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Namo Author v3.6)

일러두기
본 사용 설명서에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단어나 문구 표기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메뉴나 버튼 이름, 경고 상자, 대화 상자 등에 나타나는 단어나 문구는 모두 대괄호([])에
넣어서 나타냅니다.
키보드 키 표기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키보드의 키를 눌러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홑화살괄호(<>)에 넣어서 나타냅니다.
예) <Ctrl>, <Shift>, <Alt> 등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거나,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하나의 키를 눌러야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하기(+) 표시로 연결하여 나타냅니다.
예) <Ctrl+E>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 <E> 키를 함께 누르라는 의미이며, <Ctrl+Shift+S>는 <Ctrl>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영문 <S> 키를 함께 누르라는 의미입니다.
연속된 실행 경로 표기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메뉴를 연속해서 눌러야할 경우에는 닫는 홑화살 괄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 탭 > [시작하기]’는 [전자책] 메뉴 하위에 있는 [시작하기] 메뉴를 누르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및 주의 사항 표기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사항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은 단락에 회색 음영을
넣어 나타냅니다.
하이퍼링크
다른 페이지나 같은 페이지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는 파란색 글자로 밑줄을 표시하여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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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Namo Author 시작하기

주요 기능 살펴보기
Namo Author 는 EPUB3 기반의 전자책 저작 도구로써, 디지털 교과서, 매거진, 학습서, 기업 홍보 자료 등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작 도구와 달리 HTML5 와 CSS3 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이용하여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인 전자책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PUB3/EPUB2 국제 표준 포맷 지원
기존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의 EPUB2 전자책 제작은 물론 HTML5, CSS3, 자바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멀티미디어
표현과 인터랙티브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EPUB3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러리, 미디어, 클립아트,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그림 효과와 비디오,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효과를
포함하는 매거진, 도서와 도형, 차트, 수식, 문제 등의 요소를 포함한 디지털 교과서, 학습지 등의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고정 레이아웃(Fixed-layout)의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매거진, 동화책, 학습지 등 전문 서적 제작
고정 레이아웃 방식의 전자책 저작 기능을 제공하여 전자책의 크기, 글꼴 등 전자책의 형태를 지정하여 책을
제작한 의도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읽는 사용자의 EPUB 단말기 크기, 글자 크기 조절 등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 글자나 그림이 변경되어
보이는 현상을 보완하여 제작 의도를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매거진, 동화책, 학습지와 같은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ML5 기반의 수식, 도형, 차트 삽입 기능
MathML(Mathematical Markup Language)을 지원하여 Namo Author 의 수식 편집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학
수식 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HTML5 요소인 Canvas 태그로 원, 사각형, 입체 모형 등의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식과 도형, 차트를 활용하여 수학 교과서나 학습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CSS3 로 표현하는 화려한 텍스트 및 애니메이션 효과
그래픽 도구 없이 텍스트에 배경, 그림자, 그라데이션 등을 적용하여 텍스트를 장식할 수 있으며, 글상자에 삽입한
텍스트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집중, 뒤집기, 페이드 인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삽입하여 생동감 있는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이용한 학습지, 교과서 등의 전자책 제작 지원
자바 스크립트와 폼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공하며, 문제 유형별로 선택하여 학습지,
교과서, 문제지 등의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설명, 점수 설정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에
맞는 전자책 제작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매거진을 제작할 수 있는 이미지 갤러리 제공
삽입한 이미지를 전시하여 전자책 안에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형, 섬네일형, 스크롤형 등 목적에
맞는 이미지 갤러리 템플릿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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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위한 비디오, 오디오 파일 삽입 기능
전자책에 비디오,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여 다채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비디오, 오디오의 자동 재생, 반복 재생, 컨트롤 표시 등의 옵션을 설정하여 편리한 동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전문 도서 제작에 맞춘 분야별 전자책 템플릿 제공
전자책 에디터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도록 분야별 전자책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학습지, 매거진, 일반 도서 등 Namo Author 에서 제공되는 전자책 템플릿을 이용하여 EPUB 형식으로 출판
가능한 전자책을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의 온라인 출판 지원
편집, 제작한 전자책을 펍트리 플랫폼으로 온라인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전자책의 출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책 표준 확장자 ‘*.epub’ 파일로 변환되어 펍트리 플랫폼을 통해 출판(배포),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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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Namo Author 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 규격이 요구됩니다.
항목

규격

운영 체제

한글 Windows 7/8/10

CPU

1.5GHz 이상

메모리

2G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1280x1024 이상, 하이 컬러(16 bit) 이상을 지원하는 비디오 카드

디스크 여유 공간

1G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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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 Author 실행하기
Namo Author 를 설치하면 바탕 화면과 작업 표시줄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Namo Author] 그룹에 [Namo
Author] 실행 버튼

이 등록됩니다.

바탕 화면에서 실행하기
바탕 화면에 등록된 [Namo Author] 실행 버튼

을 더블 클릭하여 Namo Author 를 실행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하기
Windows 작업 표시줄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Namo Author] 그룹에서 [Namo Author]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업
Windows 의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Namo Author]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의 도움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를 시스템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PDF Converter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DF Transformer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를 실행하기 전에 읽어야 할 내용이 안내된 [읽어보세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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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 Author 정품 인증 받기
Namo Author 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의 License Key(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여 정품 인증을 받으면 Namo
Author 의 모든 기능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License Key 는 Namo Author 홈페이지(www.namoauthor.com)에서 사용자의 유형에 맞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License Key 는 Namo Author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기간을 연장하거나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한 Namo Author 를 실행하면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정품 인증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 설치일로부터 30 일까지 체험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 일이 경과하면 정품 인증을 받아야 Namo
Author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는 유효한 License Key 에 대하여 최대 3 대의 기기 등록을 허용합니다.

Namo Author 제품 종류
 Namo Author Premium Edition: 고정 레이아웃과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Lite Edition: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 고정 레이아웃 관련
기능들은 나타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정품 인증 화면에서 [License Key]와 [기기 이름]을 입력합니다.

2. [확인]을 누르면 유효한 License Key 에 대하여 정품 인증이 됩니다. 취소를 누르면 Namo Author 를
체험판으로 실행합니다.
3. 입력한 License Key 에 등록된 기기가 3 대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기를 변경하려면 [예]를
누릅니다.

18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19

4. 인증을 취소할 기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인증을 취소할 기기와 새로 인증할 기기를 확인하고 [예]를 누릅니다.

6. 정품 인증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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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 작업 환경

시작 화면
Namo Author 를 실행하면 [전자책] 탭의 [시작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서 작업 중에는 [전자책] 탭 >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시작하기] 화면에서는 새 전자책 만들기, 전자책 열기, 최근에 작업한 전자책 열기, 템플릿 미리 보기 등 사용자가
작업하려는 목적에 맞게 Namo Author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열기
표준 EPUB(EPUB3/EPUB2) 형식의 전자책 파일, NEP 형식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항목
최근에 작업한 NEP 형식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 전자책 만들기
빈 문서에 콘텐츠를 입력하여 새 전자책을 만들거나,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템플릿을 선택하여
템플릿에 콘텐츠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템플릿
전자책 템플릿으로 저장한 사용자 템플릿이 표시됩니다. 전자책 형식, 전자책 크기, 여백, 글꼴, 문단 서식 등
전자책의 본문에서 사용할 문서의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고, 전자책을 만들 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미리 보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템플릿이나 전자책 템플릿으로 저장한 사용자 템플릿을 선택하면 템플릿의
구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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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고정 레이아웃과 가변 레이아웃이란?
 고정 레이아웃은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여 제작합니다. 전자책의 제작 의도를 유지하여 교과서, 잡지,
동화책과 같이 글과 그림 등 전자책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저자의 디자인이 중요한 책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가변 레이아웃은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제작합니다. 전자책 뷰어의 화면 크기에 따라
전자책을 구성하는 콘텐츠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지만 한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의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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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화면 구성
Namo Author 는 편집 창을 중심으로 기능 실행을 위한 도구와 메뉴 등이 나타납니다.
Namo Author 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작업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전자책 제작 중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작은 아이콘 모양으로 메뉴 위에 표시하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Namo Author 단추 : 더블 클릭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I 전자책 저장하기 : 현재 작업 중인 전자책을 저장합니다.



실행 취소 : 마지막으로 실행한 작업을 취소합니다.



다시 실행 : 이전에 실행 취소된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미리보기 : 편집 화면을 뷰어 모드로 봅니다.

② 상황별 탭: 편집 창에서 특정 개체를 편집할 때,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별 탭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 있는 탭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목 막대: 현재 열려 있는 전자책의 이름과 문서 이름이 표시됩니다. 문서를 수정하고 저장하기 전까지는
'*1 쪽'과 같이 문서 이름 앞에 '*'가 표시됩니다.
④ 리본 메뉴: 기존의 메뉴를 리본 메뉴 형태로 바꾸어 원하는 기능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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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 패널: 전자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패널들이며, 패널에 따라 편집 창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보입니다. 편집
창에 붙어있는 패널은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창의 각 패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 창의 패널을 참조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 표지, 차례, 본문, 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등으로 전자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의 찾기, 바꾸기를 실행한 결과가 보입니다.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 전자책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EPUB 표준에 맞지 않는 오류
내용을 알려주고 문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서 구조도 패널: 문서에서 사용한 태그 목록이 보입니다. 전체 <html> 태그 또는 <body> 태그 내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태그 내의 ID 와 Class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 삽입한 객체를 문서에서 보여주지 않도록 숨기거나, 숨김 설정된 객체를 편집하거나 문서에서
보여주도록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 표시되는 body 태그 내의 태그는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때 문단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라인 스타일 패널: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에 인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 요소을 제공합니다. 개체에 스타일을 적용하면 설정과 동시에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클래스 스타일 패널: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에 적용할 수 있는 클래스 스타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외에 사용자가 외부 스타일 파일(.css)을 가져와서
문서를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패널: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 중 설명이 필요한 단어를 사전과 같은 용어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어집 패널에 추가한 용어는 [전자책 구성] 패널의 용어 목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 미디어 파일(오디오 파일)을 선택하여, 전자책 문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디오
파일과 전자책 내의 콘텐츠를 동기화하도록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드 스타일 패널: 문서 내 각 노드의 스타일 속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 멀티미디어 효과를 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모아 놓은 도구 모음으로,
갤러리 위젯을 콘텐츠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위젯 템플릿 패널: 글상자, 컨테이너, 레이어 목록, 그림, 오디오, 비디오, 문제 템플릿, 쉐이프 아웃사이드,
레이아웃 템플릿 등 전자책을 구성하는 콘텐츠를 위젯 템플릿 형태로 모아 놓은 도구 모음으로,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멀티미디어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편집 창: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입니다. 편집 창의 편집 모드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⑧ 상태 표시줄: 선택하는 메뉴에 대한 설명이 표시되며, 편집 모드를 변경하거나 편집 창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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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창에서는 새로 추가할 문서의 레이아웃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의 크기, 여백, 레이아웃 개체 그룹화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화면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은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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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크기 설정
 문서 너비: 문서의 너비값을 지정합니다.
 문서 높이: 문서의 높이값을 지정합니다.
 문서 모양: 세로 또는 가로 형태의 문서 모양을 선택합니다.
 기본 크기 참조: 문서의 너비와 높이값과 비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크기 참조: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문서의 크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크기 설정 저장: 설정한 문서 크기 정보를 저장합니다.

문서 여백 설정
 위쪽: 문서의 위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아래쪽: 문서의 아래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왼쪽: 문서의 왼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오른쪽: 문서의 오른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여백 설정 저장: 설정한 여백값을 저장합니다.

레이아웃 개체 설정
 개체 그룹핑: 2 개 이상의 레이아웃 개체를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개체간 간격: 문서 안의 레이아웃 개체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배경 개체 삽입: 배경 그림, 배경색을 적용할 수 있는 배경 레이아웃 개체를 삽입합니다.
 배경 개체와의 간격: 문서와 레이아웃 개체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항상 빈 문서 생성
항상 빈 문서 생성 항목을 선택하면 본문을 추가할 때,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창이 나타나지 않고 빈 문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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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메뉴 살펴보기
Namo Author 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더욱 쉽고 직관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로 적용된
인터페이스는 Microsoft Office System 에 적용된 것과 같은 리본 형식의 인터페이스로, 기존의 메뉴나 도구
막대에서 제공하던 기능을 도구 단추와 탭으로 구성한 리본 메뉴 형태로 바꾸어 원하는 기능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작업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주요 탭에 도구 단추와 함께 표시하여 메뉴의
기능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리본 메뉴의 각 탭에는 관련된 기능들이 함께 모여 있어
메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편집할 때 기능별 관련 작업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 구성

① 탭: 작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탭에는 작업과 연관성이 높은 명령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표, 그림과 같은 개체 삽입, 레이아웃
설정 등의 작업에 대한 명령이 그룹화된 탭이 있습니다. [홈] 탭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모아
놓았습니다.
또한 특정 개체를 편집할 때만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별 탭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 있는 탭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문서에 삽입한 표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 도구] 탭이 나타납니다. [표 도구] 탭에서는 표의 스타일이나 모양, 표
삽입, 삭제 등 표 또는 셀과 관련된 속성들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그룹: 각 탭의 그룹은 작업을 여러 하위 작업으로 세분화합니다.
③ 도구 단추: 명령을 실행하거나 명령 메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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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기 메뉴
편집 창이나 개체 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바로 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 탭 및 도구 단추 소개
홈 탭
문서 편집, 글꼴 서식, 저장 등의 문서를 편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붙여넣기

클립보드의 내용을 편집 창에 붙여넣습니다. 옵션에 따라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선택한 내용을 잘라서 클립보드로 옮겨 놓습니다.

복사하기

선택한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본문추가

빈 문서의 새로운 본문을 추가합니다.

가져오기

NEP 문서, EPUB 문서, 오피스 문서, HTML 문서, 텍스트 형식의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으로 추가합니다.

저장하기

편집 중인 문서를 저장합니다.

문서 템플릿으로
저장

편집 중인 문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문서 속성

편집 중인 문서의 글꼴, 여백 등 문서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문서 정보

편집 중인 문서의 파일 이름, 파일 위치, 파일 크기 등의 문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식

선택한 문단에 제목 서식을 지정합니다.

글꼴 이름

글자의 글꼴 종류를 지정합니다.

글꼴 크기

글자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의 크기를 현재 크기보다 2 씩 크게 지정합니다.

글자 크기 줄이기

글자의 크기를 현재 크기보다 2 씩 작게 지정합니다.

서식 지우기

글자의 글꼴 서식을 지웁니다.

굵게

글자를 굵게 만듭니다.

기울임 글꼴

글자를 기울여진 글꼴로 만듭니다.

밑줄

글자에 밑줄을 긋습니다.

윗줄

글자에 윗줄을 긋습니다.

취소선

글자에 취소선을 긋습니다.

아래첨자

글자를 아래첨자로 만듭니다.

위첨자

글자를 윗첨자로 만듭니다.

덧말

덧말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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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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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항상 가로

글자를 가로쓰기로 표시합니다.

강조점

글자의 위에 강조점을 표시합니다.

배경색

글자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글자색

글자색을 변경합니다.

점 목록

점으로 된 목록을 만듭니다.

숫자 목록

숫자로 된 목록을 만듭니다.

내어쓰기

내어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합니다.

첫 줄 내어쓰기

문단의 첫줄만 내어쓰기를 합니다.

첫 줄 들여쓰기

문단의 첫줄만 들여쓰기를 합니다.

왼쪽 정렬

문단을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문단을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오른쪽 정렬

문단을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양쪽 맞춤

문단을 양쪽 맞춤으로 정렬합니다.

줄 간격

줄 간격을 설정합니다.

글자 간격

글자 간격을 설정합니다.

글꼴 효과

글자에 효과를 지정합니다.

찾기

문서의 내용 중에서 입력한 단어를 찾습니다.

바꾸기

문서의 내용 중에서 입력한 단어를 찾아서 변경합니다.

객체 순서

문서에 삽입된 객체 순서(z-index)를 변경합니다.

그림으로 변환

선택된 글자를 그림으로 변환합니다.

삽입 탭
전자책을 편집하기 위해 다양한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표, 그림(그림 파일, 클립아트),
애니메이션, 미디어(비디오, 오디오, 미디어 오버레이), 도형, 차트, 수식, 문제, 레이어, 링크(하이퍼링크, 메일링크,
책갈피), 기호 등 다양한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표

표를 삽입합니다.

그림

그림을 삽입합니다.

클립아트

클립아트를 삽입합니다.

화면캡처

화면을 캡처하여 삽입합니다.

애니메이션

그림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옵션으로 하여 삽입합니다.

비디오

비디오를 삽입합니다

오디오

오디오를 삽입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합니다.

도형

도형을 삽입합니다.

차트

차트를 삽입합니다.

수식

수식을 삽입합니다.

문제

문제 유형을 삽입합니다.

SVG

SVG 파일을 삽입합니다. 옵션에 따라 SVG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위젯

위젯을 삽입합니다.

글상자

글상자를 삽입합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삽입합니다.

레이어 목록

레이어 목록을 삽입합니다.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를 삽입합니다.

메일링크

메일링크를 삽입합니다.

책갈피

책갈피를 삽입합니다.

팝업 윈도우

팝업 윈도우를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팝업 레이어

팝업 레이어를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기호

키보드로는 쉽게 입력할 수 없는 텍스트 형식의 기호나 특수
문자를 삽입합니다.

수평선

문서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수평선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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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탭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의 크기, 여백 등 문서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설정

고정 레이아웃 문서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안쪽여백

문서의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배치

문서의 시작면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레이아웃

고정 레이아웃 문서에 사용자 레이아웃을 적용합니다.

글쓰기 방향

가변 레이아웃 문서의 글쓰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배경그림

문서의 배경 그림을 설정합니다.

배경색

문서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문서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도구 탭
전자책 출판에 필요한 맞춤법 검사, 유효성 검사, 소스 태그 정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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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맞춤법 검사를 실행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맞춤법 검사를 실행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맞춤법 검사를 실행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문단 합치기를 실행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문단 합치기를 실행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문단 합치기를 실행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소스 태그를 정리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소스 태그를 정리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소스 태그를 정리합니다.

사용 설명서

보기 탭
편집 창의 편집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패널 표시

패널 그룹에서 선택한 패널을 편집 창에서 감추거나 편집 창에
표시합니다. 편집 창에서 패널을 감추면 편집 창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책 구성

전자책 구성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찾기 바꾸기 결과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유효성 검사 결과

전자책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문서 구조도

문서 구조도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클래스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용어집

용어집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미디어 오버레이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노드 스타일

노드 스타일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위젯 라이브러리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위젯 템플릿

위젯 템플릿 패널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편집모드

편집 창의 편집 모드를 선택합니다.

미리보기

편집 중인 문서를 뷰어 모드로 봅니다.

편집면수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을 Namo Author 편집 창의 한 화면에서
편집할 편집면수를 설정합니다.

창 배열

열려있는 창을 배열합니다.

확대

편집 창을 확대합니다.

축소

편집 창을 축소합니다.

확대/축소 배율

편집 창의 확대/축소 배율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눈금자

편집 창에 눈금자를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그리드

편집 창에 그리드를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그리드 스냅 효과

그리드에 스냅 효과를 적용합니다.

-

가이드

편집 창에 가이드를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가이드 스냅 효과

가이드에 스냅 효과를 적용합니다.

-

여백선

편집 창에 여백선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합니다.

-

여백선 스냅 효과

여백선에 스냅 효과를 적용합니다.

-

문단

문단의 끝을 나타내는 부호를 표시합니다.

-

객체

객체가 삽입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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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

책갈피

책갈피가 삽입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를 표시합니다.

-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삽입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를 표시합니다.

-

스타일

스타일 태그가 삽입된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를 표시합니다.

표 도구 탭
표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선택

표의 요소(표, 가로줄, 세로줄, 셀)를 선택합니다.

-

비율 유지

표 크기 변경 시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

너비

표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표의 너비는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

높이

표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표의 높이는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표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

X 좌표

표의 X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

Y 좌표

표의 Y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기본 스타일

표를 기본 스타일로 설정합니다.

스타일

표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회전

표를 회전합니다.

배경그림

표의 배경에 그림을 설정합니다.

배경색

표의 배경에 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표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바깥 여백

표의 바깥 여백을 설정합니다. 표의 바깥 여백은 표 바깥쪽으로
표와 문단 또는 표와 문서 사이의 공간입니다. 표의 바깥 여백은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위 가로줄

커서가 있는 가로줄 위에 새 가로줄을 삽입합니다.

아래 가로줄

커서가 있는 가로줄 아래에 새 가로줄을 삽입합니다.

왼쪽 세로줄

커서가 있는 세로줄 왼쪽에 새 세로줄을 삽입합니다.

오른쪽 세로줄

커서가 있는 세로줄 오른쪽에 새 세로줄을 삽입합니다.

가로줄

커서가 있는 가로줄을 삭제합니다.

세로줄

커서가 있는 세로줄을 삭제합니다.

표를 문자열로

표로 작성된 내용을 표를 제거하고 문자열로 바꿉니다.

가로세로 바꾸기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의 내용을 서로 바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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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정렬

선택한 셀의 데이터 값을 정렬합니다.

위치

표 캡션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정렬

표 캡션을 정렬합니다.

-

캡션 감추기

표 캡션을 감춥니다.

-

눈금선 표시

표의 눈금선을 표시합니다.

-

가이드 표시

표의 가이드를 표시합니다.

-

너비

셀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높이

셀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너비 맞춤

선택한 셀의 너비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높이 맞춤

선택한 셀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배경그림

커서가 있는 셀의 배경에 그림을 설정합니다.

배경색

커서가 있는 셀의 배경에 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커서가 있는 셀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안쪽 여백

커서가 있는 셀의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셀의 안쪽 여백은 셀
안쪽으로 셀의 테두리와 셀에 작성하는 문단 사이의 공간입니다.
셀의 안쪽 여백은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왼쪽 위

선택한 셀의 내용을 왼쪽 위로 정렬합니다.

가운데 위

선택한 셀의 내용을 가운데 위로 정렬합니다.

오른쪽 위

선택한 셀의 내용을 오른쪽 위로 정렬합니다.

왼쪽 중간

선택한 셀의 내용을 왼쪽 중간으로 정렬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선택한 셀의 내용을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오른쪽 중앙

선택한 셀의 내용을 오른쪽 중간으로 정렬합니다.

왼쪽 아래

선택한 셀의 내용을 왼쪽 아래로 정렬합니다.

가운데 아래

선택한 셀의 내용을 가운데 아래로 정렬합니다.

오른쪽 아래

선택한 셀의 내용을 오른쪽 아래로 정렬합니다.

셀 합치기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합칩니다.

셀 나누기

커서가 있는 셀을 여러 개의 셀로 나눕니다.

표 합치기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합칩니다.

표 나누기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표를 나눕니다.

선택한 줄

선택한 가로줄 또는 세로줄을 삭제합니다.

내용 지우기

커서가 있는 셀의 내용만 삭제합니다.

합계

선택한 셀의 합계를 계산하여 마지막 셀에 넣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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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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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선택한 셀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등의 계산 연산을
선택합니다.

그림 도구 탭
그림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

비율 유지

-

너비

-

높이

그림의 높이는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그림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

X 좌표

그림의 X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

Y 좌표

그림의 Y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왼쪽 위

그림을 편집 영역의 왼쪽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그림을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그림을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그림을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그림을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중간

그림을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그림을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원본 크기로

그림의 크기를 원본 크기로 설정합니다.

그림 바꾸기

선택한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꿉니다.

그림 편집기

그림 편집기를 실행하여 그림을 편집합니다.

배치

그림의 배치 기준을 설정합니다.

회전

그림을 회전합니다.

테두리

그림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안쪽 여백

그림의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그림의 안쪽 여백은 그림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 안쪽으로 테두리와 그림 사이의
공간입니다.

크기 변경 시 그림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그림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그림의 너비는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그림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

그림의 안쪽 여백은 단위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단위는 px 이 됩니다.

-

투명도

그림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위치

여러 개의 그림의 위치를 정렬합니다.

크기

여러 개의 그림의 크기를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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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설명

간격

여러 개의 그림의 간격을 정렬합니다.

순서

그림의 순서를 정렬합니다.

그룹

2 개 이상의 그림을 그룹으로 설정하거나 그림의 그룹을
해제합니다. 선택한 그림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림 효과

그림에 효과를 설정합니다.

사각형

사각형 이미지 맵을 설정합니다.

원형

원형 이미지 맵을 설정합니다.

다각형

다각형 이미지 맵을 설정합니다.

맵 영역 표시

설정된 이미지 맵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위치

그림 캡션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정렬

그림 캡션을 정렬합니다.

캡션 감추기

그림 캡션을 감춥니다.

그림 정보

그림의 파일 이름, 유형,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봅니다.

비디오 도구 탭
비디오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

비율 유지

크기 변경 시 비디오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

너비

비디오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높이

비디오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비디오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

X 좌표

비디오의 X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

Y 좌표

비디오의 Y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왼쪽 위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왼쪽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중간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비디오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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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

컨트롤 표시

비디오의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

자동 재생

비디오의 자동 재생을 설정합니다.

-

반복 재생

비디오의 반복 재생을 설정합니다.

원본 크기로

비디오의 크기를 원본 크기로 설정합니다.

비디오 설정

비디오 파일을 바꾸거나 형식이 다른 비디오 파일을 추가합니다.

포스터 설정

비디오 재생 대기 상태의 첫 화면에 표시할 대표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비디오 정보

비디오의 파일 이름, 유형,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봅니다.

오디오 도구 탭
오디오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

비율 유지

크기 변경 시 오디오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

너비

오디오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높이

오디오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오디오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

X 좌표

오디오의 X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

Y 좌표

오디오의 Y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왼쪽 위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왼쪽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중간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오디오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

컨트롤 표시

오디오의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

자동 재생

오디오의 자동 재생을 설정합니다.

-

반복 재생

오디오의 반복 재생을 설정합니다.

오디오 설정

오디오를 설정합니다.

오디오 정보

오디오의 파일 이름, 유형,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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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도구 탭
도형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삽입

도형을 삽입합니다.

스타일

도형이나 선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

비율 유지

크기 변경 시 도형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

너비

도형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높이

도형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도형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

X 좌표

도형의 X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

Y 좌표

도형의 Y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왼쪽 위

도형을 편집 영역의 왼쪽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도형을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도형을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도형을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도형을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중간

도형을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

도형을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도형을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도형을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회전

도형을 회전합니다.

배경색

도형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도형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투명도

도형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위치

여러 개의 도형의 위치를 정렬합니다.

크기

여러 개의 도형의 크기를 정렬합니다.

간격

여러 개의 도형의 간격을 정렬합니다.

순서

도형의 순서를 정렬합니다.

그룹

2 개 이상의 도형을 그룹으로 설정하거나 도형의 그룹을
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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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도구 탭
수식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수식

대표 수식을 추가합니다.

위첨자

위첨자 수식을 추가합니다.

아래첨자

아래첨자 수식을 추가합니다.

악센트

강조 표시를 추가합니다.

분수

분수를 추가합니다.

근호

근호를 추가합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추가합니다.

합·곱

합·곱 수식을 추가합니다.

적분

적분을 추가합니다.

극한

극한 함수를 추가합니다.

관계

관계 수식을 추가합니다.

괄호

괄호 수식을 추가합니다.

경우

수식을 추가합니다.

행렬

행렬을 추가합니다.

대문자

대문자 기호를 추가합니다.

소문자

소문자 기호를 추가합니다.

합·곱·집합

합·곱·집합 기호를 추가합니다.

연산·논리

연산·논리 기호를 추가합니다.

화살표

화살표 기호를 추가합니다.

기타

기타 수식 관련 기호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도구 탭
레이어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

비율 유지

크기 변경 시 레이어의 너비와 높이 비율을 유지합니다.

-

너비

레이어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높이

레이어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레이어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

X 좌표

레이어의 X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

Y 좌표

레이어의 Y 좌표 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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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왼쪽 위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왼쪽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중간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레이어를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단

레이어의 단을 설정합니다.

글쓰기방향

레이어의 글쓰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회전

레이어를 회전합니다.

배경그림

레이어의 배경 그림을 설정합니다.

배경색

레이어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레이어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

둥근 모서리

레이어의 테두리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합니다.

-

안쪽 여백

레이어의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안쪽 여백은 레이어의 내용과
레이어 경계선 사이의 여백입니다.

-

투명도

레이어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

스크롤 자동 표시

레이어에 입력하는 내용이 레이어의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에
스크롤 바가 생기도록 합니다.

기본 스타일

레이어를 기본 스타일로 설정합니다.

스타일

레이어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위치

여러 개의 레이어의 위치를 정렬합니다.

크기

여러 개의 레이어의 크기를 정렬합니다.

간격

여러 개의 레이어의 간격을 정렬합니다.

순서

레이어의 순서를 정렬합니다.

그룹

2 개 이상의 레이어를 그룹으로 설정하거나 레이어의 그룹을
해제합니다.

-

가로방향

컨테이너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

줄바꿈

컨테이너 안의 아이템을 줄바꿈합니다.

-

간격

컨테이너 안의 아이템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

주축 정렬

정방향 정렬을 설정합니다.

-

교차축 정렬

교차방향 정렬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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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컨텐트 정렬

설명
아이템이 줄바꿈된 경우 정렬을 설정합니다.

편집 도구 탭
그림, 오디오, 비디오, 도형, 레이어 등 편집 창에서 개체를 2 종류 이상 선택하거나, 그룹으로 설정한 개체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 놓은 탭입니다.
이름

설명

-

비율 유지

크기 변경 시 개체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

너비

개체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

높이

개체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위치 기준

가변 레이아웃 문서에서 개체 위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회전

개체를 회전합니다. 그룹으로 설정한 개체는 회전할 수 없습니다.

배경색

그룹으로 설정한 개체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개체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투명도

개체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위치

여러 개의 개체의 위치를 정렬합니다.

크기

여러 개의 개체의 크기를 정렬합니다.

간격

여러 개의 개체의 간격을 정렬합니다.

순서

개체의 순서를 정렬합니다.

그룹

2 개 이상의 여러 종류 개체를 그룹으로 설정하거나 개체의
그룹을 해제합니다. 선택한 개체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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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창의 패널
패널이란 전자책을 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 편집 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창입니다.

패널 열기/닫기
[보기] 탭의 [패널] 그룹에서 원하는 패널을 선택하면 선택한 패널이 나타납니다. 패널에 따라 편집 창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패널을 닫으려면, [보기] 탭의 [패널] 그룹에서 원하는 패널을 선택 해제하거나, 패널 오른쪽 상단의 [닫기]

를

누릅니다.
참고: 패널은 편집 창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별 기능 및 구성 살펴보기
전자책 구성 패널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는 표지, 차례, 본문, 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등으로 전자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은 종류에 따라 [순차적 읽기] 또는 [목차에 포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성 항목은 더블 클릭하거나 전자책 구성 항목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하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본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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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합니다.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됩니다.

이름

항목 삭제

설명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을 삭제합니다. 표지, 차례, 본문의 문서,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와 전자책 구성에 추가한
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의 위치를 위로 이동합니다.

위로 이동

차례, 본문,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전자책
구성에 추가한 문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는 본문 내에서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의 위치를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

차례, 본문,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전자책
구성에 추가한 문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는 본문 내에서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 중 본문을 상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 중 본문을 하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전자책 속성

전자책의 형식, 전자책의 정보, 출판 정보 등을 설정합니다.

구조도 보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을 트리 구조로 표시합니다.

섬네일 보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을 섬네일로 표시합니다.

 전자책 이름: 전자책의 이름과 레이아웃 종류(고정 레이아웃, 가변 레이아웃)가 표시됩니다. 새 전자책을 만든
후, 전자책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전자책을 저장하기 전까지 '새 전자책'으로 표시됩니다.
 표지: 전자책의 가장 앞에 나타나며, 전자책을 대표하는 문서입니다. [표지 만들기]를 하면 전자책의 제목과
저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표지 문서가 만들어지고 전자책 구성 요소에 포함됩니다. 표지에는 그림을
삽입하거나 레이어, 도형 등 다양한 개체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표제지: 전자책의 제목 문서나 중간지, 간지 등을 만들 수 있는 문서입니다. [표제지 만들기]로 표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제지 만들기]를 하면 전자책 제목과 저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표제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표제지는 레이어, 도형, 그림 등 다양한 개체를 삽입하고 글을 입력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차례: 전자책을 구성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차례 만들기]를 하면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 중
[목차에 포함]으로 설정된 항목만 차례 문서에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 본문이 차례의 기본 구성이 되며, 차례, 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추가한 구성 요소를 차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차례는 만들기를 하면 기본으로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 상태이며,
- 차례는 기본으로 목차에서 제외 상태입니다. [목차에 포함]을 하면

로 표시됩니다.
로 표시됩니다.

 본문: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하거나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추가된 문서는 위치를 이동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본문 문서는 기본으로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 상태이며

로 표시됩니다.

- 본문 문서는 적어도 1 개 이상 [목차에 포함] 상태로 설정해야 하며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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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문을 추가할 때 [목차에 포함]의 기본값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기타 설정] 탭의 [본문의 목차
설정] 값을 가지게 됩니다.
 첨부: 전자책에서 사용한 용어, 그림, 표를 목록으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각 문서는 목록 만들기를 해야
전자책 구성 요소에 포함됩니다.
 참조: 외부에서 만든 HTML 형식의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포함시키고, 전자책의 문서에서 하이퍼링크로
연결한 문서가 표시됩니다.
 추가 문서: 본문 외에 전자책의 구성 요소로 추가한 문서입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의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단추를 눌러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문서 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 전자책의 문서에서 팝업 윈도우로 설정한 문서입니다.
참고: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는 전자책을 출판하여 전자책 뷰어에서 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 순차적으로 페이지가
보이게하는 것입니다. [순차적 읽기에서 숨기기]로 설정하면 전자책 구성으로는 포함되지만, 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 해당하는 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차에 포함]은 전자책의 구성 요소 중 차례 문서에서 해당하는 페이지가 목차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목차에서
제외]로 설정하면, 전자책 구성으로는 포함되지만, 차례 문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의 찾기 또는 바꾸기에서 전체 찾기, 전체 바꾸기를 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에서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 창에서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아래는 찾기 결과가 보이는 패널이며, 바꾸기 결과도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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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동

패널에서 선택한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

현재 선택한 목록의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

현재 선택한 목록의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목록 클립보드에
복사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의 모든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모든 목록 삭제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의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사용 설명서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
전자책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유효성 검사는 Namo Author 를 이용하여 만든 문서가 EPUB 표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EPUB 표준에 맞지 않는 오류 내용을 알려주고 문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구] 탭 > [유효성 검사] 그룹에서 전자책의 문법 검사를 실행하면 그 결과가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에
나타납니다.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에서 검사 결과가 ‘ERROR’로 표시된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 창에서 소스 모드로
이동하고 오류를 포함한 HTML 소스 위치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출판 후 전자책(EPUB)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ERROR’로 표시된 항목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소스 모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름

설명

편집 창 전환

편집 창의 보기 모드를 전환합니다. 편집 모드와 소스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현재 선택한 목록의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

현재 선택한 목록의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목록 클립보드에
복사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의 모든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모든 목록 삭제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의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문서 구조도 패널
문서에서 사용한 태그 목록이 보입니다. 전체 <html> 태그 또는 <body> 태그 내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태그
내의 ID 와 Class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 삽입한 객체를 문서에서 보여주지 않도록 숨기거나 숨김 설정된 객체를 편집하거나 문서에서 보여주도록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 표시되는 <body> 태그 내의 태그는 미디어 오버레이를 삽입할 때 문단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패널에서 HTML 태그를 선택하면 문서의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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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ID
Class

설명

ID 보기

노드에 부여된 ID 이름을 보여줍니다.

Class 보기

노드에 부여된 Class 이름을 보여줍니다.

패널에서 노드에 부여된 ID 와 Class 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D 와 Class 가 부여되지 않은 노드: <>태그 이름
 ID 가 부여된 노드: <>태그 이름 #아이디 이름
 lass 가 부여된 노드: <>p .클래스 이름
 ID 와 Class 가 부여된 노드: <p> #아이디 이름
 ID 와 Class 여러 개가 부여된 노드: <>p. #아이디 이름 .클래스 이름 01 .클래스 이름 02 ... .클래스 이름 n
노드에 해당하는 객체의 보이기/숨기기 상태를 변경하면 노드 앞의 아이콘으로 일반 객체

, 숨은 객체

로

표시됩니다.
보이기/숨기기 상태는 상태를 변경할 노드 앞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숨기기 상태로 변경하면
노드에 포함된 하위 노드의 객체도 숨기기 상태가 되고 편집 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객체인 상위 노드 앞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숨기기 상태로 변경하면 노드에 속해 있는 하위 노드의
객체도 숨기기 상태가 되지만, 하위 노드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하위 노드의 아이콘은
일반 객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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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타일 패널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인라인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인라인 스타일]
패널을 통해 개체에 스타일을 적용하면 설정과 동시에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름

설명

인라인 스타일 지우기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인라인 스타일을 모두 제거합니다.

바깥 여백

바깥 여백(margin)을 설정합니다

안쪽 여백

안쪽 여백(padding)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테두리(border)를 설정합니다.

둥근 모서리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합니다.

배경색

배경색(background color)을 설정합니다.

배경그림

배경그림(background image)을 설정합니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gradient)을 설정합니다.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box-shadow)를 설정합니다.

