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스케치 앱으로 기록하는

메리진의
스마트폰 & 아이패드
드로잉
무료 특별 부록

메리진(오은진) 지음

오늘도
그림 그리는
행복

메리진의
스마트폰 & 아이패드
드로잉
무료 특별 부록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작은 화병이라도 꽃 한 송이, 식물 하나라도 담겨 있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를 사용해
도자기 질감을 매력적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두
 꺼운 아크릴 브러시, 수채화 평면 브러시, 흑연 연필,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

색상 :

R 155, G 199, B 220

R 248, G 204, B 219

R 248, G 186, B 121

R 248, G 135, B 76

R 101, G 141, B 91

R 245, G 166, B 88

R 68, G 175, B 98

R 63, G 132, B 101

R 238, G 198, B 160

R 95, G 142, B 203

R 208, G 131, B 148

R 229, G 147, B 120

R 221, G 129, B 83

R 255, G 214, B 138

R 122, G 90, B 68

04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1

화면 형식은 [정사각형(2,100×2,100px)]으로 선택해 주세요. 브러시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를 사용하겠
습니다.

[R: 155, G: 199, B: 220]을 선택하고 화병을 그려 주세요. 화병의 내부를 채색해 주세요.

   

2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 248, G: 204, B: 219]으로 타원을 그려 쌓아 주세요. 내부를 칠할 때 두

꺼운 아크릴 브러시 결을 가로 방향으로 채색해 주세요.

   

05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3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48, G: 186, B: 121]으로 화병의 외곽을 그려 주세요. 화병의 내부

을 세로 방향으로 채색해 주세요.

   

  

4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 248, G: 135, B: 76]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는 화병을 그려 주세요. 화병의

내부를 가로 방향으로 채색해 주세요.

   

06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5

[변형]으로 화병의 위치를 각각 옮겨 재배치해 보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하늘색 화병 아래에 추가하
고

[R: 101, G: 141, B: 91]으로 꽃의 줄기를 그려 주세요.

   

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줄기 위에 두 개 추가해 주세요. 하늘색 화병 바로 아래 레이어에
166, B: 88]으로 작은 원을 그려 주세요.

07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R: 245, G:

7

작은 원 아래 레이어에

8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핑크색 화병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R: 248 G: 204, B: 219]으로 꽃잎을 그려 주세요.

[R: 68, G: 175, B: 98]으로 식물을 그려 주

세요. 식물의 내부를 둥글게 칠해 주세요.
Tip. 칠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는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려고 하는 사물이나 식물의 특징에 따라 채색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08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9

[흑연 연필] 브러시,

[R: 63, G: 132, B: 101]으로 잎 위에 선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베이

지색 화병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10  [R: 238, G: 198, B: 160]으로 갈대의 줄기를 그려 주세요.

  

09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11 갈대의 보송한 부분을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를 툭툭 찍어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오렌지색 화병 위에 추가해 주세요.

[R: 68, G: 175, B: 98]으로 식물의 줄기를 화병 앞으로 그

려 주세요.

   

  

12 작은 하트 잎을 줄기 양옆으로 그려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
을 그려 주세요.

   

  

10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R: 63, G: 132, B: 101]으로 잎 위에 선

13 하늘색 화병 위에 [흑연 연필] 브러시,
화병 레이어 위에

[R: 95, G: 142, B: 203]으로 화병의 무늬를 그려 주세요. 핑크색

[R: 208, G: 131, B: 148]으로 무늬를 그려 주세요.

   

  

14 베이지색 화병 레이어 위에
에

[R: 229, G: 147, B: 120]으로 무늬를 그려 주세요. 오렌지색 화병 레이어 위

[R: 221, G: 129, B: 83]으로 화병 내부의 구분선을 그려 주세요.

   

11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15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제일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수채화 평면 브러시],
로 화병 아래에 테이블 매트를 그려 주세요. 적당한 번짐이 표현되면

16 [지우개]를 사용하여 테이블 매트의 모양을 사각형으로 지워 주세요.

