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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duce high-impact print designs & digital pubs

VIDEO
Create & deliver productions for any screen

WEB & APP (HTML5)
Design for print, web, tablets & devices

PHOTOGRAPHY
Take your creativity to new dimensions

Adobe Creative Cloud 소개

1. Creative Cloud for Individual (CCI)
- 개인 사용자를 위한 Adobe Cloud 플랜
- Adobe 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 (약 55,000원/월)
- 20GB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 Adobe 모든 App의 정식 버전 사용

Adobe Creative Cloud 소개

2. Creative Cloud for Teams (CCT)
- 소규모 팀 및 회사를 위한 Adobe Cloud 플랜
- 연간 단위 계약으로만 가능
- 공인 리셀러를 통한 VIP 가입 후 CCT 구매 가능
- 100GB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 Adobe 모든 App의 최신 버전 사용 가능
-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콘솔 제공

Adobe Creative Cloud 소개

3. Creative Cloud for Enterprise (CCE)
- 대규모의 회사를 위한 Adobe Cloud 플랜
- 3년 단위 계약으로 가능
- 100GB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 Adobe 모든 App의 최신 버전 사용 가능
- 폐쇄망 환경에서 활용 가능

Adobe Creative Cloud 소개

Adobe Creative Cloud 소개

Design & Photography Product
Acrobat XI Pro

Bridge CC

Photoshop CC

Illustrator CC

Lightroom 5

InDesign CC

Acrobat XI Pro

Acrobat XI Pro

특징 :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구성
더욱 강력해진 Microsoft와 통합 워크플로우
손쉬운 보안 설정을 통한 문서 보호
간소화된 워크플로우
간편한 전자 양식 만들기
강력해진 PDF 파일 편집
자동화된 동작으로 일관된 PDF 파일 준비
샌드박스 보안과 같은 탁월한 보안

Acrobat XI Pro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1.3GHz 프로세서 이상
Microsoft® Windows® XP(서비스 팩 3(32비트) 또는 서비스 팩 2(64비트)), Windows Server® 2003 R2(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Server 2008 또
는 2008 R2(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7(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8(32비트 및 64비트)
512MB RAM(1GB 권장)
1.8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1024x768 화면 해상도
DVD-ROM 드라이브
Internet Explorer 7, 8, 9 또는 10, Firefox ESR(Extended Support Release), Chrome
비디오 하드웨어 가속(선택 사항)
참고: 64비트 버전의 Windows Server 2003 R2 및 Windows XP(서비스 팩 2)의 경우 Microsoft 업데이트 KB930627이 필요합니다.

Mac OS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6.4, v10.7.2 또는 v10.8
1GB RAM
1.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1024x768 화면 해상도
DVD-ROM 드라이브
Mac OS X v10.6.8 또는 v10.7.2용 Safari 5.1, Mac OS X v10.8용 Safari 5.2, Mac OS X v10.7.4 또는 v10.8용 Safari 6.0

Photoshop CC

Photoshop CC
Adobe Photoshop CC 소프트웨어는 보다 빠르고 강력한 기능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
인 이미지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dobe Generator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이미
지 에셋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화면에 맞는 컨텐츠를 보다 신속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
다.

특징 :
- 비트맵 방식의 사진, 인쇄, 웹 디자인계 대표
적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 놀라운 이미지 처리 기능 경험
- 창의력 극대화
- 최고의 성능 활용
- 가장 많은 파일 포멧 지원 및 내보내기 기능.

- 3D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편집기능 확대.

Photoshop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64비트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64비트), v10.8(64비트) 또는 v10.9(64비트)
1GB RAM
설치에 3.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
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6비트 색의 1024x600 디스플레이 해상도(1280x800 권장) 및 512MB VRAM(3D 기능에 1GB VRAM 필요)
OpenGL 2.0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2GHz 이상)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 Windows 8 또는 Windows 8.1
1GB RAM
설치에 3.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6비트 색의 1024x600 디스플레이 해상도(1280x800 권장) 및 512MB VRAM(3D 기능에 1GB VRAM 필요)

OpenGL 2.0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Photoshop CC
새로운 차원의 인쇄, 그래픽, 웹, 비디오 등의 디지털 이미지 편집의 대표적 툴

Photoshop CC 새로운 기능


텍스처 및 세부 묘사를 위한 고급 선명 효과



저해상도 이미지 확대에 효과적인 업샘플링



Camera Raw8 및 레이어 지원



편집 가능한 패스 속성



카메라 흔들기 감소



Raw 필터를 활용한 이미지 고급 편집



필터스타일을 CSS 스타일로 내보내기



새로운 3D 옵션



수시 버전 업데이트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텍스처 및 세부 묘사를 위한 고급 선명 효과
이미지의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명확한 세부 묘사

풍부한 텍스처, 또렷한 가장자

리 및 명확한 세부 묘사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
진 고급 선명 효과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현존하는 기술 중 최
고의 기술입니다. 이 기능을 통
해 이미지를 분석하여 선명도를
극대화하고 노이즈 및 후광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고품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세

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Legacy

▶ Photoshop CC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저해상도 이미지 확대에 효과적인 업샘플링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에 대한 업샘플링의 노이즈 감소 가능

저해상도 이미지를 확대하여 인
쇄 시에도 멋진 결과를 얻거나 더
큰 이미지를 포스터 또는 광고판

크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운 업샘플링 기능을 사용하면 노
이즈를 만들지 않고도 세부 사항
과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편집 가능한 패스 속성
다양한 모양 및 패스 선택 가능

사용자가 가장 많이 요청했던 기
능 중 하나입니다. 모양을 만들기
전 또는 후에 모양의 크기를 조정
하거나 편집하고 재편집할 수 있
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에서 모퉁이 반경을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웹에
서 사용할 경우 파일에서 CSS 데
이터를 내보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카메라 흔들기 감소
흔들린 사진을 필터 적용으로 손쉽게 보정 가능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샷을 복구

할 수 있습니다. 느린 셔터 속도
또는 긴 초점 거리로 인해 흐림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카메라 흔
들기 감소를 통해 궤도를 분석하
여 선명도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Adobe Generator를 활용한 이미지 에셋 생성
레이어의 이름 변경으로 바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 가능

다양한 화면에 맞는 컨텐츠를 디
자인할 때 에셋을 수동으로 분할
하고 내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작
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Photoshop CC는 Generator 기술
을 사용해 태그가 지정된 레이어
및 레이어 그룹을 선택한 포맷의
개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이

러한 파일은 모두 하나의 폴더에
보관됩니다.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Camera Raw8 및 레이어 지원
Camera Raw8 지원으로 고급 이미지 편집 가능

Camera Raw 편집 내용을
Photoshop 내의 모든 레이어나
파일에 필터로 적용한 다음 원하
는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또한 새로운 Adobe® Camera
Raw 8을 사용하면 보다 정밀하게

