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Creative Suite® 6 제품 설치 지침
Adobe Creative Suite 6입니다. 이 문서에는 CS6 모음 및 독립 실행형 제품의 설치 및 제거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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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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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디스크에서 Creative Suite 6 모음 또는 독립 실행형 제품 설치
모든 설치 미디어와 일련 번호를 찾은 다음 설치 과정을 시작합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이 있거나 관리자로 인증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관리자에서 시스템을 확인하여 유효한 업그레이드 제품을 찾습니다. 제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할 제품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험판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
시작될 때 표시되는 일련 번호 등록 화면에 새 일련 번호와 이전 일련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

Adobe Creative Suite 6 모음 또는 독립 실행형 제품 응용 프로그램 DVD를 DVD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2.

Set-up.exe(Windows) 또는 Install.app(Mac OS)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참고: Windows의 자동 재생 설정에 따라 Set-up.exe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3.

화면의 지시를 따라 설치를 수행합니다.

4. 일련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Adobe Creative Suite 6 모음 또는 독립 실행형 제품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5.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사용권 계약과 보증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eulas_kr를
참조하십시오. 이 제품은 필수 절차인 정품 인증을 완료하고 인터넷을 통해 등록해야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activation_kr를 참조하십시오.
Adobe의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는 단일 제품 라이센스를 시스템 두 대에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예: 업무용 시스템 한 대와
가정용 시스템 한 대). 단,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개인이 사용해야 하며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세 번째 컴퓨터에 제품을 설치하려면 먼저 컴퓨터 한 대에서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비활성화하려면 [도움말]
> [비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충돌하는 프로세스를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http://www.adobe.com/go/learn_bgprocesses_kr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치 디스크가 여러 장인 경우 첫 번째 디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완료되면 첫 번째 디스크를 제거하고
동일한 DVD 드라이브에 두 번째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설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adobe.com/go/customer_support_kr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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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프트웨어를 처음 설치한 이후 추가 구성 요소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디스크 또는 웹에서
다운로드한 원본 설치 관리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복구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제거
제거하기 전에 다른 Adobe 응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브라우저 창 등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

•

Windows XP의 경우, Windows 제어판을 열고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두 번 클릭합니다. 제거하려는 제품을 선택하고
[변경/제거]를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Windows 7의 경우, Windows 제어판을 열고 [프로그램 및 기능]을 두 번 클릭합니다. 제거하려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중요: Mac OS에 새 제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휴지통에 드래그하여 제거하지 마십시오. Mac OS
X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유틸리티/Adobe Installers에서 제품 설치 관리자를 두 번 클릭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제거] 앨리어스를 두 번 클릭합니다. [환경 설정 제거]를 선택하고 관리자로 인증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구독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해도 구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구독을 취소하려면
www.adobe.com/go/subscriptionedition_kr의 구독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Adobe의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는 동일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두 대에 단일 제품 라이센스를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예: 업무용 시스템 한 대와 가정용 시스템 한 대).

참고: 세 번째 컴퓨터에 제품을 설치하려면 먼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비활성화하려면 [도움말] >
[비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지원
Adobe 고객 지원 센터(http://www.adobe.com/go/customer_support_kr)에서는 제품 정보, 판매, 등록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미 지역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http://www.adobe.com/go/intlsupport_kr로·이동한·후·"다른·국가 또는
지역의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질문 아래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GO]를
클릭하십시오.
다운로드, 설치 및 설정을 위한 Adobe 포럼은 Adobe 제품 및 관련 항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대화형 온라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Adobe 사용자는 여기서 서로 질문을 주고 받고, 아이디어와 제안 사항을 제시하고, 팁과 기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정보와 도움말 컨텐트에 액세스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릴리스 정보
모든 Creative Suite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와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Acrobat
After Effects
Adobe Audition
Creative Suite(Design Standard, Design & Web Premium, Production Premium 및 Master Collection)
Dreamweaver
Encore
Fireworks
Flash Builder
Flash Professional
Illustrator
In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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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hop
Prelude
Adobe Premiere Pro
SpeedGrad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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