클래스 스타일 패널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 스타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클래스
스타일 패널을 이용하면 문단에 스타일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는 기본 스타일 파일 1 개와 확장 스타일 파일 6 개를 내장 형식으로 제공하며, 모두 편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들로 변형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본 스타일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 스타일 파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가 내장하여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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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기본 스타일 파일

기본 스타일 파일로 폰트 크기, 텍스트 정렬과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불가

nas_text.css

타이틀, 인용문, 설명문 등 텍스와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s_line_hr.css

라인, 수평선과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s_box.css

박스, 둥근 모서리와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s_margin.css

바깥 여백, 안쪽 여백, 텍스트 들여쓰기와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s_color.css

텍스트 색상에 관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s_bgcolor.css

배경색에 관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mo Autho 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외에 사용자가 외부 스타일 파일(.css)을 가져와서 문서를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을 가져와 연결했을 경우 스타일 파일의 Class 명이 표시됩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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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스타일 지우기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모든 클래스 스타일을 제거합니다.

미리보기 표시

스타일 목록을 미리보기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 추가

외부 스타일 파일을 불러와 클래스 스타일 패널에 추가합니다.

기본 스타일 초기화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로 초기화합니다.

기본 스타일 불러오기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복원합니다.

기본 스타일로 설정

현재 기본 스타일을 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스타일 파일 편집

스타일 파일을 편집합니다.

사용 설명서

이름

설명

스타일 파일 삭제

스타일 파일을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 파일 내에 적용된 스타일
요소를 함께 제거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펼침

목록을 펼치면 스타일 파일 내에 있는 스타일 클래스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 Namo Author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생성되는 스타일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언제든 이 기본 스타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을 변경하여 새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 스타일로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저장한 경우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보관 관리되며, [기본 스타일
불러오기]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 이전 버전의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복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스타일 초기화]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을 변경한 상태 또는 변경하지 않은 현재
사용중인 기본 스타일 파일입니다. 변경한 경우 [기본 스타일로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저장하면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보관 관리됩니다.

용어집 패널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 중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 목록을 확인하고, 용어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는 외부 파일로 저장하거나 Namo Author 용어집 형식으로 저장된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 중인 전자책의 용어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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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추가

용어집에 용어를 추가합니다.

삭제

용어집에서 용어를 삭제합니다.

이름 바꾸기

용어집에 추가된 용어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외부 파일로부터 추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파일로 용어집에 용어를 추가합니다. 용어집에
추가할 용어를 Namo Author 용어집 형식의 파일로 미리 작업해 둔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하게 용어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로 저장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를 Namo Author 용어집 형식의 외부 파일로
저장합니다. 전체 용어 또는 용어를 선택하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
전자책 문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디오 파일과 전자책 내의 콘텐츠를 동기화하도록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은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 모음과 타임라인으로 구성됩니다.

① 도구 모음: 미디어 오버레이 설정에 필요한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② 타임라인: 현재 선택된 오디오 파일의 전체 길이와 파일 이름을 표시하고, 오디오 파일에 설정된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을 표시합니다. 설정된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의 시간은
다른 영역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③ 미디어 오버레이 목록: 미디어 오버레이가 설정된 목록을 보여줍니다.
④ 타임 슬라이더: 오디오 파일 재생 위치를 표시합니다.

노드 스타일 패널
문서 내 각 노드의 스타일 속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편집 창에서 선택한 개체의 노드 정보와 노드의 주요 속성
정보가 나타나며, 각 노드의 스타일 속성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노드 스타일의 속성은 노드의 특성에 따라 보여지는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크기’ 또는 ‘수치’를 입력하는 항목들은 해당 수치와 단위를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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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라이브러리 패널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은 멀티미디어 효과를 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모아 놓은 도구 모음으로,
갤러리 위젯을 콘텐츠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은 위젯 목록을 보여주는 [위젯 라이브러리] 탭과 편집 창에 삽입한 위젯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위젯 속성]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젯 라이브러리] 탭에서는 위젯을 선택하여 문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위젯 속성] 탭에서는 위젯의 속성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미리보기

설명
위젯 모양과 위젯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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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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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자주 사용하는 위젯을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여 즐겨찾기를
구성합니다.

그룹 생성

그림 목록에 그룹을 추가합니다.

파일 추가

갤러리에 그림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그림은 그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거

갤러리에 그림을 삭제합니다. 그림을 삭제하면 그림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

위젯 템플릿 패널
[위젯 템플릿] 패널은 글상자, 컨테이너, 레이어 목록, 그림, 오디오, 비디오, 문제 템플릿, 쉐이프 아웃사이드,
레이아웃 템플릿 등 전자책을 구성하는 콘텐츠를 위젯 템플릿 형태로 제공합니다. 자바 스크립트와 스타일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적용된 위젯 템플릿은 레이아웃을 쉽게 배치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편집 창에 삽입한 위젯 템플릿의 바로가기 메뉴에는 특성에 따라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위젯 템플릿의
형태나 성질을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글상자

스크롤링, 가운데 정렬, 자동 맞춤(세로형 포함) 글상자 레이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로(왼쪽, 가운데, 오른쪽, 좌우 맞춤), 세로(위, 중간, 아래, 상하
맞춤) 컨테이너 레이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목록

슬라이더, 탭, 아코디언(세로, 가로) 레이어 목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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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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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림

내장형, 기본형(캡션 감추기 포함), 하단 설명형, 상단 설명형,
오른쪽 설명형, 왼쪽 설명형, 임의 위치 설명형 그림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내장형, 기본형, 버튼형(오른쪽 설명, 왼쪽 설명, 임의 위치 설명)
오디오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내장형, 기본형, 가로형, 세로형(썸네일) 비디오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 템플릿

진위형, 완성형, 선다형(그림보기 포함), 연결형(가로 2 단, 세로
2 단, 가로 3 단, 세로 3 단) 문제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아웃사이드

인셋, 원형, 타원형, 다각형, 이미지의 모양에 따라 텍스트를
배치합니다. 왼쪽 어울림, 오른쪽 어울림, 왼쪽/오른쪽 어울림 효과를
제공합니다.

레이아웃 템플릿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다단, 목록, 배경그림, 테두리 등의 레이아웃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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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정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의 문서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 창의 글꼴이나 글자 크기, 편집 도구, 문서 저장, 출판
등과 관련된 다양한 편집 환경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의 각 탭을 눌러 편집 환경을 설정합니다.
3.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편집 화면
편집 창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글꼴, 문서나 문단의 여백 등 편집 창에 관련된 항목을 설정합니다.
[편집 화면] 탭에서 설정하는 정보는 작업 중인 전자책에 새로 추가하는 문서나 새로 만드는 전자책에 적용됩니다.

글꼴 및 색상
 글꼴: 글꼴의 종류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글자색: 문서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배경색: 문서의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링크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열었던 링크: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링크 중 이미 방문했던 링크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열고 있는 링크: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링크 중 현재 방문 중인 링크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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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바깥 여백
문서의 바깥(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을 지정합니다.
바깥 여백은 문서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 바깥쪽으로 테두리와 문서 사이의 공간입니다. 문서의 바깥
여백으로 지정한 부분도 전자책의 크기에 해당하며 여백의 위치에 있는 내용도 출판한 전자책에 보입니다.

 왼쪽: 문서의 왼쪽 바깥 여백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문서의 오른쪽 바깥 여백을 지정합니다.
 위: 문서의 위쪽 바깥 여백을 지정합니다.
 아래: 문단의 아래쪽 바깥 여백을 지정합니다.

문서 안쪽 여백
문서의 안쪽(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을 지정합니다.
안쪽 여백은 문서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 안쪽으로 테두리와 문단 사이의 공간입니다.

 왼쪽: 문서의 안쪽 왼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문서의 안쪽 오른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위: 문서의 안쪽 위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아래: 문서의 안쪽 아래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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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바깥 여백 (문단 간격)
문단의 바깥(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을 지정합니다.
바깥 여백은 문단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 바깥쪽으로 문단과 문단 사이의 공간입니다.

 문단 바깥 여백(문단 간격) 없음: 문단의 바깥(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백을 없앱니다.
 왼쪽: 문단 바깥의 왼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문단 바깥의 오른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위: 문단 바깥의 위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아래: 문단 바깥의 아래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모든 속성 지우기
모든 속성의 설정 값을 삭제합니다. [글꼴 및 속성] 항목은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그 외의 항목은 설정한 값이
삭제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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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도구
Namo Author 의 편집 창에서 사용하는 그리드, 가이드, 여백선 등 편집 도구와 관련된 항목을 지정합니다.
[편집 도구] 탭에서 설정하는 정보는 작업 중인 전자책의 편집 창에 즉시 적용되지만, 편집 상황에 따라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에서 편집 도구의 사용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그리드는 문서를 편집할 때 삽입한 개체의 위치나 크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리드는 편집 창에 바둑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드는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드 상태
그리드의 보이기 상태를 선택합니다.
 보이기: 편집 창에 그리드를 보입니다.
 숨기기: 편집 창에서 그리드를 숨깁니다.
 그리드 스냅 효과: 그리드 스냅 효과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드 스냅 효과]는 마우스로 개체를
이동할 때, 그리드 중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드 상태]가 [보이기]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색상
그리드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드 모양
그리드의 선 모양을 선택합니다.
 선: 그리드의 선이 실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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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리드의 선이 점선으로 보입니다.
그리드 간격
그리드의 선 간격을 지정합니다. (단위: 픽셀)

가이드
가이드는 그리드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더욱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선입니다. 가이드는 편집 창에
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이드는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이드 상태
가이드의 보이기 상태를 선택합니다.
 보이기: 편집 창에 가이드를 보입니다.
 숨기기: 편집 창에서 가이드를 숨깁니다.
 가이드 스냅 효과: 가이드 스냅 효과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이드 스냅 효과]는 마우스로 개체를
이동할 때, 가이드 중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가이드 상태]가 [보이기]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색상
가이드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가이드 색상]은 문서의 배경 색상을 고려하여 지정하면, 편집 창에서 가이드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모양
가이드의 선 모양을 택합니다.
 선: 가이드의 선이 실선으로 보입니다.
 점: 가이드의 선이 점선으로 보입니다.

여백선
여백선은 편집 창에 설정된 여백(안쪽 여백/바깥 여백) 값에 따라 문서의 크기와 콘텐츠간의 간격을 표시하는
기준선입니다. 여백선은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백선 상태
여백선의 보이기 상태를 선택합니다.
 보이기: 편집 창에 여백선을 보입니다.
 숨기기: 편집 창에서 여백선을 숨깁니다.
 여백선 스냅 효과: 여백선 스냅 효과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여백선 스냅 효과]는 마우스로 개체를
이동할 때 여백 선 중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여백선 상태]가 [보이기]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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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선 색상
여백선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여백선 색상]은 문서의 배경 색상을 고려하여 지정하면, 편집 창에서 여백선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백선 모양
여백선의 선 모양을 선택합니다.
 선: 여백선의 선 모양이 실선으로 보입니다.
 점: 여백선의 선 모양이 점선으로 보입니다.

개체 이동 시 스마트 가이드
개체 이동 시 스마트 가이드는 마우스로 개체를 이동할 때 다른 개체와 가까워지거나, 개체의 크기를 변경할 때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기준선에 닿게 합니다.
가이드 상태
스마트 가이드의 보이기 상태를 선택합니다.
 보이기: 편집 창에 스마트 가이드를 보입니다.
 숨기기: 편집 창에서 스마트 가이드를 숨깁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소스 보기
Namo Author 의 편집 창에서 소스 보기 시 HTML 소스와 관련된 항목을 지정합니다.
[소스 보기] 탭에서 설정하는 정보는 작업 중인 전자책의 편집 창에 즉시 적용되어 [편집 모드]의 변경 시 HTML
소스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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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스 글꼴
HTML 소스 창에서 사용할 글꼴의 종류를 지정합니다.
글꼴 크기
HTML 소스 창에서 사용할 글꼴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글자색
HTML 소스 창에서 사용할 글꼴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배경색
HTML 소스 창의 배경 색상을 지정합니다.

HTML
HTML 태그를 색으로 구분
HTML 소스 내용을 보기 쉽도록 HTML 태그의 이름, 속성 이름, 속성 값 등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태그 이름
HTML 소스에서 태그를 표시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속성 이름
HTML 소스에서 속성의 이름을 표시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속성 값
HTML 소스에서 속성의 값을 표시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숫자
HTML 소스에서 숫자를 표시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설명
주석과 같이 HTML 소스에서만 보이는 설명을 표시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문자열
HTML 소스에서 문자열을 표시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설정
줄 번호 표시하기
HTML 소스 창의 줄 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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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번호 색상
HTML 소스 창에서 줄 번호가 표시되는 영역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여백 색상
줄 번호의 여백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소스 자동 완성
소스 자동 완성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현재 줄 강조
HTML 소스 창에서 현재 선택한 줄의 강조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폴딩 표시하기
태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접거나 펼치도록 폴딩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들여쓰기
HTML 소스 창에서 들여쓰기 된 줄에서 <Enter> 키를 눌러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자동으로 들여쓰기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커서의 시작 위치를 현재의 줄과 같은 위치까지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에 탭 사용
HTML 소스 창에서 <Tab> 키를 누르면 탭 크기의 값만큼 들여쓰기를 합니다.
탭 크기
탭을 사용하여 들여쓰기를 할 때 탭의 크기로 사용할 공백의 수를 지정합니다.

소스 보기 설정
편집 창의 [편집 모드]가 [분할]일 때의 편집 창에서 HTML 소스 창을 표시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왼쪽
편집 창의 왼쪽에 HTML 소스 창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편집 창의 오른쪽에 HTML 소스 창을 표시합니다.
위
편집 창의 위쪽에 HTML 소스 창을 표시합니다.
아래
편집 창의 아래쪽에 HTML 소스 창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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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문서 저장
편집 창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저장과 관련된 항목을 지정합니다.

문서 저장
백업 파일 만들기
문서를 저장할 때 ‘.xhtml' 문서와 같은 이름의 백업 파일(.bak)을 저장합니다. 원본 파일이 손상되거나
프로젝트 폴더에서 삭제된 경우에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pter001.xhtml' 파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된 'chapter001.bak'를 'chapter001.xhtml'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간격
편집 중인 문서를 자동으로 저장할 시간 간격(단위: 분)을 지정합니다.
편집 중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후, 설정한 시간 동안 저장하지 않은 문서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기본 경로
Namo Author 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기본 경로와, 그림, 비디오, 오디오를 삽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기본 경로로 지정합니다. 기본 경로를 지정해두면 프로젝트 파일이나 개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로
전자책 프로젝트 임시 파일이 저장될 기본 저장 경로를 지정합니다. 빈 문서의 새 전자책을 만들면 전자책을
저장하기 전까지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 경로의 임시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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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NamoAuthor\Projects'입니다. 전자책 경로에는 전자책 파일과 함께 전자책의 문서를 구성하는
xhtml 파일, CSS 파일, 이미지 파일 등 전자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림 경로
문서에 그림을 삽입할 때 [열기] 대화 상자에 표시할 그림의 기본 경로를 지정합니다.
비디오 경로
문서에 비디오를 삽입할 때 []열기] 대화 상자에 표시할 비디오의 기본 경로를 지정합니다.
오디오 경로
문서에 오디오를 삽입할 때 [열기] 대화 상자에 표시할 오디오의 기본 경로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문법 검사
Namo Author 에서 작업 중인 전자책의 문법 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합니다.

맞춤법 검사
본문 편집 중 맞춤법 검사
글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가 실행되어 맞춤법 사전에 없는 낱말에 빨간색 밑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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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유효성 검사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할 주기를 선택합니다. 전자책 유효성 검사는 문서가 EPUB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PUB 표준을 알지 못하더라도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여 검사 결과의 가이드 정보를
보고 EPUB 표준에 맞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 후 저장할 때 유효성 검사
편집 창의 편집 모드에서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을 할 때마다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즉시 수정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검사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스 편집 후 저장할 때 유효성 검사
소스 모드에서 html 소스 편집 후 저장할 때마다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즉시 수정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검사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 가져올 때 유효성 검사
외부 파일을 가져와서 새 문서로 추가할 때마다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외부 파일 형식에
맞게 작성된 문서는 Namo Author 에서 전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NEP 형식으로 변환하여 가져옵니다.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NEP 형식으로 변환된 문서가 EPUB 표준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판 후 전자책(EPUB) 유효성 검사
출판한 전자책 파일(.epub)의 전자책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출판한 전자책을 EPUB 표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출판을 하기 전에 [도구] 탭 > [유효성 검사] 탭에서 유효성 검사를 먼저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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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형식
전자책의 레이아웃 종류, 크기와 전자책 보기 시의 옵션 등을 지정합니다.
[전자책 형식] 탭에서 설정하는 정보는 새로 만드는 전자책에 적용됩니다.

레이아웃
레이아웃 종류
전자책의 레이아웃 형식을 선택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여 제작합니다. 전자책의 제작 의도를 유지하여 교과서, 잡지,
동화책과 같이 글과 그림 등 전자책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저자의 디자인이 중요한 책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제작합니다. 전자책 뷰어의 화면 크기에 따라
전자책을 구성하는 콘텐츠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지만 한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의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조할 크기
전자책의 크기를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자주 사용하는 전자책의 크기를 미리 설정해 두고 전자책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크기
전자책의 형태와 크기(단위: px)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 전자책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큰 형태
 가로형: 전자책의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보다 큰 형태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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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쓰기 방향
새로 추가되는 문서의 글쓰기 방향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가변 레이아웃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쓰기: 편집 창의 왼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세로쓰기: 편집 창의 오른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전자책 출판
전자책을 출판할 때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합니다.
[전자책 출판] 탭에서 설정하는 정보는 새로 만드는 전자책에 적용됩니다.

내 컴퓨터에 출판
출판 경로
전자책을

출판할

기본

경로를

지정합니다.

기본

경로는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Publish' 폴더입니다.

북 허브에 출판
출판 허브
전자책을 출판할 북 허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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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펍트리]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하거나 추가한 출판 허브 정보를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
출판 허브 홈페이지의 계정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정보 저장]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두면, 북 허브에 출판할 때 출판 허브에
로그인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판 부가 정보
기본 모양
뷰어에서 전자책을 볼 때의 기본 보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가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세로: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세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자동: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가로 보기, 세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양쪽 펼침
전자책 뷰어에서 고정 레이아웃 책을 볼 때의 양쪽 펼쳐 보기 상태를 설정합니다. 모바일 환경의 뷰어에서 책을
볼 때 해당되며,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뷰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허용 안 함: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한쪽 보기 상태가 됩니다.
 가로형에서만: 전자책 뷰어가 가로 방향일 때만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됩니다.
 세로형에서만: 전자책 뷰어가 세로 방향일 때만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됩니다.
 자동: 전자책 뷰어가 가로 방향일 때는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되고, 세로 방향일 때는 한쪽 보기 상태가
됩니다.
페이지 진행 방향
전자책 뷰어에서 책을 볼 때의 페이지 번호 진행 방향을 설정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페이지의 번호가
증가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 왼쪽으로 갈수록 페이지의 번호가
증가합니다.

기타 설정
수식 출판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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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ML(Mathematical Markup Language)로 작성된 수식의 출판 형식을 지정합니다. Namo Author 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MathML(Mathematical Markup Language)로 작성된 수식으로, MathML 은 수학 수식을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원본 그대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출판합니다. MathML 을 지원하는 전자책 뷰어에서는 전자책에서
사용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변환: MathML 로 작성된 수식을 이미지로 변환하여 출판합니다. MathML 을 지원하지 않는 전자책
뷰어에서도 이미지로 변환된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식과 이미지 같이 출력: 수식을 MathML 형식과 이미지로 변환한 것을 같이 출판합니다. 전자책 뷰어에서
MathML 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에서 사용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지로 변환된 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출판 형식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출판 형식을 지정합니다.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은 출판할 때 EPUB 파일로
압축되어 저장됩니다. 사용한 그림이 많거나 그림의 용량이 클수록, 동일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EPUB 파일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원본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림 최적화: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크기로 저장합니다. 사용한 그림의 크기가 원본 파일보다 클
경우에는 [원본 그대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기타 설정
문서의 편집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합니다.
[기타 설정] 탭에서 설정하는 정보는 새로 만드는 전자책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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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설정
이미지 방향 보정
문서에 삽입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정보를 따를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이미지는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 방향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진 이미지의 방향 정보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정보를 따르지 않고 삽입합니다.
 선택 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정보를 따라서 삽입합니다.
비율 유지 기본 설정
문서에 삽입할 이미지의 속성 정보 중에서 비율 유지 속성의 설정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이미지의 [비율 유지] 속성을 설정합니다. 삽입한 이미지에 [비율 유지] 속성이 설정되면, [너비] 또는
[높이]만 수정해도 원본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 이미지의 [비율 유지] 속성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삽입한 이미지에 [비율 유지] 속성이 설정되지
않으면, [너비] 또는 [높이]를 입력하면 원본 이미지의 비율에 상관없이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율 유지 속성 정보의 설정 상태는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그림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편집기 설정
문서에 삽입한 그림을 편집할 때 사용할 편집기를 설정합니다.
 Namo Author 그림 편집기 사용: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그림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외부 프로그램 연결: 외부 프로그램 실행 파일(.EXE)을 연결하여 그림 편집기로 사용합니다.
참고: 그림 편집기 프로그램의 연결 상태는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에서 [그림 편집기]를 선택하거나 편집
창에 삽입된 그림을 더블 클릭하여 그림 편집기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표제지 설정
표제지 기본 설정
전자책 구성 패널에 표제지 설정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전자책 구성 패널에 표제지가 보입니다.
 선택 해제: 전자책 구성 패널에 표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 문서 설정
항상 빈 문서 생성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창에 항상 빈 문서 생성 설정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본문을 추가할 때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창이 나타나지 않고 항상 빈 문서가 생성됩니다.
 선택 해제: 본문을 추가할 때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창이 나타나고 새 문서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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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편집기 설정
문서에 삽입한 외부 스타일 파일을 편집할 때 사용할 편집기를 설정합니다.
기본 편집기는 Windows 에서 제공하는 메모장을 사용합니다. 외부 프로그램 실행 파일(.EXE)을 연결하여
스타일 파일 편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목차 설정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추가 시 목차에 포함 여부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본문 추가 시 목차에 포함: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추가 시 [목차에 포함]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추가하는 본문이 모두 [목차에 포함]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본문은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선택하여
목차에 포함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문 추가 시 목차에서 제외: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추가 시 [목차에서 제외]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추가하는 본문이 모두 [목차에서 제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본문은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선택하여 목차에 포함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책을 구성하는 본문은 적어도 1 개 이상 목차에 포함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본문 추가 시 목차에서
제외]로 설정하더라도, 새로운 전자책을 만들 때 기본으로 생성되는 첫 번째 본문은 목차에 포함 상태로
설정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설정한 값을 지우고 Namo Author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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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환경 설정하기
편집 모드 변경하기
편집 창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 내용을 입력하거나 그림, 표 등 다양한 개체를 삽입하여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편집 창은 [편집] 모드, [소스] 모드 그리고 [편집] 모드와 [소스] 모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할]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
[편집]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글을 작성하고 리본 메뉴를 이용하여 개체를
삽입하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는 내용은 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HTML
태그로 생성됩니다.
[편집] 모드는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 모드]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또는 상태 표시줄에서 [편집]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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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모드
[분할] 모드에서는 [편집] 모드와 [소스] 모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분할] 모드에서 편집한 내용은 [소스]
모드에 반영되고, [소스] 모드에서 편집한 내용은 [분할] 모드에 반영되어 각 모드를 참고하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분할] 모드는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 모드]에서 [분할]을 선택합니다. 또는 상태 표시줄에서 [분할]
을 선택합니다.

[분할] 모드에서 HTML 소스 보기 위치의 기본값은 편집 모드의 아래이며,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소스 보기] 탭의 [소스 보기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79

소스 모드
[소스] 모드에는 [편집] 모드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한 HTML 소스가 나타납니다. HTML 태그를 아는 사용자일
경우 [소스] 모드에서 HTML 태그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HTML 태그를 모르는 사용자라도 [편집]
모드와 [소스] 모드의 내용을 비교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태그를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모드는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 모드]에서 [소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상태 표시줄에서 [소스]
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편집] 모드에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개체를 삽입하고 편집하면 [소스] 모드에서는 이에 대한 HTML
소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편집] 모드에서 'orange.png' 그림 파일을 삽입하면 소스 모드에는 '<p><img
alt=" " src="./nep_image/orange.png"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50px; top: 150px; width: 300px;
height: 300px; z-index: 1;"></p>'와 같이 HTML 소스가 추가됩니다.
[소스] 모드에서 HTML 소스 글꼴, 글꼴 크기, 글꼴 색상, HTML 태그의 색상 등 소스 보기 옵션은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소스 보기] 탭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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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선택 모드로 변경하기
Namo PDF Converter 를 이용하여 PDF 파일을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로 변환한 문서의 문단을
편집합니다. 편집 창에서 문단으로 된 글자를 선택하여 위치를 이동하여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문단은 P 태그 안에 작성된 글을 말하며, 소스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mo PDF Converter 를 이용하여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로 변환한 문서만 문단 선택 모드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문단 선택 모드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 모드]에서 [문단 선택 모드]를 선택합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문단 선택 모드]

를 선택합니다.

2. 문서에서 글자의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3.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으로 바뀌고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면 클릭하여 문단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편집 상태 미리 보기
작업 중인 문서가 전자책으로 제작될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삽입한 그림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하거나, 비디오, 오디오를 재생하여 편집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에서 [미리 보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미리 보기]
 상태 표시줄에서 [미리 보기]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미리 보기]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미리 보기]

를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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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미리 보기]
 상태 표시줄에서 [미리 보기]

를 다시 누릅니다.

를 다시 누릅니다.

 <ESC> 키를 누릅니다.
참고:
 미리 보기에서 보는 편집 상태는 전자책으로 출판 후, 전자책 뷰어에서 보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편집 결과를 확인하려면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전자책 뷰어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미리 보기 모드에서는 문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양면 편집 모드로 편집하기
Namo Author 의 편집 창을 책을 펼쳐서 보는 것과 같이 양쪽 면을 마주보게 하고 참고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고정 레이아웃 형식의 전자책에서만 [양면 편집]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면 편집 모드로 변경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면수]에서 [양면 편집]을 선택합니다.

[한면 편집] 모드로 변경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면수]에서 [한면 편집]을 선택합니다.
[양면 편집] 모드가 되면 편집 창의 편집 모드는 [편집] 모드가 됩니다. 즉, [편집 모드]가 [분할], [소스]인
경우에도 [양면 편집] 모드를 선택하면, 편집 창은 [편집] 모드로 변경됩니다.
참고: [편집] 모드는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 모드]에서 선택하거나 작업 표시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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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편집 창 배열하기
편집 창에서 본문의 문서를 여러 개 열어서 편집할 때, 열려있는 편집 창을 배열 방법에 따라 정렬합니다.
참고: [미리 보기] 모드와 [양면 편집] 모드에서는 편집 창 배열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화
열려 있는 모든 편집 창의 크기를 최대화하여 정렬합니다.
편집 창을 정렬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창 배열]에서 [최대화]를 선택합니다.

계단식 배열
열려 있는 모든 편집 창을 계단식으로 정렬합니다.
편집 창을 정렬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창 배열]에서 [계단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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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로 배열
열려 있는 모든 편집 창을 Namo Author 편집 영역의 가로 크기에 맞게 정렬합니다.
편집 창을 정렬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창 배열]에서 [가로로 배열]을 선택합니다.

세로로 배열
열려 있는 모든 편집 창을 Namo Author 편집 영역의 세로 크기에 맞게 정렬합니다.
편집 창을 정렬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창 배열]에서 [세로로 배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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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정렬
최소화된 모든 편집 창을 편집 영역의 하단에 아이콘으로 정렬합니다.
편집 창을 정렬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창 배열]에서 [아이콘 정렬]을 선택합니다.

편집 창을 확대/축소하기
편집 창에서 편집 중인 문서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편집 창의 확대 또는 축소는 편집 상태를 보기 위해
창의 크기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며, 전자책의 크기나 문서에 편집한 개체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선택하거나 화면 배율의 [▼]를 눌러 목록에서 배율을
선택합니다.
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Ctrl>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위로 스크롤하면 편집 창이 확대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편집 창이 축소됩니다.

편집 창의 화면 도구 이용하기
문서를 편집할 때,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설정합니다.

눈금자 이용
눈금자를 이용하면 커서가 놓인 곳의 들여쓰기 사용 여부와 문서의 양쪽 여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창에 눈금자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에서 [눈금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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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이용
그리드는 문서를 편집할 때 삽입한 개체의 위치나 크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리드는 편집 창에 바둑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드는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편집 창에 그리드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에서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그리드 스냅 효과]를 이용하면 개체를 이동할 때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드의 색상, 모양, 선 간격 등 옵션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편집 도구]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이용
가이드는 그리드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더욱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선입니다. 가이드는 편집 창에 선
모양으로 나타나며, 편집 창의 수평/수직 눈금자 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하려면 편집 창에 눈금자를 보이게 해야 합니다. 눈금자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에서 [눈금자]를 선택합니다.
1.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 >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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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창의 위 또는 왼쪽의 눈금자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 열려 있는 문서 방향으로 끌어옵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온 뒤 마우스를 놓으면 편집 창에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만든 가이드의 위치를 수정하려면 가이드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모양이나

모양으로 변했을 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가이드 스냅 효과]를 이용하면, 선택하면 개체를 이동할 때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가이드의 색상, 모양, 선 간격 등 옵션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편집 도구]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백선 이용
여백선은 편집 창에 설정된 여백(안쪽 여백/바깥 여백) 값에 따라 문서의 크기와 콘텐츠 간의 간격을 표시하는
기준선입니다. 여백선은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편집 창에 여백선을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에서 [여백선]을 선택합니다.
[여백선 스냅 효과]를 선택하면 개체를 이동할 때 개체와 가까운 기준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여백선의 색상, 모양, 선 간격 등 옵션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편집 도구]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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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부호 보이기/숨기기
부호를 이용하면 문서에 숨어 있는 내용이나 태그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창에 보이는 문단이나,
표, 그림 등의 객체, 서식 등의 부호를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문단
편집 창에 부호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문단]을 선택합니다.
문단의 끝에 문단을 표시하는 부호 가 나타납니다.

객체
편집 창에 부호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객체]를 선택합니다.
문서에 삽입된 객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호

가 나타나고 객체의 위치를 선으로 표시합니다. 객체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는 부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객체의 [위치 기준]은 객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도구] 탭의 [위치]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편집 창에 부호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책갈피]를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책갈피를 지정한 위치에 부호

가 나타납니다.

스크립트
편집 창에 부호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문서에 스크립트를 사용한 경우 부호

가 나타납니다.

스타일
편집 창에 부호를 보이게 하려면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스타일]의 선택 상자를 선택합니다.
문서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한 경우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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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납니다.

제 3 장 전자책 만들기

새 전자책 만들기
Namo Author 에서는 빈 문서의 새 전자책을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기존에 제작한
전자책(.nep 또는 .epub)을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EPUB 형식의 전자책을 불러오면 NEP 형식의 새
프로젝트 파일로 변환되어, 전자책 구성을 변경하거나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다시 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에서는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 고정 레이아웃과 가변 레이아웃 형식의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여 제작함으로써, 전자책의 제작 의도를 유지하여 교과서, 잡지,
동화책 등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책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전자책 뷰어의 화면 크기에 따라
전자책을 구성하는 콘텐츠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지만 한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의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 형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전자책 템플릿을 제공하며, 전자책 템플릿을 선택하여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제작하는 전자책의 형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고 전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로 만드는 전자책은 NEP(*.nep) 형식의 프로젝트 파일로 관리됩니다. .nep 파일은 전자책 문서를
구성하는 xhtml 파일, css 파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 모든 파일이 프로젝트로 관리되어 Namo Author
사용자가 언제든지 전자책에 포함된 리소스 파일을 재사용하여 전자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파일들의 기본 경로는 Windows 의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 폴더입니다.
config

Namo Author 의 설정 정보 파일의 경로입니다.

Project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nep), 전자책에서 사용한 리소스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Publish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EPUB(.epub)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Schemes

Namo Author 에서 문단에 사용하는 스타일을 정의하는 파일의 경로입니다.

Templates

Namo Author 에서 사용하는 전자책 템플릿과 문서 템플릿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참고: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클립아트는 Namo Author 로 전자책을 제작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며,
전자책 제작 시에 사용하는 글, 그림, 멀티미디어 요소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90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빈 문서의 새 전자책 만들기
빈 문서로 된 새 전자책을 만듭니다. 고정 레이아웃 형식과 가변 레이아웃 형식 중에서 선택하여 템플릿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빈 문서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전자책을 만들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형식의 새 전자책을 만들려면,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새 전자책 만들기] > [고정 레이아웃]
> [새 전자책]을 선택합니다.
 가변 레이아웃 형식의 새 전자책을 만들려면,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새 전자책 만들기] > [가변 레이아웃]
> [새 전자책]을 선택합니다.

새 전자책을 만들면 Namo Author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빈 문서의 본문 1 개가 추가됩니다.
Namo Author 를 설치하여 처음 실행하면 고정 레이아웃 형식의 전자책 크기 기본값은 세로형, 600X800(단위:
px)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의 크기는 [레이아웃] 탭의 [레이아웃] 그룹에서 [설정]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전자책 크기는 현재 편집 중인 문서에만 적용됩니다. [설정]에서 전자책의 크기를 변경해도 새
문서를 추가하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참고:
 새로 만드는 고정 레이아웃 형식의 전자책 크기를 설정하려면,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전자책 형식]
탭에서 [전자책 크기]를 지정합니다.
 새 전자책을 만들고 전자책을 저장하기 전까지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은 전자책의 기본 저장 경로에 임시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을 저장하면 전자책 경로에 전자책의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되고 폴더 내에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nep)로 저장됩니다.
 전자책의 기본 저장 경로는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Projects] 폴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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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을 이용하여 새 전자책 만들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템플릿(Template)이나 사용자 템플릿을 선택하여 새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 형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전자책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시리즈로 된 책을
제작하거나, 같은 종류의 책을 제작할 때 템플릿을 사용하면 전자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템플릿의 구성을 미리 볼 수 있으며, 전자책 템플릿에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전자책 템플릿 이용하여 새 전자책 만들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템플릿을 선택하여 새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앨범, 잡지, 소설 등
제작할 책의 종류에 맞는 템플릿을 이용하여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새 전자책 만들기] > [고정 레이아웃] 또는 [가변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 미리 보기]에서 템플릿의 구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참고: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템플릿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 템플릿을 이용하여 새 전자책 만들기
전자책 템플릿으로 저장한 사용자 템플릿을 선택하여 새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새 전자책 만들기] > [내 템플릿]에서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참고: 사용자 템플릿은 전자책 템플릿으로 저장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사용자 템플릿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을 템플릿으로 저장하기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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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열기
NEP 형식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 EPUB(EPUB2 또는 EPUB3) 형식의 전자책, 최근에 작업한 전자책을
엽니다.

EPUB 형식의 전자책 파일 열기
EPUB(EPUB2 또는 EPUB3) 형식의 전자책을 엽니다. Namo Author 에서 열 수 있는 전자책 파일의 확장자는
EPUB(*.epub)입니다.
EPUB 형식의 전자책을 Namo Author 에서 열면 NEP 형식의 새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됩니다. 편집 창에서
전자책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다시 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전자책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에서 [표준 EPUB 파일(*.epub)]을 선택합니다.
3. EPUB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선택한 EPUB 파일이 프로젝트로 변환되어 편집 창에 열립니다.
참고:
 NEP 형식의 새 프로젝트 파일은 전자책을 저장하기 전까지 전자책의 기본 저장 경로에 임시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의 이름과 폴더 내의 파일 이름은 전자책을 저장하면 전자책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전자책의 기본 저장 경로는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Projects] 폴더입니다.

Namo Author 전자책 파일 열기
NEP 형식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엽니다. Namo Author 에서 기존에 작업한 전자책 파일이나 PDF
Converter 또는 PDF Transformer 에서 변환한 NEP 형식의 파일을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에서 열 수 있는 전자책 파일의 확장자는 NEP(*.nep)입니다.
1.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전자책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에서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을 선택합니다.
3. NEP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선택한 NEP 파일이 편집 창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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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용한 전자책 파일 열기
최근에 사용한 NEP 형식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엽니다.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최근에 사용한 항목]에서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NEP
파일이 편집 창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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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정보 설정하기
작업할 전자책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전자책의 이름, 형식, 크기 등 전자책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이름 바꾸기
전자책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출판할 전자책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자책 정보]의 [제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바꾸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전자책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전자책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전자책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전자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바꾸기
1.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탭 > [출판하기] >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주요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제목]에 전자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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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형식 바꾸기
편집 중인 전자책의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집 중인 전자책의 형식에서 고정 레이아웃 형식 또는 가변
레이아웃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자책의 형식을 변경하면 변경 전에 작업한 내용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바꾸기
고정 레이아웃을 가변 레이아웃으로 바꾸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전자책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전자책 형식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레이아웃을 확인하고 [예]를 누릅니다.

