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도움말 및 자습서

일부 링크의 내 용은 영어로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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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시작
DPS Publisher 시작 안내서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DPS 구독을 하는 경우 Adobe DPS 시작 안내서(PDF)를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자습서
Colin Fleming은 Digital Publishing Suite 도구 사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비디오 자습서 및 기타 항목은
AdobeTV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AdobeTV - Digital Publishing Suite 학습
DPS Learn 채널의 비디오 외에도 다른 많은 비디오 또한 AdobeTV - Digital Publishing Channel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웹 자습서
DPS 작업 과정의 기본 개요를 보려면 샘플 에셋을 다운로드하고 제작 자습서를 따라 실습해 보십시오.

Digital Publishing Suite 팁 - 무료 앱
대화형 오버레이 예를 보고 기본 및 고급
Digital Publishing 기술에 대해 배우려면 이
무료 iPad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
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www.adobe.com/go/learn_dps_tips_kr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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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도구 설치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는 InDesign CS5 또는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Design CC 또는 CS6 도구의 전체 세트를 설치하려면 도움말 >
InDesign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DPS 데스크톱 도구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십시오. InDesign CS5/CS5.5용 전체 디지털 출판 도구 세트를 설치하
려면 두 개의 개별 설치가 필요합니다. Folio Producer 도구와 Folio Builder 패널을 모두 설치합니다.
AIR 2.x는 Desktop Viewer와 같은 AIR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AIR의 최신 버전은 http://get.adobe.com/air/에서 제공됩니다.
도구를 설치하는 데 문제를 겪는 경우, 이 아티클 후반의 "일반적인 설치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링크
InDesign CC/CS6
CC/CS6 DPS 데스크톱 도구(Windows)
CC/CS6 DPS 데스크톱 도구(Mac OS)
InDesign CS5.5/CS5
CS5.5/CS5 Folio Producer 도구(Windows)
CS5.5/CS5 Folio Producer 도구(Mac OS)
CS5.5/CS5 Folio Builder 패널(Windows)
CS5.5/CS5 Folio Builder 패널(Mac OS)
DPS App Builder(Mac OS에만 해당)
DPS App Builder
DPS 데스크톱 도구 설치(InDesign CS6)
InDesign에서 [도움말] >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DPS 데스크톱 도구]를 업데이트하십시오.
DPS 데스크톱 도구 설치 관리자는 Folio Overlays 패널, Folio Builder 패널, 필수 InDesign 플러그인, DPS App Builder 및 Desktop Viewer를 설
치합니다.
참고: 새 버전이 릴리스될 때마다 최신 설치 관리자가 InDesign 업데이트 설치 관리자에 포함될 때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Folio Builder 패널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위 링크를 이용해 가장 최신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하여 DPS 데스크톱 도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Folio Producer 도구 및 Folio Builder 패널 설치(InDesign CS5/CS5.5)
1. InDesign을 종료합니다.
2. DPS 도구를 설치하십시오.
Windows: Folio Producer 도구 다운로드(Windows)
Mac OS: Folio Producer 도구 다운로드(Mac OS)
3. Folio Builder 패널을 설치합니다.
Windows: Folio Builder 패널 다운로드(Windows)
Mac OS: Folio Builder 패널 다운로드(Mac OS)
모바일 장치에 Adobe Content Viewer 설치
iPad, Android 장치 또는 PlayBook을 사용하는 경우 Store에서 최신 버전의 Adobe Content Viewer를 설치합니다. Store에서 "Content Viewer"를 검
색합니다.
DPS 데스크톱 도구 업데이트(InDesign CS6)
새 도구 세트가 릴리스될 때마다 InDesign에서 [도움말] >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DPS 데스크톱 도구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초기 뷰어(v20 이상)와 호
환되는 Folio를 만들어야 할 경우,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면 해당 뷰어 버전에 맞출 수 있습니다.
Folio Builder 패널 및/또는 제작 도구 업데이트(InDesign CS5/CS5.5)
Digital Publishing Suite 도구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새 릴리스가 있는 경우 항상 웹에서 Folio Producer 서비스가 업데이트됩니다. Folio Builder 패
널의 설치 관리자가 따로 있으므로 도구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패널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dobe가 웹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웹 클라
이언트와 Folio Builder 패널이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Folio Builder 패널을 업데이트하십시오.
Folio Builder 패널을 업데이트한다고 제작 도구가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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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Builder 패널 업데이트는 Adobe Downloads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Folio Builder 패널 다운로드(Windows)
Mac OS: Folio Builder 패널 다운로드(Mac OS)
새 버전이 릴리스될 때 제작 도구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 도구를 업데이트할 때 게시하는 모든 Folio는 모든 pre-v20 뷰어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v20 이상 뷰어 버전의 경우 제작 도구를 업데이트하면 Folio를 만들 때 뷰어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olio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InDesign CS5/CS5.5가 있는 경우, 이전 사용자 정의 뷰어(v19 이전)와 호환되게 하려면 Folio Producer 도구의 이전 세트로 되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
다. Folio Producer 도구를 제거한 다음 적절한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이전 도구는 다음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Windows: 보관된 이전 Folio Producer 도구(Windows)
Mac OS: 보관된 이전 Folio Producer 도구(Mac OS)

일반적인 설치 문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스크톱용 Adobe Content Viewer
DPS 데스크톱 도구 또는 Folio Producer 도구 업데이트가 데스크톱용 Adobe Content Viewer("Desktop Viewer"라고도 함)를 설치하지 못할 때도 있
습니다. 차선책으로 데스크톱용 Adobe Content Viewer를 수동적으로 설치하십시오. 설치하려면 AdobeContentViewer.air file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참고: Windows 64비트 버전을 사용 중이거나 InDesign CS5/CS5.5 Folio Producer 도구를 설치하는 중인 경우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Library/Application Support/Adobe/Installers/AdobeDigitalPublishingCS6/ContentViewer/AdobeContentViewer.air
Windows: C:\Program Files\Common Files\Adobe\Installers\AdobeDigitalPublishingCS6\ContentViewer\AdobeContentViewer.air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술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helpx.adobe.com/kr/digital-publishing-suite/kb/manual-install-content-viewer.html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고객이 표준 뷰어 앱에서 새로운 Folio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발행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최신 버전의 응용 프
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십시오."
Foilo의 뷰어 버전이 앱의 뷰어 버전보다 높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앱과 호환되는 이전 뷰어 버전을 사용하여
Folio를 발행하거나 앱의 새로운 버전을 스토어에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helpx.adobe.com/kr/digital-publishing-suite/kb/please-update-app-download-folio.html
"호환되는 Digital Publishing 플러그인이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
Folio Producer 도구를 업데이트한 후, 최신 Folio Producer 도구 및 패널을 갖추었음에도 Folio Producer 도구를 다운로드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PlugInConfig.txt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동 또는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술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helpx.adobe.com/kr/digital-publishing-suite/kb/error-do-have-compatible-digital.html

