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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Link YouCam을 사용하면 웹캠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웹캠 채팅에서 이상하고 멋진 특수 효과를 추가하거나 재즈 또는 촬영 및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이버 링크 YouCam이 비디오 통화 중에 외국인이나 산타 클로스로 설정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아마 당신을위한 것입니다. 다른 효과는 이상한 배경, 클립 아트와 효과, 모
자와 가짜 수염, 심지어 독창적 인 그리기 도구와 같은 만화의 모든 종류를 포함한다. CyberLink YouCam은 스카이프, 야후 메신저 및 AOL 인스턴트 메신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메시징 고객에게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진 향상 도구는 Windows 8 장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합니다. 또한 웹캠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필터, 효과 및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태블릿과 함께 사용하거나 사용
할 때 더 유용하고 효과적입니다. 재미있는 부분 외에도 CyberLink YouCam에는 감시 시스템에서 재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CCTV 유틸리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CTV 카메라가 있는 여러 웹캠을 사용하여 자리를 비출 때 숙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정하는 물류는 매우 복잡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동안 카메라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CyberLink
YouCam에서 얼굴 로그인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 당신은 모든 특수 효과 및 기타 멋진 기능을 HD 품질로 파워 포인트 프리젠 테이션 과 재즈를 가져올 수있는 마스터 프리젠 테이션 생성이있다. 체계적이고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CyberLink YouCam에 포함 된 모든 효과는 잘 다른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는 실시간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터페이스는 똑똑
하고 매우 매끄럽습니다. 어도비 에어 스타일 인터페이스. 또한 달력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찍은 사진을 구성하여 사진을 찍었을 때와 시기를 알려줍니다. 최신 버전의 CyberLink YouCam은 비디오 미리 보기 창에서 3D 가상 개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향상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HD 비디오 지원 효과 리얼리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많이 겹치는
것 같다. CyberLink YouCam은 온라인으로 채팅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자극하고, 더 많은 웹캠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웹캠 도구입니다. 무료 대안을 찾고 있다면 로지텍 웹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ueTheater는 향상된 이미지와 새로운 대화 형 화면 효과와 놀라운 줌 현실 웹캠 아바타가 ... 감독으로부터 더 많은 작업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개선 된 이미지와 트루 극장을 공유 하는 온라인
기술 새로운 대화 형 화면 효과 놀라운 현실 웹캠 아바타 ... 감독으로부터 더 많은 작업을 가져옵니다. 사이버 링크 Youcam 을 공유 하는 온라인 기술 5 윈도우에 대 한 균열과 풀 버전의 무료 다운로드 7 플러스, YouCam에서 프리미엄 기능의 30 일 평가판을 즐길 7 디럭스, 포함:. 비디오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합니다. 사진용 HDR 및 파노라마 모드. 기능 - 자동으로 BIOS / 드라이버 / VGA / 유틸
리티 업데이트 발견 -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지원 윈도우 98SE / ME / 2000 / XP / 비스타 / 7 32Bit 쿨 '조용한 AMD 쿨'조용히™ 기술은 열과 소음을 감소시켜 산만하지 않고 놀라운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동반 CD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라이브 업데이트 5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MSI 웹 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을 개선하고 멀티태스
킹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AMD 프로세서에 포함된 주요 개선 사항과 결합되었습니다. 라이브 업데이트 5 MSI 라이브 업데이트 5는 최신 BIOS 및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강력하고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업그레이드의 위험을 감소. 트루극장 스마트 비디오 향상. 얼굴은 초상화를 만질 수있는 도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향상된 데스크톱 레코딩. 3DS 프리미엄 증강 현실 객체
는 30 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 YouCam 7 디럭스를 구입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30 일 후, 모든 Youcam 7 필수 기능은 작동 계속됩니다! CyberLink YouCam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웹캠 소프트웨어입니다. YouCam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효과 효과로 화상 채팅 및 녹화를 개선합니다. 얼굴 추적 아바타,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그리고 더! 프리미엄 기능은 30 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
에 YouCam 7 디럭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0 일 후, 모든 Youcam 7 필수 기능은 작동 계속됩니다! 특별 보너스 제공: PerfectCam - 화상 회의를위한 가상 메이크업. CyberLink 회원 계정으로 오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 구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CyberLink YouCam 무료 웹캠 소프트웨어는 모든 주요 화상 채팅 고객과 호환. YouCam을 사용하여 얼굴 추적 아바타,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등
을 포함한 재미있는 효과로 비디오 채팅 및 녹화를 개선하십시오! 또한 YouCam 7 Essential을 사용하면 사진 프레임 및 컬러 프리셋과 같은 흥미로운 효과를 사용하여 웹캠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DirectorZone.com 무료로 더 많은 효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YouCam 7 디럭스에서 프리미엄 기능의 30 일 시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합니다.
