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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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

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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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 이 책은 포토샵 CC 2019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포토샵 2020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버전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나,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일부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에서는 3D 도구 및 메뉴는 다루지 않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 nanona3260@naver.com
 - 출판사 :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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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포토샵을 배우려면?
포토샵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웹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포토샵과 팬시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포토샵은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나 작업 목적에 따라 누군가는 매일 사용하는 기능이 또 다른 누군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능

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같은 직종의 디자이너들 간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토샵

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사용자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

척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며 순서에 따라 포토샵을 배웠고 오랜 시간 실무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반복했

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포토샵의 모든 기능이 아닌, 내게 필요한 기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읽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책을 열어 궁금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과 같은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처음 포토샵을 열었을 때의 설렘과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택 도구가 무엇인지조차 몰

랐던 저를 포토샵으로 이끌었던 것은 사진에 문구를 입력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생각이었습니

다. 얼마나 어려운지 또 처음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따위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작업창으로 

사진을 불러와 문자 도구로 내용을 입력하는 단순한 작업을 저는 며칠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는 ‘뭐가 이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포토샵은 수학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과 적분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닌 무수히 많은 덧셈과 뺄셈이 반복되어 나

열된, 사실은 무척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는 것을요.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간다면 포토샵은 

분명 여러분이 아끼고 즐겨 사용하는 애장품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과 

포토샵이 더욱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최초의 콘셉트인 “사전과 같은 책”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 많은 시행

착오를 함께해 준 제이펍 출판사분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저자 우보명 드림

머리말

머리말 9



도구 아이콘을 고해상도로 다시 그렸습니다.
포토샵 화면을 캡쳐하면 도구 아이콘과 같이 작은 이미지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

니다. 좀 더 선명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구 아이콘들은 캡쳐 이미지가 아

닌 고해상도 픽셀 아트로 다시 그린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포토샵 화면에 보이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하다 막힐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포토샵의 거의 모든 기능

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볼 때 어려움이 없도록, 포토샵의 인터페이

스에 맞게 도구바를 시작으로 메뉴바, 그리고 각 패널까지 거의 모든 도구와 옵션

을 담았습니다.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 하기 실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에 따른 전후 이미지를 배치하여 각 도구

나 옵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사례 이미지를 찾아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살펴 볼 포토샵 화면을 그대로 목차로 옮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를 시작으로 상단에 

있는 메뉴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여, 포토샵을 사용하다 막히면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10 이 책에 대하여



한글과 영문 사용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 CC부터는 자유롭게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어로 집필하기에는 절반의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가급적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거나 아이콘을 함께 표

기하여 한글/영문 버전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 발생하는 알림/경고 창의 
이유와 해결 방법을 담았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알림/경고 창입니다. 왜 발생하

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대로 알려 주는 책이나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최대한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11



Home 

포토샵 작업 중 [HOME] 아이콘을 

클릭하면 포토샵의 시작 화면이 표

시되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이전 작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구바
파트 1에서 다루는 다양한 도구가 

모여 있습니다. 1열 또는 2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운영체제에서 한글 메뉴바

 2열 도구바  macOS 운영체제에서 영문 포토샵 화면 구성
옵션바
도구바에서 선택한 도구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포토샵 미리 보기

12 포토샵 미리 보기

작업 영역 

본격적으로 포토샵을 이용해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포토샵 2020 신기능 

알아보기 495.p



작업 영역 선택 

포토샵을 사용하는 용도나 작업 

스타일에 따라 최적의 화면 구성

을 선택하거나 직접 등록해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바
파트 2에서 다루는 메뉴가 모여 

있습니다. 사용하는 운영체제

(Windows, macOS)에 따라 일

부 차이가 있습니다.

패널 영역
파트 2 Windows에서 다룰 다양

한 패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미리 보기 13



LESSON

각 도구부터 메뉴바의 거의 모든 메뉴를 LESSON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각 도구 및 메뉴의 세부 기능 및 기능에 따른 

결과 이미지를 통해 포토샵의 거의 모든 기능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한/영 병행 표기

한글과 영문 버전을 병행 표기하여 사용 언어에 상관없이 

[포토샵 사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P

포토샵 사용자가 알아 놓으면 좋을 용어나 디자인 지식을  

담았습니다.

포토샵 사용 중 마주할 수 있는 안내/경고 창의 발생 원인 

및 해결책을 모았습니다.

