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obe® Flash® Professional CS5® 읽어보기 
Adobe® Flash® Professional CS5®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서에는 Flash 
Professional CS5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은 최신 제품 정보, 업데이트 및 문제 해결 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제거

시험판 소프트웨어

전자 사용권

등록 정보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Test&Target® 확장 프로그램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SiteCatalyst® 확장 프로그램

Adobe Flash Professional CS5 Packager for iPhone®

알려진 문제

고객 지원 센터

기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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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 Intel® Pentium® 4 또는 AMD Athlon® 64 프로세서 
• Microsoft® Windows® XP 서비스 팩 2(서비스 팩 3 권장), Windows Vista® Home 

Premium, Business, Ultimate 또는 Enterprise 서비스 팩 1(32비트 Windows XP 및 
Windows Vista 인증 버전만 해당) 또는 Windows 7 

• 1GB RAM 이상 권장 
• 설치에 사용 가능한 3.5GB의 하드 디스크 공간. 설치 시 추가로 여유 공간 
필요(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에는 설치할 수 없음) 

• 16비트 이상의 비디오 카드가 장착된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 DVD-ROM 드라이브  
• 멀티미디어 기능에 QuickTime 7.6.2 필요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광대역 인터넷 연결 필요 

Mac OS  

• 멀티코어 Intel® 프로세서  
• Mac OS X v10.5.7 또는 v10.6 
• 1GB RAM 이상 권장 
• 설치에 사용 가능한 4GB의 하드 디스크 공간. 설치하는 동안 추가 여유 공간 
필요(대/소문자 구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볼륨 또는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에는 설치할 수 없음) 

• 16비트 이상의 비디오 카드가 장착된 1,024x768 디스플레이(1,280x800 권장)  
• DVD-ROM 드라이브 
• 멀티미디어 기능에 QuickTime 7.6.2 필요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광대역 인터넷 연결 필요 

Packager for iPhone®을 사용하여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위 Adobe Flash Professional CS5 
시스템 요구 사항뿐 아니라 iPhone 3.0 OS를 지원하는 장치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http://www.adobe.com/kr/products/flash/systemreqs/에서 확인하십시오. 

CS Live 시스템 요구 사항을 보려면 www.adobe.com/go/cslive_requirements_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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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CS Live 온라인 서비스("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호스팅되는 일부 
기능에 액세스하여 이 제품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언어 및/또는 통화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와 일부 관련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통지 없이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에는 별도의 사용 약관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며 일부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요금이 부과되거나 구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용 약관 및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검토하려면 www.adobe.com/kr을 방문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1. 설치하기 전에 다른 Adobe 응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브라우저 창 
등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또한 설치하는 동안에는 
바이러스 방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리 권한이 있거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Windows:  

o 드라이브에 DVD를 넣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설치 관리자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에는 DVD의 루트 레벨에 있는 Adobe CS5 폴더로 
이동한 다음 Setup.exe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 과정을 시작합니다.  

o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경우 설치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추출되고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 관리자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에는 
폴더를 열고 Adobe Flash Professional CS5 폴더로 이동하여 Setup.exe를 두 
번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Mac:  

o 드라이브에 DVD를 넣고 디스크에서 루트 수준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하여 Install.app를 두 번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o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경우 .dmg 파일을 열고 Adobe Flash 
Professional CS5 폴더로 이동하여 Install을 두 번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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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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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가적인 CS5 설치 도움말을 보려면, http://www.adobe.com/go/cs5install_kr로 
이동합니다. 

알려진 문제

• Macintosh의 경우 하드 드라이브의 루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BG044824). 
• Vista64에서 설치하는 경우 기본 설치 위치가 잘못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c:\program files(x86) 위치에 올바르게 설치됩니다(#BG064131). 
• 설치 관리자 [옵션] 화면에 표시되는 "전체 크기"에는 설치에 필요하지만 구성 요소 
목록에는 표시되지 않는 구성 요소에 필요한 공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값이 목록의 
구성 요소 크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G059229). 

• 제품 및 설치하려는 구성 요소의 수에 따라 설치 시간이 2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BG050030). 

• 설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support_loganalyzer_kr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소프트웨어를 처음 설치한 이후 추가 구성 요소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DVD 또는 웹에서 다운로드한 원본 설치 관리자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복구]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제거 

1. 제거하기 전에 다른 Adobe 응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브라우저 창 등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o Windows XP의 경우, Windows 제어판을 열고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두 번 
클릭합니다. 제거하려는 제품을 선택하고 [변경/제거]를 클릭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o Windows Vista 및 Windows 7의 경우, Windows 제어판을 열고 [프로그램 및 
기능]을 두 번 클릭합니다. 제거하려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한 
다음 화면에 표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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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요: Mac OS에는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휴지통에 
드래그하여 제거하지 마십시오. Mac OS X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유틸리티/Adobe Installers에서 제품 제거 관리자를 두 번 
클릭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제거] 앨리어스를 두 번 클릭합니다. 
[환경 설정 제거]를 선택하고 관리자로 인증한 다음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참고: 다른 컴퓨터에 제품을 설치하려면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먼저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비활성화하려면 [도움말] > [비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시험판 소프트웨어  

일련 번호 입력  

일련 번호 등록 화면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처음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일련 번호 등록 화면이 로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자체의 일련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된 Creative Suite의 일련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이 Creative Suite 중 하나인 경우에는 Creative Suite에 포함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이 일련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Creative Suite의 일부로 
설치된 기타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새 일련 번호를 
인식합니다.  

