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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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에서 Adobe XD 2022 한국어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이 책에 나오는 예제 파일 및 정오표는 제이펍 도서 목록 페이지(https://bit.ly/book_jpub)에서 본 교재를 찾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kim9668@gmail.com	
- 출판사: help@jpub.kr



머리말 5

머리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나고 디자인 트렌드가 바뀌는 시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늘 

새롭게 작업해야 하는 고충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UX/UI 디자인 역시 탄탄한 기초 이론을 바

탕으로 실습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트렌드나 브랜드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탐색하고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노력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IT 분야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뿐 아니라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타나고,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 공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UX 

방법론과 그에 따른 UI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신기술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행태를 이해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

어야 합니다. 

현재 UX/UI 디자인에서 주로 고려하는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와 iOS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각각의 UI 가이드를 익히고 사용자 니즈에 맞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야 하

며, 어떠한 디바이스에도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반응형 웹이 필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Adobe XD는 한 번의 작업으로 다양한 화면 비율에 대응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개발 과정 역시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 책에 담은 실무에 필요한 내용과 다양한 예제를 학습하면

서 독자 여러분들이 더욱 능숙하게 Adobe XD를 다루기를 바랍니다.

김영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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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예제	미리	보기

To-Do 앱 (128쪽)

 SNS 앱 (146쪽)

 반응형 웹 / 앱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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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상 앱 (194쪽)쇼핑 커머스 앱 (177쪽)

 식품 정보 앱 (204쪽)

 인테리어 가구 앱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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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과	개발을	고려한	
UX/UI	디자인	

UX	디자인의	필수	요소

UX 디자인이란 User eXperience Design, 즉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접할 때 느

낌, 태도, 행동 등으로 반응하는데, UX 디자인은 사용 목적과 의도를 고려해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어포던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원에 깔끔한 포장도로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자신의 목적지와 가

까운 풀길로 지나가곤 합니다. 이처럼 실제 사용되는 도구나 서비스도 디자이너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사용할 때 주어진 조건 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른 사용 방식인지 판단한 후 사용합니

다. 케첩 통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케첩은 80% 정도 쓰면 나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을 흔들거나 심지어 패키지를 파손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라벨 

디자인을 거꾸로 붙여서, 사용자가 케첩 통을 거꾸로 둘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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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사용자가 불편한 부분을 고쳐 나가게 되는 것을 시각적 어포던스

(visual affordance)라고 합니다. UI에서 버튼이나 메뉴를 디자인할 때도 시각적인 UI 표현이 의

도에 맞게 클릭이나 드래그 등의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사용자	멘탈	모델

사용자 멘탈 모델(User Mental Model)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 환경, 상호작용하는 사

물들에 대해 갖는 생각의 모형입니다. 이런 멘탈 모델은 주로 장치의 작용과 가시적 구조를 지각하

고 해석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즉, 제품,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에서 어떤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한다면 오토바이도 탈 줄 안다

고 기대하게 되는데, 이처럼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을 경험과 유추를 통해 제품을 접하게 됩

니다.

사용자는 가위라는 대상을 보고 머릿속에서 무엇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떠올립니

다. 이처럼 사용자는 대상에 처음 접하거나 유사한 것을 볼 때 기존의 것과 비교하면서 특정한 사용

법을 사전에 인식합니다.

사용자	페르소나	분석

페르소나(persona)는 타깃 집단이라는 애매한 덩어리 대신 구체적인 타깃 인물을 설정하는 UX 방

법론입니다. 사용자 페르소나 분석으로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는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용자의 욕구와 니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작성하려면 캐릭터의 배경 정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제 인물을 모델로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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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웹	환경	이해하기

웹	환경과	이미지

일반적으로 웹(web)이란 모든 온라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가상의 인터넷 환경을 통틀어 말합니다. 

인터넷은 클라이언트(HTML/CSS/Javascript로 구성된 문서)에서 인터넷망을 매개로 서버 클라

우드 컴퓨터로 상호작용하는 통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페라, 

크롬,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합니다.

   클라이언트: 다른 컴퓨터 시스템상의 원격 서비스에 접속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입니다.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등 웹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입니다.