이미지를 복구하고 원근 왜곡을
수정하며 비네팅을 만들 수 있습
니다.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필터스타일을 CSS 스타일로 내보내기
레이어의 이름 변경으로 바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 가능

HTML, CSS 또는 SVG에서 바로 색
상 견본을 가져와 기존의 웹 구조
에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색
상에 대한 CSS 코드뿐만 아니라
둥근 모서리와 같은 다른 디자인
요소에 대한 CSS 코드를 생성하

여 이 코드를 웹 편집기에 복사하
여 붙여넣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Photoshop CC

새
로
운
기
능

새로운 3D 옵션
레이어의 이름 변경으로 바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 가능

그림자 및 반사는 3D 아트웍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고품질의
실시간 미리 보기를 통해 멋진 결
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프 및 텍스처에 맞게 효과
적인 광선 효과, 장면 조명 및 밝

기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
다.12

Photoshop Lightroom 5

Photoshop Lightroom 5
Raw 파일 등 모든 이미지 파일의 보정작업 및 앨범 제작, 관리를 위한
최상의 디지털 사진 솔루션.

특징 :
- 한 장의 색상 보정으로 수백장의 동기화 처리 기능

- 사진 관리의 효율성 (원본을 보존하는 편집 환경)
- 암실 작업의 디지털화
- 웹 갤러리 및 앨범 제작의 최적화

Photoshop Lightroom 5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DirectX 10 이상의 지원 그래픽 카드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 , Windows 8 또는 Windows 8.1
2GB RAM(4GB 권장)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1024x768 디스플레이
DVD-ROM 드라이브 (Adobe® Photoshop® Lightroom® 소매 박스 버전 구매 시 필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인터넷 연결†

Mac OS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64비트 지원)
Mac OS X v10.7, 10.8 또는 v10.9
2GB RAM(4GB 권장)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1024x768 디스플레이
DVD-ROM 드라이브 (Lightroom 소매 박스 버전 구매 시 필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인터넷 연결†
* HD 또는 AVCHD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듀얼 코어 프로세서 권장

Photoshop Lightroom 5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간결해진 작업환경과 사용자 작업방식에 따른 다양한 선택구성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탁월한 노이즈 감소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원하는 ISO의 자연스러운 이미지 편집 가능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렌즈 교정
프로파일을 한 번 클릭하여 렌즈 결함을 자동으로 감소 가능

▶ 기하학적 왜곡, 색수처, 비네팅 등과 같은 렌즈 결함을 줄일 수 있으며 최고급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도 더욱 향상 가능하다.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원근 교정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강력한 원근 교정 기능

▶ 이미지에 적용하면 한결 자연스러운 이미지 결과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이미지 워터마크
다양한 옵션을 통해 이미지에 개성 있는 요소 또는 브랜드와 로고 임베드

▶ 텍스트 또는 그래픽 워터마크의 크기, 위치 및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사진에 적용할 수 있다.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필름 그레인 시뮬레이션
이미지에 추가할 수 있는 그레인의 양과 크기 및 거침 정도 제어

▶ 새로운 슬라이더를 사용하면 필름의 모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그레인 편집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편리한 이미지 가져오기
신속한 이미지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시간 절약

▶ 새롭게 설계된 가져오기 인터페이스는 사진의 위치, 가져온 후 구성 방법 등을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여 손쉽게 이미지 설정 탐색 가능하다.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DSLR비디오 파일 지원
DSLR 카메라로 촬영한 비디오 파일에 솝쉽게 관리 구성

새
로
운
기
능

Photoshop Lightroom 5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이 가미된 슬라이드쇼
다양한 스타일과 효과로 이미지 슬라이드 비디오 제작

새
로
운
기
능

Illustrator CC

Illustrator CC
Illustrator는 전체 미디어에서의 설계를 위한 업계 표준 벡터 드로잉 환경입니다. 모양, 색상,
효과 및 타이포그라피로 창의적인 비전을 표현합니다. 복잡한 대형 파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
로 작업하고 디자인을 Adobe의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 간에 효율적으로 이동합니다.

특징 :
- Mercury Performance System 지원을
통한 성능 향상
- 새로운 패턴 생성 도구를 이용한 손쉬운
패턴 생성
- 래스터 이미지를 편집가능한 벡터로
변환 : 새로운 이미지 트레이스 도구
- 효율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 Mac OS와 Windows 64비트 지원

Illustrator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64비트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6.8, v10.7, v10.8 또는 v10.9
2GB RAM(8GB 권장)
설치에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64비트 지원 필요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 Windows 8 또는 Windows 8.1
32비트의 경우 1GB RAM 필요(3GB 권장), 64비트의 경우 2GB RAM 필요(8GB 권장)
설치에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Illustrator CC

Illustrator CC 새로운 기능


글꼴 검색 및 동기화 가능



브러쉬를 사용한 이미지 작업



개별 오브젝트로 조작 가능한 문자 손질 툴



기존 제작된 아이콘 및 패턴을 CSS로 추출



여러 파일 가져오기



Kuler를 활용한 색상 동기화



글꼴, 그래픽 등을 포함하는 파일 패키징



수시 버전 업데이트

Illustrator CC
라이브 코너
디자인을 보다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트 내의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컨트롤 패널 또는 새로운 모서리 대화
상자에서 값을 입력하여 시각적으로 도형과 패스의 모서리를 편집 및
재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모서리에서 동시에 둥근 모양, 반

전 또는 모접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연필 툴
패스를 닫거나 확장하고 직선을 그리는 옵션을 사용하여 곡선을 보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을 사용하면 많은 포인트를 추
가하지 않더라도 매끄러운 패스와 보다 정확한 실선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및 매끄럽게 툴로 확장
되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Illustrator CC
패스 선분 모양 변경
패스 선분을 원하는 모양으로 유연하게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고정점
및 직접 선택 툴과 펜 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스 모양 변경 기
술은 패스 선분을 보다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Typekit 통합
문자 또는 글꼴 모음 메뉴에서 Typekit 사이트를 실행하여 Adobe
Typekit 글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700개 이상의 Typekit 데스크탑 글
꼴에서 선택한 다음 컴퓨터에 동기화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
꼴 메뉴에서 Typekit 글꼴을 신속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Illustrator CC
Windows 8 지원
향상된 터치 기능을 지원하고 최신 Windows 8 태블릿 컴퓨터에서 감
압식 터치 펜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 및 8을 실행하는 컴

퓨터를 위한 HiDPI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사용자 정의 툴 패널
특정 워크플로우에 맞게 작업 영역 및 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드로
잉, 편집 또는 선택 툴과 같은 원하는 툴을 사용자 정의 패널에 드래그
하여 놓음으로써 특별한 툴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툴 패널을 숨
겨 깔끔하고 효율적인 작업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Illustrator CC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여러 컴퓨터에서 Illustrator 설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

