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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기재한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및 등록명입니다.

・	이 책에서는 TM, Ⓒ, Ⓡ 등의 기호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예제 파일은 학습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저자 및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 설정,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책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2021 영문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이 책에 나오는 예제 파일은 독자 지원 페이지 https://bit.ly/real_ph_il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독자 지원 페이지는 Notion으로 제작되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hanaworks@naver.com 및 thomwhat@kakao.com	
-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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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편을	집필한	크리에이터	좐느입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보	시절	

공부했던	기본서들을	떠올려	보고	아쉬웠던	부분을	《진짜	쓰는	포토샵	&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개선

하고자	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내용을	담아,	직접	따라	만들어	보고	공부하는	재

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보기	좋고	알찬	예제로	구성했어요.	책에서	다	담지	못한	세부	진행	과정은	제	유

튜브에서	동영상	강의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

면	좋겠습니다.

포토샵	편을	집필한	박경나	저자는	고등학생	때	미술학원을	함께	다녔던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을	지나	각자의	자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갈고	닦았던	그래픽	프로

그램	활용	노하우를	이	책에	가득	담았습니다.	함께	좋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	힘써준	박경나	저자와	

제이펍	출판사의	송찬수,	강민철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하나(좐느) 드림

안녕하세요.	우연을	빙자한	기회로,	좐느의	권유를	받아	포토샵	편을	집필한	톰왔입니다.	이번	《진짜	

쓰는	포토샵	&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백과사전같이	‘A	to	Z’로	모든	걸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실무에

서	자주	쓰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을	쓰더라도	좀	

더	세련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예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막	포토샵을	배우는	분뿐만	아니

라	실무에	갓	투입된	분들에게	넌지시	꿀팁을	알려주는	옆자리의	선배(?)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번이	첫	책이라	준비하는	동안	제	스스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권해	준	이하나	

저자와	제이펍	출판사의	송찬수,	강민철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시는	분

들	모두,	배움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작업하시면서	틈틈이	스트레칭도	꼭	잊지	마

시고요!

박경나(톰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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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3LESSON 02     만들기 

2개 이상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이중 노출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포스터, 

광고 등에 많이 쓰이는 이 효과는 꼭 인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Object Selection Tool, 마스크, 레이어 블렌드, 조정 레이어

 사용 폰트: 스웨거

 주요 색상: #fdf8f4

 크기: 3000×2000px

 예제 파일: bear.jpg, forest.jpg

 완성 파일: double_exposure_bear.jpg

결과 미리보기

이     
기02

참고영상

183   만들기 

88 CHAPTER 02   기

 ea i  r s     하기

포토샵에서	얼굴의	여드름,	잡티	등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Spot Healing Brush Tool]입니다.	브러시로	잡티를	클릭&드래그하면,	브러시	주변을	자동으로	감지해

서	클릭&드래그한	영역	안을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01	 Skin.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1 	상단	메뉴에서	[Layer–New–Layer]( Ctrl + Shift + N )를	선택

해	수정을	잘못했을	때	되돌릴	수	있도록	레이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2 	툴바에서	[Spot Healing Brush 

Tool]을	선택합니다.

02	 1 	상단	옵션	바에서	브러시	크기를	조정합니다.	잡티보다	살짝	큰	정도가	좋습니다.	 2 	Mode: 

Normal, Type: Content-Aware로	지정하고	 3 	Sample All Layers에	체크하세요.

앞서 빈 레이어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에 [Background] 레이어의 이미지 정보를 함께 샘플링하기 위해 [Sample All 

Layers] 항목은 꼭 체크해 주어야 해요.

1

2

1 3

2

터   
  02

미리 보기

완성 결과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기능이 사용되는

지 알아보세요. 실습에 사용되는 폰트, 크기, 예제 

파일 및 완성 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채널에서 포토샵 및 일러스트

레이터 편 주요 예제의 실습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실습에 따라 본문 내용과는 일부 단계의 옵션 값이

나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 실습

실무 디자이너가 진짜 쓰는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 툴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작

업할 수 있는 중요 기능만 간단히 실습하며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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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의	AI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	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불러올	크기를	설정하고	[OK]

