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ash CS3, 

그 유연한 흐름을 느껴라 

이한 (올엠 에이전시사업부 실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며 Flash 8 이 혁신을 시작한 지, 어느덧 2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Flash 8 을 통해 세상의 

미디어는 상당한 진보를 경험했다. 사실 미디어의 진보는 Flash 를 통해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lash 를 매일같이 접하는 필자로썬 Flash 가 미래적인 미디어에 대한 사람의 눈을 많이 높여 놓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 속에서, 두해전 Adobe 가 Flash 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대를 했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과연 세계 굴지의 기업, Adobe 가 손수 만든 Flash 는 어떤 맛일까. 

Macromedia 가 Adobe 에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최신버전, Flash CS3 에 그 정답들이 숨어있다.



< Flash CS3의 첫 화면 >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대로, 이번 CS3 전 제품군에는 '통합(Integration)'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짙게 깔려있다. 이는 

특히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하던 툴들이 하나의 규칙 아래에서 모두 통합된 것, 

기분 좋은 소식 아닐까? 

이미지의 디테일한 보정을 위해 Photoshop을 사용하고, 웹 리치미디어 제작에 Flash를 사용하고, 정교한 벡터그래픽에 

Illustrator를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영상효과에 AfterEffects를 사용하는 전세계 대부분의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은, 이제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된 UI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제품상호간 데이터 호환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많은 부분 불편함이 사라졌 

다. 언급한 툴, 모두 각각 독립적이고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툴 이면서도, 이번 CS3에서는 따로 존재하는 툴로 느껴 

지지는 않는다. 

필자가 이제 언급하려 하는 Flash CS3 또한 '통합'이라는 특별한 룰 아래 효과적으로 변신했다. 사실 Flash CS3의 경우, 

첫 화면이나 각종 굵직굵직한 기능들은 이전버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obe가 만든 Flash CS3의 맛은 

상당히 달콤하다. 

그럼 먼저, 통합(Integration)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필자가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일까. Flash CS3 

가 우리에게 준 선물 세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통합이 우리에게 준 선물 세가지 

01. 유연한 흐름. 디자이너들이여, 통하였느냐!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이 이번 CS3전 제품군의 핵심이다. Flash가 그 자체로써도 혁신적인 툴이기는 하나, 디 

자이너가 생각하는 좀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작업물을 위해서는 사실 독립적인(Stand-Alone) 툴로써는 존재하기 힘들다. 

실제로는 Photoshop, Illustrator와 같은 각 분야 최고의 툴들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전버전의 

Flash에서는 이런 작업환경에서 작업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작업흐름이 다르다. 유연해 

졌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Photoshop에서 작업한 PSD파일 안에 있는 여러 레이어 중, 어느 한 레이어만 알파를 포함한 

형태로 가져오려고 할 때, Photoshop에서 몇가지 단계를 거쳐 PNG포맷으로 저장한 다음 Flash에서 import 하는 것이 이 

전까지의 작업흐름이었다.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또 만일 텍스트 레이어를 열심히 PNG로 

변환후 Flash 가져와서 작업을 마쳤는데, 갑자기 텍스트가 변경되어 바꿔야 한다면 또 그 수정작업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었나. 

< Photoshop CS3에서 작업된 PSD 작업원본. 이 레이어구조와 Blend모드 그대로 Flash로 가져올 수 있다. >



이번 Flash CS3에서는 Photoshop PSD파일을 그대로 import 할 수 있다. Flash CS3에서 import (Ctrl+R) 메뉴를 선택 

해서 PSD를 선택하거나, 직접 PSD파일을 드래그해서 Flash CS3의 스테이지에 던져 넣어도 된다. 일단 PSD포맷이 열리면, 

import 창이 뜨고 PSD파일 안에 들어 있는 레이어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룹형태로 묶은 폴더를 포함하여 Photoshop 

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다. 그룹안에 또 그룹이 들어가 있는 형태도 그 모습 그대로 Flash로 import 할 수 있다. Import 할 

때,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선택권이 있다. 

< PSD파일 import를 위한 창 > 

l 가져올 레이어 선택 : 각 레이어 왼쪽 체크박스를 켜고끔으로 선택가능. 그룹형태 그대로 import 된다. 

l 특정 레이어를 무비클립으로 만들어서 가져올 것인지 선택 : 중심위치 조정, Instance name 입력가능 

l 이미지 콸러티(압축율) 조정/선택가능 

l 텍스트 레이어 : Flatten된 이미지 또는 편집가능한 텍스트박스로 선택가능 

l Blend Mode가 적용된 이미지 : Flatten된 이미지 또는 Blend Mode 변경이 가능한 이미지로 가져올 것인지. 

l Shape타입의 레이어 : Path를 살려서 가져올 것인지, Flatten된 이미지로 가져올 것인지 선택가능 

l PSD 이미지 크기와 동일하게 스테이지크기를 변경가능



< Photoshop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이며, 편집 가능한 형태로도 불러들일 수 있다. 편집가능한 텍스트박스 모습 > 

여러가지 고급옵션을 통해 입맛대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럼, PSD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효과(Layer Style)들과 블렌드모드 

(Blend Mode)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Photoshop과 Flash의 Blend Mode와 Effect의 종류가 Photoshop과 좀 다르기 때 

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서 안 해볼 수 없는 노릇. 

