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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MCAP 실행하기
VMCAP을 실행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
시기 바랍니다.
1) VMCAP을 사용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 SAMSUNG PC-CAM(SPC-B800M) > Vmcap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2) 바탕화면의 VMCAP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3) 카메라 본체 상단의 스넵샵 버튼을 누릅니다.
스넵샷 버튼

2. VMCAP 메인 화면
프로그램 메뉴

라이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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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 설명
1) File : 파일
Capture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①

①동영상 촬영 시 저장 될 이미지 파일명을 설정

②

②VMCAP 프로그램을 종료함

① Set Capture File
동영상 촬영 시 저장 될 이미지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파일명을 설정 하시면 바로 다음단계로 연결됩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면 Capture명을 설정하시고 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Free disk space: 사용자PC의 동영상 촬영 저장 가능한 공간을 나타냅니다.
동영상을 저장할 때마다 사용한 용량만큼 저장 공간이 줄어듭니다.
▶Capture file size: 설정 시 VMCAP을 통해 촬영한 파일을 우선적으로 저장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Free disk space가 80Mbytes만 남았을 경우 Capture file size를
80Mbytes로 설정 시, PC가 VMCAP을 통해 촬영한 파일을 저장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함. (단위:MByte)

② Exit
VMCAP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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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ice : 장치
컴퓨터에 연결된 이미지, 오디오장치를 나타냅니다.

①
②

①영상입력장치를 설정함

②음성입력장치를 설정함

① SPC-B800M
영상입력장치를 설정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V표시를 하셔야 영상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② SPC-B800M (Audio)
음성입력장치를 설정합니다.
(해당 장치를 선택하여 V표시를 하셔야 동영상 촬영 시 음성녹음이 가능합니다.
<참고>
오디오 장치 리스트는 사운드카드의 사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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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tions : 선택사항
영상과 음성을 설정합니다.

①

①V체크를 하시면 화면에 영상이 보임

②

②MPEG2는 지원하지 않는 항목임

③
④
⑤

③음성입력의 세부설정을 선택할 수 있음
④카메라 설정, 특수효과, 페이스 트레킹(얼굴추적)의
세부설정을 선택할 수 있음
⑤스크림 형식의 세부설정을 선택 할 수 있음

① Preview
V체크를 하시면 화면에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주의사항>
V체크가 안되어 있을 시 영상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MPEG2
MPEG2는 지원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③ Audio Capture Filter
음성입력의 세부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절

<참고>
삼성 PC 카메라 SPC-B800M은 마이크 볼륨 기능 외에 나머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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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Video Capture Filter
영상 설정, 카메라 설정, 특수효과, 페이스 트레킹(얼굴추적)등 세부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도 명도 등을 조정가능)
<참고>
VMcap의 얼굴 추척 기능 적용은 각각 항목의 미리보기가 되므로
“확인” 버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기능설정이 유지됩니다.

<영상 설정>

▶ 영상 설정
 밝기: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밝기 조정
 대비: 높거나 낮은 톤의 색을 중간 톤으로 낮추거나 높임으로 색차 범위를 조정
 색상: 색조의 균형을 조정
 채도: 색상의 진하고 엷음을 조정
 선명도: 뚜렷하고 선명한 정도를 조정
 감마: 어두움과 밝음의 균형을 조정
 화이트 발란스: Auto 이므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없음.
 백라이트, 게인, 칼라기능: SPC-B800M 본 제품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 전원 주파수
※ 60Hz 설정을 권장 함
(만약 영상이 깜박일 시 50Hz로 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 기본값 : 밝기, 대비, 색상등의 설정을 조정 후 기본값을 누르면 원래 고정값으로
변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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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정>

▶ 카메라 설정
줌, 초점, 노출, 홍채인식, 팬, 틸트, 롤, 저조도 모드: SPC-B800M 본 제품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 스냅샷해상도 크기
우측 화면 크기 화살표를 클릭하여 여러 출력크기로 정지영상 촬영이 가능함.
예) 640 x 480: 30만 화소 출력 크기
1280 x 1024: 130만 화소 출력 크기
2592 x 1944: 500만 화소 출력 크기
3264 x 2448: 800만 화소 출력 크기
▶ 이미지 반전
 수직: 화면의 상/하 반전
 수평: 화면의 좌/우 반전

▶ 기본값 : 이미지 반전을 조정 후 기본값을 누르면 원래 고정값으로 변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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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효과>
영상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효과없음: 특수효과를 적용하지 않음
▶ 이미지 특수 효과
 빗방울 : 빗방울이 흐르는 듯한 효과
 캔버스 : 캔버스화와 같은 효과


TV : TV 화면과 같은 효과



블록 : 블록으로 나뉘어져 보이는 효과

 미립자 : 화면이 흩어져 보이는 효과
 디더링 :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제한되도록 맞추어 거칠게 보이는 효과
 바람 : 바람에 흩어져 보이는 효과
 모자이크 : 여러 가지 색상의 조각을 늘어놓은 듯한 효과


수채화 : 물체가 모자이크 효과보다 더 작고 선명하게 조각을 늘어놓은 효과

 유리타일 : 유리타일에 비쳐 보이는 효과

▶ 액자


구름 : 구름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플레이어 :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달래 : 달래꽃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Vimicro : Vimicro 로고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천사 : 천사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소녀 : 소녀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야간투시경 : 투시경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홍색망원경 : 홍색 망원경 바탕이 나타나는 효과

▶ 미리보기: 각각의 특수 효과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미리보기가 되므로 미리보기를
클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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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추적>
<참고>
얼굴추적기능은 페이스 트레킹 기능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중심으로
PC 카메라의 초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출력크기 160x120, 176x144, 320x240, 352x288, 640x480에서만
얼굴 추적기능이 가능합니다.