사진용 HDR 및 파노라마 모드. 트루극장 스마트 비디오 향상. 얼굴은 자화상을 만질 수 있는 도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향상된 데스크톱 레코딩. 3DS 프리미엄 증강 현실 객체는 30 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 YouCam 7 디럭스를 구입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30 일 후, 모든 Youcam 7 필수 기능은 작동 계속됩니다! CiberLink YouCam 3은 웹캠 대화 또는 일반 비디오 녹화에 재미있고 독특한
특수 효과를 추가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가상 마스크 수십 착용하고 배경과 재미있는 화면 경계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추적 기술을 사용하면 움직일 수 있으며 얼굴에 추가 한 효과는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CiberLink YouCam을 사용하면 YouTube 또는 Facebook을 통해 시청각 작품을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iberLink YouCam 3은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특히 그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위해 설계된 매우 재미있는 유틸리티입니다. 결국, 누가 때때로 자신의 웹캠과 재미를 좋아하지 않아? Windows의 이후 버전에서 호기심 누락 중 하나는 추가 타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웹캠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기본 제공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웹캠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캠과 함께 사용하거나 피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Windows XP를 사용하면 추가 소프트웨어없이 웹캠 피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컴퓨터에 가서 장치를 엽니 다. 윈도우 7, 8 또는 심지어 10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Windows의 새 버전에는 웹캠 보기가 내장되
어 있지 않으므로 웹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다른 회사에 대한 기회가 생깁니다. 인기있는 상용 웹캠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CyberLink YouCam입니다. 최대 비용 $39.95, YouCam 은 흥미로운 효과를 라이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녹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여러 앱이 있는 채널또는 설정도 됩니다. YouCam의 무료 버전은 종종 휴렛 패커드 (HP)에서 와 같은 웹캠 장착 노트북으로 완료됩니
다. 여기에서 웹캠이 장착된 모든 Windows 컴퓨터에 CyberLink HP YouCam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HP 브랜드가 아닌 경우 프로그램이 설치를 거부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HP 6의 최신 버전에 오른쪽에 있는 버전 1에서 YouCam의 HP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각 하나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버전
을 사용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새로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아니다. 아래 의 모든 버전의 CyberLink YouCam은 로지텍 E 시리즈 웹캠과 윈도우 7 및 10 64 비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되었습니다. 8.1, Vista 및 XP와 같은 다른 운영 체제도 작동해야 합니다. YouCam은 웹캠의 드라이버가 아니며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CyberLink YouCam 6 HP의 웹 사이트
에서 YouCam의 최신 버전이며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6 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까지 282MB무게 의 가장 큰 설치 설치입니다. 포함 된 내용의 관점에서, youCam 6 일부 이전 버전에서 발견 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기능 없이 제공,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기능 및 기능 존재. YouCam의이 버전에 대 한 한 좋은 점은 우리가 클릭 할 때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활성화 된
기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채널에 41개의 프레임 효과와 18개의 장면이 미리 결정된 오버레이를 추가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피드를 왜곡할 수 있는 14개의 파티클 효과, 9개의 필터 및 12개의 왜곡이 있습니다. 34 개의 감정과 가젯은 약간의 재미와 이모티콘, 작은 애니메이션 및 표시된 이미지에 대한 얼굴 위장과 같은 것들을 추가합니다. 아바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얼굴에 웹캠을 놓고 19 자 중 하나는
머리의 모방과 움직임을 모방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용자 정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효과 외에도 YouCam 6은 이미지를 그릴 수있는 기본 그리기 모드, 클립 아트와 같은 작은 이미지를 추가하는 스탬프,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한 스플래시 캡처 모드 (설정시 설정 된 폭발성 이미지 수), TruTheater CyberLink를 제공합니다. TruTheater 비디오 향상 기능은 웹캠에서 오는 이미지 품질
을 향상시킵니다.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는 전체 화면 옵션, 편집 상자(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음) 및 라이브러리 창을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날짜별로 이미지 나 비디오를 보고 선택한 파일을 YouTube, Facebook 또는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시 옵션은 웹캠을 주 보안 카메라로 전환하고 모션 감지를 기록하거나, 스누이 레코딩을 기록하거나, 각 시간/분/초 세트의 사진을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282MB) HP CyberLink YouCam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안 버전 6 HP에서 최신 YouCam 제공, 이전 버전 중 일부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전 1 1 둘은 더 기본적이지만 시스템에서 훨씬 쉽습니다. 버전 3에서 설치 크기와 메모리 사용으로 인해 더 많은 기능과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이버 링크 YouCam 1 YouCam 버전 1 은 분명히 이후 원래 프로그램 2007,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잘 작동.
