옵션
편집 탭

색연필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연필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사용자의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를 유지하는지를 제어합니다.

• 스타일 — 스타일러스 사용 시 색연필 도구 팁의 동작을 결정합니다.
스타일러스 기울기를 기준으로 선형 진행을 통해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틸트를
선택합니다. 연필 뾰족한 끝을 사용을 모방하려면 팁을 선택합니다. 연필 가장자리를
사용을 모방하려면 에지를 선택합니다.

• 부드러움 — 연필 끝의 부드러움을 정의하고 압력 또는 속도가 끝을 쉽게 분해하여
캔버스의 움푹 들어간 곳에 분말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번지게 하는 정도를 제어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색연필 도구가 도구의 중심 아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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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도구 사용하기
마커 도구

를 사용하면 캔버스에 마커를 사용하여 그림과 유사한 안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펜은 약간 젖은 매체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젖은 매체와 상호 작용할 만큼
충분히 젖은 것은 아닙니다. 안료는 캔버스에 멀티플라이 함수를 사용하여 같은 지점에서
펜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펜은 일반적으로 스트로크
가장자리에서 매우 날카로운 낙하를 가지고 있으며, 가벼운 압력에서도 캔버스 침투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마커 도구 옵션
편집 탭

마커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마커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마커 도구가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도구의 중심 아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수채화 브러시 도구 사용하기
수채화 브러시 도구

를 사용하여 수채화의 투명한 스트로크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 브러시스트로크는 캔버스 질감을 드러내며, 번지게 하거나 함께 섞을 때 다른
스트로크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따라 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건조
또는 젖은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수채화 브러시 도구를 색으로 다시 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브러시를 단색으로 다시 로드
• 믹서 페이지에서 샘플링하여 브러시를 다시 로드
수채화 브러시 도구 옵션
편집 탭

수채화 브러시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브러시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이 설정은 고정 각도 헤드 추적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채색 및 그리기

433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사용자의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점도 — 브러시에 있는 재질이 발리는 속도를 정의합니다. 즉, 페인트가 마르기까지의
스트로크 길이를 정의합니다.

• 경도 — 브러시가 벌어지는 크기, 압력이 높아지면 렌더링 선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채색
중인 표면에 침투하는 정도를 정의합니다.

• 모 크기 — 질감 및 페인트 적용에 대한 기본 노이즈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동 정리 확인란 — 새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브러시를 세척하고 새 페인트로 다시
로드합니다.
참고: 체크가 해제되면 스트로크 시작 시 브러시 헤드가 세척되지 않습니다. 대신 색이
묻은 헤드는 이전 스트로크의 색이 묻은 헤드 상태와 관계없이 소량의 현재 색이
추가됩니다.

• 정리 버튼 — 헤드를 세척하고 새로운 페인트 또는 안료로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현재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브러시
중심 아래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또는 페인트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나이프 도구 사용하기
팔레트 나이프 도구

는 캔버스의 매체와 상호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일 브러시

도구에서 스트로크를 통해 사용합니다. 매체를 대량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매체의 질량이 한 지점에서 줄어들면, 번짐이 적어지고 팔레트 나이프 도구를 사용하면
효과가 작습니다. 즉, 크레용 도구는 매체가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팔레트 나이프 도구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팔레트 나이프 도구를 로드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오일 브러시 도구와 유사합니다. 각
스트로크 후 자동으로 정리하거나, 캔버스에서 선택한 색을 유지하거나 수동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나이프 도구를 사용하여 안료를 바르거나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나이프 도구로 적용된 페인트 스트로크는 스트로크가 번지거나 함께 혼합되어 다른
스트로크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 미디어 레이어에
건조 또는 젖은 효과를 적용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팔레트 나이프 도구 옵션
편집 탭

팔레트 나이프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나이프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이 설정은 고정 각도 헤드 추적 옵션

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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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사용자의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를 유지하는지를 제어합니다.

• 헤드 로드 — 스트로크 시작 시 브러시에 있는 재질의 퍼센트를 정의합니다.
• 자동 정리 확인란 — 새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도구를 정리하고 새 페인트에 담급니다.
• 정리 버튼 — 헤드를 세척하고 새로운 페인트 또는 안료로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이 버튼은 자동 정리 확인란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트레이스 확인란 — 팔레트 나이프 도구가 레이어 유형과 관계없이 도구의 중심 아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안료 또는 페인트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면, 단일 샘플링이 수행되고

스트로크 지속 시간 동안 결과 색이 사용됩니다.

번짐 도구 사용하기
번짐 도구

를 사용하면 연필 스트로크같이 캔버스에 볼륨이 없는 안료를 포함하여 기존

안료를 번지게 합니다. 이 도구는 캔버스의 초크 또는 연필 스트로크로 천이나 손가락을
끌어내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번짐 도구를 사용하여 건조한 안료에 번지는 효과를 생성하거나, 젖은 안료에 번짐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번짐 도구 옵션
편집 탭

색번짐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도구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도구 헤드가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아트 지우개 도구 사용하기
아트 지우개 도구

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아트 미디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완전히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전체 스트로크를 실행 취소하는 대신 오류를 지울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아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채색 및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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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지우개 도구 옵션
편집 탭

아트 지우개 도구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형상 — 지우개 팁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 크기 — 도구 헤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의합니다.
• 두께 — 도구 헤드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정의합니다.
• 회전 — 헤드 회전 각도를 도 단위로 정의합니다.
• 헤드 추적 — 브러시 헤드가 스트로크 경로를 따라 구부러지는지 또는 고정 각도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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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색 기능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다양한 색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 색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색 깊이를 변경하여 인쇄 또는 웹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색을 표시하고 출력 색 관리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색 채널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색 깊이 이해하기
• 색 깊이 정보 보기
•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시키기
• 이미지의 색 깊이 감소시키기
• 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
• 팔레트 옵션 이해하기
•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
• 색 및 색 모델 이해하기
• 모니터 색과 인쇄 색 차이점 이해하기
• 모니터 보정하기
• 색 관리 작업하기
• 색 채널 사용하기
색 깊이 이해하기
비트 깊이라고도 하는 색 깊이는 이미지의 각 픽셀이 표시할 수 있는 색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색 깊이가 증가하면 이미지에 표시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각
픽셀의 색 정보는 1 비트에서 48 비트까지 컴퓨터 비트의 특정 수에 저장됩니다. 1 비트
이미지에서 각 픽셀은 블랙 또는 화이트, 두 가지 색 중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비트 깊이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수의 색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RAW 형식으로 저장된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가장 많은 색을 포함하지만, 이를
표시하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하드 드라이브 공간 및 시스템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다음과 같은 색 깊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색
• 16 색
• 256 색
• RGB 채널당 8 비트

고급 색 기능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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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채널당 8 비트
• RGB 채널당 16 비트
• 그레이 채널당 16 비트
이미지의 색 깊이를 변경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합니다.

• 많은 효과 및 보정 명령은 높은 색 깊이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지 작업을 마친
후에는 색 깊이를 줄이고 다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모니터는 선택된 색 설정뿐만 아니라 모니터 성능으로 색 깊이가 결정됩니다.
모니터가 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색 깊이로 이미지를 표시하면 이미지에 약간의 색
왜곡이 발생합니다.

• 일부 파일 형식은 지원되는 색의 개수를 제한하여 이미지가 다양한 모니터 유형에서
수정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웹의 인기 형식인 GIF 이미지는 최대 256 색(8 비트
깊이)을 포함합니다.

색 깊이 정보 보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색 깊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이미지의 색 깊이를 지원하는지 모니터 색 깊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실제로 사용되는 색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색 깊이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1,600 만 색 이미지는 그만큼 많은 색을 표시할 수 있지만 50,000 개의 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여 이미지 또는 레이어에 사용된 색의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를 보려면
편집 탭

• 이미지  이미지 정보를 선택합니다.
현재 이미지 정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값이 이미지 그룹 상자의
픽셀 깊이/색 필드에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색 깊이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색 깊이 정보는 이미지의 픽셀
치수를 표시하는 두 숫자 뒤에 나타납니다.
F9 키를 누르고 정보 탭을 클릭한 다음 색 깊이 필드를 보면, 개요 팔레트에서 색 깊이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의 색 깊이를 보려면
편집 탭

1 도움말  PaintShop Pro 정보를 선택합니다.
2 시스템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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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로 스크롤하여 동영상 드라이버 정보 섹션에서 색의 개수 필드를 봅니다.

이미지의 색의 개수를 보려면
편집 탭

• 이미지  이미지 색 카운트를 선택합니다.
레이어의 색 개수를 보려면
편집 탭

1 레이어 팔레트에서 확인하려는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2 레이어  레이어 색 카운트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 증가시키기
이미지의 색 깊이가 24 비트 미만인 경우, 색 깊이를 증가시켜 더 넓은 범위의 효과 및 보정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1,600 만 색의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에 따라 이미지를 16 색(4 비트) 또는 256 색(8 비트)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를 증가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  이미지 색 깊이 증가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16 색 팔레트
• 256 색 팔레트
• RGB - 8 비트/채널
• RGB - 16 비트/채널
색 깊이는 그레이스케일 처리가 된 활성 이미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6 색(8 비트) 이미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이미지에 팔레트가 있고 팔레트 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색 깊이를 높이기 전에 팔레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편집한 후 팔레트를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이미지를 같은 색 깊이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도구모음에 버튼을 추가하고
클릭하면 색 깊이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의 색 깊이 감소시키기
스크린 보기용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색 수를 감소시키고 파일 크기를 줄여 이미지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색 기능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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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깊이를 줄이기 전에 다음을 고려합니다.

• 대부분의 PaintShop Pro for ALTools 효과 및 보정 명령은 1,600 만 색 및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만 작동합니다.

• 색 깊이를 줄이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펼쳐서 모든 레이어의 데이터를
병합합니다. 그러나 모든 색 깊이의 이미지에 벡터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용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PspImage 파일 형식의 1,600 만 색(24 비트) 이미지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편집한 후, GIF 옵티마이저, JPEG 옵티마이저 또는 PNG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내보내 이미지의 색 깊이를 줄이고 웹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현재 색 깊이에 따라, 색 깊이를 아래 설명된 색 깊이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색(1 비트)
이미지의 색 깊이를 2 색으로 줄이면 흑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이미 흑백인 경우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색 깊이를 두 가지 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 색(4 비트)
몇 가지 색만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 이미지의 색 깊이를 16 색(4 비트)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색 깊이는 빠르게 로드하기를 원하는 웹 페이지 상의 단순한 그래픽에
유용합니다. 결과 이미지에는 16 개의 특정 색이 포함된 이미지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미지
팔레트를 편집하여 해당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56 색(8 비트)
이미지의 색 깊이를 256 색(8 비트)으로 줄이면, 웹 안전 팔레트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보는 데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나 모니터와 관계없이 이미지가 예상대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색
이미지는 256 색(8 비트)으로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8 비트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비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생성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회그레이스케일(8 비트)
색 이미지를 최대 256 개의 그레이 음영을 사용하는 8 비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2K 및 64K 색(24 비트)
색 깊이를 32K(32,000) 또는 64K(64,000) 색으로 줄이면 24 비트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형 모니터에 32K 또는 64K 색의 이미지를 표시하면 1,600 만
색의 24 비트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보다 새로 고침 빈도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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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개수의 색으로 색 깊이 감소시키기
사용하려는 색의 개수를 지정하여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색의
개수를 지정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적절한 색 깊이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16 개 이하의 색을 지정하면 이미지는 4 비트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17~256 색을
지정하면 이미지는 8 비트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파일 압축은 이미지의 색의 개수에
민감하므로, GIF 와 같은 일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때는 색의 개수를 지정하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파일이 모두 8 비트 이미지인 경우에도 256 색 대신 100 색을 사용하면 더 작은
GIF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이 작을수록 다운로드 시간이 단축됩니다.

색 깊이를 2 색으로 감소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색 깊이 감소  2 색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2 팔레트 구성 요소 그룹 상자에서 최종 이미지에 사용할 색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레이 값 옵션을 선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주로 단일 색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색 채널을 선택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감소 방법 그룹 상자에서 색 감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색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팔레트 가중치 그룹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가중치 — 가중치 팔레트를 사용하면 디더링이 적고 에지가 더 선명합니다.
• 비가중치 — 비가중치 팔레트를 사용하면 디더링이 많고 에지가 더 부드럽습니다.
참고: 디더링은 서로 다른 색 또는 그레이 레벨의 픽셀을 나란히 배치하여 누락된 색
또는 그레이를 시뮬레이션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정  밝기 및 대비  한도를 선택하여 흑백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색 깊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의 픽셀을
흑백으로 변환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색 깊이를 16 색으로 감소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색 깊이 감소  16 색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2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팔레트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고급 색 기능 작업하기

441

3 감소 방법 그룹 상자에서 색 감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색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맞춤 디더링 옵션은 Windows 색 팔레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을 체크하거나 체크를 해제합니다.

• 표시된 색 부스트 —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입력한
값의 인자로 선택 항목의 색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색 블리딩 감소 — 최적화된 중앙값 컷 또는 최적화된 옥트리 팔레트와 오류 확산
감소 방법을 선택할 때 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블리딩 효과가 눈에 덜 띄도록
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변환 시 특정 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색 깊이를 낮추기 전에 사용할 영역의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색 깊이를 256 색으로 감소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색 깊이 감소  256 색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2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팔레트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감소 방법 그룹 상자에서 색 감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색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맞춤 디더링 옵션은 표준/웹 안전 색 팔레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표시된 색 부스트 —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입력한
값의 인자로 선택 항목의 색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Windows 색 포함 — 최적화된 중앙값 컷 또는 최적화된 옥트리 팔레트 옵션을 선택할
때 변환된 이미지 팔레트에 16 개의 표준 Windows 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색 블리딩 감소 — 최적화된 중앙값 컷 또는 최적화된 옥트리 팔레트와 오류 확산
감소 방법을 선택할 때 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블리딩 효과가 눈에 덜 띄도록
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변환 시 특정 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색 깊이를 낮추기 전에 사용할 영역의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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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색 깊이를 32K 또는 64K 색으로 감소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이미지 색 깊이 감소를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32K 색(8 비트/채널) — 색의 개수를 32,000 으로 줄입니다.
• 64K 색(8 비트/채널) — 색의 개수를 64,000 으로 줄입니다.
2 감소 방법 그룹 상자에서 색 감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색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색의 개수로 색 깊이를 감소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색 깊이 감소  X 색(4/8 비트)를 선택합니다.
2 색의 개수 컨트롤에서 색의 개수(2~256)를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3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팔레트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감소 방법 그룹 상자에서 색 감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색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5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표시된 색 부스트 —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입력한
값의 인자로 선택 항목의 색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Windows 색 포함 — 최적화된 중앙값 컷 또는 최적화된 옥트리 팔레트를 선택할 때
변환된 이미지 팔레트에 16 개의 표준 Windows 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색 블리딩 감소 — 최적화된 중앙값 컷 또는 최적화된 옥트리 팔레트와 오류 확산
감소 방법을 선택할 때 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블리딩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변환 시 특정 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색 깊이를 낮추기 전에 사용할 영역의 선택
항목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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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감소 방법 이해하기
이미지의 색 깊이를 줄일 때, 색 감소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색 깊이에
따라 다음 두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근접 색 — 픽셀의 원래 색을 새로 생성된 팔레트 내의 원래 RGB 값에 가장 가까운
색으로 바꿉니다. 이 방법은 디더링을 제거하고 고대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간단한 그래픽에 적합합니다.

• 오류 확산 — 픽셀의 원래 색을 팔레트에서 가장 유사한 색으로 바꾸지만, 원래 색과 새
색의 차이를 주변 픽셀로 확산합니다. 색을 바꿀 때(이미지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작동) 가장 유사한 색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픽셀에 “오류” 또는 불일치를
추가합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며 주로 사진이나 복잡한 그래픽에
적합합니다. 오류 확산 방법을 사용할 때, 디더링 패턴으로 FloydSteinberg, Burkes 또는
Stucki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 맞춤 디더링 — 인접한 픽셀을 조정하여 두 가지 색이 제 3 색의 착시를 제공하고, 픽셀을
혼합하여 알려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미지에
실제 색보다 더 많은 색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십자
무늬와 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색 깊이를 줄일 때, 색 감소 방법과 팔레트 옵션을 구성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면 몇 가지 다른 설정 조합을 사용해 보십시오. 적절한 옵션을 찾으려면 약간의 실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옵션 이해하기
이미지의 색 깊이를 줄일 때 팔레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색 깊이에 따라 다음 두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중앙값 컷 —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각 색을 측정하고 순위를 지정한
다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색을 사용하여 새 팔레트를 결정합니다. 생성된 팔레트보다 적은
색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 방법은 각 색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최적화된 옥트리 방법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색 중요도를 가중시킬 때는
더 좋습니다.
최적화된 옥트리 — 새로운 팔레트를 결정하기 위해 총 256 개의 개별 “잎” 또는 색을 가진
8 개의 분기 노드가 있는 8 단계 “트리”를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원본 이미지의 각 색을
재현하려고 시도하므로, 생성된 팔레트보다 적은 색이 이미지에 포함된 경우 이미지의 모든
색이 나타납니다. 이 방법은 최적화된 중앙값 컷보다 빠르고 정확하지만, 색 중요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데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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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 각 픽셀의 색을 Windows 팔레트의 초근접 색으로 변경합니다
표준/웹 안전 팔레트 — 각 픽셀의 색을 표준 웹 안전 팔레트의 가장 가까운 색으로
변경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모니터에서 색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웹용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팔레트 작업하기
이미지 팔레트는 화가의 팔레트와 유사하게 이미지가 사용하는 색의 컬렉션입니다. 이미지
팔레트는 모니터가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색의 하위 세트입니다. 모든 이미지에 이미지
팔레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 에서 256 색 사이의 색 깊이가 있는 이미지에만 미세 조정
및 편집할 수 있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11,600 만 색의 색 깊이의 이미지에는 컴퓨터가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색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 팔레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팔레트를 로드하여
이미지의 색 깊이를 256 색(8 비트)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팔레트를 로드하면 변환된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을 제어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색 깊이 감소와 동일한 결과가
생성됩니다. 색 깊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깊이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자신만의 팔레트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셋 팔레트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팔레트 폴더에 있습니다. 팔레트를 저장하면 다른 이미지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이미지에서 일관된 색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팔레트를
저장하면 색을 많이 변경하고 팔레트의 백업 사본을 저장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현재 이미지에만 팔레트를 사용하는 경우, 팔레트 색이 이미지 자체와 함께 저장되므로
팔레트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팔레트 편집하기
회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색 팔레트를 편집하면 이미지를 8 비트 인덱스 색으로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 안전 색 팔레트 사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웹 안전 256 색 팔레트인 안전 팔레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트를 사용하는 이미지는 대부분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색 왜곡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이 팔레트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안전 팔레트를 이미지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1,600 만 색(24 비트) 이미지의 경우, 이는
레이어를 펼치고 이미지의 색 깊이가 256 색(8 비트)으로 감소시켜 사용 가능한 명령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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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의 색 깊이를 256 색으로 줄이고 표준/웹 안전 팔레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깊이를 줄이면 또한 레이어가 펼쳐지고 일부 명령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미지를 1,600 만 색(PspImage 파일 형식으로 저장)으로 편집한 다음, GIF 옵티마이저 또는
PNG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이미지 사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웹 안전 팔레트를 사용하고 저장된 이미지의 색 깊이를 줄입니다. 이 방법은
원본 PspImage 파일의 색 깊이를 변경하거나 레이어를 펼치지 않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최적화된 이미지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용 이미지 저장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팔레트 색을 투명하게 만들기
팔레트 이미지(256 이하의 색이 있는 이미지)는 투명한 배경을 지원하지 않지만, 웹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미지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로고가 있고 웹 페이지의 배경에 이를 표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는 하나의 색을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만듭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색을 투명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미지 팔레트에서 하나의 색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은 배경색이거나 이미지의
임의의 색일 수 있습니다. 투명 색을 설정하려면 이미지에는 반드시레이어가 하나만 있고
이미지 팔레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이미지의 색 깊이는 1,600 만 색(24 비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 11,600 만 색 이미지를 편집하여 PspImage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다음, GIF 또는 PNG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이미지 사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원본 PspImage 파일의 색 깊이를
변경하거나 레이어를 펼치지 않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최적화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용 이미지 저장하기”을 참조하십시오.