12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R: 255, G: 214, B: 138]으

아이콘을 눌러 건조해 주세요.

17 [수채화 평면 브러시]의 사이즈를 줄여서 매트 양쪽 옆을 꾸며 주세요.

18 테이블 매트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13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19 [흑연 연필] 브러시,

[R: 229, G: 147, B: 120]으로 테이블 매트 내부에 선을 그려 주세요. 그리고 매트 양

쪽 끝을 살짝 색상이 물든 느낌이 되도록 [흑연 연필] 브러시의 사이즈를 키워서 채색해 주세요.

20 제일 첫 번째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흑연 연필] 브러시,
에 꽂을 픽을 그리고 MINI VASE라고 적어 주세요.

14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R: 122, G: 90, B: 68]으로 화병

21 화병과 겹치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 주세요. 작은 화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15
작고 귀여운 미니 화병

핼러윈 배경

핼러윈 분위기 물씬 나는 호박 친구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스머지] 브러시를 사용하여 안개 낀 숲속을 표현할 수
있어요.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마
 커 브러시,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흑연 연필, 스머지,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

색상 :

R 80, G 118, B 64

R 34, G 99, B 59

R 101, G 123, B 55

R 45, G 69, B 102

R 255, G 255, B 255

R 88, G 84, B 134

R 252, G 149, B 20

R 96, G 70, B 154

R 231, G 89, B 18

R 6, G 15, B 23

R 255, G 178, B 64

R 90, G 60, B 18		

R 255, G 119, B 17

R 66, G 46, B 118

R 134, G 58, B 0

R 57, G 47, B 18		

R 113, G 147, B 18

R 199, G 106, B 55

R 9, G 71, B 34

R 251, G 189, B 45

R 9, G 123, B 40

R 7, G 37, B 96

R 254, G 243, B 228

16
핼러윈 배경

1

화면 형식은 [정사각형(2,100×2,100px)]으로 선택해 주세요. 브러시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를 사용하겠
습니다.
하고 각각

[R: 80, G: 118, B: 64]을 선택하고 풀밭을 그려 주세요. 배경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
[R: 34, G: 99, B: 59]과

[R: 101, G: 123, B: 55]으로 풀밭의 원근을 표현해요.

   

17
핼러윈 배경

2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스머지] 브러시,

[R: 45, G: 69, B: 102]으로 하늘 배경을 채색해 주

세요.

3

브러시의 [흐름] 투명도를 50으로 설정하고

[R: 88, G: 84, B: 134]으로 채색해 주세요.

18
핼러윈 배경

4 동일한 투명도로

5

[R: 255, G: 255, B: 255]으로 안개를 표현해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마커 브러시],

[R: 252, G: 149, B: 20]으로 호박 얼굴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호박 얼굴 아래에 추가한 다음

[R: 96, G: 70, B: 154]으로 몸의 형태를 그리고

몸 내부를 채색합니다.

   

   

19
핼러윈 배경

6

[R: 252, G: 149, B: 20]으로 손과 발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몸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R: 231, G: 89, B: 18]으로 나무의자를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맨 위에 추가하고

[R: 6,

G: 15, B: 23]으로 국자와 냄비를 그려 주세요.

   

7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55, G: 178, B: 64],

세요. 그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31, G: 89, B: 18]으로 불을 그려 주

[R: 90, G: 60, B: 18]으로 나무 장작을 그려 주세요.

   

20
핼러윈 배경

8

호박 얼굴과 몸, 나무 의자를 [내부 칠하기] 로 설정해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로 호박 얼굴은
G: 119, B: 17]으로 음영과 내부 선을 그려 주세요.

영을 넣고 나무 의자는

9

나무 장작 레이어에

[R: 255,

[R: 66, G: 46, B: 118]으로 팔과 다리의 구분선과 음

[R: 134, G: 58, B: 0]으로 음영과 나무 질감을 그려 주세요.

[R: 57, G: 47, B: 18]으로 나무 질감을 그려 주세요. 냄비 레이어에

89, B: 18]으로 불꽃 위에 색칠해 주세요. 불꽃이 은은하게 타고 있는 효과를 그릴수 있어요.

