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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좐느입니다. 저는 순수미술을 전공했지만, 영화·영상·그래픽의 매력에
빠져 방학 때마다 학교 도서관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책을 빌려 와 혼자 공부하곤 했습
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프로덕션과 방송국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만족하던 삶을 살던 중 어느 시점
부터 제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만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
는 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달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크리에이터 좐느]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포토샵 기초 강의를 시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하나씩 영상으로
공유하다 보니 집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전공자가 아닌, 누구나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뚝딱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포토샵 책이라는 콘셉트를 듣고 집필을 결심하
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은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등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워드나
PPT 프로그램처럼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전문
가들이 아닌 포토샵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나, 평생 디자인과는 무관할 줄 알았지만 어쩌다 보니
직접 디자인까지 하게 된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처럼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운영하면서 좀
더 보기 좋게 꾸미고 싶은 분, SNS 마케팅에 필요한 카드뉴스와 같은 디자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야 하는 마케터 혹은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포토샵’, ‘디자인’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
정하지 마세요. 백과사전처럼 모든 기능을 담기보다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설명하였고, 나머지 기
능은 직접 원하는 SNS 콘텐츠를 따라 하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사진 자르기부터 보정, 합성, 디자인까지 어떤 목
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포토샵이
나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
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책을 함께 만들어 주신 제이펍 출판사 송찬수 님과 직원분들, 작업실 망원소굴의 신소희와 길고
양이 손님들, 그리고 저의 무한 지지자인 봉순 씨와 현석 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4월 망원소굴에서
크리에이터 좐느

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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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디자인’도 ‘포토샵’도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딱 필요한 콘텐츠만 찾아서 따라 해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
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PART 1.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본기 다지기
PART 1에서는 제목 그대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유용한 웹사
이트, 레이아웃, 색상 활용, 글꼴 사용 요령 등을 시작으로 포토샵 입문자를 위한 패널 정보, 저장하기, 불러
오기 방법을 알려 줍니다. 이어서 선택 영역 지정, 이미지 보정 등 포토샵 디자인을 위한 간단한 실습을 진
행해 봅니다.

시선의 흐름
사람의 눈은 대상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보는 흐름에 익숙합
니다. 웹 페이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보는 것도 이런 이유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방향도 이러한 시
선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할 때도 시선의 흐름을 잘 고려하여 텍스트 및 이미지를 배
치해야 합니다.
세로형 이미지: 세로형 이미지는 제목을 상단에 크게 배치하고, 하단에 이미지나 자세한 설명을 배치합니

다. 상단에 있는 제목을 먼저 보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내려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풍부한 사례
레이아웃, 색상 등 디자인 기본기를 설명할 때도 지루하
지 않게 풍부한 사례 이미지를 보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로형 포스터

가로형 이미지: 웹 배너와 같은 가로형 이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목 및 핵심 내용을 배치할 수 있습니

L E S S O N

다. 안정감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양쪽에 이미지를 배치하고 중앙에 제목을 배치하면 좋고, 대표 이미

08

지가 있다면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제목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뉴스 만들기에
최적화된 아트보드

가로형 배너

아트보드 만들기
여러 개의 작업을 한번에 보면서 디자인하거나 출력할 때는 새로운 작업 창을 아트보드로 설정하면 편리합
위의 사례들처럼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미지인지, 제목인지 판단한 후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감각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결과물을 보면서 자연
스럽게 체득해야 합니다.

니다. 새로 만들기 문서 창에서 아트보드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01 포토샵을 실행한 후 메뉴에서 [파일–새로 만
들기]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

N

1

Ctrl

+

N

2 설정

을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열리면 오른쪽 상세 옵션
체크

에서 폭, 높이를 각각 900픽셀로 설정하고 아트
LESSON 03

화면 레이아웃 계획 시 고려할 점

023

보드에 체크한 후 [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3

02 도구 패널에서 <대지 도구>

를 선택하고 새

로운 아트보드에 기본으로 생성된 [대지1]을 클릭
하면 대지가 선택됩니다. 대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는 대지를 추가할 수 있는 [+] 아이콘이 나타나며
[+] 아이콘을 클릭한 위치에 새로운 대지가 추가

1분 실습
포토샵 기본기는 SNS 콘텐츠 만들기의 연습을 겸하여

됩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대지의 이름 부
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대지 도구>가 선택됩니다.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 실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궁금한 기능을 찾아 빠르게 실습해 보세요.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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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포토샵이 처음이라면?