복구 브러시 도구, 패치 도구, 내용 인식 이동 도구, 적목 현상 도구 LESSON 08 91

복구 브러시 도구, 패치 도구, 
내용 인식 이동 도구, 적목 현상 도구

  Spot Healing Brush Tool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 J 클릭한 곳

의 주변 값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보정합니다.

  Healing Brush Tool 복구 브러시 도구 J 소스점을 기준으로 원

하는 부분을 보정할 때 사용합니다.

  Patch Tool 패치 도구 J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우거나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Content-Aware Move Tool 내용 인식 이동 도구 J 이미지를 

이동했을 때 생기는 여백 부분을 주변과 자연스럽게 합성해 주며 이동

된 이미지의 외곽 부분을 이동된 곳과 자연스럽게 합성해 줍니다.

  Red Eye Tool 적목 현상 도구 J 사진기 플래시 때문에 눈동자가 

빨갛게 변하는 적목 현상을 보정할 때 사용합니다.

08
Spot Healing Brush Tool , Healing Brush Tool, Patch Tool, 
Content-Aware Move Tool, Red Eye Tool

앞에서 살펴본 포토샵 화면을 그대로 목차로 옮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바를 시작으로 상단에 

있는 메뉴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여, 포토샵을 사용하다 막히면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례 이미지

따라 하기 실습은 없지만 풍성한 사례 이미지로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막대

도구 아이콘과 메뉴 이름을 이용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92 PART 1 포토샵 도구의 모든 것

복구 브러시 도구의 기능 및 옵션바

클릭만으로 쉽게 보정할 수 있는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와 소스점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보정하는 복

구 브러시 도구가 있습니다.

 Spot Healing Brush Tool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 보정할 위치를 클릭하면 주변 값을 이용해 

클릭한 지점을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도구입니다. 점, 여드름 등의 잡티처럼 작은 영역을 자연스럽게 

지울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Healing Brush Tool 복구 브러시 도구 Alt 를 누른 채 소스가 될 부분을 클릭해서 소스점을 

지정합니다. 소스점을 지정한 후 보정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소스점을 기준으로 원하는 부분을 보정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이미지를 지울 때도 사용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복사할 때도 사용합니

다. 도장 도구가 소스점을 그대로 옮기는 데 반해 복구 브러시 도구는 보정+복사가 함께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보정이 가능합니다. 브러시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의 다른 작업창에서도 

소스점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소스가 있는 창을 닫으면 해당 소스점이 초기화됩니다. 

이 책의 구성

14 이 책의 구성



PROLOGUE

포토샵
사용자라면
이것만은
반드시!



16 PROLOGUE 포토샵 사용자라면 이것만은 반드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포토샵은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도구입니다. 초창기 포토샵

(Photoshop)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비트맵) 이미지 편집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었으

며, 현재는 간단한 벡터 방식의 이미지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도구바의 변화

01
포토샵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PROLOGUE



포토샵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LESSON 01 17

버전별 차이가 있을까요?

최초의 포토샵은 1990년 [포토샵 1.0]으로 발표되었으며, [포토샵 CS6 ] 버전까지 패키지 방식으

로 구매할 수 있었으나, [포토샵 CC]부터는 월 구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구독 방식으

로 바뀐 이후 매년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CC 2017, CC 2018, CC 2019와 같이 연도별 

버전 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1월 CC를 뗀 [포토샵 2020]이 출시되었습니다.

 포토샵 로고 변화

포토샵은 버전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폰트 

미리 보기와 레이어 다중 선택 같은 개념도 CS2 (2005년)에 와서야 정착된 것들이죠. 

국내에 포토샵이 디자이너 이외의 대중들에게 넓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포토샵 7(2002년)부터입

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성이 무거운 CS1과 CS2 버전이 아닌 포토샵 7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가볍고 완성도 높았던 포토샵 CS3 출시 이후로 많은 이들이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

게 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인 포토샵 CC는 2015년 처음 출시된 이후 더 이상 새로운 버전의 출시가 아닌 CC 버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C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CC (크리에이티브 클라우

드)라는 뜻에서 볼 수 있듯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컴퓨터와 상관

없이 내가 사용하던 폰트들을 클라우드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작업 중이던 파일을 회사

에서 열어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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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 컬러는 미국 팬톤사에서 제작한 색상집으로 각 색상별로 차이를 구분하고 분류하여 고유의 넘

버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팬톤 컬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 색상으로 인식되며 널리 사용되

고 있습니다.