21
핼러윈 배경

[R: 231, G:

10 냄비 안에 끓고 있는 호박 수프를 그려 주세요. 호박 얼굴 레이어 위에

[R: 231, G: 89, B: 18]으로 눈, 코,

입을 그려 주세요.

   

11 얼굴 레이어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R: 113, G: 147, B: 18]으로 고깔 모자를 그려

주세요. 옷의 무늬를 그려 주세요. 삐뚤거려도 괜찮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해 옷 무늬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
세요.

   

22
핼러윈 배경

12

[R: 66, G: 46, B: 118]으로 모자 위에 선을 그려 주세요.

13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안개 낀 배경 위에 추가해 주세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55]으로 나무를 그려 주세요.

23
핼러윈 배경

[R: 199, G: 106, B:

14 나무 위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R: 113, G: 147, B: 18]으로 나뭇잎을 그려 주세요. 풍성하게 보이기 위에

브러시를 둥글둥글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5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9, G: 71, B: 34]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잔디를 그려 주세요.

24
핼러윈 배경

1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안개 배경 위에 추가하고

17 달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51, G: 189, B: 45]으로 달을 그려 주세요.

[R: 255, G: 255, B: 255]으로 구름을 그려 주세요. 구름 레이

어의 투명도를 73%로 설정해 주세요.

   

25
핼러윈 배경

18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19 [흑연 연필] 브러시,

[R: 7, G: 37, B: 96]으로 박쥐를 그려 주세요.

[R: 255, G: 255, B: 255]으로 박쥐 얼굴과 날개 질감을 그려 주세요.

26
핼러윈 배경

20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세요.

21  [R: 9, G: 123, B: 40]으로 호박 꼭지를 그려 주세요.

27
핼러윈 배경

[R: 252, G: 149, B: 20]으로 호박을 그려 주

22 호박 냄비 레이어 위에

[R: 252, G: 149, B: 20]으로 국자 위와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수프를 브러시를

톡톡 찍어서 그려 주세요.

23 호박 레이어 위에 [흑연 연필] 브러시,
볼 터치를

[R: 231, G: 89, B: 18]으로 호박 얼굴을 그려 주세요. 호박 얼굴에

[R: 231, G: 89, B: 18]으로 조금 더 진하게 그려 주세요.

   

28
핼러윈 배경

24 호박 얼굴, 몸, 의자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세요. 냄비와 장작 레이어도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
어 주세요.

25 [흑연 연필] 브러시,

[R: 255, G: 255, B: 255]으로 거미줄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 6, G: 15, B: 23]으로 거미를 그리고

[R: 255, G: 255, B: 255]으로 거미의 몸을 구분하는 선을 그

려 주세요.

   

29
핼러윈 배경

2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세요.

[R: 255, G: 178, B: 64],

[R: 254, G: 243, B: 228]으로 초를 그려 주

[R: 231, G: 89, B: 18]으로 촛불을 그려 주세요.

27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HALLOWEEN DAY라고 적어 주세요. 글자 레이어를 [변형]하여 위치를
재배치해 주세요. 호박 친구의 핼러윈이 완성되었습니다.

   

30
핼러윈 배경

크리스마스 요정과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산타 할아버지와 요정 친구! [마커 브러시]와 [흑연 연필] 브러시의 조합은 동화 속
따뜻한 그림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제격이에요.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마
 커 브러시,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흑연 연필,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

색상 :

R 43, G 145, B 89

R 255, G 198, B 160

R 219, G 219, B 219

R 254, G 57, B 0		

R 230, G 25, B 0

R 110, G 16, B 0

R 255, G 255, B 255

R 255, G 161, B 102

R 63, G 16, B 0

R 76, G 164, B 207

R 255, G 165, B 109

R 45, G 72, B 93		

R 255, G 115, B 26

R 205, G 238, B 249

R 249, G 197, B 178

R 250, G 110, B 97

R 250, G 203, B 0

R 38, G 151, B 83

R 250, G 243, B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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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형식은 [정사각형(2,100×2,100px)]으로 선택해 주세요. 브러시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를 사용하겠
습니다.