1
2 클릭

PART 2. 믿고 따라 하는 좐느의 SNS 콘텐츠 만들기
PART 2는 이 책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카드뉴스 만들기부터 유
튜브 운영을 위한 섬네일, 채널 아트 만들기, 여전히 SNS 마케팅에서 빛을 발하는 네이버 블로그 꾸미기,
마지막으로 웹 홍보를 위한 배너, 상세페이지 만들기까지 거의 모든 SNS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
니다.
01

실습 기본 정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

실습에 필요한 예제 파일부터 완성 파일, 해당 콘텐츠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 글꼴, 크기 등 실습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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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사각형
카드뉴스 만들기

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동네 빵집을 소개하는 정사각형 카드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핵심 타깃을 2030 여성으로 가정하고, 핵심 타깃이
선호하는 동글동글한 글꼴와 핑크 색상을 활용합니다. 또한 디자인 소스로 빵집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간식 사진을
활용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커버를 만들고 본문 내용은 심플하게 사진과 홍보하고 싶은 SNS 주소(인스타그램 주소)만
입력합니다. 정사각형이라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주요 기능: 아트보드, 조정 레이어, 기준점 추가, 레이어 스타일

동영상 강의

사용 글꼴: 여기어때 잘난체(ygotjalnanfont)

동영상 QR 코드

QR 코드를 찍어 저자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크기: 900×900픽셀
예제 파일: 커버.jpg 케익1.jpg 케익2.jpg
완성 파일: 정사각형 카드뉴스.psd
결과 미리 보기

완성 결과

결과 미리 보기 화면으로 어떤 콘텐츠를 완성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름 표시하기
드디어 마지막 과정입니다. 출연진 사진을 배치했으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고려하여 각 사진에 가수 이
름을 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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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

01 도구 패널에서

1

<사각형 도구>

190픽셀, H: 40픽셀로 설정합니다.
고

친절한 실습

4

3

를 선택하고, 옵션 패널에서

2

모양, 칠: #7a00e1, 획: 없음, W:

캔버스를 클릭하여 사각형 만들기 창이 열리면 폭과 높이를 확인하

[확인]을 클릭합니다.

2

#7a00e1

자세한 설명과 지시선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

4
1

니다.

TIP

3 클릭

02 사각형이 그려지면
3 Shift

를 누른 채

1

<직접 선택 도구>

를 이용해

2

오른쪽 아래에 있는 꼭짓점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을 2번 눌러 20픽셀 왼쪽으로 옮깁니다. 사다리꼴이 되면

Enter

를 눌러 완료합니다.

실습 중 실수하기 쉬운 작업이나,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것
들을 꼼꼼하게 TIP으로 정리했습니다.
1

2 선택
3

Shift

+

2회 후

Enter

모양 변경 중 보통 패스로 변환 확인 창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하면 됩니다.

LESSON 03

웹 홍보 포스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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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갤러리

실습을 위한 예제 파일 및 완성 결과는 http://bit.ly/snsphotosho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Notion]으로 제작한 페이지로,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

정사각형 카드뉴스 124쪽

세로형 카드뉴스 139쪽

페이스북 커버&프로필 155쪽

유튜브 운영을 위한 디자인

유튜브 채널 아트 171쪽

012

실습 갤러리

유튜브 섬네일 180쪽

유튜브 최종 화면 186쪽

블로그 운영을 위한 디자인

홈페이지형 블로그 199쪽

정사각형 섬네일 217쪽

원형 섬네일 224쪽

블로그 위젯 230쪽

웹 홍보 콘텐츠 만들기

상세페이지 242쪽

홍보 포스터 261쪽

이벤트 배너 250쪽

실습 갤러리

013

포토샵 설치하기

실습을 진행하려면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포토샵 CC 2019와 포토샵

동영상 강의

2020 한글 버전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CC 2019 이상 버전을 설치하세요.
여기서는 포토샵 2020 무료 버전 설치 방법을 소개합니다.

01 어도비 홈페이지(https://www.adobe.

1

com/kr/)에 접속한 후 [지원] – [다운로드 및
설치]를 선택합니다.
2

02 스크롤을 내려 무료 체험판 목록에서
[Photoshop]을 찾아 클릭합니다.

03 포토샵 등 어도비 제품은 7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포토샵 기준 1
년 약정 시 24,000원을 매달 지불해야 합니
다. 여기서는 Photoshop의 [무료 체험판]을
클릭합니다.

014

포토샵 설치하기

04 이메일 입력 및 개인 정보 사용 약관 등
1 입력

을 읽고 동의(체크)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2 체크

유료 사용 시 오른쪽에 있는 구독 약정 옵션을
선택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또한 유료로 사용하
지 않을 때는 7일 후 반드시 플랜을 해지해야 합니다.

3

05 이어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무료 체험기간 시작]을 클릭합니다. 7일은 무료 사용 기간으로 결
제가 진행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정보를 입력해도 됩니다. 단, 추가 결제를 하지 않으려면 7일 이내에
플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정보를 확인한 후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설치 과정을 거쳐
포토샵이 실행됩니다.

