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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환경 설정

“나무를 베라고 6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 Abraham Lincoln

Adobe의 Flex 4.5 SDK는 무료이며, 이 SDK만 있으면 원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Flex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방

법으로 작업하려면 코드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DK의 명령줄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해야 한

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Adobe
의 Flash Builder 4.5는 Flex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Flex 개발을 위한 최고급 IDE로 인정받고 

있는 Flash Builder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코드 편집기, 코드 완성, 유
익한 프레임워크 문서, 자동화된 컴파일링, 디버깅 도구 및 팀 기반 개

발을 지원하는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Flex에 익숙한 개발자와 다른 편집기로 Flex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개발자들 대부분이 Flash Builder를 최고의 IDE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절에서 설명

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Flash Builder를 사용하여 Flex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한다.

Flash Builder가 아직 없다면 Adobe 사이트(http://www.adobe.com/ 

products/flex/)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편집기

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명령줄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컴파

일하려면 Flex SDK만 다운로드해도 된다. 하지만 Adobe에서 60일 

동안 기능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Flash 
Builder를 사용하기 바란다. (실제로는 사용자가 작성한 차트에 워터마크가 

표시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 장의 내용

Flash Builder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Flash Builder 및 

Eclipse 소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새 Flex 프로젝트 만들기

요약

메모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라이브러리 코드, 샘플 파일, 설명서 및/

또는 특정 언어나 특수 목적의 개발을 지

원하는 유틸리티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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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Builder는 Adobe의 독립형 Flash Builder 또는 Eclipse 플러그

인이라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여 다운로

드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버전에 대해서는 41페이지의 “Flex 버
전” 절에서 설명한다.

Flash Builder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Flash Builder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Flash Builder를 사용하

고 싶지 않다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Flex의 MXML은 

XML 기반 언어이므로 탭 들여쓰기 및 색상으로 구분된 구문과 같은 

XML 마크업을 지원하는 편집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골치 아픈 

경우를 피하려면 Flex 컴파일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편집기

를 그렇지 않은 편집기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염두

에 두고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체 가능한 편집기를 살펴보기 바란다.

FDT(Windows, Mac OS)

FDT는 Actionscript 및 Flex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 IDE이며, Flash 
Builder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FDT를 개발한 

Powerflasher Solutions에서 30일 평가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해 보고 결정할 수 있다. http://www.fdt.powerflasher.com/에
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lashDevelop(Windows)

FlashDevelop는 ActionScript 개발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픈 소스 

IDE로 Flex 애플리케이션도 편집하고 컴파일할 수 있다. FlashDevelop
도 Eclipse처럼 무료이지만 코드 완성 및 자동화된 컴파일 기능을 제

공한다는 (39페이지의 보조 기사 “FlashDevelop를 구성하여 Flex 4.5 SDK 

사용하기” 참고) 점을 감안하면 대체 가능한 도구 중 가장 좋은 무료 

도구일 것이다. http://osflash.org/flashdevelop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clipse(Windows, Mac OS, Linux)

Eclipse는 Java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료 오픈 소스 

IDE다. Eclipse에서는 여러 다양한 언어로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메모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작성을 도와주

기 위해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이다. 기

본적인 IDE에서는 코드 편집, 컴파일 

및 디버깅 도구를 제공하는 반면, 고급 

IDE에서는 코드 완성, 버전 제어, 버그 

추적 및 프로젝트 관리 유틸리티와 같

은 고급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3페이지의 보조 

기사 “IDE에 대한 추가 설명”을 참고

하기 바란다.

메모

대체 가능한 편집기를 사용하려면 Flex 

4.5 SDK가 필요하다. Flex 4.5 SDK는

Adobe 사이트(http://opensource.adobe.

com/wiki/display/flexsdk/Download

+Flex+4)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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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Develop를 구성하여 Flex 4.5 SDK 사용하기

FlashDevelop는 Flash Builder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며, 

특히 무료 IDE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아쉽게도 Flash Develop는 

Windows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Windows 사용자라

면 Flex 4.5 SDK를 사용하도록 FlashDevelop를 구성하기가 

쉬우며, 이를 통해 코드 완성 및 자동화된 컴파일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그림 2-1).