2

[R: 43, G: 145, B: 89]으로 잔디를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마커 브러시],

[R: 255, G: 198, B: 160]으로 얼굴을 그리고 채색해

주세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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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 219, G: 219, B: 219]으로 수염을 그려 주세요.

얼굴 레이어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에

[R: 254, G: 57, B: 0]으로 산타 모자를 그려 주세요.

   

4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얼굴 레이어 아래에 추가한 다음 산타클로스의 몸을 그리고 옷 내부를 채색해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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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굴 레이어에

[R: 255, G: 198, B: 160]으로 손을 그려 주세요. [지우개]를 사용해 옷과 겹치는 부분의

손을 지워서 정리해 주세요.

   

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모자 위에 추가하고

[R: 110, G: 16, B: 0]으로 신발과 옷 내부의 구분선을 그려

주세요. [지우개]로 신발의 외곽을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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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염 레이어에 [내부 칠하기]를 설정하고 [흑연 연필],
모자와 옷 레이어는

[R: 255, G: 255, B: 255]으로 색을 올려 주세요.

[R: 230, G: 25, B: 0]으로 색을 올려 주세요.

   

8

얼굴 레이어에 [내부 칠하기]를 설정하고

[R: 255, G: 161, B: 102]으로 음영을 넣고 코와 손가락의 구분

선을 그려 주세요. 부츠 레이어에 [내부 칠하기]를 설정하고

[R: 63, G: 16, B: 0]으로 부츠에 음영을 넣고

구분 선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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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모자 위에 동그란 원을 그려 주세요.
을 그리고

[R: 76, G: 164, B: 207]으로 눈

[R: 255, G: 161, B: 102]으로 입을 그려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

[R: 255, G: 255, B:

255]으로 모자와 옷을 꾸며 주세요. 산타클로스 레이어를 [아래와 병합]을 사용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세요.

   

10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마커 브러시],

[R: 254, G: 57, B: 0]으로 선물 주머니를 그려 주세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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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엔 요정을 그려 볼게요.

[R: 255, G: 198, B: 160]으로 산타클로스

와 동일한 방법으로 얼굴을 그리고 채색해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54, G: 57, B:

0]으로 모자를 그려 주세요.

   

12 모자와 같은 레이어 위에 요정의 몸을 그리고 옷 내부를 채색해 주세요. 얼굴과 겹치는 부분은 [지우개]를 사
용하여 정리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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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110, G: 16, B: 0]으로 신발을 그려 주세요.

14 요정에 해당하는 레이어 모두 [내부 칠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산타와 동일하게 음영을 [흑연 연필] 브러시로
넣어 주세요. 모자와 옷은

[R: 230, G: 25, B: 0], 신발과 팔 구분선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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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3, G: 16, B: 0]으로 그려

15 얼굴 레이어 위에

[R: 255, G: 161, B: 102]으로 얼굴에 음영을 넣고 입과 코의 구분선을 그려 주세요.

[R: 76, G: 164, B: 207]으로 눈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옷 레이어 위에 추가해 주세요. [마

커 브러시],

[R: 255, G: 198, B: 160]으로 마주 잡고 잇는 손을 그려 주세요.

   

16 손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 설정을 해 주세요.

[R: 255, G: 165, B: 109]로 손가락을 구분하고 음영을 살

짝 넣어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55, G: 255, B: 255]으로 요정의 옷을 꾸며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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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 254, G: 57, B: 0]으로 요정 모자 위에 동그란 원을 그려 주세요. 요정 레이어를 [아래와 병합]을 사용
하여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세요.

18  [R: 255, G: 255, B: 255]으로 요정의 옷 단추를 그려 주세요. 선물 보따리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
정해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

[R: 230, G: 25, B: 0]으로 내부에 음영을 살짝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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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물 보따리의 [내부 칠하기]를 해제합니다.

[R: 255, G: 255, B: 255]으로 선물 보따리 입구를 꾸며주

세요.

