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최적화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라이카 오스카 바르낙 상에 출품할
사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원본 사진이 고품질인가와 세로 높이가 최소
1200픽셀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보다 사진의 크
기가작을 경우 출품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사진 1: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를“ 호출합니다.

2. 원본파일을 어도비 포토샵에서 열어주세요..
3. 프로그램 메뉴에서 이미지 항목 아래에 있는„ 이미지크
기… “팝업 윈도우를 호출합니다
(단축키 Cmd+Alt+l) (사진 1).
4. 팝업 메뉴에서 “높이„상자에 1200 픽셀을 입력합니다.위
쪽 텍스트 박스들의 바로 옆에 있는 풀다운 메뉴를선택하
여 맞는 측정단위를 선택합니다.
윈도 아래의 세 체크박스가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를확인합

사진

니다. 이미지가 축소될 것입니다 (사진 2).이미지의 너비는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확인"을 눌러 조정된 이미지의 크기를
확정해 주세요.

사진 2: “높이„ 상자에 1200 픽셀을 입력합니다.

5. 이제 이미지가 알맞은 픽셀 크기로 축소되어 있을 것입니
다.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이즈를지정할 경우,
파일 메뉴의 „웹용으로 저장… “혹은 „웹과디바이스용으로
저장… “ (단축키 Shift+Alt+Cmd+S)를사용하세요 (사진 3).

사진 3: 웹용으로„ 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6. 큰 팝업 윈도우가 열릴 것입니다. 왼쪽 최상단의
„2장 “탭을 선택하세요 (사진 4). 이제 선택된 이미지를 두
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측은 비교를 위한 압축되지
않은 원본 버전, 좌측은 웹에 최적화된 압축후 버전의
미리보기입니다.
사진 4: „2장 “탭을 선택하세요.

7. 이미지 포맷으로 JPEG를 선택합니다 (사진 5, A).
8. 압축 품질값을 설정해 주세요 (사진 5, B). 에“품질„ 더
높은 값을 설정할수록 이미지 결과물의 품질도 더

A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파일 크기값도 같이 커집니다.

B

압축 후 이미지 미리보기의 좌측 하단에 기준값이 KB
혹은 MB 단위로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진 6).
품질값은 가능한 한 80 이하로 설정해 주세요. 저장 이후
파일의 용량이 3MB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9. 모든 값의 설정을 완료한 후에는 »저장«을 클릭, 그 후
열린 대화창에 최적화된 파일에 적용할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의 웹 최적화 화면이 닫힐
것입니다.

사진 5: JPEG (A)와 품질(B)을 선택하세요.

이후 열려있는 원본 파일은 무심결에 원본 파일을 덮어쓸
수 있으니 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 6: 미리 보기 항목 아래에 예상되는 파일 크기에 대한
참조 값이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