16 색에서 256 색 이미지의 이미지 팔레트를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팔레트  팔레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은 1,600 만 색 이미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 표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색의 정렬 순서 변경

정렬 순서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색 교체

색을 두 번 클릭하고 색 페이지에서 색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팔레트를 원래 색으로 재설정

팔레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되돌리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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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팔레트를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팔레트  팔레트 저장을 선택합니다.
팔레트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이름 상자에 팔레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경로 편집을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팔레트 폴더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를 저장하려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팔레트 폴더에 팔레트를 저장하면, 팔레트를
프리셋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다른 이름으로 팔레트 저장 그룹 상자에서 팔레트 형식 옵션을 선택합니다.
PSP 팔레트 — 기본 팔레트 형식
Microsoft 팔레트 —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팔레트 형식
7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자동으로 .PspPalette 파일 이름 확장자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팔레트를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팔레트  팔레트 로드를 선택합니다.
팔레트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팔레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로드하려는 팔레트가 들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프리셋 이미지 팔레트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팔레트 폴더에
저장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팔레트 적용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초근접 색 매칭 - 각 이미지 색을 팔레트에서 가장 가까운 색으로 변경합니다.
• 오류 확산 디더링 — 팔레트에 없는 색을 디더링하여 이미지 모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디더링은 서로 다른 색의 픽셀을 나란히 배치하여 누락된 색을
시뮬레이션합니다.

• 인덱스 유지 — 팔레트의 각 색에 순차적 인덱스 번호를 할당하고 이미지의 각 색에
대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이후 이미지의 각 색이 팔레트에서 유사한 번호의 색으로
변경됩니다

고급 색 기능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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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를 클릭합니다.
팔레트가 로드되고 이미지 색이 업데이트됩니다.
팔레트를 로드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Ctrl + Z 를 눌러 작업 실행 취소하여
원래 이미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웹 안전 색 팔레트를 로드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팔레트  팔레트 로드를 선택합니다.
팔레트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팔레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PaintShop Pro for ALTools 프로그램 폴더의 팔레트 폴더로 이동하여 안전을 선택합니다.
4 팔레트 적용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최초근접 색 매칭 - 각 이미지 색을 팔레트에서 가장 가까운 색으로 변경합니다.
• 오류 확산 디더링 — 팔레트에 없는 색을 디더링하여 이미지 모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디더링은 서로 다른 색의 픽셀을 나란히 배치하여 누락된 색을
시뮬레이션합니다.

• 인덱스 유지 — 팔레트의 각 색에 순차적 인덱스 번호를 할당하고 이미지의 각 색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 이미지의 각 색을 팔레트의 유사한 번호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이 옵션은 1,600 만 색 이미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로드를 클릭합니다.

한 이미지 색을 투명으로 만들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팔레트  팔레트 투명도 설정을 선택합니다.
색 깊이와 레이어 개수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하여 계속한 다음 색 깊이
감소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팔레트 투명도 설정 대화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투명도 없음 — 투명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 투명도 값을 현재 배경색으로 설정 — 배경색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 투명도 값을 팔레트 항목으로 설정 — 한 색을 투명으로 지정합니다. 이미지에서 색을
클릭하거나, 색 상자를 클릭하여 현재 색 선택기에서 선택합니다.
투명도를 보려면 교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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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을 클릭합니다.
색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숨길 때까지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색의 투명도를 보거나 숨기려면
편집 탭

• 이미지  팔레트  팔레트 투명도 보기를 선택합니다.
색 및 색 모델 이해하기
우리는 보통 색을 개체에 내재한 품질(예: 빨간색 차량 또는 녹색 개구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빛, 개체 및 관찰자,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우리가 색을 보는
것입니다. 광선이 개체에 닿으면 개체는 빛을 일부 흡수하고 일부 반사합니다.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고 그것을 색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색은 다른 파장의 빛을 반사합니다.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수천 가지 색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잉크를 바르면 잉크가 반사하는 빛으로 색이 나타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반사광이
아닌 방사광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는 색은 화면에서 방출되는 빛의 결과입니다.
색 생성 또는 인식 방법을 설명하려면 색 모델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RGB 색
모델로서 다양한 양의 레드, 그린 및 블루 빛을 생성하여 색을 표시합니다. 사람의 눈은
색상, 채도 및 명도 수준(HSL 색 모델)으로 색을 인식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RGB 또는 HSL 색 모델을 사용하여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인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CMYK(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RGB 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기본색 모델입니다. 기본색 모델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팔레트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색 값이
표시될 때마다 선호하는 색 모델 (RGB 또는 HSL)을 사용합니다. 색 페이지에서 색을
선택하면 환경설정에 관계없이 RGB 또는 HSL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색 값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색 모델은 색 인쇄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GB 모델
컴퓨터 스크린의 모든 색은 다양한 비율과 세기로 레드, 그린 및 블루 빛을 혼합하여
생성됩니다. 이 기본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옐로우, 사이안 및 마젠타가 생성됩니다.
모든 색을 더하면 화이트가 됩니다.
기본색(레드, 그린 및 블루)에는 0(해당 색이 존재하지 않음)에서 255(최대 강도의 해당
색)까지의 값이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레드는 레드 값 255, 그린 값 0 및 블루 값
0 을 결합하여 생성됩니다. 옐로우는 레드 값 255, 그린 값 255 및 블루 값 0 의 조합입니다.
세 가지 값을 모두 255 로 설정하면 화이트가 됩니다. 세 가지 값을 모두 0 으로 설정하면
블랙이 됩니다. 세 가지 색이 모두 같은 값으로 설정되면 그 결과는 그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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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L 모델
HSL 모델은 색상, 채도 및 명도의 특성을 사용하여 사람의 눈이 색을 인식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특성에는 0 에서 255 사이의 값이 할당됩니다. 세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색색상 — 레드, 옐로우 또는 오렌지와 같이 개체에서 반사된 색입니다. 각 색상 값은 색
휠에서의 위치에 따라 할당됩니다. 색 페이지의 색 휠에서 색은 위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당됩니다. 레드가 맨 위에 있으며(0 값) 휠 주위를 따라 이동하면 색이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을 거쳐 레드로 돌아갑니다.

• 채도 — 색의 순도 또는 선명함입니다. 채도는 0(완전히 그레이)에서 255(완전한 채도의
색)까지의 그레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 명도 — 색에서 감지된 빛의 크기 또는 세기입니다. 명도는 0(빛 없음 또는 블랙)에서
255(전체 밝기 또는 화이트)까지입니다. 50% 밝기, 즉 128 값에서 색은 순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레드의 색상은 255, 채도는 255(100%), 명도는
128(50%)입니다. 순수한 블루의 경우 색상은 170, 채도는 255, 명도는 128 입니다.

CMYK 모델
CMYK 모델은 용지의 잉크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백색광이
잉크에 닿으면, 색 스펙트럼의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가 눈으로 다시 반사됩니다. (눈에
보이는 색이 나타남)
이 모델에서 사이안(C), 마젠타(M) 및 옐로우(Y) 일차 색은 다양한 비율로 결합되어 다양한
색을 생성합니다. 세 가지 색을 결합하면 블랙이 생성됩니다. 잉크의 불순물로 인해 트루
블랙을 생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번째 색인 블랙(K)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잉크를 결합하는 것을 4 색 프로세스 인쇄라고 합니다. 인쇄 서비스 및
하이엔드 색 프린터에서 사용됩니다.
CMYK 모델을 사용하여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CMYK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는 색 분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CMYK 채널로 분할하거나 색 분리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CMYK 채널은 이미지에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및 블랙의 비율과 위치를 나타내는 4 개의
개별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입니다. 색 채널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 채널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CMYK 분리를 인쇄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각 일차 색에 대해 별도의 그레이스케일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그런 다음 이 페이지를 인쇄 서비스 작업 시 “색 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YK 색 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YK 색 분리 인쇄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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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색과 인쇄 색 차이점 이해하기
컴퓨터 모니터 색과 인쇄 색은 종종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색을 매치하려고 할 때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니터마다 색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의 이미지 색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 입력 장치(예: 스캐너 또는 카메라)의 색 영역이라고 하는 색 범위
• 모니터 제조업체 및 연식
• 모니터의 밝기 및 대비 설정
이미지를 인쇄할 때 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나타납니다.

• 종이의 품질 및 흡수 특성
• 프린터의 색 영역
• 모니터에서 RGB 값을 프린터 잉크의 CMYK 값으로 변환
이 변환은 모니터와 프린터 사이의 색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됩니다.
모니터는 빛을 사용하여 색을 표시하기 때문에 추가 색을 사용합니다. 함께 더하면 화이트를
생성합니다. 반대로, 모든 모니터 색을 제거하면 블랙을 생성합니다. 프린터는 잉크를
사용하여 색을 표시하므로 빼기 색을 사용합니다. 색을 제거하면 화이트를 생성하고 모든
프린터 색을 더하면 블랙을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니터와 프린터의 색 영역이 다릅니다.
동일한 색을 많이 공유해도 프린터가 인쇄할 수 없지만 모니터가 표시할 수 있는 색이 있고,
모니터가 표시할 수 없지만 프린터가 인쇄할 수 있는 색이 일부 있습니다.
색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색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옵션을 시도해보십시오.

• 몇 개월마다 모니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색과 프린터 색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또는 다른 이미지를 인쇄하고 이를 스크린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가 모니터에 표시된 것보다 항상 어두운
색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 이미지의 밝기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색 관리를 사용하여 장치 간 색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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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보정하기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이 상당히 정확하고 유의미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드는
실제로 레드이며 오렌지 또는 퍼플이 아니어야 하고, 50% 그레이는 라이트 그레이 또는 다크
그레이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모니터 보정 과정 안내 마법사를 사용하여 정확한 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끝나면 모니터의 색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보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정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색 관리  모니터 보정을 선택합니다.
모니터 보정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2 최대화 버튼

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를 최대화하면 산만한 배경색을 제거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르고 완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4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파일 이름 상자에 모니터 프로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프로파일이 활성 모니터 프로파일이 됩니다.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프로파일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법사 페이지에 표시될 때 고급 옵션 확인란을 체크하여 모니터의 레드, 그린 및 블루
톤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설정을 클릭하여 마법사 페이지의 보정 설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색 관리 작업하기
전문적인 품질의 디지털 이미지를 준비하는 경우, 색 관리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모든 RGB 이미지에는 이와 관련된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급 색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일관된 색
작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 작업공간 및 프로파일에 대한 고급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YK 채널을 분할하거나 결합할 때 또는 CMYK TIF 파일로 출력할
때, CMYK 이미지가 처리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CMYK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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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관리 프로파일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열려 있는 이미지를 모두 닫습니다.
2 파일  색 관리  색 관리를 선택합니다.
색 관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권장 작업공간은 sRGB 입니다.
필요한 경우 색 관리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하여 이 그룹 상자의 컨트롤에 액세스합니다.
3 기본색 관리 옵션을 선택하여 모니터 및 프린터의 컨트롤에 액세스합니다.
4 모니터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선택한 프로파일은 일차 디스플레이에만
적용됩니다.
5 프린터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프린터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컴퓨터에서 여러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선택한 프로파일은 일차 프린터에만 적용됩니다.
6 렌더링 여부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출력과 일치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프린터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옵션이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파일 목록에는 유효하고 올바르게 설치된 프로파일만 나타납니다.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저장한 프로파일이 활성 모니터 프로파일이
됩니다. 제한된 사용자인 경우, 반드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프로파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정 옵션을 선택하고 에뮬레이트된 장치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렌더링 여부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여 프린터가 인쇄 프레스를
시뮬레이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 작업공간 및 CMYK 프로파일을 정의하려면
편집 탭

1 열려 있는 이미지를 모두 닫습니다.
2 파일  색 관리  색 작업공간을 선택합니다.
색 작업공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권장 작업공간은 sRGB 입니다.
3 색 작업공간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 공간을 선택합니다.
4 CMYK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애플리케이션의 CMYK 관련 작업에 사용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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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드롭다운 목록에는 기본 CMYK 프로파일 및 추가한 프로파일이 포함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색 채널 사용하기
이미지 파일은 색 정보를 채널, 평면, 또는 색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를 RGB, HSL 또는
CMYK 색 채널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RGB 이미지에는 레드, 그린 및 블루, 총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HSL 이미지에는 색상, 채도 및 명도, 총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CMYK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를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및 블랙의 4 개 채널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색 채널에 대해 새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HSL 이미지는 “색상”, “채도” 및 “명도”라는 별도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분할됩니다. 각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이미지 내의 색(예: 레드) 또는 특성(예:
명도)의 백분율 및 위치를 나타냅니다.
회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편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흥미로운 효과나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CMYK 채널로 분할하면, 네 개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인쇄 서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CMYK 분리를 직접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으로 선택한 색 모델(RGB 또는 HSL) 유형과 관계없이 이미지를 RGB,
HSL 또는 CMYK 색 채널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색 채널은 이미지 편집 옵션을 향상합니다. 이미지를 HSL 채널로 분할하고, 색상 채널을
수정한 다음, 채널을 결합하여 색 이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채널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하여 선택 항목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색 채널로 분할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채널 분할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RGB 로 분할
• HSL 로 분할
• CMYK 로 분할
새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각 색 채널에 대해 열립니다.

색 채널을 결합하려면
편집 탭

1 각 색 채널 파일을 엽니다.
2 이미지  채널 결합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RGB 에서 결합
• HSL 에서 결합
• CMYK 에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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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채널 소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채널이 포함된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RGB 결합 대화상자에서 레드 1 파일을 레드 채널 소스로 선택합니다.
참고: 채널 분할 명령으로 분할한 채널을 결합하는 경우 동기화 확인란을 체크하여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자동으로 채널 소스 상자를 매칭되는 파일 이름으로 채우도록
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채널에서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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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는 작업공간, 메뉴 시스템, 도구모음, 키보드 바로 가기,
애플리케이션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 및 연결, 리소스 및 보기 옵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도구모음 보기 및 숨기기
• 도구 보기 및 숨기기
•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 사용하기
• 메뉴 시스템 사용자 지정하기
•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하기
•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 생성하기
• 키보드 바로 가기 사용자 지정하기
• 실행 취소 환경설정 설정하기
• 보기 환경설정 설정하기
• 표시 및 캐싱 환경설정 설정하기
• 팔레트 환경설정 설정하기
• 단위 환경설정 설정하기
• 투명도 및 음영 환경설정 설정하기
• 경고 환경설정 설정하기
• 자동 작업 환경설정 설정하기
• 기타 환경설정 설정하기
• 관리 탭 환경설정 설정하기
• 자동 보존 환경설정 설정하기
• 작업공간 탭 환경설정 설정하기
• 파일 형식 환경설정 설정하기
• 파일 형식 연결 설정하기
• 파일 위치 설정하기
• 관리소스 관리하기
• 플러그인 환경설정 설정하기
• 웹 브라우저 선택하기
• 자동저장 환경설정 설정하기
• 모든 환경설정 재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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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전환하기
• 일반 보기 옵션 조정하기
• 이전 버전의 paintShop Pro 에서 도구 및 명령에 액세스하기
• PaintShop Pro for ALTools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복원
• 이전 버전의 콘텐츠 및 플러그인 가져오기
도구모음 보기 및 숨기기
표시할 도구모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도구모음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1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표시하려면 보기  사용자 지정하기를 클릭합니다.
2 도구모음 탭을 클릭합니다.
3 표시하려는 도구모음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메뉴 모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메뉴 모음, 도구 팔레트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도구 보기 및 숨기기
도툴 도구모음의 빠른 사용자 지정 버튼을 사용하여 표시할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툴 도구모음에서 도구를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11 툴 도구모음에서 빠른 사용자 지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표시하려는 도구 이름 옆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숨길 도구 이름 옆의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도구모음를 원래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도구모음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 사용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작업공간은 탭, 팔레트, 도구모음 및 열린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웹 도구를 사용할 때 작업공간 배열과 사진 편집의 작업공간 배열 방법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여러 작업공간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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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작업공간 파일에는 열려 있는 이미지의 실제 사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업공간 파일은 이미지의 이름과 위치만 참조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삭제하면
이미지가 작업공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 저장하기
작업공간을 저장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PSPWorkspace 파일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 눈금자, 모눈 및 안내선 정보
• 메뉴, 팔레트 및 도구모음 설정, 위치 및 도킹 상태
• 전체 화면 편집 모드 상태
• 확대/축소 수준 및 스크롤 바 위치를 포함한 열린 이미지
작업공간 로드하기
사용자 지정 작업공간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 및 팔레트 위치가 로드 중인
작업공간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작업공간을 저장할 때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창이 두 개 열린 경우, 창 두 개가 모두 다시
열립니다. 작업공간의 이미지가 이미 열려 있으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작업공간
설정을 열린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저장된 작업공간 삭제하기
저장된 작업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공간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작업공간  저장을 선택합니다.
작업공간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새 작업공간 이름 필드에 새 작업공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작업공간에 저장하지 않은 수정된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이미지 변경 사항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변경 사항 및 작업공간을 저장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작업공간을 저장하지만 이미지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작업공간 및 이미지 변경 사항 저장을 취소하려면취소를 클릭합니다.
Shift + Alt + S 를 눌러 작업공간 저장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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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저장 대화상자에서 파일 위치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기본 폴더 이외의
폴더에 작업공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경로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작업공간을 로드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작업공간  로드를 선택합니다.
작업공간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예 — 다른 작업공간을 로드하기 전에 현재 작업공간을 저장합니다.
• 아니오 — 다른 작업공간을 로드하기 전에 현재 작업공간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3 로드할 작업공간 파일을 선택합니다.
4 로드를 클릭합니다.
Shift + Alt + L 을 눌러 작업공간 로드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작업공간 로드 대화상자의 파일 위치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기본 폴더 이외의
폴더에서작업공간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로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작업공간 메뉴의 하단에 있는 최근 작업공간 목록에서 선택하여 최근에 사용한
작업공간을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작업공간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작업공간  삭제를 선택합니다.
작업공간 삭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제거할 작업공간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Shift + Alt + D 를 눌러 작업공간 삭제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메뉴 시스템 사용자 지정하기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표시하면 전체 PaintShop Pro for ALTools 작업공간이 사용자 지정
모드로 변환됩니다. 원하는 메뉴 표시 여부와 메뉴를 선택할 때 메뉴가 열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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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시스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메뉴 탭을 클릭합니다.
3 상황에 맞는 메뉴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수정하려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메뉴 애니메이션 드롭다운 목록에서 메뉴를 열기 위해 사용할 다음 애니메이션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없음 —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열기 —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까지 메뉴를 엽니다.
• 슬라이드 — 메뉴를 위에서 아래로 엽니다.
• 페이드 — 희미한 모양에서 완전히 보이는 모양의 메뉴까지 전체 메뉴를 점차적으로
엽니다.
5 닫기를 클릭합니다.