▶ 사용안함 : 사용안함 클릭 시 얼굴 추적기능 적용 안함.
▶ 수동줌 : 수동으로 확대 혹은 상하좌우로 이동 가능.


U (Up) : 위로 이동



D (Down) : 아래로 이동



L (Left) : 왼쪽으로 이동



R (Right) : 오른쪽으로 이동



C (Center) : 가운데 중심으로 이동



+ : 화면 확대



- : 화면 축소

▶ 얼굴추적: 얼굴추적을 클릭하고, 추적화면에 V 체크시 얼굴 추적 기능 가능.


좌상 : 얼굴추적된 화면이 좌측 상단에 나타남



우상 : 얼굴추적된 화면이 우측 상단에 나타남



좌하 : 얼굴추적된 화면이 좌측 하단에 나타남



우하 : 얼굴추적된 화면이 우측 하단에 나타남



추적속도: 얼굴추적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1~5까지 조정 가능)



추적라인 : V체크시 얼굴추적된 화면 테두리에 라인이 나타나 보임.
체크 해제 시 화면 테두리에 라인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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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Video Capture Pin
스트림 형식의 세부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크기와 색조 등을 조절가능)

본 제품은 압축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초에 몇 장의 정지영상이 보여지는지를 나타냅니다.
30fps=1초에 30장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뜻함.
▶ 프레임 속도 : 1초에 몇 장의 정지영상이 보여지는지를 나타냅니다.
30fps=1초에 30장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뜻함.
※

출력크기 640x480미만은 프레임 속도가 30fps이며, YUY2 압축형식에서
640x480이상은 출력크기가 커질수록 프레임 속도가 낮아짐.

<참고>
RGB24와 YUY2는 이미지 압축 형식 입니다.


RGB 24 – 연결된 모니터의 최대해상도까지 지원
(640x480이상의 출력크기 지원 안됨)



YUY2

– 최고 2560x1920 해상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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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pture
영상을 Capture하고 저장합니다.
①동영상 촬영을 시작

①
②

②동영상 촬영을 중지

③

③동영상 촬영 시 음성 녹음 여부를 선택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④
⑤
⑥

④동영상 촬영과정에서 우선시 되는 항목을 나타냄
⑤동영상 촬영 시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찍을지 설정
⑥동영상 촬영 시 최대 녹음 시간을 설정

① Start Capture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동영상이 저장될 위치를 확인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② Stop Capture
동영상 촬영을 중지합니다.

③ Capture Audio
동영상 촬영 시 음성을 녹음 할지 선택합니다.
(V체크를 하게 되면 동영상과 동시에 Captur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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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aster stream
동영상 촬영을 하는 동안 컴퓨터의 리소스가 부족해 지면 동영상 촬영과정에서
우선시 되는 항목을 나타냅니다.

없음
음성
영상

⑤ Set Frame Rate
동영상 촬영 시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찍을지 설정합니다.
(적정 최대값은 30f/sec입니다)

V 표기 안 할 시 30fps로
동영상 촬영됨.

⑥ Set Time Limit
동영상 촬영 시 최대 녹음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 시 설정 시간 동안 Capture 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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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apshot
Vmcap에서 정지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① Copy Image
클릭 시 정지영상을 촬영합니다.
“Save As”를 클릭하여 촬영된 정지영상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Exit : 창닫기

Option->Video Capture Pin->출력크기에서 설정한 출력크기만 촬영 가능함.
예) Option ->Video Capture Pin의 2592x1944출력크기 설정 후 Copy Image를 클릭하여
촬영할 경우 2592x1944 사이즈의 정지영상이 촬영됨.
또는 출력크기 설정 후 본체 상단의 스넵샷 버튼을 눌러 촬영 할 수 있음.

② Still Image
클릭 시 정지영상을 촬영합니다.
“Save As”를 클릭하여 촬영된 정지영상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Exit : 창닫기
Option->Video Capture Filter->카메라 설정-> 스넵샷 해상도 크기에서 설정한
출력크기만 촬영 가능함.
예) Option->Video Capture Filter->카메라 설정에서 3264x2448 스넵샷 해상도 크기로
설정한 후 Still Image 를 클릭하여 촬영할 경우 3264x2448 사이즈의 정지영상이
촬영됨. 또는 출력크기 설정 후 본체 상단의 스넵샷 버튼을 눌러 촬영 할 수 있음
<참고>
Video Capture Pin에서 640x480 출력크기 설정 후, Video Capture Filter에서
320x240으로 설정한 후 Still Image 클릭 또는 스넵샷 버튼을 눌러 촬영 시
Vmcap 화면은 640x480 크기로 보여지고, 촬영된 정지영상은 320x240으로 나타남.
즉, Copy Image는 보여지는 Vmcap 화면 크기의 정지영상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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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elp
VMCap의 버전과 저작권내용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VMCAP을 제공하지만, 저작권 및
S/W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SPC-B800M 사용시
S/W의 일부 기능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Win XP/ Vista OS에서 VMCAP을 설치한 Port가 아닌 다른 Port로 이동
하여 사용할 경우, 설정 항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 설치한
Port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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