   

20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의 잔디 레이어 바로 위에 추가해 주세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B: 255]으로 눈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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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55, G: 255,

21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하늘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 추가해 주세요. [마커 브러시],
93]으로 배경을 모두 채색해 주세요.

22 요정 레이어를 [변형]하여 위치를 옮겨 재배치해 주세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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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45, G: 72, B:

23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요정 위에 추가하고 [마커 브러시],

[R: 255, G: 255, B: 255]으로 눈사람을 그

려 주세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작은 눈사람을 하나 더 그려 주세요.

   

24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각각의 눈사람 위에 추가해 주세요.
고

[R: 255, G: 115, B: 26]으로 당근 코를 그리

[R: 63, G: 16, B: 0]으로 눈과 입, 단추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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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작은 눈사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눈, 코, 입, 단추를 그려 주세요.

[R: 254, G: 57, B: 0]으로 모자도 그려

주세요.

26 눈사람 레이어 각각을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

[R: 205, G: 238, B: 249]으

로 눈사람 음영을 넣어 주세요. 배경 눈과도 구분이 되고 훨씬 덩어리가 잡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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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 249, G: 197, B: 178]으로 눈사람 볼 터치를 넣어 주세요. 수줍음 가득한 해피 눈사람이 되었어요.

28 눈사람 얼굴과 몸 레이어를 [아래와 병합]을 사용해 각각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하고,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를 추가해 주세요. [마커 브러시],

[R: 250, G: 110, B: 97],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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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50, G: 203, B: 0]으로 선물 상자를

29

[R: 230, G: 25, B: 0],

[R: 38, G: 151, B: 83],

[R: 250, G: 243, B: 210]으로 선물 상자의 리본

을 그려 주세요.

   

30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R: 255, G: 255, B: 255]으로 눈을 콕콕 찍

어서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브러시
로 elf와 santa claus를 적어 주세요. 눈이 펑펑 오는 겨울, 산타클로스와 요정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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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커피 한 잔

테이블 위 조명이 나를 감싸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힐링!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
사람을 그려 보아요.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마
 커 브러시, 흑연 연필,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

색상 :

R 237, G 216, B 206

R 255, G 255, B 255

R 0, G 0, B 0

R 152, G 64, B 55		

R 255, G 200, B 49

R 255, G 209, B 183

R 117, G 89, B 153

R 22, G 69, B 51		

R 96, G 60, B 45

R 255, G 247, B 242

R 68, G 96, B 163

R 104, G 51, B 25		

R 155, G 208, B 209

R 62, G 162, B 63

R 238, G 97, B 0

R 255, G 142, B 0

R 85, G 142, B 0

R 255, G 177, B 145

R 116, G 80, B 65

R 67, G 38, B 30		

R 76, G 49, B 118

R 21, G 43, B 51

R 122, G 164, B 164

R 224, G 67, B 0		

R 63, G 116, B 62

R 87, G 35, B 16

R 153, G 142, B 131

R 253, G 121, B 0		

R 134, G 41, B 55

R 255, G 246, B 241

R 104, G 51, B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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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형식은 [정사각형(2,100×2,100px)]으로 선택해 주세요. 브러시는 [마커 브러시]를 사용하겠습니다.
[R:237, G: 216, B: 206]으로 배경 전체를 채색해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255,

G:255, B:255]으로 테이블 옆면을 그려 주세요.

   

2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어를 추가하고

[R: 0, G: 0, B: 0]으로 테이블 다리를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

[R: 152, G: 64, B: 55]으로 조명 갓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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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 갓 레이어 아래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55, G: 200, B: 49]으로 조명을 그려 주

[R: 255, G: 209, B: 183]으로 얼굴을 그려 주세요.

   

4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 117, G: 89, B:153]으로 팔과 몸을 그리고 옷 내부를 채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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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상의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R: 22, G: 69, B: 51]으로 다리를 그려 주세요. 엉덩

이 라인은 너무 납잡해지거나 각지지 않게 둥글게 그리고 채색해 주세요.