FlashDevelop(필자의 경우, 버전 3.2.2 RTM 사용)를 설치한 

후 Flex 4.5 SDK를 다운로드하고 압축 해제(필자의 경우, 이 

SDK를 C:\flex45sdk에 압축 해제)했다고 가정하자. Flash 

Develop에서 SDK 폴더를 지정하려면 먼저 Project➝Properties

를 선택하고 Compiler Options 탭을 클릭한다.

Compiler Options 탭의 “Custom Path to Flex SDK” 필드에

서 압축 해제한 Flex 4.5 SDK를 가리키는 값(. C:\flex 

45sdk)을 지정한다.

이렇게만 하면 코드 완성 및 컴파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FlashDevelop에서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작업을 더 수행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Flash Player를 호출하도록 FlashDevelop를 구

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Project➝Properties를 선

택한 다음 Output 탭을 클릭한다.

Output 탭에서 대화 상자의 맨 아래에 있는 “Test Movie”

옵션을 찾은 다음 “Play in popup”을 선택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부터 이 무료 도구를 사용하여 

Flex 4.5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컴파일할 수 있다.

을 뿐만 아니라 Flex 4.5 SDK를 사용하여 Flex 애플리케이션을 컴파

일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http://www.eclipse.org/에서 자세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TextMate(Mac OS)

TextMate는 ActionScript 지원이 내장된 뛰어난 텍스트 편집기이지

만 이 편집기를 사용하려면 MXML 작업을 지원하는 Flex “번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http://macromates.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Notepad++(Windows)

Notepad++는 깔끔하면서도 강력한 편집기다. HTML 및 XML 지원

과 더불어 써드파티 코드 완성 유틸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http://notepad-plus.sourceforge.net/uk/site.htm에

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extPad(Windows)

다루기 쉬운 강력한 편집기로 유명한 TextPad는 Windows에서 

MXML을 직접 코딩할 때 유용하다. http://www.textpad.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모

출간 직전에 Flex 4.5 SDK를 Eclipse

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블로

그 포스트를 찾을 수 있었다. http:// 

www.seanhsmith.com/2010/03/29

/flex-for-free-setting-up-the-flex

-4-sdkwith-eclipse-ide/를 살펴보

기 바란다. 코드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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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lashDevelop와 Flex 4.5 SDK를 통해 코드 완성 기능을 활용하여 Flex 

4.5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기본 기능만 제공하는 편집기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한 후에는 코드

를 컴파일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다. 
Flex는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컴파일 옵션이 개발되

고 있다. 그러므로 자주 검색해 보면 원하는 옵션을 찾을 수 있다. 대
부분의 써드파티 솔루션에서 명령 프롬프트(Windows)나 터미널 창

(Mac OS, Linux)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명령줄 컴파일러를 구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령줄 컴파일러에 디버깅을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편집기와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메모

명령줄을 사용하여 Flex 코드를 컴파

일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lex 4.5 컴파일러 API에 대한 Adobe

의 문서(http://help.adobe.com/en_US/ 

F lex/4.5/CompilerAP I/flex_4.5_

compilerapi.pdf)를 참고하기 바란다.

Adobe 문서뿐만 아니라 Flex Developer 

Center(http://www.adobe.com/devnet

/flex/?view=documentation)에서도 Flex 

개발자에게 유용한 다양한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직접 살펴보고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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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Builder 및 Eclipse 소개

Flash Builder를 설치했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

한 기능을 익힐 차례다. Flash Builder는 유명한 오픈 소스 Eclipse 
IDE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clipse는 강력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램 중 가장 보기 좋거나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Eclipse의 세부사항은 여러분이 직접 살

펴보기 바란다.

Flex 버전

Flash Builder에는 독립형 설치와 Eclipse 플러그인이라는 두 가지 버

전이 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답하

는 것이 맞을 것이다.

Eclipse IDE에 익숙하고 여러 가지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개발한다면 

Adobe의 Flash Builder plug-in for Eclipse가 좋겠지만 주된 관심사

가 Flex 개발에 있고 Eclipse에 익숙하지 않다면 Adobe의 독립형 설

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립형 설치에는 도크/시작 메뉴용 

Flex 아이콘, Flex 스플래시 화면 등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기능이 포

함되어 있다. 이 책의 예제에서는 독립형 버전을 사용한다. 따라서 

Eclipse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 내용과 메뉴 탐색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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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를 사용하고 있다면

Adobe에서는 Linux를 위한 정식 Flex 4.5 IDE를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같다.

