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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Adobe Fresco(어도비 프레스코)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앱 버전, 학습 시점에 따
라 일부 기능은 지원하지 않거나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년 5월 기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Adobe Fresco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Adobe Fresco 무료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별도로 모든 기능을 활용하려면 프리미엄 기능(유료)을 구독
해야 합니다. 

・	 	드로잉 스케치 파일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용 방법은 13쪽을 참고하세요.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은이: merryjinstudio@gmail.com

	 -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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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리진입니다.

이전에는 종이 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양한 미술 재료들이 화면에 쏙 들어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

는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날이 왔네요.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컴퓨터에 태블릿을 연결해 손맛 나는 디지털 그

림을 꼭 그리고야 말겠다!’라고 다짐하며 컴퓨터 앞에 꼭 붙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패드가 출시되었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처음 애플 펜슬

로 그림을 그렸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누구나 종이 위에 한 번쯤은 그림을 그려 보았을 거예요. 미술 재료들이 많지만, 아직 사용해 보지 못

한 재료도 있을 거예요. 종이에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뒷장을 넘겨 새로 그려본 기억도 있을 

거예요.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원하는 크기의 화면 위에서 쉽게 그림을 그리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세계에서 더욱 쉽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프레스코 앱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이 처음이라 망설였던 분들도 쉽게 따라서 그릴 수 있도록 앱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배

운 후 기본 도형을 응용해서 일상 속 순간들을 함께 그려 볼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 가며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나만의 일상을 ‘그림으로 남겨 보아요.’

삐뚤거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건 그림이니까요. 책 속의 그림과 똑같이 그려지지 않

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느낀 순간의 감정과 색감, 그리고 모양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림 그리는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림 그리는 행복을 느껴 보세요!

메리진 드림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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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어도비 프레스코 앱을 이용해 실습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 기기의 

어도비 프레스코 앱 화면은 거의 동일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 보아요.

2장은 아이폰 화면을 보면서 실습합니다. 아이폰처럼 작은 

화면에서 드로잉을 하려면 별도의 터치펜이 필요합니다. 

1장에서는 어도비 프레스코 설치하고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프레스코 캔버스의 도구들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방법도 배워 보아요.

3~8장은 아이패드 화면을 보면서 실습합니다. 작품에 

활용하는 모든 색상은 RGB 값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드로잉을 하면서 색상을 고르기 어렵다면 본문에 제시된 

색상을 참고하세요.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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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따라 그리기 어려운 6장과 7장은 메리진 작가의 스케치 파일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메리진 

작가의 보너스 스케치 25종으로 내 맘대로 컬러링을 하고 다양한 프레스코의 기능을 연습해 보세요. 

아래의 URL에서 스케치 파일 다운로드 및 자세한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활용 가이드

 스케치 다운로드

https://bit.ly/fresco_jpub

TTip.ip.  이 URL은 [Notion]으로 만

든 페이지로 크롬 브라우저를 이

용하거나 모바일로 접속해야 원

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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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드로잉을 배워 볼까요?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 책에서 사용할 어도비 프레스코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아요!

FRESC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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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0101 어도비 프레스코란?

 디지털 드로잉 기기의 종류

종이에 다양한 도구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놀았던 기억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물통, 붓, 물감, 크

레파스, 스케치북 같은 도구들을 가득 가방에 넣고 다녔던 추억도 있나요? 이제는 종이 위가 아닌 디

지털 화면 위에서 손맛나는 그림을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드로잉을 할 때 사용하

는 기기를 알아 보아요.

아이패드 : 아이패드는 애플에서 출시한 태블릿PC입니다. 제가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

하는 기기이기도 해요.   

스마트폰(아이폰) :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꺼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유롭게 확대/축소할 수 있어 작은 화면에서도 어

도비 프레스코를 실행시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이폰으로 드로잉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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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비 프레스코란?