당신이 너무 일찍 뭔가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이것은 실제 고급 기능이없는 매우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버전 6보다 200MB 가 넘는 50MB 다운로드이며 메모리의 약 1/4을 사용합니다. 감정의 20 효과와 중첩 된 프레임, 왜곡 또는 웹캠비디오 피드에 필터를 적용 하는 약 30 특수 효과의 총. 물론 이미지의 또 다른 스냅샷을 찍고 최대 10프레임의 폭발을 빠르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된 동영상은 YouTube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 사소한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9.5MB) 사이버 링크 YouCam 2 언뜻 보기에, 당신은 버전 2 사이버 링크 YouCam의 그냥 버전 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자세히 살펴보면 이 릴리스의 값을 높이는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버전 1보다 큰 2MB보다 작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 패키지에 더 많이 스퀴즈합니다. 라이브 이미지 또는 캡처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효과 및 필터 외에도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인쇄하고 비디오 피드에 의존하고 비디오에 타임 스탬프를 중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버전 2는 아바타, 시간 경과 기록 및 모션 감지 레코드를 입력하는 첫 번째입니다. (51.1MB) CyberLink YouCam 3 버전 3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개정이 있습니다. 후자는 40MB 더 다운로드입니다. 버전
2를 통해 버전 3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과 추가를 소개합니다.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것은 터치 제스처를 지원하는 새롭게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부 기능에 원치 않는 추가이 버전에서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하 고 하나를 클릭 하면 최신 YouCam으로 전환 하도록 요청. 지금 3.5에 중요한 추가 중 하나는 사용자 정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능은 비활성화되고 도움말
파일이 3.0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버전의 새로운 것들은 Facebook에서 직접 다운로드, 장면 효과, 자동 줌을 허용하는 얼굴 추적 및 가젯입니다. HD 및 16:9는 자동 조명 및 소음과 함께 지원됩니다. 새로운 데스크톱 캡처 모드를 사용하면 데스크톱의 전체 또는 특정 영역의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YouCam 3은 분할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사이버 링크 YouCam (120MB) (158MB) 사
이버 링크 YouCam 4 버전에 비해 3, 버전 4 설치 설치는 훨씬 작다. 이것은 주로 특수 효과, 애니메이션, 오버레이 및 아바타의 완전한 제거때문입니다. YouCam 4 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능적 사용및 소프트웨어의 엔터테인먼트와 재미있는 측면에 조금 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노 프릴 웹캠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경우, 이것은 얻을 수있는 youCam 버전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람을 감지하고, 라이브 비디오 미리 보기 창으로 전송된 비디오를 확대 및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전체 화면 설정과 버튼이 막대의 헤더에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기능은 현재 사용 가능한 감시 녹화에서 자동 이메일의 옵션입니다, TrueTheater 비디오 향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으로 그린 모드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58MB) CyberLink YouCam 5 버전 5 이전 버전에서 제거 된 프
레임 및 효과 기능을 다시 오버레이, 프레임 및 효과 기능. YouCam 4에 포함된 자동 이메일 및 데스크톱 캡처를 포함하여 한 가지 큰 부정적인 점은 그 어느 때보다 도드라진 단추를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Face Off, 더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및 증강 현실과 같은 다른 옵션도 비활성화됩니다. 아바타, 장면 및 파티클 필터와 같은 몇 가지 재미와 시각적 기능을 이전보다 얻
을 수 있으며 최고의 드로잉 모드도 있습니다. 얼굴 로그인이라는 버전 5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의 얼굴의 사진을 촬영하여 윈도우 (IE를 통해 웹 사이트에 대한 항목이 비활성화되어)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다른 기능 대부분은 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145MB) 디렉터 cyberLink YouCam 내에서 사용할 수있는 기능 중 하나는 다