Flex 3 SDK는 Eclipse 플러그인을 통해 지원되고, 시험판 라

이선스가 적용되는 알파 릴리스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여전히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그림 2-2). 아쉽게도 

Flex 3 플러그인에서는 Flex 4.5 SDK를 다룰 수 없다. 한 

가지 예로, 코드 완성이 작동하지 않는데 이는 상당히 심각한 

단점이다.

그림 2-2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Adobe의 Flex Builder 3 

for Linux plug-in for Eclipse(유럽 전용) 알파 릴리스 사용

하기

그렇다고 해서 Linux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무료 SDK를 통해 Flex 4.5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IDE 유틸리티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아직까지 코드 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매 웹 사이트의 

WordPress 포럼(http://learningflex4.wordpress.com/)에 

의견을 올려주기 바란다.

Flex SDK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FlexBeans라는 플러그인과 

함께 NetBeans IDE를 사용할 수도 있다(그림 2-3). Flex 3 

버전의 SDK에서도 기본적으로 무리 없이 컴파일이 되기는 하

지만, Flex 4.5를 올바르게 컴파일하려면 Java 기반 컴파일러

인 ANT에서 약간의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이 좋으면 무료 명령줄 컴파일러로 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블로그 포스트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필자는 Ubuntu 10.04, gedit(빌트인 편집

기), Flex 4.5 SDK 그리고 Adobe의 명령줄 컴파일러를 사용

하여 간단한 Flex 4.5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볼 수 있었다(그

림 2-4). 이 방법을 시도하고 싶다면 부록 D, ‘Linux에서 명령

줄을 사용하여 Flex 애플리케이션 컴파일하기’를 참고하기 바

란다. 이 부록은 VillaGIS에 다니는 Elijah의 동료 중 한 명인 

Matthew Sabath가 쓴 것이다.

그림 2-3 NetBeans IDE와 FlexBeans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Flex 3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그림 2-4 Linux, Adobe의 Flex 4.5 SDK 및 명령줄 컴파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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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에 대한 추가 설명

다시 한 번 말하지만,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의 약자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의미

하는 용어다. 다시 말해서 IDE는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파일을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하고, 완료된 제품을 

배포하기 위한 프로그래머의 도구로서 이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개발 솔루션이다. 친근한 IDE로는 Microsoft Visual 

Studio, Xcode, Eclipse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IDE가 있다.

이 책에서는 Flash Builder와 관련해서 Eclipse IDE가 여러 

번 언급된다. Flash Builder의 기능은 아니지만 기본 Eclipse 

IDE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Flash Builder를 확장해 주는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Eclipse를 종종 언급할 것이다.

그렇다면 Eclipse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기본적

으로 Eclipse는 Java 편집기로 패키지되어 제공되기는 하지만, 

올바른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처리

할 수 있다. 많은 Java 프로그래머가 Eclipse를 기본 개발 환경

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JavaScript, HTML, C, Python을 비롯

한 다른 여러 언어에도 사용하기 좋은 개발 환경이다.

또한 Eclipse는 팀에서 코드를 공유하고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제어 기능도 지원한다. 그리고 Subversion(SVN) 

저장소에 연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Eclipse 및 Flash Builder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 Subclipse를 살펴보기 바

란다. http://subclipse.tigris.org/에서 이 플러그인을 찾아볼 

수 있다.

Adobe에서는 Eclipse가 프로그래머에게 인기가 많고 기본 패

키지에 안정적인 수준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Eclipse를 Flash Builder의 기반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Adobe에서는 전체 IDE를 개발하는 데 드는 

노력을 줄이고 Flex 개발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게다가 Eclipse는 이미 크로스 플랫

폼이기 때문에 Mac, Windows 및 Linux를 위한 별도의 코드 

베이스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Eclipse는 한 IDE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로 진행되는 개발에 유용하다. 더 나

아가 Flash Builder의 기반이 Eclipse이므로 광범위한 Eclipse 

플러그인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마음껏 

골라서 Flash Builder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곧 어느 

정도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머지않아 

이 특징이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Trivial Pursuit, IT 에디션이 지속적으로 발매되는 것처

럼 IBM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Eclipse는 Java로 개발된 후 

2001년에 완전한 오픈 소스로 전환되었다.