메뉴를 재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메뉴 탭을 클릭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메뉴 그룹 상자에서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하기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표시하면 전체 PaintShop Pro for ALTools 작업공간이 사용자 지정
모드로 변환됩니다. 거의 모든 메뉴 명령이나 도구를 다른 메뉴나 도구모음으로 클릭하여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모음의 메뉴에서 명령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도구모음 버튼을 이동하려면
편집 탭

•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항목을 다른 도구모음으로 드래그합니다.
명령 버튼을 도구모음에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명령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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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주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참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관련 명령을 범주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범주를 클릭하여 모든 파일 메뉴 명령을 표시합니다. 모든 PaintShop Pro for ALTools 명령을
한 번에 나열하려면 모든 명령을 선택합니다.
4 명령 목록에서 명령을 도구모음으로 드래그합니다.

명령 버튼을 도구모음에서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항목을 빈 작업공간 영역 또는 도구모음 외부의 빈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2 커서가 다음 모양으로 바뀌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모든 도구모음을 재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도구모음 탭을 클릭합니다.
3 모두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모든 도구모음이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도구모음 목록에서 특정 도구모음을 선택하고 재설정을 클릭하여 해당 도구모음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모음, 도구 팔레트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분리 기호와 관련하여 버튼을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모음, 도구 팔레트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 생성하기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및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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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모음 탭을 클릭합니다.
3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도구모음 이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새 도구모음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비어있는 작은 도구모음이 나타나고 새 도구모음이 도구모음 목록에 추가됩니다.
참고: 새 도구모음을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 쪽으로 드래그하면 더 잘 보입니다.
5 명령 탭을 클릭합니다.
6 범주 목록에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7 명령 목록에서 명령 아이콘을 새 도구모음으로 드래그합니다.
8 명령 추가를 마치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리 기호 막대를 추가하여 명령을 원하는 그룹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메뉴 모음, 도구 팔레트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도구모음 탭을 클릭합니다.
3 도구모음 목록에서 삭제할 사용자 지정 도구모음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삭제를 클릭합니다.
5 닫기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바로 가기 사용자 지정하기
기존 키보드 바로 가기를 보고, 메뉴 명령, 바운드 스크립트 및 도구에 키보드 바로 가기를
할당하고 키보드 바로 가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키보드 바로 가기를 보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도움말  키보드 맵을 선택합니다.
도움말 키보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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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관련 명령을 범주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범주를 선택하면 파일 메뉴의 모든 명령이 표시됩니다. 모든 명령을 한 번에 나열하려면
모든 명령을 선택합니다.
명령 및 해당 바로 가기 키가 목록에 명령 이름별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해당 열을
알파벳순으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명령, 키 또는 설명)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맵 대화상자의 도구모음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범주의 바로 가기 키

목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맵에서 정보를 선택한 다음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명령에 대한 정보를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바로 가기를 할당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키보드 탭을 클릭합니다.
3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참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관련 명령을 범주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범주를 선택하면 파일 메뉴의 모든 명령이 표시됩니다. 모든 명령을 한 번에 나열하려면
모든 명령을 선택합니다.
4 명령 목록에서 명령 이름을 선택합니다.
명령의 설명과 할당된 바로 가기 키가 표시됩니다.
5 새 바로 가기 키 누르기 필드를 클릭합니다.
6 명령에 할당하려는 새 키보드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바로 가기가 새 바로 가기 키 누르기 필드에 나타납니다. 바로 가기가 이미 다른 명령에
할당된 경우 필드 위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할당을 클릭합니다.
8 더 많은 바로 가기 키를 할당하거나 닫기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바로 가기를 수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키보드 탭을 클릭합니다.
3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키보드 바로 가기를 수정하려는 명령, 스크립트 또는 도구와
관련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명령 목록에서 키보드 바로 가기를 수정하려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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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키 필드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6 제거를 클릭합니다.
7 새 바로 가기 키 누르기 필드 내부를 클릭하여 커서가 깜박이면 새 바로 가기로
할당하려는 키보드 키를 누릅니다.
입력한 키보드 조합이 이미 할당된 경우 이 필드 위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키보드
조합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필드 위에 “다음에 할당: [Unassigned]”이 표시됩니다.
8 할당을 클릭합니다.
9 닫기를 클릭합니다.

실행 취소 환경설정 설정하기
실행 취소 설정은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명령의 일부 동작과 기록 팔레트에 대한 하나의
옵션을 제어합니다.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실행 취소를 클릭합니다.
3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실행 취소 시스템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를 통해 실행 취소 페이지의 이 영역에 있는 모든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작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디스크 사용 제한

있는 디스크 공간 크기 설정

확인란을 체크하고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열린 각 이미지에 대해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제한 확인란을 체크하고

단계 개수 설정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250 입니다.

다시 실행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만들기

빠른 다시 실행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 취소 프로세스가 약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은 거의 하지 않지만
실행 취소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한계에

기록 팔레트의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단계

도달한 후 유지되는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단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개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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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환경설정 설정하기
보기 설정을 사용하면 일부 이미지 창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때
이미지 창과 배율 레벨의 동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확대할 때 이미지 창의 크기 조정

확대/축소 그룹 상자에서 확대 중 이미지를 창에
맞추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미지 창의 크기가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조정됩니다.

축소할 때 이미지 창의 크기 조정

확대/축소 그룹 상자에서 축소 중 이미지를 창에
맞추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미지 창의 크기가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미지를 열 때 전체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새 이미지 그룹 상자에서 자동 크기 확인란을

확대 수준을 자동으로 재설정

체크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때 이미지 창의 크기를

크기 변경 후 그룹 상자에서 이미지를 창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맞추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크기 조정 후 전체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확대

크기 변경 후 그룹 상자에서 자동 크기 확인란을

레벨을 자동으로 재설정

체크합니다.

표시 및 캐싱 환경설정 설정하기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 대한 표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구 커서의
모양을 변경하고 확대/축소의 배율 품질을 재설정하며 효과 브라우저의 섬네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캐시 저장 및 스크래치 디스크 설정에 대한 환경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
스크래치 디스크(“스왑 디스크”라고도 함)를 설정하면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디스크와 보조
디스크에 작업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큰 파일을 작업할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확장됩니다. 가장 좋은 옵션은 500MB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두 번째 내부 하드 디스크(SCSI, SSD, IDE, SATA) 상의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기본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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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드라이브는 지원되지 않으며 드라이브 구성에 따라 스크래치 디스크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요! 기본 드라이브를 스크래치 디스크로 설정하는 경우 2GB 이상의 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 기본 드라이브를 스크래치 디스크로
사용하면 성능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스크래치 디스크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Windows 의 디스플레이 설정
Windows 의 디스플레이 설정은 컴퓨터 시스템의 PaintShop Pro for ALTools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Windows 의 100% 디스플레이
옵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잘리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요소가 잘린 경우
Windows 의 디스플레이 설정(제어판  모양 및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을 확인합니다.

표시 및 캐싱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디스플레이 및 캐싱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 마지막 파일

프레젠테이션 그룹 상자에서 다른 이름으로

형식을 자동으로 사용

파일 저장 대화상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형식 다시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스포이드 도구 색 정보 숨기기

프레젠테이션 그룹 상자에서 모든 색 스포이드
툴팁 표시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모든 도구 커서에 십자선 커서 사용

프프리젠테이션 그룹 상자에서 정밀 커서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십자선 커서가 도구 버튼 형상 대신 표시됩니다.

브러시 도구 커서가 그 크기와 형상을

프레젠테이션 그룹 상자에서 브러시 윤곽선

반영하도록 합니다.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확대/축소 도구의 크기 조정 품질 결정

확대/축소 / 재스케일링 품질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효과 브라우저의 섬네일 크기 설정

효과 브라우저 섬네일 그룹 상자에서 크기(픽셀)
컨트롤에 값을 설정하거나 입력합니다.

합병합된 전체 이미지의 이미지 캐시 저장

캐싱 그룹 상자에서 병합된 이미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활성 레이어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의 이미지

캐싱 그룹 상자에서 활성 레이어 아래에 병합

캐시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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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각 그룹에 대해 병합된 이미지의 이미지 캐시

캐싱 그룹 상자에서 병합 그룹 확인란을

저장

체크합니다.

활성 그룹 아래의 모든 그룹 레이어의 이미지

캐싱 그룹 상자에서 활성 레이어 아래에 병합

캐시를 저장합니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스크래치 디스크 설정

스크래치 디스크 그룹 상자에서
스크래치 디스크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팔레트 환경설정 설정하기
팔레트 도킹 방식, 재질 및 레이어 팔레트의 일부 속성 등의 팔레트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팔레트의 외관을
변경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팔레트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팔레트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색 정보를 표시할 색 모드 설정

재질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색을 RGB
형식으로 표시 옵션 또는 색을 HSL 형식으로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는 재질 팔레트 및 스포이드 도구에 색
정보가 표시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툴팁 또는 색 대화상자에서 색 값이 표시되는

재질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10 진수 표시 옵션

방법 설정

또는 16 진수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레인보우 탭 또는 색 대화상자에서 팔레트

재질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레인보우 선택기

이미지가 사용 가능한 색을 표시하는 방법

표시 또는 문서 팔레트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

옵션은 256 이하의 색이 있는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툴팁에 16 비트 색 값 표시

16 비트 값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옵션은 16 비트 이하의 색이 있는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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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팔레트를 도킹 해제 가능하게 만들기

도킹 허용 그룹 상자에서 도킹 허용을 해제할
팔레트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팔레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지 설정

자동으로 팔레트 표시 그룹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항상 — 사용 중인 도구 및 명령에 적합한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 레이어 팔레트가 표시됩니다.
• 안 함 — 팔레트를 열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 학습 센터 사용 — 학습 센터 팔레트에서
액세스한 주제에 적합한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이는 기본 설정입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표시 옵션 설정

레이어 팔레트 그룹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툴팁 섬네일 — 툴팁에 레이어 섬네일이
나타나는 크기를 설정합니다.
• 팔레트 섬네일 — 팔레트 내에 레이어 섬네일을
표시합니다. 이 확인란을 체크한 다음 원하는
크기를 설정합니다.
• 오른쪽 창 — 팔레트의 오른쪽에 레이어 설정을
표시합니다

단위 환경설정 설정하기
스캔한 이미지와 같이 해상도 정보가 없는 이미지의 눈금자 옵션 및 기본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벡터 좌표에 스냅을 설정하고 문서 크기를 기준으로 최대 도구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문서 인식 도구 크기 조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단위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눈금자의 측정 단위 선택

눈금자 그룹 상자의 표시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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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눈금자를 흑백으로 표시

눈금자 그룹 상자에서 흰 바탕에 검정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눈금자를 컬러로 표시

눈금자 그룹 상자에서 도구모음 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눈금자 색은 도구모음 색과 일치합니다.

벡터 개체를 픽셀의 중심에 맞추기

벡터 좌표 그룹 상자에서 이동 시 픽셀의
중앙에 맞춤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해상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의 기본

기본 해상도 그룹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상도 설정

측정 단위를 선택하고 컨트롤에 값을
입력합니다.

문서 크기를 기준으로 최대 도구 크기를

도구 크기 영역에서 상대적 도구 크기 활성화

조정합니다.

확인란을 체크하고, 문서를 기준으로 최대
도구 크기를 조정하는 백분율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및 음영 환경설정 설정하기
모눈 크기와 색 구성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를 사용할 때 선택한 영역을
벗어나는 음영 영역의 색과 불투명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도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투명도 및 음영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모눈 색 사용자 지정

모눈 그룹 상자의 구성표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 구성표를 선택하고 색 상자를 클릭하여
모눈 색을 설정합니다.

모눈 크기 설정

모눈 그룹 상자의 모눈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크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르기 도구 및 음영 옵션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투명도 및 음영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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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영 그룹 상자에서 자르기 영역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하여 자르기 직사각형 외부의
음영을 활성화합니다.
4 색 상자를 클릭하고 음영 영역 색을 선택합니다.
5 불투명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음영 영역 색의 불투명도를 설정합니다.
6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자르기 직사각형을 표시하려면, 자동으로 자르기 직사각형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7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부동 자르기 도구모음을 표시하려면, 부동 자르기 도구모음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경고 환경설정 설정하기
경고 대화상자가 표시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정보가 손실되거나 현재 상태의 이미지에 적용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경고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경고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경고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특정 경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

경고 설명 옆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모든 경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

모두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자동 작업 환경설정 설정하기
이미지를 추가로 편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명령은 픽셀당 8 비트 이상의 비트 깊이를 갖는 이미지에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비트 깊이가 픽셀당 8 비트보다 낮은 이미지에 대한 명령을 선택하면,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지를 더 높은 비트 깊이로 변환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작업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동 작업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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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창에서 자동 작업을 선택합니다.
3 자동 작업 프롬프트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안 함 —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명령을 완료하기 위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 함은 특정 메뉴 명령을
비활성화합니다. 목록의 일부 항목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항상 —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 프롬프트 —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묻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두 항상, 모두 프롬프트 또는 모두 안 함을 클릭하여 목록의 모든 작업을 특정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을 클릭하여 목록의 모든 작업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경설정 설정하기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기타 페이지에서 다양한 환경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일 목록에 나타나는 파일 개수를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최근 사용 파일 목록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새로운 설정을 적용하려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파일  최근 파일을 선택하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투명 선택 항목을 붙여넣을 때 공차를 배경색에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투명 선택 항목을 붙여넣을 때 배경색 공차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데이터를 투명 선택 항목으로 붙여넣으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해당 데이터를
현재 이미지에 추가하고 선택 항목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경색과 일치하는
모든 픽셀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입력한 공차 값은 배경색이 투명하게 되려면 투명
색과 얼마나 가까이 일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허용 공차 범위는 0%(현재
배경색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미지 픽셀만 투명하게)에서 100%(모든 이미지 픽셀이
투명하게)입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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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 데이터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종료 시 클립보드 데이터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클립보드의 정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묻기 — 클립보드 데이터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 삭제 —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클립보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나가기—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클립보드에 데이터가 남습니다.
개체를 이동할 때 다시 그리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이미지 요소를 배치할 때 전체 창 다시 그리기 강제 실행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미지에서 개체를 이동할 때마다 활성 창의 정보가 다시 그려집니다.

시작 시 프로그램 시작 화면을 숨기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시작 화면 표시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퍽 유형의 포인팅 장치에 대한 압력 지원을 비활성화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퍽 유형의 포인팅 장치에 대한 압력 지원 비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72

PaintShop Pro

크기 조정된 이미지의 명도 보존을 활성화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크기 조정할 때 이미지 밝기 보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크기가 조정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인지된 명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면 스캔한 선 그리기와 같이 컴퓨터에서
생성된 이미지 크기를 줄일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펜 태블릿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3 펜 태블릿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WinTab
• 실시간 스타일(RTS)
참고: 컴퓨터에 해당 태블릿이 설치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태블릿이 한 개 이상 설치된 경우 환경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탭 환경설정 설정하기
관리 탭에서 액세스한 이미지 섬네일 표시 방법에 대한 컨트롤을 설정하고, 보기를 제외할
형식과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탭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의 범주 목록에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섬네일에서 사진 등급 표시

섬네일 이미지 그룹 상자에서 섬네일
이미지와 함께 등급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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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섬네일에서 이미지 파일 이름 표시

섬네일 이미지 그룹 상자에서 섬네일
이미지와 함께 파일 이름 표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관리 탭에 특정 파일 형식 표시 제외

제외된 항목 그룹 상자에서 파일 형식 제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형식 제외
대화상자의 왼쪽에서 제외할 파일 형식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모든 형식을 표시하려면
동시에 모두 선택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모든
형식에서 확인 표시를 제거하려면 모두
제거를 클릭합니다.

카탈로그에서 제외할 폴더 지정

제외된 항목 그룹 상자에서 언카탈로그 폴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카탈로그 폴더
대화상자에는 현재 관리 탭에서
카탈로그화되지 않은 폴더가 나열됩니다. 이
목록에 폴더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폴더 검색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폴더를
선택합니다. 현재 무시된 폴더를 카탈로그로
만들려면, 목록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무시된 폴더 목록을 기본
목록으로 재설정하려면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섬네일 그림 패널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환경설정을 선택하여 환경설정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동 보존 환경설정 설정하기
프로그램이 항상 원본(편집되지 않은) 이미지의 사본을 명확하게 라벨이 지정된 백업 폴더에
저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네거티브”를 생성하여 원래
상태의 이미지로 작업할 때마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보존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창에서 자동 보존을 선택합니다.
3 자동 보존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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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원본 이미지를 처음 저장할 때 자동으로 사본

저장을 클릭한 후 표시되는 대화상자에서 예

생성하기

- 매번 수행을 선택합니다. 원본(편집되지
않은) 이미지는 자동 보존 하위 폴더로
복사되며 이 폴더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폴더
내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원본 이미지 다시 열기

열기 대화상자 또는 탐색 팔레트에서 원본
이미지의 사본이 포함된 자동 보존 하위
폴더를 찾습니다. 자동 보존 하위 폴더는 원본
이미지가 처음 저장된 폴더와 같은 폴더에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사본 생성하지 않기

저장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아니오 -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이미지
저장을 선택합니다.

