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작 안내

준비 항목
• Spyder5ELITE+ 다운로드 지침
• 시리얼 번호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7 32/64, Windows 8.0, 8.1 32/64, 10 32/64
• Mac OS X 10.7, 10.8, 10.9, 10.10, 10.11
• 모니터 해상도 1280x768 이상, 16비트 비디오 카드(24비트 권장), 1GB RAM,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 500MB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넷 연결

지원
support.datacolor.com

설치 및 활성화
Spyder5ELITE+ 소프트웨어를 Datacolor 웹 사이트를 통해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활성화 및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참고: Spyder5ELITE+로 업그레이드하는 Spyder5ELITE 사용자의 경우 1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Spyder5ELITE+로 업그레이드하는 Spyder5EXPRESS 또는 Spyder5PRO 사용자의 경우
2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1. “도움말”(Windows) 또는 “Spyder5ELITE”(Mac) 메뉴로 이동하여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2. Spyder5 센서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3. Spyder5ELITE+ 이메일에 함께 제공된 시리얼 번호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보증이 시작됩니다.

이제 Spyder5ELITE+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새로운 기능:
시험 인화/장치 시뮬레이션
새로운 도구 워크플로우를 이용하는 개선된 “모니터-프린터” 일치를 통해, 사진이
프린터 또는 장치(가정용 프린터, 온라인 또는 소매용 프린터 및 특정
모바일/태블릿 장치 포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시작” 화면에서 “프린터 시험 인화 및
모바일/태블릿 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2. 가정용 프린터라면 컴퓨터에 이미 ICC 프로파일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파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프린터 프로파일을
설치하고 싶다면 SpyderPRINT 제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3. 소매용 또는 온라인 프린터 공급업체용 시험 인화가 필요하다면 해당 웹
사이트에서 ICC 프린터 프로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왼쪽 하단 모서리의 “프로파일 설치…”를 클릭하십시오.
4. 모바일/태블릿 장치 또는 기타 범용 프로파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사용자를 위해 옵션으로 샘플 프로파일을 설치하는 단계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은 다음 단계에서 보여집니다.)
5. 오른쪽 하단 모서리의 “시험 인화”를 클릭하여 시험 인화 화면을 엽니다.
6. 프린터/장치 출력을 시뮬레이션할 미리 보기 목록에 JPEG/TIFF 이미지
파일/폴더를 추가합니다.
7. 화면 하단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미지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자동 실내 조명 전환
실내 조명 조건이 변경되는 일반적인 작업 중 자동으로 모니터 프로파일을
전환함으로써, 모니터를 다시 교정하지 않더라도 화면의 작업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용 방법:
1.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전체 교정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2. “교정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실내 조명” 드롭다운 목록에서 “실내 조명 전환 – 자동”을 선택합니다.
4.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정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의 안내 메시지에
따릅니다.

교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프로파일이 생성되어 활성화됩니다.
**주의: Spyder5 센서가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실내 조명
조건의 변동에 따라 센서가 조명을 측정하고 화면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udioMatch 업데이트
보다 정확한 모니터 일치 작업을 수행하고, 연결된 모니터의 각 출력이 모두
동일하게 보이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결과물의 밝기, 화이트 포인트 및
감마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신 시각 확인 단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컨트롤을 통해 각 모니터의 일치 작업을 매우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왼쪽 하단 모서리의 “바로 가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StudioMatch”를 선택합니다.
2. 안내 메시지에 따라 일치할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3.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가능한 최대 밝기로 높인 후 측정합니다.
4. 그리고 실내 조명을 측정합니다.
5. 교정 설정을 선택한 후 디스플레이에 대해 전체 교정을 수행합니다.
**참고: 자동 밝기 조정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가능하다면 안내 메시지에 따라
밝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옆에 서 있으십시오.
6. 4개의 패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여지면 디스플레이를 주 모니터에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7. SpyderProof를 이용하여 작업 전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클릭 교정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간단한 재교정을 통해 Spyder5 교정 프로세스의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사용 방법:
1. 메뉴 바/시스템 트레이의 SpyderUtilit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교정할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3. 일반적인 방식으로 교정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참고: 원클릭 교정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체 교정이 수행된 모니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관리 도구
모니터 프로파일을 완벽하고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존 프로파일의
사용 중지, 전환, 삭제 및 이름 바꾸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
1. 메뉴 바/시스템 트레이의 SpyderUtilit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프로파일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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