Flash Builder 설치

Flash Builder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설치 프로그램을 열고 화면의 지

시에 따라 설치를 시작할 수 있다. 설치 위치와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라면 기본값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Flash Builder를 

열어보자. 그러면 그림 2-5와 같은 화면이 반겨줄 것이다.

이 화면은 기본적으로 Eclipse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 창인 Flash 
Builder Start Page다. (물론 Flash Builder에는 고유 브라우저가 있다.) 이 

시작 페이지에는 Flex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Learn to build a Flex application”이라는 튜토리얼이 있으며, 그 내

용 또한 알차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자료를 가볍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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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Flash Builder Start Page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탐색 옵션을 보면 Flex Documentation, Related 
Products and Technologies 및 Tour de Flex에 대한 탐색 옵션이 있다

(그림 2-6). 서둘러서 시작하다 보면 뒤로 미뤄둘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라도 잊지 말고 살펴보기 바란다. Flex Documentation과 Related 
Products and Technologies에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대한 정보

가 있으며, 특히 개념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지금쯤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이제 Flash Builder 도
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첫 번째 예제를 시작하자.

그림 2-6 잊지 말고 가끔씩 개발자 문서를 살펴보기 바란다. 좋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기 살펴보기

Eclipse와 Flash Builder에서는 특정 개발 작업에 맞춰서 다양한 도구

를 퍼스펙티브에 구성하기 위해 분할창과 패널을 활용한다. 분할창

(pane)은 매우 구체적인 Flash Builder 유틸리티를 의미하는 반면, 패
널(panel)은 유사한 분할창을 고정하는 데 사용된다. 퍼스펙티브(perspective)

는 특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분할창과 패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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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치한 이후에는 Flash Builder가 개발 퍼스펙티브에서 바로 열

린다. 가볍게 살펴보자. 먼저 Package Explorer에서는 코드 파일, 자
산(. 이미지, 사운드 등) 및 써드파티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Outline 분할창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조가 트리 모양으

로 표시되며, Problems 분할창에는 컴파일러가 코드에서 찾아낸 문제

점(. 버그 및 경고)이 표시된다. 다행히도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므

로 아무 문제점도 표시되지 않는다. 나중에 워크벤치 도구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즐기는 마음으로 가볍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자.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

Eclipse/Flash Builder에서는 모든 것이 프로젝트라는 점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즉, 앞으로 파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그 

대신 서로 연동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파일 그룹을 사용하게 된다. 따
라서 Flex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먼저 Flex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시작할 것이다.

프로젝트 아카이브 가져오기

우선 첫 번째 연습으로 기존 프로젝트를 Flash Builder로 가져오는 작

업부터 시작하자. 

이 책의 자매 웹 사이트에 이 연습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으므로 다운

로드하기만 하면 된다.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을 입력한 결과 ZIP 파
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한다.

http://learningflex4.com/code/ch2/GettingStarted.zip

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그림 2-7과 같이 Flash Builder에서 File➝
Import Flash Builder Project를 선택한다. 그러면 Import Flash 
Builder Project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8). 이 대화 상자에서는 

압축된 프로젝트 아카이브나 압축 해제된(즉, 복사되어 붙여 넣어진) 프로

젝트 폴더를 Flash Builder 작업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다.

메모

개발 퍼스펙티브와 디버깅 퍼스펙티브

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퍼스펙티브다. 

퍼스펙티브는 개발이나 디버깅과 같은 

특정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창

과 패널을 특정한 형태로 배치해 놓은 

레이아웃이다. 이 두 개의 퍼스펙티브는 

미리 설정된 퍼스펙티브이지만 개발자

가 직접 퍼스펙티브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다.

메모

언제라도 추가 Flex 애플리케이션을 기

존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지만, Flex 

애플리케이션은 Flex 프로젝트 내에만 

있을 수 있다.

경고

자매 웹 사이트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웹 주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주

의하기 바란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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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Import 대화 상자 시작

이제 압축된 프로젝트를 바로 가져올 것이므로 File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Browse를 클릭하고 방금 전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 찾는다(그림 2-8). 물론 프로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가져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제안 된 기본 작업 공간으로 가져오

도록 선택한다. 기본 작업 공간이 파일 구조에서 약간 깊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

지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Finish를 클릭하여 가져오기를 완

료한다.

