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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연동신규모바일앱및

하드웨어로창조모바일이끈다

아이패드용스케치 정밀묘사 포토그래피앱출시통해크리에이티브워크플로를모바일로확장

여년이상의어도비의혁신을보여주는모바일앱개발자용 공개

서울 년 월 일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는 자사의 크리에이티브 플래그십 서비스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와 연동되는 아이패드용 신규 모바일 앱과 이를 보완하는 하드웨어를 공개했다

어도비 스케치 와 어도비 라인 은 아이패드에서 혁신적인 스케치 및 정밀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어도비 포토샵 믹스 는 모바일 기기에서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이미징 툴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모바일 워크플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용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아이폰용 라이트룸 모바일은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 웹을 넘나들며 이미지들을 관리하고 편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사한다

최근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 크리에이티브 리포트 월 일

발표 ’ 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동 중에 떠오르는 영감을 기록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명 중 명은 태블릿에서 더 많은 컨텐츠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 스케치와 어도비 라인 포토샵 믹스는 이동 중에도 컨텐츠를 제작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저장된 에셋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이들은 새로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새로운 어도비 로 클라우드 기반 어도비 테크놀로지로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톱 간 원활한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서드파티 모바일 앱들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발자들은 를 사용해 포토샵

파일들을 편집하거나 활용하여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데스크톱 툴과 모바일 앱 간 호환이 되며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던 클라우드 상에서의 이미지 편집 기능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는 프라이빗 베타 상태이다

어도비 스케치와 어도비 라인은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비핸스 ’와 연동되어 만 이상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어도비 제품 및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부문 부사장 스캇 벨스키

는 “어도비의 새로운 모바일 앱들과 하드웨어 크리에이티브 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용으로 완벽하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창작의 불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오늘 소개한 최첨단

드로잉 툴로 디자이너들은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이 즐겨 쓰는 컬러테마 같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고유 설정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사 및 붙여넣기 와 같은 작업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도비 가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업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mailto:sulim@adobe.com
mailto:adobe_pr@shoutwe.com
http://www.adobe.com/news-room/pressreleases/201406/061614AdobeNewCreativesReport.html


 

 

모바일앱

 어도비스케치 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로잉할 수 있는 아이패드용 소셜 스케치 앱이다 어도비

스케치는 디자이너들이 한 곳에서 함께 스케치하고 영감을 얻고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연동된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연필 잉크 펜 붓 끝과 끌 끝 가지 모양의 혼합 마커펜 지우개 등 필수 드로잉

도구들을 사용하여 창작할 수 있고 작업한 결과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어도비라인 은 세계 최초의 아이패드용 정밀 묘사 및 제도 앱이다 어도비

라인은 평면도와 정면도 또는 원근법으로 그려지는 직선 운형 완전 형상과 유기적 드로잉을 결합한 제도 기법을

재현한다 어도비 라인은 또한 슬라이드와 함께 사용되어 자 스퀘어 형상 탬플릿 같은 전통적인 드로잉 도구들을

모바일용으로 재탄생시킨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어도비 라인으로 쿨러 컬러 테마 등의 에셋을

이용하고 작업을 공유할 수 있다

 포토샵믹스 는 아이패드에서의 합성 및 마스킹을 위한 가장 정밀한 앱이다 포토샵 믹스는 또한

업라이트 내용 인식 채우기 카메라 흔들기 감소 기능을 포함한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이미징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첫 아이패드 앱이다 포토샵 믹스에서는 비파괴적으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선택 할 수 있고 이미지를 잘라내어 조합할 수 있으며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데스크톱 포토샵 에서 이어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폰용라이트룸 은 최근 출시된 라이트룸 모바일의 영역을 아이폰까지 확장시켰다

라이트룸은 데스크톱 모바일 기기 웹 상을 넘나들며 이미지들을 관리하고 편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더불어 최근 발표된 아이패드용 무료 애니메이션 영상 앱인 어도비 보이스 사용자도

라이트룸 카탈로그를 이용해 작업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다

 아이폰및아이패드용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 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파일 에셋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앱이다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크레이티브클라우드을위한기틀을마련하다

어도비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는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내 저장된 파일 탐색 및 파일의 부분적 추출

어도비의 직선 그리기용 소프트웨어 ‘터치 슬라이드’ 내용인식 채우기와 업라이트 같은 클라우드 이미지 편집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어도비 포토샵 믹스는 이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들을 활용하는 한편 이미지를 합성하고 포토샵

효과 를 적용하는 최고의 어도비 이미징 테크놀로지 중 일부를 제공한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용으로 먼저 제공되며 현재 선정된 개발자들에 의해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향후 몇 달 내 베타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어도비는 또한 누구나 매력적인 동영상 스토리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아이패드용 스토리텔링 앱 어도비 보이스를

업데이트했다 지난 월 앱 출시 이래 만여건의 어도비 보이스 동영상들이 공유되었다 어도비 보이스는 현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의 라이트룸 포토 콜렉션으로 원활하게 동기화될 수 있다



 

 

가격및구입정보

어도비 스케치 어도비 라인 포토샵 믹스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어도비 잉크와 슬라이드는 현재

을 통해 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하드웨어는 현재 미국에서만 구입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출시 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유용한링크들

 블로그포스트

 비핸스

 어도비프로크리에이티브모바일앱에대해배우기

 크리에이티브

 어도비보이스

 어도비드로잉공식페이스북

 어도비드로잉공식트위터

 어도비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인스타그램

어도비시스템즈에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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