작업공간 탭 환경설정 설정하기
현재 작업공간에 대한 옵션 탭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열 때 시작 탭
또는 편집 탭에 내용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탭을 숨기거나 표시하고 기본 탭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왼쪽의 범주 목록에서 탭을 클릭합니다.
3 보이는 탭 영역에서 표시하고 싶은 옵션 탭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다음 기본 탭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시작을 기본값으로 설정 -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작 탭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 관리를 기본값으로 설정 -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관리 탭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 조정을 기본값으로 설정 -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조정 탭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 편집을 기본값으로 설정 -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편집 탭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 마지막 보기 유지 — 마지막 PaintShop Pro for ALTools 세션에서 프로그램을 닫기 직전에
사용한 탭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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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환경설정 설정하기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다음 형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이 탭에서는 EXIF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자동 회전 여부를 선택하고, RAW
카메라 이미지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메타파일 — WMF 는 Microsoft Windows 기본 벡터 형식입니다.
• Kodak Photo CD — PCD 는 많은 사진 현상가들이 사용합니다. 이 형식은 하나의 파일로
여러 이미지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Portable Network Graphics — PNG 는 웹 그래픽에 사용됩니다. PNG 파일을 열고 저장하기
위한 환경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ostScript —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레벨 2 를 통해 PostScript 파일(여러 페이지 파일
포함)을 읽고 래스터 이미지로 열 수 있습니다. 변환 시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개체를 안티앨리어싱하고 투명도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RAW 그래픽 —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RAW 그래픽 이미지 형식을 읽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RAW 카메라 데이터 이미지와 혼동하지 말 것)은 과학 및 컴퓨터 게임
산업의 그래픽 이미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의 전체 목록은 “PaintShop Pro 에서 지원하는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RAW 카메라 데이터 이미지와 RAW(그래픽) 파일 형식 이미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RAW 카메라 데이터 이미지에는 Canon, Fuji, Kodak, Minolta, Nikon, Olympus 및 Pentax 의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로 캡처한 처리되지 않은 센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는 RAW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와 유사하지 않고, 반응도 다릅니다.
RAW 그래픽 이미지는 압축이 없는 기본 래스터 데이터 형식 이미지이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표준 헤더(선택 사항)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
이미지는 주로 게임 개발자와 과학계에서 사용됩니다. 게임 개발자는 RAW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이미지 질감 처리, 범프매핑 및 음영 처리를 합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 기반 이미지 분석에 사용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RAW 그래픽 이미지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
형식(예: TIF, JPEG 또는 TGA)에서 RAW 그래픽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조명으로 인한 색상 또는 색 캐스트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형광등 조명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카메라를 실외 조명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사진에 그린 색 캐스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광등에서 촬영한 사진에 보정 적용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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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미지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합니다.

• EXIF 데이터를 사용하여 열 때 이미지 자동 회전 — 이를 체크하는 경우 이미지가
EXIF 방향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체크 해제하면 이미지를 수동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 카메라 RAW 랩을 사용하여 RAW 이미지 열기 — 이를 체크하는 경우 RAW 이미지를
선택하면 카메라 RAW 랩이 열립니다.

WMF 이미지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메타파일 / 가져오기 탭을 클릭합니다.
3 로드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일을 열 때마다 크기 및 옵션 묻기 — 파일을 열 때 각 WMF 이미지 설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사용 가능할 때 파일 헤더 정보 사용 — 파일 헤더 기본 크기를 사용합니다. 헤더 없이
파일을 열면, 크기는 기본적으로 파일 헤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기본 크기 그룹
상자에 입력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벡터 도구로 편집할 수 있는 개체로 WMF

벡터 데이터 가져오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벡터 데이터 가져오기
부곡선 폴리라인(벡터 데이터만) 다듬기

스무딩 적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PCD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PCD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해상도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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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ⅹ 64
• 192 ⅹ 128
• 384 ⅹ 256
• 768 ⅹ 512
• 1536 ⅹ 1024
• 3072 ⅹ 2048
• 6144 ⅹ 4096
4 확인을 클릭합니다.
각 파일을 로드할 때 묻기 옵션을 선택하여 PCD 파일을 열 때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해상도 선택을 물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PNG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PNG 탭을 클릭합니다.

2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레이어 투명도에서 레이어 로드 및 저장
• 알파 채널에서 투명도 로드 및 저장
PostScript 파일 가져오기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PostScript 탭을 클릭합니다.
3 PostScript 파일을 열 때마다 크기 및 옵션 묻기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4 해상도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하거나 입력합니다.
5 페이지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페이지 크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이미지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 모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ostScript 파일을 열 때마다 옵션을 설정하라는 PostScript 파일을 열 때마다 크기 및 옵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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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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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방향을 가로로 전환

가로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안티앨리어싱 PostScript 개체가 래스터

안티앨리어싱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미지로 변환될 때
기본 투명 배경 대신 화이트 배경을

투명도 렌더링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PostScript 파일에 경계 상자가 있으면 프로그램은 캔버스 크기를 경계
상자와 일치시킵니다.

RAW 파일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RAW(그래픽) 탭을 클릭합니다.
3 옵션 저장 그룹 박스에서 헤더 크기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파일의 헤더 크기를
설정합니다.
4 24 비트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RGB 순서
• BGR 순서
5 다음 색 순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평면 모드 — 색 데이터를 별도의 8 비트 평면에 저장
• 인터리브 — 연속적으로 픽셀 저장
상하 대칭 확인란을 체크하여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연결 설정하기
파일 형식 연결은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여러 유형의 파일 형식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의 전체 목록은 “PaintShop Pro 에서 지원하는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형식 연결 추가 및 제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특정 파일 형식을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PEG
파일 형식을 PaintShop Pro for ALTools 와 연결하면, Windows 바탕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는
모든 JPEG 파일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열립니다. 연결된 JPEG 파일은 PaintShop Pro
for ALTools 아이콘도 표시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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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확장자 변경하기
다파일 형식 확장자 변경 사항은 다음에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시작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와
관련된 파일 확장자는 이름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일 형식을 PaintShop Pro for ALTools 와 연결할 때 선택한 프로그램에서 열기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계속 열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PaintShop Pro for ALTools 와 연결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형식 연결을 선택합니다.
Windows 의 연결 설정 프로그램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옵션의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설정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리소스에는 스크립트, 픽처 튜브, 패턴, 그라데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및 작업공간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전체 리소스 목록이 파일 위치
대화상자의 왼쪽에 표시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컴퓨터의 여러 기본 폴더에
리소스를 저장하고 검색합니다. 파일 위치 환경설정을 변경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이러한 리소스를 찾고 저장하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사용 방법 및 이미지
미리보기에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한 모든 새 파일은 컴퓨터의 다음 경로의 적절한 하위 폴더에 저장됩니다.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 folder 대부분의 기본 프로그램 리소스는
X:\Program Files(x86)\ESTsoft\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32 비트) 및 X:\Program
Files\ ESTsoft\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64 비트) 경로의 적절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X”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설치된 드라이브입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폴더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다양한 리소스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삭제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더 이상 폴더에서 어떤 항목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더는 컴퓨터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리소스의 파일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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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의 파일 위치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파일 위치를 변경하려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지정된 리소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본 폴더가 대화상자의 오른쪽에 나열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폴더 찾아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추가할 폴더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폴더 옵션 그룹 상자에서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폴더의 하위 폴더를 사용하려면 하위 폴더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참고: 이 확인란이 체크 해제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폴더 및 해당 하위 폴더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6 저장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현재 리소스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로 돌아갑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많은 대화상자에 나타나는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하여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리소스의 파일 위치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위치를 추가할 리소스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폴더 검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새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새 폴더를 목록에 추가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하여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캐시 및 CMYK 프로파일 리소스 파일 유형은 하나의 위치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한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파일 위치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위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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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많은 대화상자에 나타나는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하여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리소스의 파일 위치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파일 위치를 삭제하려는 리소스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3 폴더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4 제거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많은 대화상자와 도구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도구 옵션
팔레트에 있음)에 나타나는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하여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관리소스 관리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리소스에는 스크립트, 픽처 튜브, 패턴, 그라데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및 작업공간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전체 리소스 목록이 파일 위치
대화상자의 왼쪽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관리에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면 워크플로가
더 쉬워집니다. 이 방법에 리소스 관리자 대화상자가 사용됩니다.
도구 옵션 팔레트 또는 효과 대화상자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과 같은 프리셋 컨트롤을
찾은 경우, 리소스 관리자 대화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삭제, 이름 바꾸기, 복사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리소스 범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자 대화상자에 액세스하려면
편집 탭

• 프리셋 컨트롤을 클릭하고 리소스 관리자 버튼

을 클릭합니다.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프리셋 컨트롤을 클릭하고 리소스 관리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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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경우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4 삭제를 클릭합니다.

리소스의 이름을 바꾸려면
편집 탭

1 프리셋 컨트롤을 클릭하고 리소스 관리자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4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리소스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5 리소스의 새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소스를 다른 위치로 복사하려면
편집 탭

1 프리셋 컨트롤을 클릭하고 리소스 관리자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4 복사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이 때 파일 이름 필드에 새 이름을 입력하여 파일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5 리소스를 이동하려는 폴더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현재 스캔 중인 폴더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리소스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면
편집 탭

1 프리셋 컨트롤을 클릭하고 리소스 관리자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4 이동을 클릭합니다.
폴더 검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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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소스를 이동하려는 폴더로 이동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리소스를 시각적 리소스 드롭다운 목록과 리소스 관리자 대화상자에 표시하려면,
리소스를 이동하려는 폴더는 파일 위치 대화상자에 반드시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
위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범주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화상자의 왼쪽에 있는 파일 유형 목록에서 새 범주 폴더를 생성할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3 폴더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 하위 폴더가 위치할 폴더를 클릭합니다.
4 폴더 옵션 그룹 상자에서 활성화 및 하위 폴더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5 하위 폴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름 입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6 사용자 지정 범주 하위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이름 입력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범주 드롭다운 목록에 새 범주를 표시하려면, 먼저 생성한 폴더로 리소스를 반드시
저장, 복사 또는 이동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환경설정 설정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Adobe Photoshop 파일과 호환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플러그인 파일 이름 확장자는 .8B*입니다. 플러그인
사용을 파일 이름 확장자가 .8B*인 플러그인으로 제한하거나, 임의의 파일 이름 확장자가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3 플러그인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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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확장자 플러그인 로드

로드된 플러그인 파일을 .8B*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제한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열기 전에

파일 형식 플러그인이 지원 파일 형식의 사전

플러그인에서 파일을 엽니다.

필터링을 요청하도록 허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플러그인 위치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폴더 목록에 새로운 빈 항목이 나타나고, 폴더 검색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추가하려는 폴더로 이동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파일 위치 대화상자로 돌아갑니다.
5 폴더 옵션 대화상자에서 활성화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하위 폴더 사용 확인란을 체크하여, 추가한 플러그인 폴더에 저장된 하위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선택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웹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정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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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 경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5 웹 브라우저 실행 파일이 포함된 폴더(파일 이름 확장자는 .exe)로 이동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웹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4 편집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정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5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웹 브라우저 경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6 웹 브라우저 실행 파일이 포함된 폴더(파일 이름 확장자는 .exe)로 이동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삭제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웹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4 목록에서 브라우저를 제거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저장 환경설정 설정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작업 간에 이동할 때 작업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탭에서 일부 편집을 하고 다른 사진 또는 탭으로 전환하면,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자동 저장을 활성화한 경우 자동 보존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보존 환경설정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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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환경설정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자동 저장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동 저장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자동 저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조정 탭을 클릭하고 다음 이미지가 선택될 때 자동으로 편집 내용을 현재 이미지에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편집 탭을 클릭하고 열린 모든 파일의 자동 백업 사본을 지정한 매분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분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자동 저장된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를 찾으려면,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유형 목록에서 실행 취소/임시 파일 폴더를
선택합니다.

모든 환경설정 재설정하기
다양한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설정을 재설정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환경설정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재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일반 환경설정 재설정 — 모든 일반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프로그램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 파일 위치 재설정 — 모든 파일 위치 설정을 프로그램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 작업공간을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 — 현재 작업공간을 프로그램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 대화상자 위치 재설정 및 마지막으로 사용한 설정 — 대화상자를 기본 위치에
표시하고 기본 설정을 사용하도록 재설정합니다.

• 모든 캐시 파일 삭제 — 기존 캐시 파일을 모두 삭제합니다.
• 모든 도구모음/팔레트를 화면에 표시 — 모든 도구모음과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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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동안 Shift 를 누르면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상태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면 모든 사용자 지정이 지워집니다.

언어 전환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표시되는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국제 또는
다국어 사용자, 국제 기업 환경에서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언어를 전환하려면
편집 탭
관리 탭

1 파일  환경설정  언어 전환을 선택합니다.
언어 전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싱글 바이트 문자 세트를 사용하는 언어(예: 영어, 독일어 및 프랑스어)와
더블 바이트 문자 세트가 있는 언어(예: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및 일본어) 간 전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하라는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하면 선택한 언어가 표시됩니다.

일반 보기 옵션 조정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아이콘, 스크린 팁, 캡션, 스크롤 막대, 노드(“핸들”이라고도 함)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자 지정하고, 도구를 사용할 때 스크린에 나타나는 선과 경계 상자를
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을 빠르게 조정하려면
1 메뉴 모음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이콘 크기
• 텍스트 크기
• 스크롤 바 크기
• 노드 크기
2 하위 메뉴에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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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모음 보기 옵션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3 도구모음 영역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도구모음에 스크린 팁 표시 — 도구 및 버튼 위에 나타나는 스크린 팁을 표시합니다.
• 스크린 팁에 바로 가기 키 표시 — 스크린 팁에 나타나는 바로 가기 키(사용 가능한
경우)를 표시합니다.
4 아이콘 영역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색 아이콘 표시 — 컬러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 작은 아이콘 표시 — 아이콘 크기를 줄이려면 체크합니다. 아이콘을 기본 크기로
표시하려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5 개인 설정된 메뉴 및 도구모음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메뉴에 최근에 사용한 명령을 먼저 표시 — 최근에 사용한 명령만 표시하도록 메뉴를
단순화합니다.

• 약간의 지연 후 전체 메뉴 표시 — 메뉴에 최근 사용한 명령 먼저 표시 확인란이
체크된 경우, 약간의 지연 후 모든 메뉴 항목이 표시됩니다.
사용 데이터 재설정을 클릭하여 최근에 사용한 메뉴 명령의 메모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스크롤 바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3 스크롤 바 영역에서 작게, 중간 또는 크게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포인터를 위에 놓을 때 스크롤 바 핸들의 크기를 늘리려면 마우스로 가리킬 때 자동
확대를 체크합니다.

노드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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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드 크기 영역에서 작게, 중간 또는 크게를 활성화합니다.

노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작게, 오른쪽은 크게) 노드는 레이어, 벡터
개체, 펜 도구 선 등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과 경계 상자의 표시를 높이려면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3 선 및 경계 상자 영역(영역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수도 있음)에서 포인터
근접성과 함께 표시 증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근접성(픽셀) 상자에서 표시 향상을 활성화하려면 포인터가 선 또는 경계 상자에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 결정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전 버전의 paintShop Pro 에서 도구 및 명령에 액세스하기
작업공간에서 제거된 도구 및 명령에 액세스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의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도구 및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명령 탭에서, 다음 표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명령 추가

범주 목록에서 사용되지 않는
명령을 클릭하고, 원하는 명령을 찾아 메뉴로
드래그합니다.

도구 추가

범주 목록에서 도구를 클릭하고 원하는
도구를 선택한 다음, 툴 도구모음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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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hop Pro for ALTools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복원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므로 사진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안전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면 등급, 태그 및 캡션
텍스트와 같은 사용자 지정된 사진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려면 백업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재설정하고 백업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폴더를 검색할 때, PaintShop Photo Pro 의 JPEG 사진 데이터를 2021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폴더 검색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intShop Pro 로 사진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려면
1 작업을 저장합니다.
2 파일  데이터베이스 백업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작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재설정하려면
1 애플리케이션이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2 Windows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PaintShop Pro for ALTools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버전에 데이터베이스 복원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닫고 다음 위치에서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삭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C:\Users[user
name]\AppData\Local\Packages\CorelCorporation.[…PaintShop Pro
버전]\LocalCache\Local\PaintShop Pro for ALTools[버전 넘버]\Databas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가져오려면
1 열려 있는 작업을 모두 저장합니다.
2 파일  데이터베이스 백업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할 때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옵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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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의 콘텐츠 및 플러그인 가져오기
최 PaintShop Pro 최근 세 개 버전의 기본 위치에 저장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설치한 플러그인, 스크립트, 브러시 팁, 색 팔레트, 그라데이션, 패턴, 질감 및
효과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PaintShop Pro 에서 콘텐츠 및 플러그인을 가져오려면

• 파일 > 가져오기 > 이전 버전의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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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사진 편집하기
PaintShop Pro 를 사용하면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을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360°
보기를 지원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전에 360° 사진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360°
사진을 표준 이미지로 변환하고 재미있는 플래닛 효과를 적용하거나 파노라마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360° 사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360° 사진에서 삼각대 제거하기
• 360° 사진 수평/수직 맞추기
• 360° 사진 보정 또는 효과 적용
• 360° 사진에 플래닛 효과 적용하기
• 360° 사진에서 파노라마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하기
360° 사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알아야 할 사항:

• 360° 사진 창은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360° 이미지용으로 설계되지 않음)

• 360° 카메라가 이미지에 포함된 360°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은 없습니다. Google 360°
메타데이터는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이며, 이를
PaintShop Pro 는 360°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PaintShop Pro 에서는 360° 사진을 편집하는 데 조정 및 효과 메뉴 항목만 권장합니다.
이러한 메뉴 내에서조차 이미지를 왜곡하는 모든 조정 또는 효과는 최종 이미지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360° 사진에서 삼각대 제거하기
360° 카메라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삼각대, 손 또는 기타 장치를 360° 사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인식 채우기 기능인 매직 필은 배경을 샘플링하고 선택한 영역을 사라지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직 필은 사진의 원하지 않는 요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인식 기능입니다.

360° 사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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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삼각대 주변을 느슨하게 둘러쌌습니다. 매직 필은 콘텐츠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사진에서 삼각대를 제거합니다.
360° 사진에서 삼각대를 제거하려면
1 PaintShop Pro 에서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을 엽니다.
360° 사진 창에서 편집 탭의 조정 또는 효과 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360° 사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360° 사진 창에서 삼각대 제거를 클릭합니다.
4 위치 영역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5 선택 항목 도구 영역에서 선택 항목 도구를 선택합니다.
6 제거하려는 영역을 둘러싸도록 미리보기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매우 정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주변 영역을 선택 항목에 포함해도 무방합니다.
7 페더 값을 설정하여 채우기 가장자리가 배경과 어떻게 블렌딩되는지 결정합니다.
8 매직 필을 클릭합니다. 미세 조정해야 하는 경우 선택 항목과 매직 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9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을 새 파일 이름에 저장하고 원본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360° 사진 창을 닫아 메인 애플리케이션 창으로 돌아갑니다.

