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Audition CS5.5 텔레세일즈 가이드

Adobe® Audition® CS5.5
최상의 사운드 제작
Adobe Audition CS5.5 소프트웨어는 Mac OS 또는 Windows®에서 최상의 프로덕션
사운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멀티트랙 기록, 편집
및 믹스 기능과 더욱 향상된 워크플로우 유연성 및 최적화된 성능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오디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노이즈 감소 및 정밀 조정 툴을 제공하고
서라운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dobe Audition CS5.5를 사용하면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를 구입해야 하는 주요 이유
Adobe Audition CS5.5는 다음과
같은 Adobe Creative Suite 5.5
에디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Mac 지원 — 강력한 크로스 플랫폼 오디오 툴셋을 사용하여 오디오를 기록, 믹스, 편집 및 마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는 기본적으로 Mac OS X v10.5 및 v10.6과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실행됩니다.

Production Premium

강력한 정밀 조정 및 복원 툴 — 신속하게 오디오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응 노이즈 감소 툴 및

Master Collection

DeClicker와 같은 진단 기능, 오디오 문제를 시각적으로 수정하는 오디오 복구 페인트브러쉬 등 Adobe
Audition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덕션 오디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형 및 스펙트럼 편집 — Mac OS 또는 Windows에서 파형 뷰 및 스펙트럼 표시를 통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손쉽게 분리 및 제거할 수 있는 주파수 기반의 스펙트럼 표시 또는 일반적인 파형 뷰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Adobe Premiere® Pro와 양방향 편집 — 비디오에 사용할 오디오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Adobe
Premiere Pro 소프트웨어에서 개별 클립 및 멀티트랙 믹스를 Adobe Audition으로 가져와 편집하거나 참조
비디오가 포함된 Adobe Premiere Pro 시퀀스를 Adobe Audition으로 전달하여 사운드트랙 제작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타사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 및 널리 사용되는 DAW에서 프로젝트 교환 — Adobe Audition의 내장된 OMF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Adobe Audition과 Avid Pro 툴 간에 세션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XML 교환 기능을 통해 타사의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 — 일괄 처리 기능을 사용하면 지루하게 진행했던 반복적인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에서 여러 파일의 샘플 속도 또는 파일 포맷을 변환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 5.1 다중 채널 지원 — 다중 채널 파일을 편집하고 5.1 서라운드로 프로젝트를 믹스할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에는 믹서 뷰의 서라운드 패너, 서라운드 반향 효과 및 다중 채널 게인 프로세서인
증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DSP 효과 — 전문적인 효과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향상시키거나 강력한 VST 및 Mac Audio Units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잡한 프로덕션 오디오를 수정하거나 사운드스케이프를 디자인하고 분위기를
만들거나 높은 품질의 비주얼에 맞는 사운드트랙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dobe Resource Central에서 제공하는 로열티 없는 컨텐츠* — Adobe Audition CS5.5의 Resource
Central 패널을 사용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로열티 없는 사운드 효과 및 기타 오디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로 바로 드래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XMP 메타데이터 패널 —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XMP 메타데이터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XMP 메타데이터에서 BWF(Broadcast WAV Format) 스키마를 지원하므로 Adobe Creative

Suite® Production Premium, 기타 라디오 및 TV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XML 세션 파일 자동 저장 —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 강력하고 유연한 XML 포맷으로 세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 패널을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실행 취소할 수 있으며 Adobe
Audition 3 세션을 가져와 XML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주요 이유
기본 Mac OS 지원 — 강력한 크로스 플랫폼 오디오 툴셋을 사용하여 오디오를 기록, 믹스,
편집 및 마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는 기본적으로 Mac OS x v10.5 및 v10.6과

