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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비디오툴 선댄스영화제에서뜨거운호평

유니버설픽쳐스의기대작 헤일시저 및 세기폭스 데드풀 모두어도비프리미어프로 로

작업

서울 년 월 일 세계최대규모와권위를자랑하는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가미국현지시간 일유타주

파크시티에서개막하는가운데 할리우드블록버스터및독립영화 편의상영작이어도비프리미어프로

를활용해제작된것으로나타났다

획기적인 작품과 떠오르는 신예 영화인들을 위한 선댄스 영화제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를 비롯해 다양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제작된 개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프리미어 프로 는 크리스틴 글리슨 과

스위스 아미 맨 과 같은 장편 영화 부문 경쟁작부터 리처드 링클레이터 드림 이즈 데스티니

와 같은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에 폭넓게 활용됐다 전년 대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의

사용량은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선댄스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드림 이즈 데스티니 의 루이스 블랙 공동

감독은 야심 차게 준비한 이번 작품에서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며 이번

작품은 수십 년 된 오래된 영상과 현 시점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함께 엮어내는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를 통한

편집으로놀라운결과를얻을수있었다 고말했다

선댄스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자들은 어도비의 비디오 워크플로우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영화 산업 현장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아카데미상을 차례나 수상한 코엔 형제들 은 헤일 시저 로 팀 밀러

감독은 데드풀 로 최근 프리미어 프로의 사용자 대열에 합류했다 나를 찾아줘 의 데이비드

핀처 감독과아카데미편집상의영광을 거머쥔커크백스터 그리고 스태튼아일랜드썸머

의리스토마스 감독과론마이클스 프로듀서역시어도비프리미어프로 를

선택했다

어도비편집패널토론주최 헤일시저 와 데드풀 속편집기법의비밀

어도비는오는 일선댄스영화제현장에서독립영화제작자들의현대적인비디오편집기법활용을장려하고자 올해 월

개봉 예정인 기대작 헤일 시저 와 데드풀 속 편집 기법의 비밀 이라는

제목의편집패널토론을주최한다

- 유니버설 픽쳐스의 헤일 시저 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중무장한 코미디 영화다 년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의해결사로나오는주인공은한월드스타가영화를촬영하던도중실종되었다는소식을듣는다 그러나

그는곧납치범들로부터몸값요구를받게되며 이를해결하기위해나선다 해당작품은아카데미상을 번수상한

조엘코엔과에단코엔이제작 감독 각본 편집을맡았다 영화의협력프로듀서인캐서린파렐 과

보조편집자캐서린맥쿼리 가패널로참가한다

mailto:sulim@adobe.com
mailto:adobe@newscom.co.kr
mailto:adobe@newscom.co.kr
http://www.imdb.com/title/tt4034354/
http://www.imdb.com/title/tt5243796/?ref_=fn_al_tt_1
http://www.imdb.com/title/tt5243796/?ref_=fn_al_tt_1


 
- 세기폭스사가 월 일에개봉하는 데드풀 은마블코믹스역사상가장독특한 안티히어로인 데드풀 원작에

기반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 웨이드 윌슨 은 암 치료를 위한 비밀 실험에 참여한 후 강력한

재생능력와함께비틀린유머감각을지닌슈퍼히어로데드풀로거듭나고그의삶을무너뜨린악당들에게복수를

한다 팀 밀러 감독 그리고 편집 컨설턴트 및 워크플로우 스페셜리트 바시 네도만스키 가

패널로참석할예정이다

패널로 참석하는 영화제작자들은 스토리텔링과 최첨단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을 공개하는 한편 과거 사용하던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 와 애플 파이널 컷 프로 대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패널 토론은 월 일 산악 지대 표준시

기준 오후 부터 에 걸쳐 에어비앤비 하우스 에서 진행된다 당일 현장 참여가

불가할경우 다음주 에서패널토론영상을확인할수있다

데드풀 의 팀 밀러 감독은 어도비는 프리미어 프로 의 기초적인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편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애프터 이펙트 와 같은 타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하고빠른 컴포지팅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며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제 결과물 도출까지 끊김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워크플로우가필요했는데 깔끔하고빠른작업을지원하는프리미어프로 가적격이다 고말했다

어도비 영화제작자의미래에투자

어도비는 무한한 창의성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이룬 순수하고 대담한 출품작들이 겨루는 선댄스 영화제 비경쟁작

부문을 공식 후원한다 부문의 출품작 중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를 사용해 편집된 작품들에는 다크 나이트

오퍼레이션아발란체 더아이즈오브더마더 그리고 더포스

등이있다

또한 어도비는크리에이티브꿈나무들에게자신의작품을선보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 자사의프로젝트 를통해

선댄스인스티튜트 와파트너십을체결했다 프로젝트 와선댄스인스티튜트는 세부터 세 사이의

영화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왓츠 넥스트 단편 영화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다섯 명의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이선댄스영화제기간중진행되며 수상자들은선댄스인스티튜트의직원과졸업생들로부터의지도를받을수있는

선댄스이그나이트장학금 을받는다

어도비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비디오툴 최신업데이트공개임박

아울러어도비는선댄스영화제직후 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비디오툴과관련된업데이트를발표할계획이다

월말에공개되는새로운기능들은다음과같다

- 어도비스톡 비디오콘텐츠에 개의 고화질비디오에셋들이추가된다 프리미어프로 와

애프터 이펙트 사용자들은 데스크톱 앱을 통해 어도비 스톡에 수록된 비디오와 이미지들을 검색 및 다운로드

라이선스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없는 고품질 이미지와 일러스트들을 모아둔 어도비 스톡은 이미 포토샵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와같은어도비의주요제품군에이미통합되어있다

- 지난 년 애프터이펙트 에처음소개된시네웨어라이브 파이프라인 은향상된

워크플로우 및 개선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제 시네워어 이펙트에서 오픈 렌더링이

가능해지며 이를통해더욱빨라진렌더링옵션을누릴수있다

- 애프터이펙트 와시네마 의타임라인을싱크할수있는라이브링크 기능을사용할수

있게되어컴포지팅 작업을보다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다

- 아티스트들은 이제 최신 업데이트인 에서 소개된 시네마 의 새로운 테이크 시스템 의 지원을

기반으로 시네마 프로젝트파일내의특정테이크 를선택적으로렌더링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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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어프로 의성능도개선된다

어도비의 빌 로버츠 전문 비디오 제품 관리 시니어 디렉터

는 어도비는선댄스인스티튜트를후원하고매년획기적인작품으로세상을놀라게하는아티스트들을지원할

수있어매우기쁘다 며 이들의창의성이야말로어도비가혁신을통해지속적으로첨단기능을개발함으로써매체 스크린

예산범위에제한없이세상의모든스토리에생명을불어넣는작업을돕도록만드는원동력 이라고강조했다

어도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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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 과

공식트위터 에서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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