360° 사진 수평/수직 맞추기
PaintShop Pro 에서 360° 사진의 수평 및 수직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화면상의 수평/수직 맞추기 오버레이는 중앙 십자선, 두 개의 수평선, 대화식 회전
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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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사진의 수평/수직을 맞추려면
1 PaintShop Pro 에서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을 엽니다.
360° 사진 창에서 편집 탭의 조정 또는 효과 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360° 사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360° 사진 창에서 수평/수직 맞추기를 클릭합니다.
4 미리 보기 창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화면상의 수평/수직 맞추기 오버레이 내에서
수평선 기준점의 중심을 맞춥니다. 십자선을 중심점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컨트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팬 — X 축을 따라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틸트 — Y 축을 따라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시야 — 장면에서 카메라가 나타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효과와
유사함)
5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원형 오버레이를 드래그하거나 오른쪽 패널에서 회전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6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을 새 파일 이름에 저장합니다. 360° 사진 창을 닫아
메인 애플리케이션 창으로 돌아갑니다.

360° 사진 보정 또는 효과 적용
중요! 조정 및 효과 메뉴에서만 보정 또는 특수 효과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60° 사진 보기 사이트에서 사진을 공유하려는 경우, 해당 메뉴 외부에서 360° 사진을

편집하면 사진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360°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은 노출, 화이트 밸런스, 선명도, 퍼플 프린지, 대비, 색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반 보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기 있는 사진 효과 필터와 같은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흑백 필름,
세피아 색조, 레트로 랩.

360° 사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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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메뉴의 여러 가지 색, 노이즈, 노출 필터를 사용하여 360° 사진을 개선했습니다.
360° 사진에 보정 또는 효과 필터를 적용하려면
1 PaintShop Pro 에서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을 엽니다.
360° 사진 창에서 편집 탭의 조정 또는 효과 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조정/효과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편집 탭의 조정 또는 효과 메뉴에서 원하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4 이미지 편집을 마쳤으면 새 파일 이름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360° 사진에 플래닛 효과 적용하기
플래닛 효과를 적용하여 360° 사진을 타이니 플래닛 스타일 이미지 또는 래빗홀 스타일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구형 파노라마라고도 하는 이러한 효과는 360° 이미지의 하단
가장자리(타이니 플래닛 생성 목적) 또는 상단 가장자리(래빗홀 터널 생성 목적)를 구형
모양으로 감쌉니다.
중요! 플래닛 효과를 적용하면 이미지에서 360° 메타데이터가 제거되므로, 원본

사진을 보존하려면 새 파일 이름에 새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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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사진에 플래닛 효과를 적용하려면
1 PaintShop Pro 에서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을 엽니다.
360° 사진 창에서 편집 탭의 조정 또는 효과 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360° 사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360° 사진 창에서 플래닛 효과를 클릭합니다.
4 효과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타이니 플래닛: 이미지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구의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 래빗홀: 이미지의 위쪽 가장자리를 구의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5 회전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구의 회전을 결정합니다.
5 시야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장면의 카메라 위치를 설정합니다. (확대/축소와 유사)
6 이미지에 대한 가로 세로 비율 설정을 선택합니다.
7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을 새 파일 이름에 저장합니다. 360° 사진 창을 닫아
메인 애플리케이션 창으로 돌아갑니다.

360° 사진에서 파노라마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하기
360°에서 파노라마 효과를 적용하여 360° 사진에서 파노라마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널리 사용되는 매핑 투사를 사용하여 360° 사진을 평평한 표면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등장방형 및 메르카토르.
중요! 360°에서 파노라마를 적용하면 이미지에서 360° 메타데이터가 제거되므로, 원본

사진을 보존하려면 새 파일 이름에 새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0° 사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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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사진에서 파노라마 스타일의 사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60° 사진에서 파노라마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1 PaintShop Pro 에서 360° 카메라로 캡처한 사진을 엽니다.
360° 사진 창에서 편집 탭의 조정 또는 효과 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360° 사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360° 사진 창에서 360°에서 파노라마를 클릭합니다.
4 투사 영역에서 메르카토르의 등장방형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지 실험해보십시오.
5 자르기 확인란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보기 영역으로 드래그하여 자르기
상자를 설정합니다.
6 수평 이동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캡처할 이미지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7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을 새 파일 이름에 저장합니다. 360° 사진 창을 닫아
메인 애플리케이션 창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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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자동화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많은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작업 또는 여러 작업을 자동화하고, 프리셋을 사용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상자 또는 도구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이미지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스크립팅 기본
• 스크립팅 도구 및 기능 작업하기
• 스크립트 기록 및 저장
• 저장된 스크립트 실행하기
• 스크립트 중지 또는 실행 취소
•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스크립트 편집하기
•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편집하기
• 스크립트 문제 해결하기
• 스크립트에 아이콘 할당하기
• 프리셋 사용 및 생성
• 파일 일괄 처리하기
• 파일 일괄 이름 바꾸기
스크립팅 기본
스크립트는 기록하고 재생하는 일련의 명령입니다. 각 이미지를 일일이 변경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재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기록한
명령은 이미지에서 수행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완전한 기능의 스크립팅
엔진이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yth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ython 구문을 사용하여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지만,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레코더가 내장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 내의 거의 모든
작업을 스크립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ython 언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Python 은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범위를 결정하므로, 공백과 탭의 혼용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유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PythonWin 또는 Idle 과 같은 Python 인식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자동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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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팅 리소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다음과 같은 스크립팅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명령 API — PaintShop Pro for ALTools 명령 및 매개변수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로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HTML 기반 리소스입니다.

• 스크립팅 가이드 —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스크립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PDF
가이드입니다. 정의, 예제 스크립트, 명령 및 매개변수 정보를 사용하면 스크립팅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샘플 스크립트 — 스크립팅 가이드에서 참조하는 샘플 스크립트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배우고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를 제공합니다.

스크립팅 도구 및 기능 작업하기
대부분의 스크립팅 명령은 파일  스크립트 하위 메뉴와 스크립트 도구모음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도구모음을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훨씬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명령은 메뉴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스크립트 도구모음의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구

설명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ScriptsTrusted(스크립트-신뢰할 수 있음) 및 ScriptsLimited(스크립트-제한됨) 폴더에 저장된 스크립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스크립트 실행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중 스크립트 실행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서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스크립트 실행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선택한 스크립트 편집 버튼을 사용하면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스크립트를 편집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편집기가 열립니다.
토글 실행 모드 버튼을 사용하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자동 모드와 대화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 테두리가 표시되면 대화식 모드로
설정됩니다.
스크립트 실행 버튼을 사용하여 로드할 스크립트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중지 버튼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스크립트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기록 시작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작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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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설명
스크립트 기록 일시 중지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기록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여 기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기록 취소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기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기록 저장 버튼을 사용하면 스크립트
기록을 중지하고 저장할지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도구모음을 표시하려면
편집 탭

• 보기  도구모음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스크립트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편집 탭

• 파일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스크립트 명령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는 출력 창 지우기 및 단일 스텝 명령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을 스크립트 도구모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모음 사용자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출력 팔레트를 표시하려면
편집 탭

• 보기  팔레트  스크립트 출력을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출력 팔레트는 이전에 사용한 명령, Python 구문 오류 또는 런타임 오류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출력 팔레트를 지우려면
편집 탭

• 파일  스크립트  출력 창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출력 팔레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지우기를 선택하여
스크립트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기록 및 저장
스크립트는 단계가 많은 작업에 특히 유용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수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스크립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작업 자동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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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지정, CMYK 프로파일 생성 또는 편집, 편집 탭 외부의 작업,
인쇄 레이아웃 내부의 작업 또는 그라데이션 생성은 스크립팅할 수 없습니다.

• 도부동,도킹, 또는 도구 모음, 팔레트, 창의 정렬은 스크립팅할 수 없습니다.
• 재재질 팔레트 및 믹서 팔레트 작업과 도구 옵션 팔레트 선택 항목은 스크립팅할 수
있어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스크립팅하려면 텍스트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스크립팅을 지원하는 플러그인만 스크립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제한 사항 외에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스크립팅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트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하려는 특정 작업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스크립트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됨 및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립트
PaintShop Pro for ALTools 의 스크립트는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며, 이 스크립트는
악성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때문에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두 개의 폴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폴더는 설치 중에
자동으로 두 위치에 생성되고 각 폴더에는 고유한 모드의 스크립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폴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립트-제한됨 — 신뢰할 수 있음 폴더에 없는 스크립트를 포함합니다.
• 스크립트-신뢰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폴더는 다음 경로 안에 있습니다.

• 32 비트 — X:\Program Files (x86)\ESTsoft\PaintShop Pro for ALTools
2021\Languages\[language code](여기서 “x”는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설치한 드라이브를
나타냄)

• 64 비트 — X:\Program Files\)\ESTsoft\PaintShop Pro 2021 for ALTools
(64bit)\Languages\[language code]
• 사용자 폴더에서,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
스크립트를 처음 작성하고 저장할 때 스크립트를 다음 경로에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ocuments\PaintShop Pro for ALTools\2021 그런 다음 가장 최근에 사용한 폴더에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크립트를 검색할 때, 제한된 스크립트는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립트보다
먼저 검색됩니다.
다음은 제한된 스크립트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

• 구성되지 않은 경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경우 제한된 경로로 간주합니다.
• 경로가 제한된 목록과 신뢰할 수 있는 목록에 모두 나타나면 해당 경로는 제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프리셋, 재질 팔레트 스와치 및 인쇄 레이아웃 템플릿(기본적으로 스크립트임)은 제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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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명령
일부 명령은 스크립트-제한됨 폴더에 저장된 스크립트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에는
이러한 명령의 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령 중 하나가 포함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해당 명령을 스크립트-신뢰할 수 있음 폴더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명령

메뉴 위치

FileSave

파일  저장

FileSaveAs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FileSaveCopyAs

파일  다른 이름으로 파일 복사본 저장

GIFExport

파일  내보내기  GIF 최적화

PNGExport

파일  내보내기  PNG 최적화

JPEGExport

파일  내보내기  JPEG 최적화

FileLocations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

FileClose

파일  닫기

FileCloseAll

파일  모두 닫기

FileSend

파일  보내기

BatchConvert

파일  일괄  처리

BatchRename

파일  일괄  이름 바꾸기

Mapper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매퍼

Slicer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슬라이서

FileExit

파일  종료

스크립트를 기록 및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스크립트 기록 시작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3 스크립트 기록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스크립트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5 스크립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실행 취소한 명령 제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실행 취소한
명령 제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작업 자동화하기

503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도구를 사용한 작업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재질 저장

사용하는 재질 팔레트 설정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하면 스크립트가 기록될 때 사용된
재질이 아니라,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현재
재질이 지정된 도구와 사용됩니다. 이 옵션은
대화상자의 재질 설정이 아닌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된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기록하는 동안 대화식 대화상자를 해당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대화상자

위치에 표시

위치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스크립트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을
체크하면 대화상자 위치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전/이후 미리보기 영역 표시 여부,
대화상자 최대화 여부 및 이미지에서
미리보기 확인란 체크 여부도 기록됩니다.
이러한 환경설정은 스크립트의 다른
사용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설명 정보 추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설명을
클릭하고 작성자, 저작권 및 설명 상자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스크립트를
편집할 때 표시됩니다.

저장된 스크립트 실행하기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스크립트를 선택하거나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저장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스크립트를
포함하는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스크립트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너무 많은 단일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 여러 스크립트로 분산하여 작업을 특정 순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화를
통해 스크립트를 보다 쉽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메모리 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작성된 작업이 대화상자를 포함하는 경우, 스크립트를 자동 모드로 실행하도록
선택하여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대화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상호 작용을 위해 대화상자가 나타나도록 대화식 모드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립트 작업 또는 명령에 대한 재생 모드를 설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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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편집 탭

1 스크립트 도구 모음에서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여 스크립트를 표시합니다.
2 실행할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3 선택한 스크립트 실행 버튼

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파일 위치 버튼

을 클릭하여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스크립트가 포함된 폴더로 이동합니다.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없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편집 탭

1 스크립트 도구모음에서 스크립트 실행 버튼

을 클릭하여 스크립트 실행 대화상자를

엽니다.
2 실행할 스크립트가 들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3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4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중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편집 탭

1 열려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2 스크립트 도구모음에서 다중 스크립트 실행 버튼

을 클릭하여 다중 스크립트 실행

대화상자를 엽니다.
3 왼쪽 창에서 실행할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4 실행을 클릭합니다.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에서 스크립트 또는 여러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2 F3 키를 눌러 기록 팔레트를 엽니다.
3 기록 팔레트에서 스크립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열려 있는 나머지 문서에 적용을
선택합니다.
또한 기록 팔레트에서 작업을 드래그하여 이미지에 두어 열려 있는 다른 이미지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는 다른 이미지에서 마지막으로 실행된 스크립트 또는 여러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여 활성화한 다음 Ctrl + Y 를 누릅니다.

작업 자동화하기

505

대화식 및 자동 스크립트 재생 모드 간에 토글하려면
편집 탭

• 스크립트 도구모음에서 토글 실행 모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버튼 주위에 테두리가 있으면 대화형 모드가 설정된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편집하고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 또는 대화식 모드에서 실행하도록 설정한
경우, 토글 실행 모드 버튼

을 클릭해도 해당 설정이 재정의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가 기본값 모드로 설정된 경우, 이 버튼의 상태는 토글 실행 모드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토글 실행 모드 설정은 스크립트 내에서 기본값 모드로 설정된 단계 및
명령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스크립트 중지 또는 실행 취소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동안 중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한 후 실행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중인 스크립트를 중지하려면
편집 탭

• 스크립트 중지 버튼

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중지 버튼은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활성화됩니다. 스크립트에 따라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적용된 스크립트를 실행 취소하려면
편집 탭

• 표준 도구모음의 실행 취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스크립트 편집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텍스트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크립트의 Python 코드를 편집하여 스크립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선택한 스크립트를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선택한 스크립트 편집 버튼

을 클릭하여 스크립트 편집기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명령 및 작업이 스크립트 명령 그룹 상자에 나타납니다.
2 스크립트를 변경합니다.
특정 편집 작업은 아래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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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편집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울임꼴로 표시된 명령 이름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4 닫기를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작업 또는 명령 비활성화

작업 또는 명령 옆에 있는 확인란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스크립트 작업 또는 명령 제거

작업 또는 명령을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와 연결된 Python 코드 보기 또는 편집

텍스트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에 할당된 텍스트 편집기에서
스크립트가 열립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편집기는 메모장이 됩니다.

스크립트 형식을 읽을 수 없거나 텍스트 편집기에서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편집한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스크립트 편집기가 스크립트를 열 수 없습니다.
대신 스크립트가 파일 위치 대화상자에 지정된 기본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편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편집할 스크립트가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 없으면, 파일  스크립트  편집을
선택하고 스크립트가 저장되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를 열면 스크립트 편집기
대화상자에 해당 정보가 나타납니다.

스크립트 작업 또는 명령에 대한 재생 모드를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선택한 스크립트 편집 버튼

을 클릭하여 스크립트 편집기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스크립트 명령 그룹 상자의 모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본값 — 스크립트 실행 명령에 지정된 모드를 사용합니다.
• 자동 —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해당 명령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대화상자를
건너뜁니다. 스크립트의 대화상자와 상호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대화식 — 대화상자 및 기타 설정과 사용자 상호 작용을 허용합니다.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편집하기
선택한 텍스트 편집기에서 Python 코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편집을 위해 지정된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이 열립니다.

작업 자동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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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코드를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선택한 스크립트 편집 버튼

을 클릭하여 스크립트 편집기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텍스트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위치 대화상자에 할당된 텍스트 편집기에서 스크립트가 열립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할 때까지 기본 편집기는 메모장이 됩니다.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환경설정  파일 위치를 선택하여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파일 유형 목록에서 파이썬 소스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3 검색을 클릭하고 텍스트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파이썬 소스 편집기 경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파일 위치 버튼

을 눌러 파일 위치 대화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문제 해결하기
현재 이미지에 작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스크립팅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단계별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단계별로 진행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스크립트  단일 스텝을 선택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스크립트 단일 스텝 모드가 됩니다.
2 원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의 이름과 첫 번째 작업을 나열하는 스텝 스크립트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스크립트의 명령 및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계속 — 명령을 이미지에 적용하고 스크립트의 다음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 명령 건너뛰기 — 명령을 이미지에 적용하지 않고 스크립트의 다음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 스크립트 중지 — 이 작업을 취소하고 단계 스크립트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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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파일  스크립트  단일 스텝을 선택하여 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스크립트 단일 스텝 모드로 유지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보기  도구모음  스크립트를 선택하여 스크립트 도구 모음을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크립트에 아이콘 할당하기
스크립트에 아이콘 50 개 중 하나를 할당한 다음. 아이콘을 사용자 지정 또는 기존 도구
모음이나 메뉴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도구 모음이나 메뉴로 드래그하면,
즐겨찾기 스크립트에 쉽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의 스크립트에 대해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에 빨간색
전구 아이콘

을 할당하고 사진 도구모음으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아이콘을 다른 스크립트에 할당하고 조정 메뉴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아이콘을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스크립트가 바인딩된
후에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다른 방법으로 스크립트에 바로 가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보드 바로 가기 사용자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에 아이콘을 할당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4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아이콘 및 연결된 스크립트가 바인딩된 스크립트 그룹 상자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5 바인딩된 스크립트 그룹 상자에서 아이콘 또는 스크립트를 메뉴 또는 도구 모음으로
드래그합니다.
도구 모음의 스크립트 아이콘 위에 커서를 놓으면, 스크립트와 연결된 경로 이름 및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스크립트 아이콘을 메뉴로 드래그하면, 메뉴에 스크립트
이름이 표시되고 스크립트 경로가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아이콘에서 스크립트를 바인딩 해제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3 바인딩된 스크립트 그룹 상자에서 아이콘 또는 스크립트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제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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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에서 스크립트를 바인딩 해제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할당된 키보드
바로가기에서도 스크립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뉴 또는 도구 모음에서 바인딩된 스크립트 아이콘을 제거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2 스크립트 아이콘을 PaintShop Pro for ALTools 작업공간으로 드래그합니다.

프리셋 사용 및 생성
프리셋은 대화상자 또는 도구의 동작, 속성, 설정을 정의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많은
대화상자와 도구는 사전 정의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프리셋과 함께 제공되지만, 자신만의
프리셋을 설계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화상자 또는 도구에서 동일한 설정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프리셋을 사용하면 설정을 저장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상자 또는 도구와 연결된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 해당 설정이 나타납니다.