그림 2-8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

경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브라우저에 의

해 아카이브의 압축이 풀렸거나 여러

분이 직접 압축을 푼 경우에는 압축된 

프로젝트 아카이브가 아닌 압축 해제

된 프로젝트 폴더를 가져와야 한다. 이

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존 프로젝트 

가져오기” 절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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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에 Package Explorer 분할창에 프로젝트가 표시된다. Package 
Explorer에서 프로젝트 이름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폴더의 콘텐츠

가 표시된다(그림 2-9). 여러 개의 폴더가 표시될 것이며, 그 중 한 폴더

에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들어 있다. 과연 어느 폴더일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소스 코드를 source 또는 src 폴더에 담아 두는 경향

이 있으므로 그림 2-9와 같이 src 폴더를 펼쳐보자. 그러면 Getting 
Started.mxml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파일이 보일 것이다.

그림 2-9 첫 번째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열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한 후 작업 공간으로 가져왔으므로 이

제 코드를 살펴볼 시간이다. GettingStarted.mxml 파일을 두 번 클릭

한다. 그러면 Flash Builder의 Source 모드로 파일이 열린다. 

Flash Builder에는 Source 모드와 Design 모드라는 두 가지 편집기 

뷰가 있다. Source 모드에서는 프로젝트의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Design 모드에서는 컴포넌트를 끌어놓고, 컴포넌트의 스

타일과 배열을 조정하고, 지금까지 빌드해 놓은 애플리케이션의 전반

적인 레이아웃을 미리 보는 등의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보통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또는 WYSIWYG라고 부른다. 이제 그림 2-10과 같이 Design 단
추를 클릭하여 Design 모드로 전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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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Source 모드와 Design 모드 전환하기

Design 모드를 보면서 조금 놀랐을 것이다(그림 2-11). 프로젝트가 미

완 상태로 보이겠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중에 실행

해 보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11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의 GettingStarted 프로젝트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몇몇 용어가 생소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

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단락을 소개하는 이유는 나

중에 자세히 공부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더라도 이 첫 번째 애플리케

이션에서 보고 있는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므로 차분히 읽어보기 바

란다.

“Label, My First Flex Application의 세로 위치(y 특성)는  런타임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데이터 바인딩에 의해 계산되어 Button과 

두 개의 TextInput 컨트롤이 있는 HGroup 컨테이너의 세로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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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데이터 바인딩”을 코드의 어느 부분에서 처리하는지 

궁금하다면 키보드 단축키인 Ctrl-물결표(~)를 클릭하여 Source 모드

로 전환한 후 다음과 같은 코드 블록에 있는 y="{hgroup.y - 25}" 문을 

찾아보자.

<s:Label id="titleLabel"
    horizontalCenter="0" y="{hgroup.y - 25}"
    fontFamily="Verdana" fontWeight="bold"
    text="My First Flex Application!"/>

데이터 바인딩을 처리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앞의 설명이 어렵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서는 그냥 새로운 용어를 보여주려는 것뿐이었다. 점차 구체적인 형태

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바인딩은 8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그 결과만 

확인해 보자.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이제 GettingStarted.mxml 파일이 Flash Builder에 열려 있으므로 

Run➝Run GettingStarted를 선택하거나 기본 도구 모음에 있는 동그

란 모양의 녹색 “Run” 단추를 클릭하여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그림 2-12). Run 단추를 클릭하면 브라우저 창이 열리

면서 첫 번째 Flex 애플리케이션이 HTML 페이지에서 실행된다(그림 

2-13).

그림 2-12 Run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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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실행 중인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모든 것이 프로젝트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실행해 보았으니 이제 삭제하자. 물론 

여기까지 어렵게 왔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언제라

도 되돌릴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Flash Builder에서는 작업 공

간에서 프로젝트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소스 코드가 삭제되지는 않는

다. 하지만 소스 코드가 하드 드라이브에 있다고 해서 Flash Builder
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살펴

보자.

