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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강력한 레이아웃 디자인 기능 제공하는 

아이패드용 앱 ‘콤프 CC’(Comp CC) 출시

디자인 작업, 콤프CC로 모바일 기기에서 시작해 포토샵 CC, 일러스트레이터 CC, 인디자인CC로 완성 

서울 년 월 일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는 오늘 모바일 및 웹 인쇄 프로젝트의 레이아웃

컨셉을 쉽고 빠르게 창작할 수 있는 무료 아이패드 앱 어도비 콤프 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제

아이패드에서 콤프 를 통해 기존에 만든 에셋을 활용해 컨셉을 제작하는 것으로 레이아웃 디자인을 시작한 뒤

데스크톱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필수 데스크톱 툴을 이용해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콤프 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크리에이티브 프로필 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해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 작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툴로 만든 이미지 색상 텍스트 스타일 브러시 같은 디자인 에셋들로 구성된다 크리에이티브

프로필은 앱과 앱 데스크톱과 디바이스 간 연동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와 앱에서 작업 시 사용한 에셋을 편리하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크리에이티브 프로필과 이와 연동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덕분에

디자이너들은 이제 콤프 를 통해 아이패드에서 타입킷 폰트 관련 이미지 색 견본 모양 등으로 빠르게 레이아웃 디자인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한 뒤 나머지 작업을 데스트톱 툴에서 이어갈 수 있다

지난 년 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의 엿보기 세션에서 프로젝트 레이업 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콤프 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로 제작된 강력한 레이아웃 앱이다

디자이너들은 콤프 로 아이패드에서 퀄리티 높은 레이아웃을 신속히 만들어낼 수 있다 콤프 는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우 일러스트레이터 라인 포토샵 스케치 어도비 쉐이프

어도비 컬러 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바일 앱 라인업에 합류하게 된다

어도비 제품 담당 부사장 스캇 벨스키 는 모바일 크리에이티브 작업이 유용하려면 그 작업 결과물이 인디자인

포토샵 등의 정밀한 전문가급 데스크톱 툴에 동기화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소화 한 어도비 콤프 로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기반해 아이패드에서

초기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 데스크톱으로 디자인을 가져와 퀄리티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패스트 컴퍼니 선정 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인 중 하나로 뽑힌 바 있는 전 뉴욕타임스 디자인 디렉터

코이 빈 은 새로운 디자인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어도비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래픽 및 디지털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아이패드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는지 설명했다 나는 디자이너가 기존 워크플로를 보완하면서

풍성하고 즉각적인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며 어도비 에 대한 이번

협업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도비의 전문성과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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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강력한 레이아웃 디자인 기능 제공하는 아이패드용 앱 ‘콤프 ’ 출시 

 
 
 
가진 포괄적 능력은 콤프 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도비만이 콤프 를 실용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멀티미디어

 콤프 소개 영상

 스캇 벨스키의

 콤프 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블로그 포스팅

 애플 앱스토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하여

오늘 날 약 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이용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는 세계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데스크톱 앱 데스크톱 앱 및 크리에이티브 에셋과 원활히 통합되는 모바일 앱 패밀리 전문가 트레이닝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기회와 영감을 발견할 수 있는 역동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등을 제공한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브 프로필 로 각 사용자의 크리에이티브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크리에이티브 프로필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 색상 브러쉬 모양 폰트 텍스트

스타일 그래픽 등의 에셋에 접속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프로필은 다양한 앱과 기기에서 사용자 계정을 따라 이동하므로

라이브러리는 디자이너의 손가락 끝에 언제나 존재한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가치는 제품 업데이트와 신기능을 통해 매 시간 증대되고 있다 몇 개월 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대규모 업데이트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모바일과 데스크톱 어디서든

크리에이티브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가격 및 구입 정보

콤프 는 무료 아이패드 앱으로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즉시 다운로드 가능하다 언어 지원 및 국가별 사용 가능 여부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가격 및 플랜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가능하다

어도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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