프리셋을 선택하려면
편집 탭

•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왼쪽에는 도구 옵션 팔레트에 팬 도구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대화상자의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이 있습니다.
값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편집 탭

•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를 열 때 표시되는 설정으로 대화상자를 재설정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대화상자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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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하여 프리셋 저장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3 프리셋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기본값”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을 프리셋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프리셋 정보를 입력하려면 옵션을 클릭하고 작성자, 저작권, 설명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포함 그룹 상자는 프리셋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프리셋을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대화상자 또는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설정을 수정합니다.
2 프리셋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프리셋 이름 상자에 동일한 프리셋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옵션을 클릭합니다.
프리셋 포함 그룹 상자에서 데이터를 생략하려면, 데이터와 연결된 포함/제외 버튼

을

클릭합니다.
항목과 연결된 버튼 위에 흰색 “X”가 나타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리셋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관리자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리소스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삭제할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파일 일괄 처리하기
일괄 처리 기능으로 여러 파일을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를
사용하여 일반 작업 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복사
• 파일 이름 바꾸기
• 파일 형식 변환
• 위치 정보 또는 기타 EXIF 데이터를 포함한 메타데이터 추가 및 제거
• 워터마크 추가
• 크기 조정
• 스크립트를 다중 파일에 적용
• 사진 프레임 추가

작업 자동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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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사진 수정 적용
일괄 처리 대화상자는 다음 세 페이지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사진 추가, 일괄 작업, 출력
설정. 일괄 작업은 선택 사항이지만, 배치를 실행하기 전에 출력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일괄 처리하려면
1 파일 > 일괄 처리를 클릭합니다.
2 일괄 처리 대화상자의 사진 추가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처리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일괄 작업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보 추가 — 이미지에 캡션 및 EXIF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 캡션 및 정보 텍스트 표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워터마크 — 워터마크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주얼 워터마크 추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크기 조정 —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크기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스크립트 —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에 대한 확인란을 활성화합니다. 스크립트와 연결된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동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배치를
중단하여 사용자 입력을 요청) 자세한 내용은 “스크립팅 도구 및 기능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사진 프레임 — 사진 프레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에 사진 프레임 추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스마트 사진 수정 — 스마트 사진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진 보정 자동
수행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작업에 대한 설정을 편집하려면(스크립트는 페이지에서 편집할 수 없는 유일한
작업임) 일괄 작업 추가 목록에 추가한 항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 작업 편집 버튼
이 나타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출력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 중 하나를 수정합니다.

• 대상 폴더 — 새로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폴더 위치로 이동하거나, 원본 폴더로 다시
저장하려면 원본을 활성화합니다.

• 파일 이름 —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름 바꾸기를 활성화하고 수정을 클릭한 다음
이름 바꾸기 옵션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현재 날짜 또는
사용자 지정 텍스트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순서 옵션을 추가하면 각 파일의 이름이 고유하고 이름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지정 충돌 — 두 파일의 이름이 같은 경우 적용할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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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형식 —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설정을 수정하려면 옵션을
클릭합니다.

• 보안 기능 — 처리된 파일에서 모든 EXIF 메타데이터를 제거하려면 EXIF 정보 삭제를
활성화하거나, GPS 좌표를 제거하려면 위치 정보 삭제를 활성화합니다. Digimarc
워터마크를 추가하려면 워터마크 포함을 활성화합니다.
7 시작을 클릭하여 일괄 처리를 실행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치 설정 저장

배치 작업 페이지에서 배치 저장을 클릭하고,
배치 파일(.pba)을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다음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전에 저장된 배치 설정(.pba 파일) 사용

배치 작업 페이지에서 배치
로드를 클릭하고 배치 설정 파일로
이동합니다.

파일 일괄 이름 바꾸기
동시에 여러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로 파일 이름을 바꾸려면
편집 탭

1 파일  일괄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여 일괄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를 엽니다.
2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원본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인접한 파일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 인접하지 않은 파일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5 선택을 클릭합니다.
일괄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의 이름 바꿀 파일 목록에 파일이 나타납니다.
6 수정을 클릭하여 파일 이름 형식 수정 대화상자를 엽니다.
7 이름 바꾸기 옵션 목록에서 다음 이름 변경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카메라 브랜드 — EXIF 데이터에 표시된 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카메라
• 카메라 모델 — EXIF 데이터에 표시된 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카메라 모델
• 사용자 지정 텍스트 — 변환된 파일에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 날짜 — 파일 이름에 현재 날짜를 추가합니다.
• 문서 이름 — 원본 파일 이름을 새 파일 이름에 추가하고 사례를 변경합니다.
• 렌즈 — EXIF 데이터에 표시된 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렌즈
• 위치 — GPS 좌표(EXIF 데이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 순서 — 이름 변경 프로세스에서 파일의 숫자 위치를 추가합니다.

작업 자동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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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파일 이름에 현재 시간을 추가합니다.
8 포함 목록으로 이동할 각 옵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 지정 구성표가 대화상자의 맨 아래에 나타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 오류가 발생할 때 이름 바꾸기 프로세스를 중지하려면, 배치
이름 변경 대화상자에 오류 시 정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10 시작을 클릭합니다.
이름 바꾸기 옵션 목록에서 선택한 옵션 순서를 재정렬하려면, 파일 이름 형식 수정
대화상자에서 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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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래로 이동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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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작업물 인쇄를 위한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이미지 인쇄하기
• 레이아웃 생성하기
• 템플릿 편집하기
• 레이아웃 편집 및 저장
• CMYK 색 분리 인쇄하기
• 인쇄 이해하기
이미지 인쇄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인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특정 크기 및 레이아웃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밀착 인화지 인쇄(왼쪽)를 하거나 표준 사진 크기(가운데)로 인쇄하거나 사용자 지정
인쇄 레이아웃(오른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면 이미지 배치 및 크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4 ⅹ
6 인치, 5 ⅹ 7 인치, 10 ⅹ 15cm 등 표준 크기로 이미지를 배치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생성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레이아웃을 생성하면 원하는 크기로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으며, 콜라주 및
스크랩북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지정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아웃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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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출력을 위해 이미지를 준비하는 경우 이미지를 파일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부서에서 출력 장치로 파일을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경우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자르기 및 정합 마크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 마크는 용지 크기를 나타내며 페이지의 모서리에 인쇄됩니다. 자르기
마크를 인쇄하여 용지를 다듬는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프레스에서 플레이트를
교정하거나 인쇄하기 위해 필름을 정렬하려면 정합 마크가 필요합니다. 색 분리의 각 시트에
인쇄됩니다.

활성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2 프린터 그룹 상자에서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인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배치 탭을 클릭하고 복사본 수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5 방향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세로
• 가로
6 크기 및 위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컨트롤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 너비 및 높이 — 이미지 크기를 설정하는 너비와 높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스케일 — 퍼센트를 입력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에 맞추기 — 이미지를 인쇄된 페이지에 맞춥니다.
• 페이지의 가운데에 — 이미지를 인쇄된 페이지의 중앙에 맞춥니다.
• 페이지의 상단 왼쪽 — 이미지를 인쇄 페이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배치합니다.
• 사용자 지정 오프셋 — 왼쪽 오프셋 및 위쪽 오프셋 상자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8 인쇄 결과 그룹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색
• 그레이스케일
• CMYK 분리
CMYK 분리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인쇄 마크 그룹 상자에 CMYK 플레이트 라벨 확인란을
체크하여 각 색 플레이트 또는 페이지에 CMYK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9 인쇄를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 파일 이름 인쇄

인쇄 마크 그룹 상자에서 이미지 이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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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네거티브 인쇄

색 옵션 그룹 상자에 네거티브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미지 주위에 색 배경 인쇄

배경 확인란을 체크하고 색 상자를 클릭한
다음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인쇄 옵션을 스크립팅할 수 있지만, 프린터 드라이버 차이로 모든 프린터
설정을 스크립팅할 수는 없습니다. 스크립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크립팅 기본”을
참조하십시오.
인쇄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아웃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밀착 인화지를 인쇄하려면
관리 탭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인쇄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2 구성 도우미 도구모음에서 구성 도우미 메뉴 버튼

을 클릭하고 밀착 인화지 인쇄를

선택합니다.
3 밀착 인화지 인쇄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설정을 지정합니다.
4 인쇄를 클릭합니다.
인쇄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쇄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파일로 인쇄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2 파일로 인쇄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인쇄를 클릭합니다.
4 출력 파일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1 구성 도우미 팔레트에서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2 파일  인쇄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인쇄 레이아웃 창이 나타납니다.
3 파일  템플릿 열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범주 그룹 상자의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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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주의 템플릿 섬네일이 오른쪽 창에 나타납니다. 저장한 사용자 지정 템플릿은
사용자 정의 범주 아래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템플릿이 이미지로 저장된 경우, 셀은
색으로 채워집니다.
5 템플릿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전에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한 경우, 이미지가 템플릿 셀과 섬네일
목록에 나타납니다. 누락된 이미지가 있는 템플릿의 템플릿 섬네일에서 셀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6 이미지를 템플릿 셀로 드래그합니다.
템플릿을 동일한 이미지의 복사본으로 채우려면 섬네일을 클릭하고 이미지로 템플릿
채우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7 파일  인쇄를 클릭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링크가 있는 템플릿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위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를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 템플릿에서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미지 열기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 및 등록 마크를 인쇄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2 프린터 그룹 상자에서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인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이름 목록 상자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5 인쇄 마크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 이상을 체크합니다.

• 코너 자르기 마크 — 이미지 모서리에 자르기 마크를 인쇄합니다.
• 중앙 자르기 마크 — 이미지 가장자리 중앙에 자르기 마크를 인쇄합니다.
• 정합 마크 — 이미지 모서리에 정합 마크를 인쇄합니다.
레이아웃 생성하기
인쇄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배치하거나 모든 이미지에 동일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및 확대/축소를 통해 이미지의 인쇄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기본값으로 100% 배율로 표시됩니다. 확대하여 이미지의 디테일을 자세히 보거나, 축소하여
이미지의 더 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 설명 텍스트 캡션을 추가하고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 또는 다시
실행한 후, 나중에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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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인쇄할 이미지를 엽니다.
하나 이상의 파일을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한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파일을 클릭합니다.
2 파일  인쇄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인쇄 레이아웃 창을 엽니다.
선택한 이미지의 섬네일이 창의 왼쪽에 나타나고, 페이지 레이아웃이 미리보기 영역에
나타납니다.
인쇄 레이아웃 창에 추가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파일  이미지 열기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섬네일을 템플릿 셀이나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페이지로 드래그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으로 페이지 인쇄

인쇄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인쇄 설정 옵션 변경

파일  인쇄 설정을 선택합니다. 인쇄 설정
대화상자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인쇄 레이아웃 창 닫기

인쇄 레이아웃 닫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레이아웃에 배치하려면
편집 탭

1 인쇄 레이아웃 창에서 셀을 선택합니다.
2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이미지로 템플릿 채우기
• 자유 형식

— 템플릿을 이미지로 채웁니다.

— 셀에서 수동으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지정합니다.

• 크기 및 중심

— 셀에서 이미지 크기 및 중심을 유지합니다.

• 셀이미지로 셀 채우기

—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하고 셀을 채우기 위해 크기를

조정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되지만 이미지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맞춤 및 중심

— 이미지를 중심에 배치하고 셀 내부에 완전히 맞도록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됩니다.

• 셀 타원형 만들기
• 셀 직사각형 만들기

— 타원형 셀 형상을 생성합니다.
— 직사각형 셀 형상을 생성합니다.

이미지 정밀하게 배치하려면 모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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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편집 탭

1 인쇄 레이아웃 창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여러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도구모음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으로 회전
• 왼쪽으로 회전
확대/축소하려면
편집 탭

가능한 작업

방법

확대

10% 확대 버튼

을 클릭합니다.

축소

10% 축소 버튼

을 클릭합니다.

특정 영역 확대

확대/축소 직사각형 버튼

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드래그하여 확대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으로 미리보기 영역을 채우기 위해

페이지에 맞게 확대/축소 버튼

확대/축소하기

클릭합니다.

을

캡션을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인쇄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인쇄 레이아웃 창을 엽니다.
열려 있는 이미지의 섬네일이 창의 왼쪽에 나타나고, 페이지 레이아웃이 인쇄 레이아웃
미리보기 영역에 나타납니다.
2 섬네일을 템플릿 셀이나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페이지로 드래그합니다.
3 텍스트 필드 생성 버튼

을 클릭합니다.

4 드래그하여 텍스트 상자를 생성합니다.
5 텍스트 필드 대화상자에서 인쇄된 페이지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6 글꼴, 글꼴 특성, 맞춤 컨트롤을 설정합니다.
참고: 이 설정을 계속 사용하려면 텍스트 설정 유지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 상자 이동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합니다.

텍스트 상자 크기 조정

코너 핸들을 안 또는 밖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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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회전

텍스트 상자를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회전 또는 왼쪽으로 회전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변경을 실행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하려면
편집 탭

• 레이아웃 변경을 실행 취소하려면 편집  실행 취소, 레이아웃 변경을 다시 실행하려면
편집  다시 실행을 선택합니다.

인쇄 레이아웃 보기를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인쇄 레이아웃 창에서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쇄 레이아웃 옵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단위 드롭다운 목록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자동 배열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체크합니다.

• 테두리 사용 — 모든 이미지에 테두리를 생성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수평
테두리 크기 및 수직 테두리 크기 컨트롤에서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 늘려서 맞추기 —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4 템플릿 옵션 그룹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합니다.

• 새 기본값 배치 옵션을 현재 템플릿의 모든 셀에 적용하려면, 현재 템플릿에 적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템플릿 셀의 이미지 기본 배치를 지정하려면, 기본 배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5 모눈 설정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모눈 표시 — 모눈을 표시합니다.
• 모눈에 맞춤 — 이미지를 배치하려는 모눈선에 맞춥니다.
모눈 표시 확인란을 체크한 경우, 점선 모눈을 사용하도록 점 모눈 확인란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실선 모눈을 사용하려면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눈 색 변경

모눈 색 영역을 클릭하고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수평 및 수직 간격 변경

수평 간격 및 수직 간격 컨트롤에 값을
설정합니다.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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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편집하기
인쇄 레이아웃 모드에서 여러 셀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때 셀의 위치와 크기가 잠기기 때문에 템플릿 셀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 텍스트를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으며, 나중에 검색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쇄 레이아웃에 반복적으로 인쇄하려는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레이아웃을 이미지에 대한
링크가 있는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열 때마다 이미지가 레이아웃에
표시됩니다.
저장된 인쇄 템플릿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 광택 사진 용지 같이 두꺼운 종이에 템플릿을 인쇄하면 인쇄된 템플릿의

이미지가 셀 테두리 안에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템플릿 레이아웃의 위치를 조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셀을 편집하려면
편집 탭

1 편집할 셀을 클릭합니다.
여러 셀을 편집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클릭합니다.
2 편집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셀에 적용할 명령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편집 탭

1 템플릿을 로드하거나 새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2 인쇄 레이아웃 도구모음에서 템플릿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템플릿의 특정 이름을 생성하려면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설명 필드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포함된 이미지로 템플릿을 저장하려면 이미지와 함께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템플릿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템플릿을 덮어쓰거나 작업을 취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템플릿 위치를 이동하려면
편집 탭

가능한 작업

방법

템플릿을 1/20 인치(1.25mm) 이동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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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작업

방법

템플릿을 1/10 인치(2.5 mm) 이동

Ctrl 및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프린터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잘못 인쇄하는 경우, 템플릿 위치를 조정하고 해당
프린터와 함께 사용할 이름을 지정하여 저장하십시오.

이미지가 있는 템플릿을 레이아웃으로 되돌리려면
편집 탭

1 편집할 템플릿을 엽니다.
2 새 템플릿 버튼

을 클릭합니다.

현재 이미지를 새 템플릿에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예를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템플릿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름 필드에 새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이미지와 함께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템플릿을 삭제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인쇄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2 인쇄 레이아웃 창에서 템플릿 열기

를 선택합니다.

템플릿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범주 선택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합니다.
4 삭제할 템플릿의 섬네일을 선택합니다.
5 삭제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편집 및 저장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는 이미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의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레이아웃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정렬하기 전에 테두리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테두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가장자리에 닿도록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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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줄입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페이지를 동일한 크기의 섹션으로 나누고 각
이미지를 섹션에 배치합니다. 페이지 또는 창의 이미지만 사용됩니다.
수평 및 수직 모눈선은 항목을 페이지에 고르게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눈을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모눈 간격 및 모양에 대한 환경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눈을
표시하면 모눈이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 창에 나타납니다.
레이아웃에서 가장 가까운 모눈선에 영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인쇄 레이아웃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려면
편집 탭

1 도구모음의 크기 조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원본 퍼센트 — 너비 또는 높이 상자에 지정한 퍼센트만큼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실제 / 인쇄 크기 — 가로 세로 비율을 변경하지 않고 너비 또는 높이 상자에 지정한
치수에 따라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인쇄할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면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디테일과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25%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너 핸들을 드래그하여 이미지 크기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 레이아웃에서 테두리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테두리 사용 확인란을 체크하고 수평 테두리 크기 및 수직 테두리 크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기본값 테두리 너비는 0.5 인치(1.27cm)입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셀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려면 늘려서 맞추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이미지를 이동할 위치를 결정할 때 이미지를 페이지 주변 영역에 임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페이지의 새 위치로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수동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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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눈을 표시하려면
편집 탭

• 보기  모눈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레이아웃 그리드에 맞추려면
편집 탭

• 보기  모눈에 맞춤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그리드 설정을 변경하려면
편집 탭

1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쇄 레이아웃 옵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그리드 설정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모눈 표시 — 모눈을 표시합니다.
• 모눈에 맞춤 — 이미지를 배치할 때 모눈선에 맞춥니다.
참고: 모눈 표시 확인란을 체크한 경우 실선 그리드 대신 점선 모눈을 사용하도록 점
모눈 확인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눈 색 변경

모눈 색 영역을 클릭하고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수평 및 수직 간격 변경

수평 간격 및 수직 간격 상자에 값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템플릿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름 필드에 새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으로 이미지 링크를 저장하려면 이미지와 함께 저장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에서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오른쪽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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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왼쪽으로 회전
이미지를 레이아웃에 배치하려면
편집 탭

• 이미지를 페이지의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CMYK 색 분리 인쇄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RGB(레드, 그린, 블루) 색을 인쇄에 사용되는
CMYK(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색으로 교체하여 컬러 인쇄를 위해 이미지를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 각 CMYK 색에 대해 별도의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험 인쇄 서비스 공급자 또는 고품질 프린터가 작업을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CMYK 색 분리를 인쇄하는 것은 색 채널을 분할하는 것과 다릅니다. 색 채널을 분할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흰색은 풀 컬러로, 검은색은 컬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CMYK 분리를 인쇄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검은색은 풀 컬러로, 흰색은 컬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CMYK 색 분리를 인쇄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인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3 인쇄 결과 그룹 상자에서 CMYK 분리를 선택합니다.
4 인쇄를 클릭합니다.
다른 인쇄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인쇄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인쇄 이해하기
인쇄에 익숙하지 않거나 빠른 검토를 원하는 경우, 이 참조 섹션은 이미지 인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및 프린터 해상도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는 종이에 검은색 또는 컬러 잉크를 도포하여 작동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인치당 픽셀(ppi)로 측정되지만, 프린터 해상도는 인치당 도트(dpi)로 측정됩니다.
인쇄된 이미지 크기는 인치로 표시되며 이미지 크기(픽셀)를 인치당 픽셀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미지 정보 보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미지 및 이미지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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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미지의 dpi 값이 높을수록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하며, 인쇄 품질도 더욱 향상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여 더 큰 인쇄 크기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인쇄 해상도(ppi)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쇄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 조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 크기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생성 중인 이미지의 해상도를 선택할 때는 프린터의 해상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인쇄할 이미지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00dpi 프린터의 경우 72~120ppi 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 600dpi 프린터의 경우 125~170ppi 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 1,200dpi 프린터의 경우 150~200ppi 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색 및 명도
컴퓨터 모니터는 화면에 레드, 그린, 블루 조명을 조합하여 색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컬러
프린터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잉크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두 컬러 모드
간의 차이로 인해 이미지가 화면보다 용지에서 더 어둡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린터의 색
처리 방법에 익숙해지면, 이미지를 조정하여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이미지가 너무 어둡게 나타나면 밝기 또는 대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 품질
인쇄에 사용되는 용지의 질감과 색은 인쇄된 이미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공성 용지는 색이 서로 혼합하고, 컬러 용지는 이미지 색을 변경하며, 오프 화이트 용지는
이미지 색의 대비와 발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쇄에 사용할 용지에 대한 권장 사항은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형식
개인용 프린터에서 이미지를 인쇄하려는 경우 이미지를 PspImage 형식으로 저장하면 가장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를 인쇄하므로
레이어를 병합하여 이미지를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백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인쇄 서비스로 보내는 경우,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이미지를 결합(레이어
병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PspImage 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식으로 저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합합니다. 파일 형식, 해상도, 색 깊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인쇄
서비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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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유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사진 이메일 전송하기
사진 이메일 전송하기
다음 방법으로 항목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포함된 사진 — 이메일 메시지의 본문에 표시할 수 있도록 사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이메일을 수신하는 사용자는 이메일이 열리면 바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된
사진은 HTML 메시지 형식을 사용하는 이메일에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표준 메시지
형식이지만 수신인이 일반 텍스트 또는 RTF(Rich Text Format, 서식 있는 텍스트 포맷)를
사용하는 경우 첨부 파일 옵션을 사용합니다.