업데이트 관리 비디오
Colin은 InDesign CS5/CS5.5에서 도구를 업
데이트해야 할 때를 결정하도록 도와줍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http://tv.adobe.com/watch/learn-digital-publi...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DPS 도구 버전 이해
Bob이 설치된 도구 및 뷰어가 무엇인지 확인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http://goo.gl/ppNzr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디지털 출판 도구 제거(InDesign CS5/CS5.5)
Folio Producer 도구를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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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서는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을 사용하여 도구를 제거합니다.
Mac OS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 [유틸리티] > [Adobe 설치 관리자]에 있는 제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InDesign CS6에서 디지털 출판 도구는 InDesign과 통합됩니다. InDesign만 제거하여 DPS 도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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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용 Adobe ID 사용
Folio Builder 패널,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 및 DPS App Builder 모두에 액세스하려면 확인된 Adobe ID가 필요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모바일 장치에서 Adobe Content Viewer 또는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로컬 Folio를 만들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면 Folio를 acrobat.com 서버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olio를 모바일
장치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Adobe ID 만들기 및 확인(비구독자)
DPS 또는 Creative Cloud에 대한 구독자가 아닌 경우 DPS 도구를 사용하여 Folio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 Adobe ID를 만들려면
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으로 이동하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계정에 가입합니다. Adobe에서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해당 메시지를 열고 확인합니다.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 Dashboard 또는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합니다.
Creative Cloud 멤버십
Creative Cloud 멤버십이 있는 경우 Creative Cloud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Creative Cloud 계정을 사용하여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하면
Apple에 제출할 수 있는 iPad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Adobe ID(Professional 및 Enterprise 구독자)
개인(예: "johnsmith@gmail.com")이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고 Folio를 만들기 위해 Adobe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간 잡지와 같은
다중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 전용의 Adobe ID(예: "dps.publication@publisher.com")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이메일 계정에 응용 프로그램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Adobe ID
A. Folio Builder 패널 B. DPS App Builder C. DPS App Builder에서 생성된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은 Folio Builder 패널에서 생성된 Folio를
표시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Adobe ID는 DPS App Builder에서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정하는 Adobe ID("제목 ID"라고
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orty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카약 및 사이클링에 대한 잡지를 게시한다고 가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dps.kayaking@sporty.com" 및 "dps.cycling@sporty.com"이라는 두 개의 Adobe ID를 만듭니다.
카약에 대한 Folio를 만들고 게시할 때는 카약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과 Folio Producer에 로그인합니다. 카약에 대한 사용자 정의 뷰
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DPS App Builder의 [제목 ID] 필드에 카약 Adobe ID를 지정합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의 설정에 따라 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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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Builder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Adobe ID는 다른 Adobe ID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클링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클링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를 만들어 게시하고 DPS App Builder에서 사이클링 Adobe ID를 제
목 ID로 지정합니다.
카약 Adobe ID를 사용하여 게시하는 Folio는 카약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되고, 사이클링 Adobe ID를 사용하여 게시하는 Folio는 사이클링 응용 프로그
램에 표시됩니다.
위임 Adobe ID 만들기(구독자)
위임 Adobe ID는 특정 게시 계정에 연결되며 해당 계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를 위임 Adobe ID로 사용하려면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해 Adobe ID를 만듭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전자 메일 주소를 Adobe ID로 만들면 해당 전자 메일 주소를 위임 Adobe
ID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구독자는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통해 다른 역할을 Adobe ID에 할당하여 이 ID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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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작업 과정 개요
Adobe InDesign은 작업 과정의 중앙 구성 요소입니다. InDesign을 사용하여 디자인 팀은 레이아웃을 만들고 대화형 작업을 추가합니다. 레이아웃이
준비되면 프로덕션 팀은 레이아웃을 조합하고,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고, "Folio" 형식으로 게시합니다.
InDesign CS5 이상을 사용하면 누구나 디지털 출판 Folio를 작성하고 미리 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
들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여 Digital Publishing Suite를 구독합니다. DPS 구독을 사용하면 Apple App Store, Google Play
Store 및 Amazon Appstore용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이 있는 경우 Adobe DPS 시작 안
내서(PDF)를 참조하십시오.
Adobe Creative Cloud 멤버십을 얻습니다. Creative Cloud 멤버십이 있으면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iPad에만
해당).
단일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Single Edition 라이선스를 구입하십시오(iPad에만 해당).

InDesign 레이아웃을 iPad로 가져오기
1단계: Folio Producer 도구 설치
Digital Publishing Suite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DPS 도구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InDesign CS6의 경우 [도움말] >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DPS
데스크톱 도구를 설치하십시오. InDesign CS5/CS5.5의 경우 Folio Producer 도구와 Folio Builder 패널을 둘 다 설치하십시오. Folio Producer 도구 설
치 관리자는 Folio Overlays 패널, 필수 플러그인 및 Desktop Viewer를 설치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 설치 관리자는 Folio Builder 패
널만 설치합니다. 디지털 출판 도구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iPad 또는 Android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스토어(Apple App Store, Google Play Store 또는 Amazon Appstore)에서 최신 버전의 Adobe Content
Viewer를 설치하십시오.
2단계: InDesign에서 소스 아티클 만들기
InDesign 문서를 디지털 컨텐츠의 기본 레이아웃으로 만듭니다. InDesign CS5/CS5.5가 있는 경우, 각 아티클의 개별 아티클에서 수직(세로) 및 수
평(가로) 레이아웃을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InDesign CS6이 있는 경우, 동일한 문서 내에서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방향으로 디자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물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소스 컨텐츠에 InDesign 파일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HTML 기반의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ML 아티클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대화형 개체 추가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하여 대화형 개체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일부 InDesign 대화형 작업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화형 오버레이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각 오버레이 유형의 예와 방법 지침을 보려면 iPad 또는 다른 모바일 장치에 Digital Publishing Suite 팁을 다운로드하십시오.
4단계: Folio Builder를 사용하여 Folio 및 아티클 만들기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확인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만드는 Folio가 acrobat.com 사이트로 업로드
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러한 Folio를 Adobe Content Viewer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Cloud
멤버십이 있는 경우 Creative Cloud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확인된 Adobe ID가 없는 경우 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으로 이동하
여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따릅니다.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Folio를 만들거나 열고 아티클을 추가합니다. 각 아티클에는 가로 및 세로 방향에 대한 두 개의 레이아웃이 있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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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Folio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digitalpublishing.acrobat.com에서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Folio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참조하십시오.
5단계: 아티클 미리보기 및 공유
데스크톱용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여 Folio를 미리 보려면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 또는 아티클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콘텐츠 미리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iPad와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 Folio를 미리 보려면 장치에서 무료 Adobe Content Viewer를 설치한 후에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것
과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Folio를 다운로드하여 보려면 뷰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십시오. Folios 및 아티클 미리 보기를 참조하
십시오.
Folio Builder 패널에서 [공유]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Folio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Adobe ID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하는 Folio를 무
료로 볼 수 있습니다. Adobe ID를 사용하여 Adobe Content Viewer에 로그인한 사용자는 공유한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olio 공유를 참조
하십시오.
6단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Folio 만들기(구독자 및 Single Edition만 가능)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고객인 경우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Folio를 마무리하고 Distribution Service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조합 및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Apple Store, Google Play Store 또는 Amazon Appworld에 전송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
다. Creative Cloud 멤버십이 있거나 Single Edition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 iPad용 단일 발행물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또
는 Enterprise 계정이 있는 경우, 구독(iOS 및 Amazon), 푸시 알림(iOS만) 및 Omniture 분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DPS App Builder를 참조하십시
오.
7단계: 고객 데이터 분석 및 Folio 추가/업데이트(DPS 구독자만)
Folio를 게시한 후에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의 [분석] 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Omniture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Folio 사용자 정의 뷰어에 Folio를 계속 추가합니다.

Adobe 추천 항목
제작 자습서
DPS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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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버전 개요
Single Edition 모델을 사용하면 중소 규모 디자인 스튜디오 및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트폴리오 및 교육 자료를 iPad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Folio가 포함된 iPad용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Adobe Creative Cloud 구성원이 되거나 1회 요금을 지불하십시오.
풀 Creative Cloud 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Single Edition iPad 앱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하는 Single Edition 앱은 iPad에서만 작동되며 iPhone 또는 Android 장치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Single Edition을 사용하면 귀하의 앱은
Professional and Enterprise DPS 구독자가 이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책갈피, 소셜 공유 및 분석과 같은 많은 기능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Folio를 만들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InDesign CS5 이상.
DPS 데스크톱 도구(Folio Overlays 패널 및 Folio Builder 패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Mac OS 컴퓨터는 Mac OS X 10.6(Snow Leopard) 또는 이상만 실행합니다. 필요한 인증서를 만들고 응용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려면 Mac OS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Windows 컴퓨터를 사용하여 InDesign에서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DPS App Builder.
Apple의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대한 멤버십(연회비 필요). http://developer.apple.com/programs/ios/를 참조하십시오.
Creative Cloud 멤버십 또는 Single Edition 일련 번호.
Single Edition 비디오 및 리소스
Creative Cloud 계정을 사용하여 시작 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비디오를 보고, 유용한 에셋을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s://creative.adobe.com/#dpsse
이러한 비디오 외의 다른 많은 비디오가 AdobeTV에서 제공됩니다.
DPS Single Edition Learn 채널
"DPS Tips" iPad 응용 프로그램에는 Single Edition 모델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Apple에 제출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Single
Edition" 발행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p Store 또는 iTunes Store에서 "DPS Tips"를 검색하십시오.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
다음과 같은 일반 단계에 따라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Apple Store에 제출합니다.
1단계: 기본 사항 이해 InDesign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합니다. 비디오를 보고 자습서를 따라 해보
고 도움말 항목을 살펴봅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DPS 팁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리소스를 사용하여 기본 사항을 배웁니다.
2단계: 디지털 출판 도구 설치 InDesign CS6의 경우, DPS 데스크탑 도구를 설치하십시오. InDesign CS5 또는 CS5.5의 경우, 두 개의 개별 설치 관
리자를 실행하십시오. 먼저 Folio Producer 도구를 설치하여 Folio Overlays 패널, 필수 InDesign 플러그인 및 Desktop Viewer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
음 Folio Builder 패널을 설치합니다. 디지털 출판 도구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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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sign에서 사용할 디지털 출판 도구를 설치합니다.
또한 Adobe Content Viewer를 iPad로 다운로드합니다. Folio를 만들 때 컨텐츠가 acrobat.com에서 제공하는 웹 클라이언트로 업로드됩니다. 뷰어를
사용하여 이 Folio를 다운로드하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iPad App Store 또는 iTunes Store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검색합니다.
3단계: Folio 만들기 및 미리 보기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Folio를 만듭니다. iPad에서 Adobe Content Viewer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olio를 미리 봅니다. Folio가 완료되면 선택하고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단계: Creative Cloud 구독 또는 Obtain Single Edition 일련 번호 구입 Creative Cloud 멤버십이 있는 경우 iPad Single Edition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Adobe 웹 사이트를 통해 Single Edition 일련 번호를 구입합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아직 Single Editio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알림을 받도록 등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Single Edition 일련 번호를 받습니다.
5단계: 단계별 안내서 다운로드 Single Edition에 대한 단계별 iPad 게시 안내서에는 필요한 이미지 및 인증서를 만들고, Apple 개발자로 가입하고,
iPad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Apple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PS App Builder의 [도움말] 메뉴에서 단계별 게시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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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가격 옵션
Digital Publishing Suite를 사용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원하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무료 InDesign CS5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출판 도구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및 모바일 장치에서 Folio를 만들고 미리 보고 다
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Foilo를 발행하고 스토어에 제출하거나 개인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Viewer 앱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만
DPS 도구 사용에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Creative Cloud 멤버십 Adobe Creative Cloud 멤버십을 얻습니다. 풀 Creative Cloud 멤버십(개인 제품 아님)을 사용하면 iPad용 단일 Folio 앱을 무
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Single Edition Creative Cloud 멤버가 아닌 경우 1회 요금을 지불하고 단일 Folio가 포함된 iPad용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 버전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Single Edition을 사용하여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Adobe에서 추가 다운로드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Single Edition 요금과
Apple iOS 개발자 등록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Professional Edition Professional Edition 구독을 사용하면 매월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및 Folio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iPad의 경우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이나 다중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droid, Amazon 및 iOS(iPad 및 iPhone) 플랫폼
용 다중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iPad 및 Amazon Store용 다중 Folio 구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Professional
Edition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하는 기본 분석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Enterprise Edition Enterprise Edition에는 Professional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더불어 뷰어 UI를 사용자 정의하고,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를 만
들고, 사내(비공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adobe.com/products/digitalpublishingsuite/pricing/을 클릭하십시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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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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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v30 릴리스에서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릴리스 정보 모음은 새 기능 릴리스 정보 내역을 참조하십시오.
버그 수정 목록은 DPS 버그 수정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예정된 v30.2 릴리스(4월 28일)의 새로운 기능

