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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전문가수준의아이패드용사진편집앱

라이트룸모바일 출시

월 만 원에 포토샵 라이트룸 라이트룸 모바일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용 가능

모바일 데스크톱 간 원활한 편집 동기화 제공

서울 년 월 일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이사 지준영 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를 통해 제공되는 라이트룸 데스크톱의 자매 앱 라이트룸 모바일

의 출시를 발표했다 새로운 라이트룸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이제 아이패드 에서도 손 쉽게 라이트룸

툴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라이트룸 모바일은 원본 파일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정 및 가공 작업을 하는 비파괴 방식

과 같은 필수 사진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워진 스마트 프리뷰 기술을 활용해

데스크톱에서만 가능했던 전문가 수준의 사진 편집 기능을 모바일까지 확장시켰다 사진 편집을 위해 특별히 추가된 강력한

동기화 아키텍처 를 기반으로 한 라이트룸 모바일은 데스크톱 모바일 웹 상에서 이미지를 가장

효율적으로관리 편집할수있는방법을제공한다

라이트룸 모바일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포토샵 사진 프로그램

의 일부로 제공되며 월 만 원 부가세 포함 에 이용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월 만 원에 데스크톱에서는

라이트룸 와포토샵 를 아이패드에서는라이트룸모바일을모두사용할수있다

윈스턴 헨드릭슨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솔루션 부문 부사장

은 라이트룸 모바일의 출시를 통해 어도비는 데스크톱에 한정됐던 전문가급 사진 편집의 워크플로를 모바일

영역까지확장시켰다 며 라이트룸과포토샵은데스크톱에서의디지털사진 작업을 재정립한대표적사진 편집 툴이다 이제

라이트룸 모바일 출시로 사진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완벽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으며모바일로작업한이미지를데스크톱카탈로그에매끄럽게동기화할수있게됐다 라고말했다

라이트룸모바일의동기화아키텍처는라이트룸 가지닌강력한기능들을사진전문가의 손끝에서구현시킨다 주요

기능은다음과같다

 모바일상에서이뤄진편집과 메타데이터 및콜렉션수정사항들을맥 이나윈도 컴퓨터상

라이트룸카탈로그에동기화한다

 아이패드에서캡처한이미지를 자동으로불러와이를데스크톱의라이트룸카탈로그에다시동기화한다

 아이패드가오프라인상태라도 이미지작업을할수 있어진정한모바일경험을구현한다

 라이트룸 와라이트룸모바일 간사진을동기화하고 동기화된사진들은어떠한웹브라우저상에서도볼수있다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과 사진 전문가를 위한 아이패드 이동 중에도 사용 가능한 라이트룸

의 저자이자 교육자 제프 칼슨 은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은

컴퓨터 앞에 있지 않더라도 편안하고 창의적 영감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바로 사진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의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며 또한 라이트룸 모바일은 나의 아이패드에서 유연한 사진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이트룸 모바일의 콜렉션이나 컴퓨터 상에서 사진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그러한 변경 사항들이 모두 동기화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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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작업물을보여줘야할때 바로준비된포트폴리오를선보일수있게됐다 고말했다

가격 및 구입 정보

포토샵사진프로그램 월 만 원 은라이트룸 포토샵 라이트룸모바일그리고공개 포트폴리오사이트인비헨스의

서비스를제공한다 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의멤버라면누구든즉시애플앱스토어에서 기반아이패드 및상위 버전의

아이패드용라이트룸모바일을 다운로드받을수있으며 맥또는윈도우에라이트룸 가설치돼있어야한다

제품기능 업그레이드정책 가격및언어에대한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할수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하여

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는창의적표현과영감에대한업계 주도적변화이자창작활동의전 과정에대한근본적인발상의

전환이다 이를통해사용자들은디바이스와데스크톱 웹을 넘나들며자신의작업을창작하고출판하며공유할수있다

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회원은 글로벌크리에이티브커뮤니티의일원으로활동할수있고 앱과웹사이트퍼블리싱은물론

클라우드저장공간을이용할 수있으며 사실상어떤디바이스에서나동기화할수있고신기능출시즉시이를이용할 수도

있다

관련링크

 라이트룸모바일비디오 데스크톱사진편집을해방하다

 라이트룸모바일비디오 줄리앤코스트 와함께하는튜토리얼

o 자신의사진공개 공유하는법

o 설정 콜렉션

o 카메라롤에서콜렉션을관리하고자동으로가져오는법

o 잘라내기 조정하기 프리셋 설정하기

 라이트룸모바일블로그

 라이트룸모바일제품비디오

 라이트룸모바일홈페이지

 라이트룸모바일시작하기

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하여

어도비는사용자의디지털경험을통해세상을바꾼다 자세한정보는 에서찾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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