가변 레이아웃을 고정 레이아웃으로 바꾸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전자책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전자책 형식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레이아웃을 확인하고 [예]를 누릅니다.
4.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에서 전자책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바꾸기
1.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탭 > [출판하기] >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전자책 형식] 탭에서 레이아웃 종류를 선택합니다.
3. 고정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5.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레이아웃을 확인하고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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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속성 설정하기
전자책의 형식, 전자책의 정보 등 전자책의 속성을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의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전자책 이름을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전자책 정보]를 선택합니다.
 [전자책] 탭 > [출판하기] >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의 각 탭을 눌러 전자책의 속성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책 형식

레이아웃
레이아웃 종류
전자책의 레이아웃 형식을 선택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여 제작합니다. 전자책의 제작 의도를 유지하여 교과서, 잡지,
동화책과 같이 글과 그림 등 전자책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저자의 디자인이 중요한 책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제작합니다. 전자책 뷰어의 화면 크기에 따라
전자책을 구성하는 콘텐츠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지만 한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의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조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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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크기를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자주 사용하는 전자책의 크기를 미리 설정해 두고 전자책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크기
전자책의 형태와 크기(단위: px)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 전자책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큰 형태
 가로형: 전자책의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보다 큰 형태
새 문서부터 적용하기
설정한 정보를 새 문서부터 적용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

*제목
제목 분류를 선택하고, 분류에 해당하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새 전자책을 만들면 필수 항목인 [주 제목]만 설정되어 있으며

을 눌러 [제목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의 분류 정보가 나타나며, 항목을 선택하면 설정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전자책을 저작한 사람의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에 해당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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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자책을 만들면 필수 항목인 [지은이]만 설정되어 있으며

을 눌러 [저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의 역할 정보가 나타나며, 항목을 선택하면 설정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분야
전자책을 주로 구성하는 콘텐츠의 종류를 지정합니다.

을 눌러 [분야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판하는 전자책이 특수한 유형임을 나타낼 때 지정합니다.
[분야]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전자책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입력합니다.
출판사
책의 복제, 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발행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판일
책을 출판하는 날짜를 지정합니다. 오늘 날짜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날짜를 변경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후, 숫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을 눌러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개정일
책을 개정하는 날짜를 지정합니다. 오늘 날짜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날짜를 변경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후, 숫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을 눌러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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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전자책의 저작에 기여한 사람의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에 해당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을 눌러 [기여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의 역할 정보가 나타나며,
항목을 선택하면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전자책을 저작할 때 참고한 자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을 눌러 [참고 자료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전자책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을 눌러 [관련 자료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식별자
전자책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문자를 입력합니다.

을 눌러 [식별자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는 반드시 출판물에 부여되는 식별 문자가 있어야 출판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에서는 편집한
전자책의 출판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를 임시로 제공합니다.
[식별자]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의 식별자 정보가 나타나며, 항목을 선택하면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국제 표준 도서 번호): 한국문헌번호센터가 부여하는 국제표준
도서번호로써 국명, 출판사, 도서코드 등이 10 개의 숫자로 표현
예) ISBN 978-89-546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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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객체 식별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같이 책이나 잡지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ECN(eBook Certification Number, 전자책 인증 번호):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물 인증센터에서
부여하는 문헌번호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인쇄물이나 정기적 전자 간행물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8 자리 고유 번호
형식
전자책을 구성하는 형식을 지정합니다.

을 눌러 [형식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전자책을 만들면 [text/htm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범위
전자책 내용의 범위(분야)를 입력합니다.

을 눌러 [범위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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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전자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입력합니다.

을 눌러 [언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를 누르면 설정한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책의 권한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부가 정보

출판 부가 정보
기본 모양
전자책을 볼 때의 기본 보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가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세로: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세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자동: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가로 보기, 세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양쪽 펼침
전자책의 양쪽 펼쳐 보기 상태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고정 레이아웃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용 안 함: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한쪽 보기 상태가 됩니다.
 가로형에서만: 전자책 뷰어가 가로 방향일 때만 양쪽 펼쳐 보기 상태가 됩니다.
 세로형에서만: 전자책 뷰어가 세로 방향일 때만 양쪽 펼쳐 보기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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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양쪽 펼쳐 보기 상태가 됩니다.
 자동: 전자책 뷰어가 가로 방향일 때는 양쪽 펼쳐 보기가 되고, 세로 방향일 때는 한쪽 보기 상태가 됩니다.
페이지 진행 방향
전자책의 페이지 번호 진행 방향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책의 페이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페이지 번호가 증가하는 문서가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책의 페이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페이지 번호가 증가하는 문서가
됩니다.
머리글/바닥글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의 본문에 머리글/바닥글을 표시합니다. 머리글/바닥글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책 제목,
본문 이름, 페이지 정보입니다. 정보를 표시할 위치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책 제목
전자책 이름(제목)을 머리글/바닥글에 표시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책 제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전자책 이름을 변경하거나,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의 [주요 정보] 탭에서 제목을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표시 안함: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책 제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머리글 - 왼쪽: 문서의 머리글 왼쪽에 책 제목을 표시합니다.
 머리글 - 가운데: 문서의 머리글 가운데에 책 제목을 표시합니다.
 머리글 - 오른쪽: 문서의 머리글 오른쪽에 책 제목을 표시합니다.
 바닥글 - 왼쪽: 문서의 바닥글 왼쪽에 책 제목을 표시합니다.
 바닥글 - 가운데: 문서의 바닥글 가운데에 책 제목을 표시합니다
 바닥글 - 오른쪽: 문서의 바닥글 오른쪽에 책 제목을 표시합니다.
본문 이름
본문 이름을 머리글/바닥글에 표시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본문 이름을 표시할 경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이름을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표시 안함: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본문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머리글 - 왼쪽: 문서의 머리글 왼쪽에 본문 이름을 표시합니다.
 머리글 - 가운데: 문서의 머리글 가운데에 본문 이름을 표시합니다.
 머리글 - 오른쪽: 문서의 머리글 오른쪽에 본문 이름을 표시합니다.
 바닥글 - 왼쪽: 문서의 바닥글 왼쪽에 본문 이름을 표시합니다.
 바닥글 - 가운데: 문서의 바닥글 가운데에 본문 이름을 표시합니다
 바닥글 - 오른쪽: 문서의 바닥글 오른쪽에 본문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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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페이지 정보를 머리글/바닥글에 표시할 위치와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정보를 표시할 경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본문 구성을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표시 안함: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페이지 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머리글 - 왼쪽: 문서의 머리글 왼쪽에 페이지 정보를 선택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머리글 - 가운데: 문서의 머리글 가운데에 페이지 정보를 선택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머리글 - 오른쪽: 문서의 머리글 오른쪽에 페이지 정보를 선택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바닥글 - 왼쪽: 문서의 바닥글 왼쪽에 페이지 정보를 선택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바닥글 - 가운데: 문서의 바닥글 가운데에 페이지 정보를 선택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바닥글 - 오른쪽: 문서의 바닥글 오른쪽에 페이지 정보를 선택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기타 옵션
수식 출판 형식
MathML(Mathematical Markup Language)로 작성된 수식의 출판 형식을 지정합니다. MathML 은 수학
수식을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원본 그대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출판합니다.
 이미지로 변환: 수식을 이미지로 변환하여 출판합니다.
 수식과 이미지 같이 출력: 수식을 MathML 형식과 이미지로 변환한 것을 같이 출판합니다.
그림 출판 형식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출판 형식을 지정합니다.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은 출판 시 EPUB 파일로 압축되어
저장됩니다. 사용한 그림이 많거나 그림의 용량이 클수록, 동일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EPUB 파일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원본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림 최적화: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크기로 저장합니다. 사용한 그림의 크기가 원본 파일보다 클
경우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합니다.
주요 글 쓰기 방향
새로 추가되는 문서의 글 쓰기 방향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종류가 가변 레이아웃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 쓰기: 편집 창의 왼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세로 쓰기: 편집 창의 오른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이미지 방향 보정
문서에 삽입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정보를 따를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정보를 따르지 않고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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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정보를 따라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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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유지 기본 설정
문서에 삽입할 이미지의 속성 정보 중에서 비율 유지 속성 정보의 설정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 이미지의 비율 유지 속성 정보를 설정합니다.
 선택 해제: 이미지의 비율 유지 속성 정보가 설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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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저장하기
작업 중인 전자책을 저장합니다.

전자책 저장하기
편집 중인 전자책 프로젝트로 저장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빈 문서의 새 전자책을 만들고 전자책을 저장하기 전까지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은 전자책의 기본 저장
경로에 임시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을 저장하면 전자책 경로에 전자책의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되고 폴더
내에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nep)로 저장됩니다. 전자책 경로에는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과 전자책의 문서를
구성하는 xhtml 파일, css 파일, 이미지 파일 등 전자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이 저장됩니다.
전자책의 기본 저장 경로는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Projects] 폴더입니다. 기본
저장 경로를 변경하려면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문서 저장] 탭 > [기본 경로]의 [프로젝트 경로]를
변경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전자책] 탭 > [전자책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전자책 저장하기]

를 선택합니다.

2. [전자책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전자책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전자책을 한 번 저장하고 난 이후에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전자책의 이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전자책 경로]는 Namo Author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nep)이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편집 중인 전자책의 이름을 변경하여 새로운 전자책 프로젝트로 저장합니다.
1. [전자책] 탭 > [전자책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전자책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전자책의 이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전자책 경로]는 Namo Author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nep)이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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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작업 중인 전자책을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템플릿은 새 전자책을 만들 때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사용자 템플릿은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새 전자책 만들기]의 [내 템플릿]에 나타납니다.
전자책

템플릿의

저장

경로는

Windows

의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Templates\User\Book] 폴더입니다.
1. [전자책] 탭 > [전자책 템플릿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템플릿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저장할 템플릿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템플릿 이름: 템플릿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 이름은 기존에 만든 템플릿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템플릿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자: 템플릿의 작성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의 이름은 기존에 만든 사용자 템플릿의 이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템플릿의 저작권 정보를 입력합니다. 템플릿의 권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템플릿 설명: 템플릿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의 특징,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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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구성하기
전자책 만들려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전자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출판한 전자책 파일(.epub)이나
작업했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을 열어서 재편집을 할 경우,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를 추가, 삭제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 문서의 새 전자책을 만들어서 기존에 출판한 전자책 파일(.epub)이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을 불러와서 본문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표지: 전자책을 대표하는 표지 문서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표제지: 전자책의 제목 문서나 중간지, 간지 등을 만들 수 있는 표제지
문서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차례: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 중 [목차에 포함]으로 설정된 항목을
보여주는 차례 문서를 만듭니다.
 본문: 빈 문서나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으로 추가하고, 본문의 문서
위치를 이동하여 본문을 구성합니다.
 첨부: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 목록, 문서에 삽입한 그림이나 표의 목록으로
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조: 외부 문서를 가져온 경우, 가져온 외부 문서에서 링크로 연결한
문서가 표시됩니다.
 팝업 윈도우: 전자책의 문서에서 팝업 윈도우로 설정한 문서가 표시됩니다.

본문 구성하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책의 내용을 담게 되는 본문을 구성합니다. 새 문서로 추가하거나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들은 위치를 이동하여 단계를 갖는 구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본문의 이름을 변경하여 목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빈 문서의 본문 추가하기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본문에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빈 문서는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의 가장 뒤에 추가됩니다.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본문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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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추가]

를 선택합니다.

참고: 전자책에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할 때는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 탭 > [본문의 목차 설정]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다음 위치에 본문 추가하기
현재 선택한 본문의 다음 위치에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다음에 본문 추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의 [1 쪽]과 [2 쪽] 사이에 빈 문서로 된 본문을 추가하려면, [1 쪽]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다음에
본문 추가]를 선택합니다. [1 쪽]과 [2 쪽] 사이에 [1 쪽(1)] 문서가 추가됩니다.

문서 템플릿을 이용하여 본문 추가하기
문서 템플릿을 이용하여 본문을 추가합니다.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문서 템플릿이나 사용자 템플릿을
선택하여 추가된 본문에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빈 문서는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의 가장
뒤에 추가됩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본문 추가]의 [▼]를 누릅니다.
2. 문서 템플릿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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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템플릿이 적용된 빈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새 문서 레이아웃으로 본문 추가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빈 문서의 본문을 추가하거나 문서 레이아웃 템플릿을 이용하여 본문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문서는 본문의 가장 뒤에 추가됩니다. 추가된 본문에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본문을 추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홈] 탭 > [문서] 그룹 > [본문 추가]

를 선택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추가]

를 선택합니다.

2. 문서 크기, 문서 모양을 지정하고 설정한 정보를 유지하려면 크기 설정 저장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문서 여백을 설정합니다.
4. 레이아웃 개체의 선택 사항을 설정합니다.
5. 새 문서 레이아웃 템플릿 목록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생성] 단추를 누릅니다.
참고: 편집 창에 열린 새 문서의 레이아웃 개체는 [위젯 템플릿] 패널의 다양한 개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기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편집 중인 전자책의 본문으로 추가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서의 콘텐츠를 재사용하여
전자책을 제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 문서의 콘텐츠를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으로 추가하여, 간단한 재편집의 과정만으로도 쉽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외부 문서의 파일 형식과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
 표준 EPUB 파일(*.epub)
 HTML 파일(*.htm, *.html, *.xhtml)
 MS Office 워드 파일(*.doc, *.docx)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111

 MS Office 엑셀 파일(*.xls, *.xlsx)
 텍스트 파일(.txt)
참고:
 외부 문서 가져오기는 기존의 문서를 가져와서 문서의 내용을 Namo Author 전자책에 추가하는 것이며, 외부
문서의 파일 형식으로 편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MS 워드 문서를 가져와서 Namo Author 전자책에
추가하여 편집할 경우 Namo Author 전자책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MS 오피스 형식이나 텍스트 형식의
원본 파일은 수정되지 않으며,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에서 수정한 문서의 내용을 원본 파일의 형식으로
다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가져오는 외부 문서는 현재 작성 중인 전자책 파일에서 본문의 가장 뒤에 추가됩니다.
 한번에 1 개의 파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기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을 가져와서 편집 중인 프로젝트의 본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 작성한 여러 개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하나의 전자책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Namo PDF Converter 또는 Namo PDF Transformer 에서 Namo Author 프로젝트로 변환한 파일을 가져와서
전자책의 본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작성 중인 전자책과 가져오는 파일의 레이아웃 형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 중인 전자책이 고정
레이아웃이면, 가져오는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도 고정 레이아웃이어야 합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모든 파일] 또는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로
선택합니다.
3. NEP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가져오는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여러 개의 Namo Author 전자책 파일을 가져와서 계속 본문에 추가하려면 (1)~(3)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져오는 순서대로 본문에 추가되므로, 파일의 내용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해서 가져오면 본문을 구성하는 데
편리합니다.

표준 EPUB 파일을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기
EPUB 형식으로 출판한 전자책 파일을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합니다. 출판한 여러 개의 전자책 파일을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여 내용이 합쳐진 전자책을 만들거나, 편집 중인 프로젝트 파일에 전자책 파일을 가져와서 개정판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작성 중인 전자책과 가져오는 파일의 레이아웃 형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 중인 전자책이 고정
레이아웃이면, 가져오는 Namo Author 전자책 파일(.nep)도 고정 레이아웃이어야 합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모든 파일] 또는 [표준 EPUB 파일(*.epub)]로 선택합니다.
3. EPUB 형식의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가져오는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HTML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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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형식의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HTML 형식 파일은 *.htm, *.html, *.xhtml
형식입니다.
주의: 작성 중인 전자책의 형식과 가져오는 파일의 레이아웃 형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작성 중인 전자책이 고정
레이아웃이면, 가져오는 전자책 파일(.epub)도 고정 레이아웃이어야 합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모든 파일] 또는 [HTML 파일(*.htm, *.html, *.xhtml)]로
선택합니다.
3. HTML 형식의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가져오는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MS 오피스 문서(워드/엑셀)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기
MS 오피스 형식의 문서 중에서 워드와 엑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외부 문서의 파일 형식과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MS Office 워드 파일(*.doc, *.docx)
 MS Office 엑셀 파일(*.xls, *.xlsx)
참고: Namo Author 는 MS 오피스 문서와 100%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으로 추가한 후에 사용자의 편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S 워드 문서 가져오기
1.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모든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doc, *.docx)]로 선택합니다.
3. MS 워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가져오는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여러 페이지로 된 문서를
가져오면 페이지의 구분 없이 1 개의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워드 문서 추가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불러옵니다.
 글꼴(폰트 종류, 크기, 색상), 스타일(볼드, 이탤릭, 밑줄)
 문단 정렬
 표(열, 행 병합 구분, 표 안의 표 출력)
 이미지

MS 엑셀 문서 가져오기
1.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

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모든 파일] 또는 [MS 엑셀 파일(*.xls, *.xlsx)]로 선택합니다.
3. MS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4. 엑셀 파일에 2 개 이상의 워크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워크시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113

5. 가져올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모든 워크시트의 내용을 가져오려면 [모든 시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가져오는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2 개 이상의 워크시트의 내용을 가져오면 워크시트의 구분 없이 1 개의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참고: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있는 엑셀 파일은 한 번에 1 개의 시트를 선택하여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경우, 시트의 구분이 없이 1 개의 본문으로 추가되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문서의 크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엑셀 문서 추가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불러옵니다.
 글꼴(폰트 종류, 크기, 색상), 스타일(볼드, 이탤릭, 밑줄)
 셀 텍스트 정렬
 병합된 셀 처리
가져오는 MS 오피스 파일이 본문으로 추가될 때는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 탭 > [본문의 목차 설정]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 [본문의 목차 설정]에서 [목차에 포함]은 전자책의 구성 요소 중 차례 문서에서 해당하는 페이지가 목차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목차에서 제외]로 설정하면, 전자책 구성으로는 포함되지만, 차례 문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하기
텍스트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텍스트 문서의 파일 형식은 ‘*.txt’입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모든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txt)]로 선택합니다.
3.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가져오는 문서가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본문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추가하기
본문의 문서를 복제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복사본은 선택한 본문의 [목차에서 포함] 또는 [순차적 읽기] 등
문서가 가지고 있는 속성값을 동일하게 가지며, 본문 이름에 '복사본'이 표시됩니다. 복사본은 선택한 본문의 다음
위치에 추가됩니다.
복사본은 선택한 본문의 문서 크기, 레이아웃, 문단 스타일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본문의 복제는 [전자책 구성] 패널의 [구조도 보기] 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문서의 복사본이 본문으로 추가됩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의 위치 이동하기
본문을 구성하는 문서의 위치를 이동하여 본문을 구성합니다. 본문을 구성한 다음, 차례 만들기를 하면 본문의
구성 순서가 차례에 반영됩니다.
본문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전자책 구성] 패널의 [구조도 보기] 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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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속한 문서는 본문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본문은 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본문은 아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내에서 최하위 목차는 하위 목차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내에서 최상위 목차는 상위 목차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툴바 버튼을 이용하여 본문 위치 이동하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2. 툴바 버튼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위치를 이동합니다.


: 선택한 본문을 위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본문을 아래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본문을 상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본문을 하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본문 위치 이동하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이동할 본문의 위치는 회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위로 이동: 선택한 본문을 위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 선택한 본문을 아래로 이동합니다.

 상위 목차로 이동: 선택한 본문을 상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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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목차로 이동: 선택한 본문을 하위 목차로 이동합니다.

본문의 이름 바꾸기
본문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의 문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자책 경로에 저장되는
본문 파일(.xhtml)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전자책 구성] 패널의 [구조도 보기] 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3. 편집 상태가 되면 본문의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본문은 본문 내에서 위치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4. <Enter> 키를 누릅니다.

본문 삭제하기
본문을 삭제합니다. 본문을 삭제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삭제되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본문
파일(.xhtml)도 삭제됩니다.
본문을 삭제한 후, [전자책 구성] 패널에는 최소한 1 개의 본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을 선택한 경우에 하위 항목을 같이
삭제하려면, 대화 상자에서 [하위 항목 포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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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만들기
전자책을 대표하는 표지 문서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를 만들면 전자책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표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표지는 글꼴의 종류와 다양한 색으로 책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배경 그림을 삽입하거나 레이어, 도형, 그림 등 다양한 개체를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표지는 전자책을 출판할 때 전자책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출판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만들지 않거나 출판할 때 표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전자책 뷰어에서는 뷰어가 제공하는 대표 표지 이미지로
보입니다.

표지 문서 만들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표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가 활성화되고 표지를 편집할 수 있는 문서가 열립니다. 만들어진 표지의 크기는
설정해 둔 전자책의 크기와 같습니다.

표지의 크기 변경하기
전자책 표지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전자책은 종이로 된 책과 달리 표지의 크기를 본문의 크기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또는 가변 레이아웃의 콘텐츠와 상관없이 단말기 크기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를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지 레이아웃 설정]을 선택합니다.
3. [표지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에서 크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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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할 크기
표지 크기를 모바일 단말기의 제조사와 모델명을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사용자: 사용자가 원하는 표지 크기를 직접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크기를 미리 설정해 두고 전자책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크기 (표지 크기)
표지 형태와 크기(단위: px)를 선택합니다.
 세로형: 표지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큰 형태
 가로형: 표지의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보다 큰 형태
참고: 표지 크기를 변경하면 변경 전에 작업한 내용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표지에 배경 그림 넣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를 선택하여 편집 창에서 엽니다.
2. [삽입] 탭 > [그림] 그룹 > [그림]을 선택합니다.
3. 그림이 삽입되면, [그림 도구] 메뉴를 이용하여 크기를 변경하거나 투명도를 설정하여 배경 그림으로 넣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하여 표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표지를 그림으로 저장하기
전자책 표지를 별도의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를 선택합니다.
2.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림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3. 그림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표지 삭제하기
전자책의 표지를 삭제합니다. 표지를 삭제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삭제되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표지 파일(.xhtml)도 삭제됩니다. 표지를 삭제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면 전자책 뷰어의 책장에서는 뷰어가 제공하는
대표 표지 이미지로 보입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지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표지 삭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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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삭제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표제지 만들기
전자책의 제목 문서나 중간지, 간지 등을 만들 수 있는 표제지 문서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표제지 만들기를 하면
전자책 제목과 저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표제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표제지는 레이어, 도형, 그림 등
다양한 개체를 삽입하고 글을 입력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표제지는 전자책을 출판할 때 전자책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출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제지] 항목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
탭에서 [표제지 설정]의 [표제지 기본 설정]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제지 문서 만들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제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제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표제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제지]가 활성화되고 표제지를 편집할 수 있는 문서가 열립니다. 만들어진 표제지의
크기는 설정해 둔 전자책의 크기와 같습니다.

표제지의 크기 변경하기
전자책 표제지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고정 또는 가변 레이아웃의 콘텐츠와 상관없이 단말기 크기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제지]를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제지 레이아웃 설정]을 선택합니다.
3. [표제지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에서 크기를 설정합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119

참조할 크기
표제지 크기를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에서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사용자: 사용자가 원하는 표제지 크기를 직접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크기를 미리 설정해 두고 전자책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크기 (표제지 크기)
표제지 형태와 크기(단위: px)를 선택합니다.
 세로형: 표제지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큰 형태
 가로형: 표제지의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보다 큰 형태
참고: 표제지 크기를 변경하면 변경 전에 작업한 내용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표제지 삭제하기
전자책의 표제지를 삭제합니다. 표제지를 삭제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삭제되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표제지 파일(.xhtml)도 삭제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제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제지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표제지 삭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표제지가 삭제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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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만들기
전자책 구성의 순서를 보여주는 차례 문서를 만듭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 차례가 될 수 있으며, 차례
문서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도록 항목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례 문서는 [목차에서 포함] 또는
[순차적 읽기] 설정 상태에 상관 없이 전자책에 포함하여 출판됩니다.

차례 문서 만들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차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차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차례]를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차례]가 활성화되고 차례 문서가 열립니다. 차례 문서의 크기는 설정해 둔 전자책의
크기와 같습니다.

차례 문서의 이름 바꾸기
차례 문서를 만든 후, 차례 문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차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3. 편집 상태가 되면 차례 문서의 새로운 이름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차례 다시 만들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 항목의 이름 또는 목차 포함 여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차례를 다시 만들어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차례 문서를 다시 만들려면 [전자책 구성] 패널 > [차례]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차례 목록 다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차례 문서 삭제하기
전자책 구성에서 차례 문서를 삭제합니다. 차례를 삭제하면 전자책을 출판할 때 차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차례]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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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차례] 문서가 삭제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용어 목록 만들기
전자책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 중 [용어집]에 추가한 단어로 [용어 목록]을 만듭니다.
[용어집]은 전자책을 보는 사용자에게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와 용어의 설명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용어 목록 문서는 [목차에서 포함] 또는 [순차적 읽기] 설정 상태에 상관 없이 전자책에 포함하여
출판됩니다.

용어 목록 문서 만들기
[용어집]에 추가한 단어로 [용어 목록]을 만듭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용어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용어 목록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용어 목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용어 목록]이 활성화되고 용어 목록 문서가 열립니다.

용어 목록 문서의 이름 바꾸기
[용어 목록]을 만든 후, 용어 목록 문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용어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3. 편집 상태가 되면 [용어 목록] 문서의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4. <Enter> 키를 누릅니다.

용어 목록 문서 다시 만들기
[용어집]에 용어를 추가하거나 추가한 용어를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용어 목록을 다시 만들어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용어 목록 문서를 다시 만들려면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용어 목록]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용어
목록 다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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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목록 문서 삭제하기
전자책 구성에서 [용어 목록] 문서를 삭제합니다. 용어 목록을 삭제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삭제되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용어 목록 파일(.xhtml)도 삭제됩니다. 용어집에 등록한 용어들을 목록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삭제되는 것이며, 용어집에 등록한 용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용어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용어 목록] 문서가 삭제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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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록 만들기
전자책의 본문에 삽입한 그림 중에서 캡션을 추가한 그림의 목록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림 목록 문서는 [목차에서 포함] 또는 [순차적 읽기] 설정 상태에 상관 없이 전자책에 포함하여
출판됩니다.

그림 목록 문서 만들기
그림에 추가한 캡션으로 [그림 목록]을 만듭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그림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그림 목록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목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그림 목록]이 활성화되고 그림 목록 문서가 열립니다.

그림 목록 문서의 이름 바꾸기
[그림 목록]을 만든 후, 그림 목록 문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그림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3. 편집 상태가 되면 그림 목록 문서의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4.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림 목록 문서 다시 만들기
그림에 캡션을 추가하거나 그림의 캡션을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그림 목록을 다시 만들어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림 목록을 다시 만들려면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그림 목록]을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그림
목록 다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목록 문서 삭제하기
전자책 구성에서 [그림 목록] 문서를 삭제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삭제되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그림 목록 파일(.xhtml)도 삭제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그림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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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림 목록] 문서가 삭제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표 목록 만들기
전자책 본문에 삽입한 표 중에서 캡션을 추가한 표의 목록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표 목록 문서는 [목차에서 포함] 또는 [순차적 읽기] 설정 상태에 상관 없이 전자책에 포함하여
출판됩니다.

표 목록 문서 만들기
표에 추가한 캡션으로 [표 목록]을 만듭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표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 목록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표 목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표 목록]이 활성화되고 표 목록 문서가 열립니다.

표 목록 문서의 이름 바꾸기
[표 목록]을 만든 후, 표 목록 문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표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3. 편집 상태가 되면 표 목록 문서의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4. <Enter> 키를 누릅니다.

표 목록 문서 다시 만들기
표에 캡션을 추가하거나 표의 캡션을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표 목록을 다시 만들어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표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 목록 다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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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록 문서 삭제하기
전자책 구성에서 [표 목록] 문서를 삭제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삭제되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표 목록 파일(.xhtml)도 삭제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표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표 목록] 문서가 삭제되면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비활성화됩니다.

본문 이외의 문서 추가하기
본문 이외의 문서를 추가하여 전자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문서는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 상태가
됩니다. [순차적 읽기] 설정 상태를 변경하여 전자책 뷰어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 보이지 않게 하고, 본문에서
하이퍼링크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에 포함] 설정 상태를 변경하여 목차로 보여주거나 목차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문서는 [목차에서 포함] 또는 [순차적 읽기] 설정 상태에 상관 없이 전자책에
포함하여 출판됩니다.
추가한 문서는 문서를 복제하거나, 문서의 이름을 변경, 문서의 위치를 이동, 문서를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추가하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아래 빈 영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문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2. [문서 추가] 대화 상자에 추가할 문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추가하는 문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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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을 누르면 참조 뒤에 문서가 추가됩니다.

문서 이동하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항목 중 본문을 제외한 문서의 위치를 이동하여 전자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이동은 [전자책 구성] 패널의 [구조도 보기] 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차례, 본문,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추가한 문서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팝업 윈도우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차례, 본문,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추가한 문서는 표지와 참조 사이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은 첨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툴바 버튼을 이용하여 위치 이동하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이동할 문서를 선택합니다.
2. 툴바 버튼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위치를 이동합니다.


: 선택한 문서를 위로 이동합니다.



: 선택한 문서를 아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하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위치를 이동할 문서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선택한 문서의
위치는 회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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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이름 바꾸기
문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의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의 파일(.xhtml)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서 이름 바꾸기는 [전자책 구성] 패널의 [구조도 보기 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편집 상태가 되면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문서의 위치와 관계없이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4. <Enter> 키를 누릅니다.

추가한 문서 복제하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본문 이외에 추가한 문서를 복제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선택한 문서의 뒤에 복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가 추가되며, 문서 이름에 '복사본'으로 표시됩니다.
복제한 문서의 크기, 레이아웃, 문단 스타일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문서 복제는 [전자책 구성] 패널의 [구조도 보기 모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성에 추가한 문서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참고: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아래 빈 영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문서 추가]를 선택하면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 삭제하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문서를 삭제합니다. 차례, 용어 목록, 표 목록, 그림 목록, 추가한 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문서는 전자책 구성에서 제거되고 전자책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xhtml' 파일도 삭제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삭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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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 포함하기/목차에서 제외하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차례, 본문,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추가한 문서를 목차에서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적어도 1 개 이상 [목차에 포함]으로 설정해야 하며, 본문 및 첨부 문서, 추가한 문서 등을 목차에
포함하거나 목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목차에 포함하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목차에 포함]을
선택합니다.
 목차에서 제외하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목차에서 제외]를
선택합니다.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감추기
전자책을 구성하는 표지, 차례, 본문, 첨부 문서(용어 목록, 그림 목록, 표 목록), 추가한 문서를 전자책 뷰어에서
전자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 보이거나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순차적 읽기에서
보이기]를 선택합니다.
 순차적 읽기에서 감추기: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순차적 읽기에서
감추기]를 선택합니다. 숨기기한 문서는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5 페이지로 구성된 본문에서 3 번째 페이지를 [순차적 읽기에서 감추기]로 설정하면,
전자책 뷰어에서 페이지를 넘겼을 때 2 번째 문서 다음에 4 번째 문서가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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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서 편집하기

문서의 레이아웃 설정하기
문서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은 페이지를 구성할 내용을 고려하여 전자책의 크기, 여백, 배경, 글꼴 등 디자인
서식을 가지는 템플릿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의 형식을 결정하는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각 페이지의 문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크기 변경하기(고정 레이아웃)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의 크기를 지정하여 책을 제작하지만, 책을
구성하는 콘텐츠를 고려하여 각 문서에 내용을 배치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문서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문서의 방향을 변경하거나 전자책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본문은 물론 표지, 차례, 첨부 문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내용을 작성한 전자책의 크기를 변경하면, 변경 전에 작업한 내용의 편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크기 변경하기
현재 편집 중인 전자책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전자책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참조할 크기]에서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에서
선택하거나, [전자책 크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사용자]를 선택하면 미리 설정해 둔 전자책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크기
전자책의 크기를 참조할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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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자주 사용하는 전자책의 크기를 미리 설정해두고, 전자책의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크기를
변경할 때 미리 설정해둔 전자책의 크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크기
전자책의 형태와 크기(단위: px)를 선택합니다.
 세로형: 전자책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큰 형태
 가로형: 전자책의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보다 큰 형태
새 문서부터 적용하기
전자책의 새 문서부터 설정한 전자책의 크기를 적용하려면, 선택 상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전자책의 모든 문서에 설정한 전자책의 크기가 적용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편집 중인 문서의 크기 변경하기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1. [레이아웃] 탭 > [레이아웃] 그룹 >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에서 전자책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참조할 크기]에서 기본형 또는 사용자 정의형을
선택하거나, 전자책의 크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사용자]를 선택하면 미리 설정해 둔 전자책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크기
전자책의 크기를 참조할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자주 사용하는 전자책의 크기를 미리 설정해두고, 전자책의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크기를
변경할 때 미리 설정해둔 전자책의 크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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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크기
전자책의 형태와 크기(단위: px)를 선택합니다.
 세로형: 전자책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큰 형태
 가로형: 전자책의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보다 큰 형태
3.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자 레이아웃 설정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책의 크기를 사용자 레이아웃으로 미리 설정합니다. 사용자
레이아웃으로 설정한 전자책의 크기는 전자책의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서의 크기를 변경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레이아웃을 미리 설정해 두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레이아웃] 탭 > [사용자 레이아웃] 그룹 > [사용자 레이아웃]

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전자책 형식] 탭 > [사용자] 버튼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 > [표지]의 바로 가기 메뉴 > [표지 레이아웃 설정] > [사용자]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에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 사용자 레이아웃 정보를 추가합니다.
 수정: 사용자 레이아웃 정보를 수정합니다.
 위로 이동/아래로 이동: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위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이동합니다. 항목이 위에 있으면
[레이아웃] 탭 > [사용자 레이아웃] 그룹에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삭제: 목록에서 선택한 사용자 레이아웃 정보를 삭제합니다.
 모두 삭제: 목록의 사용자 레이아웃 정보를 모두 삭제합니다.
3. [사용자 레이아웃] 대화 상자에서 전자책 크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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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레이아웃으로 설정한 전자책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입력합니다. [레이아웃] 탭 > [사용자 레이아웃] 그룹에서 툴 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비: 전자책 문서의 가로 크기를 지정합니다.
 높이: 전자책 문서의 세로 크기를 입력합니다.
 단위: 전자책 문서의 크기 단위를 선택합니다.
 대표 이미지: 사용자 레이아웃의 대표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사용자 레이아웃으로 설정하는
전자책 문서의 크기나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이콘과 같이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탭 > [사용자 레이아웃] 그룹에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의 목록에 표시됩니다.

5. 사용자 레이아웃 설정을 완료하고, [사용자 레이아웃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자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편집 중인 문서의 크기 변경하기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문서를 선택하여, 편집 창에서 문서를 엽니다.
2. [레이아웃] 탭 > [사용자 레이아웃] 그룹에서 전자책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3.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크기를 선택하고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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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안쪽 여백 설정하기
편집 중인 문서의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안쪽 여백은 문서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 안쪽으로 테두리와
문단 사이의 공간입니다. 여백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도구 모음에서 설정하기
1. [레이아웃] 탭 > [레이아웃] 그룹 > [안쪽 여백]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값으로 문서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의 여백이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여백 값을 직접 설정하려면 [사용자 설정]을 선택한 후 [여백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지정합니다.

 없음: 여백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좁게(5Px): 여백을 5px 로 설정합니다.
 보통(10Px): 여백을 10px 로 설정합니다.
 넓게(20Px): 여백을 20px 로 설정합니다.
 사용자 설정: 사용자가 원하는 여백 값을 설정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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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기
1. [홈] 탭 > [문서] 그룹 > [문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안쪽 여백]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지정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문서의 바깥 여백 설정하기
편집 중인 문서의 바깥 여백을 설정합니다. 바깥 여백은 문서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 바깥쪽으로 테두리와
문서 사이의 공간입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문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서 속성] 대화 상자에서 [바깥 여백]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지정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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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펼쳐 보기 시 문서의 시작 위치를 설정하기
전자책을 전자책 뷰어에서 양쪽 펼쳐 보기를 할 때, 화면의 어느 쪽에 문서를 보이게 할지 시작 위치를 설정합니다.
1. [레이아웃] 탭 > [레이아웃] 그룹 > [배치]를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 이전 문서의 마지막에 이어서 현재 문서의 시작 위치가 자동으로 화면의 왼쪽 또는 오른쪽 페이지가
됩니다.
- 고정 레이아웃: 각 문서가 한 페이지이므로, 이전의 문서가 왼쪽 페이지가 되면, 현재 문서는 오른쪽
페이지가 됩니다. 이전 문서가 오른쪽 페이지가 되면, 현재 문서는 왼쪽 페이지가 됩니다.
- 가변 레이아웃: 각 문서에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한 페이지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전 문서의 마지막
내용이 왼쪽 페이지가 되면, 현재 문서의 시작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가 됩니다. 이전 문서의 마지막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가 되면, 현재 문서의 시작 내용이 왼쪽 페이지가 됩니다.

 왼쪽: 이전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의 위치에 상관 없이, 문서의 위치가 항상 화면의 왼쪽 페이지가 됩니다.
- 고정 레이아웃: 이전 문서가 왼쪽 페이지가 되어도, 현재 문서가 왼쪽 페이지가 됩니다.
- 가변 레이아웃: 이전 문서의 마지막 내용이 왼쪽 페이지가 되어도, 현재 문서의 시작 내용이 왼쪽
페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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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전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의 위치에 상관 없이, 문서의 위치가 항상 화면의 오른쪽 페이지가
됩니다.
- 고정 레이아웃: 이전 문서가 오른쪽에 보여도 현재 문서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 가변 레이아웃: 이전 문서의 마지막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가 되어도, 현재 문서의 시작 내용이 왼쪽
페이지가 됩니다.

