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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도비시스템즈, ‘Create the Web Korea’ 행사 개최

플래시 개발 중단… 고품질 웹 경험 실현하는 에지 
툴과 기법 공개

한국어도비시스템즈(http://www.adobe.com/kr)가 지난 11월 16일 서울 서초동 교보타워에 위치한 한국어도비스템즈에서 웹 디자이너 및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Create the Web Korea’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어도비는 디자이너 및 개발자들로 하여금 HTML5, CSS3 및 자바스

크립트를 포함한 최신 웹 기술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디지털 콘텐츠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

운 툴과 기법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모바일용 플래시(Flash) 솔루션 개발 중단 선언에 이어 어도비 HTML 관련 기술 개발의 결과

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어도비시스템즈의 개발자 에반젤리스트(전도사)인 라이언 스튜어트

(Ryan Stewart)는 기조연설에서 에지 툴 및 기법(Edge Tools & 

Services)을 소개했으며, 어도비 에지 애니메이트 1.0(Adobe Edge 

Animate 1.0), 어도비 에지 인스펙트 1.0(Adobe Edge Inspect 1.0, 이

전 코드명 ‘섀도우(Shadow)’), 어도비 폰캡 빌드 1.0(Adobe 

PhoneGap Build 1.0), 어도비 에지 웹 폰트(Adobe Edge Web Fonts), 

그리고 어도비 에지 코드(Adobe Edge Code) 프리뷰 등을 발표했다. 

어도비는 또한 올해 말로 예상되는 어도비 에지 리플로우(Adobe 

Edge Reflow)의 프리뷰 릴리스에 앞서 그 데모 영상을 시연했다.

라이언은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HTML 5와 웹 등으로 많이 수

용되고 있는 조류에 따라,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심혈을 기

울이고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진척이 있었다. 다양한 표준을 받

아들이고 표준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모든 디바이스와 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구현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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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발자나,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비시스템즈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부문 아태지역 에반젤

리스트 폴 버넷(Paul Burnett)은 디자인 툴을 분석했다. “다이나믹하

고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이제 웹 표준으로 삼아 CSS3나 HTML5 

같은 것들을 공용 브라우저에서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그

러한 웹을 구축할 수 있는 툴로서 어도비 엣지 애니메이트1.0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현재 에지 애니메이트는 웹 디자이너들이 최신 웹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이용해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으며, 이미 50만 회 이상의 프리뷰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

고 에지 애니메이트와 다른 에지 툴 및 서비스는 현재 어도비 크리

에이티브 클라우드(Adobe Creative Cloud)에서 무료 멤버십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보다 표현력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딩 작업을 수행하는 웹 디자이너와 디자인에 가치를 더하는 웹 

개발자를 의해 개발된 어도비 에지는 최신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

를 위해 HTML, CSS 및 JavaScript를 이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모

바일 지원 콘텐츠와 앱을 개발하기 위한 어도비의 새로운 주력 툴 

및 서비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도비 에지 브랜드는 개별적으로는 물론, 함께 연동해 효과적으

로 실행되는 직관적인 작업 중심의 툴과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기

반 웹 기술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자

유를 부여하는 생산적인 툴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전문가를 위해 개발됐다. 

에지 툴 및 서비스는 올인원 웹 사이트 제작을 위한 업계 선도적

인 툴인 어도비 드림위버 CS6(Adobe Dreamweaver CS6)를 보완

한다. 

이번에 제공된 서브스크립션 업데이트에서는 에지 에니메이트, 

새로운 HTML5 태그 및 기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에지 툴 및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영문으로만 

출시되어 있으며, 한글 지원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 레이아웃 : CSS 리전(CSS Regions)과 CSS 익스클루전(CSS 

Exclusions)으로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은 웹 상에서 응답 속도가 빠

른 매거진 형태의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다.

■ 기초 그래픽 : 제안된 CSS 트랜스폼(CSS Transforms) 스펙으로 

저작권자들은 보다 손쉽게 기하 변환을 HTML 및 SVG 콘텐츠에 지속

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제안된 CSS 컴포지팅 및 블랜딩(CSS 

Compositing and Blending) 스펙은 웹 디자이너들에게 포토샵에서 

이미 친숙한 블렌드 모드(Blend Mode)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

공할 것이다.

■ 극장 수준의 시각적 효과 : CSS 커스텀 필터(CSS Custom Filters)

는 현재 크롬 카나리아(Chrome Canary)에서 지원되며 정교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웹 경험을 실

현할 수 있다. 어도비는 또한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고

유한 맞춤형 필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실험적 툴인 CSS 필

터랩(CSS FilterLab)을 발표했으며, 이는 현재 http://html.adobe.com/

webstandards/csscustomfilters/cssfilterlab/에서 이용할 수 있다.

■ 폰트 : 어도비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했으며 에지 코드와 에

지 리플로우에서 이용되는 Source Sans Pro와 Source Code Pro 등 

2개의 새로운 폰트를 보유하고 있다.

에지 툴 및 서비스

■ 에지 애니메이트(Edge Animate) : 사용자들이 HTML, JavaScript 

및 CSS를 이용해 웹 상의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동작 및 인터랙션 디자인 툴

■ 에지 인스펙트(Edge Inspect) : 프론트 엔드 웹 개발자와 디자이

너가 모바일 기기상에서 효과적으로 HTML 콘텐츠를 미리보고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보기 툴

■ 에지 코드(Edge Code) : 브래킷(Brackets)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코드 에디터, HTML, CSS 및 JavaScript를 이용해 작업

하는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위해 최적화됨

■ 에지 리플로우(Edge Reflow) : 사용자들이 HTML 콘텐츠 스타일

링을 위한 표준인 CSS를 이용해 레이아웃과 시각적 디자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응답 속도가 빠른 웹 설계 툴. 프리뷰 릴리스는 올해 

연말까지 출시될 예정임

■ 에지 웹 폰트(Edge Web Fonts) : 웹 사이트 및 앱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오픈 소스 폰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무료 

웹 폰트 서비스

■ 타입킷(Typekit) : 디자이너 및 개발자들이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호스팅된 고품질 폰트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폰갭 빌드(PhoneGap Build) :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플랫폼을 위

해 HTML, CSS 및 JavaScript으로 개발된 모바일 앱을 패키징하는 서

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