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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변형하기   / 펜 도구 사용하기

펜 도구를 이용한 패스 그리기 / 셰이프 그리기

셰이프 옵션 설정하기 / 브러시 사용하기

레이어 사용하기 / 블렌딩 모드 사용하기

레이어 스타일 사용하기 / 색상 조절하기

조절 레이어 사용하기 / 마스크 사용하기

필터 사용하기 / 작업 기록하여 반복 작업하기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기능 익히기 582

기본 작업화면 살펴보기 / 아트보드 살펴보기

도구 살펴보기 / 새 문서 만들기

파일 열기 및 가져오기 / 파일 저장 및 내보내기

선택 도구 알아보기 / 베지어 곡선 살펴보기

 펜 도구 알아보기 / 선 알아보기

Stroke 패널에서 선 속성 변경하기 / Align 패널로 개체 정렬하기

개체 왜곡하기 / Warp 사용하기

패스파인더 사용하기 / 마스크 사용하기

블렌드 사용하기 / 메시 사용하기

찾아보기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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