 가운데: 이전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의 위치에 상관 없이, 문서의 위치가 항상 화면의 가운데에 표시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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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글쓰기 방향 바꾸기 – 세로쓰기(가변 레이아웃)
문서의 글쓰기 방향을 바꿉니다. 가변 레이아웃 형식의 전자책에서만 글쓰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주요 글쓰기 방향 설정하기
가변 레이아웃의 전자책을 만들 때, 전자책에서 사용할 주요 글쓰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전자책 형식] 탭을 선택합니다.
3. [레이아웃]에서 [주요 글쓰기 방향]을 선택합니다.
 가로쓰기: 편집 창의 왼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세로쓰기: 편집 창의 오른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편집 중인 문서의 글쓰기 방향 바꾸기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글쓰기 방향을 바꿉니다. 글쓰기 방향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전자책 형식] 탭 >
[주요 글쓰기 방향]에서 설정한 값이며, 문서마다 글쓰기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본문은
물론, 차례, 첨부 문서, 팝업 윈도우의 글쓰기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로쓰기 > 세로쓰기로 변경
세로쓰기로 변경하려면, [레이아웃] 탭 > [편집] 그룹 > [글쓰기 방향]에서 [세로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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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쓰기 문서에서 특정 단어 가로쓰기로 바꾸기
2 글자 이하의 영문자 또는 숫자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px, kg, cm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 가로쓰기로 바꿀 2 글자 이하의 영문자 또는 숫자를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 > [항상 가로]

를 선택하면 지정한 단어만 가로쓰기가 됩니다.

세로쓰기 > 가로쓰기로 변경
가로쓰기로 변경하려면, [레이아웃] 탭 > [편집] 그룹 > [글쓰기 방향]에서 [가로쓰기]를 선택합니다.

문서에 배경 그림 삽입하기
그림을 삽입하여 편집 중인 문서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 그림을 지정합니다.
배경 그림으로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는 GIF 파일(*.gif), JPG 파일(*.jpg, *.jpeg, *jpe, *.jfif), PNG 파일(*.png),
비트맵 파일(*.bmp, *.dib)입니다.

배경 그림 설정하기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을 선택합니다.
2. [배경 그림] 대화 상자에서 [찾아 보기]를 눌러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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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그림 반복] 옵션을 선택합니다. 배경 그림의 원본 크기가 문서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반복하여 보여줄
옵션을 표시합니다.
 가로세로 반복: 문서의 가로와 세로 크기에 맞게 배경 그림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가로 방향 반복: 문서의 가로 크기에 맞게 가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세로 방향 반복: 문서의 세로 크기에 맞게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반복하지 않음: 문서의 크기와 배경 그림 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경 그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설정한 배경 그림의 이미지 파일이나 배경 그림 반복 옵션은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에서 [배경그림]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 그림 삭제하기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의 [▼]를 누릅니다.
2. [배경 그림 삭제]를 선택합니다.

문서의 배경색 설정하기
색상을 선택하여 편집 중인 문서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배경색 지정하기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2.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문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기
1. [홈] > [문서] 그룹 > [문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서 속성] 대화 상자에서 [글꼴 및 색상]의 [배경색]에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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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배경색 없애기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2. [색 없음]을 선택합니다.

문서에 테두리 설정하기
편집 중인 문서에 테두리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색상, 두께,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2.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3. [선 두께], [선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애기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2.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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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문서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레이아웃을 설정한 문서를 사용자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템플릿은 전자책에 본문을 추가할 때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템플릿은 Windows 의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Templates\User\Page' 폴더에
전자책 형식별로 저장됩니다.

문서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1. [홈] 탭 > [문서] 그룹 > [문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2. [문서 템플릿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 정보를 입력합니다.

 템플릿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템플릿 이름은 기존에 만든 템플릿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저장한 템플릿은 [홈] 탭 > [문서] 그룹 > [본문 추가]의 [▼]를 누르면 [사용자 템플릿]에 나타납니다.

문서 템플릿 삭제하기
사용자가 문서 템플릿으로 저장한 사용자 템플릿을 삭제합니다.
1. [홈] 탭 > [문서] 그룹 > [본문 추가]의 [▼]를 누릅니다.
2. [사용자 템플릿]에서 삭제할 템플릿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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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내용 입력하여 편집하기
문서의 레이아웃을 지정한 후에는 각 페이지에 글이나 개체를 삽입하여 문서를 편집합니다. 문서의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내용을 입력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으로 추가한 문서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글 입력하기
문서를 열어 편집 창에서 글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글을 입력하거나, 글상자 레이어 안에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상자 레이어 추가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글상자]에서 선택합니다.
 스크롤링: 글을 입력할 영역만큼 레이어를 삽입하고 레이어의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레이어 안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가운데 정렬: 입력하는 글을 레이어의 가운데에 정렬합니다.
 자동맞춤: 입력하는 글의 길이만큼 레이어의 크기가 길어집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글 입력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글상자 레이어를 삽입하여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에서 [글상자]

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스크롤링, 가운데 정렬, 자동맞춤 등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글상자 레이어가 삽입됩니다.
5. 레이어 내부에 커서를 놓습니다.
6. 키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글 입력하기
편집 창에 자유롭게 글 입력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편집 창에 커서를 놓고 워드 프로세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상자 레이어를 삽입하여 글 입력하기
1. 편집 창에서 글상자 레이어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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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 탭 > [레이어] 그룹에서 [글상자]

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스크롤링, 가운데 정렬, 자동맞춤 등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커서를 놓은 위치에 글상자 레이어가 생깁니다.
5. 레이어 내부에 커서를 놓습니다.
6. 키보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참고:
 [레이어 도구] 탭에서 글상자/레이어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정렬 등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바꾸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문단을 나누지 않고 줄만 바꾸려면 <Shift+Enter> 키를 누릅니다.
 한글, 영어로 입력하는 언어의 전환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지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한/영의 입력 상태를
바꾸려면 키보드에 위치한 <한/영> 전환키를 누르거나 IME 상태를 바꾸어 입력 상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여 한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글로 한자의 음을 입력하고, 바꿀 글자 앞에
커서를 놓은 뒤 IME 에서 한자 변환을 누르면 해당 음을 가진 한자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르기/복사하기/붙여넣기
편집 창의 내용을 자르거나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거나, 웹 사이트, 외부 문서 등에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Namo
Author 의 편집 창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편집 창에서는 글자나 문단뿐만 아니라 그림, 도형, 기호, 하이퍼링크 등 모든 텍스트와 개체를 복사, 잘라내어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홈] 탭 > [클립보드] 그룹에서 도구 단추를 이용하거나, 편집 창의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르기
편집 창에서 선택 영역의 내용을 잘라내어 클립보드에 넣습니다.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은 붙여넣기로 편집 창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1. 글자나 문단을 블록으로 지정하거나 그림, 표와 같은 개체를 직접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홈] 탭 > [클립보드] 그룹 >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Ctrl+X> 키를 누릅니다.

복사하기
편집 창에서 선택 영역의 내용을 복사하여 클립보드에 넣습니다.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은 붙여넣기로 편집 창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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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자나 문단을 블록으로 지정하거나 그림, 표와 같은 개체를 직접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홈] 탭 > [클립보드] 그룹 > [복사하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복사하기]를 선택합니다.
 <Ctrl+C> 키를 누릅니다.

붙여넣기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을 편집 창에 붙여넣습니다. 옵션에 따라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삽입하려는 문서의 위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홈] 탭 > [클립보드] 그룹 >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Ctrl+V> 키를 누릅니다.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은 붙여넣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서식 유지
 서식 병합

: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의 서식을 유지하여, 붙여넣을 위치에 붙여넣습니다.

: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의 서식과 붙여넣을 위치의 서식을 병합하여 붙여넣습니다.

 텍스트만

: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의 서식을 무시하고, 붙여넣을 위치에 글자만 붙여넣습니다.

 그림개체

: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이 이미지인 경우에 이미지의 원본을 붙여넣습니다.

 파일

: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복사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의 링크인 경우에

파일의 원본을 붙여넣습니다. 이미 편집 창에 삽입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HTML 소스가 복사됩니다.
참고: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이 여러 개의 파일인 경우에는 붙여넣기를 지원하는 파일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에만
붙여넣기 옵션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넣은 내용의 파일 중 지원하지 않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파일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지원하는 파일은 비디오(*.mp4), 오디오(*.mp3), 이미지(*.bmp, *.gif, *.jpg, *.png) 등의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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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바꾸기
문서의 내용 중에서 특정한 단어를 찾거나, 단어를 찾아서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는 현재 편집 중인 문서, 열려 있는 모든 문서, 전자책의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편집
중인 문서에서 영역을 지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찾기 또는 바꾸기를 실행한 후, 다시 [찾기 및 바꾸기] 패널을 열면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찾기
1. 문서에서 찾기를 시작할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영역을 지정합니다.
2. <Ctrl+F> 키를 누르거나, [홈] 탭 > [편집] 그룹 > [찾기]를 선택합니다.
3. [찾기 및 바꾸기] 패널의 [찾기] 탭을 선택합니다.
4.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옵션을 지정합니다.
 찾을 내용: 찾을 내용을 입력합니다.
 대상: 찾을 내용의 문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영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택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찾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영문의 경우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으려면 선택상자를 선택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게 되면 'Namo'와 'NAMO'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단어 단위로: 하나의 낱말로 독립되어 있는 단어만을 찾으려면 선택상자를 선택합니다.
 순환 반복: 찾기를 시작할 위치에 관계없이 대상 문서 내에서 반복하여 찾으려면 선택상자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찾기]를 누르고 입력한 내용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찾으려면 [다음 찾기]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찾기 옵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에 찾으려면 [모두 찾기]를 누릅니다. 범위에서 선택한 부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두 찾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찾기 결과] 패널에 나타납니다.

바꾸기
1. 문서에서 바꾸기를 시작할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영역을 지정합니다.
2. <Ctrl+F> 키를 누르거나, [홈] 탭 > [편집] 그룹 >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찾기 및 바꾸기] 패널의 [바꾸기] 탭을 선택합니다.
4.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하고, 옵션을 지정합니다.
 찾을 내용: 찾을 내용을 입력합니다.
 바꿀 내용: 바꿀 내용을 입력합니다.
 대상: 찾을 내용의 문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영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택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찾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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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문자 구분: 영문의 경우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으려면 선택상자를 선택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게 되면 'Namo'와 'NAMO'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단어 단위로: 하나의 낱말로 독립되어 있는 단어만을 찾으려면 선택상자를 선택합니다.
 순환 반복: 찾기를 시작할 위치에 관계없이 대상 문서 내에서 반복하여 찾으려면 선택상자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찾기]를 누르고 입력한 단어를 찾습니다. 찾은 내용 하나를 바꾸려면 [바꾸기]를 누릅니다. 다음 찾기
위치로 이동되며, 찾은 내용을 계속해서 바꾸려면 [바꾸기]를 누릅니다. 바꾸기 옵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에
바꾸려면 [모두 바꾸기]를 누릅니다.

그림으로 변환하기
선택한 글자를 그림으로 변환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으로 변환할 글자를 선택하여 블록을 설정합니다.
2. [홈] 탭 > [편집] 그룹에서 [그림으로 변환]

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글자 영역이 그림으로 변환됩니다.

편집 내용 되돌리기
실행 취소 기능을 사용하여 방금 전에 실행한 편집 내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은 실행
취소를 한 번 이상 실행해야 활성화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실행 취소나 다시 실행을 보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 내용 되돌리기
편집한 내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막대에서 [실행 취소]

를 누릅니다.

 <Ctrl+Z> 키를 누릅니다.

다시 실행하기
실행을 취소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막대에서 [다시 실행]

을 누릅니다.

 <Ctrl+Y> 키를 누릅니다.
참고: [실행 취소]

를 계속 누르면 단계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며, [다시 실행]

되돌리기 이전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150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을 계속 누르면

본문을 여러 개의 본문으로 나누기(가변 레이아웃)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하나의 문서에 많은 내용을 작성한 경우 1 개의 본문 파일을 여러 개의 본문 파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나누기는 커서가 있는 위치 이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본문 파일을 만들어서 현재 문서의 뒤에
추가합니다.
본문 나누기 결과는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나누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많은 내용의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에 추가한 경우
 많은 내용의 본문 1 개를 2 개 이상의 본문으로 나눌 경우

1. 편집 창에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본문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3. [본문 나누기] 대화 상자에 새 본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본문 이름: 본문 나누기로 만들 새 본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현재 본문 뒤에
추가됩니다.
 파일 경로: 본문 나누기로 만들어질 새 본문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입니다.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확인]을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 이후의 내용으로 구성된 새 본문 파일이 편집 창에 열립니다. 새 본문의
이름은 [전자책 구성] 패널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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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나누지 않고 목차에만 추가하기(가변 레이아웃)
목차는 본문 파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하나의 본문에 작성된 내용을 여러 개의
본문으로 나누지 않고도 특정 위치의 내용을 목차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문 파일을 나누지 않고 커서가 있는 위치 이후의 내용을 책갈피로 지정하여 현재 본문의 하위 목차로
추가합니다.
목차에 추가하기 결과는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목차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목차 추가] 대화 상자에 새 목차의 이름과 책갈피 이름을 입력합니다.
 목차 이름: 새 목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현재 본문 하위에 추가됩니다.
 책갈피: 새 목차의 책갈피를 입력합니다. 책갈피의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파일 경로: 본문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입니다.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확인]을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책갈피가 설정되고, 선택한 본문 파일의 하위 목차가 됩니다. 추가된 하위
목차에는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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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추가된 하위 목차를 선택하고, [홈] 탭 > [문서] 그룹 > [문서 정보]를 선택하면 하위
목차의 파일 정보가 선택했던 본문 파일의 정보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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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저장하기
편집 중인 문서 중 저장하지 않은 문서는 편집 창의 목차 이름에 '*'이 표시됩니다.
현재 편집 중인 문서를 저장하려면, [홈] 탭 > [문서] 그룹 >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새 전자책을 만든 후 프로젝트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 탭 > [문서] 그룹 >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전자책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전자책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프로젝트와 함께 편집
중인 모든 문서가 저장됩니다.
참고: 전자책에 포함된 모든 문서를 저장하려면 [전자책] 탭 > [전자책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HTML5 파일로 내보내기
Namo Author 에서 편집 중인 전자책의 본문은 HTML5 파일로 내보내기하여, 저장된 파일을 외부에서 HTML5
문서 편집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탭 > [HTML5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2. [HTML5 파일로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보내기 경로: HTML5 파일이 저장될 기본 경로를 지정합니다. 기본 경로는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Export' 폴더입니다.
 프로젝트 이름: 내보내기 경로에 HTML5 파일이 저장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내보내기 대상: HTML5 파일로 내보내기 할 본문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 내보내기 대상이 되는 모든 문서를 선택합니다.
 모두 해제: 내보내기 대상 문서 선택을 모두 해제합니다.
 페이지 내비게이션 사용: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HTML5 파일로
내보내기 시 'index.html'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어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표시됩니다.
 글꼴 포함: 글꼴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글꼴을 포함할 경우 [글꼴 설정]을 누르고, 내보내기 시에
포함할 글꼴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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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꼴 이름: 전자책 문서에서 사용한 모든 글꼴 목록이 표시됩니다.
- 크기: 글꼴의 크기가 표시됩니다.
- 형식: 글꼴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 EOT 글꼴로 변환: 글꼴을 임베디드 오픈 타입(Embedded Open Type, EOT) 글꼴로 변환합니다.
- WOFF 글꼴로 변환: 글꼴을 웹 오픈 폰트 포맷(Web Open Font Format, WOFF) 글꼴로 변환합니다.
- 원본 글꼴 포함: 사용한 글꼴의 원본 글꼴을 포함합니다.
참고: 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 글꼴 외의 글꼴을 사용한 경우 글꼴을 포함하여 HTML5 파일로 내보내면, 내보낸
파일에서도 동일한 글꼴로 보입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주의:
 글꼴을 포함하면 글꼴의 크기만큼 파일의 용량도 커지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글꼴을 무단으로 포함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포함할 글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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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에 서식 적용하기
서식은 문서의 모양, 특히 문서에서 글자로 된 부분의 모양입니다.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자에 글꼴의 종류, 글꼴의
크기, 스타일, 효과, 배경색, 글자색 등의 속성을 적용하여 전자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자에 제목 서식 적용하기
문서에서 제목으로 표시할 특정 부분에 제목 서식을 적용합니다. 제목 서식은 HTML 태그에서 <H> 태그를
의미합니다.
1. 서식을 적용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서식]

의 [▼]를 누릅니다.

3. 제목 서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제목 1(<h1>)은 가장 큰 제목을, 제목 6(<h6>)은 가장 작은 제목을
나타냅니다.
적용한 제목 서식을 없애려면, [서식]

의 [▼]를 누르고 [일반]을 선택합니다.

글꼴의 종류 변경하기
문서에서 사용할 글꼴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1. 글꼴의 종류를 변경할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글꼴 이름]

의 [▼]를 누릅니다.

3. 글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글꼴의 크기 변경하기
문서에서 사용할 글꼴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1. 글꼴의 크기를 변경할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글꼴 크기]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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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를 누르고, 글꼴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홈] 탭 >

또는 [글자 크기 줄이기]

를 선택합니다.

글자에 속성 적용하기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자에 속성을 설정합니다.
1. 글꼴의 속성을 변경할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속성을 설정합니다.
 굵게

: 글자 모양을 진하게 합니다.

 기울임 글꼴

: 글자 모양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입니다.

 밑줄

: 글자에 밑줄을 그려줍니다.

 윗줄

: 글자에 윗줄을 그려줍니다.

 취소선

: 글자 중간에 취소선을 그려줍니다.

 아래첨자
 위첨자

: 글자 모양을 아래첨자로 지정합니다. 예) Namo Author 나모
: 글자 모양을 위첨자로 지정합니다. 예) Namo

 항상 가로
 강조점

나모

Author

: 글쓰기 방향에 관계없이, 선택한 2 개의 영문자나 숫자를 가로로 표시합니다.

: 선택한 글자의 위에 강조점을 표시합니다.

글자에 색상 설정하기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자나, 글자의 배경에 색상을 설정합니다.

색상 지정하기
1. 글자의 색상을 적용할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배경색]

또는 [글자색]

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배경색 해제하기
1. 색상을 해제할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배경색]

의 [▼]를 누릅니다.

3. [색 없음]을 선택합니다.

글자색 해제하기
1. 색상을 해제할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에서 [글자색]

의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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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상 팔레트에서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Namo Author 편집 창에서 사용하는 기본 글자색은 검정색입니다.

글자에 적용한 서식 지우기
글자에 적용한 속성 중 크기, 굵게, 기울임꼴, 밑줄, 윗줄, 취소선, 아래첨자, 위첨자, 글자색 속성을 지울 수
있습니다.
1. 글자의 서식을 지울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글자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 > [서식 지우기]

를 누릅니다.

참고: 글자에 지정한 배경색은 [홈] 탭 > [글꼴] 그룹 > [배경색]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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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를 누르고, [색 없음]을 선택하여 속성을

문단에 서식 적용하기
문단은 글의 짧은 단위를 말하며, 문단에 글머리 기호를 설정하거나, 들여쓰기, 정렬 등의 서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만들기
문단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점으로 된 목록, 숫자로 된 목록, 그림으로 된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목록의 크기와
여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여러 개의 문단을 마우스로 끌어서 선택하거나 목록을 만들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문단] 그룹 > [점 목록]

또는 [숫자 목록]

을 선택합니다.

3. 점의 모양이나 숫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목록 서식을 해제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 [점 목록]

또는 [숫자 목록]

의 [▼]를 누르고 [사용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목록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면 [형식]에서 ‘없음’을 선택합니다.

중첩된 목록 만들기
한 목록내에 또 다른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록 안에 포함된 목록을 중첩된 목록이라고 합니다.
목록에 있는 각 항목은 내여쓰기를 해서 중첩된 목록에서 상위 목록의 항목으로 만들거나 들여쓰기를 해서 상위
목록에서 중첩된 목록 항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첩된 목록 추가하기
1. 이미 작성한 목록 내에 중첩된 목록을 만들려면 중첩된 목록을 만들 위치의 바로 위쪽 항목 끝에 커서를 놓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빈 항목이 만들어 집니다.
2. [홈] 탭 > [단락] 그룹 > [들여쓰기]를 누릅니다. 기존 목록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간 중첩된 목록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3. 항목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4. 1~3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만큼의 항목을 만듭니다.

중첩된 목록을 상위 목록으로 만들기
1. 중첩된 목록 전체를 선택합니다.
2. [홈] 탭 > [단락] 그룹 > [내여쓰기]를 누릅니다. 중첩된 목록 전체가 상위 목록으로 바뀌고 숫자로 된 목록은
숫자가 새로 지정됩니다.

중첩된 목록에 있는 항목을 상위 목록으로 만들기
1. 중첩된 목록 항목 중에 상위 목록으로 만들 항목에 커서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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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탭 > [단락] 그룹 > [내여쓰기]를 누릅니다. 중첩된 목록 항목이 상위 목록 항목으로 바뀝니다.

상위 목록의 항목을 중첩된 목록으로 만들기
1. 상위 목록에서 중첩된 목록으로 만들 항목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단락] 그룹 > [들여쓰기]를 누릅니다. 상위 목록 항목이 중첩된 목록 항목으로 바뀝니다.
참고: 목록 항목 하위에 중첩된 목록이 있는 경우 들여쓰기 또는 내여쓰기 적용시 하위 목록도 함께 이동됩니다.

목록의 형식 변경하기
점 목록의 기호나, 숫자 목록의 숫자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홈] 탭 > [문단] 그룹 > [점 목록]

또는 [숫자 목록]

의 [▼]를 누르고 [사용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목록 속성] 대화 상자에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3. 목록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림 목록을 선택한 경우에는 [찾아보기]를 누르고, 목록의 모양으로 지정할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목록의 크기 변경하기
1. [홈] 탭 > [문단] 그룹 > [점 목록]

또는 [숫자 목록]

의 [▼]를 누르고 [사용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목록 속성] 대화 상자에서 크기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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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을 누릅니다.

목록에 여백 설정하기
1. [홈] 탭 > [문단] 그룹 > [점 목록]

또는 [숫자 목록]

의 [▼]를 누르고 [사용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목록 속성] 대화 상자에서 여백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된 문장이 2 줄 이상일
때, 첫 번째 줄의 글을 들여쓰기 하려면, 첫 줄 들여쓰기의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들여쓰기/내어쓰기
문단을 들여쓰거나 내어쓰기를 합니다.
1. 문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문단] 그룹 > [들여쓰기]

또는 [내어쓰기]

를 선택합니다.

첫 줄 들여쓰기/첫 줄 내어쓰기
문단의 첫 줄만 들여쓰거나 내어쓰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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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문단] 그룹 > [첫 줄 들여쓰기]

또는 [첫 줄 내어쓰기]

를 선택합니다.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기
1. 바로 가기 메뉴에서 [문단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첫 줄을 들여쓰기 할 값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문단 정렬하기
문단을 정렬 방식에 따라 정렬합니다.
1. 문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문단] 그룹에서 문단을 정렬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왼쪽 정렬

: 문단을 문서의 왼쪽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 문단을 문서의 가운데에 정렬합니다.

 오른쪽 정렬

: 문단을 문서의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양쪽 맞춤

: 문단을 문서의 양쪽 끝에 고르게 맞춰서 정렬합니다.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기
1. 바로 가기 메뉴에서 [문단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문단을 정렬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줄 간격 지정하기
문단의 줄 간격을 지정합니다.
1. 문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문단] 그룹에서 [줄 간격]

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1.0(간격없음): 줄 간격이 없습니다.
 1.15: 줄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1.1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1.5: 줄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1.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2.0: 줄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2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2.5: 줄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2.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162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사용자 설정: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기
1. 바로 가기 메뉴에서 [문단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줄 간격의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지정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글자 간격 지정하기
문단의 글자 간격을 지정합니다.
1. 문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홈] 탭 > [문단] 그룹에서 [글자 간격]

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5: 글자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2.5: 글자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2.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0: 글자 간격이 없습니다.
 2.5: 글자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2.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5: 글자 간격을 문단에서 지정한 글꼴 크기의 '5 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 설정: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설정합니다.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기
1. 바로 가기 메뉴에서 [문단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문단 속성]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글자 간격의 값을 입력하고 단위를 지정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문단 합치기
여러 개의 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합칩니다. 한 페이지가 여러 문단으로 구성될 때, 여러 문단을 한 문단으로
합쳐서 동일한 배경색이나 스타일을 입힐 때 유용합니다.
[도구] 탭 > [문단 합치기] 그룹에서 문단을 합칠 문서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문단 합치기를 실행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문단 합치기를 실행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문단 합치기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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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효과 적용하기
글자나 문단을 선택하여 그림자, 테두리, 엠보싱 등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1. 문단에 커서를 놓거나 글자를 선택하여 영역을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효과] 그룹에서 글자에 적용할 효과를 선택합니다.

글자나 문단에 적용된 테스트 효과를 해제하려면 [홈] 탭 > [글꼴 효과] 그룹에서 [기본(효과 없음)]을 선택합니다.

클래스 스타일 적용하기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에 스타일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내장 스타일 파일들
Namo Author 는 기본 스타일 파일 1 개와 확장 스타일 파일 6 개를 내장 형식으로 제공하며, 모두 편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들로 변형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본 스타일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 스타일 파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가 내장하여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들
이름

설명

비고

pubtree_style.css

기본 스타일 파일로 폰트 크기, 텍스트 정렬과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기본 스타일 파일

nas_text.css

타이틀, 인용문, 설명문 등 텍스와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확장 스타일 파일

nas_line_hr.css

nas_box.css

nas_margin.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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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수평선과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박스, 둥근 모서리와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바깥 여백, 안쪽 여백, 텍스트 들여쓰기와 관련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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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가능, 삭제 불가

편집 가능, 삭제 가능
확장 스타일 파일
편집 가능, 삭제 가능
확장 스타일 파일
편집 가능, 삭제 가능
확장 스타일 파일
편집 가능, 삭제 가능

이름

설명

비고

nas_color.css

텍스트 색상에 관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nas_bgcolor.css

배경색에 관한 스타일 요소를 포함합니다.

편집 가능, 삭제 가능

[클래스 스타일] 패널은 [보기] 탭 > [패널] 그룹 > [클래스 스타일]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이름

설명

클래스 스타일 지우기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모든 클래스 스타일을 제거합니다.

미리보기 표시

스타일 목록을 미리보기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 추가

외부 스타일 파일을 불러와 클래스 스타일 패널에 추가합니다.

기본 스타일 초기화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로 초기화합니다.

적용된 스타일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모든 클래스 스타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기본 스타일 불러오기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복원합니다.

기본 스타일로 설정

현재 기본 스타일을 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스타일 파일 편집

스타일 파일을 편집합니다.

스타일 파일 삭제

스타일 파일을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 파일 내에 적용된 스타일
요소를 함께 제거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펼침

목록을 펼치면 스타일 파일 내에 있는 스타일 클래스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기본 스타일 파일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종류의 시점으로 스타일 파일을 관리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 Namo Author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생성되는 스타일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언제든 이 기본 스타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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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을 변경하여 새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 스타일로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저장한 경우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보관 관리되며, [기본 스타일
불러오기]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 이전 버전의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복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스타일 초기화]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을 변경한 상태 또는 변경하지 않은 현재
사용중인 기본 스타일 파일입니다. 변경한 경우 [기본 스타일로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저장하면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보관 관리됩니다.

클래스 스타일 지우기
사용자가 적용한 스타일 요소를 삭제합니다.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모든 클래스 스타일을 제거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삭제할 스타일 요소가 있는 곳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예로, 특정 문단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툴바 버튼에서 [클래스 스타일 지우기]

를 선택합니다.

3.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모든 클래스 스타일이 삭제됩니다.
참고: [클래스 스타일] 패널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삭제되지 않으며,
인라인 스타일을 삭제하려면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인라인 스타일 지우기] 버튼을 사용합니다.

미리보기 표시
스타일 목록을 미리보기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 추가
1. [클래스 스타일] 패널에서 [외부 스타일 파일 추가]

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외부 스타일 파일을 찾아서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의 확장자는 *.css 입니다.
3. 2~3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 개의 스타일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 파일 초기화
프로그램 설치 시점의 기본 스타일로 초기화합니다.

적용된 스타일
목록을 펼치면 커서가 위치한 곳에 적용된 모든 클래스 스타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기본 스타일 불러오기
프로젝트 기본 스타일 파일로 복원합니다.

기본 스타일로 설정
현재 스타일을 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스타일 파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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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타일 파일(Namo Author 제공 스타일 포함)은 텍스트 형식으로 된 파일입니다. 스타일 파일의 확장자는
CSS(*.css)이며, 스타일 파일의 내용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Namo

Author

제공

스타일

포함)은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스타일은

선택자(selector)와 중괄호'{}' 안에 있는 선언(declaration)으로 이루어집니다.
1. [스타일 파일 편집]

을 누릅니다.

2. 스타일 시트 파일이 스타일 편집기에서 열립니다.
스타일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메모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기타 설정] 탭의 [스타일 편집기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파일 삭제
1. [스타일 연결]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파일 삭제]

를 누릅니다.

삭제할 때 파일 내에 적용된 스타일 요소를 함께 제거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 사용하기
Namo Author 의 내장 스타일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스타일 파일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은 한 문서에 여러 개의 파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에 있는 스타일 시트는 내장 스타일 파일과 마찬가지로 활용됩니다. 여러 문서에 동일한 외부
스타일 파일을 연결하면 한 개의 스타일 파일만 수정해도 여러 문서에 적용한 스타일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의 확장자는 CSS(*.css)이며 일반 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외부 스타일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내장 스타일 파일과 외부 스타일 파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선택자(selector)는 같지만 스타일에
지정한 속성이 달라서 스타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타일에 정의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EPUB 표준을 따르는 전자책 뷰어에서는 마지막으로 정의된 스타일이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작업 중인 전자책에 여러 개의 외부 스타일 파일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마지막으로 연결한
스타일 파일의 스타일 시트가 우선적으로 정의됩니다.
외부 스타일 파일도 내장 스타일 파일과 동일하게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스타일 적용하기
Namo Author 의 내장 스타일 파일과 링크한 외부 스타일 파일 속에 있는 클래스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2. 목록 펼침

버튼을 눌러 원하는 스타일이 들어 있는 스타일 파일을 펼칩니다.

3. 적용할 스타일을 찾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스타일이 적용되면 그 스타일의 [적용] 버튼은 [해제] 버튼으로 바뀌고, 그 스타일은 [적용된 스타일] 목록에
나타납니다. [해제] 버튼을 누르면 적용된 스타일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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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삽입하기
글상자, 컨테이너, 레이어 목록 등의 레이어 안에 글을 입력하거나, 다양한 개체를 삽입하여 배치하고 편집합니다.

글상자 삽입하기
편집 내용에 알맞은 글상자 레이어를 삽입합니다.

스크롤링 레이어 삽입하기
크기를 지정한 레이어를 삽입하고, 레이어의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레이어 안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스크롤링]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레이어가 생깁니다.
5. 레이어에 내용을 입력하여 레이어의 크기를 벗어나면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크롤링 레이어에 스크롤 바 표시하기
스크롤링 레이어는 입력하는 내용이 길어지면 스크롤 바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스크롤링 레이어에 스크롤 바를
표시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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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바가 표시되지 않게 할 경우에 입력하는 내용이 길어지면, 스크롤 바 대신 레이어 안의 내용을 스크롤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레이어의 크기를, 입력하는 내용의 길이에 맞게 작성하여 스크롤 바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스크롤링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스크롤 자동 표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 스크롤링 레이어에 입력하는 내용이 길어지면 스크롤 바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선택 해제: 스크롤링 레이어에 입력하는 내용이 길어져도 스크롤 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정렬 레이어 삽입하기
레이어에 입력하는 내용이 레이어의 중앙에 정렬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레이어가 생깁니다.
5. 레이어에 내용을 입력하면 레이어의 중앙에 내용이 정렬됩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맞춤 레이어 삽입하기
레이어에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 레이어의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레이어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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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자동맞춤]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레이어가 생깁니다.
5. 레이어에 내용을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레이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3.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자동맞춤]을 선택합니다.
4.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5. 커서의 위치에 레이어가 생깁니다.
6. 레이어에 내용을 입력하면 내용에 따라 레이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참고:
 주요 글쓰기 방향이 세로쓰기일 경우 [위젯 템플릿] > [글상자] 패널에서 세로 형 글상자를 삽입하면 편리합니다.
 레이어 안의 커서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이동하려면 <Shift + Tab>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가변 레이아웃 편집 창에서 삽입된 레이어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시키려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컨테이너 삽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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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레이어 안에 글상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문제 템플릿, 쉐이프 아웃사이드, 레이아웃 템플릿 등의
위젯 템플릿을 삽입하여 레이아웃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로 컨테이너 삽입하기
컨테이너 레이어 안에 삽입한 위젯 템플릿 개체를 가로로 배치합니다.

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컨테이너] 패널에서 [가로] 컨테이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로(왼쪽):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가로로 왼쪽부터 정렬됩니다.
 가로(가운데):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가로로 가운데에 정렬됩니다.
 가로(오른쪽):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가로로 오른쪽부터 정렬됩니다.
 가로(좌우 맞춤):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가로로 좌우 맞춤되어 정렬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창에 컨테이너 레이어가 삽입됩니다.

세로 컨테이너 삽입하기
컨테이너 레이어 안에 삽입한 위젯 템플릿 개체를 세로로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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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컨테이너] 패널에서 [세로] 컨테이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로(위):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세로로 위쪽부터 정렬됩니다.
 세로(중간):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세로로 중간에 정렬됩니다.
 세로(아래):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세로로 아래쪽부터 정렬됩니다.
 세로(상하 맞춤):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가 세로로 상하 맞춤되어 정렬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창에 컨테이너 레이어가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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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 추가하기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선택한 개체의 오른쪽에 추가하는 경우
1.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패널에서 위젯 템플릿을 삽입합니다.
3. 선택한 개체의 오른쪽에 새로운 개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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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왼쪽에 개체를 추가하는 경우
1. 컨테이너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패널에서 위젯 템플릿을 삽입합니다.
3. 컨테이너 레이어 안 왼쪽에 새로운 개체가 생깁니다.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 정렬하기
컨테이너 레이어의 방향을 지정하고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를 정렬합니다.
가로 컨테이너의 너비를 줄이면 컨테이너 안의 개체들이 세로 컨테이너의 모습으로 정렬됩니다.
1. 편집 창에서 컨테이너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컨테이너] 그룹에서 가로방향과 줄바꿈을 선택하고 간격을 조절합니다.
 가로방향: 컨테이너 레이어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가로방향이며 선택 해제는 세로방향입니다.
 줄바꿈: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를 줄바꿈합니다. 선택은 줄바꿈이 되며 선택 해제는 줄바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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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3. 컨테이너 레이어 안의 개체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주축: 가로방향, 교차축: 세로방향으로 가정합니다.)
 주축 정렬: 정방향 정렬을 설정합니다.
flex-start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center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flex-end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space-around

개체들 주위에 동일한 간격을 줍니다.

space-between

개체들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줍니다.

 교차축 정렬: 교차방향 정렬을 설정합니다.
flex-start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위쪽으로 정렬합니다.

center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flex-end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정렬합니다.

baseline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시작 위치에 정렬합니다.

stretch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에 맞도록 늘립니다.

 컨텐트 정렬: 개체가 줄바꿈 되었을 때의 정렬을 설정합니다.
flex-start

줄바꿈된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위쪽으로 정렬합니다.

center

줄바꿈된 개체들을 세로선 상의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flex-end

줄바꿈된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정렬합니다.

space-around

줄바꿈된 개체들 주위에 동일한 간격을 줍니다.

space-between

줄바꿈된 개체들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줍니다.

stretch

줄바꿈된 개체들을 컨테이너 레이어에 맞도록 늘립니다.

참고:
 고정 레이아웃에서는 [새 문서 레이아웃 설정] 창에서 레이아웃 개체를 바로 컨테이너 레이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삽입한 컨테이너 레이어가 편집 영역의 가운데 생성됩니다. 가변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삽입한
컨테이너 레이어가 편집 창의 선택한 커서의 위치에 나타납니다.
 컨테이너 레이어와 내부 개체간 이동은 <Shift + Tab> 키를 동시에 눌러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변 레이아웃 편집 창에서 삽입된 레이어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시키려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레이어 목록 삽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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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한 레이어 목록 위젯 템플릿의 레이어를 변경하거나, 형태, 성질 등 다양한 속성을 설정합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레이어 목록의 레이어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레이어와 같이 편집 창에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어 목록 편집 창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레이어 목록]을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레이어 목록] 패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더형: 이동 단추를 눌러 레이어를 이동하고 현재 선택된 레이어의 위치 정보를 보여줍니다.
 탭형: 제목탭을 선택하여 레이어를 이동하고 제목탭의 배경색을 통해 현재 선택된 레이어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아코디언형: 제목바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이동하고 현재 선택된 레이어가 화면에 열립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창에 레이어 목록이 삽입됩니다.

레이어 추가하기
레이어 목록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 목록을 선택하면, 레이어 목록 제어 막대가 나타납니다.
2. [레이어 목록 제어] 막대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3. 레이어 목록에 새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참고: 새 레이어는 선택된 레이어 왼쪽이나 상단에 추가됩니다.