포토샵 플랜 해지하기
유료로 결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7일간의 무료 사
용이 끝나기 전에 플랜을 취소해야 합니다. https://

account .adobe .com /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내 플랜에서 [플랜 관리]를 클릭한 후 내 플랜에서
[플랜 취소]를 클릭하세요. 이유를 선택한 후 플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설치하기

015

PART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본기 다지기
CHAPTER 01 포토샵보다 디자인 기본기가 먼저
CHAPTER 02 포토샵이 처음이라면?
CHAPTER 03 디자인 재료 준비를 위한 포토샵 실력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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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포토샵보다
디자인 기본기가 먼저
포토샵에는 수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SNS 마케팅을 위한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극히 일부이며,
그런 기능들은 실습을 따라 하면서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자인을 위한 기본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디자인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히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구성, 디자인, 글꼴 등의
규칙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는 연습은 여러분이 직접 행동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실습 전 알아 두면 좋은 디자인 기본기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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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보다 디자인 기본기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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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면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뉴스를 제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카드뉴스는 기본이고, 영화 포스터, 혹은 순수미술 작품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
니다. 단,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결과는 참고하는 것일 뿐 그대로 베끼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랍니
다. 내 디자인을 완성할 때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되 상황에 맞게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몇 곳을 알아 두세요.

Behance: 전 세계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
전 세계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가 모여 있는 웹사이트인 Behance(https://www.behance.net/)에서는
카테고리별 원하는 작품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업로드되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팔로워하면 새로운 소식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업한 결
과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Behance에 디자인을 업로드하여 애플에 취업한 사례도 유명하지요. 이렇듯

Behance를 잘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새로운 영감이나 트렌드를 파악
하면서, 자신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방문해 보길 추천합니다.

Behance(https://www.behan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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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포트폴리오 반응형 웹사이트
Cargo 역시 Behace와 유사하게 전 세계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의 목적이 다릅니다. Cargo(https://cargo.site/)는 웹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반응형 웹사이트로 만
들어 주는 곳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템플릿이 있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독특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
습니다. 이곳에서 템플릿 샘플로 나오는 해외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Cargo(https://cargo.site/)

Pinterest: 아이디어 저장소
Pinterest(https://www.pinterest.co.kr)는 디자인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으며, 한글, 영문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다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바로 로
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미지를 카테고리에 따라 모아 놓고 디자인 작업 시
참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도 있으므로 수시로 방문해서 활용해 보세요.

Pinterest(https://www.pinter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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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쉬워지는
이미지 소스

포토샵으로 디자인하면서 모든 작업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만든다면 그만큼 작업 시간이 길어지겠죠?
실무에서는 빠른 작업 시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면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해 쉽게 구
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유료 디자인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용할 이미지 소스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Unsplash: 전 세계 사진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전 세계 사진 작가의 사진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로 사진 품질이 우수합니다. 영문으로 검색해야 원하는 결
과를 찾을 수 있으며, Unsplash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걱
정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활용 시 작가 정보를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필수 조건
은 아닙니다.

unsplash(https://unsplash.com/)

Pixabay: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소스까지!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 소스 웹사이
트입니다. 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나 품질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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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https://pixabay.com/ko/)

다양한 유료 이미지 소스
무료로 자료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상업성을 띈다면 더욱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다
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컷당 혹은 정액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디
자인 소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픽(https://www.crowdpic.net/)

Shutterstock(https://www.shutterstock.com/ko/)

123RF(https://kr.123rf.com)

게티이미지뱅크(https://www.gettyimagesbank.com/)
LESS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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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색상,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색상의 의미, 느낌 파악하기
색상마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분위기가 다르고, 같은 색이라도 표현하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흔히 사랑, 열정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위험한 상황, 불, 분노 등의
표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색이라도 진하고 옅은 정도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나 사용되는 상황
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색상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색상 차트

색상

부정적 의미

빨간색 Red

사랑, 열정, 에너지, 힘, 혁명

위험한, 주의, 화남

주황색 Orange

성공, 즐거움, 용기, 신뢰, 친절한, 속도, 노을

성급한, 과도한, 무지한

노란색 Yellow

밝음, 힘, 행복, 젊음, 친근한, 긍정적인

불안정한, 무책임한, 주의

녹색 Green

자연, 치유, 돈, 성장, 비옥함, 신선한

부러움, 질투, 죄책감

파란색 Blue

남성성의, 신뢰, 진실, 총명한, 안심

차가움, 공포, 우울감

보라색 Purple

창의적인, 강한, 왕족의, 부유한, 귀족적인

오만한, 사치, 낭비

핑크색 Pink

회색 Gray

갈색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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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행복, 여성성의, 연민, 달콤함,
장난기 있는
단단한, 보안, 유행을 타지 않는
흙, 맛있는, 부유한, 따뜻한, 건강에 좋은, 자연,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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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미숙한, 미스터리

우울한, 슬픈, 보수적인, 칙칙한

단조로운, 독단적인, 보수적인, 지루함, 답답함

CHAPTER 02

포토샵이
처음이라면?
포토샵을 처음 사용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포토샵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포토샵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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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의 기본 기능이
모여 있는 도구 패널

포토샵 화면 왼쪽에는 포토삽의 기본 기능이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
들을 아이콘 형태로 모아 놓은 도구 패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줄
보기 상태이지만 상단에 있는 [축소/확장] 아이콘

이동 및 선택

을 클릭하여 두 줄

보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버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도구
도 추가되는 추세이며, 각 도구 아이콘을 길게 클릭하면 숨어 있는 하위
자르기 및 분할

도구가 나타납니다. 주로 사용하는 도구 위주로 알아볼게요.