   

6

얼굴 레이어에

[R: 255, G: 209, B: 183]으로 손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255, G:255, B:255],

[R: 0, G: 0, B: 0]으로 의자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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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96, G: 60, B: 45]으로 머리카락을 그려 주세요. 손 레이어 아래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255, G: 247, B: 242]으로 컵과 커피 드리퍼를 그려 주세요.

   

8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어 위에

[R: 68, G: 96, B: 163]으로 그릇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

[R: 104, G: 51, B: 25]으로 커피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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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2개 추가해 주세요. 두 레이어 중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R: 155, G: 208, B:

209]으로 화병을 그려 주세요.

10 화병 위의 레이어에
그립니다.

[R: 62, G: 162, B: 63]으로 꽃의 줄기를 그리고

[R: 238, G: 97, B: 0]으로 꽃을

[R: 255, G: 200, B: 49]으로 꽃잎 가운데에 원을 그려 주세요. [지우개]로 꽃 줄기 일부를 살

짝 지워 화병 물 안에 담겨 비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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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그릇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R: 255, G: 142, B: 0]으로 귤을 그리고

[R: 85,

G: 142, B: 0]으로 귤 꼭지를 그려 주세요.

12 얼굴과 손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선택해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
굴에 볼 터치를 넣어주고 손가락과 손톱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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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5, G: 177, B:145]으로 얼

13 눈썹과 입을 그리고

[R: 116, G: 80, B: 65]으로 눈을 그려 주세요.

14 머리카락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선택해 주세요.

[R: 67, G: 38, B: 30]으로 머리카락에 색상을 올려

주세요. 머리카락이 훨씬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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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의도 [내부 칠하기]로 선택해 주세요.

[R: 76, G: 49, B: 118]으로 팔 라인을 구분해 주세요. 팔 끝, 팔꿈

치, 등에 색상을 올려 그림에 입체감을 더해 주세요.

16 하의 레이어도 [내부 칠하기]로 선택해 주세요.

[R: 21, G: 43, B: 51]으로 다리의 구분 선을 그려 주고 색

상을 올려 입체감을 더해 주세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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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와 병합]을 사용하여 화병과 꽃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세요.

[R: 122, G: 164, B: 164]

으로 화병 위에 리본을 그려 주세요.

18 화병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해 주세요. 초록 줄기의 잎도

[R: 224, G: 67, B:0]으로 빨간 꽃잎의 끝을 진하게 채색

[R: 63, G: 116, B: 62]으로 잎의 끝을 진하게 채색해 주세요.

   

56
따뜻한 커피 한 잔

19 커피 레이어 위에

[R: 87, G:35, B: 16]으로 드립 주전자의 모양을 그려 주세요.

[R: 153, G: 142,

B:131]으로 주전자 위에 눈금도 그려 주세요. 커피 드리퍼와 커피 잔 위의 무늬도 그려 줍니다.

20 그릇 레이어 위에

[R: 255, G: 247, B: 242]으로 그릇 무늬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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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귤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R: 253, G: 121, B:0]으로 귤에 색 변화를 그려 주세요.

   

22 조명 갓과 조명은 [아래로 병합]을 사용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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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 칠하기]를 설정하고

[R: 134, G: 41, B:55]으로 조명 갓 위에 무늬를 그려 주세요. 테이블과 테이블

다리 레이어도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하고 [내부 칠하기]를 설정해 주세요.

24  [R: 134, G: 41, B:55]으로 테이블의 옆면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G: 246, B: 241]으로 커피의 뜨거운 김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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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55,

25 배경 레이어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R: 255, G: 246, B: 241] [모양] 툴의 [자]를

사용하여 벽지를 그려 주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벽지의 선을 그려 주세요.

   

2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조명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모양] 툴에서 삼각형을 선택해 조명의 폭과 비슷하게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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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 255, G: 200, B: 49]으로 내부를 채색해 주세요.

28 [변형]을 사용해 길이를 테이블까지 닿도록 늘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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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명이 조금 더 은은하게 보이도록 [불투명도]를 57% 정도로 맞춰주세요.

