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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실무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담고자 실습 과정 중 일부 과

정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한 번이라도 다뤄 본 예비 혹은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책

이므로, 실습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입문서나 유튜브 등을 통해 프로그램 기본 사용 방법

부터 익히기 바랍니다. 

디자인에서 이미지는 주요한 요소로서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이미지로 메시지를 표현하며,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디자이너들은 한 장의 이미지가 지닌 이런 강력한 힘을 잘 

알기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결과물에 담기 위해 무수히 고민합니다.

   •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어떻게 시선을 사로잡을 것인가? 

   • 평범한 이미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일러스

트레이터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표현 기법과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Expression Technique, Special Effects, Object & Background, Photo Effects, Text 

Effects, Illustrator Technique 총 6개의 챕터로 구분하여 61개의 아이디어를 담았으나, 특별히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갤러리로 보는 차례]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쓱 훑어보세요. 보는 것만으

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궁금한 기능이 있다면 직접 실습해서 확실하

게 나만의 테크닉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잘 표현된 결과물을 가지고 생각을 확장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오늘도 시안을 위해 며칠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를 디자이너들과 디자인을 시작하는 이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여름 

원다예 드림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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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챕터의 61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궁금한 기법을 찾아 실습해 보고 여러분의 디자인에 적용해 

보세요.

이 책의 구성

Idea  총 61개의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례] 혹은 

[갤러리로 보는 차례]를 통해 궁금한 기법을 빠르게 찾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실습 기본 정보  기법의 난이도부터 실습에 필요한 예제 

파일과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완성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실습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핵심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한 구성  옵션 설정과 메뉴명 등을 구분하여 최대한 

편리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TIP  실습 중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작업들을 꼼꼼하게 

TIP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학습할 때 필요한 예제 및 완성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design_jpub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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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TECHNIQUE

우리는 여러 감정을 다양한 시각적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터치를 더한 수채화, 은은한 광택이 더해진 유화, 따스한 손맛이 느껴지는 연

필 스케치, 이미지를 단순화하는 방법 등 여러 표현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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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단순화할 때 패턴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패턴을 원으로 사용했

으나 다른 도형으로 패턴을 만든다면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겠지요. 심플함이 주는 매력에 빠져 보세요.

패턴을 활용한 이미지 단순화
Idea

01

난이도  ★★★☆☆
예   제  Girl.jpg

완    성  Dotimage.psd

# Mosaic Filter

# Pattern

01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_ 1 Ctrl + O 를 눌러 Girl.jpg 예

제 파일을 엽니다. 2 Layers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

튼]을 클릭한 후 [Convert Smart Object]를 선택하여 스마

트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Girl.j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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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예   제  Man.jpg

완    성  Cartoon.psd

미국에서는 주로 코믹스(Comics)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카툰(Cartoon)이라고 하는, 만화 느낌으로 이미지를 단순

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툰 이미지 만들기
Idea

02

# Poster Edges

# Oil Paint

01 스마트 오브젝트 변경_ 1 Ctrl + O 를 눌러 Man.jpg 예제 파일을 엽니다. 2 Layers 패널에서 [마

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Convert Smart Object]를 선택하여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2

Man.j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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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2 레이어 복제_ 1 Ctrl + D 를 2번 눌러 레이어를 2개 더 복제한 후 레이

어 이름을 각각 Man1, Man2, Man3으로 변경합니다. 2 [Man2]와 [Man3]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비활성화하여 [Man1] 레이어만 보이게 합니다. 

03 Artistic-Poster Edges 필터 적용_ 1 [Man1] 레이어를 선택한 후 메뉴 바에서 [Filter-Filter 

Gallery]를 선택하여 Filter Gallery 창을 엽니다. 2 [Artistic>Poster Edges]를 선택하고, 3 Edge 

Thickness: 0, Edge Intensity: 0, Posterization: 2로 설정한 후 4 [OK]를 클릭하여 포스터 효과를 표

현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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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장자리 대비 높이기_ 1 메뉴 바에서 [Filter–Sharpen–Unsharp Mask]를 선택합니다. 2 Un 

sharp Mask 창이 열리면 Amount: 80, Radius: 5, Threshold: 10을 적용하고 3 [OK]를 클릭합니다.

1

  

2

3

05 1 메뉴 바에서 [Filter–Stylize–Oil Paint]를 선택합니다. 2 Oil Paint 창이 열리면 Stylization: 

4, Cleanliness: 3, Scale: 0.1로 설정하고, 나머지 옵션은 모두 0으로 설정한 후 3 [OK]를 클릭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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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한 매력을 지닌 목판화
Idea

09

난이도  ★★★☆☆
예   제  Tiger.jpg

 Wood_01.jpg,

 Wood_02.jpg,

 Wood_03.jpg

완    성  Woodcut.psd

#  Threshold

#  Clipping Mask

01 예제 파일 열기_ 1 Ctrl + O 를 눌러 Tiger.jpg와 Wood_01.jpg 예제 파일을 열고, 2 Wood_01.

jpg 작업 창의 이미지를 Tiger.jpg 작업 창으로 드래그하여 가져옵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가 모여 흔적이 되는 목판화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톤별로 구분하고 효과를 적

용해 봅니다.