가 해당 설정을 가져올 수 있는 폴더로 설정을 내보내기만 하면 됩
니다. 설정 동기화를 통해 고유한 컴퓨터에 설정을 표준화하면 조직
전반에서 설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 시간 단축 기능
중앙에서 아트보드 그리기 및 크기 조절 기능, 견본 패널의 칠/선

제어 이용 기능, 슬라이더를 사용한 불투명도 설정 제어 기능 등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Illustrator CC
향상된 원근감 있는 드로잉 기능
소실점 및 가로선과 같은 원근감 격자 속성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원근감에 맞춰 아트웍을 다이내믹하
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InDesign CC

InDesign CC
InDesign은 디자인과 타이포그라피의 정교한 픽셀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데스크탑 게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레이아웃을 여러 디바이스와 페이지 크기에 효율적으로 맞추고 인쇄 또는 화면
표시가 가능한 세련되고 뛰어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특징 :
-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 적용되는 Liquid Layout
지원
-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 버전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수 있는 대체 레이아웃 기능(Alternate
Layout)
- InDesign 문서 내 혹은 문서 간 컨텐츠 연결
- 기존 레이아웃에서 텍스트와 객체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수집 툴 (Content Collector)

지원
- InDesign에서 바로 PDF 양식 생성

InDesign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다중 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6.8, v10.7, v10.8 또는 v10.9
2GB RAM(8GB 권장)
설치에 2.6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
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32비트 비디오 카드(레티나 디스플레이 지원),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SWF 파일을 내보내려면 Adobe Flash Player 10 소프트웨어 필요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 Windows 8 또는 Windows 8.1
2GB RAM(8GB 권장)
설치에 2.6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32비트 비디오 카드,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SWF 파일을 내보내려면 Adobe Flash Player 10 소프트웨어 필요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InDesign CC

InDesign CC 새로운 기능


향상된 64비트 성능 지원



고해상도와 Retina 디스플레이 지원



선택 폰트 옵션 미리보기



QR코드 생성기



전자출판 싱글앱 무제한 생성



작업물 실시간 동기화 가능



폰트 실시간 동기화 지원



수시 버전 업데이트

InDesign CC
새로운 기능 더욱 빨라진 성능과 최신 UI

InDesign의 백그라운드 기능이 향상되어 신속하고 매끄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64비트 기본 지원
을 통해 모든 시스템의 RA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DF 및 INX 파일을 인쇄하고 내보낼 때 속도와 안
정성에서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esign이 새로워졌습니다. 유
저 인터페이스가 Adobe®

Photoshop® 및 Illustrator®와 일
관되게 업데이트되어 전체
Adobe 애플리케이션에서 손쉽
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UI

의 밝기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레이아웃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InDesign CC
글꼴 동기화 / 검색 및 필터 / 신속하게 글꼴 미리보기 / 즐겨찾기
Creative Cloud를 통해 제공되는 글꼴 동기화를 이용하면 문자를 사용한 작업 방식을 바꿀 수 있습
니다. 풍부한 Adobe Typekit® 글꼴 라이브러리에서 완벽한 글꼴을 신속하게 찾아 시스템에 동기화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글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굵게","
중간 좁게", "이탤릭체"와 같은 글꼴 이름의 일부 또
는 글꼴 모음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면 기준에 일치

하는 글꼴만 표시됩니다.
글꼴이 레이아웃에서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신속
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여
러 글꼴을 찾으면서 선택한 텍스트에 적용된 각 글

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적합한 글꼴을
찾으면 글꼴 이름을 클릭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원
하는 글꼴을 선택합니다.

새
로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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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sign CC
QR 코드 생성기

InDesign에서 바로 깔끔하고 명확한 QR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InDesign에서 벡터 코드가 생성
되므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복사하여 Illustrator와 같은 애플리케이
션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InDesign에서 바로 QR 코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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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sign CC
향상된 디지털 출판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와 함께 InDesign을 사용
하면 널리 사용되는 태블릿에 배포할 세련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및 안드로이드
타블렛를 비롯한 인기있는 디바이스를 위한 eBook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랙티브한 레이
아웃을 SWF 또는 PDF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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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CC

Bridge CC
Bridge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 에셋을 한 곳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합니다. 손쉽게 일괄 처리하고, 워터마크를 추가하고, 중앙 집중식 색상 환경 설정도 설정할 수 있
으므로 작업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징 :
- 플랫폼 호환, 64비트 지원
- PSD, INDD, RAW와 같은 다른 형식의
파일의 축소판 표시
- Adobe Mini Bridge
- 유연한 일괄 처리
- 파일 끌어다 놓기 유연성
- 편집 가능한 경로 막대
- 중앙 집중식 색상 설정

Bridge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다중 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 v10.8 또는 v10.9
2GB RAM(4GB 권장)
설치에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8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최적의 비디오 재생 성능을 위한 GPU(옵션)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64비트), Windows 8(64비트) 또는 Windows 8.1(64비트)
2GB RAM
설치에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8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ASIO 프로토콜, WASAPI 또는 Microsoft WDM/MME 호환 사운드 카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Video Product
Premiere Pro CC

Prelude CC

After Effects CC

SpeedGrade CC

Audition CC

Premiere Pro CC

Premiere Pro CC
휴대폰의 비디오 샷에서 모든 유형의 비디오 미디어를 가져와 원시 5K로 자유롭게 결합한 다음
코드 변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래대로 편집합니다. 비디오 전문가를 위한 최상의 도구 세트
인 Adobe Premiere Pro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비디오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강력

하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비선형 편집기입니다.
특징 :
-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64bit Global Performance Cache
- 유동적인 고성능 편집 워크플로우
- GPU-enhanced Warp Stabilizer를 이용한
흔들리는 카메라 움직임을 조정
- 향상된 멀티캠 편집 워크플로우
-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카메라 지원

Premiere Pro CC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프로세서, 64비트 지원 필요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64비트), Windows 8(64비트) 또는 Windows 8.1(64비트)
4GB RAM(8GB 권장)
설치에 4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미리 보기 파일 및 기타 작업 파일에 추가 디스크 공간 필요(10GB 권장)

1280x800 디스플레이
7200RPM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빠른 디스크 드라이브 여러 개, RAID 0 구성 권장)
ASIO 프로토콜 또는 Microsoft Windows Driver Model과 호환 가능한 사운드 카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GPU 가속 성능을 위한 Adobe 인증 GPU 카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Mac OS
64비트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 v10.8 또는 v10.9
4GB RAM(8GB 권장)
설치에 4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미리 보기 파일 및 기타 작업 파일에 추가 디스크 공간 필요(10GB 권장)
1280x800 디스플레이
7200RPM 하드 드라이브(빠른 디스크 드라이브 여러 개, RAID 0 구성 권장)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GPU 가속 성능을 위한 Adobe 인증 GPU 카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Premiere Pro CC
Adobe Anywhere 통합

Adobe Anywhere를 사용하면 비디오 팀이 효과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표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미디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로컬 또는 원격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저장된 미디어에서 동시에 액세스, 스트리밍 및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파일 전송, 중복된 미디어 및 프록시 파일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Premiere Pro에서 Adobe Anywhere를 사

용하려면 파일 > Adobe Anywhere > 로그
인을 선택합니다. Adobe Anywhere 로그
인 대화 상자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
다.

