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 텔레세일즈 가이드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인쇄 디자인과 디지털 출판물 제작
최상의 품질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인쇄 디자인을
전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 소프트웨어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벡터 그래픽을 제작하고 보다
신속하게 페이지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수십 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이내믹한 프레젠테이션, 세련된 디자인의 eBook, 전통적인
인쇄물에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가미된 매력적인 디지털 문서*를 통해 인쇄 그 이상의
범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객 프로필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에 통합된 제품
Adobe Photoshop® CS5
Adobe Illustrator® CS5
Adobe InDesign® CS5.5
Adobe Acrobat® X Pro
추가 구성 요소

Adobe Bridge CS5
Adobe Device Central CS5.5
Adobe CS Live 온라인 서비스 ‡§ 와
통합:
2012년 4월 12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CS Live 온라인 서비스 ‡§ 의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cslive_kr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제품으로 업셀링해야 합니까?

Design Standard의 모든 기능과 Adobe
Photoshop CS5 Extended, Flash®
Professional CS5.5, Dreamweaver®
CS5.5 및 Fireworks® CS5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Premium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Design
Premium은 3D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강화하고 표준 기반의 웹 사이트와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디자인 및
개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제품입니다.
월별 사용료(Subscription option):
저렴한 월별 사용료를 지불하고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www.adobe.com/go/
cssubscription_kr을 참조하십시오.

인쇄 디자이너 — 명함에서 브로셔, 잡지 및 신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인쇄 프로젝트에서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로 인쇄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비즈니스 기회가 날로 증가하면서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기존의 타이포그래피 및 레이아웃 작업을 주로 진행하므로 프레젠테이션,

eBook, 잡지 등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가독성이 높으며 유익한 디지털 문서를 제작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Design Standard에서 제공하는 익숙한 툴, 기법 및 기술을 활용하여
인쇄 디자인 그 이상의 범위로 작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를 구입해야 하는 주요 이유
Adobe Photoshop의 혁신적인 이미지 편집 — 디지털 이미징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Adobe
Photoshop CS5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매력적인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브러시 툴을 활용하여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획으로 페인트할 수 있고 정교한 선택 툴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워크플로우 및 성능 관련 기능을 통해 일상적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사용 가능한 벡터 그래픽 제작 — 로고, 브랜드,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패키징,
사이니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벡터 아트웍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dobe

Illustrator CS5 소프트웨어는 시선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드로잉 툴과 표현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브러시를 제공합니다.
인쇄를 위한 전문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제작 — 직관적인 디자인 환경, 정교한 타이포그래피 제어 기능,
내장된 크리에이티브 툴 및 효과, 강력한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Adobe InDesign CS5.5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매력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dobe InDesign의 Folio Producer 툴 — Apple iPad, RIM BlackBerry PlayBook 및 Motorola Xoom을
비롯한 다양한 Android™ 타블렛과 같은 타블렛 디바이스에서 재생할 수 있는 360도 회전 및 파노라마와
같은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가 결합된 매력적인 디지털 잡지, 신문, 연간 보고서, 매뉴얼 및 기타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호스팅 솔루션에 업로드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제작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InDesign에서 세련된 eBook 제작† — 거의 모든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세련된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가 포함된 매력적인 eBook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EPUB 워크플로우를
통해 시선을 사로잡는 eBook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개발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HTML5
비디오 및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는 eBook 리더 애플리케이션와 브라우저에서 재생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포함된 eBook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products/digitalpublishingsuite를
참조하십시오 .
† InDesign에서 EPUB3 및 HTML5 코드를 사용하여 오디오 , 비디오 및 기타 고급 기능이 포함된 eBook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디바이스, 브라우저 또는 EPUB 리더에서
EPUB3 및 HTML5 표시, 미디어 재생 및 더블바이트 문자(예: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프리플라이트 — 라이브 프리플라이트를 사용하여 InDesign 레이아웃의 오류를 감지하고

Adobe Acrobat X Pro 소프트웨어에서 PDF 파일에 대한 강력한 프리플라이트 검사를 통해 오류 없는
제작 파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가능한 문서 제작 — InDesign CS5.5 및 Acrobat X Pro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Section 508
및 WCAG 2.0 표준을 준수하는 출판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nDesign CS5.5에서 액세서빌러티 기능을
적용한 다음 Acrobat X Pro에서 액세스 가능한 PDF 문서를 확인하거나 조정하고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Adobe PDF 제작, 편집 및 전달 — PDF 문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Acrobat X Pro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레이아웃을 배포하거나 레이아웃, 그림,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파일을
하나의 안전한 PDF 포트폴리오로 패키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미디어 검색 — Adobe Bridge에서 파일 이름 대신 축소판을 검색하여 신속하게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Photoshop CS5 및 InDesign CS5.5의 Mini Bridge 패널에서 축소판을 찾거나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활용 가능한 지원 — 다양한 지침과 영감 및 지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Adobe 커뮤니티
도움말을 활용하면 Adobe 제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최상의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관된 Adobe 유저 인터페이스(UI) — 모든 Design Standard 구성 요소 전반에 걸쳐 일관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신 운영 체제 기반의 성능 — 최신 Apple 및 Microsoft 운영 체제의 기능과 성능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CS5는 64비트를 기본으로 지원하므로 컴퓨터
플랫폼에 상관없이 보다 신속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워크플로우 내에서 디자인 검토 — CS Live 온라인 서비스 ‡§ 중 하나인 Adobe CS Review와의
통합을 통해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여 디자인 작업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CS5, Illustrator CS5 및 InDesign CS5.5에서 공유 검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온라인
검토 과정에 초대하면 편리한 브라우저 기반의 툴로 주석을 달 수 있고 디자인 작업 중에 이러한 주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주요 이유
Adobe InDesign의 Folio Producer 툴 — Apple iPad, RIM BlackBerry PlayBook 및
Motorola Xoom을 비롯한 다양한 Android™ 타블렛과 같은 타블렛 디바이스에서 재생할 수 있는 360도
회전 및 파노라마와 같은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가 결합된 매력적인 디지털 잡지, 신문, 연간 보고서,
매뉴얼 및 기타 문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에 업로드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제작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InDesign에서 더욱 향상된 eBook 제작† — 개발자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보다 매력적인
eBook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세련된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해진 워크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으며 HTML5 비디오 및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는 eBook 리더 애플리케이션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문서 전달 — InDesign CS5.5 및 Acrobat X Pro의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여 Section 508 및 WCAG 2.0 표준을 준수하는 출판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nDesign