사용자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웹 문서를 만들려면 고품질 이미지를 저용량으로 제공해 

네트워크상에서 빠르게 전송되며, 웹 구성의 기본 뼈대가 되는 HTML 구조와 CSS 코드가 군더더

기 없이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웹 환경에서는 빠른 정보를 처리하고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HTML 환경에서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며 이미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아야 최적화된 UI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웹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에서 이미

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불필요한 이미지 해상도를 최적으로 맞추어 화면상에 표현합니다. 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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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고정적인 해상도 값에 맞춰야 합니다. 이미지는 모니터 표면에 뿌려지

는 작은 입자인 픽셀(pixel, px)이라는 최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픽셀의 개수를 ‘밀도’라고 하며, 화면 안에 픽셀이 많아 밀도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정밀하게 나

타나며, 해상도가 높게 됩니다. 포토샵에서는 웹용 이미지의 기본 해상도가 72 ppi 기준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ppi(pixel per inch)란 모니터 화면의 인치당 표시되는 픽셀 수를 말합니다.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픽셀의 밀도 단위인 dp(device-independent pixel)를 사

용해서 해상도를 측정합니다. 픽셀 크기는 픽셀 밀도가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픽셀의 개수(밀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동일한 UI 요소가 저밀도 화면에서 크게 보이고, 고밀도 화면에서 작게 보이는 현

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0 dpi(mdpi)가 기준이며, xhdpi(2배), xxhdpi(3배), xxxhdpi(4배)

까지 해상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밀도 화면과 고밀도 화면의 차이

안드로이드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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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dobe	XD	기능	활용하기

기본	툴	개념과	이해

Adobe XD는 구체적인 UI를 구성하는 디자인 툴로 모바일 디자인에 주로 사용하며, 반응형 웹 디

자인 및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사용됩니다.

Adobe XD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행하면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홈에서는 스마트폰, 웹, 인스타

그램 스토리, 맞춤형 크기 등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화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내 컴퓨터에서]를 클릭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스케치, XD 파일 등 이미 작업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Adobe XD 작업 화면에서 상단 왼쪽을 보면 [디자인], [프로토타입], [공유] 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반응형 크기 조정, 에셋(asset), 반복 

그리드(repeat grid) 등 실제 디자인을 구성하는 기능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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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탭은 애니메이션의 인터랙션을 구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출시될 모델을 구성하

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모션을 손쉽게 구현해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제품에 

대해 같은 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유] 탭에서는 현재 개발 진행 상황과 작업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이렇

듯 3가지 기능을 각각 파트별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최종 디바이스별로 내보내기 하거나 

CSS 연동을 하는 출력 기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 탭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 화면을 새로 생성하거나 최근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도구 상자

  선택( , V ):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사각형( , R ):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화면에 표현합니다.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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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 E ): 타원이나 정원을 화면에 표현합니다.

  다각형( , Y ): 면의 수에 따라 다각형을 표현합니다.

  선( , L ): 선을 표현하며 드래그 방향에 따라 직선을 그리는 데 사용합니다.

  펜( , P ): 패스(path)로 방향선을 조정하여 직선 곡선을 그려 모형을 표현합니다.

  텍스트( , T ):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 , A ): 다양한 크기의 아트보드를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 Z ): 아트보드를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3   라이브러리: [문서 에셋]에서 색상, 문자 스타일, 구성 요소 등을 추가/삭제해서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

습니다. 

4  레이어: 오브젝트를 클릭해 레이어 구성 요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5  플러그인: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아트보드: 실제 UI 화면을 편집하는 공간입니다.

[프로토타입] 탭에 대한 설명은 101쪽에서, [공유] 탭에 대한 설명은 121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트보드	만들기

01 홈 화면에서 [iPhone 13, 12 Pro Max]를 클릭해 원하는 스마트폰 크기를 선택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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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dobe	XD	프로토타입

디자인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면 Adobe XD에서 강력한 기능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

랙션을 지정한 모션 및 실제 제어할 수 있는 화면 전환 요소를 다룹니다. [프로토타입] 탭의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   디바이스 미리보기: Adobe XD 모바일 미리보기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모바일 화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데스크탑 미리보기: 프로토타입에서 만들었던 인터랙션 디자인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3   화면 인터페이스를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4   트리거: [탭], [드래그], [키 및 게임 패드], [음성] 등 프로토타입 인터랙션을 개시하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5   유형: [전환], [자동 애니메이트], [오버레이], [다음으로 스크롤], [이전 아트보드], [오디오 재생], [음성 재

생] 등 인터랙션에 발생하는 동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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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 애니메이션 후 이동하는 대상을 지정합니다. 

7   애니메이션: [디졸브](화면이 서서히 나타남), [왼쪽/오른쪽/위/아래로 슬라이드], [왼쪽/오른쪽/위/아래로 

밀기] 등 아트보드 간 전환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슬라이드는 아래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다음 

화면이 오버랩되면서 화면이 전환되고, 밀기는 같은 위치에서 화면이 옮겨집니다. 

8   이징 효과: [서서히 끝내기/시작하기/시작-끝내기], [스냅], [와인드업], [바운스] 등 이징(easing) 효과를 

적용합니다. 하나씩 직접 적용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재생 시간: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재생 시간을 조절합니다. 숫자가 높으면 느리게 재생되고 작으면 빠르

게 재생됩니다.