v30.2 릴리스(2014년 4월 28일))에서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릴리스에는 DPS 도구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다.

텍스트 알림 향상 기능
iOS 텍스트 알림을 전송할 경우 텍스트 통지를 누르면 사용자 정의 스토어 또는 다른 사용자 정의 슬롯을 실행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웹 페이지를 실
행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옵션은 v30 앱에만 작용합니다.

기본 Android 뷰어
이러한 새롭게 지원되는 기능을 활용하려면 웹 기반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앱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십시오.
HTML 아티클 지원의 미리 보기. 기본 Android 뷰어는 이제 HTML 아티클 가져오기에 대한 초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이퍼링크는 HTML 아티
클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내비게이션 막대를 눌러 표시하는 기능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HTML 로컬 스토리지가 이제 지원됩니다.
이동 및 확대/축소 오버레이가 이제 지원됩니다.

Windows 뷰어
이러한 새롭게 지원되는 기능을 활용하려면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Windows 앱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십시오.
오디오 오버레이에서 컨트롤러 스킨 지원. 배경 오디오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향상된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사용자가 아직 다운로드하지 않은 아티클로 탐색하면 해당 아티클이 다운로드됩니다.

버그 수정
분석 기능 수정: 아티클 메트릭은 이제 오버레이 시작과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에 대한 URL 클릭의 일관된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또한, 슬라이드쇼에 임베드된 단추 오버레이가 이제 제대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버그 수정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v30.1 릴리스(4월 7일)의 새로운 기능
v30.1 릴리스(2014년 4월 7일)에 다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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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ndroid용 웹 기반 DPS App Builder
고급 변환 지원 웹 기반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기본 Android 앱을 만드는 경우 Android 태블릿에 표시할 Folio 변형과 Android 휴대폰에 나타
낼 변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Android 뷰어용 변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 앱 내 구입 지원 제거 Adobe는 DPS 앱에서 Amazon 앱 내 구입을 포함하는 기능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Amazon 마켓플
레이스를 통한 단일 발행물 및 구독의 앱 내 구입을 지원하는 기본 Android 뷰어를 만드는 옵션이 웹 기반 DPS App Builder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Amazon 마켓플레이스, 또는 Google Play Store 등의 기타 DPS 지원 Android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기존 앱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은 Amazon 앱 내 구입을 사용하지 않고 Kindle 및 Amazon 마켓플레이스용으로 새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앱 내 구
입은 직접적인 권한 부여 앱 또는 대부분의 기업용 사례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Adobe는 DPS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장치, 마켓플레이스 및 사용
사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본 Android 뷰어
v30 기본 Android 뷰어를 빌드할 경우 이제 다음 기능이 지원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바인딩.
이미지를 밀어 넘기는 기능과 다른 오버레이에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를 중첩을 포함해 전체 이미지 시퀀스 지원.
벡터 스크롤이 가능한 프레임.
사용자 지정 뷰어의 ChinaCache(Adobe Content Viewer에서는 제외).
기본 Adobe Content Viewer가 이제 자격 증명을 기억하므로 더 이상 반복해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Android 장치용 기본 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Store 뷰어
v30 Windows Store 앱을 빌드할 경우 이제 다음 기능이 지원됩니다.
오디오 오버레이가 이제 제한된 지원을 포함합니다. 컨트롤러 파일이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행 중인 다운로드 취소가 지원됩니다.
직접적인 권한 부여 로그인 및 Folio 업데이트 발행물에 대한 버그 수정. 자세한 내용은 DPS 버그 수정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iOS 뷰어
v30 iOS 뷰어를 빌드할 경우 이제 다음 기능이 지원됩니다.
iOS 뷰어용 Advertising Identifier 옵션은 이제 발행인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앱 이진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형식으로 사용 가
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소비자 마케팅 API를 참조하십시오.
DPS App Builder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로그인 단추 숨기기"가 선택된 경우 로그인 항목은 iPhone 설정 대화 상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정 옵션이 없는 경우(예: 소매 Folio 없음, 로그인 없음) Settings(설정)(기어 아이콘)는 더 이상 iPhone 뷰어 라이브러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 위로

v30 릴리스(3월 15일)의 새로운 기능
v30 릴리스(2014년 3월 15일)에는 다음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디오 개요는 DPS 업데이트 2014년 3월 개요(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및 로그인
Folio Producer를 사용하려면 v29 이상 도구 필요 InDesign 사용자는 DPS Desktop Tools의 경우 CC/CS6 – v29, Folio Builder 패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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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5.5/CS5 – v29를 최소한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InDesign에서 사용 중인 Folio Builder 패널이 v29 이상을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패널을 업데이
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 두 숫자를 보십시오.)
DPS 도구에 대한 설치 지침은 DPS 도구 설치 도움말 아티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약관 업데이트 Digital Publishing Suite 사용 약관(TOU)이 3월 14일 금요일 오후 01:00 PST 경에 업데이트됩니다. DPS 컨텐츠를 만들고 발행하
고 보는 데 사용하는 Adobe ID를 사용하여 DPS Dashboard(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에 로그인하십시오.