를	클릭하면	개별	수정이	불가능한	이미지로	불러와집니다.	AI	파일의	개별	이미지를	포토샵에	불러와	활용

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ibraries에서 불러오기

01	 Chapter	2에서	작업한	SushiCat.ai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불러옵니다.	Layers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가리고	고양이	영역만	선택해	Libraries	패널에	드래그합니다.	고양이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

라우드에	저장되고	포토샵	Libraries	패널에서	드래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와 활용하기0 1

OK]

활용

321LESSON 01  빈티지 로고 만들기

03	 문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Properties	

패널을	보면	[Character]	옵션이	나타납니

다.	 1 	여기서	Font: 양진체, 11pt로	지정합

니다.	 2 	툴바의	[Eyedropper Tool]( I )

을	선택하고	 3 	로고	원의	중앙을	클릭해	글

자	색을	변경합니다.

혹은 상단 메뉴에서 [Window-Type-

Character]( Ctrl + T )를 선택해도 Character 

패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04	 툴바에서	[Type on a Path Tool]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1 	Align to Path: Center로	변경하고	 2 	[OK]를	클

릭합니다.	문자가	원	패스의	중간에	정렬됩니다.

05	 [Type on a Path Tool]이	선택된	

상태에서	Lorem ipsum	문구를	3번	클릭해	

문자를	전체	선택한	뒤	JWANNEU HOUSE

를	입력합니다.

패스를 선택한 뒤 [Type-Type on a Path-Type on a Path Options]를 선

택해도 옵션 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Type Tool]을 선택한 상태에서 문자를 한 

번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고, 문자를 더블클릭하면 

한 마디가 선택되며, 세 번 클릭하면 입력한 문자 

전체가 선택됩니다.

2

3

1

1

2

친절한 실습 과정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과 화면 그림에 

1:1로 실습 과정을 표시했습니다.

TIP

실습 중에 초보자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연동 작업

[PART 04]에서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동시

에 활용하는 작업이나, 목업 적용 및 색상 설정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14    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하기

실습을 진행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2021 영문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버전에 상관없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이 없으면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무

료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7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료로 비용을 지불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01	 어도비	홈페이지(www.adobe.com

/kr)에	접속한	후	[지원]-[다운로드	및	설

치]를	선택합니다.

02	 다운로드	목록에서	Photoshop	또

는	illustrator을	찾아	[무료	체험판]을	클릭

합니다.

03	 포토샵	등	어도비	제품은	7일간	무

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도

비	플랜	종류에	따라	매달	혹은	연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Photoshop

의	[무료	체험판]을	클릭합니다.

1

2



15   기

04	 이메일	입력	및	개인	정보	사용	약관	등을	

읽고	동의(체크)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유료	

사용	시	오른쪽에	있는	구독	약정	옵션을	선택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플랜 해지하기

유료로 결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7일간의 무료 사용이 끝나기 전에 플랜을 취소해야 합니다. 먼저 https://account.adobe.

com/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내 플랜에서 [플랜 관리]를 클릭한 후 플랜 정보에서 [플랜 취소]를 클릭하세요. 이유를 선택한 후 

플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5	 이어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무료	체

험기간	시작]을	클릭합니다.	7일은	무료	사용	기간

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정보

를	입력해도	됩니다.	단,	추가	결제를	하지	않으려

면	7일	이내에	플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

막으로,	주문	정보를	확인한	후	[시작하기]를	클릭

하면	설치	과정을	거쳐	포토샵이	실행됩니다.

3

2

입력1

입력1

체크2



16      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reative Cloud, CC)에서 별다른 설정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

이터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한글 버전이 설치됩니다. 이 책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대체로 많이 쓰는 영문 버전을 쓴 점

을 고려해서 영문 버전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한글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다음 과

정을 따르면 됩니다.