레이어 이동하기
1. 레이어 목록에서 위치를 이동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목록 제어] 막대에서 [이전 레이어로 이동]
이동]

을 선택하여 다음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삭제하기
레이어 목록에서 보여지는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1. 레이어 목록에서 삭제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목록 제어] 막대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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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을 선택하여 이전 레이어로 이동하거나, [다음 레이어로

레이어 편집하기
레이어 목록에 삽입된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레이어 목록에서 편집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편집 창에 선택한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3. [위젯 템플릿] 패널에서 다양한 위젯 템플릿으로 교체하고 편집합니다.
참고: [레이어 목록 제어] 막대에서 [선택된 제목의 글자색]
제목의 배경색]

을 눌러 제목 글자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선택된

을 눌러 제목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목록 설정하기
레이어 목록의 레이어 정보(번호 표시, 기호 표시)와 레이어 이동 아이콘의 크기와 종류를 설정합니다.

레이어 정보 표시
레이어의 번호와 기호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레이어의 번호와 기호를 표시합니다.
 꺼짐: 레이어의 번호와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레이어 정보 위치
레이어 정보 위치를 설정합니다.
 위: 레이어 정보 위치를 레이어 위쪽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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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레이어 정보 위치를 레이어 아래쪽으로 지정합니다.

번호 표시
레이어의 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레이어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꺼짐: 레이어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번호 크기
레이어 번호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번호 색상
레이어 번호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기호 표시
레이어의 기호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레이어의 기호를 표시합니다.
 꺼짐: 레이어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호 크기
레이어 기호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기호 색상
레이어 기호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기호 모양
레이어 기호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원형: 레이어 기호의 모양을 원형으로 선택합니다.
 사각형: 레이어 기호의 모양을 사각형으로 선택합니다.

아이콘 크기
레이어 이동 아이콘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아이콘 이미지
레이어 이동 아이콘의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을 눌러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이전으로 이동 단추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전으로(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시 사용할 이전으로 이동 단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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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동 단추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마우스 오버): 마우스 오버시 사용할 다음으로 이동 단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 아이콘으로 초기화
레이어 이동 아이콘의 이미지를 기본 아이콘으로 초기화합니다.

미리보기
레이어 목록 설정값을 적용한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하여 레이어의 형태 변경하기
Namo Author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레이어의 스타일 종류를 선택하여
레이어의 테두리, 배경색, 그림자 등 레이어의 형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스타일] 그룹에서 레이어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을 적용한 레이어를 기본 스타일로 변경하려면, [레이어 도구] 탭 > [스타일] 그룹에서 [기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크기 변경하기
레이어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자동맞춤 글상자 레이어는 레이어에 입력하는 내용의 길이에 따라 레이어의 크기가
자동으로 달라지므로 크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너비, 높이 값을 지정하여 크기를 변경하기
레이어의 너비, 높이의 값을 각각 지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을 단위와 함께 입력합니다.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하기
레이어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합니다.
3. [레이어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 중 하나를 입력하면, 변경 전의 비율이 유지되어
레이어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우스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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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조절점 중 하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3. [레이어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하고, 레이어의 오른쪽 아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180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편집 창에서 위치 이동하기
편집 창에서 레이어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를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레이어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위치 기준]은 [레이어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X 좌표] 또는 [Y 좌표]의 값(단위: px)을 입력합니다.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레이어가 속해 있는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위

: 편집 영역에서 왼쪽의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오른쪽 중간
 왼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레이어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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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 설정하기
글상자 레이어 안에 글을 2 개 이상의 열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다단을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글상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편집] 그룹 > [다단]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단 없음: 다단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기본형 2 단: 레이어 안에 글을 2 개의 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기본형 3 단: 레이어 안에 글을 3 개의 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다단 개수 지정하기
1. [레이어 도구] 탭 > [편집] 그룹 > [다단] > [사용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다단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문서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의 여백과 단위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개수: 사용할 단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단의 개수는 1 에서 45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여백: 단과 단 사이의 여백을 지정합니다.
 단 두께: 단의 두께를 지정합니다. 단의 두께를 단의 여백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면 단을 구분하는 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 색상: 단을 구분하는 선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글쓰기 방향 바꾸기
글상자 레이어의 글쓰기 방향을 바꿉니다.
1. 편집 창에서 글상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편집] 그룹 > [글쓰기 방향]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가로쓰기: 레이어의 왼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세로쓰기: 편집 창의 오른쪽 위에서부터 글쓰기가 시작되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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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레이어의 글쓰기 방향이 세로쓰기 일 때 특정 단어를 가로쓰기로 바꾸기
레이어의 글쓰기의 방향이 세로쓰기일 때, 특정 글자를 가로쓰기로 표시합니다. 2 글자 이하의 영문자 또는 숫자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px, kg, cm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 가로쓰기로 바꿔줄 2 글자 이하의 영문자 또는 숫자를 지정합니다.
2. [홈] 탭 > [글꼴] 그룹 > [항상 가로]

를 선택하면 지정한 단어만 가로쓰기가 됩니다.

회전하기
회전 핸들을 이용하여 회전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위쪽에 표시되는 회전 핸들( )을 선택합니다.

3. 회전 핸들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레이어가 회전됩니다.

90 도 단위로 회전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회전]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기본 상태로: 회전하기 전의 초기 상태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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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그림 삽입하기
그림을 삽입하여 레이어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 그림을 지정합니다.
배경 그림으로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는 GIF 파일(*.gif), JPG 파일(*.jpg, *.jpeg, *jpe, *.jfif), PNG 파일(*.png),
비트맵 파일(*.bmp, *.dib)입니다.

그림 파일을 배경 그림으로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을 선택합니다.
3. [배경 그림]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누르고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4. 배경 그림 반복 옵션을 선택합니다. 배경 그림의 원본 크기가 레이어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반복하여 보여줄
옵션을 표시합니다.
 가로세로 반복: 레이어의 가로와 세로 크기에 맞게 배경 그림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가로방향 반복: 레이어의 가로 크기에 맞게 가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세로방향 반복: 레이어의 세로 크기에 맞게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반복하지 않음: 레이어의 크기와 배경 그림 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경 그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패턴 이미지를 배경 그림으로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배경 그림]의 [▼]를 누릅니다.
3. [질감 채우기]를 선택한 후, 지정할 패턴 종류를 선택합니다.

배경 그림 삭제
1.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 그림]의 [▼]를 누릅니다.
2. [배경 그림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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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색상 설정하기
색상을 선택하여 레이어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배경색 지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배경색 없애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3. [색 없음]을 선택합니다.

테두리 설정하기
레이어에 테두리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색상, 두께,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 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4. 선 두께, 선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애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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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모서리 적용하기
레이어의 모서리를 둥근 모서리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에 배경색이나 테두리가 설정된 경우에 둥근 모서리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적용하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에서 [둥근 모서리]의 값(단위: px)을 입력합니다.

둥근 모서리 없애기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에서 [둥근 모서리]의 값을 '0'으로 입력합니다.

안쪽 여백 설정하기
레이어의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레이어의 안쪽 여백은 레이어의 내용과 레이어 경계선 사이의 여백입니다.
여백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에서 [안쪽 여백]에 원하는 값을 지정합니다.

투명도 설정하기
레이어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투명도는 레이어에 배경 그림이나 배경색을 지정한 경우에 적용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모양] 그룹에서 [투명도]에 원하는 값을 지정합니다. 투명도는 1 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투명해집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하기
글상자, 컨테이너 레이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삽입]을 선택합니다.
3. [애니메이션] 대화 상자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하고, 동작 옵션을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영역: 적용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효과: 선택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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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옵션: 애니메이션 효과를 동작할 옵션을 지정합니다.
 시기: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 온클릭: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동작됩니다.
- 온로드: 레이어가 삽입된 페이지가 열리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동작됩니다.
 객체를 그림으로 변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 레이어를 그림으로 변환합니다. 이 옵션을 적용하면
레이어가 아닌 그림으로 변환되어, 더 이상 레이어의 내용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동작 옵션의 시기를
[온로드]로 지정하면 레이어를 그림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속도: 애니메이션 효과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반복: 애니메이션 효과를 반복할 횟수를 선택합니다.
 옵션 적용하여 미리 보기: 뷰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옵션을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합니다. 동작
옵션의 시기를 [온클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대화 상자의 미리 보기 영역에서 레이어를
클릭해야 적용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하기
문서에 삽입한 레이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합니다.

위치 정렬하기
레이어를 2 개 이상 선택하여, 마지막에 선택한 레이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레이어를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할 레이어를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편집 창의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정렬] 그룹 > [위치]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왼쪽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의 왼쪽(X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가운데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 너비의 가운데를 맞춰서 정렬합니다.
 오른쪽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의 오른쪽(X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위쪽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의 위쪽(Y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중간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 높이의 가운데를 맞춰서 정렬합니다.
 아래쪽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의 아랫쪽(Y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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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정렬하기
레이어를 2 개 이상 선택하여, 마지막에 선택한 레이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레이어를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할 레이어를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편집 창의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정렬] 그룹 > [크기]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너비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와 너비가 같도록 레이어의 크기를 맞춥니다.
 높이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와 높이가 같도록 레이어의 크기를 맞춥니다.
 크기 맞춤: 기준이 되는 레이어와 너비, 높이가 같도록 레이어의 크기를 맞춥니다.

간격 정렬하기
레이어를 3 개 이상 선택하여, 선택한 레이어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정렬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좌우 간격은 편집 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레이어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하 간격은 편집 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와 가장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편집 창의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정렬] 그룹 > [간격]을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좌우 간격 맞춤: 레이어들의 좌우 간격이 같도록 정렬합니다.
 상하 간격 맞춤: 레이어들의 상하 간격이 같도록 정렬합니다.

순서 정렬하기
레이어의 순서(z-index)를 정렬합니다. z-index 는 레이어가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z-index 의 값이 큰 레이어가
값이 작은 레이어보다 앞에 보입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정렬] 그룹 > [순서]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레이어의 순서를 가장 앞으로 가져옵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레이어의 순서를 현재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뒤로 보내기: 선택한 레이어의 순서를 현재의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한 레이어의 순서를 가장 뒤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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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설정하기
레이어를 2 개 이상 선택하여,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룹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2 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정렬] 그룹 > [그룹]의 [▼]를 누르고, [그룹 설정]을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Ctrl+G>를
누르면 그룹으로 설정됩니다.

그룹 해제하기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2 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레이어 도구] 탭 > [정렬] 그룹 > [그룹]의 [▼]를 누르고, [그룹 해제]를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Ctrl+Shift+G]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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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수평선 삽입하기
키보드로는 입력할 수 없는 텍스트 형식의 기호, 특수 문자, 수평선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기호 삽입하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기호 코드 세트를 이용하여 텍스트 형식의 다양한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편집 창에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곳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표 등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나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의 편집 창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기호를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기호] 그룹 > [기호]를 선택합니다.
3. [기호]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기호를 선택한 후, 더블 클릭하거나 [적용]을 누릅니다. 기호의 [글꼴]을
선택하거나, [코드세트]의 [▼]를 누르고 기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닫기]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수평선 삽입하여 내용 구분하기
본문의 내용을 구분하도록 수평선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수평선은 커서가 있는 위치의 다음에 삽입됩니다.
본문을 나누지 않고 본문 내에서 내용을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평선을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기호] 그룹 > [수평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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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삽입하기
덧말은 어떤 단어나 글자의 읽는 법을 주위에 작게 써 놓은 것을 말합니다.
Namo Author 는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달거나, 쓰는 법과 읽는 법이 다를 때 읽는 법을 문자 위나 인라인으로
달아 놓을 수 있도록 덧말을 삽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덧말을 삽입하는 기능은 일본어를 입력할 때 한자 위에 한자 읽는 법을 달거나(루비) 한자의 한글 발음 기호를
다는 데 유용합니다.

덧말 넣기
편집 창에 입력한 단어(본말)를 선택하여 단어에 해당하는 덧말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덧말을 삽입할 단어를 선택합니다.
2.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덧말]

을 선택합니다. 또는 <Ctrl+Shift+R> 키를 누릅니다.

3. [덧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덧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덧말] 입력란에 덧말을 입력합니다.
 묶어서: 본말의 글자를 그룹으로 묶어서 덧말을 입력합니다.
 한글자씩: 본말의 글자마다 덧말을 입력합니다.
4. 덧말의 정렬 방식, 글꼴 및 크기 등의 서식을 지정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덧말 자동으로 입력하기
입력하는 단어의 덧말을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설정합니다.
일본어 입력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덧말 자동 입력] 메뉴가 나타납니다.
1.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덧말 자동 입력]을 선택합니다.
2.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덧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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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편집하기
덧말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덧말의 글자 또는 서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덧말을 편집할 단어를 선택합니다.
2.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덧말]

을 선택합니다. 또는 <Ctrl+Shift+R> 키를 누릅니다.

3. [덧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덧말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덧말의 글자 또는 서식을 수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덧말 삭제하기
1. 편집 창에서 덧말을 삭제할 단어를 선택합니다.
2.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덧말]

을 선택합니다. 또는 <Ctrl+Shift+R> 키를 누릅니다.

3. [덧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덧말] 입력란에서 덧말을 하나씩 지우거나, [덧말 삭제]를 눌러 입력한 덧말을
한번에 삭제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편집 창에서 덧말 또는 덧말이 삽입된 본말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해도 [덧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덧말은 일반 문자열처럼 <Delete> 키나 <BackSpace> 키를 눌러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크기의 본말에 덧말을 입력하면 덧말이 입력된 본말의 크기는 일괄적으로 첫 글자의 크기로
변경됩니다.
 [속성]을 선택하면 [덧말] 대화 상자에서 설정한 덧말의 정렬, 글꼴 종류, 글자 크기 값을 해당 전자책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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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타일 적용하기
[인라인 스타일] 패널을 통해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의 개체에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HTML 태그(예로 p, div, img 등)에 스타일의 속성을 직접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는 외부 스타일 파일을 Namo Author 에 추가하여 스타일 파일 속에 있는 클래스로
스타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깥 여백 설정하기
개체의 바깥 여백(margin)을 설정합니다. Namo Author 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을 통해 바깥 여백이 적용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쉽고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바깥 여백을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바깥 여백]을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개체의 상, 하, 좌, 우의 여백을 입력하거나 조절버튼을 사용하여 바깥 여백을 설정합니다. 설정과 동시에 편집
창에 있는 선택된 개체에 설정값이 바로 적용됩니다. 만약 상, 하, 좌, 우의 여백을 한번에 적용하기를 원하면
중앙에 있는 입력란 또는 조절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동(auto)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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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auto) 옵션은 바깥 여백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왼쪽: 왼쪽 바깥 여백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한다.
 오른쪽: 오른쪽 바깥 여백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한다.
 위쪽: 위쪽 바깥 여백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한다.
 아래쪽: 아래쪽 바깥 여백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한다.

안쪽 여백 설정하기
개체의 안쪽 여백(padding)을 설정합니다. Namo Author 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을 통해 안쪽 여백이 적용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쉽고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안쪽 여백을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안쪽 여백]을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개체의 상, 하, 좌, 우의 여백을 입력하거나 조절버튼을 사용하여 안쪽 여백을 설정합니다. 설정과 동시에 편집
창에 있는 선택된 개체에 설정값이 바로 적용됩니다. 만약 상, 하, 좌, 우의 여백을 한번에 적용하기를 원하면
중앙에 있는 입력란 또는 조절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테두리 설정하기
개체의 테두리(border)를 설정합니다. 인라인 스타일 패널을 통해 테두리가 적용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쉽고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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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창에서 테두리를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상, 하, 좌, 우의 테두리를 클릭하면 위 그림처럼 엷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선택되지 않으면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설정할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종류]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두께, 색상과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

을 클릭하면 테두리가 모두 제거됩니다.

 두께: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종류: 테두리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색상: 테두리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테두리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둥근 모서리 설정하기
개체의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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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창에서 둥근 모서리를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 모든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둥근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중앙에 있는 네 개의 모서리를 클릭하면 위 그림처럼 엷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선택되지 않으면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둥글게 설정할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상단에 있는 미리 정의된 둥근 모서리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또는 [양쪽], [가로], [세로]의 값을 변경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테두리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둥근 모서리 및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테두리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가로 및 세로 방향의 둥근 정도를 모두 설정합니다.
 가로: 가로 방향의 둥근 정도를 설정합니다.
 세로: 세로 방향의 둥근 정도를 설정합니다.

배경색 설정하기
개체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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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창에서 배경색을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의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전환하여야

합니다.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배경색]을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색상과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색 없음]을 선택하면 배경색을 제거합니다.
 색상: 배경색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배경색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색 없음: 배경색을 제거합니다.

배경 그림 설정하기
개체의 배경에 그림을 삽입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배경그림을 삽입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의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전환하여야

합니다.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배경그림]을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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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을 이용하여 배경그림을 삽입합니다. 배경그림으로 여러 개 삽입할 수 있으며, 삽입된 그림의

파일명과 그림이 바로 아래에 있는 리스트 박스와 그림 표시 영역에 나옵니다.
버튼으로 그림의 출력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입력: 배경그림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

가로: 가로 크기를 % 또는 px 단위로 설정한다.

-

세로: 세로 크기를 % 또는 px 단위로 설정한다.

 기본(auto): 그림의 원본 크기로 설정합니다.
 포함(contain): 콘테이너 영역에 그림 전체가 표현되도록 비율을 유지하면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삽입한다.
 덮기(cover): 콘테이너 영역을 모두 커버하도록 이미지를 늘리거나 잘라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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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배경그림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미리 정의된 배치표에서 위치시킬 영역을 선택하거나 직접 가로와 세로의
위치값을 % 또는 px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삽입된 배경그림을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반복하여 배치할 지 아니면 한번만 배치할지 선택합니다.
 가로 반복: 그림을 가로로 반복합니다.
 세로 반복: 그림을 세로로 반복합니다.
둘 다 선택하지 않으면 배경그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 설정하기
개체의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라데이션을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의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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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있는 미리 정의된 그라데이션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또는 그라데이션 타입을 선형, 원형으로 선택한 다음
값을 조절하여 다양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

을 이용하여 조절점을 추가하거나 삭제,

이동하여 그라데이션 영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형: 선형 그라데이션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방사형 그라데이션을 설정합니다.
 색상: 그라데이션의 색을 설정합니다. 조절점 단위로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 먼저 조절점을 선택한 다음
색상을 선택합니다.
 투명도: 배경색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위치: 조절점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먼저 조절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라데이션 없음: 적용된 그라데이션을 제거합니다.

그림자 효과 설정하기
개체에 그림자 효과를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라데이션을 설정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문단, 그림, 글상자, 표, 수평선, 위젯 등의 개체가
대상이 됩니다. 문단의 경우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문단선택모드]로 전환하려면 [홈] 탭 > [문단] 그룹 에서 [문단선택모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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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르면 됩니다.

2. 편집 창 우측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서 [그림자 효과]를 클릭합니다. 만약 [인라인 스타일] 패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기] 탭 > [패널] 그룹 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선택하면 편집 창의 우측에 나타납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을 선택하면 기본 설정 값을 가진 그림자 효과가 적용됩니다. 상단에 있는 미리 정의된
그림자 효과를 원하면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 선택된 개체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림자 효과 없음: 적용된 그림자 효과를 제거합니다.
 가로 거리: 그림자의 가로 방향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세로 길이: 그림자의 세로 방향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번짐 정도: 그림자의 번짐 정도를 설정합니다.
 확장 정도: 그림자의 확장 정도를 설정합니다.
 색상: 그림자의 색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그림자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안쪽에 적용: 그림자를 개체의 안쪽으로 적용합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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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효과 적용]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자 층이 5 개 생성됩니다. 버튼

을 이용하여 그림자

층(layer)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그림자 층은 버튼 아래 리스트 박스에 추가됩니다.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각 그림자 정보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가로거리, 세로 거리, 번짐 정도, 확장 정도, 색상,
투명도]에 표시되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 지우기
개체에 적용된 인라인 스타일을 지웁니다.

1. 편집 창에서 인라인 스타일이 적용된 개체를 선택하거나 커서를 올려 놓습니다.
2. [인라인 스타일] 패널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 지우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만약 커서가 위치가 곳에

적용된 인라인 스타일이 없는 경우 [인라인 스타일 지우기] 버튼은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3. 활성 상태인 [인라인 스타일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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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면 인라인 스타일이 제거됩니다.

).

소스 보기 모드에서 편집하기
Namo Author 에서는 소스 보기 모드를 제공하여 편집 창에서 작성한 내용의 HTML 소스를 직접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소스 보기 모드로 변경하려면,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모드]에서 [소스]를 선택합니다.
Namo Author 의 소스 보기 창에서 HTML 소스를 수정하는 것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며
HTML 을 다루기에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스 보기 창 설정하기
Namo Author 편집 창의 소스 보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정합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에서 [소스 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작업 환경] > [편집 환경] > [프로그램 설정]의 [소스 보기]를 참고합니다.

HTML 태그를 직접 입력하기
Namo Author 편집 창의 소스 보기 모드에서 HTML 태그를 직접 입력하여 문서를 편집합니다.
1.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모드]에서 [분할] 또는 [소스]를 선택하여 소스 보기 창을 나타냅니다. 또는
키보드의 <F6> 키를 누르고 편집 창의 보기 모드를 변경하여 소스 보기 창을 나타냅니다.
2. '<p><img alt=" " src="./nep_image/orange.png"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50px; top: 150px; width:
300px; height: 300px; z-index: 1;"></p>'와 같이 HTML 태그를 직접 입력하여 문서를 편집합니다.

소스를 끌어서 놓기
Namo Author 편집 창의 소스 보기 모드에서는 HTML 소스를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drag and drop)를 통해
텍스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동하기
1.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블록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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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1.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복사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블록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2. <Ctrl>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 마우스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소스 태그 정리하기
'MS 워드'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전자책으로 만들 경우, Namo Author 의 소스 태그
정리 기능을 사용하여 소스 코드에 있는 불필요한 태그를 손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의 소스 태그 정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MS-Office 태그 삭제하기
 빈 태그 지우기
 주석 태그 지우기
 스타일 속성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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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태그 지우기
1. [도구] 탭 > [소스 태그 정리] 그룹에서 대상 문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소스 태그를 정리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소스 태그를 정리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소스 태그를 정리합니다.
2. 소스 태그 정리가 끝나면 편집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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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검사하기
편집 창에 입력한 내용의 맞춤법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커서가 놓인 위치부터 문서의 끝 방향으로 맞춤법 검사를
실행하며, 맞춤법 사전에 없는 낱말이 검색되면 대치할 수 있는 말을 추천해 줍니다.
1. [도구] 탭 > [맞춤법 검사] 그룹에서 대상 문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맞춤법 검사를 실행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맞춤법 검사를 실행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맞춤법 검사를 실행합니다.
2.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에 검사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못된 낱말을 추천 낱말로 바꾸려면 [바꾸기]를 눌러 교정합니다. 추천 낱말로 바꾸지 않으려면 [건너뛰기]를
눌러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 [모두 건너뛰기]를 누르면 맞춤법 검사를 완료하고 추천 낱말로 교정하지
않습니다.
3. 맞춤법 검사를 중단하려면 [닫기]를 누릅니다.
참고: 맞춤법 검사를 실행했을 때 맞춤법 오류가 발견되지 않거나 맞춤법 검사를 완료하면 맞춤법 검사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입력하는 내용의 맞춤법 검사하기
편집 중인 본문의 맞춤법을 검사하여 문서에 작성한 내용 중 잘못된 단어를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법 검사] 탭을 선택합니다.
3. [맞춤법 검사]의 [본문 편집 중 맞춤법 검사]를 선택합니다. 편집 중인 본문에서 맞춤법 검사가 실행되어 문서에
작성한 내용 중 잘못된 단어를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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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유효성 검사하기
Namo Author 로 제작 중인 문서가 EPUB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실행하기
1. [도구] 탭 > [유효성 검사] 그룹에서 대상 문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전자책의 유효성 검사가 시작됩니다.
 현재문서: 현재 편집 중인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열려있는 모든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전자책의 모든 문서: 전자책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2. 오류가 있는 경우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에 오류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에서 오류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소스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소스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출판 후 전자책(EPUB)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ERROR’로 표시된 항목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소스 모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 자동 실행 설정하기
편집 중인 본문의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주기를 설정합니다. 선택한 검사 시기에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편집하는 내용이 EPUB 의 표준에 적합한 내용인지 즉시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오류
발생 시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법 검사] 탭을 선택합니다.
3. [전자책 유효성 검사]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검사 옵션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문서 편집 후 저장할 때 유효성 검사: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할 때,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소스
보기 창에서 편집한 내용을 저장할 때는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스 편집 후 저장할 때 유효성 검사: 소스 보기 창에서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할 때,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외부 파일 가져올 때 유효성 검사: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본문으로 추가할 때,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출판 후 전자책(EPUB) 유효성 검사: 문서를 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 출판할 때, 출판한 전자책(.EPUB)의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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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삽입하기
하이퍼링크 삽입하기
전자책의 현재 페이지에서 웹 페이지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설정합니다. 웹 사이트,
전자책을 구성하고 있는 문서나 문서 내에 책갈피를 설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문서의 글이나 그림 등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p! 링크 색상 변경하기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에서 [편집 화면] 탭을 선택합니다.
3. [글꼴 및 색상]에서 링크 색상을 설정합니다.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링크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열었던 링크: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링크 중 이미 방문했던 링크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열고 있는 링크: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링크 중 현재 방문 중인 링크의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하이퍼링크로 웹 페이지와 연결하기
전자책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한 개체를 선택하면 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지정합니다. 전자책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거나 관련된 정보 중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합니다.
1. 편집 창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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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3.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웹 주소]를 선택하고, 연결할 웹 페이지의 주소(URL)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하이퍼링크로 전자책 내의 문서와 연결하기
전자책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한 개체를 선택하면 전자책 내의 다른 문서로 이동하도록 지정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련되는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책 내의 문서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합니다.
1. 편집 창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3.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문서 이름]을 선택하고, 연결할 문서를 지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하이퍼링크로 전자책 문서의 책갈피와 연결하기
전자책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한 개체를 선택하면 전자책 내의 문서 중 책갈피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정합니다.
문서 내의 책갈피로 이동하려면, 이동할 위치에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의 특정 위치에 책갈피를 설정하는 방법은 책갈피 삽입하기를 참고합니다.
1. 편집 창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3.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책갈피]를 선택하고, 문서에 지정된 책갈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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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을 누릅니다.

하이퍼링크로 설정한 연결 정보 수정하기
하이퍼링크로 연결한 대상의 연결 정보를 수정합니다.
1.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그림 등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3.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연결 정보를 수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하이퍼링크 연결 지우기
하이퍼링크로 연결한 연결 정보를 지웁니다. 하이퍼링크 대상과의 연결 정보만 삭제되며, 하이퍼링크 대상이 되는
문서나 책갈피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1.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거나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그림 등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3.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누릅니다. 이 버튼은 하이퍼링크 연결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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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링크 삽입하기
이메일 작성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메일링크를 설정합니다. 전자책을
보는 사용자가 이메일 작성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거나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문서 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메일 내용만을 작성하여 편리하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팝업 윈도우가 지정된 영역의 색상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편집 화면] 탭 > [하이퍼링크]의 색상을
설정한 값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편집 창에서 메일링크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메일링크]를 선택합니다.
3. [메일링크]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신: 메일링크로 연결할 메일 수신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조: 메일링크로 연결할 메일 참조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숨은 참조: 메일링크로 연결할 메일 숨은 참조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제목: 메일링크로 연결할 메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메일링크 지우기
1. 메일링크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메일링크]를 선택합니다.
3. [메일링크] 대화 상자에서 [메일링크 지우기]를 누릅니다. 이 버튼은 메일링크 연결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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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삽입하기
전자책의 현재 위치에서 문서의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정 위치에 책갈피를 지정합니다. 책갈피를
지정하면 문서 내에서 책갈피가 지정된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추가하기
1. 책갈피로 지정할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하거나 책갈피를 만들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책갈피]를 선택합니다.
3. [책갈피] 대화 상자에서 책갈피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책갈피 목록에 추가한 책갈피 이름이
나타납니다. 추가할 책갈피의 이름은 현재 문서에 추가된 다른 책갈피의 이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참고:
 책갈피 이름의 첫 글자는 영문자로 입력해야 하며, 영문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편집 창에서 선택한 위치에는 하나의 책갈피만 추가할 수 있으며, [책갈피] 대화 상자를 닫은 후, 다른 위치를
선택하여 책갈피를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닫기]를 누릅니다.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책갈피]를 선택하면 문서 내에서 책갈피가 지정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의 이름 바꾸기
문서에 지정된 책갈피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1. 책갈피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책갈피]를 선택합니다.
3. [책갈피] 대화 상자의 [책갈피 목록]에서 책갈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책갈피 이름]에 변경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바꾸기]를 누르면 책갈피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이름은 책갈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닫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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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지우기
문서에 지정된 책갈피를 삭제합니다. 책갈피로 지정된 위치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갈피 정보가
삭제되어, 책갈피가 존재했던 문서로만 이동됩니다.
1. 책갈피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책갈피]를 선택합니다.
3. [책갈피] 대화 상자의 [책갈피 목록]에서 책갈피의 이름을 선택하고, [지우기]를 누릅니다.
4. [닫기]를 누릅니다.

팝업 윈도우 삽입하기
전자책의 페이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창에서 다른 문서를 보여주도록 팝업 윈도우를
설정합니다. 전자책의 현재 페이지에서 추가로 정보를 더 보여주거나 본문 이외의 내용을 보여줄 때 팝업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는 문서의 글이나 그림 등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팝업 윈도우가 지정된 영역의 색상은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 > [편집 화면] 탭 > [하이퍼링크]의 색상을
설정한 값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팝업 윈도우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팝업 윈도우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3.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의 [팝업 윈도우 목록]에서 링크로 연결할 팝업 윈도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링크로 연결할 팝업 윈도우가 없는 경우에는,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팝업 윈도우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팝업 윈도우 추가하기를 참고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팝업 윈도우를 설정한 후에는 편집 중인 문서를 반드시 저장해야 설정한 내용이 반영되며, 링크로 연결된 팝업
윈도우는 [전자책 구성] 패널에 나타납니다.

팝업 윈도우 추가하기
전자책의 페이지에서 팝업 윈도우로 연결할 문서를 추가합니다.
1. 편집 창에서 팝업 윈도우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3.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4. [팝업 윈도우 추가] 대화 상자에서 팝업 윈도우의 이름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팝업 윈도우 목록에 추가한 팝업
윈도우 이름이 나타납니다. 추가할 팝업 윈도우의 이름은 현재 편집 중인 전자책에 추가된 팝업 윈도우의
이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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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팝업 윈도우 추가] 대화 상자에서는 글로 되어 있는 내용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를 추가한 후,
글자, 그림, 수식, 도형 등 다양한 개체를 입력하여 팝업 윈도우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의 내용 편집하기
본문을 편집하는 것과 같이 글은 물론, 그림, 수식, 도형 등 다양한 개체를 입력하여 팝업 윈도우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의 [팝업 윈도우]에서 문서를 선택하여 편집 창에서 엽니다.
2. 편집 창에 팝업 윈도우 문서가 열리면 문서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3. [홈] 탭 > [문서] 그룹 > [저장하기]를 눌러 저장합니다.

팝업 윈도우의 이름 바꾸기
전자책에 추가된 팝업 윈도우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1. 팝업 윈도우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3.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의 [팝업 윈도우 목록]에서 팝업 윈도우의 이름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4. [팝업 윈도우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에 변경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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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를 누르면 팝업 윈도우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이름은 팝업 윈도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팝업 윈도우의 이름 바꾸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의 [팝업 윈도우]에서 문서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F2> 키를 누릅니다.
3. 새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팝업 윈도우 삭제하기
전자책에 추가된 팝업 윈도우를 삭제합니다. 팝업 윈도우로 추가된 문서를 삭제하는 것이며, 팝업 윈도우 링크가
연결된 경우에는 링크 정보가 함께 삭제됩니다.
1. 팝업 윈도우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3.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의 [팝업 윈도우 목록]에서 삭제할 팝업 윈도우의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팝업 윈도우 삭제하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의 [팝업 윈도우]에서 문서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툴바 버튼에서 [항목 삭제]

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팝업 윈도우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누릅니다.
3. [삭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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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윈도우의 링크 지우기
전자책의 페이지에서 연결한 팝업 윈도우의 링크를 삭제합니다. 팝업 윈도우의 문서 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링크
정보만 삭제됩니다. 링크 정보가 삭제된 팝업 윈도우는 [전자책 구성] 패널에 표시되지 않고,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에서 다시 전자책의 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팝업 윈도우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3. [팝업 윈도우] 대화 상자에서 [링크 지우기]를 누릅니다.

팝업 레이어 삽입하기
전자책의 페이지에서 개체나 글자를 선택하면 페이지 위에서 팝업 레이어를 통해 내용을 보여주도록 설정합니다.
간단한 설명이나 사용법 등을 보여줄 때 팝업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레이어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팝업 레이어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팝업 레이어] 대화 상자에서 팝업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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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팝업 레이어를 실행할 때 사용할 동작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한 가지의 이벤트 종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Click: 개체나 글자를 한 번 클릭할 때, 대상이 되는 팝업 레이어의 설정 내용을 실행합니다.
 OnDBLClick: 개체나 글자를 더블 클릭할 때, 대상이 되는 팝업 레이어의 설정 내용을 실행합니다.
 OnMouseOver: 개체나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릴 때, 대상이 되는 팝업 레이어의 설정 내용을 실행합니다.
대상 레이어
이벤트 동작을 실행할 때 대상으로 할 팝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새 레이어]를 선택하여 추가하거나 기존에
설정한 팝업 레이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션
이벤트 동작을 실행할 때 대상이 되는 팝업 레이어의 상태를 선택합니다.
 숨기기/보이기: 이벤트를 발생할 때, 팝업 레이어의 현재 상태에 따라 화면에 보여주거나 화면에서 숨깁니다.
 숨기기: 이벤트를 발생할 때, 팝업 레이어를 화면에서 숨깁니다.
 보이기: 이벤트를 발생할 때, 팝업 레이어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레이어 형식
팝업 레이어의 형식을 선택합니다.
 스크롤링: 선택한 기본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 레이어 안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자동맞춤: 선택한 기본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 레이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전체화면: 문서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의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 레이어 안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닫기 버튼
팝업 레이어 안에 닫기 버튼 삽입 여부를 선택합니다.
표시 위치 및 정렬
이벤트 동작을 실행할 때, 대상이 되는 팝업 레이어를 표시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팝업 레이어를 설정하는 대상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새 팝업 레이어 추가하기
1. 편집 창에서 팝업 레이어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팝업 레이어] 대화 상자의 [대상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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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팝업 레이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팝업 레이어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식별자(ID): 추가할 팝업 레이어의 식별자(ID)를 입력합니다. 팝업 레이어의 식별자(ID)는 다른 팝업 레이어의
식별자(ID)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형식(T): 추가할 팝업 레이어의 형식을 선택합니다.
- 스크롤링: 선택한 기본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 레이어 안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 자동맞춤: 선택한 기본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 레이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전체화면: 문서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의 크기보다 입력하는 글의 내용이 긴
경우에 레이어 안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이벤트 추가하기
팝업 레이어를 설정할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1. 편집 창에서 팝업 레이어를 지정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팝업 레이어]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추가된 항목의 이벤트 종류, 대상 레이어 등을 설정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팝업 레이어의 내용 편집하기
본문을 편집하는 것과 같이 글은 물론, 그림, 수식, 도형 등 다양한 개체를 입력하여 팝업 레이어의 내용을
편집합니다.
문서 구조도 패널에서 팝업 레이어는 ID 와 함께 나타납니다. 문서 구조도 패널의 #ID 를 선택하면 ID 가 지정된
노드의 객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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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김 객체로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객체로 변경한 후, 편집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Tip! 팝업 레이어에 개체를 삽입하기
팝업 레이어에 글자 이외의 그림이나, 비디오, 오디오 등 개체를 삽입하려면, 삽입할 개체를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팝업 레이어 안에서 드래그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삽입하려면,
1. [삽입] 탭 > [그림] 그룹 > [그림]을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3. 편집 창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면 삽입할 팝업 레이어의 위치에 드래그합니다.

팝업 레이어 숨기기/보이기
설정한 팝업 레이어는 편집 창에 나타나며, 문서 구조도 패널에 일반 객체로 표시됩니다. 팝업 레이어는 보이기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라 숨겨진 상태에서 보여줄 팝업 레이어는 숨기기로 설정해 두면,
전자책의 페이지를 펼쳤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대상이 되는 개체를 선택한 경우에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여진 상태에서 화면에서 숨길 팝업 레이어는 보이기로 설정해주면, 대상이 되는 개체를 선택한 경우에
화면에서 숨기게 됩니다.
1. 팝업 레이어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연결된 팝업 레이어 숨기기] 또는 [연결된 팝업 레이어 보이기]를 선택합니다.
 문서 구조도 패널에서 연결된 팝업 레이어에 해당하는 노드 앞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참고: 팝업 레이어 안에 삽입된 닫기 버튼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의 [팝업 레이어 숨기기]를 선택하거나 <ESC>
키를 누르면 팝업 레이어를 숨길 수 있습니다.