Adobe Photoshop CS3에서 여러 레이어를 만들고 각 레이어에 다양한 Layer Style과 Blend Mode를 적용한 후, 

Flash로 import해 보았다. (Import 할 때 반드시 옵션에서 ‘Bitmap image with editable layer styles (편집가능한 레이 

어스타일로 불러오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latten되어 버린다.) 아쉽게도 Flash로 import되면서, Photoshop 

에서 넣은 효과(Layer Style)는 Flatten된 형태로만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해당 레이어는 편집 할 수 없다. 

대신 Blend Mode는 편집가능한 상태로 import 할 수 있다. 다만 ‘Soft Light’처럼 Flash에는 없는 것은 무시되며 

‘Overlay’ 같이 Flash에도 있는 Blend Mode는 완벽하게 import 된다. 현재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향후 보다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좌측이 Photoshop CS3의 PSD원본, 우측이 Flash CS3에서 편집가능한 무비클립형태로 import 한 모습이다. 

Flash에서 지원하는 각종 Blend Mode 그대로 import 가능하다. > 

Photoshop뿐만 아니라, Illustrator 파일을 import 하는 것도 정교해졌다. 이 작업의 변화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좀더 높은 

업무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듯 하다.



02. Interface 의 일관성. 두번 공부하지말라! 

기대했던대로, 그리고 예상했던대로, Photoshop CS3, Illustrator CS3 에서 볼 수 있는 UI 그대로 Flash CS3에도 적용 

되어 있다. 아이콘과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Adobe스러워졌다. Adobe스러워졌다는 말은, 기존 Adobe 제품군에서 보았던 

아이콘형태의 디자인이나 사용방법(History가 쌓이는 방법등) 등을 많이 따르고 개선되었다는 얘기다. Adobe와 한식구가 

된 이상 당연한 얘기. 어차피 비슷한 툴들이라서 사용방법이 상이하거나 어렵지는 않았으나, 어쨋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서 UI 학습할 꺼리가 하나 줄었다. 

< Flash CS3의 전체UI. CS3 전 제품군의 통합된 UI를 따르고 있다. 

좌우의 툴바가 간소화되어 훨씬 넓은 작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Flash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수많은 창과 툴들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 등장해야 하기에, 

UI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번 Flash CS3에서는 이 UI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 

게 눈에 띈다. 오랜기간 Adobe가 만들어 온 인터페이스의 트렌드를 또 한번 바꾼 멋진 아이디어다. 모든 툴바가 

최소한의 간소화되어 훨씬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버전에서처럼 이 작업공간(Workspace) 

은 얼마든지 사용자의 입맛대로 바꾸고 저장해둘 수 있다. 

Icon Only Icon and Text Default 

Photoshop 이나 Illustrator 와 마찬가지로, 왼쪽 툴바는 두줄로 되어 있던 것을 한줄로 정렬시켰으며(한번의 

클릭으로 예전처럼 두줄로 모아놓을 수도 있다), 오른쪽에 상하로 즐비하게 배치되었던 창들도 아이콘형태로 

축소되어 있어서, 획기적으로 간소화 시켰다. 오른쪽에 아이콘형태로 접혀있는 상태이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툴창이 펼쳐지게 되는 구조다. 그림에서처럼 세가지 형태로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아이콘+텍스트 나 

텍스트없이 아이콘만 나오게 하거나 할 수 있다. Photoshop CS3, Illustrator CS3와 동일한 사용법이다. 

03. 사용법의 일관성. 서로의 장점만 배웠다!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예를 한가지 들자면, 보다 정교해진 벡 

터그래픽 툴을 또 하나의 이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 Illustrator를 만 

든 Adobe의 노하우가 Flash CS3의 벡터그래픽 툴에 녹아 들어가 

있다. Pen Tool의 역할이 Illustrator처럼 보다 정교해졌다. 물론 통 

합되었으니 사용법은 Adobe제품군에서 사용하던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에도 Subselection Tool로 비슷하게 작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Flash CS3에서는 Illustrator와 동일한 방법으로, 익숙하고 정교하 

게 벡터그래픽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Pen Tool에 추가된 여러 툴들. Illustrator와 

사용법이 동일하다>



고급기능들 

세가지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어떠한가? Flash 8을 접했을 때와 또 다른 감흥과 흥분이 느껴지지 않나? 이 외에도 Flash 

CS3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위해 특별한 기능도 숨어 있고, 또는 이전버전과 동일한 기능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바뀐 기 

능들이 있다. 