01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되면서	자동

으로	Creative	Cloud	Desktop도	함께	설치됩니

다.	Creative	Cloud	Desktop을	찾아	실행한	후	상

단	맨	오른쪽에	있는	둥근	아이콘을	클릭하고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02	 환경	설정	창이	뜨면	[앱]	탭을	클릭한	후	설치	영역에서	

‘기본	설치	언어’	옵션을	확인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언어를	

확인한	후	한글	버전을	설치할	때는	[한국어]로,	영문	버전을	설

치할	때는	[English(International)]로	설정한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03	 다시	Creative	Cloud	Desktop으로	돌아와

서	Photoshop을	찾고	[설치]	버튼을	누르세요.	[…]	

버튼을	누른	후	[기타	버전]을	선택하면	이전	버전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1

2

3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하기



17 지  지    로

을   파일  s bi rea i

독자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사용된	거의	모든	예제과	완성	파일을	제공합니

다.	독자	지원	페이지(https://bit.ly/real_ph_il)를	방문해	보세요.	[실습	파일_포토샵.zip]과	[실습	파일_

일러스트레이터.zip]을	각각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고	사용하세요.	이전	버전	사용자도	학습할	

수	있도록	CC	버전	기준으로	저장했습니다.

예제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는 [Notion]으로 제작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사파

리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해 주세요.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https://bit.ly/real_ph_il_2에서 예제 파일만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에 용  트 하기

실습	예제에서는	몇	가지	무료	한글	폰트(글꼴)를	사용했습니다.	원활한	학습을	위해	실습	전에	미리	예제에	

사용된	폰트(OTF	파일)를	설치해	두세요.

	 	스웨거:	https://www.swagger.kr/font.html

	 	G마켓 산스:	http://company.gmarket.co.kr/company/about/company/company--font.asp

	 	양진체:	http://supernovice.org/font

	 	배스킨라빈스:	http://www.baskinrobbins.co.kr/event/view.php?flag=&seq=3722

혹은	독자	지원	페이지에	별도의	폰트	목록	페이지(https://bit.ly/real_fonts)에	유용한	무료	한글	폰트

의	URL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욱	다양한	무료	한글	폰트를	찾는다면	눈누(noonnu.cc)나	다폰트

(www.dafont.com)에	접속해서	필요한	무료	폰트를	검색해도	편리합니다.

  이    파일 



18     기  

얼굴 잡티 제거하기  088쪽  몸매 보정하기  091쪽  뽀샤시한 이미지 만들기  103쪽

아웃포커싱 효과  104쪽   불필요한 요소 자연스럽게 없애기 왜곡된 건물 모양 보정하기  111쪽  

108쪽

스케치 가져와 포토샵에서 수정하기  116쪽  Pen Tool로 캐릭터 그리기  129쪽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해 채색하기  141쪽

 이    기 | 포토샵



19    기  

네온사인 효과의 배너  164쪽

이중 노출 효과  183쪽

패스,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한 일러스트  195쪽   상세 페이지  220쪽



20     기  

 이    기 | 일러스트레이터

도형을 활용해 그린 고양이 발바닥  260쪽  지오메트릭 패턴으로 그린 오리  273쪽

캐릭터 일러스트  289쪽  잡지 포스터 느낌의 인물 사진 일러스트  301쪽

빈티지 로고  316쪽  예능 로고  336쪽

SNS 로고  346쪽  입체적인 텍스트  352쪽



21    기  

2D 벡터 그림자 효과  364쪽  입체적인 드로잉 아트워크  369쪽

캘리그래피 이미지  377쪽  뉴모피즘 스타일의 뮤직 플레이어  386쪽

땡땡이 패턴  409쪽  강아지 얼굴 패턴  413쪽



 

  
 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실제 실무 디자이너가 쓰는 기능은 극히 일부이며,

실습 예제를 반복하다 보면 누구든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자인을 위한 기본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디자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선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눈에 띄는 구성, 디자인, 글꼴을 눈여겨 보면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실습 전에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 기본 지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컨셉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알려 주는

실무 디자인 입문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핵심만 빠르게, 활용도 100% 예제로 제대로 배우자!

이하나(좐느), 박경나(톰왔) 지음



LESSON 01  이미지를 다루는 기본기

LESSON 02  색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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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스터와 터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인	래스터(비트맵)와	벡터를	알아봅니다.	포토샵은	래스터	방식의	이미지를	주로	편

집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래스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

래스터(Raster)란	정사각형	픽셀(Pixel)이	모여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픽셀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그림은	작은	색상	픽셀들이	모자이크처럼	모여	구성된	이미지

입니다.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미지의	크기는	커지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

은	래스터	이미지를	크게	키우면	이미지의	모서리	부분이	계단식으로	깨져	보이고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입

니다.	포토샵에서	사진	보정을	할	때는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큰	이미지를	보정한	후	용도에	맞게	축소	저장

합니다.	기본적으로	래스터	이미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기를	무리하게	키우면(뻥튀기)	안	됩

니다.