팝업 레이어의 링크 지우기
지정한 팝업 레이어의 링크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팝업 레이어의 설정 정보만 삭제되며, 편집 창의
팝업 레이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1. 팝업 레이어가 지정된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연결] 그룹 > [팝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팝업 레이어] 대화 상자의 삭제할 이벤트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모든 링크를 삭제하려면 [모두
삭제]를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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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만들기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 중 설명이 필요한 단어를 사전과 같은 용어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어집은 전자책을 보는 사용자에게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에서 사용한 단어를 설명과 함께 등록하여
책을 보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에 추가한 단어를 문서에서 링크로 연결해두면 사용자가 책을 보다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어집에 용어 추가하기
용어집에 용어를 추가합니다.
용어집에 용어를 추가하려면, 편집 창에 [용어집] 패널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기] 탭 > [패널] 그룹 > [용어집]을
선택합니다.

용어 추가하기
1. [용어집]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추가]

를 누릅니다.

2. [용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용어집에 추가할 [용어]와 [설명]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외부 파일을 이용하여 용어 추가하기
Namo Author 용어집 형식으로 된 외부 파일을 이용하여 편집 중인 전자책에 용어를 추가합니다.
많은 용어를 한번에 추가하거나, 이전에 만든 전자책에서 사용한 용어집을 Namo Author 용어집 형식의 외부
파일로 저장하여 편집 중인 전자책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용어집]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외부 파일로부터 추가]

를 누릅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Namo Author 용어집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3. [용어 가져오기] 대화 상자의 용어 목록 중에서 용어집에 추가할 용어를 선택합니다. 용어 목록에서 전자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용어의 상태는 'O'로 표시되고, 전자책의 용어집에 이미 존재하는 용어는 'X'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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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을 누릅니다.
용어를 추가한 후, 글자나 다양한 개체를 입력하여 용어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용어 목록 만들기
용어집에 추가한 단어로 용어 목록을 만듭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용어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용어 목록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용어 목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첨부] > [용어 목록]이 활성화되고 용어 목록 문서가 열립니다.

문서의 단어를 용어집과 연결하기
문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용어집의 용어와 연결하거나 연결을 해제합니다. 단어를 용어집과 연결하면, 전자책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용어집에 등록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용어집과 연결하기
1. 편집 창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단어를 지정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용어 연결] > [연결하기]를 누릅니다.
3. [용어 연결]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단어를 선택합니다. 연결할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용어 연결]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누르고 용어집에 추가한 후, 추가된 단어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용어 연결 지우기
1. 편집 창에서 용어집에 연결된 단어의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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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용어 연결] > [연결 지우기]를 누릅니다.
문서의 단어와 용어집과 연결하는 정보만 삭제되며, 용어집에 등록한 용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설명 수정하기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의 설명을 수정합니다.
1. [용어집] 패널에서 편집할 용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2. 편집 창에 문서가 열리면 용어의 설명을 수정합니다.
3. [홈] 탭 > [문서] 그룹 > [저장하기]를 눌러 저장합니다.

용어의 이름 바꾸기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1. [용어집] 패널에서 용어를 선택합니다.
2. [용어집]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

를 누릅니다.

3. [용어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용어의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용어 목록 다시 만들기
용어집에 용어를 추가하거나, 삭제, 추가한 용어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용어 목록을 다시 만들어야 변경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용어 목록을 다시 만들려면 [전자책 구성] 패널 > [첨부] > [용어 목록]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용어 목록
다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용어 삭제하기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를 삭제합니다. 용어가 문서의 단어와 연결된 경우에는 링크 정보가 함께 삭제됩니다.
1. [용어집] 패널에서 용어를 선택합니다.
2. [용어집]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삭제]

를 누릅니다.

3. 대화 상자에서 삭제할 용어를 확인하고 [예]를 누릅니다.

용어를 외부 파일로 저장하기
용어집에 추가한 용어를 Namo Author 용어집 형식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외부 파일로 저장한 용어집은 새로운 전자책에서 용어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용어집]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외부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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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릅니다.

2. [용어 내보내기] 대화 상자의 용어 목록 중에서 외부 파일로 저장할 용어를 선택합니다. 모든 용어를 외부
파일로 저장하려면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외부 파일로 저장한 용어집 파일은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한 후, 다시 전자책의 용어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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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양한 개체 삽입하기

표
전자책을 만들 때 표를 사용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쉽게 표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Namo Author 에서는 표를 삽입하고, 표에 열/행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나의 셀을 나누거나 여러 개의 셀을
합치는 등 쉽고 빠르게 표 편집이 가능합니다.
표를 만들 때는 [삽입] 탭에서 [표] 그룹의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삽입한 표의 속성을 수정하려면 표 안에 커서를 놓았을 때 나타나는 [표 도구] 탭을 이용합니다.

표 삽입하기
표 만들기 도구를 이용하여 표 만들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표] 그룹 > [표]를 선택합니다.
2. 표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면 '3x4'와 같이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 마지막 셀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3.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표가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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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문서에서 표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표] 그룹 > [표]를 선택합니다.
3. 표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면 '3x4'와 같이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 마지막 셀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4. 편집 창에 표가 삽입됩니다.

표 속성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표 만들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표] > [표]를 선택한 다음, [표 삽입]을 선택합니다.
2. [표 속성]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새로 만들 표의 [줄수]와 [칸수]를 입력합니다.
3. 표의 [크기], [모양], [테두리], [색상] 등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4.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표가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문서에서 표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표] 그룹 > [표]를 선택한 다음, [표 삽입]을 선택합니다.
3. [표 속성]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새로 만들 표의 줄수와 칸수를 입력합니다.
4. 표의 [크기], [모양], [테두리], [색상] 등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Tip!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레이어 안에 개체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레이어 안에 표를 삽입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안에서 드래그합니다.
1. [삽입] 탭 > [표] 그룹 > [표]를 선택합니다.
2. 표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면 '3x4'와 같이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 마지막 셀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3. 편집 창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표 또는 셀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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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되면, 삽입할 레이어의 위치에 드래그합니다.

표 관련 작업을 하다보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여 속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본 메뉴 또는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표나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 선택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의 [▼]를 누른 다음, [표 선택]을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선택]을 선택한 다음, [표]를 선택합니다.
 표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을 선택합니다.

3. 커서가 위치한 표가 블록으로 지정됩니다.

참고: 편집 창의 모든 표를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을 선택한 다음, [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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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줄 또는 세로줄 선택하기
1. 표에서 선택할 줄에 포함된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의 [▼]를 누른 다음, [가로줄 선택] 또는 [세로줄
선택]을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선택]을 선택한 다음, [가로줄] 또는 [세로줄]을 선택합니다.
 표의 위쪽이나 왼쪽 경계선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경계선에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가

또는

모양으로 바뀌며, 이때 클릭하면 원하는 가로줄이나 세로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서가 위치한 셀이
포함되어 있는 가로줄 또는 세로줄이 선택됩니다.
가로줄 선택

세로줄 선택

셀 선택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커서가 위치한 셀이 블록으로 지정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의 [▼]를 누른 다음, 셀을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선택]을 선택한 다음, [셀]을 선택합니다.

228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참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셀을 선택하면 원하는 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의 눈금선/가이드 이용하기
눈금선 이용하기
표의 테두리가 없는 부분을 눈금선으로 표시합니다. 눈금선은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시] 그룹 > [눈금선 표시]를 선택하면 테두리가 없는 부분이 눈금선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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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이용하기
표 또는 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하여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가이드에 표시된 수치는
픽셀(px)값입니다. 가이드는 편집 창에서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시에나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시] 그룹 > [가이드 표시]를 선택하면 가이드

가 표시됩니다.

표 편집하기
표와 셀의 크기 변경하기
표나 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표나 셀을 원하는 크기로 쉽게 변경하거나 각 속성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정확한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의 크기 변경하기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표의 크기 변경하기
표의 경계선을 선택하여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드래그하면 쉽게 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표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의 경계선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2. 마우스 포인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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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 바뀌면 마우스를 클릭한 채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표 속성 대화 상자에서 표의 크기 변경하기
[표 속성] 대화 상자에서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 속성]을 선택합니다.
3. [표 속성]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너비]와 [높이]에 값을 입력하고 단위 목록에서 단위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셀의 크기 변경하기
셀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여 셀의 크기 변경하기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와 [높이]에 값을 입력합니다.
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셀의 크기 변경하기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셀 속성]을 선택합니다.
4. [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너비]와 [높이]에 값을 입력하고, 단위 목록에서 단위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표에 스타일 적용하기
Namo Author 는 다양한 형태의 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표 스타일을 선택하여 표나 셀의 테두리, 배경색 등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스타일] 그룹에서 표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참고:
표에 적용된 스타일을 삭제하려면, 표 안에 커서를 놓고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스타일] 그룹 > [기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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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위치 이동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표의 가이드를 이용하여 문서 내에서 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가이드

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표 회전하기
표의 각도를 달리하여 회전시킵니다.

모든 각도로 회전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가이드의 위쪽에 표시되는 회전 핸들( )을 선택합니다.

3. 회전 핸들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표가 회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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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 단위로 회전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회전]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기본 상태로: 회전하기 전의 초기 상태로 돌립니다.

표에 배경 그림 삽입하기
그림을 삽입하여 표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 그림을 지정합니다.
배경 그림으로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는 GIF 파일(*.gif), JPG 파일(*.jpg, *.jpeg, *jpe, *.jfif), PNG 파일(*.png),
비트맵 파일(*.bmp, *.dib)입니다.

배경 그림 설정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을 선택합니다.
3. [배경 그림]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4. 배경 그림 반복 옵션을 선택합니다. 배경 그림의 원본 크기가 표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반복하여 보여줄 옵션을
표시합니다.
 가로세로 반복: 표의 가로와 세로 크기에 맞게 배경 그림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가로방향 반복: 표의 가로 크기에 맞게 가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세로방향 반복: 표의 세로 크기에 맞게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반복하지 않음: 표의 크기와 배경 그림 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경 그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설정한 배경 그림의 파일이나 반복 옵션은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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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그림 삭제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의 [▼]를 누릅니다.
3. [배경 그림 삭제]를 선택합니다.

표의 배경에 색상 설정하기
색상을 선택하여 표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배경색 지정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에서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배경색 없애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에서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3. [색 없음]을 선택합니다.

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표 속성]을 선택합니다.
3. [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색상]의 [배경색]에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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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표에 테두리 설정하기
표에 테두리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색상, 두께,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4. 선 두께, 선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애기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표의 바깥 여백 설정하기
표와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여백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모양] 그룹에서 [바깥 여백]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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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삽입하기/삭제하기
표에 행 또는 열 단위로 새로운 줄을 삽입하거나 삭제합니다.

가로줄/세로줄 삽입하기
커서가 위치한 셀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새로운 줄을 삽입합니다.
새로 삽입되는 줄은 커서가 놓인 가로줄이나 세로줄의 셀이 가지고 있는 표나 셀의 속성(정렬, 배경색, 테두리 색
등)은 상속되지만 글자의 속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1. 줄을 삽입할 위치의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삽입] 그룹에서 삽입할 줄을 선택합니다.
 위 가로줄: 커서가 있는 가로줄 위에 새로운 가로줄을 삽입합니다.
 아래 가로줄: 현재 커서가 있는 가로줄 아래에 새로운 가로줄을 삽입합니다.
 왼쪽 세로줄: 현재 커서가 있는 세로줄 왼쪽에 새로운 세로줄을 삽입합니다.
 오른쪽 세로줄: 현재 커서가 있는 세로줄 오른쪽에 새로운 세로줄을 삽입합니다.

가로줄/세로줄 삭제하기
커서가 위치한 셀을 포함하는 줄을 삭제합니다.
1. 줄을 삭제할 위치의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삭제] 그룹에서 삭제할 줄을 선택합니다.
 가로줄: 커서가 있는 가로줄을 삭제합니다.
 세로줄: 커서가 있는 세로줄을 삭제합니다.

선택한 줄 삭제하기
표에서 선택한 가로줄 또는 세로줄을 삭제합니다.
1.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삭제할 줄을 선택합니다. 가로줄 또는 세로줄에 있는 셀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삭제] 그룹에서 [선택한 줄]을 선택합니다.

셀의 내용만 지우기
셀은 그대로 두고 셀 안의 내용만 삭제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여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의 [▼]를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합니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합니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삭제] 그룹 > [내용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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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나누기/합치기
하나의 표를 두 개로 나누거나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표 나누기
하나의 표를 두 개로 나눕니다. 표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내용상 분리하기 위해서 표 나누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1. 표 나누기를 했을 때 위쪽 표가 될 부분의 마지막 행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병합] 그룹 > [표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3. 커서 아래쪽 부분이 하나의 표로 분리됩니다.

표 합치기
연속된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합칩니다. 표의 너비가 다른 두 개의 표를 합치면 위쪽 표의 너비가 기준이 되어 표가
합쳐집니다.
주의: 표 합치기를 하려면 두 개의 표를 표현하는 html 태그의 <table> 태그가 연속되어 있어야 하며, 두 개 표의
가로줄의 셀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1. 두 개의 표 중에서 위쪽에 있는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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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병합] 그룹 > [표 합치기]를 선택합니다.
3. 두 개의 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셀 편집하기
셀 나누기/합치기
다양한 모양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합칠 수
있습니다.

셀 나누기
선택한 셀을 여러 개의 행 또는 열로 나눕니다.
셀 분리점 이용하여 나누기
1. 나누려는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셀의 경계선에 나타나는 분리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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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 분리점을 선택하면 하나의 셀이 나누어 집니다.
도구 메뉴 이용하여 나누기
1. 나누려는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병합] 그룹 > [셀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4. [셀 나누기] 대화 상자에서 셀을 나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셀 합치기
선택한 셀을 하나의 셀로 합칩니다.
셀 병합점 이용하여 합치기
1. 서로 합칠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셀을 선택합니다.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나열된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처음에 선택한 셀에 나타나는 셀 병합점을 선택합니다.

도구 메뉴 이용하여 합치기
1. 서로 합칠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셀을 선택합니다.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나열된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병합] 그룹 > [셀 합치기]를 선택합니다.

셀의 크기 맞추기
여러 개 셀의 너비나 높이를 균일하게 만듭니다.

셀의 너비가 같도록 맞추기
선택한 셀의 너비를 똑같은 크기로 만듭니다.
1. 열 방향으로 둘 이상의 연속된 셀을 선택하거나 표를 선택합니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크기] 그룹 > [너비 맞춤]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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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높이가 같도록 맞추기
선택한 셀의 높이를 똑같은 크기로 만듭니다.
1. 행 방향으로 둘 이상의 연속된 셀을 선택하거나 표를 선택합니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크기] 그룹 > [높이 맞춤]을 선택합니다.

셀에 배경 그림 삽입하기
그림을 삽입하여 셀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 그림을 지정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이나 가로줄,
세로줄을 선택하여 배경 그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그림으로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는 GIF 파일(*.gif), JPG 파일(*.jpg, *.jpeg, *jpe, *.jfif), PNG 파일(*.png),
비트맵 파일(*.bmp, *.dib)입니다.

배경 그림 설정하기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을 선택합니다.
4. [배경 그림]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눌러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5. 배경 그림 반복 옵션을 선택합니다. 배경 그림의 원본 크기가 셀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반복하여 보여줄 옵션을
표시합니다.
 가로세로 반복: 셀의 가로와 세로 크기에 맞게 배경 그림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가로방향 반복: 셀의 가로 크기에 맞게 가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세로방향 반복: 셀의 세로 크기에 맞게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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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지 않음: 셀의 크기와 배경 그림 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경 그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설정한 배경 그림의 파일이나 반복 옵션은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 그림]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 그림 삭제하기
배경 그림이 설정된 셀을 선택하여 배경 그림을 삭제합니다.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그림]의 [▼]를 누릅니다.
4. [배경 그림 삭제]를 선택합니다.

셀의 배경에 색상 설정하기
색상을 선택하여 셀의 내용 아래에 나타나도록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이나 가로줄,
세로줄을 선택하여 배경에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 지정하기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4.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배경색 없애기
배경색이 설정된 셀을 선택하여 배경색을 삭제합니다.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4. [색 없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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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에 테두리 설정하기
셀에 테두리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색상, 두께, 종류를 지정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이나 가로줄, 세로줄을
선택하여 테두리에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4.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5. 선 두께, 선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애기
테두리가 지정된 셀을 선택하여 테두리를 없앱니다.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에서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4.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셀의 안쪽 여백 설정하기
셀 내용과 셀 경계선 사이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여백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이나 가로줄, 세로줄을 선택하여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모양] 그룹 > [안쪽 여백]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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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내용 정렬하기
셀의 내용을 셀 안에서 수평이나 수직의 원하는 위치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셀에 입력하는 내용의 기본 정렬은
왼쪽 중앙입니다.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정렬] 그룹에서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왼쪽 위

: 셀 내용을 셀의 왼쪽 위에 정렬합니다.

 가운데 위

: 셀 내용을 셀의 가운데 위에 정렬합니다.

 오른쪽 위

: 셀 내용을 셀의 오른쪽 위에 정렬합니다.

 왼쪽 중간

: 셀 내용을 셀의 왼쪽 중간에 정렬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오른쪽 중간
 왼쪽 아래

: 셀의 내용을 셀의 중앙에 정렬합니다.

: 셀 내용을 셀의 오른쪽 중간에 정렬합니다.
: 셀 내용을 셀의 왼쪽 아래에 정렬합니다.

 가운데 아래

: 셀 내용을 셀의 가운데 아래에 정렬합니다.

 오른쪽 아래

: 셀 내용을 셀의 오른쪽 아래에 정렬합니다.

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정렬하기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셀 속성]을 선택합니다.
4. [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수평 정렬] 또는 [수직 정렬]의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평 정렬: 셀 내용의 수평 정렬 방식을 지정합니다.
 수직 정렬: 셀 내용의 수직 정렬 방식을 지정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제목 셀 만들기
지정한 셀의 내용을 가운데 정렬시키고 굵게로 표기하여 제목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244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1. 셀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표] 그룹 > [선택]을 선택합니다.
 표 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됩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셀 속성]을 선택합니다.
4. [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제목 셀] 항목을 선택하고 체크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줄바꿈 금지 설정하기
줄바꿈 금지 체크 상자를 선택하면 셀의 내용이 셀의 경계를 넘어가도 자동으로 줄이 바뀌지 않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셀의 내용에 따라 셀의 너비가 커집니다. 소스 모드에서 줄 바꿈 태그(<br>이나 <p>)를 삽입하면
강제로 줄 바꿈이 가능합니다.

표의 내용 문자열로 바꾸기
표로 작성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셀 하나의 내용이 각각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변환 및 정렬] 그룹 > [표를 문자열로]를 선택합니다.

가로줄과 세로줄 바꾸기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의 내용을 서로 바꿉니다.
표의 가로줄 내용을 세로줄로 배열하도록 표로 만들어야 할 경우, 표를 새로 만들지 않고 가로줄과 세로줄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표 안에 가로 또는 세로로 병합한 셀이 있는 경우에는 가로세로 바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변환 및 정렬] 그룹 > [가로세로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표의 데이터 정렬하기
표의 전체나 일부 내용을 기준에 따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변환 및 정렬] 그룹 > [정렬]을 선택합니다.
3. [표 정렬] 대화 상자에서 [기준]과 [선택 사항]을 지정합니다. [기준]은 한 가지를 지정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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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을 정렬하는 기준은 세 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선택 사항에 따라
정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표 안에 셀 합치기로 합쳐진 셀이 있는 경우에는 셀의 형태가 일정하기 않아서 표의 데이터 값 정렬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의 데이터 계산하기
Namo Author 에서는 별도의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로 정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Namo Author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데이터를 더한 값을 구합니다.
 평균: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합니다.
 최대값: 데이터 중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최소값: 데이터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합니다.
 선택한 영역의 셀 개수: 선택한 영역의 셀 개수를 구합니다.
 선택한 영역의 비어있지 않은 셀 개수: 선택한 영역 중 데이터를 가진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분산: 데이터 통계값과 평균값의 차이인 편차를 제곱하여 얻은 값들의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표준편차: 데이터의 분산정도를 구합니다.
표의 각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를 선택하거나 합계를 구할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합니다. 통계 함수를 이용하여 합계를 구하려면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보다 열과 행이 뒤에 위치한 빈 셀을 포함하여 블록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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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선택 영역의 마지막 셀에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 통계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기존의 데이터 값을
덮어쓰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2. [표 도구] 탭 > [셀 디자인] 탭 > [계산] 그룹에서 [합계]를 누릅니다.
참고: [합계] 외에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구하려면 [계산]의 [▼]를 누른 후, 원하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3. 빈 셀에 합계가 나타납니다.

참고: 연속하지 않은 셀의 합계나 평균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표에 캡션 설정하기
표에 캡션을 추가하고 캡션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표에 추가한 캡션은 표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이 될 수 있으며,
표 목록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캡션 추가하기
표에 캡션을 추가합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캡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3. [표 캡션 추가] 대화 상자에서 캡션을 입력하고 속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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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을 누릅니다.

캡션의 위치 지정하기
표 캡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캡션] 그룹 > [위치]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 캡션을 표의 위에 위치시킵니다.



아래: 캡션을 표의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캡션을 정렬하기
표 캡션을 정렬합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캡션] 그룹 > [정렬]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정렬: 캡션을 표의 왼쪽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캡션을 표의 가운데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오른쪽 정렬: 캡션을 표의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양쪽 맞춤: 캡션을 표의 양쪽 끝에 고르게 맞춰서 정렬합니다.

표의 캡션 감추기/보이기
표에 추가한 캡션을 감추거나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캡션을 감추더라도, 설정해 둔 캡션으로 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캡션] 그룹 > [캡션 감추기]를 선택하면 표에 설정된 캡션이 감춰집니다.
 [표 도구] 탭 > [표 디자인] 탭 > [캡션] 그룹 > [캡션 감추기] 선택을 해제하면 표에 설정된 캡션이 보입니다.

캡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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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캡션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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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표에 입력한 자료를 차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 기능을 사용하여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선형, XY 형, 원형,
도넛형, 누적 영역형, 방사형의 차트를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추세나 유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년도별로
자동차 판매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표 등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차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표가 있는 경우에는 차트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웹 문서에 표를 삽입하여 표 안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차트를 만듭니다.

차트 삽입하기
표에 입력한 자료를 차트로 만들거나 차트로 만들어질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다양한 유형의 차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표에 입력한 자료를 차트로 만들어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차트로 만들 표를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차트]를 선택합니다.
3. [차트 속성]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확인하고, 차트 종류 등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5.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차트가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차트로 만들 표를 선택합니다.
2.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차트]를 선택합니다.
3. [차트 속성]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확인하고, 차트 종류 등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르면 차트가 삽입됩니다.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차트 만들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차트]를 선택합니다.
2. [차트 속성]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 차트 종류, 제목, 범례, 추세선, 축, 차트 서식 등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차트가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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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차트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차트]를 선택합니다.
3. [차트 속성]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 차트 종류, 제목, 범례, 추세선, 축, 차트 서식 등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르면 차트가 삽입됩니다.

차트 속성 변경하기
삽입한 차트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차트 종류, 제목 등 차트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차트를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차트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차트 속성]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속성 값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차트 속성 - 데이터 범위

데이터 형식
제목열 선택
데이터 범위의 표에서, 제일 상단 가로줄을 범례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X 축 값 선택
데이터 범위의 표에서, 왼쪽 끝의 세로줄을 X 축 값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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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축 값 전환
축 값 선택 전환
제목열 선택과 X 축 값 선택을 설정하여 구성한 옵션에서, 위의 두가지 설정 부분의 데이터 행렬을 서로
뒤바꾸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 제목열 선택과 X 축 값 선택을 설정하지 않았어도, 축 값 선택 전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목열 선택과 X 축 값 선택 옵션이 선택되게 됩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차트 속성 – 차트 종류

차트 종류
도구 단추를 눌러 차트 종류를 결정합니다.

차트 모양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선택한 종류에 해당하는 차트의 세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면 차트 미리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입체 효과 사용
선택한 차트 모양이 3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 입체 효과가 활성화됩니다. 입체 효과를 선택하면 그래프
모양은 3 차원으로 표현되며 선택 해제하면 그래프 모양을 2 차원으로 표현됩니다.
Z 축 차트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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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그래프 종류에서 주축의 너비를 퍼센트(%) 기준으로 하여 Z 축 차트 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형/도넛 형의 경우, 가로축 기준으로 Z 축 차트 깊이를 조정합니다.
Z 축 각도
특정 그래프 종류에서, Z 축의 보기 각도를 주축의 시계반대 방향(원점 기준)으로 돌아가는 각도로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형/도넛 형의 경우 차트 면이 기울어지는 각도로 설정합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차트 속성 – 제목

차트 제목
입력 상자에 차트 전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위치 설정
입력한 차트 제목이 위치할 자리를 설정합니다.
제목 감추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차트 제목과 관련된 선택 옵션들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없습니다.

X, Y 축 제목
X 축 제목
X 축 제목을 입력합니다.
Y 축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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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축 제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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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축 보조 제목
차트 속성 – 범례 탭으로 이동하여 Y 축 단위 표시의 보조축에 표시를 선택한 다음 Y 축 보조 제목을
입력합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차트 속성 – 범례

범례 이름
대화 상자의 왼쪽 목록 창에서 범례를 선택한 다음, 범례 이름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Y 축 단위 표시
대화 상자의 왼쪽 목록 창에서 범례를 선택한 다음, 범례의 데이터를 주축에 표시할 것인지 보조축에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테이터 레이블
대화 상자의 왼쪽 목록 창에서 범례를 선택한 다음, 차트 위에 범례와 관련된 데이터 값이나 범례 제목을
나타내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은 특정 범례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값을 설정한 경우에 차트에
표시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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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차트 모양
원형이나 도넛형 차트의 경우, 왼쪽 목록 창에서 범례를 선택한 다음, 다음과 같이 옵션을 이용합니다.
계열 분리
해당 범례의 데이터 영역을 차트 상에서 분리하여 표현합니다.

계열 강조
해당 범례의 데이터 영역을 차트 상에서 튀어나오게 처리하여 표현합니다.

오차 막대 모양
왼쪽 목록 창에서 범례를 선택한 다음, 범례 데이터의 상대적인 잠재 오차량을 표시합니다.

범례 상자 위치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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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상자 위치 선택
범례 상자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범례 상자 감추기
이 옵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범례 상자를 차트 상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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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속성 – 추세선

범례 선택
추세선을 그리고자 하는 해당 범례를 선택합니다.

추세선 종류 선택
추세선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추가
추세선에 적용할 함수 종류를 선택합니다. 추세선 표시 목록에 추가됩니다.
지우기
추세선 표시 목록에 추가된 항목에서 해당 범례들에 대한 각각의 추세선 종류들을 삭제합니다.

추세선 표시 목록
추가한 추세선 목록이 나타납니다.

추세선 종류 설정
구간
이동평균 추세선 설정에서만 사용합니다.
차수
다항식 추세선 설정에서만 사용합니다.
범례 상자에 추세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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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선 추가를 이용하여 추세선이 차트에 적용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면 범례 상자에 해당 범례 이름과
적용한 추세선 종류가 나타납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차트 속성 – 축

축 제목
제목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축에 대한 제목을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눈금 단위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축의 눈금 단위를 변경합니다.
지수 형식 사용하기
Y 축 값을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설정합니다.

데이터 범위 설정
데이터 범위 자동 설정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 자동 설정을 선택 해제하면 왼쪽 목록 창에서 선택한 축에 대한 데이터
범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종류에 따라 왼쪽 목록 창에서 축을 선택해도 데이터 범위 설정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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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축에서 제일 크기가 작은 눈금 시작 값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범위 자동 설정을 선택해제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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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댓값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축에서 제일 크기가 큰 눈금 끝 값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범위 자동 설정을 선택해제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눈금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축의 주 눈금 단위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범위 자동 설정을 선택해제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눈금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축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축에서 주 눈금 사이를 분할하는 보조
눈금 단위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범위 자동 설정을 선택해제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차트 속성 – 차트 서식

문자
글꼴 선택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대상에 대한 글꼴 설정을 변경하거나
대상 표시를 숨길 수 있습니다.

배경색
배경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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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대상에 대한 배경색 설정을 변경하거나
대상 표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선/테두리
선/테두리 색상 설정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대상에 대한 선/테두리 색상 설정을
변경하거나 대상 표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선/테두리 모양, 두께 설정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대상에 대한 선/테두리의 모양과 두께
설정을 변경합니다.

데이터 표식
데이터 표식 색상 설정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 표식 색상 설정을
변경하거나 대상 표식을 숨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식 모양, 효과 설정
왼쪽 목록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 표식의 모양과
그래픽 효과를 변경하거나 대상 표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왼쪽 목록 창 선택 목록에서 X 축 제로선, Y 축 제로선 옵션은 차트 종류를 XY 형 차트로 설정했을 때에만
표시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속성 미리 보기
차트에 적용할 글꼴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차트 미리 보기
변경될 차트의 모양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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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수식을 이용하여 복잡한 수학 마크업 언어(MathML)를 외우지 않고도 수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수식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수식을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수식]을 선택합니다.
3. [수식 목록]에서 [새 수식]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수식을 선택합니다.
[새 수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식 입력 영역이 표시되며 [수식 도구] 메뉴에서 수식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식 편집하기
삽입된 수식을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수식을 추가하여 다양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수식 영역 내부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수식 편집 상태가 되면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수식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3. [수식 도구] 그룹에서 다양한 수식이나 기호를 삽입하여 수식을 편집합니다.
4. 수식의 바깥 영역을 클릭하면 수식 편집이 완료됩니다.

수식을 그림으로 저장하기
작성한 수식을 그림 파일로 저장합니다.
1. 수식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2.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으로 바뀌고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면 클릭하여 수식을 선택합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그림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4. 그림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한 후,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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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작성한 수식을 사용자 수식으로 저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수식이나 사용자가 편집한 수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수식을 추가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수식 템플릿은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에서 [수식]의 [사용자 수식]과 [수식 도구] 탭 > [대표 수식]
그룹에서 [수식]의 [사용자 수식]에 나타납니다.
1. 수식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2.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으로 바뀌고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면 마우스를 클릭하여 수식을 선택합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4. [수식 템플릿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템플릿 이름: 템플릿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템플릿 이름은 기존에 만든
템플릿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작성자: 템플릿의 작성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작권: 템플릿의 저작권 정보를 입력합니다. 템플릿의 권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템플릿 설명: 템플릿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의 특징,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수식 템플릿 삭제하기
사용자 템플릿으로 저장한 수식을 삭제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수식] > [사용자 수식]에서 삭제할 수식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수식 도구] 탭 > [대표 수식] 그룹 > [수식] > [사용자 수식]에서 삭제할 수식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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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의 출판 형식 설정하기
MathML(Mathematical Markup Language)로 작성된 수식의 출판 형식을 지정합니다. MathML 은 수학 수식을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설정하는 정보는 전자책의 모든 문서에서 사용한 수식에 적용됩니다.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부가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기타 옵션]의 [수식 출판 형식]에서 [▼]를 눌러 설정합니다.
 원본 그대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출판합니다. MathML 을 지원하는 전자책 뷰어에서는 전자책에서
사용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변환: MathML 로 작성된 수식을 이미지로 변환하여 출판합니다. MathML 을 지원하지 않는 전자책
뷰어에서도 이미지로 변환된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식과 이미지 같이 출력: 수식을 MathML 형식과 이미지로 변환한 것을 같이 출판합니다. 전자책 뷰어에서
MathML 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에서 사용한 수식을 MathML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지로 변환된 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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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
전자책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삽입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문제]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문제 템플릿] 패널에서 삽입할 문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문제 템플릿이 삽입됩니다.
5. 편집 창에서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문제를 작성합니다.
삽입된 문제 유형에는 [배점]

, [힌트]

, [설명]

, [정답]

, [다시 풀기]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문제별로 [배점], [힌트], [설명], [정답]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문제 유형에 따라 [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68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문제 유형 선택하기
[위젯 템플릿] > [문제 템플릿] 패널에서 삽입할 문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진위형: 참과 거짓, O 와 X 를 선택할 수 있는 진위형 문제 템플릿입니다.
 완성형: 빈 칸에 답안을 작성하는 주관식 형태의 문제 템플릿입니다.
 선다형: 보기 항목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는 객관식 형태의 문제 템플릿입니다. 그림 보기 항목으로 구성된
유형도 제공합니다.
 연결형: 보기 항목을 연결하여 정답을 맞추는 연결식 형태의 문제 템플릿입니다. 가로, 세로, 2 단, 3 단으로
구성된 유형도 제공합니다.

배점 설정하기
문제에 대한 점수를 설정합니다.

문제별로 배점 설정하기
문제 각각에 대해 점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배점] 항목에 직접 점수를 입력하거나, 조절 단추로 점수를 조절합니다.
참고: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배점] 단추를 비활성화하면 문제 템플릿에 배점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점을 균등하게 설정하기
문제에 대한 점수를 100 점을 기준으로 하여, 문서 내의 전체 문제의 개수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배점 균할 분등]은 현재 편집 중인 문서에만 해당됩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총점] 항목에 직접 점수를 입력하거나, 조절 단추로 점수를 조절합니다.
3. [배점 균할 분등] 단추를 누릅니다.
4. 문서 내의 전체 문제에 대한 점수가 100 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참고: 문서 내의 문제에 배점을 균등하게 설정하는 것은 편집 중인 문서에서만 해당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문제의 개수가 많아서 문서의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문서에 스크롤링 레이어나 레이어 목록
위젯 템플릿을

추가한 후, 레이어 안에 문제를 추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에서 레이어 안에

문제를 모두 추가하였으므로, 배점을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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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입력하기
문제에 대한 힌트를 입력합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미리 보기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힌트] 항목에 문제에 대한 힌트를 입력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힌트] 단추를 비활성화하면 문제 템플릿에 힌트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명 입력하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데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미리 보기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명] 항목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명] 단추를 비활성화하면 문제 템플릿에 설명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답 설정하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설정합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정답을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유형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의 [미리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설정합니다.
 진위형: 'O' 또는 'X'를 선택합니다.

270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완성형: 단어 또는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정답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띄어쓰기나 기호가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기호로 인해서 오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선다형: 보기 번호를 선택합니다.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 정답에 해당하는 보기 번호를 모두 선택합니다.

 연결형: 서로 연결할 보기 항목을 순서에 따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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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을 누릅니다.

보조 설명 편집하기
문제에 대한 보조 설명을 편집합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의 [보조 설명] 단추를 켜고 [확인]을 누릅니다.
3. 편집 창에서 보조 설명 영역을 선택하고 [위젯 템플릿] 패널에서 다양한 위젯 템플릿을 삽입하여 편집합니다.

참고: 보조 설명은 보기 영역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소리 효과 적용하기
문제 풀이를 할 때, 정답과 오답에 따른 소리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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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소리 효과를 적용할 [정답 소리], [오답 소리], [채점 소리] 단추를 켜고 [파일
이름]에서

단추를 눌러 소리 파일을 찾아서 삽입합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보기 항목 편집하기
문제의 보기 항목을 편집합니다. 보기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보기 번호의 유형을 숫자 이외에
알파벳, 로마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 번호 유형 설정하기는 선다형 문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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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항목 추가하기
완성형, 선다형, 연결형 문제의 보기 문항을 추가합니다. 하나의 문제 유형에 보기 문항은 최대 10 개까지
가능합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의 [보기 개수]에서 조절 막대로 보기 개수를 추가합니다.
3. 보기 문항의 뒤에 순차적으로 추가됩니다.

보기 번호 유형 설정하기
선다형 문제의 보기 번호 유형을 숫자 이외에 알파벳, 로마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의 [보기 번호 유형]에서 알파벳, 로마자 등 보기 번호 유형을 선택합니다.
참고: [보기 번호 유형] 단추를 비활성화하면 보기 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채점하기 버튼 삽입하기
문제 유형이 삽입된 문서에 채점하기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후, 채점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점수와 총 문제 개수, 맞은 문제 개수, 틀린 문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점하기 버튼은 각 문서에 1 개만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채점하기는 각 문서에만 해당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채점하기 버튼]을 켭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채점하기가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채점하기 버튼]을 켭니다.
3. [확인]을 누릅니다.
4. 편집 창에 삽입된 마지막 문제 아래 줄에 채점하기가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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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아이콘 바꾸기
문제의 힌트, 설명, 정답 아이콘을 사용자 정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 삽입된 문제의 아이콘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림 바꾸기]

를 선택합니다.

2. [그림 바꾸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 변경하려는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3. 문제의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4. 삽입한 문제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문제 템플릿 설정]을 선택하여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5.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아이콘 동일하게 적용] 단추를 누릅니다.
6. [확인]을 누릅니다.
7. 문서에 삽입된 문제의 아이콘이 모두 변경됩니다.

문제 위젯 템플릿 설정하기
문제 위젯 템플릿의 배점, 힌트, 설명, 정답, 보조 설명, 소리 효과, 채점하기 등 문제 풀이의 선택 사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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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표시
문제의 맨 상단 오른쪽에 위치하는 [배점, 힌트, 설명, 채점] 아이콘을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버튼 위치
문제의 아이콘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문제 아이콘을 왼쪽에 배치합니다.
 가운데: 문제 아이콘을 가운데에 배치합니다.
 오른쪽: 문제 아이콘을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배점
문제의 점수를 직접 입력하거나 조절 단추로 조절합니다.
배점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배점을 표시합니다.
 꺼짐: 배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 설명
진위형과 연결형 문제의 문제 설명문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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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문제 설명문을 표시합니다.
 꺼짐: 문제 설명문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조 설명 설정
보기 항목 주변에 보조 설명을 추가합니다. 보조 설명 편집 영역은 위젯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왼쪽 보조 설명: 보조 설명을 왼쪽에 추가합니다.
 오른쪽 보조 설명: 보조 설명을 오른쪽에 추가합니다.
 위쪽 보조 설명: 보조 설명을 위쪽에 추가합니다.
 아래쪽 보조 설명: 보조 설명을 아래쪽에 추가합니다.