시험판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만 새 일련 번호를 인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이미 
다른 일련 번호로 등록된 경우 [도움말] > [비활성화] >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를 사용하여 
기존 일련 번호를 제거할 때까지 등록된 일련 번호가 계속 사용됩니다. 기존 일련 번호를 
제거한 후 응용 프로그램이 다음에 시작되면 새 일련 번호가 인식됩니다.  

구입한 일련 번호는 특정 언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언어로 설치된 
제품에서만 허용됩니다.  

볼륨 라이센스  

볼륨 라이센스 고객은 시험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륨 라이센스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모든 Creative Suite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Acrobat 9 
시험판 또는 Creative Suite와 함께 제공되는 소매 버전 제외). Acrobat 9 볼륨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는 공인 Adobe 라이센스 센터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볼륨 라이센스를 
주문하려면 대리점이나 공인 Adobe 라이센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가까운 대리점을 
찾으려면 http://partners.adobe.com/resellerfinder/na/reseller.jsp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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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사용권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사용권 계약과 보증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eulas_kr을 참조하십시오. 이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활성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go/activation_kr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정보 

Adobe ID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등록하고 Adobe CS Live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S Live 서비스의 무료 구독을 이용하고 최신 제품 정보, 
교육, 뉴스레터, Adobe 이벤트 및 세미나 초대 등을 받으려면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Test&Target 
확장 프로그램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Test&Target®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작 
과정에서 바로,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할 Flash 컨텐츠 변형을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제공되므로 온라인 
컨텐츠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연관성 높은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컨텐츠 변경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Test&Target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Test&Target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Omniture Test&Target을 다운로드하려면 
http://www.adobe.com/go/fl_getomniture_kr를 방문하십시오.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SiteCatalyst 
확장 프로그램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SiteCatalyst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Flash 
컨텐츠를 만든 시점부터 바로 추적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컨텐츠에 일일이 태그를 
직접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므로 좀 
더 창조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SiteCatalyst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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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자는 Omniture SiteCatalyst의 풍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온라인 전략 및 마케팅 추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SiteCatalyst를 
사용하면 웹 사이트를 통해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고, 
어느 사이트에서 방문자가 이탈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의 핵심 
성공 수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teCatalyst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 응용 
프로그램인 Omniture Online Marketing Suite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Adobe Flash Professional CS5용 Omniture SiteCatalyst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려면 http://www.adobe.com/go/fl_getomniture_kr를 방문하십시오.  

Adobe Flash Professional CS5 Packager for iPhone®  

Apple App Store 제출 시 필요한 요구 사항 

개발자는 다른 iPhone 응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Packager for iPhone을 사용하여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자는 iPhone Developer 
Program의 회원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iPhone에 배포하려면 Apple의 개발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발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pple의 http://developer.apple.com/iphone/을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문제  

Packager for iPhone에 대한 최신 정보와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버그 제출 및 기능 요청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거나 버그를 보고하려면 http://www.adobe.com/go/wish_kr/의 
양식을 완성하여 저희 팀에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사항  

타사 관련 법적 고지는 http://www.adobe.com/go/thirdparty_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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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모든 Creative Suite 5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와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XP를 위한 GB18030 지원 

Windows XP 시스템에서 중국어 표준 GB18030의 모든 문자 표시를 지원하려면 Microsoft 
GB18030 지원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 패키지는 Windows XP 
시스템에서 GB18030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글꼴 및 IME(입력기)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지원 패키지는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BG061690). 

고객 지원 센터 

고객 서비스

Adobe 고객 서비스에서는 제품 정보, 판매, 등록 및 기타 비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Adobe 고객 서비스로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Adobe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연락처]를 클릭하십시오. 

지원 계획 옵션 및 기술 리소스 

무료 및 유료 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 문제 해결 리소스 등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http://www.adobe.com/go/support_kr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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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맨 위에 있는 국가 이름 옆의 
[변경]을 클릭하여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문제 해결 리소스에는 Adobe의 지원 지식기반, Adobe 사용자 포럼, Adobe 지원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도구 및 정보가 온라인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Creative Suite 5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제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시스템을 다시 부팅해 보십시오. 추가적인 CS5 설치 도움말을 보려면 
http://www.adobe.com/go/cs5install_kr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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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리소스 

온라인 리소스

전체 도움말과 커뮤니티 기반 지침, 아이디어 및 지원은 
www.adobe.com/go/learn_Flash_support_kr를 참조하십시오.  

Adobe 웹 사이트

Adobe TV

Adobe Design Center  

개발자 센터

사용자 포럼

Adobe 사용자 그룹

Adobe Marketplace 및 Exchange

트레이닝

Adobe 인증 프로그램

Adobe 파트너 프로그램

Adobe 공인 트레이닝 센터 찾기  

Adobe 공인 인쇄 서비스 공급자 찾기  
 
시험판 버전을 정품으로 전환하려면 http://www.adobe.com/go/buy_flashpro_kr를 
클릭하십시오. 

© 2010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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