뷰어 기능
DPS 뷰어에 대한 다음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ndroid 및 Windows용 기본 뷰어 이제 Android 및 Windows Store 겸용 기본 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뷰어는 아직 iOS 뷰어와 동일한 기
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뷰어에 대한 개선 기능이 3주마다 릴리스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 뷰어에 대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Android 뷰어의 경우 이제 웹 기반 DPS App Builder에서 HTML 배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Folio 업데이트가 지원됩니다.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가 부분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미지 시퀀스에서 손가락 대기는 아직 기본 Android 뷰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눌러서 재생 또는 자동 재생
만 지원됩니다. 기본 Android 뷰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장치용 기본 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Store 뷰어의 경우 이제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가 지원됩니다. Windows Store 뷰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Store용 DPS 앱 빌
드를 참조하십시오.
상대적 navto 링크 이제 navto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이전 또는 처음/마지막 아티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vto://relative/first 동작이 있
는 단추는 Folio의 첫 번째 아티클로 이동합니다. 유효한 형식으로는 first, last, next, previous 및 current가 있습니다. Folio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다
섯 번째 아티클과 같은 특정 아티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navto 링크는 iOS 및 Windows Store 뷰어에서는 지원되지만 아직 기본 Android 뷰어, 데스크톱 뷰어 또는 웹 뷰어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navto 링크는 v30 앱 버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Folio 형식과 연동됩니다.
상대적 navto 링크 사용 도움말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상대적 navto 링크에 대한 JS API 지원(iOS만 해당) Reading API에 액세스하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을 만들면 Folio를 쿼리하여
Folio 내에 있는 아티클 수와 아티클 내에 있는 페이지 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 내에서 이 정보를
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30의 새로운 API 및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를 사용한 딥 링크(Enterprise만 해당, iOS만 해당) v30 업데이트는 v29의 딥 링크 매개 변수 캡처 기능을 개선합니다. v29 릴리스에서는
사용자 정의 슬롯(예: 사용자 정의 스토어)만 딥 링크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v30 뷰어에서는 이제 딥 링크 대상에 관계없이 JS API를 통해 링크 매
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정 Folio와 아티클을 앱에서 열고 구독 할인을 제공하는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딥 링크를 연결하면 JavaScript API를 통해 뷰어에서 정보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JS API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navto 형식을 사용하고, 로컬 저장소에 기록하고, 값을 설정하여 아티클에 대한 링크 연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30의 새로운
API 및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정보 화면(iOS만 해당) iOS 뷰어에서는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스토어, 배너 또는 아티클을 포함한 Reading API 또는 Library and Store API에 액
세스할 수 있는 앱 내 어디서나 투명 웹 보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투명 웹 보기에 원하는 컨텐츠를 표시하기 위해 독자 권한 부여 상태 및 기타 동작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수준(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또는 권한 부여 배너 등) 또는 Folio 수준(HTML 아티클 또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에서 정보 화면을 시작할 수 있습니
다. 정보 화면에 사용되는 HTML 파일은 앱 내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앱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호스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보 화면을 보려면 인
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JS API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요약은 HTML 및 JS API를 사용하여 DPS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정보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와 지침은 R30의 새로운 API 및 기능과 이 정보 화면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Folio(Enterprise만 해당, iOS만 해당) 계정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Enterprise 계정의 응용 프로그램 역할을 구성할 때 이제 새로운 “보안 컨텐츠
사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앱에 기밀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보안 계정에서는 소셜 공유, 웹 뷰어 및 백
그라운드 다운로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계정의 Folio는 Folio Producer Service(acrobat.com)를 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dobe Distribution Service에 발행된 경우에만 Fol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계정에서 Folio를 미리 보려면 장치에서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Adobe Content Viewer에서 보거나 사용자 정의 앱을 빌드하고 발행
된 Folio를 보면 됩니다.
v30 앱에 보안 컨텐츠 사용을 선택하고 "Folio 암호화"를 선택한 상태로 v30 Folio를 발행한 경우에만 Folio가 보호됩니다.
보안 컨텐츠 기능을 사용하여 앱에 제공된 Folio는 장치가 잠기거나 전원이 꺼지면 보호됩니다.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면 Folio를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표준 iOS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PS 계정의 Folio 보호 도움말 아티클 및 보안 컨텐츠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Calendar API 지원(iOS만 해당) 이제 일정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JavaScript API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링크를 눌러 다가오는 이
벤트를 일정 앱에 추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반복되지 않는 이벤트만 해당). 또한 레시피 재료 목록과 같은 항목을 사용자의 미리 알림 앱에 추가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PS Developer Center에서 R30의 새로운 API 및 기능[아직 제공되지 않는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더 보기"가 사라짐 iPad에서 독자들은 이제 라이브러리의 컨텐츠를 계속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더 이상 추가
Folio를 표시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아래쪽에 있는 [더 보기]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구독 향상 기능(Enterprise) 이제 사용자 정의 보기 내에서 기본 뷰어 로그인 대화 상자 및 구독 대화 상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따라 구독 또는 로그인 대화 상자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기본 구독 또는 로그인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구매 옵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로그인 대화 상자는 Library and Store API에 제공됩니다. 기본 구독 대화 상자는 Library and Store API와 Reading API 모두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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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부여 정보에 대한 향상 기능(Enterprise) Adobe는 내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프록시 권한 부여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직접적
인 권한 부여를 제공하는 Enterprise 발행자는 계속해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제공할 수 있지만 Adobe 서비스가 발행자를 대신하여 권한 부여를 캐싱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적인 권한 부여 인프라에 대한 변경 사항 기술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Folio Producer 서비스
서버 기능에 대한 다음 변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텍스트 알림에 대한 향상 기능 이제 확장된 기능으로 다시 설계된 푸시 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푸시 알림 포털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문자 알림 예약. 전송되지 않은 알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내역 보기. 알림을 전송하고 현재/예약된 알림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에 딥 링크 전달. 예를 들어 앱 라이브러리를 여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v30 뷰어 버전이 필요합니다.)
SiteCatalyst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문자 알림 데이터 평가.
자세한 내용은 푸시 알림 도움말 아티클과 이 예약된 문자 알림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개선 사항 이제 SiteCatalyst 분석 기능에 푸시가 수신될 때부터 Folio가 다운로드될 때까지 백그라운드 다운로드를 완벽하게 추적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AEM/DPS 작업 과정 Media Publisher는 시스템에서 DPS 컨텐츠를 발행하는 데 사용되는 Adobe Experience Manager(AEM)용 모듈입니다. AEM 및
모듈이 구성되면 적절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HTML 아티클을 만들고 DPS Folio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을 Adobe Folio Producer 서비스에 직접
업로드하고 아티클이 최신 변경 사항과 동기화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EM 작업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S 시스템을 활용
한 효율적인 DPS 작업 과정의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
Adobe Content Viewer for Web(Web Viewer)에 대한 다음 변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Adobe Content Viewer for Web API 향상 기능 이제 Enterprise 발행자들은 포함된 Web Viewer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Javascript API를 사용하여
"다음 아티클" 및 "이전 아티클" 단추를 호스팅 웹 페이지에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iframe에서 이러한 단추를 클릭하여 다음 아티
클 또는 일반 아티클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추는 호스팅 페이지의 브랜드 및 스타일에 맞게 스킨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함된 Web Viewer SDK를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에 대한 브라우저 지원 알림 Adobe는 이제 Web Viewer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브라우저를 감지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브라우
저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contentviewer.adobe.com/에서 호스팅되는 Web Viewer 컨텐츠의 경우 Web Viewer에서 지원되지 않거
나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오래된" 버전을 감지하면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 추천하되 사용자가 Folio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브
라우저…”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된 브라우저의 경우 Web Viewer에서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최
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시한 후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사용자 환경이 수시로 나빠지기 때문에).
Web Viewer가 Adobe Content Viewer for Web SDK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발행자는 SDK를 통해 이러한 지원 알림을 표시하는
데 동의하거나 API 콜백을 수신하여 직접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사용자를 대체 컨텐츠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함된 Web Viewer
SDK를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추적 분석 추적에 대한 변경 사항:
자격이 부여된 컨텐츠와 관련된 구매 유형이 추적됩니다. 독자가 직접적인 권한 부여를 통해 로그인하여 Web Viewer 컨텐츠에 액세스하면 Web
Viewer에서 컨텐츠가 구매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TOC 클릭 수가 추적됩니다.
이제 Web Viewer 분석 보고서에서 페이월 단추의 클릭 수가 추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iteCatalyst DPS Report Guide(PDF)를 참조하십시오.