정답 소리
정답을 맞힌 경우 소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을 눌러 파일을 지정합니다.

 켜짐: 정답 소리를 지정합니다.
 꺼짐: 정답 소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오답 소리
오답인 경우 소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을 눌러 파일을 지정합니다.

 켜짐: 오답 소리를 지정합니다.
 꺼짐: 오답 소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보기 개수
문제의 보기 문항의 수를 설정합니다. 최대 10 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점하기 버튼
채점하기 버튼의 삽입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채점하기 버튼을 삽입합니다.
 꺼짐: 채점하기 버튼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채점 소리
채점 결과를 보여줄 때 소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을 눌러 파일을 지정합니다.

 켜짐: 채점 소리를 지정합니다.
 꺼짐: 채점 소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총점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277

총점의 점수를 직접 입력하거나 조절 단추로 조절합니다.
[배점 균할 분등] 단추를 눌러 총점을 문제의 개수에 맞게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아이콘 동일하게 적용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지로 힌트, 설명, 정답 아이콘을 모두 변경합니다. 1 개의 문서에서만 적용됩니다.

미리보기
문제 위젯 템플릿 설정값을 적용한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정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창은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설명
문제의 설명 표시 여부를 선택하고, 설명을 입력합니다.
 켜짐: 문제의 설명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꺼짐: 문제의 설명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힌트
문제의 힌트 표시 여부를 선택하고, 힌트를 입력합니다.
 켜짐: 문제의 힌트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꺼짐: 문제의 힌트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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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템플릿 목록
문서에 삽입된 문제 템플릿 목록을 보여줍니다. [문제 템플릿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제를 선택하면서 각 문제의
설정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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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에 선(직선, 자유선), 화살표, 다각형, 입체 도형, 말풍선 등 다양한 도형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도형은 모양 조절점을 이용하여 도형의 모양을 편집을 하거나 테두리, 배경색 등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형 삽입하기
1.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목록에서 삽입할 도형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3.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도형이 삽입됩니다.

조절점으로 도형 편집하기
삽입한 도형의 모양 조절점을 이용하여 도형의 모양을 편집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의 모양 조절점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모양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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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적용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크기 변경하기
너비, 높이 값을 지정하여 크기 변경하기
도형의 너비, 높이의 값을 각각 지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을 단위와 함께 입력합니다.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변경하기
도형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도형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 중 하나를 입력하면 변경 전의 비율이 유지되어
도형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도형의 오른쪽 아래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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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 변경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조절점 중 하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위치 이동하기
편집 창에서 도형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 이동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X 좌표] 또는 [Y 좌표]의 값(단위: px)을 입력합니다.
참고: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도형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위치 기준]은 [도형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도형이 속해 있는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위

: 편집 영역에서 왼쪽의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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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가운데 중간)
 오른쪽 중간
 왼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도형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기
도형의 각도를 달리하여 회전시키거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전 핸들을 이용하여 회전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의 위쪽에 표시되는 회전 핸들( )을 선택합니다.

3. 회전 핸들을 마우스로 누른 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도형이 회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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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 단위로 회전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모양] 그룹 > [회전]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좌우 대칭: 좌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하 대칭: 위아래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상태로: 회전하기 전의 초기 상태로 돌립니다.

배경에 색상 설정하기
색상을 선택하여 도형의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배경색 지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배경색 없애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모양] 그룹 > [배경색]의 [▼]를 누릅니다.
3. [색 없음]을 선택합니다.

테두리 설정하기
도형에 테두리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색상, 두께,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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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 두께], [선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애기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투명도 설정하기
도형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투명도는 도형에 배경색을 지정한 경우에 적용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모양] 그룹에서 [투명도]에 원하는 값을 지정합니다.
참고: 투명도는 1 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투명해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하기
문서에 삽입한 도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합니다.

위치 정렬하기
도형을 2 개 이상 선택하여 마지막에 선택한 도형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도형을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할 도형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참고: 편집 창의 모든 도형을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정렬] 그룹 > [위치]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왼쪽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의 왼쪽(X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가운데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 너비의 가운데를 맞춰서 정렬합니다.
 오른쪽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의 오른쪽(X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위쪽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의 위쪽(Y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중간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 높이의 가운데를 맞춰서 정렬합니다.
 아래쪽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의 아랫쪽(Y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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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정렬하기
도형을 2 개 이상 선택하여 마지막에 선택한 도형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도형을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할 도형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참고: 편집 창의 모든 도형을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정렬] 그룹 > [크기]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너비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과 너비가 같도록 도형의 크기를 맞춥니다.
 높이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과 높이가 같도록 도형의 크기를 맞춥니다.
 크기 맞춤: 기준이 되는 도형과 너비, 높이가 같도록 도형의 크기를 맞춥니다.

간격 정렬하기
도형을 3 개 이상 선택하여 선택한 도형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정렬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좌우 간격은 편집 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도형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하 간격은 편집 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도형과 가장 아래에 있는 도형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참고: 편집 창의 모든 도형을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정렬] 그룹 > [간격]을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좌우 간격 맞춤: 도형들의 좌우 간격이 같도록 정렬합니다.
 상하 간격 맞춤: 도형들의 상하 간격이 같도록 정렬합니다.

순서 정렬하기
도형의 순서(z-index)를 정렬합니다. z-index 는 도형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z-index 의 값이 큰 도형이 값이
작은 도형보다 앞에 보입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정렬] 그룹 > [순서]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도형의 순서를 가장 앞으로 가져옵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도형의 순서를 현재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뒤로 보내기: 선택한 도형의 순서를 현재의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한 도형의 순서를 가장 뒤로 보냅니다.
 사용자 지정: [객체 순서] 패널이 나타납니다. 객체 순서 패널에서 직접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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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설정하기
도형을 2 개 이상 선택하여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도형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룹으로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2 개 이상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정렬] 그룹 > [그룹]의 [▼]를 누른 다음, [그룹 설정]을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Ctrl+G>를
누르면 그룹으로 설정됩니다.

그룹 해제하기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2 개 이상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2. [도형 도구] 탭 > [정렬] 그룹 > [그룹]의 [▼]를 누른 다음, [그룹 해제]를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Ctrl+Shift+G>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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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삽입하기
사용자의 그림 파일을 문서에 삽입하거나 클립보드에서 그림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탐색기의 그림 파일을
편집 창의 문서에 끌어다 놓기로 편집 중인 문서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 파일 삽입 시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그림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으며 템플릿의 형태에 맞춰 그림의
설명을 함께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한

그림

파일은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Projects\{전자책

이름}\content\nep_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GIF, JPG, PNG, 비트맵 파일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그림] 그룹 > [그림]을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그림] 패널에서 [내장형]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열기]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5. 편집 영역의 중앙에 그림이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그림] 그룹 > [그림]을 선택합니다.
3. [위젯 템플릿] > [그림] 패널에서 [내장형]을 선택합니다.
4.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려면 <Ctrl> 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 파일을 선택합니다. 커서의 위치에 그림이 삽입됩니다.
참고: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Namo Author 편집 창으로 끌어다 놓으면 그림이 삽입됩니다.

그림 파일이 가진 방향 정보를 유지하여 삽입하기
사진을 촬영한 그림 파일 등, 이미지가 방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방향 정보를 유지하여 문서에 삽입합니다.
가로로 회전하여 촬영한 그림 파일을 삽입할 때, [열기] 대화 상자에서 사진이 세로로 보이지만 촬영할 때의 방향
정보를 따라서 삽입하도록 설정합니다.
설정한 값은 새로 만드는 전자책부터 적용됩니다. 설정한 정보를 편집 중인 전자책에도 적용하려면, 전자책을 닫은
후, 다시 열어야 적용됩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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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설정]의 [이미지 방향 보정]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비율 유지 속성 정보를 가지도록 그림 파일을 삽입하기
문서에 그림 파일을 삽입할 때 그림의 속성 정보 중에서 [비율 유지] 속성을 설정하여 삽입합니다.
설정한 값은 새로 만드는 전자책부터 적용됩니다. 설정한 정보를 편집 중인 전자책에도 적용하려면, 전자책을 닫은
후 다시 열어야 적용됩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편집 설정]의 [비율 유지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림 위젯 템플릿 이용하여 삽입하기
그림 파일을 문서에 삽입할 때,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그림 위젯 템플릿을 이용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하면 삽입하는 그림의 형태,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삽입] 탭 > [그림] 그룹 > [그림]을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그림] 패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장형: 그림 요소만 삽입됩니다.
 기본형: 그림 하단에 캡션이 삽입됩니다.
 기본형(캡션 감추기): 그림과 감추기된 캡션이 삽입됩니다. 숨겨진 캡션은 [그림 도구] 탭 > [캡션] 그룹 >
[캡션 감추기]를 선택해제하면 나타납니다.
 하단 설명형: 그림 하단에 설명과 캡션이 삽입됩니다.
 상단 설명형: 그림 상단에 설명이 삽입되고 그림 하단에 캡션이 삽입됩니다.
 오른쪽 설명형: 그림 오른쪽에 설명이 삽입되고 그림 하단에 캡션이 삽입됩니다.
 왼쪽 설명형: 그림 왼쪽에 설명이 삽입되고 그림 하단에 캡션이 삽입됩니다.
 임의 위치 설명형: 그림 설명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캡션은 그림 하단에 삽입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열기]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5. 편집 창에 그림 위젯 템플릿이 삽입됩니다.

클립아트 삽입하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클립아트를 삽입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그림] 그룹 > [클립아트]를 선택합니다.
2. 클립아트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편집 창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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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되면,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합니다.

4. 드래그한 크기의 클립아트가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클립아트를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그림] 그룹 > [클립아트]를 선택합니다.
3. 클립아트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커서의 위치에 클립아트가 삽입됩니다.

화면을 캡처하여 삽입하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영역을 캡처하여 편집 창에 바로 삽입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그림] 그룹 > [화면캡처]를 선택합니다.
2. 화면 캡처 상태가 되면 캡처할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3. 편집 창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되면,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합니다.

4. 드래그한 크기의 캡처 화면이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캡처 화면을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그림] 그룹 > [화면캡처]를 선택합니다.
3. 화면 캡처 상태가 되면 캡처할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4. 커서의 위치에 캡처한 화면이 삽입됩니다.

크기 변경하기
너비, 높이 값을 지정하여 크기 변경하기
그림의 너비, 높이의 값을 각각 지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을 단위와 함께 입력합니다.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변경하기
그림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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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그림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 중 하나를 입력하면 변경 전의 비율이 유지되어
그림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비율 유지]를 선택하지 않고 <Shift> 키를 누른 채 그림 오른쪽 아래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비율이 유지되어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우스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 변경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조절점 중 하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원본 크기로 변경하기
그림을 원본 크기로 변경합니다. 그림 템플릿을 이용하여 삽입한 그림은 원본 크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에서 [원본 크기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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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창에서 위치 이동하기
편집 창에서 그림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 이동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X 좌표] 또는 [Y 좌표]의 값(단위: px)을 입력합니다.
참고: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그림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위치 기준]은 [그림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그림이 속해 있는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위

: 편집 영역에서 왼쪽의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오른쪽 중간
 왼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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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그림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그림 바꾸기
편집 창에 삽입된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 > [그림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그림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림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하기
Namo Author 에서는 내부의 그림 편집기를 제공하여 별도의 그림 편집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Namo
Author 에서 직접 전문가 수준의 그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면 [그림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 > [그림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합니다.
3. 그림 편집을 완료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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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르기
그림의 일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특정 부분만 선택하여 잘라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모양대로 잘라내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 선택한 부분만 남기고 그 외 부분을 잘라냅니다.

 안쪽 자르기
 오려내기

: 선택한 영역을 잘라냅니다.
: 선택한 영역을 오려내어 그림 위에 개체로 삽입합니다. 오려낸 부분의 개체는 그림 편집기의

도구 모음에서 [선택]

을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회전하기/뒤집기
각도를 달리하여 그림을 회전시키거나 그림을 거울에 비춘 것처럼 좌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기

: 그림을 왼쪽으로 90 도 회전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기

: 그림을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합니다.

 좌우로 뒤집기

: 그림을 좌우로 뒤집습니다.

 상하로 뒤집기

: 그림을 위아래로 뒤집습니다.

선 그리기
그림 위에 자유 형태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1. [그림 편집기]의 오른쪽 버튼에서 리터치

를 선택합니다.

2. [그리기] 도구에서 원하는 그리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3. [질감]에서 원하는 선의 질감을 선택합니다.
4. [리터치]에서 원하는 효과를 선택합니다.
5. 선 색상과 투명도, 두께를 지정합니다.
6. 그림 위를 클릭한 뒤 드래그하여 선을 그립니다.
참고: 그림 편집기의 [지우개]

를 선택한 후 그림 위에 추가한 선을 지울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나 원 그리기
그림 위에 사각형이나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1. [그림 편집기]의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을 선택합니다.

2. [도형 그리기] 도구에서 타원 또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합니다.
3. 테두리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 때 배경색 없이 테두리만 보이도록 하려면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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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조정하기
그림의 색상, 선명도, 채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림 편집기]에서 [색 조정]

을 선택합니다.

2. 슬라이드 바를 드래그하여 선명도, 색조, 채도, 밝기, 명도, 대비, 색상 균형(R,G,B) 값 등을 지정합니다.
3. [적용]을 누릅니다.

글자 추가하기
그림 위에 글자 추가하기
1. [그림 편집기]에서 [텍스트]

를 선택합니다.

2. 글꼴과 글자 크기, 글자 서식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색상과 배경색을 지정하거나,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투명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3. 글자 상자에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삽입]을 클릭하면 그림 위에 글자가 추가됩니다. 기호를 삽입하려면
[기호]

를 눌러 기호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기호를 선택한 후 [적용]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말풍선에 글자 추가하기
1. [그림 편집기]에서 [말풍선]

을 선택합니다.

2. 말풍선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3. 글꼴과 글자 크기, 글자 서식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색상과 말풍선의 배경색을 지정하거나,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투명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글자 상자에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삽입]을 클릭하면 그림 위에 말풍선 모양의 글자가 추가됩니다. 기호를
삽입하려면 [기호]

를 눌러 기호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기호를 선택한 후 [적용]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액자 효과 적용하기
1. [그림 편집기]에서 [액자]

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액자 모양을 선택하면 그림 편집기에 적용됩니다.

외부 그림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하기
외부 그림 편집기 설정하기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그림 편집기 외에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에 삽입된 그림을 편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을 선택합니다.
2. [그림 편집기 설정]의 [외부 프로그램 연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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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보기]를 눌러 외부 그림 편집기의 실행 파일(*.exe)을 선택합니다.
4. [열기]를 누릅니다.
5. [프로그램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6.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 > [그림 편집기]를 누르면 설정한 그림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외부 그림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하기
설정한 외부 프로그램으로 문서에 삽입된 그림을 편집한 후, 편집 중인 문서에 적용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 > [그림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3. 설정한 그림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4. 그림을 편집한 후, 외부 그림 편집기에서 편집한 그림을 저장합니다.
5. Namo Author 편집 창에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6. [예]를 누르면, 외부 그림 편집기에서 편집한 그림이 편집 중인 문서에 적용됩니다.

그림 배치하기
그림과 글자의 배치 방법을 지정합니다. 그림 배치는 그림이 레이어(글 상자) 안에 있는 경우와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그림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모양] 그룹 > [배치]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글자 위: 글자의 맨 위쪽에 그림의 맨 위쪽을 맞추어 정렬합니다.
 줄 중간: 줄의 가운데에 그림의 가운데를 맞추어 정렬합니다.
 기준선: 그림의 아래 부분에 글자의 기준선을 맞춥니다.
 글자 아래: 줄의 아래 부분에 그림의 아래 부분을 맞추어 정렬합니다.
 위첨자 아래: 위첨자의 아래쪽과 그림의 아래쪽을 서로 맞추어 정렬합니다.
 아래첨자 위: 아래 첨자의 맨 위쪽과 글자의 맨 위쪽을 서로 맞추어 정렬합니다.
 왼쪽 어울림: 그림을 글자 왼쪽에 배치하고 그림 주변으로 글자를 배치합니다.
 오른쪽 어울림: 그림을 글자 오른쪽에 배치하고 그림 주변으로 글자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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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기
회전 핸들을 이용하여 회전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의 위쪽에 표시되는 회전 핸들( )을 선택합니다.

3. 회전 핸들( )을 마우스로 누른 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그림이 회전됩니다.

90 도 단위로 회전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모양] 그룹 > [회전]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90 도 회전시킵니다.
 좌우 대칭: 좌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하 대칭: 위아래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상태로: 회전하기 전의 초기 상태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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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설정하기
그림에 테두리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색상, 두께,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팔레트에 없는 색상을 테두리의 색상으로 지정하려면 [다른 색]을
선택한 후, 색상을 선택합니다.
4. 선 두께, 선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애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모양] 그룹 > [테두리]의 [▼]를 누릅니다.
3.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안쪽 여백 설정하기
그림의 안쪽 여백을 지정합니다. 그림의 안쪽 여백은 그림에 테두리가 있는 경우, 테두리와 그림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모양] 그룹 > [안쪽 여백]에 원하는 값을 지정합니다.

투명도 설정하기
그림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모양] 그룹 > [투명도]에 원하는 값을 지정합니다. 투명도는 1 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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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하기
문서에 삽입한 그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렬합니다.

위치 정렬하기
그림을 2 개 이상 선택하여 마지막에 선택한 그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그림을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그림을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할 그림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참고: 편집 창의 모든 그림을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정렬] 그룹 > [위치]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왼쪽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의 왼쪽(X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가운데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 너비의 가운데를 맞춰서 정렬합니다.
 오른쪽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의 오른쪽(X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위쪽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의 위쪽(Y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중간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 높이의 가운데를 맞춰서 정렬합니다.
 아래쪽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의 아랫쪽(Y 좌표)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크기 정렬하기
그림을 2 개 이상 선택하여, 마지막에 선택한 그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그림을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그림을 선택합니다. 기준으로 할 그림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참고: 편집 창의 모든 그림을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정렬] 그룹 > [크기]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너비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과 너비가 같도록 그림의 크기를 맞춥니다.
 높이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과 높이가 같도록 그림의 크기를 맞춥니다.
 크기 맞춤: 기준이 되는 그림과 너비, 높이가 같도록 그림의 크기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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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정렬하기
그림을 3 개 이상 선택하여, 선택한 그림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정렬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좌우 간격은 편집 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하 간격은 편집 창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림과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의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편집 창의 모든 그림을 선택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객체 선택] >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정렬] 그룹 > [간격]을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좌우 간격 맞춤: 그림들의 좌우 간격이 같도록 정렬합니다.
 상하 간격 맞춤: 그림들의 상하 간격이 같도록 정렬합니다.

순서 정렬하기
그림의 순서(z-index)를 정렬합니다. z-index 는 그림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z-index 의 값이 큰 그림이 값이
작은 그림보다 앞에 보입니다.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정렬] 그룹 > [순서]를 선택한 후,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그림의 순서를 가장 앞으로 가져옵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그림의 순서를 현재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뒤로 보내기: 선택한 그림의 순서를 현재의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한 그림의 순서를 가장 뒤로 보냅니다.
 사용자 지정 : [객체 순서] 패널이 나타납니다. 객체 순서 패널에서 직접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설정하기
그림을 2 개 이상 선택하여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그림의 [위치 기준]이 [고정]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룹으로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2 개 이상의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정렬] 그룹 > [그룹]의 [▼]를 누른 다음, [그룹 설정]을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Ctrl+G>를
누르면 그룹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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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해제하기
1. 편집 창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2 개 이상의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정렬] 그룹 > [그룹]의 [▼]를 누른 다음, [그룹 해제]를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Ctrl+Shift+G>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그림에 효과 적용하기
그림에 그림자, 테두리, 반사 등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Namo Author 에서는 복잡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림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그림 효과] 그룹에서 그림에 적용할 효과를 선택합니다. 그림에 적용된 효과를 해제하려면
[그림 도구] 탭의 [그림 효과] 그룹에서 [원본(효과 없음)]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맵 설정하기
이미지 맵은 그림의 특정 부분을 클릭했을 때 서로 다른 주소(URL)로 이동하도록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 맵을 사용하면 하나의 그림에 여러 개의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맵 영역 만들기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메뉴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경우, 각 메뉴에 하나씩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여 메뉴에 맞는
문서가 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그림 내에서 서로 다른 주소(URL)로 연결된 특정 영역들을 맵 영역이라고
합니다. 맵 영역은 사각형, 원형, 다각형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 지정된 맵 영역을 표시하려면 [그림 도구] 탭 > [이미지 맵] 그룹 > [맵 영역 표시]를 선택합니다.

사각형/원형 맵 영역 만들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이미지 맵] 그룹 > [사각형] 또는 [원형]을 선택합니다.
3. 그림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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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위에서 맵 영역을 시작할 곳부터 마우스를 끌어서 영역을 지정합니다.

5.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맵 영역이 보입니다.
6. 맵 영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미지 맵 설정]을 선택합니다.
7. [이미지 맵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합니다.
8. [확인]을 누릅니다.

다각형 맵 영역 만들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이미지 맵] 그룹 > [다각형]을 선택합니다.
3. 그림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4. 그림 위에서 다각형의 첫 꼭지점이 될 곳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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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됩니다.

5. 다각형의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이 될 곳을 클릭합니다. 이 때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다각형 영역이
표시됩니다.

6. 맵 영역 지정을 완료했으면, 이미지의 바깥 영역을 클릭하여 맵 영역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7. 맵 영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미지 맵 설정]을 선택합니다.
8. [이미지 맵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합니다.
9. [확인]을 누릅니다.

이미지 맵 지우기
그림에 설정한 이미지 맵을 삭제합니다.
1. 그림의 삭제할 맵 영역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립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미지 맵 삭제]를 선택합니다.
 맵 영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미지 맵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맵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 맵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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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캡션 설정하기
그림에 캡션을 추가하고 캡션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림에 추가한 캡션은 그림을 대표하는 제목이 될 수 있으며,
그림 목록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캡션 추가하기
그림에 캡션을 추가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캡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3. [그림 캡션 추가] 대화 상자에서 캡션의 이름을 입력하고 속성을 지정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캡션의 위치 지정하기
그림 캡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캡션] 그룹 > [위치]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위: 캡션을 그림의 위에 위치시킵니다.
 아래: 캡션을 그림의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캡션 정렬하기
그림 캡션을 정렬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캡션] 그룹 > [정렬]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정렬: 캡션을 그림의 왼쪽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캡션을 그림의 가운데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오른쪽 정렬: 캡션을 그림의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양쪽 맞춤: 캡션을 그림의 양쪽 끝에 고르게 맞춰서 정렬합니다.

306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캡션 감추기/보이기
그림에 추가한 캡션을 감추거나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캡션을 감추더라도 설정해 둔 캡션으로 그림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림 도구] 탭 > [캡션] 그룹 > [캡션 감추기]를 선택하면 그림에 설정된 캡션이 감춰집니다.
 [그림 도구] 탭 > [캡션] 그룹 > [캡션 감추기] 선택을 해제하면 그림에 설정된 캡션이 보입니다.

캡션 삭제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캡션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림에 애니메이션 효과 삽입하기
편집 창에 삽입한 그림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삽입]을 선택합니다.
3. [애니메이션] 대화 상자에서 [애니메이션 효과]와 [동작 옵션]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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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텍스트 설정하기
그림을 볼 수 없거나 그림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그림의 정보를 대체하여 글자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대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3. [대체 텍스트]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의 정보를 대체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의 출판 형식 설정하기(최적화 설정)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출판 형식을 지정합니다.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은 출판할 때 EPUB 파일로 압축되어
저장됩니다. 사용한 그림이 많거나 그림의 용량이 클수록, 동일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EPUB 파일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출판 시 EPUB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픽셀 크기만큼
줄어들도록 설정합니다. 설정하는 정보는 전자책의 모든 문서에서 사용한 그림에 적용됩니다.

모든 그림의 크기를 최적화하도록 설정하기
1.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부가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기타 옵션]의 [그림 출판 형식]에서 [▼]를 눌러 설정합니다.
 원본 그대로: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원본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림 최적화: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크기로 저장합니다. 사용한 그림의 크기가 원본 파일보다 클
경우에는 [원본 그대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별로 크기를 최적화하기
전자책 속성에서 설정한 정보는 전자책의 모든 문서에서 사용한 그림에서 적용되지만, 그림마다 출판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출판 시 그림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설정: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크기로 저장합니다.
 해제: 전자책에서 사용한 그림의 원본 파일을 저장합니다.
참고:
 동일한 그림 파일을 전자책에서 여러번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그림의 가장 큰 크기로 저장됩니다.
 전자책에 사용한 그림의 크기가 원본 그림 파일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원본 그림 파일의 크기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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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그림에 대해서만 최적화 설정이 되며, 그림 최적화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부가 정보] 탭의 [그림 출판 형식]에서 설정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그림이 최적화되어 출판된 것을 확인하려면, 전자책을 [출판 시 그림 최적화]를 설정하여 출판한 EPUB 파일과
설정하지 않고 출판한 EPUB 파일의 크기를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정보 확인하기
전자책에 삽입한 그림의 파일 이름, 유형,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림 파일의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보기] 그룹 > [그림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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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
SVG 파일 삽입하기
SVG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 옵션에 따라 삽입합니다.
SVG(Scalable Vector Graphics)는 2 차원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의 파일 형식으로, 오픈 표준의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입니다. SVG 형식의 이미지와 그 작동은 XML 텍스트 파일들로 정의되어 검색화, 목록화,
스크립트화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압축도 가능합니다.
SVG 형식의 파일은 SVG 기반의 전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이 가능하며, XML 파일로 되어
있으므로 문서 편집기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SVG]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3. [SVG 삽입] 대화 상자에서 SVG 파일의 삽입 방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오브젝트로 삽입: SVG 파일에 정의된 스크립트(예: 애니메이션)가 동작되도록 삽입합니다.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삽입: SVG 파일에 정의된 스크립트의 동작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삽입합니다.
 소스로 삽입: Namo Author 편집 창의 소스 모드에서 SVG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SVG 소스를
삽입합니다.
4.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림이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그림을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에서 [SVG]를 선택합니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4. [SVG 삽입] 대화 상자에서 SVG 파일의 삽입 방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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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 놓기하여 삽입하기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Namo Author 편집 창으로 끌어다 놓으면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SVG]
메뉴로 삽입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SVG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삽입된 경우에는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 \Namo\NamoAuthor\Projects\
{전자책 이름}\content\nep_image\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삽입된 경우에는 그림 파일을 바꾸거나 그림을 편집할 수 있으며, 그림에 애니메이션
효과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 바꾸기: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 또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그림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편집하기: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 탭 > [편집] 그룹 또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그림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삽입하기: 편집 창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삽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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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갤러리 위젯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그림을 갤러리 형태로 삽입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젯 삽입하기
1.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위젯]을 선택합니다.
2.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이 나타나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목록에서 위젯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위젯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본문에 삽입]을 선택합니다.
편집 창에 삽입된 위젯을 선택하면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위젯 속성] 탭이 활성화됩니다.
삽입된 갤러리 위젯은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미리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으며, 섬네일을 선택하거나
그림을 쓸어 넘기면서 확인합니다.

위젯의 속성 설정하기
삽입한 갤러리의 그림을 변경하거나, 형태, 성질 등 다양한 속성을 설정합니다. 갤러리로 보여주는 그림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림 편집기를 이용하여 위젯에 추가한 그림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추가하기
갤러리에 새로운 그림을 추가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갤러리 위젯을 선택하면,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위젯 속성] 탭이 활성화 됩니다.
2. [위젯 속성] 탭의 [그림 목록]에서 [파일 추가]

를 누릅니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그림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여러 개의 그림을 선택하려면 <Ctrl> 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림 삭제하기
갤러리에 보여지는 그림을 삭제합니다.
1. 편집 창에서 갤러리 위젯을 선택하면,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위젯 속성] 탭이 활성화 됩니다.
2. [위젯 속성] 탭의 [그림 목록]에서 삭제할 그림을 선택하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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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그림 편집하기
갤러리에 삽입된 그림을 편집합니다. Namo Author 그림 편집기 또는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기타 설정]
탭 > [그림 편집기 설정]에 설정한 편집기를 이용하여 그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갤러리 위젯을 선택하면,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위젯 속성] 탭이 활성화 됩니다.
2. [위젯 속성] 탭의 [그림 목록]에서 편집할 그림을 더블 클릭합니다.
3. 그림 편집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유롭게 그림을 편집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편집한 그림의 파일명이 그림 목록에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위젯을 사용자 위젯으로 추가하기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의 [위젯 목록]에서 [위젯]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의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위젯 속성을 변경하여 사용자 위젯으로 추가하기
사용자에 맞게 속성을 설정한 위젯을 사용자 위젯으로 추가합니다. 여러 본문에 삽입하고자 할 때, [내
라이브러리]에서 위젯을 선택하여 동일한 위젯을 언제든지 쉽게 찾아 편집 창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갤러리 위젯을 선택하면,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위젯 속성] 탭이 활성화 됩니다.
2. 위젯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3. [위젯 속성] 패널 오른쪽 상단의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를 누릅니다.

4.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내용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위젯 라이브러리]
패널의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크기 변경하기
위젯의 크기는 픽셀 값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너비와 높이를 각각 변경하거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너비, 높이 값을 지정하여 크기 변경하기
위젯의 너비, 높이의 값을 각각 지정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위젯을 선택합니다.
2. [편집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을 단위와 함께 입력합니다.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변경하기
위젯의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위젯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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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편집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 값 중 하나를 입력하면 변경 전의 비율이 유지되어 위젯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위젯의 오른쪽 아래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비율 유지]를 선택하지 않고 <Shift> 키를 누른 채 위젯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비율이 유지되어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우스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 변경하기
1. 편집 창에서 위젯을 선택합니다.
2. 조절점 중 하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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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에 비디오를 삽입할 수 있으며, 전자책을 볼 때 해당 비디오가 재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삽입 시 비디오 위젯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삽입하기
전자책에 비디오 파일을 삽입하거나,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비디오 콘텐츠의 주소(URL)를 입력하여 전자책을 볼
때 해당 비디오가 재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삽입이 가능한 비디오 파일의 종류는 *.mp4, *.m4v 입니다.
비디오 위젯 템플릿은 비디오 파일을 삽입하여 비디오 플레이어와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비디오는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비디오

파일은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Namo\NamoAuthor\Projects\{전자책

이름}\content\nep_video\ 폴더에 저장됩니다.

MP4 비디오 파일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비디오] 패널에서 내장형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비디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로컬 파일 선택: [열기] 단추를 눌러 삽입할 비디오 파일을 엽니다.
 URL 입력: 비디오 파일의 위치를 주소(URL)로 삽입합니다.
5. 편집 영역의 중앙에 비디오가 삽입됩니다.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315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3. [위젯 템플릿] > [비디오] 패널에서 내장형을 선택합니다.
4.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5. [비디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로컬 파일 선택: [열기] 단추를 눌러 삽입할 비디오 파일을 엽니다.
 URL 입력: 비디오 파일의 위치를 주소(URL)로 삽입합니다.
6. 커서가 위치한 곳에 비디오가 삽입됩니다.

참고: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Namo Author 편집 창으로 끌어다 놓으면 비디오가 삽입됩니다.

링크 정보를 입력하여 비디오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비디오]의 [▼]를 누릅니다.
2. [외부 링크로 비디오 삽입]을 선택합니다.
3. [외부 링크로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서 링크로 연결할 비디오의 주소(URL) 또는 HTML 태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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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을 누릅니다.
5.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비디오가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비디오]의 [▼]를 누릅니다.
3. [외부 링크로 비디오 삽입]을 선택합니다.
3. [외부 링크로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서 링크로 연결할 비디오의 주소(URL) 또는 HTML 태그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비디오 위젯 템플릿을 사용하여 삽입하기
1.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비디오] 패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장형: 비디오 요소만 삽입됩니다. 뷰어의 기본 컨트롤바가 나타납니다.
 기본형: 기본형 컨트롤 바가 삽입됩니다. 뷰어마다 동일한 컨트롤 바가 나타납니다.
 가로형: 비디오 목록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타나고 컨트롤바가 하단에 삽입됩니다.
 가로형(썸네일): 비디오 목록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타나고 컨트롤바가 하단에 삽입됩니다. 비디오 목록에는
썸네일만 나타납니다.
 세로형: 비디오 목록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나타나고 컨트롤바가 하단에 삽입됩니다.
 세로형(썸네일): 비디오 목록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나타나고 컨트롤바가 하단에 삽입됩니다. 비디오 목록에는
썸네일만 나타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비디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로컬 파일 선택: [열기] 단추를 눌러 삽입할 비디오 파일을 열기합니다.
 URL 입력: 비디오 파일의 위치를 주소(URL)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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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집 창에 비디오 위젯 템플릿이 삽입됩니다.

참고:
 편집 창에 삽입된 비디오 위젯 템플릿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바로가기
메뉴의 [비디오 설정]을 선택하면 [미디어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미디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비디오
위젯 템플릿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화면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스터 설정]을 선택하면 비디오의 포스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삽입했을 때, 비디오의 첫 화면이 임시 포스터로 생성됩니다.

미디어 설정하기
비디오 위젯 템플릿의 재생, 볼륨, 진행 상태, 버튼, 아이콘 등 비디오 컨트롤 선택 사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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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생
비디오의 자동 재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를 자동 재생합니다.
 꺼짐: 비디오를 자동 재생하지 않습니다.

반복 재생
비디오의 반복 재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를 반복 재생합니다.
 꺼짐: 비디오를 반복 재생하지 않습니다.

클릭시 재생
비디오 화면의 중앙에 재생 버튼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 화면에 재생 버튼이 나타납니다.
 꺼짐: 비디오 화면에 재생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컨트롤 표시
비디오의 컨트롤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의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의 컨트롤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목록 컨트롤 표시
비디오 목록의 컨트롤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 목록의 컨트를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 목록의 컨트롤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볼륨 표시
비디오의 볼륨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 컨트롤에 볼륨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 컨트롤에 볼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체화면 버튼 표시
비디오를 전체화면으로 보이도록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 컨트롤에 전체화면 버튼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 컨트롤에 전체화면 버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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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간 표시
비디오의 진행시간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 컨트롤에 진행시간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 컨트롤에 진행시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시간 글자 크기
비디오의 진행시간 글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진행시간 색상
비디오 진행시간 글자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진행상태 버튼 표시
비디오의 진행상태 버튼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의 진행상태 버튼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의 진행상태 버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 경계 효과
비디오의 진행상태 경계 효과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의 진행상태 경계 효과를 표시합니다. 진행상태의 경계를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꺼짐: 비디오의 진행상태 경계 효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 색상
비디오 진행상태 색상을 설정합니다.

진행상태 배경 색상
비디오 진행상태 배경 색상을 설정합니다.

목록 버튼 표시
비디오 목록 버튼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의 목록 버튼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의 목록 버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목록 표시
비디오 목록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비디오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꺼짐: 비디오의 목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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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위치
비디오 목록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비디오의 목록을 비디오 화면의 왼쪽에 표시합니다.
 오른쪽: 비디오의 목록을 비디오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위: 비디오의 목록을 비디오 화면의 위쪽에 표시합니다.
 아래: 비디오의 목록을 비디오 화면의 아래쪽에 표시합니다.

목록 선택 글자색
비디오 목록에서 선택한 비디오 항목의 글자색을 설정합니다.

목록 선택 배경색
비디오 목록에서 선택한 비디오 항목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파일 이름
비디오 목록에서 선택한 비디오 항목의 파일 이름을 보여주며, 삭제, 추가, 수정 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
비디오 컨트롤을 구성하는 아이콘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아이콘 종류
비디오 컨트롤을 구성하는 아이콘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테마별로 비디오 컨트롤 아이콘이
적용됩니다.

아이콘 선택
비디오 컨트롤을 구성하는 인디케이터, 재생, 정지, 볼륨, 음소거, 목록 보기, 전체화면, 처음으로, 이전으로,
셔플 활성 상태, 셔플 비활성 상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의 아이콘을 설정합니다.

을 눌러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콘으로 초기화
비디오 컨트롤 구성 아이콘의 이미지를 기본 아이콘으로 초기화합니다.

미리보기
비디오 위젯 템플릿 설정값을 적용한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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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변경하기
너비, 높이 값을 지정하여 크기 변경하기
비디오의 너비, 높이의 값을 각각 지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을 단위와 함께 입력합니다.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변경하기
비디오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비디오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 중 하나를 입력하면, 변경 전의 비율이 유지되어
비디오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비디오의 오른쪽 아래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참고: [비율 유지]를 선택하지 않고 <Shift> 키를 누른 채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비율이 유지되어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우스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 변경하기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조절점 중 하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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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크기로 변경하기
비디오를 원본 크기로 변경합니다. 외부 링크로 비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원본 크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그림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원본 크기로]를 선택합니다.

