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샵 리뷰어 가이드

어도비 포토샵 신기능 리뷰

연결된 고급 개체

고급 개체는 다양한 파일 유형의 컨텐츠를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삽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디자이너가 고급 개체를 사용하면 포토샵 내에서도 서로 다른 미디어 유형을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포토샵 에 새롭게 추가된 연결된 고급 개체 기능은 공동 작업을 향상시켜주므로 팀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또한 포토샵 파일의 크기를 줄여 하드 디스크 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

새로운 연결된 고급 개체 기능

연결된 고급 개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고급 개체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인 연결

가져오기 와 포함 가져오기 가 파일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키보드의 경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는 의 폴더에서 어도비

라이트룸 의 필름 스트립 또는 격자 보기에서 또는 어도비

브릿지 의 컨텐츠 패널에서 파일을 포토샵 캔버스로 드래그하면 연결된 고급

개체를 가져올 수 있다

포토샵에는 일러스트레이터 및 인디자인 에서처럼 별도의 링크 패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 패널에 링크가 표시된다 이 레이어 패널이 업데이트되면서 고급

개체 검색 기준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모든 연결된 고급 개체 최신 연결된 고급 개체 최신

상태가 아닌 연결된 고급 개체 모든 포함된 고급 개체 또는 컨텐츠 파일이 누락된 연결된 고급 개체를

찾을 수 있다

예제 연결된 고급 개체 사용

다음 데모에서는 연결된 고급 개체가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팀 공동 작업과 개별 프로젝트

작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폴더에서 파일을 연다

 레이어 패널의 상단에 있는 아이콘 행에서 고급 개체용 필터 버튼을

클릭한다

서로 다른 배지로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의 고급 개체를 확인할 수 있다

 레이어와 레이어는 포함된 고급 개체이다



 레이어는 연결된 고급 개체이다

 레이어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개체의 유형과 개체 컨텐츠의 위치는 속성 패널에 표시된다 이 경우 고급 개체는

폴더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 연결되어 있다

수정된 컨텐츠 업데이트

디자인에 사용하는 에셋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무실 또는 그룹에 있을 수 있다 다음 시퀀스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된 고급 개체를 사용하면 다른 그룹 소유의 아트웍을 디자인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검은색의 원본 로고를 대신 글꼴을 사용하고

웹 페이지의 배경색과 일치하는 녹색으로 채워진 로고로 대체할 수 있다

 파일을 닫는다

 의 경우 파일 탐색기 로 전환하여 폴더를 연다

 폴더에 있는 파일을 폴더로 복사하여 원본 버전을 대체한다

폴더에 원본 파일의 복사본이 있으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포토샵으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연다

 연결된 고급 개체의 컨텐츠가 변경되면 레이어 축소판과 속성 패널에 경고 아이콘이

표시된다



 포토샵 파일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한다

 고급 개체의 레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수정된 내용 업데이트

를 클릭한다

 속성 패널에서 파일 경로를 클릭한 다음 메뉴에서 수정된 내용 업데이트

를 클릭한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로고가 파일에 표시된다

모두 업데이트 사용

반복되는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는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결된 고급 개체를 사용하면

모든 요소를 한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 예제의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필터링 옵션을

활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다

 파일을 연다

 레이어 패널의 상단에 있는 필터 유형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한 다음 고급

개체 를 클릭한다



이는 이전 섹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류 로 설정되어 있는 필터 메뉴에서 고급 개체

를 클릭하는 것과 다릅니다

 느낌표 아이콘 최신 상태가 아닌 연결된 고급 개체용 필터 을 클릭한다

로고의 인스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참고 연결된 고급 개체의 컨텐츠 파일이 이동되거나 이름이 변경되면 포토샵은 해당 고급 개체

축소판에 물음표 배지를 표시한다 속성 패널에서 경로를 클릭하고 끊어진 링크

해결 을 선택하여 연결된 고급 개체를 해당 컨텐츠에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의 경우 파일 탐색기 로 전환하여 포토샵에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연다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를 클릭하여 모양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온도 를 − 으로 설정한다