Windows에서 실행됩니다.
고성능 오디오 엔진 — Adobe Audition의 새로운 오디오 엔진을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고 여러 개의 주요 효과를 처리하거나 여러 세션을 동시에
편집하는 등 오디오 프로덕션의 전 과정을 Adobe Audition CS5.5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dobe Premiere Pro와 양방향 편집 — 비디오에 사용할 오디오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Adobe Premiere Pro에서 개별 클립 및 멀티트랙 믹스를 Adobe Audition으로 가져와
편집하거나 참조 비디오가 포함된 Adobe Premiere Pro 시퀀스를 Adobe Audition으로 전달하여
사운드트랙 제작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타사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 및 널리 사용되는 DAW에서 프로젝트 교환 — Adobe Audition의
내장된 OMF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Adobe Audition과 Avid Pro 툴 간에 세션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XML 교환 기능을 통해 타사의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 5.1 다중 채널 지원 — 다중 채널 파일을 편집하고 5.1 서라운드로 프로젝트를 믹스할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에는 믹서 뷰의 서라운드 패너, 새로운 서라운드 반향 효과 및 다중
채널 게인 프로세서인 증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상된 효과 워크플로우 — 새로운 모덜리스 효과 랙에서 여러 효과의 설정을 동시에 조정하면서
오디오를 편집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파형 편집기에서 선택하거나 편집하면서 서로 다른 효과 설정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Adobe Resource Central에서 제공하는 로열티 없는 컨텐츠* — Adobe Audition CS5.5의
새로운 Resource Central 패널을 사용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로열티 없는 사운드 효과 및 기타 오디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로 바로 드래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 효과 — 오디오 효과에 대한 기본 지원을 활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dobe Audition CS5.5에 추가된 효과에는 DeHummer, DeEsser, 음성 볼륨 레벨러 및 5.1 서라운드
프로젝트 작업을 위한 서라운드 반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소화된 XMP 메타데이터 패널 —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XMP 메타데이터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XMP 메타데이터에서 BWF(Broadcast WAV Format) 스키마를 지원하므로 Adobe

Creative Suite Production Premium, 기타 라디오 및 TV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XML 세션 파일 자동 저장 —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 강력하고 유연한 XML 포맷으로 세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 패널을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실행 취소할 수 있으며

Adobe Audition 3 세션을 가져와 XML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DSP 효과 — 전문적인 효과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향상시키거나 강력한 VST 및 Mac
Audio Units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잡한 프로덕션 오디오를 수정하거나 사운드스케이프를
디자인하고 분위기를 만들거나 높은 품질의 비주얼에 맞는 사운드트랙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 패널 — 새로운 기록 패널을 사용하면 이전 상태로 손쉽게 되돌릴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편집, 정렬 및 믹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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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Adobe Audition CS5.5 고객을 위한 FAQ

Windows

Adobe Audition CS5.5와 Adobe Soundbooth® CS5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dobe Audition CS5.5는 방송, 영화 및 기타 업계의 비디오 및 오디오 전문가를 위해 고안된 제품으로
전문적으로 오디오를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Adobe Soundbooth CS5는 편리한 오디오 툴로
설계되었지만 고객은 Adobe Audition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제어 기능을 원하므로 Adobe Audition을
시장 최고의 크로스 플랫폼 오디오 툴셋으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Intel Core™2 Duo 또는
AMD Phenom® II 권장)
• Microsoft Windows XP(서비스 팩 3),
Windows Vista Home Premium,
Business, Ultimate 또는 Enterprise,
Windows 7
• 1GB RAM, HDV 및 HD 재생 시 2GB
• 설치를 위한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설치 시 추가 여유 공간 필요)(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이동식 디스크에 설치할 수 없음)
• OpenGL 2.0 호환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1280x800 디스플레이
• ASIO 프로토콜 또는 Microsoft WDM/
MME 호환 사운드 카드
• DVD-ROM 드라이브
• QuickTime 기능에 필요한 QuickTime
7.6.2 소프트웨어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가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시 필요한
인터넷 연결*

Adobe Audition CS5.5는 어떤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까?
Adobe Audition은 Mac OS X v10.5.8 또는 v10.6, Microsoft® Windows XP(서비스 팩 3), Windows
Vista® Home Premium, Business, Ultimate 또는 Enterprise(서비스 팩 1)(인증된 32비트 Windows
XP, 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Vista), Windows 7(32비트 및 64비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PowerPC® 기반의 Mac에서 Adobe Audi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Intel 프로세서 기반의 Mac이 필요합니다.
Adobe Audition은 새로운 Adobe Creative Suite 5.5 제품군의 일부입니까?
예. 개별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Adobe Creative Suite 5.5 Production Premium 및 Master
Collection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Mac OS
•
•
•
•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5.8 또는 v10.6
1GB RAM, HDV 및 HD 재생 시 2GB
설치를 위한 2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설치 시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를
구분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이동식 디스크에
설치할 수 없음)

• OpenGL 2.0 호환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1280x800 디스플레이
• Core Audio 호환 사운드 카드
• DVD-ROM 드라이브(SuperDrive 권장)
• QuickTime 기능에 필요한 QuickTime
7.6.2 소프트웨어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가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시 필요한
인터넷 연결*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와 비디오
하드웨어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www.adobe.com/go/
audition_systemreqs_kr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제품 세부 정보:

www.adobe.com/go/audition_kr
업그레이드 정보:

www.adobe.com/go/
audition_upgrade_kr

* Adobe CS Live 서비스를 비롯한 Adobe 온라인 서비스는 13세 이상의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약관 및 Adobe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www.adobe.com/go/terms_kr)에 동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일부 국가 또는 언어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등록해야 하거나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추가 비용 또는 가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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