운로드하고 사이버 링크 웹 사이트에서 추가 효과, 아바타, 장면, 가젯, 프레임과 감정을 가져올 수있는 기능입니다. 선택할 수있는 600,000 개 이상의 무료 효과가 있습니다. YouCam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버튼 또는 링크 디렉터를 클릭하거나 직접 방문하십시오. 효과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무료 계정을 만들어야하며 Facebook 계정과의 연결도 허용됩니다. 스티븐 게이트 새로운 시작 희귀. 이 서비스를 사용
하려면 YouCam 3 이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CyberLink YouCam을 설치하기 전에 HP 제한을 제거하고 CyberLink YouCam을 설치하려면 먼저 시스템에 연결된 웹캠이 있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절차를 통해 위의 모든 버전이 Windows XP 또는 웹캠이 장착된 새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 사용하려는 youCam 버전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모든 설치 프로그램은 공식
HP FTP 서버에 배치되며 크기는 49MB에서 282MB사이입니다. 다운로드한 후 별표가 숫자인 sp.exe 파일을 시작합니다. YouCam 6의 경우 sp74820.exe입니다. 설정은 C로 파일을 추출합니다 : SWSetup SP. 폴더 다음 설치하려고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휴렛 팩커드 시스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오류 창을 닫습니다. 이제 컴퓨터/시스템의 이름이나 시스템의 제조업체 이름 중 하나
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indows Vista의 경우 7, 8 또는 10명의 사용자를 클릭하면 키 일시 중지/중단 을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컴퓨터/이 컴퓨터 및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의 이름을 보고주의하십시오. 이 두 번째 방법은 Windows XP 이상에서 작동하며 win key'R을 클릭하고 msinfo32 msinfo32를 클릭합니다. 상자 실행. 시스템
또는 시스템 제조업체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C로 이동: SWSetupSP.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와 함께 Custom.ini 파일을 엽니다. CLScan-휴렛 팩커드 또는 CLScan-휴렛 팩커드, HP의 두 번째 라인을 살펴보십시오. 휴렛 팩커드 또는 휴렛 팩커드, HP를 3단계에서 찾은 컴퓨터/시스템 이름 또는 시스템 제조업체로 교체한 다음 텍스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Custom.ini와 동일한 폴더에서 set.exe를 시작
하고 HP가 아닌 컴퓨터에서 선택한 YouCam 버전을 설치한 다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스카이프, 야후 메신저와 열려 있거나 설치실패 할 수있는 AOL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을 닫아야합니다. 이 절차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기 위해 아래에 짧은 YouTube 동영상을 모아 시연했습니다. YouCam 6은 현재 HP에서 사용하는 최신 버전입니다. CyberLink 버전 8을 출시하기로
결정하면 버전 7은 그 후 HP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최신 YouCam을 사용하고 업그레이드비용을 지불 상관하지 않으려면, 프로그램의 상단에 있는 CyberLink YouCam 블루 화살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것은 현재 거래를 달게하기 위해 포함 된 여행 팩과 홀리데이 팩과 상당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내 HP 비스타 노트북에서 내 웹캠은 빠른 게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다
른 유틸리티를 포함) 나는 빠른 플레이 메뉴를 열고 카메라 사진을 클릭하고 이미지가 내 화면에 나타납니다 웹캠을 실행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개의 프로그램은 확실히 이미지에 대한 특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정보는 설치된 하드웨어에 추가 차원을 추가하고 이미지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수준을 엽니다. CyberLink iis는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나는 오래된 Logitec 웹캠을 가지고, (여전히 PC에 사용) 그것은 당신이 인터넷에 넣어이 정보에 대한 당신에게 감사를 전달해야 노트북에 설치된 웹캠과 관련된 다섯 프로그램에서 언급 한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7 CyberLink YouCam은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웹캠 채팅에 이상하고 멋진 특수 효과를 추가하는 것부터 프리젠 테이션을 재즈하거나 사진을 찍고 향상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당신이 비디오 통화하는 동안 외국인이나 산타 클로스로 자신을 선회 공상 경우 온라인 채팅을 향신료, 다음 CyberLink YouCam은 아마 당신을위한 것입니다. 다른 효과 포함 이상한 배경, 클립 아트와 만화 효과의 모든 종류, 모자와 가짜 수염, 그리고 심지어 무료 손 그리기 도구 정말 창의력을 얻고 싶은 경우. CyberLink YouCam은 대부분의 대형 고객과 함께 작동합니다. 사