팬톤 컬러가 생겨난 이유

100명의 사람이 생각하는 빨간색은 모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만드는 제품의 

색상이 인쇄소와 인쇄 시기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제품은 더 이상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규격화된 색상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컬러 조색에 따라 번호를 나누어 색상을 구분한 것이 지금의 팬톤 컬러입니다.

 팬톤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색상집

02
팬톤 컬러 찾고  
사용하기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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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팬톤 컬러 찾기

도구 패널에서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변경하거나 브러시 도구 등을 사용하기 위해 색상을 지정할 때 

색상 피커를 이용합니다. 이때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의 색상을 선택한 다음 [색상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선택된 색상과 가장 가까운 팬톤 컬러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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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 컬러 사용하기

메뉴에서 [창 >색상 견본]을 선택해 색상 견본 패널을 불러온 다음 오른쪽 상단의 확장 창을 이용해 

현재 색상 견본을 원하는 팬톤 컬러의 색상 견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유: 확장 창을 이용해 다른 색상 견본을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알림 창입니다.

  알림: 현재 색상 견본을 PANTONE solid coated의 색상 견본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해결 방법: [첨부]를 통해 현재 색상 견본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색상 견본을 추가하거나 [확인]을 통해 

새로운 색상 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색상 견본 변경 중 발생하는 알림,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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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폰트

https://www.myfonts.com

이미지에서 글꼴을 인식하여 해당 폰트 또는 유사한 폰트들을 검색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03
알아 두면 유용할  
웹사이트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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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폰트

https://www.dafont.com

무료 폰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폰트를 클릭하면 그 폰트로 만들어진 디자인 이미지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디자이너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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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블렌더

https://meyerweb.com/eric/tools/color-blend/

두 가지 색상을 입력하면 그 사이에 있는 단계별 색상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 줍니다.

로렘입숨

http://www.lipsum.com

http://hangul.thefron.me (한글용)

로렘입숨이란 최종으로 들어갈 텍스트 대신 레이아웃/디자인 작업 중 임시로 사용할 채움용 글을 

의미합니다. 글의 내용은 주로 아무 의미 없는 뉴스 및 소설 등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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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Red, Green, Blue)는 빛의 혼합, 즉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는 가산혼합입니다. 이에 반해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는 물감의 혼합, 즉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져서 최종

적으로 Black이 되는 감산혼합을 의미합니다. 

RGB( Red, Green, Blue )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

빛의 혼합 물감의 혼합

가산혼합: 섞일수록 밝아짐 감산혼합: 섞일수록 검어짐

RGB는 빛의 혼합이기에 모니터와 액정 등 빛을 이용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CMYK는 물감의 혼합

이기에 노트와 인쇄물 등의 잉크를 이용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또 CMYK의 색은 모니터에서 구현할 수 있지만 RGB의 색은 인쇄물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RGB로 작업한 작업물의 컬러 모드를 CMYK로 변환하지 않고 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한다면 색이 

틀어져서 전혀 다른 색상으로 인쇄됩니다. 인쇄 교정으로 어느 정도 보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작업물에 맞는 컬러 모드 지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4
CMYK와  
RGB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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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를 CMYK로 인쇄하지 않고 그대로 인쇄하면?

옵셋 프린터의 경우 RGB를 CMYK로 인쇄하지 않고 그대로 인쇄하면 작업한 색상이 아닌 틀어진 

색상 값으로 인쇄됩니다. 단,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린트에서는 RGB 그대로 인쇄해도 자체적으

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변환 없이 출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앞: 원하는 색상, 뒤: RGB로 인쇄했을 때 틀어진 색상



해상도란? dpi와 ppi 그리고 픽셀 LESSON 05 27

해상도란 가로와 세로가 각 1인치인 사각형 안을 몇 개의 점(픽셀)으로 채울 것인지를 나타내는 수

치입니다. 웹에서는 ppi, 인쇄물에서는 dpi란 단위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상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용됩니다. 

 해상도가 낮음  높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본이 되는 해상도 또한 변합니다. 웹 이미지의 경우 72면 충분

하다고 생각되던 해상도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작은 화면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96에

서 144까지 더 높은 해상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지

만 용량이 커져서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곳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만들려고 하

는 이미지가 웹용인지 인쇄용인지를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해상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넘치기 마련이니까요.