먼저 Package Explorer에서 프로젝트, 즉 맨 위에 있는 폴더인 

GettingStarted를 선택한다.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대

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다음 Edit➝Delete를 선택한다. 
이제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삭제할지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

다(그림 2-14). 이미 선택되어 있는 “Do not delete contents”를 선택한

다. 그래야만 프로젝트 파일이 시스템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메모

앞으로 자주 메뉴 표시줄을 통해 명령

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자

주 사용되는 명령 중 많은 명령은 Flash

Builder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삭제

하려는 경우, 프로젝트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Mac OS의 경우

는 Control-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

에서 Delete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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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프로젝트 삭제하기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이 폴더

는 사용자의 문서 폴더(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이름 폴더) 아래

의 Flash Builder 4.5 폴더나 프로젝트를 원래 저장해 두었던 폴더에 

있다. 분명 지금 말한 위치에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렉터

리 구조 또한 Package Explorer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Flash Builder의 프로젝트에

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Flex 코드가 있다고 해서 

Flash Builder에서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드를 프

로젝트로 참고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신의 시스템에 있는 src 폴더

에서 GettingStarted.mxml 파일을 두 번 클릭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편집기로 열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스템에서 이 파일

로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Flash Builder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Flex 코드를 사용하려면 

Import 대화 상자에서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참조해

야 한다. 그래야만 Flash Builder가 코드의 처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가져와보자.

기존 프로젝트 가져오기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작업은 자주 수행하게 될 작업 중 하나이므로 익

숙해지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에서 압축된 상태의 프로젝트인 압축된 프로젝트 아

카이브를 가져와 보았다. 조금 전에 작업 공간에서 삭제했지만 아카이

브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같이 압축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가져오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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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Builder에서 아까처럼 File➝Import Flash Builder Project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섹션에서 Project folder 옵션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압축되지 않은 기존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다. Browse
를 클릭하고 앞 절에서 삭제했던 GettingStarted 폴더를 선택한다(그

림 2-15). 이제 Finish를 클릭한다(그림 2-16). 그러면 Flash Builder가 

프로젝트를 가져온다.

그림 2-15 기본 작업 공간에서 GettingStarted 프로젝트 찾기

그림 2-16 압축되지 않은 로컬 프로젝트 가져오기

Flash Builder 작업 공간

앞으로 Flash Builder의 작업 공

간이 가끔씩 언급될 것이다. 작업 

공간은 프로젝트와 환경 설정을 저

장하려고 사용자가 선택해 놓은 시

스템 내 폴더다. 여러 개의 작업 공

간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Flex를 설치할 때 선택한 작업 공

간이 기본 작업 공간이 되며, 이 작

업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문

서 폴더에 있는 Flash Builder 4.5 

아래에 있다. 서로 관련이 없는 프

로젝트가 여러 개일 경우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려면 File➝
Switch Workspace➝Other를 선

택하고 새 작업 공간을 만든다. 

작업 공간과 관련해서 유용한 팁이 

있다. Flash Builder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전체 작업 공간을 복사

한 후 Flash Builder를 실행하는 

또 다른 시스템에 붙여 넣을 수 있

다. 이렇게 하면 원래 시스템의 소

스 코드뿐만 아니라 편집기 설정

(즉, 사용자 지정 구문 색상, 분할창 

및 패널의 배열,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사용자 지정 퍼스펙티

브 등)도 복사된다. 실제로 이런 유

형의 작업은 집에 있거나 이동 중

일 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자주 수행하게 된다. 이 방

법은 실험실 컴퓨터와 집에 설치된 

Flash Builder(물론 Educational 

License)에서 작업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

가 있는 학생에게도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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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Flex 프로젝트 만들기

물론 실제 Flex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보통 새 프로젝트를 처음부

터 만든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새 프로젝트를 작성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다음 장에서도 사용된다.

새 프로젝트를 작성하기 위해 File 메뉴에서 New➝Flex Project를 선

택한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Project name” 필드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한다. 이 경우

에는 MyNewProject라는 이름을 지정한다.

이 대화 상자에는 Project Location, Server Settings 및 Build Paths
라는 세 개의 탭이 있으며, 이 중에서 첫 번째 탭은 Project location, 
Application type 및 Flex SDK version이라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

되어 있다. “Project location” 섹션에서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프로젝트 폴더와 파일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다. “Project location” 값
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작업 공간 폴더로 지정되어 있지만, “Use 
default location” 선택란을 해제하고 원하는 위치를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 공간을 그대로 사용한다. 