• 첨부 파일 — 사진을 첨부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개별 파일로 첨부되고
원본 파일 형식은 보존되며, 이메일 수신인은 사진 보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크기 선택하기
사진 크기를 조정하여 치수를 줄이거나 이메일의 전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크기를 줄여 모바일 기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대 사진 크기 설정을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진의 최대 너비(픽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2,048 픽셀 ⅹ 1,536 픽셀이고 최대 사진 크기를 640 픽셀로 선택한 경우, 이미지의 크기가
640 픽셀 ⅹ 480 픽셀로 조정됩니다. 각 이미지에 대한 치수 정보는 이메일 대화상자의
미리보기 섬네일 이미지 위에 표시되고, 총 이메일 용량 추정값은 미리보기 섬네일 이미지
옆에 표시됩니다.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이메일을 사용하여 항목을 보내려면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며 컴퓨터에 MAPI 표준(예:
Microsoft Outlook)을 지원하는 기본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하며 MAPI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려면
1 파일  이메일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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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이미지 — 이미지 창에서 현재 활성 상태인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열려 있는 모든 이미지 — 이미지 창에 열려 있는 모든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모든 항목 — 현재 선택한 모든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대화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포함된 사진 — 이메일 메시지 본문에 사진을 표시합니다.
• 첨부파일(원본 파일 형식) — 사진을 개별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이 옵션은 원본 파일
형식을 보존합니다.
3 최대 사진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메일의 전체 용량이 미리 보기 옆에 표시됩니다.
일부 이메일 공급자는 이메일 용량을 제한하여 대용량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진 크기 설정으로 크기를 줄이거나 사진 개수를 줄여 이메일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함된 사진 옵션은 Outlook 과 같은 확장 MAPI 를 지원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섬네일 아래에 나타나는 재생 화살표를 클릭하여 전송하는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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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용 이미지 생성하기
웹용 이미지를 저장하고 최적화하여 이미지 파일 크기를 줄이고 이미지를 더 빨리 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배경을 생성하고, 이미지를 매핑 및
슬라이스하여 핫스팟 또는 롤오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 및 저작권 정보와
함께 워터마크를 추가하여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항목을 설명합니다.

• 웹용 이미지 저장하기
• GIF 파일 작업하기
• JPEG 파일 작업하기
• PNG 파일 작업하기
•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미리보기
• 이미지 슬라이싱하기
• 이미지 매핑하기
• 이미지 롤오버 생성하기
• 디지털 워터마크 사용하기
• 비주얼 워터마크 추가하기
웹용 이미지 저장하기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가 GIF 및 JPEG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두 형식이 웹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웹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도 최신 PNG 형식을 인식할 수
있으며, 많은 웹 브라우저도 WBMP(Wireless Bitmap) 및 i-Mode 형식을 지원하며, 이는 무선
장치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웹용 이미지를 저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 색 깊이,
파일 크기입니다.

레이어
현재 웹 브라우저 중 어느 것도 레이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웹용으로 저장하기
전에 이미지를 결합해야 합니다.

색 깊이
일부 컴퓨터에서는 256 색 이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의 이미지에 더 많은 색이
포함된 경우, 웹 브라우저는 고유한 디더링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색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 이미지를 배치하기 전에 이미지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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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8 비트(256 색)로 줄이면 훨씬 일관된 모양이 나타납니다. 색 깊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 색 기능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웹 파일 형식 및 파일 크기
파일 크기는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 파일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가 더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화질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웹용 이미지를 저장할 때 다음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 GIF — 유사한 색의 영역으로 라인 아트 및 이미지를 압축합니다. 8 비트(256) 색을
지원합니다. GIF 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투명도와 정보를 절약할 수 있는 89a 와
그렇지 않음 87a 입니다. 두 가지 모두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인식되며 무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 JPEG — 이 형식은 사진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압축합니다. 24 비트(1,670 만) 색을
지원하고 손실 압축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인식됩니다.

• PNG — 점점 더 널리 사용되는 이 형식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압축합니다. 최대
24 비트(1,670 만) 색을 지원하며 무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JPEG 만큼 널리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형식의 일부 기능은 이전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BMP(Wireless Bitmap) — 이 형식은 많은 무선 장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미지는
흑백이며 무손실 압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손실 압축은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제거하는 압축 방법입니다. 무손실 압축은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유지하고, 이미지의 픽셀 패턴을 저장하여 파일 크기를
줄입니다.

이미지를 펼치려면
편집 탭

• 3 레이어  병합  모두 병합(펼치기)을 선택합니다.
GIF 파일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GIF 파일을 최적화하여 파일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명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이미지(예: GIF 또는 PNG 파일 같은 256 색 또는 더 적은 색 이미지)는 투명한
배경을 지원하지 않지만, 웹 페이지의 경우 이미지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로고가 있고 로고 주위에 웹 페이지의 배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색 하나를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는
이 옵션을 지원하므로 해당 색을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만듭니다.

웹용 이미지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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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에는 파일의 투명도, 색, 형식 옵션을 구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탭
영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탭 영역은 다양한 모뎀 속도로 이미지의 예상 다운로드 시간을
표시합니다.

GIF 옵티마이저 투명도
기존 이미지 또는 레이어 투명도를 기반으로 투명도를 적용하도록 선택하거나, 투명화할
이미지의 색을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 선택 항목에서
투명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GIF 옵티마이저 부분 투명도
GIF 파일은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픽셀은 투명 또는
불투명(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이미지에 배경 레이어가 없는 경우,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줄이거나, 마스크를 추가하거나, 선택 항목을 페더링하거나, 축소된 불투명도 설정에서
브러시를 사용한 경우, 원본 이미지에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분
투명 픽셀의 투명, 불투명 여부와 픽셀과 다른 색의 블렌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투명 탭 아래에 없음 옵션을 체크하면 이 영역의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GIF 옵티마이저 색
GIF 이미지의 색 깊이는 8 비트이므로 최대 256 색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은
팔레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256 개 이하의 색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팔레트 이미지라고
합니다.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256 색 미만도 가능합니다. 이 탭의 옵션을 사용하여 색의
개수와 사용되는 팔레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IF 옵티마이저 형식
GIF 이미지는 인터레이스되거나 비인터레이스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연결이 느린
컴퓨터에서 이미지가 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미지를 이전 버전의 GIF
형식으로 저장하여 이전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GIF 옵티마이저 다운로드 시간
GIF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의 다운로드 시간 탭 영역에는 압축된 파일의 크기와 네 가지 다른
인터넷 속도에 대한 예상 다운로드 시간이 표시됩니다. 파일 크기가 너무 크면 색의 개수를
줄여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 GIF 마법사 사용하기
GIF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에서 투명 GIF 마법사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는 GIF 파일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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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레이싱이란?
인터레이싱은 웹 기반 이미지를 낮은 블록 해상도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로드되면 이미지 품질이 향상됩니다.

GIF 파일을 최적화하고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GIF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GIF 옵티마이저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미리 보기 영역에는 왼쪽의 현재 이미지와 오른쪽의
결과 GIF 파일이 표시됩니다.
2 투명도 탭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없음 — 투명도 설정을 사용하지 않는 GIF 파일을 생성합니다.
• 기존 이미지 또는 레이어 투명도 — 이미지에서 현재 투명도 정보를 사용합니다.
• 현재 선택 항목 안쪽 — 선택 항목이 있는 이미지의 경우 선택 항목 내의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 현재 선택 항목 바깥쪽 — 선택 항목이 있는 이미지의 경우 선택 항목 밖의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 이 색과 일치하는 영역 — 선택한 색에 투명도를 적용합니다. 색 상자를 클릭하여
이미지 위로 커서를 이동하고 색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미지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공차 컨트롤에 공차 계수를 설정하거나 입력하여 색이
투명해지기 전에 선택한 색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3 부분 투명도 탭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래 픽셀에 대해 전체 투명도 사용 — 픽셀이 투명해지는 불투명도 값을 결정합니다.
설정한 불투명도 값 아래의 픽셀은 투명해집니다. 불투명도 값 위의 픽셀은
불투명해집니다. 값을 낮추면 투명 픽셀 수가 줄어듭니다.

• 50% 디더링 패턴 사용 — 블렌딩하기 위해 선택한 색 또는 이미지 색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을 만든 다음(블렌딩 옵션에 따라 다름) 50% 디더링 패턴을
적용하여 색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 오차 확산 디더링 사용 — 블렌딩하기 위해 선택한 색 또는 이미지 색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을 만든 다음(블렌딩 옵션에 따라 다름) 오차 확산 디더링을
적용하여 색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이 블렌딩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 예 —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을 블렌드 색 상자의 색과 블렌딩합니다. 새로운 색을
선택하려면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설정한
값보다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이 이 색과 블렌딩됩니다.

• 아니요 — 기존 이미지 색을 100% 불투명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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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하여
이미지에 원하는 색의 수를 결정합니다.
참고: 색을 제거하면 파일 크기가 감소하지만 이미지의 품질도 감소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을 사용하여 파일 크기와 이미지 품질 간에 최적의 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원하는 디더링 정도는 얼마입니까?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범위는 16~256 색입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이미지에서 픽셀을 정렬하여 인접
픽셀에서 누락된 색을 보정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7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미지 팔레트를 결정합니다.

• 기존 팔레트 — 기존 이미지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 웹 안전 — 웹에서 사용하려는 이미지에 웹 안전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적화된 중앙값 컷 — 이미지를 몇 가지 색으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색 부스트 확인란을 체크하여 설정한 값의 배수로 색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색은 이미지의 나머지 색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색을
늘리려면 이러한 색이 포함된 영역을 선택한 다음 이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최적화된 옥트리 — 몇 가지 색만 포함하는 이미지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중앙값 컷 옵션과 최적화된 옥트리 옵션을 모두 사용해보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옵션 그룹 상자에서 Windows 색 포함 확인란을 체크하여 팔레트에 16 개의 Windows
표준색을 포함합니다.
이미지가 웹에서 사용될 경우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9 형식 탭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비인터레이스 — 위에서 시작하여 한 번에 한 줄씩 다운로드하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인터레이스 — 여러 패스로 증분 표시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며, 매번 세부 정보가
추가됩니다.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기다리는 동안 사용자가 이미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 수
있도록 더 큰 이미지가 있는 인터레이스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0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버전 89a — 투명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투명 픽셀이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버전 87a — 투명도 설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1 확인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열고 새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다음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12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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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GIF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GIF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GIF 옵티마이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마법사 사용을 클릭하고 지침을 따릅니다.
3 완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엽니다.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고 GIF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내에서 색 선택

마법사의 1, 2 페이지에서 이미지 위로 커서를
이동하고 색을 클릭합니다. 색 스와치에는 클릭한
색이 표시됩니다.

색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색 선택

마법사의 1 페이지 또는 2 페이지에서 색
스와치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를 엽니다. 색
대화상자의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변경

마법사의 5 페이지에서 뒤로를 클릭하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원하는 설정을 변경한 다음
5 페이지로 돌아가 결과를 봅니다.

GIF 이미지에는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포함된 경우
투명 GIF 마법사는 선택한 색과 블렌딩합니다. 레이어 불투명도 감소, 마스크 추가,
선택 항목 페더링, 브러시 세트 사용 등이 부분적으로 투명한 픽셀을 생성할 수 있는
작업 중 일부입니다.
다운로드 시간 탭을 눌러 압축 파일의 파일 크기를 미리 보고 네 가지 모뎀 속도로
다운로드 시간의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JPEG 파일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JPEG 파일을 최적화하여 이미지 품질을 극대화하고
파일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 JPEG 파일을 열고 저장할 때마다 이미지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원본 이미지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JPEG 옵티마이저 품질
압축을 사용하여 JPEG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JPEG 이미지를 압축하면 이미지
정보가 삭제됩니다. 압축을 늘리면 이미지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미지 미리보기 영역을
사용하여 파일 크기와 이미지 품질 간에 최적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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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 × 2 제곱 픽셀마다 색 정보를 평균화하는 크로마 서브샘플링을 사용하여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여 색 정보의 평균이 더 큰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JPEG 옵티마이저 배경색
이미지에 투명한 영역이 있는 경우 JPE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의 배경색 탭으로 된 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투명 픽셀이 배경과 어떻게 블렌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배경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경우 JPEG 옵티마이저에서
동일한 배경색을 선택하여 이미지가 웹 페이지와 원활하게 블렌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JPEG 옵티마이저 형식
이미지가 로드될 때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미지가 한 번에 한
줄씩 다운로드되도록 JPEG 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를 여러 패스로 증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패스와 함께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JPEG 옵티마이저 다운로드 시간
네 가지 모뎀 속도에 대한 압축 파일의 크기와 예상 다운로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JPEG 마법사 사용하기
JPE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에서 JPEG 마법사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는 JPEG 파일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JPEG 파일을 최적화하고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JPEG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JPE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는 왼쪽의 현재 이미지와
오른쪽의 결과 JPEG 파일이 표시됩니다.
2 품질 탭을 클릭하고 압축 값을 다음으로 설정 컨트롤에 값을 설정하거나 입력합니다.
3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면 크로마 서브샘플링 드롭다운 목록에서 색 샘플링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4 형식 탭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표준 — 위에서부터 한 줄씩 다운로드합니다.
• 프로그레시브 — 이미지를 여러 패스로 증분 표시하며, 매번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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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열고 새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다음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시간 탭을 눌러 압축 파일의 파일 크기를 미리 보고 네 가지 모뎀 속도로
다운로드 시간의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JPEG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JPEG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JPE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마법사 사용을 클릭하고 지침을 따릅니다.

PNG 파일 작업하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를 사용하면 PNG 파일을 최적화하여 품질을 극대화하고 파일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N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에는 파일의 색, 투명도, 형식 옵션을 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탭
영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다양한 모뎀 속도로 이미지의 예상 다운로드 시간을
표시합니다.

PNG 옵티마이저 색상
PNG 파일의 색 깊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 깊이가 클수록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PN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의 색 탭 아래에 있는 컨트롤을
사용하여 PNG 이미지의 색 깊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이미지의 경우 색 감소
방법, 색의 수, 디더링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NG 옵티마이저 감마
PNG 이미지에는 이미지의 감마 수준을 제어하는 gAMA 청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마
설정을 사용하면 여러 디스플레이 장치에 걸쳐 이미지가 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본 PC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PNG 옵티마이저 투명도
기존 이미지 또는 레이어 투명도를 기반으로 투명도를 제공하도록 선택하거나, 투명화할
이미지의 색상을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 선택 항목의
투명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파 채널의 투명도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PNG 옵티마이저 형식
PNG 이미지는 인터레이스되거나 비인터레이스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연결이 느린
컴퓨터에서 이미지가 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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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옵티마이저 다운로드 시간
PNG 이미지는 인터레이스되거나 비인터레이스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연결이 느린
컴퓨터에서 이미지가 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PNG 마법사 사용하기
PN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에서 PNG 마법사를 열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PNG 파일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PNG 파일을 최적화하고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PNG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PN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미리보기 영역에는 왼쪽의 현재 이미지와
오른쪽의 결과 PNG 파일이 표시됩니다.
2 색 탭을 클릭하고 다음 이미지 유형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팔레트 기반 — 256 색 이하 이미지
• 그레이스케일(8 비트)
• 1,670 만 색(24 비트)
팔레트 기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미지의 색의 수와 적용된 디더링의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투명도 탭을 클릭하고 다음 투명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투명도 없음 — 이미지를 투명하지 않게 저장
• 단색 투명도 — 색 스와치를 클릭하거나 이미지의 색을 클릭한 다음 공차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여 하나의 색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알파 채널 투명도 — 이미지의 현재 선택 또는 알파 채널 투명도를 사용합니다. 기존
이미지 또는 레이어 투명도, 기존 알파 채널 투명도, 현재 선택 항목 안쪽 또는 현재
선택 항목 바깥쪽 옵션을 선택하여 이미지에서 투명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감마 탭을 클릭하고 기본값을 변경하려면 감마 컨트롤에 값을 설정하거나 입력합니다.
5 형식 탭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비인터레이스 — 위에서부터 이미지가 한 번에 한 줄씩 다운로드됩니다.
• 인터레이스 — 이미지가 여러 패스로 증분 표시됩니다. 각 패스와 함께 디테일이
추가됩니다. 이 옵션을 더 큰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면 다운로드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6 확인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열고 새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다음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시간 탭을 눌러 압축 파일의 파일 크기와 네 가지 모뎀 속도로 다운로드
시간의 예상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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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PNG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PNG 옵티마이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마법사 사용을 클릭하고 지침을 따릅니다.
3 완료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엽니다.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고 GIF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가능한 작업

방법

이미지 내에서 색 선택

마법사의 2, 3 페이지에서 이미지 위로
커서를 이동하고 색을 클릭합니다. 색
스와치에는 클릭한 색이 표시됩니다.