새
로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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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멀티 카메라 시퀀스 편집 <여러 카메라 각도 자동 동기화>

새로운 멀티 카메라 모드는 프로그램 모니터 내에 멀티 카메라 편집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여러 카메라를 사용
해서 촬영된 다양한 카메라 각도의
클립 샷으로부터 또는 특정 장면의 여러 클립으로부터 즉시 편집 가능한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 옵션을 사용하면
공통 입력/출력 지점을 갖거나 타임코드가 겹치는
클립을 멀티 카메라 시퀀스로 결합할 수 있습니

다. 클립 저장소로부터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카메라 시퀀스를 만들 때는 100~+100까지 프레임 범위를 갖는 오디오 오프셋 기
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또는 오디오 트랙을 사용하여 여러 카메라 각도 자동 일치

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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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색상 관련 기능 향상
Lumetri Deep 색상 엔진 통합
Premiere Pro에는 이제 Lumetri Deep 색상 엔진이 포함됩니다. SpeedGrade 색상 교정 레이어 및 미리 작성된 LUT(조회
테이블)을 Premiere Pro 내에서 시퀀스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된 색상 등급 효과를 적용하거나 SpeedGrade에서 내보낸 .looks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LUT를 찾으려면 효과
에서 새로운 Lumetri Looks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Premiere Pro에 통합된 새로운 Lumetri 브라우저

새
로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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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Avid 및 Final Cut Pro 프로젝트에 대한 향상된 가져오기/내보내기 작업

Avid 또는 Final Cut Pro 프로젝트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때 작업이 향상되었습니다. AAF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 더
높은 충실도를 제공하고 DNxHD를 포함하여 더 많은 비디오 형식을 지원합니다.

새
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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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소스 일치 사전 설정

H.264 또는 MPEG 형식으로 비디오 파일을 내보내는

경우 Adobe Media Encoder에서 소스 일치 사전 설정
을 사용하여 소스 파일의 비디오 설정과 자동으로 일
치시킬 수 있습니다. [소스 일치] 사전 설정을 선택하
면 [내보내기 설정] 대화 상자의 [비디오] 설정 탭에
서 적절한 옵션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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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닫힌 캡션 데이터 내보내기
닫힌 캡션은 일반적으로 닫힌 캡션 표시를 지원하는 TV 및 기타 장치에서 비디오의 오디오 부분을 텍스트로 표시
하는 데 사용됩니다.

Adobe Media Encod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이드카 형식을 제공합니다.
Scenarist 닫힌 캡션 파일(.scc) - CC 표준: CEA-608
MacCaption VANC 파일(.mcc) - CC 표준: CEA-608 또는 CEA-708

SMPTE 타임드 텍스트(.xml) - CC 표준: CEA-608 또는 CEA-708
EBU 타임드 텍스트(.xml) - CC 표준: 문자 다중 방송
EBU N19 자막(.stl) - CC 표준: 문자 다중 방송

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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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비틀기 안정기 효과

비틀기 안정기 효과를 사용하여 동작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으로 인한 지터를 제거하기 때문
에 흔들리는 핸드헬드 푸티지를 안정적이고 매끄러운 샷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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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e Pro CC
롤링 셔터 복구 효과
DSLR 및 기타 CMOS 센서 기반 카메라의 공통된 문제는 비디오의 주사선 간에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사 간 시간 지연으로 인해 일부 이미지는 정확히 동시에 기록되지 않아서 롤링 셔터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러
한 왜곡은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emiere Pro의 [롤링 셔터 복구] 효과를 사용하여 인공적인 왜곡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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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ffects CC

After Effects CC
업계 표준 애니메이션 및 합성을 사용한 영화와 같은 시각 효과와 정교한 모션 그래픽으로 최고
의 성능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컨텐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징 :

- Global Performance Cache
- 새로운 3D Camera Tracker

- Fully ray-traced, extruded text and shapes
- 가변 마스크 페더링
- 90여개 이상 내장된 새로운 효과 기능
- 롤링 셔터 복구 기능
- 제품간 통합(Illustrator, Avid)

After Effects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64비트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4, v10.8 또는 v10.9
4GB RAM(8GB 권장)
설치에 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디스크 캐시를 위한 추가 디스크 공간(10GB 권장)
1440x9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아래 목록에서 광선 추적형 3D 렌더러의 GPU 가속화를 위한 최소 1GB VRAM 및 CUDA 5.0을 갖춘 그래픽 카드 선택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프로세서, 64비트 지원 필요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64비트), Windows 8 또는 Windows 8 Pro, Windows 8.1 또는 Windows 8.1 Pro
4GB RAM(8GB 권장)
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디스크 캐시를 위한 추가 디스크 공간(10GB 권장)
1280x108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GPU 가속 광선 추적 3D 렌더러를 위한 Adobe 인증 GPU 카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After Effects CC
마스크 추적기 (Mask Tracker)

수동으로 조정하지 않고도 전체 장면에서 나타나는 마스크 및 효과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
다. 개체 주위에 마스크를 적용하면 마스크는 전체 프레임에서 개체를 따라 이동하게 되며 마스크
가 이동하는 대로 위치, 회전, 크기 조절, 기울어짐 및 원근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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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ffects CC
라이브 3D 파이프라인 (Live 3D Pipeline)

많이 사용되는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CINEMA 4D의 개체 및 장면은 먼저 렌더링하지 않고 After
Effects CC 내에서 영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간에 파일을 손쉽게 주고 받으며 편집할 수 있으므
로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After Effects CC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 (Refine Edge tool)

더 이상 매트 라인을 어렵게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은 복잡한 전경 요소 또는 동작 흐
림 효과 처리된 가장자리를 복잡한 배경에서 분리할 때 세부 사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히 촬영한 영상
을 키잉 처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컴포지션할 수 있습니다.

