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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아이패드용 스토리텔링 앱 ‘어도비 보이스’ 

출시 
 

사운드, 그래픽, 사진, 모션을 결합하여 단 몇 분 안에 멋진 영상 스토리 제작 

 

서울 — 2014 년 5 월 9 일 — 어도비(http://www.adobe.com/kr/)는 오늘 누구나 영상 스토리를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패드용 애니메이션 영상 앱 ‘어도비 보이스(Adobe Voice)를 공개했다. 어도비 보이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음성 녹음, 이미지, 음악 등을 고품질의 모션 그래픽 및 효과와 조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어도비 보이스는 사용자가 별다른 촬영이나 편집 없이도 온라인과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자신의 작품을 미리 선보이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를 비롯,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비영리 단체,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자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쌍방향 참여형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 등에게 적합하다. 제작된 영상은 링크를 포스팅만 하면 소셜 미디어, 이메일, 개인 블로그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다.  

 

어도비 보이스는 오늘부터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reative 

Cloud)와도 연동되어 완전히 새로운 아이패드 앱 경험을 선사한다.  

 

어도비 보이스는 사용자의 목소리와 수상 이력을 지닌 어도비의 기술을 활용해 정적인 프레젠테이션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모바일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이 새로운 앱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깔끔하고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영상을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수준의 제작  

기술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스토리 스타터 및 예시 영상 

어도비 보이스는 사용자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사용자 커뮤니티의 비디오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스토리 제목 

및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용도별 다양한 예시도 제시한다. 

 

• 화려한 그래픽 

전문가들이 디자인한 2 만 5천여 개의 아이콘 라이브러리와 수 많은 웹 이미지, 사용자 자신의 사진 등을 

영상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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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그래픽 엔진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Adobe After Effects) 툴에 착안해 모션 블러, 3D, 그림자 효과, 수 백 가지 전문가 수준의 

효과 등 고품질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스토리에 자동 적용되도록 한다. 

 

• 애니메이션 테마  

애니메이션 효과를 역동적으로 적용하여 콘텐츠에 활기를 불어 넣도록 먼지투성이 칠판 드로잉 스타일부터 

스크린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듯한 효과를 주는 수채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스토리에 적합한 테마를 

제공한다. 다양한 효과들을 클릭 한 번에 영상에 적용,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 다양한 음악 

메시지에 맞는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 녹음실에서 녹음한 것처럼 들리도록 어도비 보이스로 녹음한 

소리와 자동으로 밸런스를 맞춘다. 

 

• 크레딧 및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의 모든 아이콘 및 이지미 사용에 관한 설명을 모든 영상의 마지막에 

자동으로 추가하여 저작권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는 “어도비 보이스는 업계를 선도하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비디오∙오디오 기술을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앱이다”라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어도비는 폭 넓은 혁신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신규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어도비 보이스 및 향후 몇 달간 출시될 다른 모바일 앱들을 통해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발보아(Balboa) 고등학교 교사 제프 라르슨(Jeff Larson)은 “ 학생들은 어도비 보이스에 있는 스토리 

스타터 기능으로 그들이 의도하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어도비 보이스의 훌륭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학생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단계별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며 “ 학생들이 서로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말하고 공유하면서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통합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에서 어도비 보이스를 바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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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 어도비 보이스 소개 

• 어도비 보이스 간단히 살펴보기 

• 교육자의 어도비 보이스 사용례 

• 기업인 어도비 보이스 사용례 

• 비영리기관의 어도비 보이스 사용례 

•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Adobe Creative Cloud)  
 
 
가격 및 구입정보 

어도비 보이스는 지금 즉시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OS7 기반 아이패드 2 및 상위 버전이 필요하다. 어도비 보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getvoice.adob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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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Adobe, the Adobe logo, and Creative Cloud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Adobe Systems Incorporated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https://www.youtube.com/watch?v=Oz8ag5i9h0E
https://www.youtube.com/watch?v=I6f0XMOHzoM
https://www.youtube.com/watch?v=Sf8ZWHIGq_I
http://youtu.be/OYicZuIzLWQ
http://youtu.be/fnS4VhEj0Z4
http://www.adobe.com/kr/products/creativeclou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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