프레임
스포이드

각 도구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면 도구를 설명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포토샵을 처음 사용한다면 각 설명을 참고로 살펴봐도 좋습니다.

수정 및 페인팅

전경색과 배경색 전환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

그리기 및 입력

탐색
도구 모음 편집

전경색
화면 모드 및 색상

배경색

한 줄 보기와 두 줄 보기 상태의 도구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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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보정 그리고
포토샵 성형

얼굴 잡티 제거하기: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인물 사진을 디자인에 활용하려고 하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점, 잡
티, 여드름, 번진 눈 화장, 잔 주름 등입니다. 이런 요소를 클릭 한방에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Spot Healing Brush Tool)가 바로 그 기능입니다. 인물 피부 보정에서 빠지지 않
는 중요한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01 예제 파일 중 인물보정_1.jpg를 불러옵니다.
도구 패널에서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

를선

택합니다.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크기 옵
션을 잡티 크기와 유사하게 조정합니다.

1

인물보정_1.jpg

2 마우스 오른쪽 클릭
3

브러시 모양이 +로 보인다면

CapsLock

을눌

러 보세요. 브러시 크기에 따라 원형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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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제 화면에서 점이나 잡티를 클릭하거나 짧
게

클릭&드래그

하면 점이나 잡티가 감쪽같이 사라

집니다.

클릭&드래그

포토샵으로 성형하기: 픽셀 유동화
포토샵에는 인물의 얼굴을 인식하여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형시킬 수 있는 픽셀 유동화(Liquif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증명 사진이나 몸매 등을 보정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단, 과한 보정은 인체 골격을
해칠 수 있으므로 얼굴에 대칭이 많이 어긋난 경우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필터-픽셀 유동화]를 선택하면 픽셀 유동화 창이 열립니다(예제 파일: 인물보정_2.jpg).

얼굴 도구

위와 같이 픽셀 유동화 창이 열리면 왼쪽 도구 패널에서 <얼굴 도구>를 선택한 후 인물의 얼굴로 마우스 커
서를 가져가 보세요. 눈, 코, 입, 얼굴 모양 등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점에 표시
된 조절점을

120

클릭&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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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재료 준비를 위한 포토샵 실력 쌓기

조절점을 이용해 보정할 때마다 오른쪽 속성 패널의 해당 옵션 수치가 변경됩니다. 즉 속성 패널에 있는 옵
션 값을 직접 변경해도 되며, 처음으로 되돌릴 때는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픽셀 유동화

매끈한 피부 만들기: Camera Raw 필터
Camera Raw 필터는 포토샵에 포함된 Raw 사진 파일 보정 플러그인입니다. 사진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
가 사용하는 Raw 파일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필터지만, JPG와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도 보정할 수 있
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필터- Camera Raw 필터]를 선택하면 Camera Raw 필터 창이 열리고 오른쪽에 다양한
탭으로 구성된 패널이 표시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세부] 탭을 클릭한 후 노이즈 감소 영역에서 광도: 100,
광도 세부 묘사: 9로 설정해 보세요. 마치 유화로 그린 것처럼 피부가 매끈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

제 파일: 인물보정_3.jpg).

광도 옵션은 높을수록, 광도 세부 묘사 옵션은 낮을수록 노이즈를 감소시켜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하므로

사진에 따라 옵션을 조절하면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보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극단적으로 보정하면 회
화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mera Raw
필터 인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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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믿고 따라 하는
느의 SNS 콘텐츠 만들기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 예제를 따라 하면서 포토샵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되는 배너 및 웹 포스터 이미지, 디자인의 규칙성이 필요한 카드뉴스 제작하기,
유튜브와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스킨, 섬네일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CHAPTER 0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
CHAPTER 02 요즘 대세, 유튜브 운영을 위한 디자인
CHAPTER 03 구관이 명관, 블로그 운영을 위한 디자인
CHAPTER 04 마케팅의 기본, 웹 홍보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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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는 하나의 결과물 안에 낱장의 여러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포토샵의 아트보드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낱장의 결과를 작업할 때마다 새로운 작업 창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낱장의 작업을 한눈에 보며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트보드에 관한 자세한 기능은 076쪽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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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사각형
카드뉴스 만들기

동네 빵집을 소개하는 정사각형 카드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핵심 타깃을 2030 여성으로 가정하고, 핵심 타깃이
선호하는 동글동글한 글꼴와 핑크 색상을 활용합니다. 또한 디자인 소스로 빵집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간식 사진을
활용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커버를 만들고 본문 내용은 심플하게 사진과 홍보하고 싶은 SNS 주소(인스타그램 주소)만
입력합니다. 정사각형이라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주요 기능: 아트보드, 조정 레이어, 기준점 추가, 레이어 스타일
사용 글꼴: 여기어때 잘난체(ygotjalnanfont)
크기: 900×900픽셀
예제 파일: 커버.jpg 케익1.jpg 케익2.jpg
완성 파일: 정사각형 카드뉴스.psd
결과 미리 보기

124

CHAPTER 0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

동영상 강의

카드뉴스 커버 배경 만들기
카드뉴스 커버에 사진을 사용할 때는 본문과 어울리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에 사용할 사진 이미지와 어
울리도록 알록달록하면서 붉은 계열의 사진을 준비하고, 제목이 잘 보이도록 흰색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전
체적인 색감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커버와 본문의 통일성을 위해 핑크색과 흰색이 겹쳐진 테두
리도 적용합니다.

