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InCopy CS6 채널 파트너를 위한 마케팅 자료

Adobe® InCopy® CS6
다음 카피는 Adobe InCopy CS6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웹 페이지, 카탈로그,
인쇄 광고 또는 기타 홍보용 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사용 방법
다음은 컨텐츠를 복사할 때 PDF 서식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Adobe Acrobat® 8, 9 또는 X에서 PDF 파일을 엽니다. 툴바에서 선택 툴

을 클릭하고 복사할 텍스트 섹션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서식을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식과 함께 복사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3. 텍스트를 붙여 넣을 파일로 이동합니다.
4. 텍스트를 삽입할 곳에 커서를 둡니다.
5.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ADOBE® INCOPY® CS6 태그라인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집 워크플로우에서 공동 작업

ADOBE® INCOPY® CS6를 구입해야 하는 주요 이유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이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 설명(20-35단어)
병행 공동 워크플로우 — Adobe InDesign® CS6 소프트웨어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저자, 편집자 및 디자이너는 서로의 작업을 덮어쓰지
않고 하나의 문서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페이지 뷰 설정 —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가장 적합한 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교정쇄 보기를 사용하면 100% 정확한 줄바꿈을
표시할 수 있고 스토리 보기를 사용하면 워드 프로세싱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레이아웃 보기를 사용하면 디자인을 고려하면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 맞춤 — 작업 시 자동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남아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 스토리 깊이, 줄, 단어, 문자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편집 툴 — 스포이드 툴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 링크 패널을 사용하여 삽입된
이미지 및 텍스트 파일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단락 및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여 타이포그래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공동 편집 작업 — 전체 문서에서 표를 비롯한 텍스트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을 숨기거나 표시 및 탐색할 수
있으며 그룹 또는 사용자별로 변경 내용을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또는 표 셀의 특정 위치와 연결된 메모에 주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작업 영역 — 작업 시 손쉽게 주요 컨트롤 및 툴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dobe Mini Bridge 패널을
사용하면 InCopy 내에서 파일을 검색하거나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요구에 맞게 구성 가능한 작업 영역을 만들어 특정 편집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타이포그래피 — 행간, 문자 간격, 단락 간격 등 다양하고 정밀한 타이포그래피 조정 옵션을 적용할 수 있고 OpenType® 글꼴
및 유니코드 문자 인코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글리프 패널을 통해 손쉽게 글리프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긴 문서 지원 — 수동으로 부정확하게 이뤄지는 업데이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텍스트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여러 버전의 문서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내용이 변경되거나 InDesign 문서 내에서 이동할 때 업데이트되는 상호 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쇄 및 디지털 출판 — InDesign CS6의 디지털 문서 기능에 대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InCopy 파일에 바로 하이퍼링크를 삽입하고
파일을 Adobe PDF 또는 XML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열로 분할되는 단락 — 선택한 모든 텍스트를 신속하게 기존 프레임에서 여러 개의 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열로 분할된
단락에서도 행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열로 확장되는 단락 —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단일 열의 텍스트를 여러 열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전용 프레임 제작을 요청하지 않아도 기존 텍스트 프레임에서 한 열이 확장되는 헤드라인이나 부제목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열로 확장되는 단락에서도 행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 복잡하게 얽혀 있는 레이어 요소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문서의 텍스트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링크 패널 — InCopy 문서에서 삽입된 파일을 관리하고 키워드, 헤드라인 및 설명을 비롯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한 글꼴 설치 — 누락된 글꼴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InCopy 스토리를 열면 InCopy CS6는
시스템에 필요한 글꼴을 찾아 문서가 열려 있는 동안 운영 체제에 해당 글꼴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문서를 닫으면 해당 글꼴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InCopy는 디자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글꼴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지만 모든 출력 시스템에서는 해당 글꼴의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Hunspell 사전 — 용도에 맞는 사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오픈 소스 사전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용한 글꼴 —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글꼴은 글꼴 목록 상단에 표시됩니다.

World-Ready Composer — 대체 컴포지션 엔진인 World-Ready Composer를 사용하여 아랍어, 히브리어 및 인도어와 같이 복잡한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동 언어 지원 — Adobe에서 바로 InCopy의 중동 언어 버전을 구입하여 업데이트하면 글로벌 문서의 손쉬운 로컬라이제이션을 비롯한
향상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 복잡한 연산을 사용하면 패널과 대화 상자에 나오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12.5p/2x3).

Extension Manager — 현재 워크플로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별 익스텐션 또는 전체 익스텐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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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InCopy CS6만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InDesign® CS6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까?
A: InCopy는 인쇄 및 디지털 발행물의 작성, 편집 및 레이아웃을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Adobe InDesign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개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디자이너, 작성자 및 편집자는 서로의 작업을 덮어쓰지 않고 동일한
발행물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Q: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모든 작성 및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InCopy CS6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InCopy CS6를 사용하면 편집 작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행물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하고
InDesign의 페이지 레이아웃 서식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한 내용을 다시 조정할 필요 없이 InCopy 문서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Copy를 사용하여 대상 단어 수 또는 지정된 열 수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InCopy CS6는 Adobe Creative Suite® 6 Design Standard 또는 Design & Web Premium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A: 아니오. InCopy는 단일 제품으로만 제공되므로 Adobe Creative Suite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라이선스는
TLP(Transactional Licensing Program) 또는 CLP(Cumulative Licensing Program)를 통해 모든 주요 리셀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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