해상도 낮음 해상도 높음

용량이 작아짐 용량이 커짐

흐리고 계단 현상이 심해짐 부드럽고 선명해짐

TIP 웹에서는 최소 72 이상, 인쇄물에서는 최소 300 이상의 해상도가 되어야 선명하고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05
해상도란? 
dpi와 ppi 그리고 픽셀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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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용어

ppi와 dpi란?

TV, 모니터, 핸드폰 등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PPI(Pixels Per Inch)라고 하며,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된 인쇄물의 해상도를 DPI(Dots Per Inch)라고 합니다.

픽셀(pixel)이란?

Picture Element의 준말로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하였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

의 사각형을 말합니다. 픽셀이 많을수록 다채로운 색상과 부드럽고 선명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

니다.

 원본  픽셀이 보이게 확대한 이미지  1픽셀



레이어란? LESSON 06 29

레이어란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투명 필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레이어는 1장의 

투명 필름과 같으며 포토샵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은 레이어라는 투명 필름에 원하는 이미지를 만

들고 겹치고 지워 가며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레이어와 투명 영역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투명 필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레이어가 투명 영역을 가지진 않습니다. 

만약 레이어 전체를 색으로 칠하면 그 레이어는 투명 영역을 가지지 않은 게 되며 해당 레이어 아랫

부분에 아무리 많은 레이어가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06 레이어란?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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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영역이 있는 레이어

레이어에 투명 영역 있는 경우 투명 영역을 통해서 아래 레이어의 모습이 보입니다.

투명 영역이 없는 레이어

레이어가 모두 색으로 칠해져 투명 영역이 없는 레이어는 아래 레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작업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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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최대 레이어 수

레이어 패널에서 추가할 수 있는 레이어 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버전이 높을수록 만

들 수 있는 최대 레이어 수가 늘어나며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포토샵 CC 2019의 경우 최대 8000개까지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8000개의 레이어가 꽉 차면 레이어 추가 버튼이 비활성화되며 레이어 복사 등의 기능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레이어 수와 문자 도구 사용 제한

문자 도구를 이용해 문자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문자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문자 레이어 또한 1개의 레이어로 인식하므

로 이미 레이어 최대 수가 꽉 차 있다면 문자 레이어를 생성하는 문자 도구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어 이외의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라 하더라도 레이어 수가 천 단위를 넘어가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 연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용: Could not use the type tool because the are too many layers for this version of 

Photoshop.

  이유: 현재 버전의 포토샵에서 생성할 수 있는 레이어 수가 한계에 도달하여 문자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알림창입니다.

  해결 방법: 생성된 레이어를 삭제하면 문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삭제된 레이어 수만큼 새로운 문자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추가 중 발생하는 알림,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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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도구, 
대지 도구

  Move Tool 이동 도구 V 선택한 레이어 혹은 이미지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Artboard Tool 대지 도구 V 모바일 디바이스용 작업 영역을 만듭

니다.

01
Move Tool, Artboar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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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도구의 기능 및 특징

원본 이미지 이동 작업창에서 드래그하면 Layers 패널에서 선택 중인 레이어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

가 이동합니다.

선택된 영역의 이미지 이동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선택 영역을 지정한 다음 이동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된 영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레

이어가 통으로 이동됩니다.

 선택 영역이 있을 경우  선택 영역이 없을 경우

TIP 이동 시 원래 이미지가 있던 곳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이동 시 이동 전 이미지가 있던 곳은 해당 레이어가 배경 레이어일 때는 전경색으로 채워지며, 일반 레이어일 때는 투명 영역

으로 채워집니다.