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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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ffects CC
3D 카메라 추적기 (3D Camera Tracker)
3D 카메라 추적기를 사용하면 장면의 원래 카메라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 및 텍스트 레이어 등 새

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이 요청되었던 트랙 최적화를 제공하므로 영상을 최대 80%나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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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ffects CC
비틀기 안정기 VFX (Warp Stabilizer VFX)

가장 선호하는 비틀기 안정기의 주요 업그레이드인 VFX를 사용하면 장면에서 안정화된 개체를 선택하고 안정
화를 되돌리며 화면의 원래 크기로 유지하여 공중을 나는 장면과 같은 까다로운 영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현재 이전보다 80%나 빨라졌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After Effects CC
유연한 크기 조절 옵션 (Flexible scaling options)

쌍선형 및 쌍입방 리샘플링을 통해 모든 픽셀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 영상에서 HD로 또는 HD에
서 디지털 시네마 4K로 전환할 때 세부 사항-확대 유지 효과를 사용하면 품질과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After Effects CC
전역 성능 캐시 (Global Performance Cache)
고해상도 프로젝트에서도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전역 성능 캐시를 사용하면 프로젝트를 닫고 나중에 열더라도

자동 저장된 미리 보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fter Effects의
작업 속도가 빨라져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컴포지션을 복사하고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및 가속화 (Optimized and accelerated)
신속하게 영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픽
셀을 계산하고 광선 추적형 3D 렌더러를 위한 OptiX 3.0을 포함한
NVIDIA GPU를 지원합니다.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인 After Effects CC는
캐시 및 여러 프레임의 동시 렌더링을 위해 사용자 시스템에서 허용된
모든 RAM을 사용합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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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ffects CC
픽셀 동작 흐림 효과 (Pixel Motion Blur)

라이브 영상 및 렌더링된 장면의 움직이는 개체에 대해 동작 흐림 효과
를 추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하여 현실성, 과장
된 움직임, 샷 일치를 추가하여 끊어지는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및 효과 제어 (Control of animations and effects)

자동 움직임을 위한 사전 설정을 비롯하여 텍스트, 배경, 모양, 하단, 전환 등을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 사전 설
정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한 사전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속성 링크를 사용하면 애
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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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ffects CC
미디어 브라우저 (Media Brower)
이 간편하고 도킹 가능한 패널을 통해 에셋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디오 포맷을 신속하
게 검색하고 열며 합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동영상,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P2 카드, RED, XDCAM
및 ARRIRAW와 같은 업계 표준의 저장 미디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dobe Anywhere 통합 (Adobe Anywhere integration)

팀원과 함께 컴포지션 및 애니매이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fter Effects의 새로운 미디어 브라우저를 사용하
여 Anywhere 서버를 통해 공유 제작물을 검색하고 열 수 있습니다. 컴포지션과 미디어를 손쉽게 공유하고 이전
버전의 공유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Prelude CC

Prelude CC
직관적이며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입력을 위해 설계된 비디오 가져오기 및 로깅 도구인 Prelude
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비디오 영상을 태그 지정하고 코드 변환합니다. 비디오 제작 프로세스 전
체에 대해 유동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구성이 가능한 Adobe Premiere Pro로 간편하게 변환합니
다.

- 포스트 프로덕션을 위한 인제스트 및
다양한 포멧으로 트랜스코딩
- 서브클립이나 마커 생성
- 검색 가능한 임시 마커
- 음성 내역 메모
- 사용자 정의 가능한 메타데이터 가져오기

Prelude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64비트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4, v10.8 또는 v10.9
4GB RAM(8GB 권장)
설치에 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디스크 캐시를 위한 추가 디스크 공간(10GB 권장)
1440x9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아래 목록에서 광선 추적형 3D 렌더러의 GPU 가속화를 위한 최소 1GB VRAM 및 CUDA 5.0을 갖춘 그래픽 카드 선택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프로세서, 64비트 지원 필요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64비트), Windows 8 또는 Windows 8 Pro, Windows 8.1 또는 Windows 8.1 Pro
4GB RAM(8GB 권장)
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디스크 캐시를 위한 추가 디스크 공간(10GB 권장)
1280x108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GPU 가속 광선 추적 3D 렌더러를 위한 Adobe 인증 GPU 카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SpeedGrade CC

SpeedGrade CC
SpeedGrade는 시각적으로 일관성 있고 인상 깊은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레이어
기반 색상 수정 및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색상 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녹화된 비디오의 모
양을 개선하고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 팔레트를 제공하는 SpeedGrade는 작품을
세련되게 만들려는 편집자, 영화 제작자, 컬러리스트 및 시각 효과 기술자에게 적합합니다.

영화나 비디오를 위한 디지털 색상 보정 도구
GPU-accelerated Lumetri Deep Color Engine
HDR & RAW 컨텐츠 지원
1차 및 2차 색 보정 작업

SpeedGrade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64비트를 지원하는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4, v10.8 또는 v10.9
4GB RAM(8GB 권장)

설치에 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디스크 캐시를 위한 추가 디스크 공간(10GB 권장)
1440x9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아래 목록에서 광선 추적형 3D 렌더러의 GPU 가속화를 위한 최소 1GB VRAM 및 CUDA 5.0을 갖춘 그래픽 카드 선택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프로세서, 64비트 지원 필요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64비트), Windows 8 또는 Windows 8 Pro, Windows 8.1 또는 Windows 8.1 Pro
4GB RAM(8GB 권장)
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디스크 캐시를 위한 추가 디스크 공간(10GB 권장)
1280x108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QuickTime 기능에는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옵션: GPU 가속 광선 추적 3D 렌더러를 위한 Adobe 인증 GPU 카드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Audition CC

Audition CC
Adobe Audition의 웨이브폼, 스펙트럴 디스플레이, 다중 트랙 도구와 같은 포괄적인 세트
로 오디오 파일을 녹음, 편집 및 생성하십시오. 강력한 이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은 오디오 제작
작업 과정을 단축하고 최고 표준의 사운드 품질을 유지합니다.
특징 :

- 사운드 제거장치
- 미리 보기 편집기
- 향상된 다중 트랙 편집

- 고급 사운드 디자인
- 향상된 스펙트럴 디스플레이 편집
- 오디오 처리

- ITU 고음 미터링
- 64비트 아키텍처
- 자주 하는 작업 편집 가능

Audition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다중 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 v10.8 또는 v10.9
2GB RAM
설치에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8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최적의 비디오 재생 성능을 위한 GPU(옵션)
외주 제어면에 대한 USB 인터페이스 및/또는 MIDI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수 있음(장치 제작자의 사양 참조)
옵션: CD 굽기를 위한 광학 드라이브(SuperDrive 권장)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7 서비스 팩 1(64비트), Windows 8(64비트) 또는 Windows 8.1(64비트)
2GB RAM
설치에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800 디스플레이
OpenGL 2.0 지원 시스템
ASIO 프로토콜, WASAPI 또는 Microsoft WDM/MME 호환 사운드 카드
외주 제어면에 대한 USB 인터페이스 및/또는 MIDI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수 있음(장치 제작자의 사양 참조)
옵션: CD 굽기를 위한 광학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eb & App Product (HTML5)
Dreamweaver CC