01	새로운 문서를 생성합니다. [타원] 도구를 이용하여 입체 구를 만들어볼 것입니다. 완전히 둥

근 원을 그린 다음에 [방사형 그레이디언트]를 적용해 같은 계열의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각각 지

정합니다.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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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때 45° 각도로 빛이 비춘 화면이라면 밝은 톤을 11시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레이디언

트 각도는 원에 표시된 조절 바를 드래그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03	아트보드 제목을 선택하고 [편집 - 복제]( Ctrl + D )를 선택해 아트보드를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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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별	디바이스	환경

iOS 환경은 안드로이드에 비해 특정 크기별 디바이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dobe XD 툴 바에서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원하는 크기를 참고해서 최소 크기 360×740px 크기로 사용자 정의 크기로 지정하

여 아트보드를 만듭니다. dp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03 디바이스	출력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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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별 dp를 환산할 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material.io/blog/device-metrics
 developer.android.com/training/multiscreen/screendensities 

 screensiz.es/phone
 pixplicity.com/dp-px-converter 

문서	내보내기

Adobe XD에서 완성한 디자인 에셋은 코딩 및 개발을 위해 PNG, SVG, JPG, PDF 여러 방식의 

확장자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문서 레이어에서 각 레이어마다 내보내기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오른

쪽 옵션 패널 제일 아래에서 [내보내기에 대해 표시]를 체크하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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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바이럴	서비스	디자인	UX	분석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앱은 웹상에서 사용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처럼 공개형과,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위챗 같은 메신저형으로 구분됩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접속해 사용하는 SNS 앱은 글자의 가독성과 빠른 접근성이 UX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필드에 글과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로 자신의 일상 생활, 취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사람들과 공유하거

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은 글이 우선되며 

여기에 사진, 영상을 첨부하는 형태인데 반해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 SNS 서비스로 연속적 피드

백 댓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02 	SNS	앱	UI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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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디자인	실습

SNS 기반 인터페이스는 커뮤니티 글과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 댓글 및 좋아요로 사용자들끼리 소통

하는 화면이 주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소스와 텍스트는 [sns_source.xd]와 

[sns_text.txt] 파일을 이용하고, 완성 파일은 [sns_app.xd]를 확인해보세요.

01	[iPhone 13, 12 Pro Max] 화면을 불러옵니다. 좌우에 각각 16px과 20px 간격으로 가이드라

인을 그립니다. 오른쪽 옵션 패널 [그리드]에 체크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열: 4, 간격 폭: 

10, 열 폭: 81, 연결된 왼쪽/오른쪽 여백: 37]로 지정합니다. 예제 파일에서 상단 요소를 가져와 배

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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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디자인	실습

패션 카테고리의 UI는 제품을 잘 보여주고 이미지를 잘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제품 

크기를 강약 요소를 이용하여 열거식이 아닌 백화점 쇼윈도처럼 보여주거나 매력적인 모델 이미지

와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신발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신발의 컬러와 매칭될 

수 있게 카드 형식의 요소를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메인 컬러에 맞춰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를 지키면서 디자인합니다. 톤 앤 매너란 전

체적으로 색감이나 분위기, 방향, 표현 등의 방식을 동일한 하나의 콘셉트로 일관되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디자인 정체성을 통일감 있게 정립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정리된 느낌과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소스와 텍스트는 [shopping_source.xd]와 [shopping_text.txt] 

파일을 이용하고, 완성 파일은 [shopping_app.xd]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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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Phone 13, 12 Pro Max] 화면을 불러옵니다. 좌우에 각각 16px과 20px 간격으로 가이드라

인을 그립니다. 오른쪽 옵션 패널 [그리드]에 체크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열: 4, 간격 폭: 

10, 열 폭: 81, 연결된 왼쪽/오른쪽 여백: 37]로 지정합니다. 예제 파일에서 상단 요소를 가져와 배

치하세요.

02	가이드에 맞춰 상단 콘텐츠를 배치합니다. [Contacts]라고 페이지명을 쓰고 아래에 위상이 

낮은 메뉴명을 써줍니다. 맨 왼쪽에 활성화된 메뉴는 [#452AB7]로 별도의 색상으로 지정해서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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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단 메뉴에 깊이감을 추고 배경와 구분하기 위해 하단에 파스텔 톤 파란색([#D9F2FF]) 배

경을 깔았습니다. 

1

2

04	메인 메뉴에 나타나는 슬라이드 이미지인 카드 섹션 UI를 그려보겠습니다. 카드가 왼쪽으로 

슬라이드처럼 흘러갈 수 있게 적절한 크기를 배치합니다. 간단한 쇼핑 정보 값을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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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카드 섹션 안에 신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화면 하단에는 추가로 다른 상품을 탐색하는 칸을 

배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