색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색을 선택합니다.

마법사의 2 페이지 또는 3 페이지에서 색
스와치를 클릭하여 색 대화상자를 엽니다.

설정 변경

마법사의 6 페이지에서 뒤로를 클릭하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설정을 변경하고 6 페이지로 돌아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미리보기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활성 이미지가 웹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Windows Bitmap, GIF, JPEG 또는 PNG 형식으로 이미지를 표시하는
HTML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미리보기에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추가,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브라우저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파일을 미리 보려면
편집 탭

1 보기  웹 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2 이미지 형식 선택 목록에서 이미지를 미리 볼 각 형식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웹 페이지의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 배경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 대화상자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 배경색 상자를 오른쪽 클릭하고 최근에 사용한 색을 선택합니다.
4 이미지 크기 그룹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원본 이미지 치수를 유지하려면 기본값 사용 확인란을 체크합니다.
• 기본값 사용 확인란의 표시를 해제하고 너비 및 높이 컨트롤에 새 이미지 치수(픽셀)를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웹용 이미지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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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형식 선택 목록에서 Windows Bitmap 만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다른 형식을 선택한 경우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최적화 대화상자를 엽니다. 이미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선택한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각 형식에 대해 브라우저는 이미지 하단에 파일 크기, 색 깊이, 대략적인 다운로드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미지 슬라이싱하기
이미지를 슬라이스할 때 여러 개의 작은 이미지로 분할하여 다른 형식이나 최적화 수준에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된 이미지는 하나의 큰 이미지보다 다운로드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웹 페이지가 더 빨리 로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슬라이싱하면 저장해야 하는 그래픽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두 개
이상의 이미지에 동일한 로고 또는 기타 그래픽을 표시하는 경우 이미지를 슬라이스하는
경우에만 해당 섹션을 저장하면 됩니다. 동일한 로고 또는 그래픽 섹션을 모든 이미지에
다시 로드하면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서를 사용하면 이미지에서 테이블을 생성하여 각 슬라이스 섹션의 위치를
테이블의 영역으로 저장하고 열과 셀의 HTML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다운로드할 때 이미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원본
파일에 복사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이동할 때 보조 이미지를 표시하는 영역인
롤오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셀 생성 및 편집
이미지를 슬라이싱할 때 셀로 나누고 셀 경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의 도구 그룹 상자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도구

설명
화살표 도구를 사용하여 셀을 활성화하거나 셀 테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눈 도구를 사용하면 전체 이미지 또는 다른 셀 내에서 균일한 간격으로 셀의 모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서 도구를 사용하여 수평 또는 수직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 도구를 사용하여 슬라이스 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팬 도구를 사용하여 미리보기의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미지의 숨겨진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셀 속성 할당하기
슬라이스 셀을 만든 후에는 각 셀에 URL, 대체 텍스트 및 타겟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에 셀을 표시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셀을 생략하여 로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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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같은 다른 이미지의 셀을 추가하고 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를 할당하면 이미지가 로드되는 동안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Internet Explorer 일부 버전에서는 이 텍스트가 도구 툴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슬라이스 환경설정 설정하기
활성 및 비활성 영역의 테두리에 대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설정 저장 및 불러오기
슬라이스 설정을 저장하면 셀 배열과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에 입력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이미지로 다시 로드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저장
슬라이스를 하드 드라이브의 폴더에 저장하여 재사용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셀로 슬라이스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슬라이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슬라이스 도구

를 선택하고 슬라이스 라인을 생성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참고: 수직선을 생성하려면 수직으로 드래그하고 수평선을 생성하려면 수평으로
드래그합니다.
3 화살표 도구

를 선택하고 셀 내부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셀 경계 정보는 셀 속성 그룹 상자의 하단에 표시됩니다.
4 URL 드롭다운 목록에서 셀을 표시할 웹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미지에 이미 사용된 주소를 선택하려면 URL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5 Alt 텍스트 상자에 셀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브라우저에서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6 타겟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타겟 프레임 또는 창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_새 창 — 연결된 페이지를 새 브라우저 창에 로드합니다.
• _상위 창 — 링크의 상위 창 또는 프레임셋에 연결된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링크가
중첩된 프레임에 없으면 이미지가 전체 브라우저 창에 로드됩니다.

• _동일한 창 — 링크와 동일한 창 또는 프레임에 링크된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 _최상위 창 — 전체 브라우저 창에 연결된 페이지를 로드하고 모든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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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을 클릭합니다.
HTML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8 HTML 코드를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과 크기로 셀을 생성합니다.

모눈 도구

를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영역을

클릭하여 모눈 크기 대화상자를 열고 행 및 열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슬라이스 선 또는 테두리 이동

화살표 도구

를 클릭하고 커서를 선 위로

이동합니다. 커서가 양방향 화살표로 변경되면
선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현재 셀 내에서
세그먼트만 이동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클릭합니다.
선 또는 테두리 삭제

삭제 도구

를 클릭하고 커서를 선 위로

이동합니다. 커서가 지우개 모양으로 변경되면
클릭하여 선을 삭제합니다. 선이 삭제되면 잘못된
영역이 생성되는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선을 지울 수 없음을 나타내는 아이콘

을

표시합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에서 셀 생략

화살표 도구로 셀을 클릭하고 테이블의 셀 포함
확인란을 체크 해제합니다.

슬라이스 설정을 클립보드에 저장하여 HTML

클립보드에 저장을 클릭하여 HTML 대상 폴더

코드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를 열고 HTML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슬라이스 설정을
저장합니다.
HTML 파일을 열고 HTML 슬라이스 코드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고 Ctrl + P 를 누릅니다.

셀에 대한 롤오버 생성

롤오버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롤오버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롤오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선을 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인접한 평행선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개별 선과 모눈의
일부인 선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을 드래그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직사각형이 아닌 셀을 생성하지 않고도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가장 긴 세그먼트를
이동합니다.

슬라이스 환경설정을 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에서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활성 타일 테두리 색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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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활성 타일 테두리 색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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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기록 목록 크기 컨트롤에서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 그다음 셀 속성 그룹 상자로
이동하여 URL 및 Alt 텍스트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된 항목 수를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HTML 코드를 저장할 때 슬라이스의 파일 위치와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이미지 폴더 묻기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슬라이스 설정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에서 설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슬라이스 설정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설정 파일을 저장할 폴더로 이동합니다.
3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JSD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슬라이스 설정을 불러오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에서 설정 로드를 클릭합니다.
슬라이스 설정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로드할 JSD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모눈을 다른 이미지에 로드하는 경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의 치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모눈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미지 매핑하기
이미지 맵은 URL 에 연결되는 매핑된 영역(지역 또는 핫스팟이라고 함)을 포함하는
그래픽입니다. 셀은 원, 직사각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셀 위로
이동하면 커서가 해당 영역을 클릭하여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손으로 바뀝니다.

맵 영역 생성하기
이미지 매퍼 대화상자의 도구 그룹 상자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 맵 영역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
화살표 도구를 사용하여 핫스팟 영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버 도구를 사용하여 핫스팟 영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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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설명
다각형 도구를 사용하여 불규칙한 모양의 핫스팟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도구를 사용하여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핫스팟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 도구를 사용하여 원형 또는 타원형 핫스팟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 도구를 사용하여 핫스팟 영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팬 도구를 사용하여 미리보기의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미지의 숨겨진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맵 영역 속성 할당하기
맵 영역(또는 지역)을 만든 후 URL, 대체 텍스트, 타겟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맵 저장하기
이미지 맵을 사용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하드 드라이브의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맵 설정을 저장한 다음 HTML 코드에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맵 설정을
저장하면 맵 영역 배열과 이미지 매퍼 대화상자에 입력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이미지로 다시 로드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함께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맵 환경설정 설정하기
맵 영역(또는 지역)을 만든 후 URL, 대체 텍스트, 타겟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맵 영역을 생성하고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매퍼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매퍼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고 미리보기 영역에 그려 핫스팟을 생성합니다.

• 직사각형 도구

—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핫스팟 영역을 둘러싸도록

커서를 드래그합니다.

• 원 도구

— 원형 또는 타원형 핫스팟 영역을 둘러싸도록 커서를 드래그합니다.

• 다각형 도구

— 클릭하여 시작점을 설정하고 커서를 계속 이동하고 클릭하여

불규칙한 모양의 핫스팟 영역을 둘러쌉니다. 다각형을 완료하려면 더블 클릭합니다.
3 URL 드롭다운 목록에서 연결할 웹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미지에 이미 사용된 주소를 선택하려면 상자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URL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웹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으려면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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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t 텍스트 상자에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나타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5 타겟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타겟 프레임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_blank — 연결된 페이지를 새 브라우저 창에 로드합니다.
• _parent — 링크의 상위 프레임셋에 연결된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링크가 중첩된
프레임에 없으면 이미지가 전체 브라우저 창에 로드됩니다.

• _self — 링크와 동일한 프레임에 링크된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 _top — 전체 브라우저 창에 연결된 페이지를 로드하고 모든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HTML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7 HTML 코드를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맵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8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로 이동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맵 영역 선택

화살표 도구

를 클릭하고 맵 영역을 클릭합니다.

맵 영역의 모양 또는 크기 변경

화살표 도구를 클릭하고 형상을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나타나는 녹색 점 중 하나에 커서가 4 방향
화살표로 바뀔 때까지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점을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맵 영역 이동

이동 도구

를 클릭하고 맵 영역 내부를 클릭한

다음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맵 영역 지우기

삭제 도구

를 클릭한 다음 맵 영역 내부를

클릭합니다.
모든 맵 영역 제거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맵 미리보기

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 버튼

을 클릭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맵 영역을 테스트합니다.
맵 영역 정보를 클립보드에 저장하여 HTML

클립보드에 저장을 클릭하여 HTML 대상 폴더

코드에 붙여넣기

대화상자를 열고 HTML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슬라이스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HTML 파일을 열고 HTML
슬라이스 코드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고 Ctrl +
V 를 누릅니다.

맵 영역에 대한 롤오버 생성

롤오버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롤오버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롤오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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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환경설정을 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매퍼 대화상자에서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맵 환경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활성 타일 테두리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3 비활성 타일 테두리 색 상자를 클릭하고 색을 선택합니다.
4 최대 기록 목록 크기 컨트롤에서 이미지 매퍼 대화상자, 그다음 셀 속성 그룹 상자로
이동하여 URL 및 Alt 텍스트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된 항목 수를 입력하거나 설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맵 설정을 저장하려면
편집 탭

1 설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맵 설정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설정 파일을 저장할 폴더로 이동합니다.
3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JMD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맵 설정을 불러오려면
편집 탭

1 맵 설정을 로드할 이미지를 엽니다.
2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매퍼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매퍼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설정 로드를 클릭합니다.
맵 설정 로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로드할 JMD 파일을 탐색하여 선택합니다.
5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롤오버 생성하기
롤오버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활성화할 때 모양을 변경하는 이미지 또는 이미지 섹션입니다.
웹 디자이너는 빈번하게 탐색 바 버튼에 대한 롤오버를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연결된 웹 페이지 또는 파일이 표시되고 롤오버 영역에는 다른 버튼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특정 마우스 작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여 잘라내고 매핑된
이미지에 롤오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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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롤오버를 생성하려면
편집 탭

1 롤오버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종종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원본의
복제이지만 마우스가 원본 이미지 위로 움직일 때 다르게 나타나도록 수정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매퍼를 선택합니다.
•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슬라이서를 선택합니다.
참고: 필요한 경우 이미지 영역으로 이동하고 적절한 도구(예: 다각형, 직사각형 또는 원
도구)를 사용하여 롤오버를 추가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3 롤오버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롤오버 작성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다음 확인란을 체크하여 롤오버를 활성화하는 동작을 결정합니다.

• 마우스 오버• 마우스 바깥으로
• 마우스 클릭
• 마우스 더블 클릭
• 마우스 위로
• 마우스 아래로
5 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롤오버 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6 사용할 그래픽 파일을 탐색하여 선택합니다.
파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본 파일이 사용됩니다.
7 열기를 클릭합니다.
롤오버 작성기 대화상자에서 파일 경로가 확인란 옆의 상자에 나타납니다.
8 취소를 클릭하여 이미지 매퍼 또는 이미지 슬라이서 대화상자로 돌아갑니다.
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 창에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 사용하기
디지털 워터마크는 이미지에 대한 영구적인 진위 증명입니다. 컴퓨터는 이를 감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워터마크에는 작성자, 저작권,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정보를 표시하도록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Digimarc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대화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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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크 읽기
PaintShop Pro for ALTools 는 이미지를 열 때마다 디지털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워터마크가 탐지되면 프로그램은 제목 표시줄의 파일 이름 앞에 저작권 기호를 표시하고
워터마크 정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PaintShop Pro for ALTools 가 워터마크를 감지하지
못하면 워터마크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Digimarc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보고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 포함하기
디지털 워터마크는 레이어에 한 번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어에 대한 추가
변경으로 품질 저하를 방지합니다. 레이어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포함하려고 하면, 진행하기
전에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이미지 결합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워터마크를 포함할 때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ID
• 이미지 저작권 날짜
• 이미지 특성
• 사용 제한
• 워터마크 지속성
워터마크를 처음 포함할 때만 작성자 ID 를 구성하면 됩니다. 워터마크를 포함할 때마다
저작권 날짜, 이미지 특성, 지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지속성 설정하기
워터마크 지속성은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더 뚜렷한 워터마크를 사용하십시오. 모니터에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더 흐린 워터마크를
사용하십시오. 이 워터마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워터마크는 감지하기도 훨씬 쉽고
제거하기도 어렵지만, 이미지에서 눈에 잘 띕니다. 이미지의 복사본을 두 개 만들어 인쇄
복사본에는 더 뚜렷한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복사본에는 더 흐린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ID 개인 맞춤 설정하기
고유 식별 번호로 워터마크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 Digimarc 에 등록하여 사용자 ID 번호를 얻습니다.
• 작성자 ID 개인 맞춤 설정 대화상자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웹용 이미지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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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크를 읽으려면
편집 탭

• 이미지  워터마크  워터마크 읽기를 선택합니다.
워터마크 정보 대화상자에서 웹 조회를 클릭하여 Digimarc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워터마크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포함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워터마크  워터마크 포함을 선택합니다.
워터마크 포함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이미지 특성 그룹 상자에서 다음 확인란을 체크하여 프로그램이 워터마크 정보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제한을 결정합니다.

• 제한된 사용
• 복사 금지
• 성인 콘텐츠
3 저작권 정보 그룹 상자에서 저작권 연도 상자에 1 년 또는 2 년을 입력합니다.
Digimarc 는 1922 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를 허용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에는 워터마크가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워터마크가 포함된
레이어에는 새 워터마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워터마크 지속성을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워터마크  워터마크 포함을 선택합니다.
워터마크 포함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타겟 출력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미지가 표시될 매체를 선택합니다.

• 모니터
• 인쇄
해상도가 300dpi 미만인 이미지에 대해 인쇄를 선택하면 PaintShop Pro for ALTools 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전에 이미지 해상도 향상을 권장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워터마크 강도를 설정하려면 1 에서 16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거나 워터마크 지속성
컨트롤에서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모니터 옵션의 기본값은 8 이고 인쇄 옵션의 기본값은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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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터마크 정보가 올바르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검증을 체크합니다.
프로그램은 워터마크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특성과 지속성을 표시합니다.

작성자 ID 를 개인 맞춤 설정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워터마크  워터마크 포함을 선택합니다.
워터마크 포함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개인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개인 맞춤 설정 작성자 ID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Digimarc 에 등록하려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웹 브라우저가 열리고 Digimarc 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작성자 ID
번호, PIN 번호, 암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 놓아야 합니다.
브라우저를 닫고 개인 맞춤 설정 작성자 ID 대화상자로 돌아갑니다.
4 해당 상자에 PIN 및 작성자 ID 번호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워터마크 포함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검증 확인란을 체크한 경우 워터마크 포함: 검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워터마크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워터마크 포함 대화상자에서 작성자, 저작권, 이미지 특성,
지속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컴퓨터에 웹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수신자 부담 번호로 Digimarc 에 전화를 걸어
작성자 ID 번호, PIN 번호, 암호를 등록하고 받습니다.

비주얼 워터마크 추가하기
래스터 이미지에 텍스트 및/또는 그래픽으로 구성된 비주얼 워터마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진을 찍거나 공공 웹 사이트에서 사진을 공유하든, 사진에 별도의 마크를 추가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릴 수 있습니다. 로고나 기타 그래픽 추가 작업을
단순화하고 엠보싱과 같은 전문 효과를 선택하여 은은한 느낌을 줍니다.
투명 배경으로 워터마크 그래픽을 생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경우 그래픽은 투명도를
지원하는 파일 형식(예: PspImage, TIF 또는 PNG)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투명한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래픽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워터마크에 직사각형이 표시됩니다.

웹용 이미지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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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워터마크를 추가하려면
편집 탭

1 이미지  워터마크  비주얼 워터마크을 선택합니다.
비주얼 워터마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워터마크 소스 그룹 상자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기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워터마크에 사용할 그래픽이 들어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래픽은 워터마크 소스 그룹 상자의 미리보기 영역에 나타납니다.
3 배치 그룹 상자에서 배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 타일 — 이미지를 덮는 행과 열에 그래픽을 배치합니다.
• 중심 — 그래픽을 이미지의 중앙에 배치합니다.
• 코너 — 그래픽이 배치되는 이미지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스타일 그룹 상자에서 그래픽의 전체 모양을 조정합니다.

• 크기 — 그래픽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투명도 — 그래픽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설정을 늘리면
그래픽을 통해 더 많은 기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엠보스 — 그래픽에 상승된 모양을 적용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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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사항
PaintShop Pro® 2021 사용 설명서
Copyright 2021 Corel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orel, Corel 로고, PaintShop Pro 는 캐나다,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Corel Corporation
및/또는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제품, 글꼴, 회사 이름 및 로고는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Corel 이 제공하는 정보는 보증이나 조건 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품적 보증,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소유권 및 비계약 또는 법률, 법령, 거래의 사용, 거래의 과정 또는
기타에 의해 발생하는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제공된 정보의 결과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체 위험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Corel 은 수익 또는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또는 파손, 기타 상업적 또는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부수적, 특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Corel 이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귀하 또는 타인 또는 단체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orel 은 또한 제 3 자에 의한 어떠한 청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에 대한 Corel 의 최대 총 책임액은 귀하가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법적으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주/국가는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 사항이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의 내용은 오류 및 기술적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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