30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 브러시,

[R: 104,

G: 51, B: 25]으로 My home cafe!라고 적어 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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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드닝 플레이스

초록색 식물을 보고, 흙을 만지는 공간에서 느끼는 힐링!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로 나의 가드닝 플레이스를
그려볼 거예요.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마
 커 브러시,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흑연 연필,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

색상 :

R 255, G 233, B 191

R 255, G 209, B 183

R 166, G 155, B 52

R 166, G 93, B 109

R 143, G 95, B 43

R 97, G 62, B 79

R 47, G 62, B 69

R 219, G 155, B 66

R 255, G 170, B 142

R 150, G 84, B 98

R 137, G 121, B 58

R 88, G 117, B 130

R 120, G 82, B 49

R 59, G 156, B 86

R 202, G 202, B 202

R 211, G 82, B 29		

R 192, G 111, B 9

R 157, G 91, B 7

R 124, G 90, B 7

R 59, G 42, B 3		

R 134, G 181, B 188

R 186, G 119, B 51

R 52, G 155, B 54

R 40, G 96, B 54		

R 81, G 144, B 95

R 48, G 136, B 55

R 241, G 211, B 36

R 251, G 170, B 176

R 116, G 145, B 149

R 198, G 153, B 99

R 212, G 208, B 205

R 153, G 153, B 153

R 0, G 0, B 0

R 255, G 177, B 0

R 160, G 222, B 255

R 255, G 255, B 255

R 79, G 79, B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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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형식은 [정사각형(2,100x2,100 px)]으로 선택해 주세요. [마커 브러시],
으로 배경 전체를 채색해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R: 255, G: 233, B: 191]

[R: 255, G: 209, B: 183]으로 얼

굴과 목을 연결해서 그려 주세요.

2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166, G: 155, B: 52]으로 상의를 그려 주세요. 앞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을

그리기 때문에 앞치마 모양도 같이 그립니다. 그런 다음 옷 내부를 채색하되 왼쪽 팔 손이 들어갈 부분은 비
워 두세요. 혹 브러시로 그린 외곽이 울퉁불퉁하다면 [지우개]를 사용하여 정리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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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166, G:93, B: 109]으로 장갑을 그려 주세요. 오른쪽은 나무를 쥐고

있는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손가락 모양을 눈에 보이게 그려 주세요.

4 옷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R: 143, G: 95, B: 43]으로 앞치마를 그려서 채색해 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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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 97, G: 62, B: 79]으로 다리를 그려 주세요.다리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상의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
레이어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47, G: 62, B: 69]으로 장화를 그려 주세요.

   

6

[R: 219, G: 155, B: 66]으로 모자를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얼굴 위에 추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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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얼굴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

[R: 255 G: 170 B: 142]으로 볼 터치

와 눈, 코, 입, 얼굴과 목을 구분하는 선을 그려 채색해 주세요.

   

8

장갑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R: 150, G: 84, B: 98]으로 장갑 내부를 채색하고 손가락

모양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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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옷 레이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부 칠하기] 설정을 하고

[R:137, G:121, B: 58]으로 올리브색 옷의 팔꿈

치와 어깨에 색 변화를 올려 주세요.

10 앞치마 위에 주머니와 박음질 모양을 그려 주세요.

[R: 88, G: 117, B: 130]으로 장화 레이어 위에 선을 그

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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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 143, G: 95, B: 43]으로 모자 레이어 위에 모자 구분 선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얼굴
레이어를 기준으로 위아래에 하나씩 추가해 주세요. 얼굴 위의 레이어에 왼쪽 머리카락을 그리고, 얼굴 아래
의 레이어에 오른쪽 머리카락을 그려 주세요. 얼굴 레이어 위에 눈도 진하게 그려 주세요. 완성된 얼굴 레이
어와 모자, 머리카락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12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두꺼운 아크릴 브러시],

[R: 120, G: 82, B: 49]으로 나무를 그리고

[R: 59, G: 156, B: 86]으로 나뭇잎을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202, B:202] 삽의 머리 부분을 그리고

[R: 211, G: 82, B: 29]으로 손잡이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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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02, G:

13 삽 레이어를 장갑 레이어 아래로 옮깁니다. [지우개]를 사용해 오른쪽 손가락과 나무가 겹치는 부분은 지우
개로 지워서 손에 쥐고 있는 느낌이 나도록 그려 주세요.