진 향상 도구의 대부분은 Windows 8 장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합니다. 웹캠에서도 작동하는 다양한 필터, 효과 및 향상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용 시 더 유용하고 효과적입니다. 알 약. 재미있는 부분 외에도 CyberLink YouCam에는 감시 시스템에 재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재산을 통제 할 수있는 CCTV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웹캠을 CCTV 카메라로 사용하여 자리
를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물류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동 중일 때 카메라의 푸티지에 분명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yberLink YouCam을 사용하면 얼굴 로그인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굴 인식입니다. 잘 조직,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YouCam에 포함 된 모든 효과는 잘 다른 탭에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실시간으로 적용 할 수 있습
니다. 전체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인터페이스 스타일로 매우 매끄럽습니다. 또한 캘린더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구성하여 언제, 어떤 시간에 사진을 찍었는지 알려줍니다. 최신 CyberLink YouCam 릴리스에는 비디오 보기 창에서 3D 가상 개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기술이 포함된 향상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HD 비디오 지원으로, 이것은 효과에 리얼리즘의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 여전히, 그들 중 많은 거친 중첩 보인다. 만능 웹캠 도구 CyberLink YouCam은 모든 웹 채팅 프리젠 테이션을 향신료와 당신이 모두 당신의 에서 더 많은 얻을 수 있도록 유용한 웹캠 도구입니다. 무료 대안을 찾고 있다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트루 극장에서 최고의 이미지. 새로운 대화형 화면 효과. 놀라운 증강 현실. 카메라는 당신의 방법입니다. 디렉터원에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
환 저자 리뷰의 예술. CyberLink YouCam 7은 웹캠을 위한 전체 스튜디오 라이브 비디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을 장식하는 도구, 비디오 채팅 및 녹화를위한 200 개 이상의 재미있는 효과, 비디오 화면 캡처 도구의 전체 세트를 포함한다. 또한 얼굴 감시 및 로그인과 같은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보안 도구를 제공합니다. YouCam 7로 가상 의 존재를 변환합니다. YouCam 7은 완벽한 재미있
는 효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도구, 즉각적인 장식 기능 및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YouCam은 가정과 PC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 얼굴 입력 및 로고 얼굴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링크에서 YouCam 6 은 하나의 웹캠과 카메라 유틸리티에 모두 있습니다. 이 세트는 사진과 비디오를 편집하고 특수 효과를 추가 할 수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
다. 6 Cyberlink스토리텔링 및 데스크톱 애니메이션으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YouCam 6은 작업및 재생에 필요한 모든 WebCam 도구와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스위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웹캠: 2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 효과를 적용하세요. 채팅 및 비디오. 크리에이티브 카메라 앱: HDR 및 파노라마 사진을 캡처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
다. 스마트 작업: 다양한 성능 도구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및 자습서를 만듭니다. 쉬운 조직: 캘린더를 볼 수 있는 미디어를 보고 얼굴로 태그합니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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