CS5.5에서 보다 손쉽게 액세서빌러티 기능을 적용한 다음 Acrobat X Pro에서 액세스 가능한 PDF
문서를 확인하거나 조정하고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Acrobat Pro의 동작 마법사 — Adobe Acrobat X Pro에서 여러 단계로 구성된 반복적인 PDF
작업을 보다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동작 마법사를 사용하면 일련의 단계를 자동화하여 하나의

PDF 파일이나 여러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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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Adobe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 고객을 위한 FAQ

Windows®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니라 Creative Suite 5.5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 Microsoft® Windows XP(서비스 팩 3),
Windows Vista® Home Premium,
Business, Ultimate 또는 Enterprise
(서비스 팩 2), Windows 7
• 1GB RAM 이상 권장
• 설치를 위한 7.7GB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설치 시 추가 여유 공간 필요)(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이동식 디스크에 설치할 수 없음)
• 인증된 하드웨어 가속 OpenGL 그래픽 카드,
16비트 컬러 및 256MB VRAM이 지원되는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 일부 GPU 가속 기능 이용 시 Shader Model
3.0 및 OpenGL 2.0의 그래픽 지원 필요
• Adobe Bridge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려면
DirectX 9 지원 그래픽 카드(최소 64MB
VRAM) 필요
• 듀얼 레이어 DVD와 호환 가능한 DVD-ROM
드라이브

• 멀티미디어 기능에 필요한 QuickTime 7.6.2
소프트웨어

• SWF 파일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Adobe
Flash Player 10 소프트웨어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가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시 필요한
인터넷 연결§

Mac OS
•
•
•
•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Mac OS X v10.5.8 또는 v10.6
1GB RAM 이상 권장
설치를 위한 8.2G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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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최신 버전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 Creative Suite 5.5 Design Standard를 구입하면 개별 구성 요소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젝트 진행 시 대개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필요하므로 개별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Creative Suite 에디션을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현재 개별 Adobe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Creative Suite 5.5로 업그레이드할 때 특별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Adobe.com에서 관심 있는 에디션의 구입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Creative Suite 5.5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reative Suite 5.5로 업그레이드하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툴과 구성 요소 간의 더욱 긴밀해진 통합은
물론 크게 향상된 효율성을 활용하여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업그레이드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Creative Suite 에디션에 포함된 구성 요소가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자인, 웹 및 비디오 작업을 위한 Creative Suite 5.5 에디션을 제공하는 Adobe는 특정 업무에 가장
유용한 구성 요소만을 선별했습니다. Premium 에디션에는 크로스 미디어 관련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특정 작업에
적합한 각각의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구성 요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Creative Suite 에디션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Creative Suite 5.5 웹 페이지(Adobe.com)에서 각 에디션에 포함된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의 새로운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정 제품의 해당 웹 페이지에서 기능 페이지로 이동하여 "새로운 기능"을 선택하면 최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된 하드웨어 가속 OpenGL 그래픽 카드,
16비트 컬러 및 256MB VRAM이 지원되는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 일부 GPU 가속 기능 이용 시 Shader Model
3.0 및 OpenGL 2.0의 그래픽 지원 필요
• 듀얼 레이어 DVD와 호환 가능한 DVD-ROM
드라이브

• 멀티미디어 기능에 필요한 QuickTime 7.6.2
소프트웨어

• SWF 파일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Adobe
Flash® Player 10 소프트웨어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가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시 필요한
인터넷 연결§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살펴보려면 www.adobe.com/go/
designstandard_systemreqs_kr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제품 세부 정보:

www.adobe.com/go/
creativesuitedesignstandard_kr
업그레이드 정보:
www.adobe.com/go/
ds_upgrade_kr

*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products/digitalpublishingsuite를
참조하십시오 .
† InDesign에서 EPUB3 및 HTML5 코드를 사용하여 오디오 , 비디오 및 기타 고급 기능이 포함된 eBook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디바이스, 브라우저 또는 EPUB
리더에서 EPUB3 및 HTML5 표시, 미디어 재생 및 더블바이트 문자(예: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S Live 온라인 서비스는 2012년 4월 12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cslive_kr을 참조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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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