01 포토샵을 실행한 후

1

Ctrl

+

N

을 눌러

1

Ctrl

+

N

2 설정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을 엽니다. 오른쪽 옵션에
서

2

폭: 900픽셀, 높이: 900픽셀, 아트보드 체

크, 해상도: 72픽셀/인치로 설정한 후

3

[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3

02 아트보드 작업 창에 [대지 1] 대지가 생
성되면 예제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열고
버.jpg 파일을 찾아 대지로
2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

차도록 배치한 후

Enter

클릭& 드래그

1

커

합니다.

1 커버.jpg

하여 사진이 대지에 꽉
를 눌러 적용합니다.

2 크기 조절 후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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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레이어 패널에서
면

3

1

[조정 레이어] 아이콘

색상: #fffff(흰색)으로 설정하고

4

을 클릭한 후

2

[단색]을 선택합니다. 색상 피커 창이 열리

[확인]을 클릭합니다.

4

1 클릭
2

3

04 레이어 패널에서
하고

2

1

조정 레이어를 선택

불투명도: 65%로 변경합니다. 대지를
2

확인해 보면 흰색 조정 레이어 아래에 있는 사
1

진 이미지가 은은하게 표현됩니다.

05 레이어 패널에서

1

[새 레이어] 아이콘

러 대지를 전체 선택하고 상단 메뉴에서
ffffff, 위치: 중앙으로 설정하고

5

3

을 클릭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편집-획]을 선택합니다. 획 창이 열리면

4

2

Ctrl

+

Ctrl

+

[확인]을 클릭합니다.

A

5

#fffff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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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눌

폭: 55픽셀, 색상: #

4 설정
2

A

06 흰색 테두리가 생성되었습니다. 한 번 더
색상: #ffc5e5(연핑크)로 설정한 후

3

1

[편집-획] 메뉴를 선택하여 획 창을 열고

2

폭: 50픽셀,

[확인]을 클릭합니다. 바깥쪽에 연핑크 테두리가 표시되고, 안쪽으로

살짝 흰색 테두리가 보이는 이중 테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1

2 설정
3

#ffc5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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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요즘 대세,
유튜브 운영을 위한 디자인
유튜브는 현대인의 일상이 된 SNS 채널로, 흔히 좋은 영상 콘텐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디자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채널의 콘셉트를 나타내는 채널 아트나 프로필 사진, 영상 섬네일 등
디자인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유튜브 운영을 위한 채널 아트, 영상 섬네일, 영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2

요즘 대세, 유튜브 운영을 위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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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튜브 채널 아트
제작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하는 배너인 채널 아트를 제작합니다. 완성할 예제는 크리에이터 좐느가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
사용 중인 이미지로, 강렬한 원색의 그레이디언트를 배경으로 깔고, 크리에이터 이름과 주로 다루는 영상 콘텐츠 소재
인 프로그램 로고를 배치했습니다. 로고를 정면으로 나란하게 배치하면 다소 밋밋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므로 살짝
비틀어서 입체적으로 멋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주요 기능: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원근, 레이어 마스크

동영상 강의

무료 글꼴: Noto Sans CJK KR(구글 노토산스)
크기: 2560×1440픽셀
예제 파일: 포토샵.jpg 애프터 이펙트.jpg 일러스트레이터.jpg 프리미어.jpg,
Channel Art Template(Photoshop).psd
완성 파일 및 결과 미리 보기: 유튜브 채널 아트.psd

결과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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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디언트 배경 만들기
유튜브 고객 센터(https://support.google.com/youtube)에서 ‘채널 아트 만들기 또는 수정’으로 검색하
면 채널 아트 추가, 변경 방법부터 이미지 크기 및 파일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고, 채널 아트 템플릿 PDS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파일을 활용합니다.

01 유튜브 고객 센터에서 직접 다운로드하거
나 예제 폴더에서 Channel Art Template
(Photoshop).psd 파일을 찾아 실행합니다.

Channel Art Template(Photoshop).psd 실행

중앙에 세로 안내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컴퓨
터나 TV 등 유튜브를 시청하는 기기에 따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레이어 패널에서
3

1

[YOUR ART HERE] 레이어를 선택하고

2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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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 클릭한 후

그레이디언트 옵션을 클릭합니다.

4 클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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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스타일] 아이콘

03 그레이디언트 편집기 창이 열리면
디언트 유형에서
정한 후

3

2

1

사전 설정: 기본 사항-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로 설정한 후 그레이

아래쪽 정지점을 각각 더블 클릭하여 왼쪽 색상: #e26e91, 오른쪽 색상: #a72eb7로 설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스타일 창에서

4

각도: 0로 설정하고

5

[확인]을 클릭합니다.