Flash Professional CC

Muse CC

Fireworks CC

Edge CC

Digital Publishing Suite Single Edition

Flash Professional CC

Flash Professional CC
Flash Professional은 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 환경을 제공합
니다. 시각 디자이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터랙티브 환경을 만들고 HTML5 지원은 물론,
데스크탑과 모바일 디바이스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 스프라이트 시트(Sprite Sheet) 생성 : 심볼 을 이미지
시퀀스로 내보내는 기능

- AIR 3.2 and Flash Player 11.2 지원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지원
- 사전 패키지화된 Adobe AIR 애플리케이션 제작
- Adobe AIR 모바일 시뮬레이션
- 강력한 스테이지 3D 지원

- HTML로 내보내기 : Toolkit for CreateJS
20여개의 새로운 code snippets 제공

Flash Professional CC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Intel Centrino®, Intel Xeon® 또는 Intel Core™ Duo(또는 호환)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7(64비트), Windows 8(64비트) 또는 Windows 8.1(64비트)

2GB RAM(4GB 권장)
설치에 2.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QuickTime 10.x 소프트웨어 권장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Mac OS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64비트), v10.8(64비트) 또는 v10.9(64비트)
2GB RAM(4GB 권장)

설치에 2.5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
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QuickTime 10.x 소프트웨어 권장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Dreamweaver CC

Dreamweaver CC
코드 작성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웹 및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설계, 개발 및 게시 작업을 수행합
니다. Dreamweaver에서는 웹 사이트 생성 및 편집을 위한 직관적인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HTML5/CSS3 및 jQuery에 대한 최상의 지원은 물론 웹 표준과의 최신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특징 :
-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를 지원하는 유동 격자
레이아웃(fluid grid layout) 지원
- 향상된 jQuery Mobile 지원
- 향상된 PhoneGap 지원
- CSS transition 지원을 통한 간편한 애니메이션 제작
- HTML5를 완벽히 지원하는 향상된 라이브뷰 기능
- 향상된 FTP 기능 (멀티쓰레드 FTP 지원)

Dreamweaver CC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다중 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7, v10.8 또는 v10.9

1GB RAM
설치에 1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1024 디스플레이(16비트 비디오 카드 장착)
Java Runtime Environment 1.6

HTML5 미디어 재생을 위해 QuickTime 7.6.6 소프트웨어 필요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8.1
1GB RAM
설치에 1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1024 디스플레이(16비트 비디오 카드 장착)
Java™ Runtime Environment 1.6(포함)
소프트웨어 활성화, 구독 확인 및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Dreamweaver CC
향상된 CSS 디자이너
직관적인 시각 편집 툴을 사용하여 웹 표준의 깔끔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그레이디언트 및 상자 그림자와 같은 CSS 속성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유용성과 새로운 색상 피커를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CSS를 편집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업무 생
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이브 강조 표시
라이브 뷰의 HTML 요소와 적용된 CSS 선택기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
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CSS 디자이너에서 정보를 확인하면서 라이
브 뷰에서 실시간으로 요소를 검사하고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Dreamweaver CC
현대화된 라이브 뷰
라이브 뷰의 새로운 렌더링 엔진은 Google Chrome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과 HTML5 지원을 통해 웹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이제 컨텐
츠를 테스트하기 위해 브라우저로 전환하지 않고 Dreamweave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플랫폼 지원
HTML, CSS 및 JavaScript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지원되는 PHP 5.4를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다이내믹한 페이지를 개
발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Dreamweaver CC
유동 격자 레이아웃
웹 디자인과 화면 크기에 맞게 변경되는 레이아웃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유동 격자 레이아웃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크
기의 데스크탑 및 디바이스 화면에 표시할 프로젝트를 간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동기화
모든 컴퓨터에서 Creative Cloud에 로그인하여 사용자의 환경 설정, 사이
트 설정, 사용자 정의 작업 영역 및 키보드 단축키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의 작업 방식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설정해 두면 Creative Cloud
를 통해 어디에서나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Dreamweaver CC
Edge Web Fonts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dobe Typekit®
기반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Adobe Edge Web Fonts 라이브
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eamweaver 및 Edge 툴에서 웹 글꼴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로딩되는 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세밀하
게 제어할 수 있는 멋진 스타일의 타이포그래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jQuery UI 위젯
단순하고 재미없는 버튼이나 일반적인 아이콘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
제 jQuery UI 위젯을 드래그하여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코디언을 추가
하여 축소 가능한 컨텐츠 패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버튼 상태
를 업데이트하여 모바일 앱과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새
로
운
기
능

Muse CC

Muse CC

Adobe Muse 새로운 도구
•

직관적인 웹 사이트 디자인 레이아웃 작성

•

마스터 페이지 활용

•

백 여개의 웹 폰트 제공

•

다이내믹한 페이지 리사이징

•

Photoshop 및 Fireworks와 호환 편집

•

텍스트 및 단락 도구

•

디바이스 크기에 맞는 유동적인 디스플레이

•

에셋 관리를 통한 컨텐츠 효율적 활용

•

오브젝트를 통한 효율적인 패턴작업

•

슬라이드 쇼 기능 제공

•

HTML 임베디드 가능

Muse CC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2.33GHz Intel® Pentium® 4, AMD Athlon® 64 2800+ 이상의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XP Home, Professional 또는 Tablet PC Edition 서비스 팩 3; Windows Server® 2003 또는 2008; Windows
Vista® Home Premium, Business, Ultimate 또는 Enterprise(64비트 에디션 포함) 서비스 팩 2;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8.1
1GB RAM
Adobe AIR 3.3

Mac OS
Intel Core™ Duo 이상의 프로세서
Mac OS X v10.6, v10.7, v10.8 또는 v10.9

1GB RAM
Adobe AIR 3.3

Muse CC
코드없이 웹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Adobe Creative Cloud 대표적 툴

- 직관적인 웹 사이트 디자인 레이아웃 작성

- 백 여개의 웹 폰트 제공
- 디바이스 크기에 맞는 유동적인 디스플레이
- 시차 스크롤링 효과 적용

- 슬라이드 쇼 기능 제공
- HTML 임베디드 가능
- 다양한 사이트 호스팅 옵션

- 수시 업데이트

Muse CC

새
로
운
기
능

직관적인 웹사이트 레이아웃 작성
원클릭으로 사이트 레이아웃 계획 가능

시각적으로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작
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에 페이지
를 추가, 이름 지정 및 정렬하고 몇 번

의 클릭만으로 마스터 페이지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하여 놓는
방식으로 페이지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use CC

새
로
운
기
능

백 여개의 웹 폰트 지원
Creative Cloud 멤버에게만 제공

Adobe Typekit® 서비스에서 호스팅하
는 Adobe Edge Web Fonts, 웹용으로 안

전한 글꼴 및 시스템 글꼴 등 다양한
서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Muse CC

새
로
운
기
능

디바이스 크기에 맞는 유동적인 디스플레이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컨텐츠 제작

다양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서 신
속하게 로드되고 매끄럽게 렌더링되
는 전문적인 웹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Adobe Muse 코드는 향상된
최신 웹 표준과 브라우저의 기능을 이
용하도록 작성됩니다.

