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드파티 리서치 결과

Adobe는 CS4를 통해 일상적인 작업 수행 시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을 이전 버전뿐만 아니라 
타사 경쟁 제품과 비교해 측정해줄 것을 Pfei�er Consulting에 의뢰하였으며,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우선 1차 테스트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수 개월에 걸쳐 추가로 벤치마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CS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심층적인 생산성 분석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줄어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Adobe Creative Suite 4 소프트웨어는 일상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도와주며,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품질의 결과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Adobe Creative Suite 4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빛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ADOBE® CREATIVE SUITE® 4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서드파티 리서치 기관에서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탁월한 
생산성 향상 입증

" CS4 제품군의 다양한 기능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CS4 
제품군이 CS3 버전의 제품군과  
비교해 TFP(총 요소 생산성) 
측면에서 약 18%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MNI Consulting Group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기술 연구조사 기관인 
OmnI Consulting group은 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틀 안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OmnI Consulting group은 2008년 
10월 31일자 EcoStratus Digest 보고서에서 일반 
기업과 중소 기업 사용자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문서 생성 및 출력 시나리오와 유사한  
CS4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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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Photoshop® CS4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조정 패널을 사용하여 세 가지 조정 작업을 수행하면 이전 
버전의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 작업할 때보다 200%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어 기능을 사용해 
이미지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고 메뉴 명령이나 대화 상자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Photoshop과 원활하게 
인터랙션하면서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Photoshop CS4의 새로운 조정 패널을 사용해 이미지 조정 작업 시간을 반으로 단축

Photoshop CS4가 포함된 패키지  
Adobe Creative Suite 4 Design 
Premium, Design Standard,  
Web Premium, Production 
Premium 및 Master Collection

Adobe Dreamweaver® CS4 소프트웨어의 라이브 뷰 기능을 사용하면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페이지를 미리 볼 
때보다 거의 두 배나 속도가 빨라집니다. 라이브 코드 기능을 사용하면 브라우저로 전환할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라이브 뷰에서 코드 변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파일을 클릭하면 코드 뷰에서 소스를, 
디자인 뷰에서는 상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eamweaver CS4의 라이브 뷰 및 라이브 코드 기능을 사용해 두 배 빠른 속도로  
웹 컨텐츠를 미리 보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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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와 브라우저
미리 보기 비교

Dreamweaver CS4가  
포함된 패키지  
Design Premium 
Web Premium 
Web Standard 
Master Collection

참고: 여기에서 보고된 결과는 일반 사용자가 경험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Adobe Premiere Pro as a companion to After Effects 2

Creative Suite 4 구성

Adobe InDesign CS4 ● ● ●

Adobe Photoshop CS4 Extended ● ● ● ●

Adobe Photoshop CS4 ●

Adobe Illustrator® CS4 ● ● ● ● ●

Adobe Acrobat® 9 Pro ● ● ● ●

Adobe Dreamweaver CS4 ● ● ● ●

Adobe Flash® CS4 Professional ● ● ● ● ●

Adobe Fireworks® CS4 ● ● ● ●

Adobe Contribute® CS4 ● ● ●

Adobe After Effects® CS4 ● ●

Adobe Premiere Pro CS4 ● ●

Adobe Soundbooth® CS4 ● ● ●

Adobe OnLocation™ CS4 ● ●

Adobe Encore® CS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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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Creative Suite 4는 매체  
측면에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디바이스와 
수많은 정보로 넘쳐나고 점점 더 
커져 가는 매체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오랫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 과제는 어떤 매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쇄 매체를 다른 모든 
유형의 매체와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Adobe CS4는 바로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S4를 이용하면 InDesign에서 
생성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Flash
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CS4는 
비디오를 일반 매체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Andreas Pfeiffer,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Pfeiffer 보고서

Creative Suite 4의 소개 및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2008년 10월 14일자 기술 트렌드 보고서에서 
Andreas Pfeiffer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의 요구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표현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품은 바로 Creative 
Suite 4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http://pfeifferreport.com/trends/trend_cs4.html 을 
참조하십시오.

벤치마크 테스트 참고 사항
모든 테스트는 Adobe의 의뢰를 받아 Pfeiffer 
Consulting에 의해 독립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테스트는 mac OS X 10.5.5의 최신 업데이트를 사용한 
최신 버전의 mac Pro에서 실시되었으며, mac OS 및 
Windows®용의 기타 기능과 추가 워크플로우에 대한 
추가 벤치마크 테스트 정보는 2009년 2분기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Pfeiffer Consulting은 독립적인 기술 연구조사 
기관으로서 퍼블리싱,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새로운 
미디어 전문가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feiffer Consulting은 
전문가와 업계 모두를 위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독립적이고 수준 높은 벤치마크 테스트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본 자료에는 다른 업체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 광고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모든 행정 구역에서는 본 자료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Adobe Systems Incorporated는 이러한 
자료의 사용 또는 배포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자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dobe Premiere® Pro CS4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AVCHD 지원은 Apple Final Cut Pro를 사용해 동일한 영상을 
가져오는 작업보다 최대 300%나 속도가 빠릅니다. Adobe Premiere Pro CS4는 AVCHD, P2, XDCAm 및 rED에 
대해 테이프리스(tapeless)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므로 촬영에서 편집에 이르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Adobe Premiere Pro CS4를 사용해 AVCHD 촬영에서 편집까지 모든 작업을  
최대 300% 빠른 속도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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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짜리 AVCHD
클립 가져오기

Photoshop is included in  
all Creative Suite versions

라이브 프리플라이트를 사용해 두 페이지의 Adobe InDesign® CS4 소프트웨어 레이아웃에서 발생한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작업은 InDesign CS3의 프리플라이트 옵션을 사용해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작업보다 200%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InDesign CS4의 라이브 프리플라이트 기능은 실시간으로 제작상의 문제에 대해 알려주므로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레이아웃에서 수정한 다음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 전달 과정이나 Flash 
출력에서 오류 발견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InDesign CS4의 라이브 프리플라이트를 사용해 두 배 빠른 속도로 제작상의 오류를 
찾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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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문서에서
오류 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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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문서에서
오류 1건 발생

InDesign CS4가 포함된  
패키지  
Design Premium 
Design Standard 
Master Collection

Adobe Premiere Pro CS4가 
포함된 패키지  
Production Premium 
Master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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