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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새로운 경험 디자인 툴 프리뷰 공개 
 

서울, 2016 년 3 월 15 일 - 어도비는 오늘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CC(Adobe Experience Design CC, 이하 어도비 XD) 프리뷰 

버전을 발표했다. UX(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들이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를 더욱 빠르고 손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어도비 

XD 는 UX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솔루션으로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어도비는 지난 해 10 월 어도비 MAX 에서 ‘프로젝트 코멧(Project Comet)’이란 이름으로 어도비 XD 를 처음 선보였다. 어도비는 

이번 프리뷰 출시를 통해 UX 디자인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받아 해당 제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어도비 XD 는 어도비 ID 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어도비는 올해 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솔루션을 정식 출시한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UX 디자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크리에이티브 분야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온라인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인 비핸스에 따르면, 

상호작용(interaction) 디자인 프로젝트는 지난 해 52% 성장했고 이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분야 대비 최고 수치다. 
 
폴 거베이(Paul Gubbay)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품 관리 부사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서로 연결된 환경에서 

조악하게 만들어진 앱이나 웹을 통한 경험은 거부감을 주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며 “디자이너들은 앱과 웹 경험 디자인 

작업을 단순화 해주는 제대로 된 UX 툴을 기다려 왔다. 어도비 XD 출시 배경에 어도비와 디자인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협업이 

있었던 만큼 이번 프리뷰 출시를 통해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스토더트(Michael Stoddart) 어도비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디렉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발 빠르게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객이나 시민과의 폭 넓은 커뮤니케이션 접점과 교류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부 뛰어난 기업들은 디지털 변혁을 경영 전략의 핵심에 두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며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디자인 경험은 이러한 기업의 비전을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어도비 XD 는 데스크톱 앱을 통해 디자인과 시제품 작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이나 

와이어프레이밍(wire-framing) 작업 후 원활한 시제품 제작 및 프리뷰가 가능해 반복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재방문하는 파급력 있는 앱과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 이번 프리뷰 버전은 직관적인 디자인 및 레이아웃 툴에 

중점을 맞췄다. 인터랙티브 핫스팟과 트랜지션을 정의하는 시제품 전용 모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실시간으로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데스크톱 프리뷰 모드, 이해관계자나 팀이 모바일이나 PC 브라우저를 통해 시제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공유 등을 지원한다. 디자이너는 UX 디자인 워크플로우의 필수적 데스크톱 앱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Adobe 

Illustrator CC)나 어도비 포토샵 CC(Adobe Photoshop CC)에서 기존 에셋을 가져올 수 있으며, 디자인이 최종 확정된 경우 

개발자에게 필요한 에셋을 손 쉽게 전달해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플러스엑스의 신명섭 공동 창업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어도비 XD 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통합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다양한 툴을 더욱 매끄럽게 사용하고 편리하게 에셋을 공유하며, 단일 UI 를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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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XD 로드맵 

현재 어도비 XD 는 맥 OS 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윈도우 10 용 데스크톱 버전 및 iOS 와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으로도 

지원될 예정이다. 어도비는 해당 솔루션이 지원되는 플랫폼을 늘리고 어도비 XD 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 각 플랫폼의 

맞춤화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포토샵 CC 및 일러스트레이터 CC 와 더욱 심층적으로 통합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핵심 기능인 CC 라이브러리와 어도비 스톡과도 연동될 예정이다. 어도비는 이번 프리뷰 출시를 통해 

디자이너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어도비 XD 의 로드맵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험 주도적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용자 경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커리큘럼에서 필수가 됐다. 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육 기관들은 디자인 교육에 

사용성(usability)을 활용하여 차세대 UX 디자이너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Humber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 의 미디어학부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교수 톰 

그린(Tom Green)은 “시제품 제작과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과제이며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첫 걸음”이라며 “어도비 XD 는 학생들이 디자인을 통해 인터랙티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훌륭한 툴일 뿐 아니라 

사용자 테스트 프로세스를 통해 시제품 반복 작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일 일정의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온라인 컨퍼런스: http://blogs.adobe.com/creativecloud/experience-design-online-conference-

live-on-twitch   

튜토리얼: https://helpx.adobe.com/experience-design/tutorials.html  

고객용 영상: http://bit.ly/1RbIHJO  

FAQ: https://helpx.adobe.com/content/help/en/experience-design/help/faq.html  

포럼: https://forums.adobe.com/community/experiencedesign  

 
어도비 X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adobe.com/kr/products/experience-desig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도비에 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dobe.com/kr/ 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AdobeKorea)과 

공식 트위터(https://twitter.com/AdobeKorea)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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