DPS
이제 Folio 형식 사양 사용 가능 이제 Folio 형식 사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발행자는 .folio 파일 형식 사양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시장을 통해
컨텐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잡지 발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디지털 출판 파일 형식인 .folio로 발행하면 각각의 고유한 시장에서 지원하
는 여러 개의 개별적인 독점 파일 형식으로 대화형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발행할 필요 없이 모바일 장치용 디지털 컨텐츠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folio 파일 형식 사양에 대한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는 신문/잡지 가판대 및 시장은 .folio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잡지를 표시할 수
있는 고유한 기본 뷰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Folio 형식 사양 다운로드 페이지
사전 고지: DPS v32에서 InDesign CS5.5 및 CS5 지원 중단 v32 릴리스(2014년 9월로 잠정 예정)에서 InDesign CS5.5 및 InDesign CS5로 계속
DPS용 소스 문서를 만들 수 있지만 Folio Producer Service로 아티클을 업로드하려면 InDesign CS6 이상이 필요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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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에 대한 릴리스 노트 내역
Digital Publishing Suite 도구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개선된 버그 리스트는 DPS 버그 개선 릴리스 정보에서 확인하십시오.
릴리스 29 — 1 단계(현재)
현재 도구 세트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28
텍스트 기반 푸시 알림(iOS, Professional/Enterprise)
고객에게 텍스트 알림을 보낼 때 더 이상 타사 푸시 알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OS 장치의 반복 독자와 구독자에게 사용자 정의 텍스트 메시
지를 보내 새 컨텐츠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알림은 모든 뷰어 버전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SiteCatalyst 분석을 사용하여 푸시 알림 수신에 동의
한 독자 수를 비롯하여 푸시 알림에 대한 고객 반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분석 기능 향상(베타 버전, 영어로만 제공)
DPS Dashboard에는 새 베타 버전의 기본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본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MPA Tablet Metrics 지침을 준수하는 디지털
독자를 위한 누적 표준 독자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제공되는 보고서에는 총 독자 수, 총 세션 수, 독자당 총 소요 시간, 독자당 평균 세션 수, 장
치 및 운영 체제와 같은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표준 메트릭에 대한 누적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인터페이스에서는 분석 기능에 액세스하고 보고서 데이
터를 내보내 스프레드시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iOS 7 지원
v28 앱에는 iOS 7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24 이하 버전으로 생성된 뷰어는 iOS 7 장치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로
방향의 Folio는 표시되지 않거나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DPS 앱을 v27 또는 v28로 업데이트하십시오.
iOS 5 지원 중단
Adobe DPS에서 iOS 5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따라 v28 앱은 iOS5뿐만 아니라 iPad 1 장치에서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iPad 1 장치
를 계속 지원하려면 기존 앱의 뷰어 버전(v27 이하)과 호환되는 Folio를 만들어야 합니다.
iOS 7용 DPS 앱 요구 사항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옅은 색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테마를 비롯한 Apple iOS 7 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는 v28 앱을 작성할 수 있
습니다. 앱을 디자인하고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iOS 7 요구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iOS 7용 앱에는 시스템 상태 표시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v28 앱을 작성할 때 Folio 보기를 비롯한 모든 보기의 위쪽 내비게이션 막대 위에
20픽셀 또는 40픽셀의 시스템 상태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내비게이션 막대를 눌러서 표시하면 디자인 영역에 대한 설정이 더 표시됩니
다. 아티클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십시오.
iOS 7에서는 위쪽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의 사용자 정의 아이콘(Enterprise만 해당)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사용자 정의 도구 모음 아이콘을 사용
하여 v28 앱을 작성할 때 더 이상 위로, 아래로, 비활성화 상태에 대한 아이콘 3개를 별도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대신 투명한 배경의 단일 PNG
파일을 제공하면 iOS 7에서 표시 상태 색상을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30x30픽셀과 60x60픽셀입니다.) 내비게이션 아이콘에 더
이상 텍스트 레이블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DPS App Builder의 아이콘 레이블 필드에 사용자 정의 아이콘 아래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앱이 다국어를 지원할 경우 이 텍스트를 현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아이콘은 작동 가능한 경우에만 내비게이션 막대에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뷰어" 단추는 Folio가 다운로드될 때까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경우,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은 이전 앱의 내비게이션 도
구 모음보다 픽셀 수가 약간 더 많습니다(SD iPad에서는 12픽셀, HD iPad에서는 24픽셀). 다시 한 번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십시
오. 이러한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ad 및 iPhone용 DPS 앱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iOS 7의 경우 152x152(iPad HD), 76x76(iPad SD) 및 120x120(iPhone)의 추가 앱 아이콘 크기가 필요합니다. DPS App Builder에서 v27 또는
v28 앱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새 아이콘 파일이 필요합니다.
DPS 뷰어에는 iOS 7을 위한 몇 가지 UI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배경이 이전 버전보다 훨씬 옅어졌으므로 커버
이미지가 적절한 대비를 이루는지 확인하십시오. 앱에 앱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아티클이 포함된 경우 이 도움말 컨텐츠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OS 7 장치에서 작동하는 v24 및 이전 버전의 앱에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앱을 v27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
오.
iOS 7의 AirDrop 지원
iOS 7 장치의 v28 앱에서는 AirDrop을 사용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티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iPad에서 AirDrop을 통해 아티클 링
크를 공유한 경우 새로운 v28 Mobile Safari Web Viewer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obile Safari Web Viewer(iPad만 해당)
iPad 사용자가 보호되지 않는 공유 아티클에 대한 링크를 누르면 Mobile Safari Web Viewer에서 바로 공유 아티클이 열립니다. 이 기능은 공유 받는
사람이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iPad에서 Web Viewer 버전의 아티클을 한 번만 눌러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Mobile Safari Web Viewer(“아티클
뷰어”라고도 함)는 iPad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아티클을 볼 수 있는 링크(앱이 이미 다운로드된 경우)를 제공합니다. 이 초기 릴리스에서는 아직
특정 오버레이 유형과 같은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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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노출 날짜 예약
Distribution Service에서 앱 사용자에게 Folio 컨텐츠를 노출할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의합니다. 프로덕션 직원이 수동으로 새 컨텐츠를 라이브할 필요
가 없습니다.
또한 Folio Producer API(Enterprise만 해당)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Folio 노출 날짜 예약 정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Folio를 위한 새로운 기본 뷰어 버전
Folio를 위한 기본 뷰어 버전은 이제 v20이 아닌 v26입니다. 새 Folio를 만들 때 v28 뷰어 버전을 통해 v20을 대상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API 지원
장치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앱 내에서 사진을 찍고 내용에 사진을 포함하거나 카메라 롤에 사진을 저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
임 이미지를 지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프레임 내에 표시되는 사진을 찍도록 할 수 있습니다(또는 사진 앱에서 이미지 지정).
Android 장치에서 컨텐츠 확대 가능
이전 릴리스에서는 Android 앱의 소형 변환이 확대되지 않아 레터박스와 필러박스로 표시되었습니다. v28 AIR 기반 Android 앱에서 이제 소형 변환이
비례적으로 확대됩니다.
방향 고정 옵션
DPS App Builder에 라이브러리와 Folio 보기가 한 방향으로만 표시되도록 앱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는 새 설정이 포함되었습니다.
SiteCatalyst 분석 개선 사항
새로운 SiteCatalyst 보고서를 작성자 메타데이터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작성자 또는 광고주를 추적할 때 유용합니다. 추가 사용자 정의
eVar 추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PS Developer Center의 관련 분석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 로컬화
웹용 Content Viewer(Web Viewer)에 이제 20가지 언어가 포함됩니다.
Distribution Service 성능 개선
Adobe Distribution Service로 업로드된 Folio는 이제 더 빠르고 안정적인 Amazon Web Service 서버에 저장됩니다. Folio 게시,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
에서 큰 성능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릴리스 27
소셜 미디어 공유에서 Pinterest 지원(iOS, Professional/Enterprise)
Pinterest는 이제 DPS App Builder의 소셜 미디어 공유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선택하면 앱의 드롭 다운 소셜 미디어 공유 메뉴에 Pinterest 옵션이
표시됩니다. iPad 또는 iPhone으로 앱을 보는 고객은 아티클 페이지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핀보드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Pinterest에서 독자는 페이
지 이미지를 클릭하여 장치 또는 Web Viewer에서 대화형 아티클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셜 미디어 공유 옵션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아
티클의 수에 대한 Paywall 제한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GPS 통합(iOS, Professional/Enterprise)
GPS 통합을 사용하면 지역적 위치에 기반하여 대상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HTML 컨텐츠에 GPS 로직을 추가하여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자가 아티클을 보는 장소에 따라 다른 광고를 표시하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스토어(Enterprise만 해당)에서 특정 지역 Folio를 표시하고 위치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Folio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Enterprise만 해당)에서 특정 지역 배너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사용자 정의 스토어 또는 라이브러리에서 GPS 통합을 실행하려면 v2 사용자 지정 스토리/라이브러리 API를 사용하십시오. 웹 컨텐츠 오버
레이 또는 HTML 아티클에서 GPS 통합을 실행하려면, API 읽기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에서 GPS 통합을 실행
한 경우 "자격 정보에 액세스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Web Viewer 개선(iOS, Professional/Enterprise)
다음 향상된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의 Folio Producer에서 아티클 액세스 상태가 "무료"로 설정된 아티클은 데스크톱 Web Viewe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제 Paywall 제한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분 무료 또는 보호 아티클의 비헤이비어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부분 무료 아티클은 여전히 Paywall 제한값에
영향을 받으며, 보호 아티클은 자격이 부여된 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부분 무료, 보호 설정은 Web Viewer와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에
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Web Viewer TOC에서 보호 아티클의 썸네일 이미지가 회색으로 표시되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 잠금 아이콘이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보호 아티클에 대해서는 왼쪽 및 오른쪽 내비게이션 작업이 생략되었습니다. v27을 사용하면 Web Viewer는 더 이상 TOC 및 내비게이션에
서 보호, 무료 또는 부분 무료 아티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티클은 TOC에서 구별없이 표시되며, Folio 내에서 탐색할 경우 사용자가 보
호 아티클을 포함하여 모든 아티클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 아티클은 Paywall 메시지로 가려집니다.
포함된 Web Viewer에서는 발행자 소유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발행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로그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
니다.
Android 뷰어 개선(Professional/Enterprise)
AIR 기반 Android 뷰어는 다음의 향상된 기능을 포함합니다.
Folio 크기 제한 범위가 2048x2048픽셀에서 4095x4095픽셀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 HD Android 태블릿과 같이 더 큰 장치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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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droid 장치에서 지정한 스플래쉬 스크린을 비례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대상 스크린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 더 작은 장치에 대해 축소된(종
횡비가 다를 경우 잘림) 2560x1600 및 1600x2560 스플래쉬 스크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및 UI 요소는 이제 10” HD 태블릿과 같은 XLarge Android 장치에서 버튼을 누르고 HD 장치의 뷰어에서 탐색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줍니
다.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아이콘(Enterprise만 해당)은 이제 75x43픽셀, 98x52픽셀 또는 214x114픽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AIR 아님) Android 뷰어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Folio 복사하기
이제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복사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Folio를 복사(복제)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사용자에게 공유된 Folio를 복
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은 Folio를 복사하면 Distribution Service가 아니라 Folio Producer 서버(acrobat.com)에 새로운 Folio가 생
성됩니다. 그 후 복사한 Folio를 편집 및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자에게 Folio가 공유된 경우, 소스 파일을 가져와 아티클을 다시 연
결하여 아티클을 편집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잠긴 Folio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DPS App Builder의 새로운 "자동 열기" 옵션
"다운로드 후 자격이 부여된 최신 Folio 자동 열기"는 DPS App Builder의 새로운 옵션입니다. "처음 실행 시 자격이 부여된 최신 Folio 자동 다운로