벡터(Vector)는	점과	점	사이를	곡선으로	표시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래스터	방식처럼	각	픽

셀에	색상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과	점의	좌표로	저장되기	때문에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를	작

게	줄이거나	크게	키워도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출력하는	로고	간판이나	포스터	등

을	제작할	때는	벡터	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나	코렐드로우

(CorelDRAW)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형식인	AI뿐만	아니라	PDF,	SVG,	

EPS	파일도	일러스트레이터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기 기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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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나타내는	PPI	

(Pixels	per	Inch)는	1인치(2.54cm)당	몇	개의	픽셀로	표현하는

지로	픽셀의	밀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가령	10	PPI라면	가로

세로	1×1인치의	공간에	100개의	픽셀이	들어가고	20	PPI라면	

1×1인치의	공간에	400개의	픽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PPI	값이	클

수록	이미지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웹용	이미지는	

72	PPI로	제작하고	출력용	이미지는	300	PPI로	제작해야	출력	시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빈	문서를	열어	New	Document	창을	보면	기본적으로	Resolution: 72 Pixels/Inch

로	지정되며,	일러스트레이터는	Raster Effects: High(300 ppi)로	지정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PPI는	정해져	있지만	New	Document	창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중	

[Web],	[Mobile],	[Film & Video]는	72	PPI로,	[Print],	[Photo],	[Art & Illustration]은	300	PPI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도	출력을	전제로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웹에	올릴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목적에	따라	PPI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DPI(Dots	per	Inch)는	인쇄용	해상도를	말합니다.	화면상의	픽

셀	밀도를	나타내는	PPI와	달리	DPI는	출력할	때	가로세로	1×1

인치	안에	몇	개의	점으로	잉크가	찍히는지를	나타냅니다.	DPI	또

한	값이	클수록	크고	섬세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DPI 15 DPI

1 inch

1 
in

ch

1 inch

1 
in

ch

7 PPI 15 PPI



 

포토샵
포토샵을 켜고 작업 화면을 보면사방에 온갖 메뉴와 툴바, 옵션, 패널이 즐비합니다.

어느 세월에 하나씩 다 눌러 가며 기능을 익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익힌 기능으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긴 할까요?

사실 매일 같이 그래픽 툴을 쓰는 디자이너들도

대부분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업 대상에 따라 자주 쓰는 기능만 잘 알아요.

여기서는 실무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요 기능을 조합해서 실무 디자인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보며 기능을 익혀 볼게요.

게임 컨셉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알려 주는

실무 디자인 입문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핵심만 빠르게, 활용도 100% 예제로 제대로 배우자!

이하나(좐느), 박경나(톰왔) 지음



포토샵   
기

복잡해 보이는 작업물도 탄탄한 기본기로부터 만들어지는 법!

포토샵을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어쩐지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번 Chapter에서 포토샵 환경 설정과 기본 기능부터 손에 익혀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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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하  Le e s

Levels는	이미지의	밝기(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Image–Adjustments–Levels]	

( Ctrl + L )를	선택하면	Levels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Input Levels	히스토그램	그래프의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의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밝

기,	대비(콘트라스트),	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밝은 이미지의 Input Levels 히스토그램 어두운 이미지의 Input Levels 히스토그램

위의	두	히스토그램을	보면	밝은	이미지는	밝은	톤(오른쪽	하얀	조절	바)의	수치가	높고,	어두운	이미지는	

어두운	톤(왼쪽	검은	조절	바)의	수치가	높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을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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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ol.jpg	예제	파일을	열고	Levels	값을	변경하여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Levels	값	조절은	간

단히	말해	‘어디가	검은색이고	어디가	흰색인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기본값을	기준으로	Input Levels	맨	왼쪽의	어두운	톤	조절	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두운	부분이	

점점	어두워지고,	제일	오른쪽의	밝은	톤	조절	바를	왼쪽으로	각각	드래그하면	밝은	부분이	더욱	밝아져	사

진의	대비가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	사진이	검

게	타	보이거나	하얗게	날아가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Levels는 일반적으로 뿌연 사진의 대비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지만, 반대로 쨍하지 않은 은은한 사진을 만들려면 아래의 

[Output levels] 조절 바에서 사용되는 검은 영역과 밝은 영역을 좁게 설정하면 됩니다.