14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 192, G: 111, B: 9]으로 화분을 그리고 채색해 주세요.

B: 7]으로 화분 위에 선을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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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57, G: 91,

15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R: 124, G: 90, B: 7]으로 작은 테이블을 오른쪽에 그려 주세요. 새로운 스케
[R: 59, G: 42, B: 3]으로 가드닝 도구를 왼쪽에 그려 주세요.

1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134, G: 181, B: 188]으로 물조리개를 미니 테이블 위에 그려 주세

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테이블 선반 아래에
줍니다.

71
나의 가드닝 플레이스

[R: 186, G: 119, B: 51]으로 화분을 그려

17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배경 레이어 위에 2개 추가해 주세요.
는 초록 풀을 그려 주세요.

18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 위에

[R: 52, G: 155, B: 54]으로 덩어리감이 잇

[R: 40, G: 96, B: 54]으로 뾰족한 초록 풀을 그려 주세요.

[R: 124, G: 90, B: 7]으로 나무가지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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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무가지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81, G: 144, B: 95]으로 나뭇잎을 동글동글하게 그

려 주세요.

20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맨 위에 추가해 주세요.

[R: 48, G: 136, B: 55]으로 테이블 화분에 식물과 가드

닝 도구 앞, 테이블 앞의 잔디를 그려 주세요.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배경을 그리면 앞뒤의 차이가 훨씬 크
게 나기 때문에 공간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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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덩어리감 있는 초록 풀 레이어 위에 추가해 주세요.

[R: 241, G: 211, B: 36]으로

꽃을 톡톡 찍어 그려 주세요.

22 사람 레이어를 [아래와 병합]으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세요.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식물도 하나의 레
이어로 병합, 하늘 위로 배치되어 있는 나무가지와 나뭇잎도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해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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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하늘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 위에 추가해 주세요.

[R:251, G: 170, B:176]으로 꽃

을 톡톡 찍어 그려 주세요. 꽃과 나무도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해 주세요. 물조리개 레이어 위에

[R: 116,

G:145, B:149]으로 세부 모양을 그려 주세요.

   

24 배경 레이어 위에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으로 그어 가며 채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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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98, G: 153, B: 99]으로 바닥을 가로 방향

25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맨 위에 추가해 주세요.

[R: 212, G: 208, B: 205]으로 돌멩이를 그리고

[R:

153, G: 153, B: 153]으로 무늬를 그려 주세요.

26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R: 0, G: 0, B: 0]으로 벌의 몸통을 그려 주세요. 침의 뾰죡한 부분은

[지우개]를 사용하여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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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벌 레이어를 [내부 칠하기]로 설정해 주세요.

[R: 255, G: 177, B: 0]으로 벌의 줄무늬를 그려 주세요.

   

28 [내부 칠하기]를 해제하고
변경하고

[R: 160, G:222, B:255]으로 벌의 날개를 그려 주세요. [흑연 연필] 브러시로

[R: 255, G:255, B:255]로 눈, 코, 입을 그려 주세요.

를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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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0, G: 0, B: 0]으로 더듬이와 다리

29 벌 레이어를 복제하고 [변형], [가로로 뒤집기]를 사용하여 물조리개 쪽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30 동일한 방법으로 벌 레이어를 복제하고 다양한 위치에 배치해 보세요. 벌 레이어를 모두 [아래와 병합]을 사
용하여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해 주세요.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흑연 연필] 브러시,   [R: 79,
G: 79, B:7]으로 벌 주변에 점선을 연결해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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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를 추가하고 [Kyle T. Webster 제공 Leaky Fountain 펜] 브러시,
96, B: 54]으로 Gardening이라고 적어 주세요. 초록 초록한 가드닝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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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4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