5
3

1

4

#e26e91

#a72eb7
2 설정

04 [Spec] 그룹 레이어의 눈 아이콘이 켜져 있으면 왼쪽과 같이 합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Spec] 그
룹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끄면 실제 표시될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 끄기

로고 이미지 배치하기
유튜브 채널 아트에는 해당 채널의 특징이나 주로 다루는 소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채널에
서 강의하고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 로고가 도드라지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처음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정면
배치보다는 효율적인 공간 사용과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 틀어서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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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구관이 명관,
블로그 운영을 위한 디자인
SNS와 유튜브가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떠오르고 있지만
네이버 검색으로 블로그에 유입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유튜브에 프로그램 강의를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 운영 이전부터 일상을 기록하고 서평, 제품 리뷰, 여행 리뷰 등을
작성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03

구관이 명관, 블로그 운영을 위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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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하기

지구별 여행자라는 가상의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표현할 수 있는 스킨을 제작해 봅니다. 기본 레이아웃은 1단으로
스킨 상단에 로고를, 하단에 아이콘 버튼을 배치합니다. 스킨을 완성한 후에는 네이버 블로그 레이아웃.위젯 설정에서
각 아이콘에 투명 위젯을 배치하고, 클릭 시 지정한 위치(게시판)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설정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관련 도서를 참고하거나 인터넷에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색상 오버레이, 레이어 잠금, 그레이디언트 칠, 그림자, 레이어 마스크, 파형

동영상 강의

무료 글꼴: 여기어때 잘난체, 빙그레 따옴체
크기: 2000 x 700픽셀
예제 파일: 블로그스킨 가이드.psd, 해수욕장.jpg, 블로그 아이콘.psd
완성 파일: 블로그 스킨.psd

결과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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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형 블로그
섬네일 디자인하기

정사각형 섬네일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형태가 원형입니다. 지난 레슨과 동일한 주제로 원형 섬네일을 제작해 보겠습
니다. 별도의 텍스트 영역이 없으므로 사진을 한 톤 어둡게 표현하고 흰색으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주요 기능: 프레임 도구, 조정 레이어
무료 글꼴: Noto Sans CJK KR(구글 노토산스), Sandoll 국대떡볶이
크기: 600×600픽셀
예제 파일: 제주도.jpg
완성 파일: 블로그 섬네일 원형.psd

결과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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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CHAPTER 04

마케팅의 기본,
웹 홍보용 콘텐츠
웹 홍보 관련 콘텐츠에서 중요한 요소는 내용 전달(가독성)과 디자인,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 정해 놓은 규격입니다.
특히 규격은 작업 전에 미리 확인한 후 제작해야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요즘은 컴퓨터 화면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완료한 후 메신저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에서 표현된 색감이나 디자인을 보면서 최종 검토를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04

마케팅의 기본, 웹 홍보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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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세페이지 만들기

의류 브랜드를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그 특징이 조금씩 다릅
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의류 브랜드 상세페이지는 특성상 모델 컷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
치하기 편리한 프레임 도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단, 프레임 도구는 포토샵 CC 2019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
능이므로 최신 버전의 포토샵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 레이어 잠금, 프레임 도구

동영상 강의

무료 글꼴: 배달의민족 도현체(BM DoHyeon), Noto Sans CJK KR(구글 노토산스)
크기: 860×2200픽셀
예제 파일: 1-A.jpg, 2-A.jpg, 2-B.jpg, 2-C.jpg, 2-D.jpg, 3-A.jpg, 3-B.jpg, 3-C.jpg,
완성 파일: 상세페이지.psd
결과 미리 보기

완성한 디자인에 배경만 #a40000으로 변경하면 강렬
한 느낌의 상세페이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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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영역 만들기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작업 창은 상품을 등록할 플랫폼에 따라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 이미지 높이
는 제약이 없고, 폭만 정해져 있으니 작업 전 제작할 이미지 규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번 예제에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 상세페이지를 만듭니다. 먼저 새로운 작업 창을 생성하고 세 영역
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

01

1

창에서

Ctrl
2

+

N

Ctrl

+

N

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문서

폭: 860픽셀, 높이: 2200픽셀 크기

의 캔버스를 설정하고

3

2 설정

[제작]을 클릭해서

새로운 작업 창을 만듭니다.

3

02 도구 패널에서

1

<사각형 도구>

860픽셀, H: 700픽셀로 설정합니다.

를 선택한 후 옵션 패널에서
3

2

모양, 칠: #d8aba6, 획: 없음, W:

캔버스를 클릭하여 사각형 만들기 창이 뜨면 그대로

릭합니다.

4

[확인]을 클

#d8aba6

2

1
4

3 클릭

옵션 패널에서 미리 설정하지 않고 사각형 만들기 창에서 폭(W)과 높이(H)를 설정해도 됩니다.

LESSON 01

상세페이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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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01

로고나 무료 소스 활용을
위한 ai, eps 파일 불러오기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회사 로고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로고를 PNG 파일로 받을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본은 AI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AI 파일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고 포토샵으로 가져와 쓸 수 있다면 작업 효율이 더 올라갈 거
예요.