164 CHAPTER 04   기

어두운 담벼락에 환하게 반짝이는 네온사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담벼락 이미지에 조정 레이어를 이용

하여 밤거리 느낌으로 톤을 조절한 뒤, [Shape Tool]과 [Type Tool]로 SALE 문구를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

로 네온사인 효과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주요 기능: 조정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

 사용 폰트: 스웨거, G마켓 산스

 주요 색상: #ff4fb2, #63cdff

 크기: 900×600px

 예제 파일: wall.jpg

 완성 파일: neonlight_.psd

결과 미리보기

   
 기0 1

참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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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먼저	어두운	담벼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자체의	색감을	조절하면	더	쉽긴	하겠지만	이번	작업처럼	

나중에	추가되는	요소들과	색감을	맞추기	위해선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야	작업	중	수정하기	더	편합니다.

01	 Width: 900px, Heigh: 600px, Resolution: 100의	새	문서를	만듭니다.	wall.jpg	파일을	불러와	

1 	[Move Tool]( V )로	 2 	클릭&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02	 1 	Layers	패널	하단의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2 	[ Brightness/Contrast]를	선택합니

다.	 3 	Properties	패널에서	Brightness: -150, Contrast: 73으로	조절하면	담벼락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집니다.

1

2

2

1

3



 

일러스트레이터
처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만 배우는 사람보다

포토샵을 먼저 공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하는 경우,

또는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의 비중이 많습니다.

포토샵이 래스터(픽셀) 기반으로 사진 보정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으로 회사의 로고나 출력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고

깔끔한 일러스트를 제작할 때도 사용됩니다.

현재의 포토샵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을 꽤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디자이너라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선택해 사용하기 어렵고

포토샵을 주로 사용하는 디자이너라도 다른 사람이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의 소스나 이미지를 정리해

포토샵에 불러와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실무에서 원활히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도 사용해보면

꽤 매력 있고 재미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컨셉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알려 주는

실무 디자인 입문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핵심만 빠르게, 활용도 100% 예제로 제대로 배우자!

이하나(좐느), 박경나(톰왔) 지음



   
 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나만의 작업환경을 만드는 방법,

아트보드(새 문서)를 만드는 방법과 일러스트레이터의

다양한 도구와 패널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비슷하지만 다른 레이어의 활용 방법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택, 이동, 복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0 1



240 CHAPTER 01     기 

 서 기

01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면	시작	화면이	나타났다가	홈	화면이	열립니다.	[Create new]를	클릭하

면	새	문서를	만들	수	있고	[Open]을	클릭하면	PC에	저장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Create new]( Ctrl + N )를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하기

일러스트레이터 시작 화면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또는 업데이트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새 문

서를 제작하고 불러오는 대기실 같은 공간입니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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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New	Document	창이	열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서	프리셋을	제공합

니다.	[Mobile],	[Web],	[Film & Video]의	기본	규격은	Pixel, RGB Color, 72 ppi인	걸	확인할	수	있

고	[Print]의	경우는	mm, CMYK Color, 300 ppi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작업물이	인쇄물

이냐	모바일,	웹용이냐에	따라	작업	단위와	색상	모드가	변경됩니다.	 1 	[Print]	탭에서	 2 	[A4]를	선택하고		

3 	[Create]를	클릭해	A4	규격의	새	문서를	생성합니다.

03	 1 	상단	메뉴에서	[Edit-Preferences-User Interface]를	선택합니다.	 2 	Preferences	창의	

[User Interface]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화면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두	번째	밝기로	설정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작업	진행은	글자가	좀	더	잘	보이는	 3 	네	번째	가장	밝은	밝기로	선택해	작업을	진행하

겠습니다.

