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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kXPress 10.1의 새로운 내용
여기에서는 QuarkXPress 10.1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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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동적 안내선
동적 안내선은 페이지에서 항목을 생성하거나 조작할 때 나타나는 프린트되지 않는 임시
안내선입니다. 항목을 레이아웃의 페이지 및 다른 항목에 비례하여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동적 안내선은 항목을 만들거나 변형하거나 이동시킬 때, 자동으로 나타나서 새 항목의 위
치를 기존 항목이나 페이지에 상대적으로 지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적 안내선의 유형과 표시되는 피드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에서 동적 안내선
의 각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노트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실제 컨텐츠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프로젝트에 있는 주석
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사용하여 미리 알림, 컨텐츠에 대한 주석 또는 URL을 프로
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노트는 하드 카피에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처럼 보입
니다.
노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Notes XTensions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책
책은 단일 프로젝트나 여러 프로젝트에서 장이라는 개별 레이아웃을 연결하는 링크들이 들
어 있는 창으로 표시되는 QuarkXPress 파일입니다. 장이 책에 추가되면, 책 팔레트를 통해
장을 열고, 닫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QuarkXPress에서는 책의 장에 사용된 스타일 목록 및 기타 특성을 동기화하고 책 팔레트
에서 장을 인쇄하고, 장 간에 페이지 번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 PDF(장
별로)로 내보내거나 모든 장을 책 팔레트에서 하나의 PDF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레드라인
레드라인 기능을 사용하면 작가, 에디터, 프로젝트 관리자 및 기타 사용자가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변경 사항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으
며, 프로젝트에 수행된 삽입 및 삭제 내용을 보고 변경 사항을 승인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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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레드라인 기능을 사용하려면, Redline XTensions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새로운 기능
QuarkXPress 10.1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QR 코드 생성: 이제 벡터 기반 QR 코드와 픽셀 기반 QR 코드 중에 선택하여 만들 수 있습
니다. 픽셀 기반 QR 코드를 선택하면 도큐멘트 폴더에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 향상된 확대/축소: 이제 최대 확대/축소 레벨은 8000%입니다.
• 이미지로 내보내기: 레이아웃 페이지를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
하면 다양한 이미지 옵션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파일 이름 및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
다.
• 컬러 테마: (Mac OS X만 해당) 환경설정 대화상자(QuarkXPress 메뉴)의 컬러 테마 패널을
사용하여 QuarkXPress에 대한 컬러 테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테마 드랍 다운 메뉴
를 사용하여 기존 컬러 테마에서 선택하거나,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존 컬러 테마를 복제하
고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QuarkXPress 10.1 사용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www.quark.com/support/documentation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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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공지

법률적 공지
©2014 Quark Software Inc. 그리고 라이센스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다음 U.S 특허 번호: 5,541,991; 5,907,704; 6,005,560; 6,052,514; 6,081,262; 6,633,666
B2; 6,947,959 B1; 6,940,518 B2; 7,116,843; 7,463,793; 그리고 다른 특허에 의거하여 보호
를 받습니다.
Quark, Quark 로고, QuarkXPress 및 QuarkCopyDesk는 Quark Software Inc.와 미국 및/또
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제휴사들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모든 다른 마크는 해당 소유
자의 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 도큐멘트에 표시된 PANTONE® Colors는 PANTONE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컬러에 대해서는 현 PANTONE Color Publications
에 문의하십시오. PANTONE®과 다른 Pantone, Inc. 상표는 PANTONE LLC.의 자산입니다
© Pantone LLC 2010.
Pantone은 Quark 소프트웨어와의 조합에서만 사용되도록 배포되고 Quark Software Inc.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컬러 데이터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입니다. PANTONE
Color Data 및/또는 Software는 Quark 소프트웨어 실행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디스
크나 메모리로 복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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