Tiger.jpg1 Wood_01.jp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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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FFECTS

스티치 효과, 망점 효과, 조각 이미지 효과, 찢어진 종이 효과 등 다양한 시각

적인 효과를 더해 보겠습니다. 콘셉트에 더해진 다양한 효과로 더욱 매력적인 

그래픽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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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완    성  Torn Paper.psd

별다른 이미지 소스 하나 없이 질감이 있는 브러시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찢기고 말린 듯한 종이 느낌을 어렵지 않

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로 만드는 찢어진 
종이 효과

Idea

14

# Brush

# Drop Shadow

01 배경 만들기_ 1 Ctrl + N 을 눌러 900❌900Pixels의 새 창을 만듭니다. 2 툴 바에서 전경색: 

#fbf5eb로 설정하고 3 Alt + Delete 를 작업 창에 전경색을 채웁니다.

Ctrl+N1

Alt+Delete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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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BACKGROUND

포토샵에 있는 필터들을 조합하여 오브젝트는 더욱 돋보이게, 배경은 좀 더 

색다르게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닐을 활용한 배경, 질감이 있는 

배경, 방사형 배경, 문양을 활용한 배경 등 다채로운 배경이 여러분 작업의 완

성도를 한 층 높여줄 것입니다.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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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색을 원하는 톤으로 보정한 후 필터를 적용하여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배경을 완성해 봅니다. 필터를 잘 활

용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톤 보정과 필터로 만든 배경
Idea

31

난이도  ★★★☆☆
예   제  Vinyl.jpg

완    성  Vinyl.psd

# Desaturate

# Radial Blur

# Layer Mask

01 예제 파일 열기 _ Ctrl + O 를 눌

러 Vinyl.jpg 예제 파일을 엽니다.

Viny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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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FFECTS

텍스트로 표현하는 다양한 효과와 3D 텍스트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 딩벳

폰트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 등 텍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를 만날 수 있습니다.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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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벳 폰트를 활용하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폰트이므로 벡터 속성이라서 쉽고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실습에서는 우아한 장식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딩벳 폰트를 활용한 장식용 텍스트
Idea

34

난이도  ★★☆☆☆
완    성  Decotext.psd

# Dingbat

# Dot Line

01 폰트 설치_ https://www.dafont.com을 접속한 후 

[Floralia] 폰트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한 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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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EFFECTS

자연스럽게 빛을 더하거나 한 장의 사진이 여러 개로 겹친 것처럼 보이게 하

는 등 밋밋한 사진을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합니다.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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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방사형 빛을 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로, 이미지에 좀 더 극적인 효

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퍼져 나가는 빛 효과
Idea

48

난이도  ★★☆☆☆
예    제  Couple.jpg

완    성  Light.psd

# Polar Coordinates

# Wave

01 배경 준비_ 1 Ctrl + O 을 눌러 Couple.jpg 예제 파일을 엽니다. 2 Layers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추가하고 3 이름은 Light로 변경합니다. 

Couple.jpg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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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OR TECHNIQUE

일러스트레이터에는 편리한 드로잉 기능인 펜과 도형 도구들 외에도 훨씬 다

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나 심볼 등 내재된 기능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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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브러시로 꾸민 배경

[펜 도구]를 이용해 배경을 꾸미는 데 사용할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오브젝트는 이후에도 반복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브러시로 등록하여 활용합니다.

I d e a 52

01 오브젝트 만들기_ 1 Ctrl + N을 눌러 900❌

900Points로 새 창을 만들고, 2 툴 바에서 [펜 도

구]를 선택한 후 칠: #0E7271, 선: None으로 설

정합니다. 

난이도  ★★★☆☆
완    성  HappyHoliday.ai

# Blend

# Brush

2Ctrl+N1



진솔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이 책 또는 이미 읽은 제이펍의 책이 있다면, 장단점을 잘 보여 주는 솔직한 서평을 올려 주세요. 
매월 최대 5건의 우수 서평을 선별하여 원하는 제이펍 도서를 1권씩 드립니다!

▪	서평 이벤트 참여 방법
	 ❶	제이펍 책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 각 인터넷 서점 리뷰란에 서평을 올린다.
	 ❷	서평이 작성된 URL과 함께 review@jpub.kr로 메일을 보내 응모한다.

▪	서평 당선자 발표
	 	매월 첫째 주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jeipub)에 공지하고, 	

해당 당선자에게는 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채찍질을 받아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