타임라인모션을 ActionScript 로! 

이번 Flash CS3에는 좀 특별한 기능이 숨어있다. 무비클립에 적용된 모션을 ActionScript 3.0 (이하 AS3.0) 형태로 뽑 

아 낼 수 있다. 다소 생소한 얘기라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 할 것 같다. 무비클립을 모션트위닝(Motion Tweening) 시킨 후, 

타임라인에서 오른쪽버튼을 눌러보면 ‘Copy Motion as ActionScript 3.0’ 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다. 이 메뉴를 선택하 

면, 해당 모션트위닝을 AS3.0으로 완벽하게 바꿔서 클립보드에 저장해준다. (혹여 무비클립의 인스턴스네임(Instance 

Name)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AS로 변환하기 전에 입력을 요구한다.) 

이제 이와 동일한 모션트위닝을 다른 무비클립에 복제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또 모션트위닝을 만들어 넣을 필요가 없다. 

타임라인에 모션트위닝없이 인스턴스네임이 있는 무비클립만 두고 클립보드에 복사된 ActionScript를 액션창에 넣기만 하면, 

ActionScript에 의해 동일한 모션트위닝이 가능하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Flash 스테이지에서 무비클립을 이용해 작업하 

는 것 자체가 Flash엔진에서는 Object Oriented된 다양한 Class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 AS3.0을 이용해 완벽한 모션 복제가 가능하다. 복제하고 싶은 모션을 AS3.0으로 변환/복사한다. >



< 클립보드에 복사된 ActionScript를 액션패널에 붙여넣으면(Ctrl+V) 

다른 무비클립에도 동일한 모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비슷하지만 또 다른 기능 중에 재밌는 것이 있다. 상단 Command 메뉴를 보면 Copy Motion as XML, Export Motion 

XML, Import Motion XML 라는 서브메뉴를 볼 수 있는데, 말그대로 타임라인에 만든 모션을 XML 데이터로 뽑아내거나 불 

러오는 기능이다. 각종 필터와 함께 모션을 적용하고 Export Motion XML 한 후 저장된 XML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적용한 

모든 필터와 함께 모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들이 XML 형태로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무비클립에 모션을 만든 

후, 다른 무비클립에도 동일한 모션을 적용하고 싶다면, 이 XML을 해당 무비클립에 Import만 하면 완벽하게 모션 복제가 가 

능하다. 이 기능이 많이 사용될지 아니면 사장되어 버릴지는 이제 사용자의 몫이다. 

< 스크립트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모션을 복제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복제해 넣을 때에 필터까지 복제할건지, 

X축 모션만 넣을건지 등의 아주 세세한 조정까지도 가능하다. >



FLV 인코딩 

이전버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8.0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Flash 내부에서도 가능하며,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존재 

한다. 이 툴로 스트리밍 또는 점진적 다운로드 방식의 FLV컨텐츠를 만들수 있고, 알파채널, 큐포인트 등도 동일하게 지원한 

다. 역시 FLash 8 당시, 고화질 저용량의 코덱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On2VP6 코덱도 사용하고 있다. UI가 좀 변경되었 

으며, Profile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추가된 두 가지는, DV포맷과 관련된 것(Small, Large)인데, Video 옵션에 새로 추가된 Deinterlace 옵션을 활성화 시키 

고, 720x480(0.9)의 DV포맷 픽셀비율을 PC에서 정상비율로 보일 수 있게 640x480(1.0;Square Pixel) 비율로 바뀌도록 

Resize옵션도 자동 조정된다. Deinterlace 기능은 캠코더로 촬영된 영상에 존재하는 스캔라인을 기술적으로 제거(일종의 눈 

속임)해서 Progressive매체인 PC에서도 깨끗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만일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FLV변환 

시, Deinterlace하지 않거나 640x480의 Square Pixel 비율로 조정하지 않으면 퀄러티도 떨어지고 아래위로 찌그러진 결과 

물을 보게 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옵션들이다. 

< 미리 정의된 Profile 중, DV Small과 DV Large가 추가되었다. >



FLV Playback 기능 추가/개선 

FLV Playback에도 Caption(자막)기능이 추가되었다. Playback에 캡션아이콘이 붙었고, FLVPlaybackCaptioning 이라 

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자막과 함께 시간데이타가 함께 기록된 xml 파일(동영상의 smi파일을 연상하면 쉽다)을 연결시키 

면, 자막이 들어간 FLV무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스킨의 색상도 단지 색상표에서 선택함으로써 쉽게 바꿀 수 있다. 

