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편집(포토샵) 교육안
교육기간 : 3주 

차수 교육 내용

1일차
Ÿ 화면구성, 메뉴구성 알기, 파일 열기

Ÿ 선택 영역 툴 지정

2일차
Ÿ 자동 선택도구 사용

Ÿ 복사, 붙이기

Ÿ 페인트 통 사용

3일차

Ÿ 지우개도구 사용하여 그림 지우기

Ÿ 새 파일 만들기

Ÿ 다른 파일에 그림 이동하기

Ÿ 자르기를 이용하여 그림 편집하기

4일차
Ÿ 여러장 그림 편집하기

Ÿ 도장툴을 이용하여 그림 편집하기

5일차
Ÿ 도장도구 활용하기

Ÿ 복구 브러시를 활용한 얼굴에 잡티/주름 없애기

6일차
Ÿ 패치도구 활용하기

Ÿ 지정한 영역에 그림 넣기

7일차 Ÿ 이미지에 예쁜 글 입력하기

8일차 Ÿ 모양도구 활용하기

9일차 Ÿ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한 예쁜 글씨 만들기

10일차
Ÿ 어둡게 나온 사진 밝게 만들기

Ÿ 흑백사진 만들기

Ÿ 투명도를 이용한 비치는 그림 만들기

11일차 Ÿ 말풍선으로 재미있는 만화 컷 만들기

12일차 Ÿ 색조/채도 활용하기

13일차
Ÿ 마스크 기능을 활용한 그림 합성하기

Ÿ 마스크를 이용한 표지 만들기

14일차 Ÿ 애니메이션 기능 활용하기

15일차 Ÿ 애니메이션 기능 활용하기



이미지편집(픽슬러, 포토스케이프) 교육안
교육기간 : 3주

차수 교육 내용

1일차

Ÿ 픽슬러를 실행하는 방법

Ÿ 픽슬러의 화면 구성

Ÿ 픽슬러의 도구와 팔레트

2일차

Ÿ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

Ÿ 채우기 도구구로 색칠하는 방법

Ÿ 이미지를 확대/축소하는 방법

3일차
Ÿ 사진을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Ÿ 사진에 원하는 부분만 자르는 방법

4일차

Ÿ 어둡게 찍힌 사진 밝게 보정하는 방법

Ÿ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

Ÿ 이미지 효과를 이용하여 멋진 사진을 만드는 방법

5일차
Ÿ 적목 현상 도구로 빨갛게 나온 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Ÿ 스팟힐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6일차

Ÿ 곡선으로 보정하는 방법

Ÿ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

Ÿ 다른 형식으로 사진을 저장

7일차

Ÿ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Ÿ 색조를 조절하는 방법

Ÿ 흐림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8일차

Ÿ 여러 사진을 한 번에 불러오기

Ÿ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

Ÿ 사진을 꾸미는 필터 효과, 텍스트 도구로 문자 입력

9일차

Ÿ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

Ÿ 면색과 선색을 설정하는 방법

Ÿ 선택 영역에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

10일차
Ÿ 사진 크기를 조절, 사진에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

Ÿ 여러 사진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 레이러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

11일차

Ÿ 포토스케이프 설치 및 실행 방법

Ÿ 사진뷰어: 폴더의 사진을 한눈에 보기, 슬라이드쇼

Ÿ 사진편집: 크기/밝기/색상 조절, 역광보정, 액자, 말풍선, 모자이크, 글쓰기

12일차

Ÿ 일괄편집: 여러 장을 한번에 변환하는 일괄처리

Ÿ 페이지: 여러장을 템플릿 한장으로 만들기

Ÿ 이어붙이기: 아래로, 옆으로, 바둑판으로 여러장을 한장으로 이어 붙이기

13일차

Ÿ GIF애니메이션: 움직이는 GIF 사진으로 만들기

Ÿ 인쇄: 증명사진, 명함사진, 여권사진이나 썸네일 인쇄

Ÿ 사진분할: 한장의 사진을 여러장으로 분할

14일차

Ÿ RAW변환: RAW 파일을 JPG 파일로 일괄변환

Ÿ 종이: 줄노트, 모눈종이, 오선지, 달력 출력

Ÿ 얼굴검색: 인터넷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얼굴을 검색

15일차

Ÿ 화면캡쳐: 화면을 캡쳐해서 편집, 저장하는 기능

Ÿ 색상검출: 사진이나 웹상의 화면을 확대해서 색상을 알아내는 색상검출 기능

Ÿ 이름변환: 사진이름 일괄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