편집 창에서 위치 이동하기
편집 창에서 비디오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비디오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위치 기준]은 [비디오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X 좌표] 또는 [Y 좌표]의 값(단위: px)을 입력합니다.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비디오가 속해 있는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위

: 편집 영역에서 왼쪽의 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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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위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오른쪽 중간
 왼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비디오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재생 속성 설정하기
비디오의 컨트롤러 표시, 자동 재생, 반복 재생 속성을 지정합니다. 설정한 속성은 미리 보기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컨트롤러 표시 여부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속성] 그룹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표시]를 선택하면 재생, 중지, 볼륨 조절과 같은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컨트롤 표시] 선택을 해제하면 컨트롤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하기
전자책에서 비디오가 있는 페이지를 열었을 때, 비디오를 자동으로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속성] 그룹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동 재생]을 선택하면 전자책에서 비디오가 있는 페이지를 열면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자동 재생] 선택을 해제하면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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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가 반복하여 재생되도록 설정하기
비디오를 재생할 때, 재생이 끝난 후 반복하여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속성] 그룹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반복 재생]을 선택하면 전자책에서 비디오 재생 시 비디오가 반복하여 재생됩니다.
 [반복 재생] 선택을 해제하면 비디오가 반복하여 재생되지 않습니다.

비디오의 대체 파일 설정하기
MP4 확장자를 가진 비디오 파일은 내부의 코덱 구성에 따라 전자책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의 대체 텍스트와 같이 전자책 뷰어에 따라 삽입한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하여 재생할 비디오 파일을 설정합니다. 이때, 삽입한 비디오 파일과 동일한 형식을 대체 파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 링크로 비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대체 파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편집] 그룹 > [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비디오 설정]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눌러 비디오 파일을 지정합니다.

포스터 설정하기
비디오의 재생 대기 상태에서 첫 화면에 표시할 포스터(비디오의 대표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비디오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설정하거나 그림 파일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로 비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포스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스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3. [포스터 추출 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동]을 눌러 비디오의 포스터를 추출합니다. 자동으로 추출되는
이미지의 최대 수는 30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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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비디오의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포스터로 지정할 이미지를 직접 추출할 수 있습니다.
4. [포스터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추출된 이미지 중에서 지정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포스터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비디오에서 다시 추출하여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그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추출: 비디오에서 다시 추출하여 다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포스터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포스터 삭제하기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스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3. [포스터 설정] 대화 상자에서 [포스터 삭제]를 누릅니다.

비디오의 정보 확인하기
전자책에 삽입한 비디오의 파일 이름, 유형,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비디오 파일의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 링크로 비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비디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2. [비디오 도구] 탭 > [보기] 그룹 > [비디오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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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Namo Author 에서는 전자책에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으며, 전자책을 볼 때 해당 오디오가 재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 삽입 시 오디오 위젯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삽입하기
전자책에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거나,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오디오 콘텐츠의 주소(URL)를 입력하여 전자책을 볼
때 해당 오디오가 재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위젯 템플릿은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여 막대형 또는 버튼형 오디오 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삽입한 오디오는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링크로
오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미리보기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삽입한

오디오

파일은

Windows

'내

문서'

폴더

아래\Namo\NamoAuthor\Projects\{전자책

이름}\content\
nep_audio\ 폴더에 저장됩니다.

MP3, AAC, WAVE 오디오 파일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오디오] 패널에서 내장형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오디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로컬 파일 선택: [열기]단추를 눌러 삽입할 오디오 파일을 엽니다.
 URL 입력: 오디오 파일의 위치를 주소(URL)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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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집 영역의 중앙에 오디오가 삽입됩니다.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위젯 템플릿] > [오디오] 패널에서 내장형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오디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로컬 파일 선택: [열기]단추를 눌러 삽입할 오디오 파일을 엽니다.
 URL 입력: 오디오 파일의 위치를 주소(URL)로 삽입합니다.
5. 커서가 위치한 곳에 오디오가 삽입됩니다.

참고: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Namo Author 편집 창으로 끌어다 놓으면 오디오가 삽입됩니다.

링크 정보를 입력하여 오디오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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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오디오]의 [▼]를 누릅니다.
2. [외부 링크로 오디오 삽입]을 선택합니다.
3. [외부 링크로 오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서 링크로 연결할 오디오의 주소(URL) 또는 HTML 태그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5. 편집 창에서 삽입할 위치에 드래그하면 오디오가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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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삽입하려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오디오]의 [▼]를 누릅니다.
3. [외부 링크로 오디오 삽입]을 선택합니다.
4. [외부 링크로 오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서 링크로 연결할 오디오의 주소(URL) 또는 HTML 태그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오디오 위젯 템플릿을 사용하여 삽입하기
1.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 [오디오] 패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장형: 오디오 요소만 삽입됩니다. 뷰어의 기본 컨트롤바가 나타납니다.
 기본형: 기본형 컨트롤 바가 삽입됩니다. 뷰어마다 동일한 컨트롤 바가 나타납니다.
 버튼형: 컨트롤이 버튼형으로 삽입됩니다.
 버튼형(오른쪽 설명형): 컨트롤 버튼이 삽입되고 버튼의 오른쪽에 설명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버튼형(왼쪽 설명형): 컨트롤 버튼이 삽입되고 버튼의 왼쪽에 설명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버튼형(임의 위치 설명형): 컨트롤 버튼이 삽입되고 설명 레이어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선택하여 설명 레이어 주위로 이동시킵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오디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디오 파일을 삽입합니다.
 로컬 파일 선택: [열기]단추를 눌러 삽입할 오디오 파일을 엽니다.
 URL 입력: 오디오 파일의 위치를 주소(URL)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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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집 창에 오디오 위젯 템플릿이 삽입됩니다.

참고: 편집 창에 삽입된 오디오 위젯 템플릿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바로가기
메뉴의 [오디오 설정]을 선택하면 [미디어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미디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오디오
위젯 템플릿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설정하기
오디오 위젯 템플릿의 재생, 볼륨, 진행 상태, 버튼, 아이콘 등 오디오 컨트롤 선택 사항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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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생
오디오의 자동 재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를 자동 재생합니다.
 꺼짐: 오디오를 자동 재생하지 않습니다.

반복 재생
오디오의 반복 재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를 반복 재생합니다.
 꺼짐: 오디오를 반복 재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오디오 재생
문서에 삽입된 버튼형 오디오 위젯 템플릿이 여러 개인 경우 다음 오디오 재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다음 버튼형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꺼짐: 다음 버튼형 오디오를 재생하지 않습니다.

볼륨 표시
오디오의 볼륨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 컨트롤에 볼륨을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 컨트롤에 볼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양
버튼형 오디오 위젯 템플릿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원형: 원형 오디오 컨트롤 버튼을 만듭니다.
 사각형: 사각형 오디오 컨트롤 버튼을 만듭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설명 문구의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설명 문구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꺼짐: 설명 문구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전 글자색
설명 문구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기 전의 글자색을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 이후 글자색
설명 문구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후의 글자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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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간 표시
오디오의 진행시간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 컨트롤에 진행시간을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 컨트롤에 진행시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시간 글자 크기
오디오의 진행시간 글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진행시간 색상
오디오 진행시간 글자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진행상태 버튼 표시
오디오의 진행상태 버튼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의 진행상태 버튼을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의 진행상태 버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 표시
버튼형 오디오 위젯 템플릿에서 오디오의 진행상태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의 진행상태를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의 진행상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 안쪽 경계 표시
버튼형 오디오 위젯 템플릿에서 오디오의 진행상태 안쪽 경계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의 진행상태 안쪽 경계를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의 진행상태 안쪽 경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 경계 표시
버튼형 오디오 위젯 템플릿에서 진행상태 경계선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진행상태 경계 색상
오디오 진행상태 경계선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진행상태 경계 효과
오디오의 진행상태 경계 효과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의 진행상태 경계 효과를 표시합니다. 진행상태의 경계를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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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짐: 오디오의 진행상태 경계 효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 색상
오디오 진행상태 색상을 설정합니다.

진행상태 배경 색상
오디오 진행상태 배경 색상을 설정합니다.

목록 버튼 표시
오디오 목록 버튼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의 목록 버튼을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의 목록 버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목록 표시
오디오 목록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오디오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꺼짐: 오디오의 목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목록 선택 글자색
오디오 목록에서 선택한 오디오 항목의 글자색을 설정합니다.

목록 선택 배경색
오디오 목록에서 선택한 오디오 항목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파일 이름
오디오 목록에서 선택한 오디오 항목의 파일 이름을 보여주며, 삭제, 추가, 수정 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
오디오 컨트롤을 구성하는 아이콘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단위는 픽셀(px)입니다.

아이콘 배경색 표시
아이콘 배경색의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 아이콘 배경색을 표시합니다.
 꺼짐: 아이콘 배경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이콘 배경색
아이콘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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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종류
오디오 컨트롤을 구성하는 아이콘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테마별로 오디오 컨트롤 아이콘이
적용됩니다.

아이콘 선택
오디오 컨트롤을 구성하는 인디케이터, 재생, 정지, 볼륨, 음소거, 목록 보기, 처음으로, 이전으로, 셔플 활성
상태, 셔플 비활성 상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의 아이콘을 설정합니다.

을 눌러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콘으로 초기화
오디오 컨트롤 구성 아이콘의 이미지를 기본 아이콘으로 초기화합니다.

미리보기
오디오 위젯 템플릿 설정값을 적용한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크기 변경하기
너비, 높이 값을 지정하여 크기 변경하기
오디오의 너비, 높이의 값을 각각 지정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 값을 단위와 함께 입력합니다.

너비,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변경하기
오디오의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변경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비율 유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오디오 도구] 탭 > [크기] 그룹에서 너비 또는 높이의 값 중 하나를 입력하면, 변경 전의 비율이 유지되어
오디오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오디오의 오른쪽 아래의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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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율 유지]를 선택하지 않고 <Shift> 키를 누른 채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비율이 유지되어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우스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 변경하기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조절점 중 하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오디오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편집 창에서 위치 이동하기
편집 창에서 오디오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오디오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X, Y 좌표 값을 입력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위치 기준]은 [오디오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X 좌표] 또는 [Y 좌표]의 값(단위: px)을 입력합니다.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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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서 오디오가 속해 있는 편집 영역의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위치] 그룹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왼쪽 위

: 편집 영역에서 왼쪽의 위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위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위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왼쪽 중간

: 편집 영역의 왼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가운데 중간)
 오른쪽 중간
 왼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 편집 영역의 왼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아래

: 편집 영역의 가운데 아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 편집 영역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하기
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오디오의 [위치 기준]이 [절대]일 때, 편집 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재생 속성 설정하기
오디오의 컨트롤러 표시 여부, 자동 재생/반복 재생 여부를 지정합니다. 설정한 속성은 미리 보기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컨트롤러 표시 여부 설정하기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속성] 그룹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표시]를 선택하면 재생, 중지, 볼륨 조절과 같은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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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표시] 선택을 해제하면 컨트롤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하기
전자책에서 오디오가 있는 페이지를 열었을 때, 오디오를 자동으로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속성] 그룹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동 재생]을 선택하면 전자책에서 오디오가 있는 페이지를 열면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자동 재생] 선택을 해제하면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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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가 반복하여 재생되도록 설정하기
오디오를 재생할 때, 재생이 끝난 후 반복하여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속성] 그룹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반복 재생]을 선택하면 전자책에서 오디오 재생 시 오디오가 반복하여 재생됩니다.

 [반복 재생] 선택을 해제하면 오디오가 반복하여 재생되지 않습니다.

오디오의 대체 파일 설정하기
MP3 확장자를 가진 오디오 파일은 내부의 코덱 구성에 따라 전자책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의 대체 텍스트와 같이 전자책 뷰어에 따라 삽입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하여 재생할 오디오 파일을 설정합니다. 이때, 삽입한 오디오 파일과 동일한 형식을 대체 파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 링크로 오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대체 파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편집] 그룹 > [오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오디오 설정]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눌러 오디오 파일을 지정합니다.

오디오의 정보 확인하기
전자책에 삽입한 오디오의 파일 이름, 유형,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의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 링크로 오디오를 삽입한 경우에는 오디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편집 창에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오디오 도구] 탭 > [보기] 그룹 > [오디오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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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버레이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는 전자책 문서에서 오디오 파일과 전자책 내의 콘텐츠를
동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설정은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미디어
오버레이]를 선택하면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이 나타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노드(태그)는 [문서 구조도] 패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삽입] 탭 > [미디어] 그룹에서
[미디어 오버레이]를 선택하면 [문서 구조도] 패널이 함께 나타납니다.

미디어(오디오 파일) 선택하기
미디어(오디오 파일) 추가하기
편집 중인 문서에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하기 위해 미디어를 추가합니다.
 미디어 파일은 편집 중인 문서에 각각 추가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개의 미디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디어 파일을 여러 개의 문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미디어 파일을 선택하십시오.]의 [▼]를 눌러 [새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3. 선택한 오디오 파일이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미디어 이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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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일(오디오 파일) 삭제하기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하기 위해 추가한 미디어 파일을 삭제합니다. 여러 개의 문서에 동일한 파일을 추가한
경우에는 현재 편집 중인 문서에서만 미디어 파일이 삭제됩니다.
 미디어 파일을 삭제하면 미디어에 설정한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이 모두 삭제됩니다.
1.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미디어 파일 이름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미디어 파일 삭제]를 선택합니다.

2. 대화 상자에서 [예]를 누릅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 설정하기
노드를 선택하여 영역 설정하기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노드를 선택하여 영역을 추가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을 설정하려면,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미디어 파일을 먼저 추가해야 합니다.
 노드를 선택하여 직접 영역을 추가하면, 추가한 영역의 시간은 30 초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 시간이
'0:00:00'이면, 끝 시간은 '0:00:30'으로 설정됩니다.
 첫 번째로 추가하는 영역은 미디어(오디오 파일)의 시작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설정됩니다.
 두 번째부터 추가하는 영역은 마지막으로 설정한 영역의 끝 시간이 시작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설정한 영역의 끝 시간이 '0:10:00'인 경우, 이후 설정하는 영역의 시작 시간은 '0:10:00', 끝
시간은 '00:10:30'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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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구조도] 패널에서 영역을 설정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2.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영역 설정]

을 누르면 설정한 영역이 타임라인에 표시됩니다.

3. 1~2 과정을 반복하여 선택하는 노드에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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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노드부터 연속적으로 영역 설정하기
미디어를 재생하면서 선택한 노드부터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할 영역을 연속적으로 추가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을 설정하려면,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미디어 파일을 먼저 추가해야 합니다.
 선택한 노드부터 연속적으로 영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작 노드부터 body 태그 내의 설정 가능한 태그까지
연속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ody 태그 내에 5 개의 p 태그에 작성한 내용이 있을 때, 두 번째 p 태그를 선택하여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을 연속적으로 설정하면, 선택한 두 번째 p 태그부터 다섯 번째 p 태그까지 연속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문서 구조도] 패널에서 연속적으로 영역을 설정할 시작 노드를 선택합니다.
2.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에서 [영역 자동 설정]

을 누르면 첫 번째 영역의 시작 시간이 설정됩니다.

3. 재생 중에 다음 영역 설정을 시작할 지점에서 [영역 자동 설정]

을 누르면 첫 번째 영역의 끝 시간이

설정되고 두 번째 영역의 시작 시간이 설정됩니다.
 [영역 자동 설정]

을 연속하여 누르면 마지막 p 태그까지 연속적으로 미디어 오버레이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p 태그까지 설정 후 더 이상 설정할 노드가 없는 경우에는 영역 설정이 종료됩니다.
4. 연속적으로 영역 설정 중에 영역 설정을 직접 종료하려면 [자동 설정 종료]

를 누릅니다. [자동 설정 종료]

를 누른 지점이 마지막 영역의 끝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영역 시간 편집하기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한 영역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작/끝 시간 변경하기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값을 직접 변경합니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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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타임라인에서 설정된 영역의 시작 시간 또는 끝 시간을 마우스로 누른 채 좌우로
원하는 만큼 드래그합니다.

영역의 위치 이동하기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타임라인에서 위치를 이동할 항목을 선택하여 마우스로 누른 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영역의 이름 변경하기
미디어 오버레이가 설정된 영역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1.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타임라인에서 이름을 변경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툴바 버튼에서 [영역 이름 변경]

을 누릅니다.

3. [영역 이름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변경할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44 Namo Author

사용 설명서

영역 삭제하기
미디어 오버레이를 설정한 영역을 삭제합니다.
1. [미디어 오버레이] 패널의 타임라인에서 삭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영역 삭제]

를 선택합니다.

3.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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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프 아웃사이드
쉐이프 아웃사이드는 인셋, 원형, 타원형, 이미지 등 다양한 모양을 따라 인라인 콘텐츠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텍스트를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쉐이프 아웃사이드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위젯 템플릿] > [쉐이프 아웃사이드] 패널에서 삽입할 쉐이프 아웃사이드를 선택합니다.
2.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3. 편집 영역의 중앙에 쉐이프 아웃사이드 위젯 템플릿이 삽입됩니다.
4. 편집 창에서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를 사용하여 쉐이프 아웃사이드를 편집합니다.

쉐이프 아웃사이드 종류 선택하기
[위젯 템플릿] > [쉐이프 아웃사이드] 패널에서 삽입할 쉐이프 아웃사이드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스크롤링 글상자, 가운데 정렬 글상자, 빈 개체, 위젯 템플릿 개체로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쉐이프 아웃사이드 위젯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왼쪽 어울림: 왼쪽 개체의 모양에 따라 텍스트가 흐르도록 배치합니다.
 오른쪽 어울림: 오른쪽 개체의 모양에 따라 텍스트가 흐르도록 배치합니다.
 왼쪽+오른쪽 어울림: 왼쪽과 오른쪽 개체의 모양에 따라 텍스트가 가운데 흐르도록 배치합니다.
 응용: 텍스트 가운데 위젯 템플릿을 삽입할 수 있는 개체가 위치하며, 가운데 개체의 모양을 따라 텍스트가
감싸고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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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프 아웃사이드 편집하기
쉐이프 아웃사이드 위젯 템플릿을 삽입하고 쉐이프 영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영역에 인셋, 원형, 타원형,
다각형,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지정한 뒤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편집 여부 선택하기
삽입된 쉐이프를 선택하고 상단의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단추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값은 편집이 가능한 상태이며, 다시 단추를 누르면 쉐이프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인셋 모양 만들기
1.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2.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인셋]

을 선택합니다.

3. 사각형 모양이 기본형으로 만들어집니다.

4. 크기 조절점으로 인셋 모양의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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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서리의 둥근 조절점을 움직이면 네 개의 둥근 모서리가 생기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둥근 조절점을
움직이면 선택된 모서리만 조절됩니다.

참고: 두 개의 둥근 조절점이 가까워질수록 직각 모서리가 되며 멀어질수록 둥근 모서리가 됩니다.

원형/타원형 모양 만들기
1.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2.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

을 선택합니다.

3.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이 기본형으로 만들어집니다.
4. 크기 조절점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의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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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 모양 만들기
1.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2.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다각형]

을 선택합니다.

3. 삼각형 모양이 기본형으로 만들어집니다.
4. 크기 조절점으로 다각형 모양의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5. 삼각형 선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6. 선 위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꼭지점이 추가됩니다.
7. 다각형의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을 추가하면서 모양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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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모양 만들기
1.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2.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이미지]

를 선택합니다.

3. 이미지를 본뜬 모양으로 기본형이 만들어집니다.

4. 이미지 모양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림 바꾸기]

를 선택합니다.

5. [그림 바꾸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 투명 처리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열기]를 누릅니다.
6. 다른 이미지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투명 처리된 이미지를 사용해야 쉐이프 아웃사이드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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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패스 사용하기
1.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2. 인셋, 원형, 타원형, 다각형 중 패스를 그리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3.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클립패스]를 선택합니다.
4. 패스를 따라 클립핑된 모양이 나타납니다.

참고:
 패스란 여러 개의 조절점을 연결하여 만든 직선 또는 곡선을 말합니다.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의 [여백]을 설정하여 쉐이프와 경계선 사이의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아웃사이드 효과 제거하기
1. 쉐이프 아웃사이드 효과를 적용한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2. [쉐이프 아웃사이드 제어] 도구 막대에서 [제거]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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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템플릿
레이아웃 템플릿은 Namo Author 의 기본 기능으로 레이아웃 편집이 가능하지만 위젯 템플릿 형태로 제공하여
작업 단계를 줄이고 쉽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단, 목록, 배경그림, 테두리와 같이 문서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 새롭고 다양한 레이아웃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Namo Author Lite Edition(가변 레이아웃 전자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아웃 템플릿 삽입하기
고정 레이아웃 전자책에 삽입하기
1. [위젯 템플릿] 패널에서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목록이 나타나면 삽입할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4. 편집 영역의 중앙에 레이아웃 위젯 템플릿이 삽입됩니다.
5. 편집 창에서 삽입된 개체의 [디자인] 탭 메뉴를 사용하여 편집합니다.

레이아웃 템플릿 적용하기
편집 창에 이미 삽입되어 있는 개체에 레이아웃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편집 창에 삽입되어 있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2. [위젯 템플릿] 패널에서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목록이 나타나면 적용할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적용] 단추를 누릅니다.
참고: 배경그림과 테두리 레이아웃 위젯 템플릿에 [적용]단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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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템플릿 종류 선택하기
[위젯 템플릿] > [레이아웃 템플릿] 패널에서 삽입할 레이아웃 템플릿 종류를 선택합니다.
 다단

: 2 단, 3 단 형식의 다단과 구분선을 포함한 다단 레이아웃 템플릿입니다.

 목록

: 숫자 목록, 점 목록, 중첩된 목록으로 구성된 목록 레이아웃 템플릿입니다.

 배경그림
 테두리

: 문서, 레이어, 표의 배경 그림을 적용하거나 배경 그림을 독립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레이어, 표, 그림과 같이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 개체에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테두리

레이아웃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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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전자책 출판하기

전자책 정보 설정하기
출판할 전자책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정보는 전자책 속성으로 설정한 정보가
보입니다.
1. [전자책] 탭 >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주요 정보] 탭과 [상세 정보] 탭에서 전자책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 속성 설정하기를 참조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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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에서의 전자책 보기 방법 설정하기
출판한 전자책을 전자책 뷰어에서 볼 때, 페이지가 펼쳐지는 모양과 페이지가 넘겨지는 진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드 설정하기
전자책 뷰어에서 고정 레이아웃 책을 볼 때의 기본 보기 모드를 설정합니다. 모바일 환경의 뷰어에서 책을 볼 때에
해당되며,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뷰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탭 > [출판하기] >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부가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출판 부가 정보]의 [기본 모양]에서 [▼]를 눌러 설정합니다.
 가로: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가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세로: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세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자동: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가로 보기, 세로 보기 모드가 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양쪽 펼쳐 보기 상태 설정하기
전자책 뷰어에서 고정 레이아웃 책을 볼 때의 양쪽 펼쳐 보기 상태를 설정합니다. 모바일 환경의 뷰어에서 책을 볼
때에 해당되며,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뷰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탭 > [출판하기] >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부가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출판 부가 정보]의 [양쪽 펼침]에서 [▼]를 눌러 설정합니다.
 허용 안 함: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한쪽 보기 상태가 됩니다.
 가로형에서만: 전자책 뷰어가 가로 방향일 때만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됩니다.
 세로형에서만: 전자책 뷰어가 세로 방향일 때만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전자책 뷰어의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됩니다.
 자동: 전자책 뷰어가 가로 방향일 때는 양쪽을 펼쳐보는 상태가 되고, 세로 방향일 때는 한쪽 보기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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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진행 방향 설정하기
전자책 뷰어에서 책을 볼 때 페이지 번호의 진행 방향을 설정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자책 구성] 패널에서 > [전자책 속성]

을 선택합니다.

 [전자책] 탭 > [출판하기] > [전자책 정보]에서 [전자책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속성] 대화 상자에서 [부가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3. [출판 부가 정보]의 [페이지 진행 방향]에서 [▼]를 눌러 설정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페이지의 번호가
증가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 왼쪽으로 갈수록 페이지의 번호가
증가합니다.
4.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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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정보 설정하기
Namo Author 로 작업한 전자책을 출판하기 위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1. [전자책] 탭 >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출판]에서 출판할 전자책의 출판 정보를 설정합니다.
 출판 이름: 출판할 전자책의 파일(.epub) 이름을 지정합니다.
 출판 형식: 전자책을 출판할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을 MOBI 로 선택한 경우에는, MOBI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컨버터 'Kindlegen.exe'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Kindlegen.exe'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Amazon'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야 합니다.
 출판 대상: 전자책으로 출판할 문서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전체 문서를 출판하거나 일부 문서만 선택하여
출판할 수 있습니다.
 표지 포함: 전자책에 설정된 표지를 포함하여 출판합니다. [표지 설정]을 눌러 표지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표지를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글꼴 포함: 전자책에서 사용한 글꼴을 포함하여 출판합니다. [글꼴 설정]을 눌러 전자책에 포함할 글꼴을
설정합니다.
전자책에서 기본 글꼴 외의 글꼴을 사용한 경우 전자책 뷰어에서 해당 폰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뷰어의 기본
폰트로 보입니다. 전자책에서 사용한 글꼴을 포함하여 출판하면 전자책 뷰어에서도 동일한 폰트로 보입니다.
 출판 경로: 출판할 전자책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출판 허브: 전자책을 출판할 허브를 선택합니다.
3. [내 컴퓨터에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표지를 포함하여 출판하도록 설정하기
전자책을 출판할 때 표지를 포함하여 출판하도록 설정합니다. 전자책을 구성할 때 표지를 만든 경우에는 출판할 때
표지를 포함하도록 설정됩니다. 전자책을 구성할 때 만든 표지가 있더라도, 표지를 포함하지 않고 출판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포함하지 않고 출판하면 전자책 뷰어에서는 뷰어가 제공하는 대표 표지 이미지로 보입니다.
1. [전자책] 탭 >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자책에 설정된 표지가 있으면 [표지 포함]을 선택합니다. [표지 설정]을 눌러 설정된 표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설정된 표지가 없으면 [표지 설정]을 눌러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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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을 포함하여 출판하도록 설정하기
전자책에서 사용한 글꼴 중 출판할 전자책에 포함할 글꼴을 설정합니다. 기본 글꼴 외의 글꼴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에서 사용한 글꼴을 포함하여 전자책을 출판하면 전자책 뷰어에서도 동일한 글꼴로 보입니다.
1. [전자책] 탭 >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출판]에서 [글꼴 설정]을 선택합니다. [글꼴 설정] 대화 상자에 전자책 문서에서 사용한 글꼴 목록이
나타납니다.

3. 출판하는 전자책에 포함할 글꼴을 선택합니다. 전자책에서 사용한 모든 글꼴을 포함하여 출판하도록 설정하려면
[글꼴 전체 선택]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할 글꼴을 변환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EOT 글꼴로 변환: 글꼴을 임베디드 오픈 타입(Embedded Open Type, EOT) 글꼴로 변환합니다.
 WOFF 글꼴로 변환: 글꼴을 웹 오픈 폰트 포맷(Web Open Font Format, WOFF) 글꼴로 변환합니다.
 원본 글꼴 포함: 사용한 글꼴의 원본 글꼴을 포함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6. 글꼴 저작권 관련 메시지가 나타나면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의:
 글꼴을 포함하여 출판하면 글꼴의 크기만큼 전자책 용량도 커지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글꼴을 무단으로 포함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포함할 글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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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하기
Namo Author 로 작업한 전자책을 내 컴퓨터에 출판하거나 (주)나모레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공유 웹 사이트인
펍트리 플랫폼(www.pubtree.net)에 출판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출판한 전자책(*.epub)은 Namo Reader 또는 iBooks 와 같은 전자책 뷰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EPUB 또는 MOBI 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책 뷰어를 이용하여 볼 수 있으며, 전자책 공유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Namo Author 로 작업한 전자책은 표준 전자책 형식인 EPUB3, EPUB2 또는 MOBI 형식으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뷰어에 따라 제작한 것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출판하기
Namo Author 로 작업한 전자책을 내 컴퓨터에 출판합니다.
1. [전자책] 탭 >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출판]에서 출판할 전자책의 출판 정보를 설정합니다. 전자책의 출판 정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판 정보 설정하기를 참조합니다.
3. [내 컴퓨터에 출판하기]를 누릅니다.
참고:

내

컴퓨터에

출판한

전자책이

저장되는

기본

경로는

Windows

의

'내

문서'

폴더

아래의

'\Namo\NamoAuthor\Publish' 폴더입니다.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전자책 출판] 탭 > [내
컴퓨터에 출판]에서 기본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북 허브에 출판하기
Namo Author 로 작업한 전자책을 북 허브(펍트리 플랫폼)에 출판합니다.
펍트리 플랫폼은 (주)나모레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공유 플랫폼으로, 펍트리 플랫폼에 전자책을 출판하려면
펍트리

플랫폼의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펍트리

플랫폼

계정은

펍트리

플랫폼

웹

사이트(http://www.pubtree.net)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북 허브에 출판하려면 출판 허브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전자책
출판] 탭 > [북 허브에 출판]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책] 탭 > [출판하기]를 선택합니다.
2. [전자책 출판]에서 출판할 전자책의 출판 정보를 설정합니다. 전자책의 출판 정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판 정보 설정하기를 참조합니다.
참고: 펍트리 플랫폼에는 EPUB2, EPUB3 형식의 파일만 출판할 수 있습니다.
3. [출판 허브]에서 [펍트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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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 허브에 출판하기]를 누릅니다.
5. [펍트리 로그인] 대화 상자에서 펍트리 플랫폼의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펍트리 플랫폼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을 눌러 펍트리 플랫폼 웹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참고: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설정] > [전자책 출판] 탭 > [북 허브에 출판]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해 둔 경우에는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6. [출판하기] 대화 상자에서 펍트리 플랫폼에 등록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카테고리: 책을 출판할 카테고리 정보를 선택합니다. 펍트리 플랫폼 웹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카테고리]에서 설정한 카테고리 목록이 나타납니다.
 공개: [비공개]가 기본값이며, 출판 후에 펍트리 플랫폼 웹 사이트에서 공개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요: 전자책의 소개 내용을 입력합니다.
 태그: 출판할 전자책의 태그를 입력합니다.
7. [출판]을 누릅니다.
8. 출판이 완료되면 [출판 완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바로 가기]를 누르면 펍트리 플랫폼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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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단축키
단축키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키로, 여러 메뉴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Ctrl>
키나, <Alt> 키 또는 <Shift> 키와 함께 누르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trl+P>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 <P> 키를 함께 누르라는 의미입니다. <Ctrl+Shift+S>는
<Ctrl> 키와 <Shift> 키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영문 <S> 키를 함께 누르라는 의미입니다.
Namo Author 에서 제공하는 단축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단축키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빈칸 삽입

SpaceBar

-

한 글자 왼쪽으로

←

-

한 글자 오른쪽으로

→

-

한 줄 아래로

↓

-

한 줄 위로

↑

-

한 단어 오른쪽으로

Ctrl+→

-

한 단어 왼쪽으로

Ctrl+←

-

편집 화면 앞으로

Page Up

-

편집 화면 뒤로

Page Down

-

뒤 글자 지우기

Delete

-

앞 글자 지우기

BackSpace

-

뒤 단어 지우기

Ctrl+Delete

-

앞 단어 지우기

Ctrl+BackSpace

-

전자책 메뉴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전자책 열기

Ctrl+ O

[전자책] 탭 > [시작하기] > [전자책 열기]

출판하기

F5

[전자책] 탭 > [출판하기]

현재 문서 인쇄하기

Ctrl+P

[전자책] 탭 > [인쇄하기] > [전자책 인쇄]

전자책 저장하기

Ctrl+Shift+S

[전자책] 탭 > [전자책 저장하기]

전자책 닫기

Ctrl+Shift+F4/Ctrl+Q

[전자책] 탭 > [전자책 닫기]

프로그램 종료하기

Alt+F4/Alt+X

[전자책] 탭 >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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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메뉴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복사하기

Ctrl+C/Ctrl+Insert

[홈] 탭 > [클립보드] 그룹 > [복사하기]

붙여넣기

Ctrl+V/Shift+Insert

[홈] 탭 > [클립보드] 그룹 > [붙여넣기]

자르기

Ctrl+X/Shift+Delete

[홈] 탭 > [클립보드] 그룹 > [자르기]

굵게

Ctrl+B

[홈] 탭 > [글꼴] 그룹 > [굵게]

밑줄

Ctrl+U

[홈] 탭 > [글꼴] 그룹 > [밑줄]

기울임 글꼴

Ctrl+I

[홈] 탭 > [글꼴] 그룹 > [기울임 글꼴]

글자 크게

Ctrl+T

[홈] 탭 > [글꼴] 그룹 >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작게

Ctrl+Shift+T

[홈] 탭 > [글꼴] 그룹 > [글자 크기 줄이기]

서식 지우기

Ctrl+E

[홈] 탭 > [글꼴] 그룹 > [서식 지우기]

본문 추가

Ctrl+N

[홈] 탭 > [문서] 그룹 > [본문 추가]

외부파일 가져오기

Ctrl+Shift+N

[홈] 탭 > [문서] 그룹 > [가져오기]

현재 문서 저장하기

Ctrl+S

[홈] 탭 > [문서] 그룹 > [저장하기]

찾기

Ctrl+F

[홈] 탭 > [편집] 그룹 > [찾기]

바꾸기

Ctrl+H

[홈] 탭 > [편집] 그룹 > [바꾸기]

삽입 메뉴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표 삽입하기

Alt+T

[삽입] 탭 > [표] 그룹 > [표] > [표 삽입]

그림 삽입하기

Alt+I

[삽입] 탭 > [그림] 그룹 > [그림]

화면 캡처하여 그림 삽입하기

Alt+S

[삽입] 탭 > [그림] 그룹 > [화면캡처]

애니메이션 삽입하기

Alt+A

[삽입] 탭 > [애니메이션] 그룹 > [애니메이션]

비디오 삽입하기

Alt+V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비디오]

오디오 삽입하기

Alt+U

[삽입] 탭 > [미디어] 그룹 > [오디오]

차트 삽입하기

Alt+G

[삽입] 탭 > [리치클립] 그룹 > [차트]

레이어(글 상자) 삽입하기

Alt+L

책갈피 넣기

Ctrl+M

[삽입] 탭 > [연결] 그룹 > [책갈피]

하이퍼링크 삽입하기

F9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지우기

Shift+F9

[삽입] 탭 > [연결] 그룹 > [하이퍼링크] > 하이퍼링크 지우기

수평선 삽입하기

Alt+H

[삽입] 탭 > [기호] 그룹 > [수평선]
*가변 레이아웃에서만 유효

[삽입] 탭 > [레이어] 그룹 > [스크롤링]
[홈] 탭 > [글 상자] 그룹 > [가로 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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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단축키

기호 삽입하기

메뉴 경로

Ctrl+F7

[삽입] 탭 > [기호] 그룹 > [기호]

레이아웃 메뉴
기능

단축키

배경 그림 삽입하기

메뉴 경로

Alt+B

[레이아웃] 탭 > [모양] 그룹 > [배경 그림]

도구 메뉴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현재 문서 맞춤법 검사하기

F7

[도구] 탭 > [맞춤법 검사] 그룹 > [현재문서]

현재 문서 유효성 검사하기

Ctrl+Shift+F7

[도구] 탭 > [유효성 검사] 그룹 > [현재문서]

보기 메뉴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전자책 구성]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E

[보기] 탭 > [패널] 그룹 > [전자책 구성]

[찾기 바꾸기 결과]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F

[보기] 탭 > [패널] 그룹 > [찾기 바꾸기 결과]

[유효성 검사 결과]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V

[보기] 탭 > [패널] 그룹 > [유효성 검사 결과]

[문서 구조도]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L

[보기] 탭 > [패널] 그룹 > [문서 구조도]

[인라인 스타일] 패널 보이기/감추기

-

[보기] 탭 > [패널] 그룹 > [인라인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S

[보기] 탭 > [패널] 그룹 > [클래스 스타일]

[용어집]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G

[보기] 탭 > [패널] 그룹 > [용어집]

[노드 스타일] 패널 보이기/감추기

Alt+Shift+N

[보기] 탭 > [패널] 그룹 > [노드 스타일]

편집모드(편집/분할/소스)

Shift+F6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편집모드]

미리 보기/편집모드 전환하기

Ctrl+F6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미리보기]

화면 확대하기

Ctrl+W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확대]

화면 축소하기

Ctrl+Shift+W

[보기] 탭 > [편집 창] 그룹 > [축소]

그리드, 가이드 보이기/감추기

Alt+Shift+K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 > [그리드], [가이드]

눈금자 보이기/감추기

Alt+Shift+R

[보기] 탭 > [화면 도구] 그룹 > [눈금자]

부호 보이기/감추기

Alt+Shift+Z

[보기] 탭 > [부호 표시] 그룹 > [문단], [객체], [책갈피],
[스크립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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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축키
기능

단축키

메뉴 경로

도움말

F1

상황별 바로 가기 메뉴

Shift+F10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현재 문서(쪽) 닫기

Ctrl+F4

-

개체 간 선택 이동

Tab/Shift+Tab

-

레이어 안에 커서 위치

ESC/F2

-

연속 셀 블록 설정하기(셀 선택 시)

Shift+↑/↓/←/→

-

모두 선택

Ctrl+A

-

그룹 설정

Ctrl+G

-

그룹 해제

Ctrl+Shift+G

-

다시 실행

Ctrl+Y

-

실행 취소(되돌리기)

Ctrl+Z/Alt+Back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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