Muse CC

새
로
운
기
능

시차 스크롤링 효과 적용
객체 또는 텍스트 등에 스크롤 효과 적용

스크롤링하면 이미지와 요소가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멋진 효과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use CC

새
로
운
기
능

슬라이드 쇼 기능 제공
템플릿 기반의 인터렉티브 요소 적용

드래그하여 놓는 방식으로 웹 사이트
에 맞춤형 내비게이션, 슬라이드 쇼,
연락처 양식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obe Muse의 모든 인터랙티브한 위
젯은 터치 기반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se CC

새
로
운
기
능

HTML 임베디드 가능
사이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HTML 소스 지원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사이트에
Google Maps, YouTube 비디오,
Facebook 피드, HTML5 애니메이션 파
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
드를 복사하여 페이지에 붙여넣으면

Adobe Muse에서 나머지 작업을 자동
으로 처리합니다

Muse CC

새
로
운
기
능

다양한 사이트 호스팅 옵션
Adobe Business Catalyst를 통한 호스팅 제공

원하는 제공업체를 통해 웹 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Adobe Business
Catalyst®를 통해 또는 HTML로 내보내
거나 FTP 호스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제공업체를 통해 라이브시킬 수 있습
니다.

Edge CC

Edge CC
Create animated, interactive content for the modern web.

Adobe Edge CC 새로운 도구
•

HTML 5 기반의 애니메이션 제작

•

인터렉티브 컨텐츠 제작

•

WYSIWIG 방식의 쉬운 제작 환경

•

타임라인 이용한 키프레임 기반 컨텐츠 제작

•

다양한 디바이스 호환 가능한 퍼블리싱

•

CSS 필터 및 그라이언트 제공

•

하위 버전 브라우저 지원

•

드로잉 및 텍스트 도구

•

웹 폰트 및 디지털 퍼블리싱 지원

•

리치 인터렉티브 수용성

Edge CC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2.33GHz Intel® Pentium® 4, AMD Athlon® 64 2800+ 이상의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XP Home, Professional 또는 Tablet PC Edition 서비스 팩 3; Windows Server® 2003 또는 2008; Windows
Vista® Home Premium, Business, Ultimate 또는 Enterprise(64비트 에디션 포함) 서비스 팩 2;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8.1
1GB RAM

Adobe AIR 3.3

Mac OS
Intel Core™ Duo 이상의 프로세서

Mac OS X v10.6, v10.7, v10.8 또는 v10.9
1GB RAM
Adobe AIR 3.3

Edge CC
Adobe Edge Tools & Services
New tools and services for a beautiful, modern web

Edge Animate CC

Edge Reflow CC

에지 에니메이트는 에지도구

Edge Code CC

Edge Inspect CC

CSS를 이용해 시각적 디자인

HTML5, CSS, JAVA Script에 최

SCC를 이용해 시각적 디자인을

중 가장 처음에 소개된 도구로,

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화된 코드 편집 도구입니다.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

HTML5, CSS3, JAVA Script를 이

설계 도구입니다. 동일한 사이

에지 코드 기본 기능이 브래

도구입니다. 동일한 사이트 디

용하여 웹 표준 기술 기반 콘

트 디자인을 여러 레이아웃으

킷(Brackets)이라는 이름으로

자인을 여러 레이아웃으로 만들

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

로 만들 때 작업을 단순화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외부

때 작업을 단순화해 줍니다.

할 수 있는 동작 및 인터렉티

줍니다.

개발자들이 문제점 개선에 참

브 디자인 도구입니다.

여할 수 있습니다. 에지 코드
는 코드 수정 결과를 자동으
로 적용해 보여 주는 라이브
브라우저 기능을 지원합니다.

Edge CC
Adobe Edge Tools & Services
New tools and services for a beautiful, modern web

Edge Web Fonts

Typekit

PhoneGap Build

웹사이트 및 앱에서 지속적으로

디자이너 및 개발자들이 웹 사이

HTML, CSS 및 JAVA Script로 개발

증가하고 있는 오픈 소스 폰트

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고품질 폰

된 모바일 앱을 다양한 플랫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도

트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습

앱으로 만듭니다.

구로, 무료 웹 폰트를 제공합니

니다.

오픈소스 웹 앱 프레임워크 폰갭

다.

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dge Animate CC
Animate를 사용하면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및 데스크탑 브라우저에 표
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및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손쉽고 정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징 :
- 정밀한 애니메이션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드로잉 및 텍스트 도구
- 모션 경로
-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심볼
- 다양한 대화형 기능
- 그라디언트 지원
- CSS 필터 지원
- 모바일 전용 컨텐츠
- 네이티브 HTML

Edge Reflow CC
Edge Reflow를 사용하면 디자이너가 멋진 반응형 웹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수 있습니다. 웹 전용 디
자인 페이지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CSS 디자인 및 레이아웃 특징을 나타낼 수 있으며 Edge Inspect
가 설치된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에서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Reflow를 Photoshop CC
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므로 정적 디자인을 한 번의 클릭으로 반응형 요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징 :
- Webkit 화면에서 반응형 디자인

- Photoshop CC 에셋 가져오기
- 시각 미디어-중단점 쿼리
- 다중 페이지 디자인 만들기
- 브라우저에서 디자인 미리 보기
- Edge Inspect로 디바이스에서 디자인 공유
- CSS를 추출하여 개발에 사용
- 시각 웹 레이아웃 시스템
- 프로젝트 에셋 관리
- 최신 CSS 표준을 사용하여 디자인

- CSS Regions를 사용하여 고급 텍스트 레이아웃 만들기
- Typekit 및 Edge Web Fonts로 디자인
- 통합된 유동 격자 시스템
- 시각화에 도움을 주도록 캐럿 기호 삽입
- 디자인에 양식 요소 작성

Edge Code CC
Edge Code는 HTML, CSS 및 JavaScript로 작업하는 웹 개발자를 위한 간소한 코드 편
집기입니다. Edge Code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코드의 변경 내
용을 화면에 바로 표시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합니다.
특징 :
- 공개 소스 코드 편집기인 Brackets 기반 제작
- 문맥 편집

- CSS, HTML 및 JavaScript 코드 힌트
- 통합된 시각 도구와 색상 편집
- Edge Inspect, PhoneGap Build, Edge Web Fonts 및
Kuler를 사용한 편집 기능 확장

- 50개 이상의 커뮤니티 확장 기능
- HTML 라이브 개발, 라이브 미리 보기 포함
- 새 셀렉터 만들기 - CSS에 새 규칙 추가 가능
- 편집기에서 이미지 미리 보기