2

1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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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커피숍 원형 로고를 제작합니다. [Type on a Path Tool]을 사용해 둥근 패스를 따라가는 원형 텍스트를 제작

하고 Transparency 패널의 마스크(Mask) 기능을 사용해 로고에 빈티지 느낌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흑백 마스크를 사용해 원하는 영역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기능: Type on a Path Tool , Mask, Dash Line

  주요 색상: (C 60%, M 60%, Y 60%, K 75%), (C 0%, M 25%, Y 60%, K 0%), (C 62%, M 0%,  

Y 38%, K 0%)

 크기: 50×50mm

 사용 폰트: 양진체

 예제 파일: mask.jpg

 완성 파일: Coffee Logo.ai

결과 미리보기

0 1

참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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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01	 Ctrl + N 을	누르고	Width: 50mm, Height: 50mm	크기의	새	문서를	생성합니다.	 1 	툴바에서	[Star 

Tool]을	선택하고	 2 	Fill: C 60%, M 60%, Y 60%, K 75%, Stroke: None으로	지정한	뒤	 3 	아트보드를	클

릭합니다.	 4 	옵션	창에서	Radius 1: 20mm, Radius 2: 20.5mm, Point: 90으로	지정한	뒤	 5 	[OK]를	클

릭합니다.

02	 생성된	도형을	화면	한가운데에	배치하기	위해	Properties	패널의	[Align]에서	 	아이콘과	 	아이

콘을	클릭합니다.	앞으로	생성하는	모든	원도	Align	기능으로	아트보드	중앙에	정렬합니다.

1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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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일 
 레이  기

뉴모피즘(Neumorphism) 스타일의 휴대폰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모피즘 스타일은 Inner 

Glow, Drop Shadow 등 부드럽게 퍼지는 그림자를 사용해 버튼이나 아이콘을 입체적이고 깔끔하게 표현하

는 효과로 최근 등장한 디자인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포토샵이나 Adobe XD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제작 가

능한 스타일입니다.

  주요 기능: Appearance 패널, Drop Shadow, 

Clipping Mask

  주요 색상: #ffffff, #ecf0f3, #bcc5c9, #848687, 

#5c73f2

 크기: 750×1334px, 72ppi

 사용 폰트: Myriad Pro

 예제 파일: Cover.jpg

 완성 파일: 뉴모피즘.ai

결과 미리보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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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트  기

01	New	Document	창에서	 1 	[Mobile]	탭을	선택하고	 2 	[iPhone 8/7/6]을	선택합니다.	 3 	

[Create]를	클릭해	새	문서를	생성합니다.

02	 1 	[Rectangle Tool]( M )을	사용해	아트보드	바깥	영역에	작업에	사용할	색상	견본을	만듭니다.	견

본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작업에서는	Width: 100px, Height: 100px	정사각형으로	제작했고	위부터	

#ffffff, #ecf0f3, #bcc5c9, #848687, #5c73f2	5개의	색상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2 	색상	견본이	있는	현

재	레이어는	잠그고	 3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1
2

3

2

1

3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은 래스터(픽셀) 기반이며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프로그램을 호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물의 사진이 들어가는 포스터 작업을 할 때 포토샵에서 인물사진 보정과 전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로고만 불러와 작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작업의 결과물이 어떤 프로그램 사용의 비중이 높은지 좀 더 수월한지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게임 컨셉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알려 주는

실무 디자인 입문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핵심만 빠르게, 활용도 100% 예제로 제대로 배우자!

이하나(좐느), 박경나(톰왔) 지음



LESSON 01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와 활용하기

LESSON 02  목업 파일 활용해 내 작업 멋있게 보여주기

LESSON 03  팬톤 컬러를 사용해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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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의	AI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	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불러올	크기를	설정하고	[OK]

를	클릭하면	개별	수정이	불가능한	이미지로	불러와집니다.	AI	파일의	개별	이미지를	포토샵에	불러와	활용

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ibraries에서 불러오기

01	 Chapter	2에서	작업한	SushiCat.ai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불러옵니다.	Layers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가리고	고양이	영역만	선택해	Libraries	패널에	드래그합니다.	고양이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

라우드에	저장되고	포토샵	Libraries	패널에서	드래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와 활용하기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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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토샵	Libraries	패널을	보면	방금	저장한	고양이가	있고	드래그해	사진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03	 Creative	Cloud	Desktop	프로그램을	열면	[내 작업-내 라이브러리]에	초밥	고양이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를	쓰더라도	어도비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라면	어디서든	내	라이브러리	파일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r   불러오기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요소를	포토샵에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

토샵에서	Table.jpg	이미지를	불러오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초밥	고양이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