포토샵에서 바로 열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모두 Adobe 제품이라 어느 정도 호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포토샵에서 바로 AI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한 후 상단 메뉴에서 [파일-열기]를 선택한 후(

Ctrl

+

O

) AI 파

일을 열어 보세요. PDF 가져오기 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모든 이미지가
하나로 불러와집니다(예제파일: 소굴 로고.ai).

포토샵에서 AI 파일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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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로고 파일을 하나로 불러온다면 포토샵만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로고 파일 중 일부만 수정하여 가져
오고 싶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불러오면 포토샵과
같이 레이어 패널이 보이지만 포토샵과 좀 다릅니다.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되지만 일
러스트레이터는 각 레이어 오른쪽 동그라미를 클릭해야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안에 있
는 모든 레이어가 선택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 선택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 패널에서 사용할 레이어/그룹을 선택
한후
+

V

Ctrl

+

C

를 눌러 복사합니다. 이어서 포토샵으로 돌아와

를 눌러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붙여넣기 창이 뜨고 다양한 형식으

로 선택한 레이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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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료 프리셋으로
디자인 품질 높이기

스타일 패널 사용하기
포토샵을 실행한 후 상단 메뉴에서 [창-스타일]을 선택하면 카테고리별로 구
분된 스타일 패널이 열리며, 레이어를 선택하고 스타일 패널에 있는 다양한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스타일
패널은 미리 설정해 놓은 프리셋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타일 적용 전

스타일 적용 후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은 보기 좋은 디자인이 많지 않으므로 구글에서 ‘photoshop

style free’로 검색한 후 무료로 제공하는 스타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인증
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인증한 이메일로 스팸 메일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
로 인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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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이렇게 다운로드한 스타일은 ASL 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한 무료 ASL 파일을 포토샵 설치 경로에서 [Style]
폴더에 넣고 포토샵을 다시 시작한 후 스타일 패널 오른쪽 상단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하면 추가한 스타일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 방법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세요.
동영상 강의

구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

특별한 브러시 적용하기
직접 그려서 표현하기 힘든 이미지 등은 포토샵 브러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포토샵 메뉴
에서 [창-브러시]를 선택해서 브러시 패널을 확인해 보면 원형 브러시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 드라이 재질,
수채화 재질, 특수 효과 브러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브러시를 사용하기 위해 브러시 패
널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아이콘

을 클릭하고 [추가 브러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Adobe 포토샵을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로그인 후 다양한 브러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Kyle 브러시

브러시 패널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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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브러시 프리셋은 ABR 파일이며, 브러시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포토샵 설치 경
로의 [Brushes] 폴더에 넣어 줍니다. 브러시 파일을 넣은 후에는 브러시 패널에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후 [브러시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표시한 브러시 패널

포토샵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면 구글에서 ‘photoshop brush free’ 등으로 검색하여 다양한 무료 브러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브러시

APPENDIX 02

무료 프리셋으로 디자인 품질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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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빠른 실행을 위한
포토샵 단축키

포토샵의 모든 단축키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Ctrl

로 정해진 단축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이고 자주 사용하므로 익혀 놓으면 분명 작업 속도가 빨라질거에요. 아래에서 소개하는 단축키 이외에

http://bit.ly/key - short에 접속하면 다양한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Ctrl + N

열기

Ctrl + A

전체 선택

Ctrl + S

저장하기

Ctrl + D

선택 해제

Shift + Ctrl +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Shift + Ctrl + I

선택 영역 반전

색 보정

레이어

Ctrl + M

곡선

Ctrl + J

레이어 복사

Ctrl + L

레벨

Ctrl + E

레이어 병합

Ctrl + B

색상 균형

Ctrl + G

그룹 만들기

Ctrl + U

색조/채도

Shift + Ctrl + G

그룹 풀기

Ctrl + [ ,

선택한 레이어 위/아래 이동

]

화면
Shift + Ctrl + [ ,

]

선택한 레이어를 최상단,

Ctrl + +

작업 화면 크게 보기

Ctrl + -

작업 화면 작게 보기

Ctrl + 0

작업 화면 꽉 차게 보기

Ctrl + H

표시자 보기/끄기

Ctrl + T

자유 변형

Ctrl + R

눈금자 보기/끄기

Ctrl + Z

실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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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단으로 이동하기

변형

도구 선택
V

이동 도구, 대지 도구

M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

L

올가미 도구

W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G

자르기 도구, 분할 영역 도구, 분할 영역 선택 도구

K

프레임 도구

I

스포이드 도구, 눈금자 도구, 메모 도구, 카운트 도구

J

B

브러시 도구, 연필 도구

S

도장 도구

Y

작업 내역 브러시 도구

E

지우개 도구

G

그레이디언트 도구, 페인트 통 도구

O

닷지 도구, 번 도구, 스폰지 도구

P

펜 도구

T

문자 도구

A

패스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U

사각형 도구, 타원 도구, 선 도구,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H

손 도구

R

회전 보기 도구

Z

돋보기 도구

D

기본 전경과 배경색

X

전경색과 배경색 전환

복구 브러시 도구, 패치 도구, 내용 인식 이동 도구,
적목 현상 도구

APPENDIX 03

빠른 실행을 위한 포토샵 단축키

285

APPENDIX

04

포토샵 2020(21.0.1버전)
신기능 소개

포토샵 202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여러 운영체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향상되었고,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속성 패
널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프리셋 패널이 추가되어 디자인 작업이 편리해졌습니다.