- CSS 베지어 타이밍 편집기

Edge Inspect CC
Edge Inspect는 컨텐츠를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미리 보기해야 하는 웹 개발자나 디
자이너에게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 iOS 및 Android 디바이스와 컴퓨터를 무
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된 어떤 디바이스이든 스크린샷을 받고, HTML, CSS, 및
JavaScript의 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징 :
- 동기화된 브라우징 및 새로 고침
- 원격 검사
- 스크린샷
- 캐시 관리
- 로컬 호스트 지원
- 디바이스에서 Edge Inspect UI 숨기기/표시
- URL 모니터링
- HTTPS 지원
- HTTP 인증 지원
- Amazon Kindle Fire 지원

Edge Web Fonts CC
Adobe, Google 및 전 세계의 디자이너의 협력에 힘입어, Edge Web Fonts는 웹 사이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무료 웹 글꼴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글꼴은 Typekit에서
제공되므로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른 Adobe 제품과의 통합을 통해 웹 프로
젝트에 손쉽게 글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징 :
- 탐색 및 글꼴 사용을 위한 새 웹 사이트
- Edge Animate와 완벽 통합
- Edge Reflow와 완벽 통합
- Dreamweaver와 완벽 통합

Typekit
Typekit은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글꼴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Typrkit의 여러 제작 파트너에서 서체를 선
택하고 Creative Cloud를 사용하여 데스크톱으로 동기화하거나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글꼴은 표준 기반의 CSS 및 JS를 사용하여 서비스되며 데스크톱과 모바일 환경에서 모
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 Blackberry 10 및 Windows Phone 8을 위한 새 웹 글꼴 지원
- Typekit.com은 이제 프랑스어와 일본어로도 제공됩니다.
- 여러 브라우저와 운영 체제에서 표시되는 새롭고 향상된 웹 글꼴의 스크린 샷
- 더 길어진 캐시 제한 시간으로 성능이 향상된 웹 글꼴 서비스

PhoneGap Build
PhoneGap Build를 통해 자주 이용하는 HTML, CSS 및 JavaScript와 같은 웹 도구를 사
용하여 모바일 앱을 생성하고 클라우드의 여러 플랫폼을 위해 간단하게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특징 :

- GenericPush 플러그인이 릴리스됨
- Adobe PhoneGap Build plugin for Facebook 연결이 릴리스됨
- 추가된 공동 작업자 설명서

Fireworks CC

Fireworks CC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Microsoft® Windows® XP 서비스 팩 3 또는 Windows 7 서비스 팩 1. Adobe Creative Suite 5.5 및 CS6 애플리케이션은 Windows 8 및 Windows 8.1

도 지원합니다. Windows 8 및 Windows 8.1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S6 FAQ를 참고하십시오.*
1GB RAM(2GB 권장)
설치에 1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1024 디스플레이(16비트 비디오 카드 장착)
DVD-ROM 드라이브

Mac OS
다중 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6.8 또는 v10.7. Intel 기반 시스템에 설치할 경우 Adobe Creative Suite 5, CS5.5 및 CS6 애플리케이션이 Mac OS X Mountain

Lion(v10.8) 및 Mavericks(v10.9)를 지원합니다.*
1GB RAM(2GB 권장)
설치에 1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80x1024 디스플레이(16비트 비디오 카드 장착)

DVD-ROM 드라이브

Fireworks CC
Fireworks는 웹 디자이너에게 코드에 시간을 너무 소모하거나 여러 색상 팔레트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웹 페이지를 위한 그래픽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
공하며 Photoshop, Illustrator 및 Dreamweaver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개선된 CSS 지원
jQuery Mobile 테마 스키닝
색상에 대한 보다 신속한 액세스

CSS 스프라이트 생성
개선된 성능
API 액세스

업데이트된 기호 및 템플릿

Digital Publishing Suite Single Edition

Digital Publishing Suite Single Edition
시스템 요구 사항
Mac OS
다중 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X v10.6.8, v10.7 또는 v10.8
2GB RAM(8GB 권장)
설치에 2.6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필요, 설치 중에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이동식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설치할 수 없음)
32비트 비디오 카드,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지원
제작에 Adobe InDesign CS5, CS5.5, CS6 또는 CC 소프트웨어 필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고 멤버십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인터넷 연결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Single Edition
Digital Publishing Suite SE 버전을 이용하면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iPad 앱으로 친숙한
InDesign 기술을 사용하여 브로셔, 포트폴리오, 졸업앨범, 연례 보고서와 같은 컨텐츠를 작성,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iPad 앱 전송 무제한
iPad 및 데스크탑 미리보기
무료로 앱 업데이트 가능
인터랙티브 오버레이
HTML5 지원

Web Hosting (Business Catalyst)

Web Hosting (Business Catalyist)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Internet Explorer 8 이상
Firefox 4 이상
크롬 18 이상

Mac OS
Apple Safari 5 이상
Firefox 4 이상
크롬 18 이상

iOS 또는 Android
기본 브라우저

Web Hosting (Business Catalyist)
Adobe Business Catalyst를 사용한 Web Hosting을 통해 온라인으로 웹 사이트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Muse 또는 Dreamweaver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모바일
및 태블릿 장치 모두에서 멋진 웹 사이트를 만든 다음 간편하고 안전한 웹 호스팅을
통해 게시해 보십시오.

업데이트된 보다 일관성 있는 탐색 리본
새로 고쳐진 Admin Console UI
페이지에 대한 향상된 SEO 메타데이터 관리
보안 개선 사항

Behance

Behance
시스템 요구 사항
Behance.net
Behance는 IE8, Safari 6, 최신 버전의 Firefox 및 크롬에서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iPhone용 Behance
iPhone, iPod Touch 및 iPad와 호환됩니다. iOS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앱은 iPhone 5에 최적화되었습니다.

iOS용 Creative Portfolio
iPhone 3GS, iPhone 4, iPhone 4S, iPhone 5, iPod Touch(3세대), iPod Touch(4세대), iPod Touch(5세대) 및 iPad와 호환됩니다. iOS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앱은 iPhone 5에 최적화되었습니다.

Behance
Behance는 크리에이티브 작품을 전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업계 선두의 무료 온라인 플랫폼입
니다. 귀하는 멤버로서 작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광범위하게,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작품을 둘러보고 전 세계의 인재들과 접촉합니다. 이제 Creative Cloud 및 선택한
Adobe 툴을 통해 Behance에 바로 작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Behance는 무료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프로젝트를
무제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거나 자기 분야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검색
작품을 감상 중인 사람, 프로젝트 조회수, 댓글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 상태 추적
Creative Cloud 또는 Photoshop에서 작업하고 있
는 작품을 Behance에 진행 중인 작품으로 공유
이동 중에 크리에이티브 작품을 검색하고 활동 및
알림을 추적할 수 있는 iPhone용 Behance 다운로
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어디서나 포트폴리오를 전시할
수 있는 Creative Portfolio 앱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