두 번째 섹션인 “Application type”에서는 웹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지 아니면 Adobe AIR와 함께 실행되는 데스크톱용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예제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므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되

어 있는 기본 유형을 그대로 둔다. 

세 번째 섹션인 “Flex SDK version”에서는 사용할 SDK 버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Use default SDK (currently “Flex 4.5”) 옵
션을 선택한다. 설정을 마쳤으면 이제 Next를 클릭하여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Adobe AIR

Adobe AIR의 인지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AIR를 사용하면 시작 메뉴/도크 아이콘이 있고, 로컬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고, 끌어서 놓기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Flex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도 아주 좋은 도구다.

경고

프로젝트 이름에는 공백이나 허용되지 

않는 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문자, 숫

자, 달러 기호($) 문자 및 밑줄(_) 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 Eclipse에서 자세한 경

고 내용을 알려 줄 것이므로 충실히 따르기 

바란다.

메모

각 Flex 프로젝트에는 고유 폴더가 있으

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폴더의 이름은 

기본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이름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새 프로젝트를 다른 폴더

에 만들거나 작업 공간 외부(예를 들어, 

시스템에 있는 임의의 폴더)에 만들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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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의미 용도

bin-debug 바이너리 디버깅 컴파일된 코드(SWF 파일)가 있다. Flex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폴더에 

HTML 컨테이너 및 보조 파일도 들어 있다. AIR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

션 디스크립터 파일도 포함되어 있다.

html-template HTML 템플릿 컨테이너 HTML 파일을 생성하는 템플릿 파일이 들어 있다(웹 애플리케이션에만 해당).

libs 라이브러리 컴파일된 추가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파일이 들어 있다.

src 소스 소스 코드가 들어 있다. 소스 코드는 .mxml 파일, .as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

터 파일(AIR에만 해당)일 수 있다.

표 2-1 Flex 프로젝트 폴더 구조

두 번째 탭인 Server Settings 탭에는 Server technology, Server location 
및 Compiled Flex application location 섹션이 있다. 먼저 Server 
technology 섹션에서는 Flex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서버나 프로덕션 

서버와 같은 서버 환경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서버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예제에서는 아직 원격 데이터 서비스를 설정할 준비

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 유형으로 None을 선택한다. 나중에 

Flex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외부 서버 환경을 Flash Builder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섹션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의 맨 아래에는 Back, Next, Cancel 및 Finish 단
추가 있다. 지금은 계속 간단하게 진행할 것이므로 Finish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의 나머지 설정을 모두 기본값으로 지정한다.

Flex 프로젝트의 구조

지금까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으므로 이제 각 폴더의 의미

를 살펴보자. 모든 Flex 프로젝트에는 bin 폴더, html-template 폴더, 
libs 폴더 및 src 폴더가 있다. 표 2-1에서는 각 폴더의 용도를 설명하

고 있으며, 그림 2-17에서는 Package Explorer 분할창에 있는 한 프로

젝트의 폴더 구조를 볼 수 있다.

메모

프로젝트 설정은 나중에 언제라도 변

경할 수 있다. 이 대화 상자는 처음 시

작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생기면 Package Explorer에서 프로

젝트를 선택한 다음 Flash Builder의 

Project 메뉴를 열고 Properties를 선

택한다. 또는 Package Explorer에서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거나(Windows) Ctrl-클릭한(Mac OS) 

다음 컨텍스트 메뉴에서 Properties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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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Package Explorer에 표시된 새 프로젝트

요약

이 장에서는 Flash Builder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열고 실행하는 

방법도 배웠으며, Flex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금까지 Flash Builder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사항을 살펴보았으므

로 이제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을 바탕으로 Design 모드에서 간단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도 삭제하기 바란다. 코드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수 있다.

메모

이러한 폴더 이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src 대신 source를 소

스 폴더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폴더 이름을 생략하고 기본 MXML 파

일을 프로젝트의 최상위 레벨에서 유지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설정은 새 프로젝

트를 만들 때 New Project 대화 상자에

서 Finish 대신 Next를 클릭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는 나중에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Properties를

선택한 다음, Properties 대화 상자의 

Flex Build Path 섹션에서 Main source

folder와 Output folder를 변경하여 기

본 폴더를 수정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