포토샵 2020 시작 화면

포토샵 2020 기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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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문서 추가
어도비 클라우드 문서에 포토샵 작업 결과를 저장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Mac, Windows, 아이패드 등에 동기화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 처음 포토샵을 실행한 후 왼쪽에서 [클라우드 문서]를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거나 이후 작업 결과를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 혹은 [내 컴
퓨터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문서 확인: Creative Cloud Desktop을 실행한 후 오른쪽 위에 있는 구름 모양의 [클라우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Creative Cloud 웹]을 선택하면 웹에서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요금제에 따라 20G, 100G, 1T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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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정 개선
상단 메뉴에서 [창]을 선택한 후 [그레이디언트], [모양], [패턴]을 각각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디언트 패널은 색상별 다양한 그레이디언트 샘플이 추가되어 배색 고민을
줄여 줍니다.

그레이디언트 패널

모양 패널

패턴 패널

개체 선택 도구
도구 패널에 <개체 선택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옵션 패널의 모드 옵션에서 [사각형] 또는 [올가미] 중 하
나를 선택하고, 영역을

클릭& 드래그

하면 해당 영역에서 자동으로 개체를 찾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정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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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 옵션 패널에서 옵션: 사각형으로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이 고양이가 포함되도록
클릭& 드래그

하면 거의 정확하게 고양이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옵션: 올가미로 설정한 후 고양이의

일부만 선택되도록 범위를 지정했음에도 비교적 정확하게 고양이를 선택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클릭&드래그

사각형 옵션으로 선택

올가미 옵션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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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속성 패널
문서 속성: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캔버스 크기, 눈금자, 안

내선 등의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찾아 쓰던
기능 중 일부까지도 속성 패널에 아이콘으로 추가되어 디자인 작
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픽셀 레이어 속성: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옵션으로 이

미지 변형, 정렬 및 분포, 빠른 작업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
히 [배경 제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되며, 배
경을 투명하게 제거합니다. 또한 [피사체 선택]을 클릭하면 자동으
로 피사체를 찾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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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거

피사체 선택

문자 레이어 속성: 텍스트를 입력하면 표시되는 속성으로, 상단 옵션 패널과 문자 및 단락 패널에서 수

정할 수 있던 옵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변형, 문자, 단락, 문자 옵션이 추가되었고 빠른 작업 항목에서
[프레임으로 변환], [모양으로 변환]을 클릭하면 텍스트를 좀 더 빠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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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변형 뒤틀기
뒤틀기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에서 [편집-변형-뒤틀기]를 선택합니다. 이
후 원하는 위치에 격자선과 고정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옵션 패널에서 다양한 격자 형태와 크기를 선택
할 수 있고, 캔버스에서 격자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Delete

를 눌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기능
고급 개체를 수정하려면 섬네일을 더블 클릭한 후 새로운 작업 창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고급 개체 레이어를 우클릭한 후 [레이
어로 변환]을 선택하면 현재 작업 창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러시 도구>를 사용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Alt

~

를 누른 채 클릭&드래그하면 <지우개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방향키를 사용해 브러시 각도를

는 왼쪽으로 1도,

Shift

+

는 15도,

는 오른쪽으로 1도,

Shift

+

는 오른쪽으로 15도 회전됩니다.

를 누른 채 레이어의 이미지 섬네일을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찬 크기로 이미지가 확대/축소됩니다.

진솔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이 책이나 이미 읽은 제이펍의 다른 책이 있다면, 책의 장단점을 잘 보여주는 솔직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매월 다섯 분을 선별하여 원하시는 제이펍 도서 1부씩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 서평 이벤트 참여 방법
- 제이펍의 책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 서점에 서평을 올린다.
- 서평이 작성된 URL을 적어 아래의 계정으로 메일을 보낸다.
review.jpub@gmail.com

■ 서평 당선자 발표
매월 첫 주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jeipub)에 공지하고 당선된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질타를 통해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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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지원 페이지

독자 여러분의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해 책에 사용한 거의 모든 예제 파일과 완성 파일을 제공합니다. 독자
지원 페이지(http://bit.ly/snsphotoshop)에 방문하신 후 [예제 파일.zip]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여 압축
을 풀고 사용하세요.
독자 지원

독자 지원 페이지는 [Notion]으로 만든 페이지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원활하게 접속할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http://bit.ly/snsdownload에서 직접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 발견된 오탈자 정보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정오표, 저자 소개, 책에서 사용하는 무료 글꼴
종류 및 다운로드 페이지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수시로 방문해 보세요.

정오표 및 저자 소개

실습에 사용한 무료 글꼴

독자 지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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