이 책에서 다룰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은 어도비 프레스코(Adobe Fresco)입니다. 어도비 프레스코는 

어도비 스케치 이후에 나온 드로잉 및 페인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인터페이스와 툴바의 위치가 어

도비 포토샵과 비슷한 느낌이며, 프레스코만의 새로운 브러시와 편집 기능도 있답니다. 디지털 드로

잉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어도비 프레스코의 장점은 바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재료의 

질감을 구현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픽셀 브러시], [라이브 브러시] 등으로 연필, 잉크, 수

채화의 번짐과 섞임, 유화 브러시의 질감 등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이라도 손 그

림 느낌이 물씬 나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장점도 있답니다.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으로 작업한 그림을 PSD 파일로 저장하면 데스크톱에서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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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펜슬 비교

애플 펜슬 : 아이패드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종에 따라 1세대, 2세대로 나뉩니다. 애

플 펜슬은 필압 조절이 가능해 펜슬에 주는 힘에 따라 브러시의 진하기가 달라지고, 펜슬을 기울여서 

사용하면 브러시의 두께와 세밀한 농도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정전식 터치펜 : 스마트폰에 드로잉을 하려면 정전식 터치펜이 필요해요. 정전식 터치펜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모든 기기에 사용합니다. 손가락보다 세밀한 펜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애플 펜슬처

럼 필압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접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정전식 터

치펜을 활용해 보세요.

정전식 터치펜 앞의 투명한 원형 팁은 액정을 보호하며 터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됩니다! 뒷면에 둥근 촉이 있는 정전식 터치펜은 넓은 면을 그리거나 지울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NNoteote 정전식 터치펜의 투명한 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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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0202 프레스코 시작하기

 어도비 프레스코 시작 화면 살펴보기

이제 어도비 프레스코를 알아볼까요?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없는 그림 입문자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도비 프레스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 동시에 살펴볼 거예요. 프레스코를 사용하려면 먼저 앱을 설치해야 합

니다. 앱스토어에서 Adobe Fresco를 검색하고 설치하세요. 앱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

이 나타납니다. 계정이 있다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고, 없다면 [등록]을 눌러서 회원 가입부터 한 

후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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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터치 단축키]를 계속 누른 상태로 작업하기 불편하면 두 번 연속 터치해도 단축키가 활성화됩니

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연속 터치를 하면 단축키가 해제됩니다. [터치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

어를 누르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두 번 터

치하면 [레이어 숨기기]도 가능합니다. 

누른 상태로

레이어 다중 선택



Drawing 02  프레스코 시작하기   031

 어도비 프레스코 캔버스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빠르게 훑어보는 캔버스 도구들

어도비 프레스코의 캔버스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툴바의 도구 배치가 어도비 포토샵과 비슷

해서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양옆의 툴바를 살펴볼까요?

스머지

올가미

모양

스포이드

레이어속성

레이어숨기기

모양

그리기 보조도구

지우개

내보내기

레이어

정밀도

레이어추가

레이어클립

레이어작업

모션

픽셀브러시

벡터브러시

변환

색채우기

텍스트

배치
색상

라이브브러시

좌측 툴바 : [픽셀 브러시], [라이브 브러시], [벡터 브러시] 등 그리기 도구 중심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툴바 : 드로잉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레이어 속성], [정밀

도] 등이 있으며, 레이어 기능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먼저 [정밀도]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060       



       061

기본 선과 도형으로 연습해요

이제부터 앞에서 배운 드로잉 도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도구를 배우자마자 

어려운 그림을 그리기는 버거울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선부터 

점, 원,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까지 활용해 일상의 소품을 그려 보세요. 

어느새 자주 쓰는 드로잉 도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찾아낼 거예요.

FRESCO  22



082   FRESCO 2  기본 선과 도형으로 연습해요082   FRESCO 2  기본 선과 도형으로 연습해요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유화 라운드], [고정된 변수]

⦁ 색상 : ■ R 255, G 187, B 194 ■ R 251, G 202, B 140 ■ R 184, G 23, B 46 ■ R 133, G 7, B 25

 ■ R 254, G 241, B 243 ■ R 120, G 67, B 54 ■ R 255, G 255, B 255

⦁ 사용한 기기 :  스마트폰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달콤한 체리 케이크를 그려요. [유화 라운드]를 사용하면 정말로 생크림을 

얹은 듯한 케이크를 그릴 수 있어요. 

