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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및온라인 프린팅서비스업체와의협력으로 프린팅생태계에활력

서울 년 월 일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이사 지준영 는 자사의 대표 이미지

편집 툴 어도비 포토샵 에 프린팅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의 올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제공된 새 프린팅 기능은

포토샵 에 통합 제공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하 사용자라면 누구나 지금 즉시 이용 가능하다 어도비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린팅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을 뿐 아니라 디자인 생성부터 수정 미리 보기 프린트에 이르는

전과정을손쉽게그리고안정적으로작업할수있도록도와 프린팅시장의폭발적성장의발판을마련하고자한다

이번에업데이트된 포토샵 의 프린팅을이용하면 이미 제작된 모델을수정 개선할 수있을 뿐아니라 처음부터

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익숙한 포토샵 툴을 사용해 번거로운 추가 작업 없이 바로 프린팅이 가능한 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은 포토샵 만이 줄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또한 자동 메쉬 복구 및 지지대 생성

기능으로 보다 견고한 모델 프린팅이 가능하며 정확한 미리보기 기능으로 출력물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갖고 작업할

수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포토샵 의 프린팅 기능을 통해 모든 이들이 출력물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갖고 프린팅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프린팅은 모델링 툴로 만들어진

콘텐츠와 고 퀄리티의 결과물 출력을 위해 프린터가 요구하는 조건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이제 포토샵 에서 인쇄

버튼클릭한번만으로자신이 구현하고자한 디자인을출력할수있게됐다 고말했다

포토샵 떠오르는 프린팅생태계에활력을더하다

이번에 발표한 포토샵 의 프린팅 기능을 이용하면 작업한 디자인을 연결된 프린터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온라인 프린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포토샵 는 미국 최대 프린터 기업 메이커봇 의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와 같은 데스크톱 프린터뿐 아니라 온라인 프린팅 서비스 업체

쉐이프웨이즈 가 제공하는 세라믹 금속 풀 컬러 사암 등 다양한 프린팅용 고급 재료도 지원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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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사용자들은 모델을 스케치패브 의 퍼블리싱 서비스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으며 스케치패브의

인터랙티브 뷰어를이용해 세계최대크리에이티브 비헨스 에올릴수도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프린팅 서비스 및 커뮤니티인 쉐이프웨이즈의 공동 창립자 겸  피터 바이즈마쉬호센

은 우리는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어도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쉐이프웨이즈의 높은 프린팅 기술력을 활용해 보다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할수있도록힘쓸것이다 고전했다

미국 최대 프린터 기업 메이커봇의 인 브리 페티스 는 어도비 포토샵의 이번 업데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모델링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고객들이 어도비 포토샵으로 디자인한 작품을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프린터로 출력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고 전하며 포토샵의 프린팅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포토샵 에새롭게추가된 프린팅기능

▲ 포토샵 CC 3D 프린팅을 이용해 출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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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샵 CC 의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작업물 

어도비는 이 외에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포토샵 와 일러스트레이터 를 비롯한 주요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 발표했다 포토샵 는 피사체가 보이는 시점을 바꿀 수

있는 퍼스펙티브 워프 원근 뒤틀기 기능과 참조파일이 변경되면 최종 작업한 디자인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협업 기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링크드 스마트 오브젝트 연결된 고급 개체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와 인디자인 가 폰트 서비스인 어도비

타입킷 과 매끄럽게 연결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서체 작업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타입킷

폰트를 프린트 프로젝트나 파일 앱 등에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새롭게 제공되는 인디자인 의

타입킷 데스크톱 폰트 라이브러리 자동 검색 기능을 통해 누락 폰트 오류 가능성도 줄여준다 이로써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전문가가더욱 직관적이고효율적으로작업할 수있게도와준다

포토샵 에 대한자세한정보는  또는 에서

찾을수있다

어도비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의금일업데이트에대한자세한정보는어도비블로그에서 찾을수있다

어도비크리에이티브클라우드에대하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창의적 표현과 영감에 대한 업계 주도적 변화이자 창작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디바이스와 데스크톱 웹을 넘나들며 자신의 작업을 창작하고 출판하며 공유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회원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앱과 웹사이트 퍼블리싱은

물론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동기화할 수 있고 신기능 출시 즉시 이를

이용할수도있다

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하여 

어도비는사용자의디지털경험을통해세상을바꾼다 자세한정보는 http://www.adobe.com/kr/ 에서찾을수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페이스북 을 통해 어도비 뉴스 및 업데이트, 프로모션, 

어도비 팀은 물론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http://www.adobe.com/kr/products/photoshop
http://blogs.adobe.com/creativelayer/?p=4791
http://www.adobe.com/kr/
https://www.facebook.com/Adobe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