드"를 선택한 경우, "자동 열기" 옵션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처음 사용하는 독자가 앱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열기" 옵션이
선택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Folio가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커버 이미지를 누르기 전에는 Folio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
해 발행자는 배너에 메시지를 표시하여 첫 번째 사용자가 Folio를 무료로 받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티클 미리 보기 개선
아티클 미리 보기는 이제 미리 보기 Folio 내의 무료 아티클뿐만 아니라 부분 무료 아티클도 지원합니다. 독자가 미리 보기 Folio 내에서 부분 무료 아
티클을 검색하는 경우, "아티클 읽기" 버튼이 구매 창에 표시되어 독자가 미리 보기 경험의 일환으로 부분 무료 아티클을 눌러 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자가 읽을 수 있는 부분 무료 아티클의 수는 발행자가 설정한 장치 Paywall 제한값에 의해 제한됩니다.
또한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에 대한 몇몇 UI 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 아티클의 미리 보기 이미지는 이제 다크 메쉬 패턴 뒤에 표시됩니다. 썸
네일 검색은 이제 그라디언트 처리가 적용되며, 썸네일 검색은 탐색 모드의 "병합" 아티클의 모든 페이지(가로로만 스와이프)에 표시되며 Folio 뷰의
메쉬 처리 뒤에 미리 보기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Analytics 개선(SiteCatalyst 계정을 사용한 Professional/Enterprise)
SiteCatalyst는 독자 구독 유형(신규 또는 갱신)에 따른 구매, 구독 기간(1년, 6개월 등) 및 앱 마켓에서의 구매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SiteCatalyst는 푸시 알림 받기를 선택한 독자의 수를 보고합니다. 슬라이드쇼 및 스크롤할 수 있는 프레임 오버레이 추적이 더욱 상세해졌습니다.
추가 변경 사항
그 외에 v27의 향상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iPad뿐만 아니라 iPhone에서도 실행됩니다. DPS App Builder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idecar.xml 파일을 가져와 Folio의 각 아티클에 무료/부분 무료/보호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아티클 액세스 설정을 지원합니다.
라이브러리/스토어 v2 API의 링크는 이제 닫기 단추가 있는 앱 내에서 구분된 웹 뷰 창으로 표시됩니다("앱 내 브라우저"라고도 함). 이 웹 뷰 창
의 HTML은 계속해서 API로 참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26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iPad에만 해당)
고객이 소매 Folio의 컨텐츠를 미리 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미리 보기] 단추를 눌러 모든 무료 아티클을 다운로드하고 읽을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다른 아티클로 이동하면 Folio를 구매하라는 유료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소매 Folio에서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를 사
용하려면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서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 설정을 선택하고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여 특정 아티클을 [무료]로 표시
합니다.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는 iPad에만 해당되며 현재 섹션이 있는 Folio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Folio의 아티클에 "무료" 설정을 적용하려면 Folio 뷰어 버전을 v26 이상으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Folio 내의 아티클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ndroid Viewer와 Desktop Viewer 모두에서 PDF 아티클 지원
이제 Android 장치와 Desktop Viewer에서 PDF 아티클이 지원됩니다. Android 뷰어에서 PDF 형식을 활용하여 파일 크기를 줄이고, PDF 아티클이 있
는 iOS Folio를 재사용하고, 아티클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ktop Viewer에서는 이제 PDF 아티클이 있
는 Folio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이는 Folio를 미리 실행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PDF 아티클을 표시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버전이 v26 이상이어야 하지만 PDF 아티클이 있는 Folio는 어느 버전이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기본 Android 뷰어가 아니라 기존 AIR 기반 Android 뷰어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또한 Android에 대한 PDF 지원에는 응용 프
로그램 내 브라우저에 PDF 파일을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Pad 라이브러리 개선 사항
이제 라이브러리의 각 표지 미리 보기 이미지 아래에 아이콘이 나타나므로 사용자는 별 다른 조작 없이 내용이 무료인지 소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가격이 표시된 단추를 누르면 구매가 시작됩니다. 무료 단추 또는 클라우드 단추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클라우드 아이콘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지 않은 소매 Folio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표지 미리 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가 자격이 부여된 Folio만 표시하도록 구
성된 경우 표지 이미지를 눌러도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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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에만 해당)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가 고객에게 자격이 부여된 Folio만 표시할 경우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지 이미지를 누
르면 Folio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iPhone 5 완벽 지원
이제 1136x640 Folio 변환을 만들면 iPhone 5에서 컨텐츠가 레터박스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iPhone 5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Apple 요구 사항을 준수
하려면 DPS App Builder에서 추가 640x1136 시작 이미지(시작 화면)를 지정해야 합니다.
DPS App Builder 개선 사항
DPS App Builder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셋 링크가 이제 서버에 저장되므로 복사된 에셋에 다시 연결할 필요 없이 여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대행사가 DPS App Builder를 통해 대부분의 설정 및 파일을 지정한 후 고객이 인증서를 지정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의 뷰어를 편집할 때 텍스트 필드에 "에셋이 서버에 저장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저장된 에셋은 개별 응용 프로그램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에셋을 서버에 저장하여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nterprise) 새로운 API 기능을 활용하는 사용자 정의 스토어를 만들 경우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Enterprise) 기존에 만든 스토어를 계속 사용하려면 DPS App Builder에서 [기존 스토어 API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
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핫 존을 사용하여 Folio 보기 컨트롤 표시" 옵션에는 이제 화면 아래쪽만이 아니라 화면 위쪽과 아래쪽 모두의 핫 존이 포함됩니다.
라이브러리 설정 메뉴에 나타나는 선택적 개인 정보 보호 정책 URL 지정에 대한 새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에 선택적 URL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 옵트인 개선 사항
사용자가 분석 데이터를 거부할 수 있게 뷰어를 구성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분석 데이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OS 및 Android 뷰어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Web Viewer 개선 사항
Web Viewer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포함된 Web Viewer. 이제 DPS에서 iframe HTML 태그가 새롭게 지원되므로 웹 사이트에 공유 Web Viewer 아티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에게 일관적인 표준 환경을 제공하는 주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Web Viewer 전용 Folio. 장치 뷰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Web Viewer 브라우저에서만 나타내는 Web Viewer 전용 Folio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가로 방향만 표시하고, "누르다" 대신 "클릭하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지원되지 않는 파노라마를 정적 이미지로 바꾸는
1024x580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Web Viewer 변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사용자 정의 스토어 및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가 Web Viewer에서 지원됩니다. Web Viewer에 사용자 정의 스토어 및 사용자 정의 라이브
러리를 통합하여 특별한 내용,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개인 정보 보호 정책 URL. 응용 프로그램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웹 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OS 및 Android 뷰어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Web Viewer 분석. 이제 Web Viewer에서 분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손가락 대기만 지원(v25에 추가됨). Web Viewer에 이제 [가로 손가락 대기만]이 선택된 "분리된" 아티클이 표시됩니다.
주문 처리 보고서의 새 기능과 향상된 기능
DPS Dashboard의 주문 처리 보고서는 발행자에게 Folio 컨텐츠 다운로드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주문 처리 보고서에 각
발행물의 호당 다운로드 수와 전체 다운로드 합계를 보여주는 정보 제공용 피벗 테이블과 Web Viewer 다운로드를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명세서를 쉽
게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추가 데이터 필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 주문 처리 보고서(현재 "롤업 보고서"라고 함)는 관리자에게 계정과 관
련된 모든 발행물에 대한 주문 처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고서 데이터가 이제 매주가 아닌 매일 기록됩니다.
주문 처리 번들 온라인 구매
10,000 주문 처리 번들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구매 옵션을 사용하면 계정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리셀러를 통해 또는 Adobe에
서 직접 주문 처리 갱신을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 처리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행자에게 더욱 빠른 구매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Adobe
Store를 통해 10,000 주문 처리 번들의 일련 번호를 구매하고 DPS Dashboard를 통해 일련 번호를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지원됩니다.
분석 개선 사항
분석에 대한 다음 개선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아티클 완독 수. 한 번 방문하여 아티클을 완독한 독자 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TOC 추적. TOC 단추를 누른 횟수를 추적할 수 있고 TOC를 통해 검색된 아티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가 직접 자격을 부여한 독자. 직접적인 자격 부여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고 Folio를 받은 독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직접적인 자격 부여 API를 통해 독자의 구독자 ID 및 구독자 유형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유형 및 구독자 ID 값은 SiteCatalyst에 전
달되므로 이러한 구독자가 Folio와 상호 작용한 방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 고객이 "미리 보기" 단추를 눌러 발행물을 미리 보면 미리 보기 단추를 누른 횟수와 미리 본 무료 아티클이 추적됩니다. 발행물
을 미리 본 후 변환한 횟수도 추적됩니다.
Omniture 방문자 ID 및 푸시 알림 토큰. 각 독자의 Omniture 방문자 ID 및 푸시 알림 토큰(독자가 푸시 알림 수신을 허용한 경우)이 SiteCatalyst에 추
가됩니다.
Web Viewer: Web Viewer 정보가 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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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Folio 무료 API 개선 사항
기업 발행자는 이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API를 사용하여 독자가 구독자인지 여부에 따라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구독 배너를 구성할 수 있고 최신
무료 소매 발행물 기능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25
라이브러리 UI 개선 사항(iPad에만 해당)
iPad 뷰어 라이브러리가 더 큰 격자 표지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게 다시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한 Folio의 표지 이미지를 누르면 Folio가 열립니
다. 다운로드하지 않은 Folio의 표지 이미지를 누르면 미리 보기 창이 열립니다. 독자는 기어 메뉴 단추를 사용하여 Folio를 선택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
다.
Folio 보기의 여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중 Folio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홈] 단추가 이제 [라이브러리] 단추입니다. [검색] 단추와 아래쪽 스크롤 막
대의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검색 모드에서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여 아티클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 옆에 있던 다음 또는 이전 아티클로
이동하는 화살표가 제거되었습니다.
DPS App Builder에서는 Enterprise 구독 응용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의 왼쪽 위에 표시되는 [구독] 및 [로그인] 단추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에 따라 구독 응용 프로그램에 더 큰 구독 타일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매 Folio 무료
발행자는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의 옵션을 선택하여 가장 최근에 게시된 소매 Folio를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조건부 HTML 컨텐츠(Enterprise에만 해당)
첫 번째 Folio 무료 기능과 함께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발행자가 Folio를 얻은 방법에 따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HTML 아티클이
나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Folio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컨텐츠에 구독 제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독을 통
해 Folio를 얻는 경우에는 컨텐츠에서 추가 제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HTML 컨텐츠를 설정하려면 다음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먼저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에 대해 [자격 부여 정보에 대
한 액세스 허용] 옵션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HTML 코드에 사용자 정의 JavaScript API를 추가합니다. 이 JavaScript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격이 부여된 최근 발행물 자동 다운로드
이 DPS App Builder 설정을 선택하면 자격이 부여된 최근 발행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옵션이 설정된 경우 첫 번째 무료 소매 Folio 또는 가장
최근에 게시된 무료 Folio). 이 옵션은 처음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백그라운드로 다운로드된 발행물 자동으로 열기
이 DPS App Builder 설정이 선택된 경우 이전 보기 세션 이후에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된 모든 Folio가 응용 프로그램 시작 시 열립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최근에 본 Folio에서 마지막으로 읽던 위치가 열립니다
Folio의 마지막으로 읽던 아티클 열기
Folio 간을 전환하면 이전에 보던 Folio가 더 이상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뷰어에서는 모든 Folio의 읽던 위치를 기억합니다. Folio를 재설정하려면
아티클에 내비게이션 막대를 표시하고 제목 표시줄을 세 번 누르십시오.
동적 구독(Enterprise에만 해당)
발행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구독 옵션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자는 구독 기간을 평가하여 최고