 배경 레이어일 때  일반 레이어일 때

다른 작업창으로 이동(복사)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 드래그를 이용해 다른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복사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이 있을 경우 선택된 영역의 이미지가 복사되어 이동하며, 

선택 영역이 없을 경우 해당 레이어가 복사되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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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시작하는 메뉴

 New  새로 만들기 Ctrl + N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New] 메뉴를 선택하면 새 문

서를 만들 수 있는 New Document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을 변경하거나 템플릿을 선택한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File 메뉴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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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탭 왼쪽부터 순서대로 최근, 저장됨, 사진, 인쇄,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영화 및 비

디오로 목적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문서의 크기와 세부 설정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상단 탭에서 원하

는 분류를 선택한 후 각 탭에서 사용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

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Find more Templates on Adobe Stock 어도비 스톡에서 더 많은 템플릿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한 템플릿은 [Saved ]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SET DETAILS 사전 설정 세부 정보 새로운 문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

재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Saved ] 탭에서 저장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dth 폭, Height 높이 새 문서의 폭과 높이, 그리고 단위를 결정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위

는 Pixels (픽셀), Inches (인치), Centimeters (센티미터), Millimeters (밀리미터), Points (포인트), 

Picas (파이카)가 있습니다.

  Orientation 방향, Artboards 대지 새 문서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Artboards ]에 체크하면 동일한 

캔버스에 여러 개의 대지를 만들 수 있는 대지 형식의 문서를 만듭니다.

  Resolution 해상도 새 문서의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Pixels/Inches와 Pixels/Centimeters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lor Mode 색상 모드 색상 모드와 비트 값을 선택합니다.

  Background Contents 배경 내용 문서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White (흰색), Black (검정), 

Background Color (배경색)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Color Pick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른 색상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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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공유하는 메뉴

Export 내보내기 이미지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하위 메뉴 중 자주 사용

하는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Quick Export as PNG PNG로 빠른 내보내기 작업 중인 문서를 PNG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Export As 내보내기 형식 Alt + Shift + Ctrl + W Export As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포토샵 문서를 

이미지로 내보낼 때 형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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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Preferences 내보내기 기본 설정 Preferences 대화상자가 열리며 내보내기 세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ave for Web 웹용으로 저장 Alt + Shift + Ctrl + S Save for Web 대화상자가 열리며,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GIF, JPEG, PNG, WBMP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Artboards to Files 대지를 파일로 대지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 형식은 PSD가 기본값이며 변

경할 수 있습니다.

 Artboards to PDF 대지를 PDF로 대지를 PDF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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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tches 색상 견본 패널을 엽니다.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 모여 있으며 사용자 색상을 추가하거

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경색을 색상 견본에 추가합니다. 

  선택한 색상 견본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합니다.

 Timeline 타임 라인 패널을 엽니다.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CS3 이전 버전에 있던 이

미지 레디와 이후 버전에 있는 Animation 패널의 기능을 대체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재생합니다.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오디오를 재생하거나 소거합니다.

  재생 옵션을 설정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합니다.

  변환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적용합니다.

  비디오 타임 라인을 만듭니다.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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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도움말10 

Home 작업 중 클릭하면 포토샵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Photoshop Help F1 어도비 사이트에서 포토샵 도움말을 찾습니다.

Photoshop Tutorials 어도비 사이트에서 포토샵 튜토리얼 등을 찾습니다.

 Photoshop Online Help / Photoshop CC Learn and Support

About Photoshop CC 포토샵 CC에 대해 알아봅니다.

About Plug-ins 확장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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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fo 시스템 정보를 확인합니다.

Manage My Account 내 계정을 관리합니다.

Sign Out (사용자 아이디가 표시 됩니다.) 계정을 로그아웃합니다.

Updates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솔한 서평을 올려주세요!

이 책이나 이미 읽은 제이펍의 다른 책이 있다면, 책의 장단점을 잘 보여주는 솔직한 서평을 올려주세요. 

매월 다섯 분을 선별하여 원하시는 제이펍 도서 1부씩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 서평 이벤트 참여 방법

 - 제이펍의 책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 서점에 서평을 올린다.

 - 서평이 작성된 URL을 적어 아래의 계정으로 메일을 보낸다.

   review.jpub@gmail.com

■ 서평 당선자 발표

  매월 첫 주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jeipub)에 공지하고 당선된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질타를 통해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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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2020  
신기능 소개

APPENDIX

포토샵은 2013년 포토샵 CC가 출시된 이후 이름 뒤에 년도를 추가하여 포토샵 CC 2019까지 넘버

링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11월 CC를 뗀 ‘포토샵 2020’이 출시되었습니다.

7년째 이어오던 버전명이 바뀐 만큼 포토샵 2020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토샵 내부로는 도

구의 사용 편의 기능이 대거 업데이트되었고, 밖으로는 처음으로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 아이패드용 포

토샵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이패드에서도 데스크톱과 같은 작업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2020 시작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