 노출 을 − 으로 설정한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 탭을 클릭하여 활성화한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보드의 경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을

눌러 화면에 맞게 전체 레이아웃이 표시되도록 한다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원이 포함된



레이아웃의 일부가 있다

 레이어 패널의 필터 유형 메뉴에서 종류 를 선택한 다음 고급 개체

아이콘을 클릭한다 개의 고급 개체 인스턴스가 표시된다

 고급 개체 인스턴스 중 하나를 클릭한 다음 레이어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모든 수정된 내용 업데이트 를 선택한다

다섯 개의 모든 원이 연결된 파일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된다 색상 이외의

것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경 모양을 원에서 육각형으로 변경하는 등 원하는 대로 고급 개체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연결된 고급 개체는 파일과도 연결할 수 있다 라이트룸 또는 카메라

로우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 에서 현상 설정을 편집할 수 있다

즉각적인 업데이트 사용

포토샵의 연결된 고급 개체는 사용자 또는 공동 작업자가 고급 개체 컨텐츠를 편집하고 저장하는 동안



연결된 고급 개체를 포함하는 파일이 닫혀있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결된

고급 개체의 컨텐츠를 편집하고 저장하는 동안 상위 파일을 열어 놓은 경우 포토샵은 해당

파일을 자동으로 즉시 업데이트한다 다시 말해 파일을 열어둔 상태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을 편집하고 저장하는 즉시 파일

안의 로고가 업데이트된다

다음 예제에서는 파일을 컨텐츠로 사용하는 연결된 고급 개체를 업데이트한다 라이트룸

또는 카메라 로우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 에서 설정을 편집할 수 있다 이는 원본 이미지의

변경 사항을 서로 연결하고 라이트룸 또는 카메라 로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이다

 파일을 연다

이 파일은 이전의 파일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연결된 고급 개체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전 예제의 레이어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조정 브러시를 사용하여 자르기 색상 조정 및

일부 부분 조정을 적용했다 이 파일에서는 컨텐츠 예 라이트룸 사전 설정 적용 를 편집하고

설정을 저장하여 변경 사항이 상위 포토샵 문서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본다



 파일을 열어 둔 상태에서 라이트룸 또는 카메라 로우에서 편집한다 라이트룸을 통해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한다

 모드에서 파일을 가져온다

이 파일을 라이트룸으로 드래그하여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해당 이미지가 최신

가져오기 항목으로 표시된다

 현상 모듈로 전환한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분할 톤 사전 설정을 적용한다

 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경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를 눌러 외부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참고 라이트룸에서 이미지를 조정하는 경우 원본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라이트룸

카탈로그에서 모든 처리 데이터를 저장한다 메타데이터를 파일에 저장

명령 은 이미지와 함께 처리 메타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므로 포토샵에서 연결된

고급 개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라이트룸은 파일 안에 있는 처리 데이터가 메타데이터 예 를

지원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은 경우 라이트룸은

사이드카 대부분의 파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를 저장한다

어도비 브릿지 및 카메라 로우를 통해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한다

 폴더로 이동한다

 파일을 클릭한다

 메뉴에서 파일 카메라 로우 에서 열기 를 클릭한다

 설정을 위해 회색 음영 탭을 클릭하고 회색 음영으로 변환 을

클릭한다

 완료 를 클릭하여 외부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설정을 업데이트한 다음 포토샵으로 돌아와 조정한 사항이 파일에

자동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참고 선택 사항 편집을 완료하면 라이트룸 카탈로그에서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라이브러리 모듈로 전환하여 해당 파일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의 경우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제거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디스크에서 삭제

가 아니라 라이트룸에서 제거 를 클릭한다

연결된 고급 개체를 사용하면 포토샵 프로젝트 파일의 에셋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팀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작업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