의 옵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응용 프로그램의 테스트 간소화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Amazon용 응용 프로그램(.apk file)을 만들 때 이제 별도의 .json 파일을 로드하지 않고 Amazon 장치에서 .apk 파일을
로드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json 파일은 소매 컨텐츠를 테스트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Android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컬 저장소 지원
이전 버전에서는 Android 뷰어에서 로컬 저장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읽던 위치나 양식 입력 데이트가 손실되었습니다.
v25 Android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iOS 응용 프로그램에서처럼 이제 이 정보가 유지됩니다.
goto:// 탐색
goto:// 형식을 사용하면 Enterprise 발행자가 Folio 보기에 라이브러리의 사용자 정의 아이콘 내용에 대한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PS
App Builder에서 레이블이 "Store"인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만들면 사용자 정의 Store 아이콘을 누를 때처럼 Store HTML 컨텐츠를 자동으로 여는
"goto://ApplicationViewState/Store" 동작을 포함하는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쪽 내비게이션 막대 숨기기
이 DPS App Builder 설정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티클을 누를 때 아래쪽 내비게이션 막대만 표시됩니다. 그러면 발행자가 Folio 내를 탐색하는
영구 내비게이션 막대를 모든 아티클 페이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작업 과정 API 개선 사항(Enterprise에만 해당)
자동 DPS 게시 작업 과정을 위한 API를 사용할 경우 이제 Folio를 게시 및 업데이트하고 아티클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아티클 업데이
트는 향후 릴리스에서 제공할 계획임).
SiteCatalyst 분석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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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Catalyst에는 비디오 재생 기간 보고와 같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문 처리 다운로드 보고서 생성
이제 발행자는 Adobe Distribution Service의 다운로드 데이터를 보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계정을 사용하여 DPS Dashboard에
로그인하는 경우 [주문 처리 보고서] 옵션을 선택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Adobe Distribution Service의 청구 가능한 다운로드 통계를 포함하
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Dashboard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문 처리 다운로드 균형을 표시하
는 보고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OS4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v25 이상 뷰어는 더 이상 iOS4를 지원하지 않으며 iOS5 이상만 지원합니다.
릴리스 24
라이브러리 백그라운드 다운로드(iOS) 고객이 v24 응용 프로그램에서 Folio를 다운로드하는 중에 응용 프로그램을 나와서 전자 우편을 확인하거나
다른 Folio를 본 다음 나중에 다시 돌아와 다운로드된 Folio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분 후에는 다운로드가 일시 정지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Folio만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아티클을 한 번에 업데이트 Folio Builder 패널에서 여러 아티클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선택한 아티클을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아티클을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아티클을 클릭하거나 Ctrl/Command 키를 누른 채 아티클을 클릭합니다.
섹션 새로운 [섹션] 기능을 사용하면 고객이 Folio의 개별 섹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lio를 뉴스, 스포츠, 비즈니스, 스타일 및 재무
섹션으로 나눌 수 있고 고객은 선택에 따라 스포츠 및 재무 섹션의 아티클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섹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iPad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표지 보기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모든 iPad 뷰어 라이브러리에는 격자 보기와 한 번에 하나의 Folio만 표시하는 표지 보기
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v24 DPS App Builder에서는 iPad에서 격자 보기만 포함하거나 또는 격자 보기와 표지 보기를 모두 포함하는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뷰어에서는 이미 격자 보기, 표지 보기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PS UI 개선 사항 Folio를 만들 때 더 이상 [방향] 설정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방향] 설정을 선택하지 않고 [확인]을 클릭하면 옵션 주위에
빨간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Folio를 만드는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여러 오류 메시지에 기술 참고로 안내하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Folio 게시 개선 사항 서버 오류로 인해 Folio를 올바로 게시하지 못하는 경우 서버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시도] 단추를 클릭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다
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DPS 서버에 대한 개선 사항 Adobe Distribution Service의 대역폭이 커져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DPS 서버가 acrobat.com에서 별도의 클러스터에 있으므로 acrobat.com 유지 관리 중에도 Folio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복구" 변경 이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옵션 메뉴에서 [구입 복구]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구입 복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Folio 정보에 대한 캐싱 사용(iOS) DPS App Builder에서 Folio 정보를 캐시하여 대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Folio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선택하고 소매 Folio의 비용을 변경
하는 경우 라이브러리에 잘못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현재 구독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서명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사항(iOS, Enterprise에만 해당) 이제 와일드카드가 아닌 명시적 응용 프로그램 ID를 포함하는 기업
mobileprovision 파일로 사내 응용 프로그램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조직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관
리할 수 있습니다.
분석 개선 사항 이제 SiteCatalyst에서는 다른 유형의 모바일 장치와 다른 운영 체제 간을 구분합니다. 새로운 URL 추적 보고서를 사용하여 실제
URL, URL 클릭 수, URL의 소스(하이퍼링크 오버레이,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응용 프로그램) 및 URL을 연 방법(웹 뷰어에서, 응용 프로그램 뷰어
에서 또는 장치 브라우저에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사용 보고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최대 사용 날짜/시간 및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의 실행 횟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SiteCatalyst 분석에만 적용되고 기준선 분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릴리스 23
업데이트된 Distribution Service 인프라 Distribution Service에 대한 Folio 게시가 이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서버 변경 사항은 iOS
Newsstand의 배경 다운로드에서 시가 초과 오류가 줄고 안정성이 향상된 결과입니다.
Folio Builder 패널 UI 개선 사항 Folio Builder 패널이 더 넓어지고,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더 크고 직관적이며, 더 많은 도구 설명과 정보 풍선이 있고,
옵션 이름이 알아보기 쉽게 바뀌는 등의 개선 사항으로 패널 사용이 더 간편합니다. 패널 메뉴에서 DPS App Builder(이전의 Viewer Builder)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DPS App Builder(이전의 Viewer Builder)에 대한 변경 사항 DPS App Builder의 여러 인터페이스가 개선됩니다. 이제 InDesign CS6 설치 관리자에
서 DPS App Builder를 설치합니다.
DPS App Builder로 파일 드래그 앤 드롭 이제 아이콘, 시작 화면 및 기타 파일을 Finder에서 App Builder로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및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 대해 벡터 및 비트맵 중에서 선택(iOS에만 해당) PDF 아티클에 대한 오버레이에서 [벡터] 또는 [비트맵]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표시되지만 약간의 로드 시간이 필요합니다. JPG/PNG 아티클에 있는 오버레이의 경우 슬라이드쇼 및 스
크롤 가능 프레임이 항상 비트맵입니다.
다중 변환 아티클(iOS에만 해당) 이제 장치의 SD 및 HD 버전 모두에서 잘 보이고 제대로 수행되는 PDF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만
들 때 Folio에 SD 및 HD 에셋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뷰어에서는 특정 iOS 장치에 적합한 오버레이 에셋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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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에는 모든 iPad 모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PDF 아티클을 사용하여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중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에는 하나의 Folio에 다중 변환 아티클을 만들거나 별도의 Folio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iOS 장치용 다중 변환 PDF 아티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Creative Cloud 멤버십을 통한 제한 없는 Single Edition Folio(iPad에만 해당) Adobe Creative Cloud 멤버십이 있으면 iPad에 대한 제한 없는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오디오 재생 (iOS에만 해당) 사용자가 Folio의 아티클을 탐색하는 동안 오디오 클립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쪽 내비게이션 막대에 오디오
단추가 표시되어 사용자가 오디오를 일시 정지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오버레이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 프레임에서 정지(iOS에만 해당) Folio Overlays 패널에는 이제 인라인 비디오를 마지막 프레임에서 정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라인 비디오에 대한 컨트롤 비활성화(iOS에만 해당) [자동 재생]으로 설정된 인라인 비디오를 만드는 경우 [일시 정지 허용 안 함] 옵션을 사용하여
재생 컨트롤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표지 비디오에 특히 유용합니다.
잘못된 Folio에 대한 새 Adobe Content Viewer 동작 이전 릴리스에서는 잘못된 Folio가 Adobe Content Viewer에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새 릴리
스에서는 잘못된 Folio가 라이브러리에 표시되며 다운로드 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Adobe Content Viewer 라이브러리 성능이
향상되고 더 자세한 프리플라이트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단일 방향 아티클이 포함된 이중 방향 Folio를 만드는 경우 추측하도록
놔두지 않고 오류 메시지에 문제가 표시됩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 대한 PDF 지원(iOS에만 해당)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 대해 그 길이에 상관없이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서는 손가락으로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평가" 옵션 사용자 정의 뷰어를 만들 때 "응용 프로그램 평가" 프롬프트가 나타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PS App
Builder에서 이 기능에 대한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막대를 표시하기 위한 핫 존 아티클 페이지 측면의 핫 존과 더불어 아티클 페이지 아래쪽에 대한 새 핫 존 옵션이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
의 핫 존 영역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막대("HUD"라고도 함)가 표시됩니다. 아래쪽 핫 존 위를 누르면 내비게이션 막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
그램 세부 사항 패널을 참조하십시오.
단추가 아래쪽 핫 존보다 우선하고, 아래쪽 핫 존이 측면 핫 존보다 우선하며, 핫 존이 단추가 아닌 모든 오버레이보다 우선합니다.
다음/이전 페이지로 이동 지원 단추를 만들 때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동] 및 [이전 페이지로 이동] 동작이 지원됩니다.
분석 옵트아웃 옵션 DPS App Builder에서는 고객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분석을 끄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데이터 수집을 엄
격히 통제하는 특정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사용자 정의 가능한 뷰어 문자열 모든 지원되는 언어의 뷰어에 저장된 모든 문자열(라이브러리의 단추 텍스트, 대화 상자의 텍스트 등)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DPS App Builder에서 XML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XML 파일을 편집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파일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세부 사항 패널을 참조하십시오.
소셜 공유 개선 사항(iOS에만 해당) 다음 소셜 미디어 공유 개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 직접적인 자격 부여 지원(Enterprise에만 해당). 이제 고객이 Web Viewer의 유료화 제한에 도달하면 구독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계
속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Web Viewer에서는 Internet Explorer 10/Windows 8을 지원합니다.
무료 Folio에 대한 유료화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eb Viewer에서는 파노라마 및 오디오 클립을 제외한 모든 오버레이를 지원합니다.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여 1024x768 Folio를 만드는 경우 이제 내용이 Web Viewer 서버에 PNG 형식으로 업로드됩니다.
Single Edition에 대한 새로운 단계별 게시 안내서 Dashboard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DPS 게시 부록 안내서를 다운로드하면 Professional 및
Enterprise 발행인을 위한 부록 안내서와 Single Edition 사용자를 위한 단계별 게시 안내서를 모두 포함하는 .zip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DPS App
Builder의 [도움말] 메뉴에서도 부록 안내서와 단계별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Pro/Enterprise 부록 안내서가 새로운 디자인
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릴리스 22
라이브러리 필터 v22 Folio 이상을 만드는 경우,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와 같은 각 Folio의
필터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자는 필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스페인어 및
독일어 Folio만 표시하고 영어 및 프랑스어 Folio는 숨길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필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HTML 라이브러리 기업 발행자는 기본 뷰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
리 만들기(Enterprise)를 참조하십시오.
핫 존 개선사항 이제 Enterprise 및 Professional 발행자 모두 DPS App Builder에서 핫 존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핫 존을 통해 아티클의
가장자리를 탭하여 다음 또는 이전 아티클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덮어쓰기용 로직도 변경되었습니다. 핫 존은 단추를 제외하고 모든 오버레
이의 전례를 따릅니다. 응용 프로그램 세부 사항 패널을 참조하십시오.
<= span=>
기본적으로 Android 장치의 뷰어에는 모든 크기의 Folio가 표시됩니다. 뷰어에 장치 크기와 일치하는 Folio만 표시하려면 Viewer Builder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엄격한 변환에는 Kindle Fire와 같은 장치용 1024x600 Folio 및 XLarge Android 장치용 1280x800 Folio만 표시됩니다. 이

