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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크리스트는, 본인의 역량과 지도에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가감없이 본인의 실력에 맞게 체크해 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능을 단축키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평가점수 90~100점)

기능의 단축키를 잘 알고 있으나,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개인평가점수 70~90)

단축키가 낯설은 편이다. 혹은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평가점수 50~70)

거의 모른다. 혹은 처음 본다. (개인평가점수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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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펜으로 적어 주시고, 포토샵을 쓰면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손에 익어서 이름도 모르고 쓰는 단축키도 있으니까요 ^^)



1. 
Tool bar shortcuts

숙련도는 박스안에 체크하시고
서로 맞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주세요

사각 영역 선택

라소 툴, 다각형 영역 선택  원형선택, 1PX 선 선택

퀵 셀렉션  마법봉

자르기, 크롭  슬라이스 툴

색상 추출  줄자, 노트, 카운트 

힐링 브러쉬  패치, 컨텐츠어웨어 이동, 적목 제거

브러쉬  연필, 색상교체 브러쉬

스탬프  패턴 스탬프

히스토리 브러쉬

지우개 

그라데이션  페인트

블러  샤프닝, 문지르기

닷지  번, 스펀지 툴

펜 툴

타입 툴

벡터 선택 툴

벡터 원/사각형/다각형 툴

캔버스 이동 툴

돋보기

전경/배경 교체

전경/배경을 흑백으로 교체

퀵 셀렉트 모드

캔버스 보기 모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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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
툴바의 내부 옵션기능으로 변경



2. 
General shortcuts

이 내용은 포토샵 이외의 프로그램에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축키들입니다.

숙련도는 박스안에 체크하시고
서로 맞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주세요

 ctrl+ Z O

 ctrl+ O

 ctrl+ N

 ctrl+ C

 ctrl+ V

DELETE

 ctrl+ A

 ctrl+ X

 ctrl+ P

 ctrl+ +,-

 ctrl+ 0

 ctrl+ 1

취소

파일 열기

새 파일 만들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주로 레이어)

오려내기

프린트하기

화면 확대,축소

화면에 맞추기

실제사이즈로 화면 조정

전체 선택

F1 도움말 보기



shift+ 숫자키 O fill 값 조정

00
opacity를 0으로 만들기

shift+ 00 fill 값을 0으로 만들기

3. 
general shortcuts

범주를 정리하기 모호하지만
자주쓰는 기능만 추렸습니다.

[, ]
(브러쉬에서) 브러쉬 크기 조절

ctrl+tab
캔버스 이외의 패널을 모두 숨기기/보이기

tab

캔버스간 이동

opacity 값 조정

텍스트입력모드에서 나오기

(키패드의) enter

숫자키

\
레이어 블렌딩을 앞/뒤로 이동

shift+ +,- 마스크를 퀵모드로 보기



4. 
2 key 
shortcuts

숙련도는 박스안에 체크하시고
서로 맞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주세요

 ctrl+ T O

 ctrl+ F

 ctrl+ L

 ctrl+ U

 ctrl+ M

 ctrl+ Q

 ctrl+ R

 ctrl+ Y

 ctrl+ i

 ctrl+ D

 ctrl+ ;

 ctrl+ J

 ctrl+ K

크기변형 (transform)

커브로 레벨 조정

자 (눈금) 보이기/가리기

눈금 보이기/가리기

반전시키기

이전 필터(blur 등) 다시 사용하기

작업창 닫기

가이드 선 보이기/가리기

선택 취소

레벨 조정

명/채도 조정 (hue and saturation)

RGB/CMYK 변경

(주로 레이어/그룹) 복사

레이어 합치기

 ctrl+ E

 ctrl+ B

 ctrl+ ‘

설정창보기

색상을 배경색으로 채우기 (fill layer) ctrl+ DELETE
컬러밸런스 조정 ctrl+ [, ]

현재의 레이어를 위/아래로 이동



 ctrl+ 2,3,4,5 채널별로 보기

ctrl+ G 위/아래 레이어로 이동

 alt+ [, ] 맨 위/아래 레이어로 이동

 alt+ ., , 레이어 그룹 만들기

5. 
3 key shortcuts
(ctrl+shift)

 ctrl+shift+ N O 새 레이어 만들기

보이는 레이어 합치기 (merge visible)

오토 레벨 (auto tone)

무채색으로 만들기 (desaturate)

 ctrl+shift+ L

 ctrl+shift+ E

 ctrl+shift+ U
오토 컬러 (auto color) - 자동 노출조정

 ctrl+shift+ B

이후단계로 계속 취소

 ctrl+shift+ Z

 ctrl+shift+ <, > 텍스트 키우기/줄이기

 ctrl+shift+ L,C,R

텍스트 정렬방법 변경

 ctrl+shift+ D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영역 재선택

 ctrl+shift+ Delete

선택된 영역만 배경색으로 채우기

 ctrl+shift+ T

이전 변형(transform)을 반복하기



6. 
3 key shortcuts
(alt+shift)

 alt+shift+ alphabet 블렌딩을 바로 변경하기
(ex) m>multiply, s>screen

 alt+shift+ delete 선택된 영역만 전경색으로 바꾸기

7. 
3 key shortcuts
(ctrl+alt)

 ctrl+alt+ M 이전에 사용한 레벨값 적용

이전에 사용한  필터의 옵션창 띄우기

이전에 사용한 커브값 적용

 ctrl+alt+ B

 ctrl+alt+ L

 ctrl+alt+ U
이전에 사용한 hue/saturation 적용

 ctrl+alt+ F 이전에 사용한 밸런스 적용

전체 레이어 선택

 ctrl+alt+ A

클리핑마스크 만들기 ctrl+alt+ G



8. 
4 key shortcuts
(ctrl+alt+shift)

 ctrl+alt+shift+ S 변형 툴 반복 적용

save for web ctrl+alt+shift+ E

 ctrl+alt+shift+ T 도큐멘트 캡쳐 레이어 만들기
(stamp visible)

O

9. 
interfaces

정도에 따라 1~10을 나누어 입력하거나,

ex1 . 나는 레이어를 찾을 때,

        Auto Select 를 이용한다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
 
        캔버스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선택

        캔버스에서 ctrl+click하여 선택

퍼센트로 입력하세요.

나는 레이어를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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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elect 를 이용한다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
 
캔버스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선택

캔버스에서 ctrl+click하여 선택

레이어 패널에 있는 검색창을 쓴다

레이어/그룹 이름을 기재하는 비율

%

action 기능의 사용빈도

5 5 %

번 / 한 달에

주모니터의 몇 %를 포샵으로 덮는지?

% (full screen = 100%)

이전에 썼던 색을 다시 사용할 때 나는,

스포이드로 찍어 쓴다.

Swatch에 등록해 놓고 쓴다.

색상값을 직접 입력한다.

커스텀으로 만든 단축키가,

개 있으며, 작업시 사용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하세요.   

V

액션 기능은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

batch를 활용할 수 있다.

버튼(단축키)으로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기능이 몇개 있다.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쓰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

preset으로 제공되는 것만 쓰는 편이다.

입력장치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

마우스와 키보드만 쓴다.

주로 타블렛만 사용한다.

타블렛과 마우스를 비슷한 양으로 사용한다.

타블렛이 있으나 잘 쓰지 않는다.

마우스를 왼쪽에 두고 쓴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