< FLVPlayback스킨의 색상도 쉽게 바꿀 수 있고, FLVPlaybackCaptioning 컴포넌트와 함께 자막기능도 생겼다. >



보다 강력해진 개발툴 

디자이너들에게만 희소식인가? 이젠 Flash가 더 이상 디자이너들의 전유물이 아니니, 개발자들을 위한 선물도 많이 준비 

되어 있다. 다른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개발자들을 위해서 제공된 Flash CS3제작진들의 섬세한 UI 아이디어와 막강 

한 개발언어인 AS3.0이 눈에 띈다. 

ActionScript 3.0 

사실 AS2.0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AS2.0을 다 습득하기도 전에, 보다 완벽한 개발언어로써 AS3.0이 나왔다. 

이미 작년에 일반인 모두에게 배포된 Flash Player 9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 더더욱 완벽해지고 막강해지는 ActionScript 

의 버전업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다. AS2.0때보다 훨씬 구조화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드축소/확대기능 

액션스크립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액션패널을 가만히 보면 왼쪽에 어디선가 많이 본 '코드축소/확장툴'이 나타날 것이 

다. 이미 다른 텍스트에디터나Dreamweaver 8에서 사용되어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다. 필자도 개발을 

하다가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코드축소기능을 통한 그룹핑이 절실했었다.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다. 

< 코드를 드래그하면 코드축소아이콘이 생긴다.(좌측)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코드가 한줄로 축소된다.(우측) > 

Output 창과 Compiler Errors 창 분리 

Flash 이전버전까지 Output 창으로 불렸던 창이 이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늘 제위치를 못찾고 떠(Floating) 있었는 

데, Flash CS3에서는 하단의 속성창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예전처럼 빼 놓을 수도 있다. Stage가린다고 괜시리 좀 

귀찮은 Output 창을 이리저리 옮길 필요는 없어졌다. (솔직히 좀 귀찮지 않았던가?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그리고 Output창옆에 C++같은 언어의 개발툴에서나 보았을 Compiler Errors 창이 있다. Output창이 표시창 기능과 함 

께 도맡았던 컴파일에러표시를 이 창에 따로 표시되도록 역할을 분담시켰다. 역할이 명확해진 느낌이다. Compiler Errors 

창 오른쪽 밑에는 Go to Source 라는 버튼이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라인으로 바로 갈 수 있다. Output 창에 어느 레이어, 

몇 번째 프레임에 에러가 났다!라고 씌여 있는 걸 보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던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교해지고 진보된 

것이다. 

< 하단 속성창에 Output창을 넣을 수(dock) 있고, 에러표시역할을 맡은 Compiler Errors 라는 창이 새로 생겼다. 

Go to Source 버튼을 이용해 에러가 발생한 라인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 

Adobe Device Central 

Flash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던 모바일 컨텐츠 제작관련 기능들이 Adobe Creative Suite 3의 Adobe Device Central로 

모두 통합되었다. Adobe Bridge처럼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Flash CS3뿐만 아니라, Photoshop CS3에서도 

이 모바일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기능들이 Adobe Device Central과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각종 디바이스안에 실제로 표 

현되고 구동되는 모양을 보면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컨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또 한번의 진보를 경험하라 

사실 이외에도 창을 간소하게 접고 펴는 기능, 이동시 반투명하게 변하는 기능 등 알게 모르게 숨겨놓은 편리한 기능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곳 저곳에 숨어 있으며, 이전버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자리 잡힌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버전에서 구현되었으면 하고 기대했던 몇 가지가 여전히 구현되지 않 

았거나, 또는 만족스럽게 구현되지 못했지만, Adobe와 한 식구가 된 이상 점점 더 완벽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리라 기 

대한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전버전인 Flash 8과 비교해서 기능상의 굵직한 변화는 많지 않다. 대신 Flash 8에서 그 이전버전들 

과 비교해 너무나도 엄청난 기능들을 폭발적으로 많이 구현해냈다면, 이번 Flash CS3에서는 이 수많은 기능들을 체계화하 

고 안정시켰다. 여러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Photoshop이나 Illustrator처럼 공생(共生)해야 하는 Adobe의 여러 

툴들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도 훌륭하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작업환경과 창의력을 뒷받침해 줄, 이렇게 좋은 툴이 또 한번 새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Flash CS3 를 손에 거머쥔 우리에겐 세상에 혁신을 던질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 정말 멋진 작품을, 필자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한다. //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