Drawing 0404 삼각형으로 케이크 그리기



Drawing 04  삼각형으로 케이크 그리기   083

11 	 	정사각형(2,100×2,100px)으로	새로운	캔버스를	시작합니다.	

22 	 	배경	색상을	넣을까요?	색상은	분홍색	■[R:255, G:187, B:194]로	설정하고	좌측	툴바의	[채우기]

를	눌러	배경을	채웁니다.	채우기	유형은	픽셀로	설정하세요.

33 	 	분홍색으로	배경이	채워졌습니다.	

	



092       



       093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웠으니, 실전 드로잉을 시작해요. 보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어도비 프레스코의 장점 중 하나인 

[라이브 브러시]로 유화의 혼합과 수채화의 번짐을 사용해 

질감이 매력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요!

FRESCO  33



120   FRESCO 3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120   FRESCO 3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고고 브러시], [하드 파스텔], [목탄 연필], [고정된 변수] 

⦁ 색상 : ■ R 255, G 212, B 124 ■ R 249, G 185, B 54 ■ R 216, G 212, B 204 ■ R 168, G 167, B 166 

 ■ R 244, G 105, B 15 ■ R 255, G 244, B 222 ■ R 255, G 255, B 255 ■ R 249, G 144, B 0

 ■ R 255, G 230, B 177 ■ R 172, G 52, B 64 ■ R 98, G 63, B 159 ■ R 150, G 102, B 55 

 ■ R 58, G 21, B 120 ■ R 236, G 206, B 148 ■ R 89, G 89, B 89 

⦁ 사용한 기기 :  아이패드

새콤달콤한 베리를 토핑한 오트밀을 그려요.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 풍미를 더한 오트밀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Drawing 0404 오트밀과 시나몬



Drawing 04  오트밀과 시나몬   121

11 	 	캔버스	크기는 [정사각형(2,100×2,100px)]으로	선택하세요.	브러시는	 [픽셀 브러시]-[페인

팅]-[고고 브러시]를	사용하겠습니다.	■[R:255, G:212, B:124]로	비스듬한	사각형을	그려	채색하

세요.	울퉁불퉁한	부분은	[지우개]로	정리하세요.

	

22 	 	레이어를	추가하고	■[R:249, G:185, B:54]로	박스의	옆면을	그리고	[지우개]로	테두리를	정리합

니다.	

	



     

376   FRESCO 8  디지털 드로잉 응용하기

⦁ 화면 크기 : 정사각형(2,100×2,100px)

⦁ 브러시 :  [유화 라운드], [유화 글레이즈], [목탄 연필]

⦁ 색상 : ■ R 255, G 135, B 68 ■■ R 255, G 255, B 255 ■ R 95, G 58, B 31 ■ R 209, G 136, B 70

 ■ R 125, G 91, B 60 ■ R 255, G 45, B 32 ■ R 78, G 73, B 69 ■ R 69, G 107, B 191 

 ■ R 250, G 127, B 0 ■ R 34, G 144, B 66 ■ R 152, G 176, B 194  ■ R 31, G 57, B 116

⦁ 사용한 기기 :  아이패드

휴대폰 사진첩에 있는 사진에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사진과 손 그림이 어우러져 매력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과 어울리는 나만의 브러시 조합으로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그럼, 자신이 

가진 사진에 그림을 그려 볼까요?

Drawing 0101 내 폰 속의 사진으로 그림 만들기 



Drawing 01  내 폰 속의 사진으로 그림 만들기    377

     

11 	 	캔버스	크기는	가지고	있는	사진의	비율에	맞는	화면	크기로	선택하세요.	저는	아이폰에서	정방향

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겠습니다.	좌측	툴바에서	[배치]–[사진]을	누르고	그림을	그릴	사진을	

불러와	주세요.

	

22 	 	컵과	그릇을	찍은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