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PP (Planetary Imaging PreProcessor) 프로그램을 이용한 태양/달
전면 사진의 중심 정렬 및 크롭(Centering & Cropping) 방법
염범석 (ngc6705@hanmail.net)
1. PIPP 프로그램 실행
① 아래 사이트에서 PIPP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실행.
https://sites.google.com/site/astropipp/home 또는 구글에서 “PIPP“로 검색.

2. "Source Files" 메뉴 설정
① “Add Image Files” 항목을 클릭하여 RAW 파일 또는 jpg 파일을 불러옴.
② “Optimise Options for”에서 “Solar/Lunar Full Disc”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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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put Options“ 메뉴에서 특별히 따로 설정을 바꿀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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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cessing Options" 메뉴 설정
① “Optimise Options For Lunar/Solar Full Disc” 옵션을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정이 이미
모두 되어 있음.
② “Cropping” 옵션에서 크롭할 크기를 설정함.
③ “Monochrome Conversion” 옵션에서 “Convert Colour To Monochrome” 항목을 체크 해제함.
cf. 흑백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Monochrome Conversion” 옵션에서 “Convert Colour To
Monochrome” 항목을 체크함.

④ “Test Options” 버튼을 클릭하면 크롭된 사진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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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ality Options" 메뉴 설정
① ‘Quality Estimation’ 항목에서 ‘Enable Quality Estimation‘ 항목을 체크 해제.
② ‘Quality Estimation’ 항목에서 ‘Reorder Frames In Quality Order‘ 항목을 체크 해제.
cf. 고화질 사진만 뽑아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Quality Estimation’ 항목의 두 항목을 모두 체크.
- 태양 앞에 구름이 있는 경우에는 ‘Quality Algorithm Selection’ 항목에서 ‘Total Brightness
Algorithm‘ 항목을 선택하면 더 좋음.

6. "Output Options" 메뉴 설정
① ‘Output Format’ 항목에서 ‘TIFF‘를 체크.
- 동영상 제작시에는 ‘AVI’를 체크. 오른쪽 항목에서 추가로 Framerate을 설정해야 함.
② ‘TIFF File Naming’ 항목에서 ‘Include Quality Value In Filename‘ 항목을 체크 해제.

cf. ‘Output Directory’ 항목에서 ‘Select Directory’를 클릭하여 사진을 저장하려는 폴더를 선택.
- 기본 설정은 원본 사진들이 있는 폴더내에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 그 속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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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o Processing" 메뉴 설정
① ‘Control’ 항목에서 ‘Start Processing‘ 버튼을 클릭.

② ‘Status’ 항목이 ‘RUNNING‘으로 바뀜.

③ 실행이 끝나면 ‘Status’ 항목이 ‘COMPLETE’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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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 사진들
① 저장된 폴더에 들어가면 원본 사진이 원하는 사진으로 크기가 크롭되고 중심이 정렬된 사진으로
되어 있다. ‘Open Output Folder’를 클릭하면 만든 사진들을 볼 수 있다.

② 이 사진들을 이용하여 동영상 파일을 만들면 된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만드는 것이
귀찮다면 4페이지의 ‘Output Options’ 메뉴 - ‘Output Format’ 항목에서 ‘AVI‘로 체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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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일괄 사이즈 줄이기
1.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일괄 사이즈 줄이기 (jpg 파일용)
① “File” → “Scripts” → “Image Processor” 실행
② “Select the images to process” 메뉴에서 “Select Folder...”를 클릭하여 선택할 이미지들이 있는
위치를 설정함.
③ “Select location to save processed images” 메뉴에서 “Select Folder...”를 클릭하여 이미지
프로세싱후 저장할 폴더를 설정함.
④ “File Type” 메뉴에서 “Save as JPEG”를 이용하여 화질 설정, “Resize to Fit”을 이용하여 가로·세로
픽셀 크기를 설정, “Convert Profile to sRGB” 설정 여부 체크함.
⑤ “Run”을 클릭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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