24

옵션은 주로 Kindle Fire 장치에 원치 않는 Folio 변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1232x752 Folio와 같은 Android 변환을 만든 경우
Android 시장용 뷰어를 만들 때 엄격한 변환을 켜지 마십시오. Android 및 Amazon 장치용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숨기기 스크롤바 기본적으로 6 픽셀 스크롤바 영역이 Folio의 아티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Viewer Builder에서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아티클에서 스크롤할 때에만 스크롤바가 나타납니다. 뷰어 세부 사항 패널을 참조하십시오.
HTML 비디오 개선사항 이제 HTML 아티클에서 비디오가 비디오 오버레이처럼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방향 HTML 아티클에
서 장치를 회전하면 전체 화면 비디오도 회전됩니다. HTML 아티클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뷰어의 AIR captive 런타임 Android 장치에 설치될 AIR에 의존하는 대신, 뷰어는 이제 AIR(3.2 이상) 내장 버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을 통해 뷰어 크기가 약 2MB에서 10MB로 늘어나면서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Android 뷰어 UI 개선사항 이제 특히 Kindle Fire에서 아이콘을 쉽게 탭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보기 및 Folio 보기의 아이콘 및 기타 UI 요소가 더 커
집니다.
iOS에서 두 손가락 대기 활성화 이제 iPad 및 iPhone 뷰어에서 두 손가락 대기 동작이 활성화됩니다. 이 동작은 [가로 손가락 대기만]을 사용할 수 있
는 "분리된" 아티클에서 특히 유용한데, 독자가 나머지 아티클 페이지를 건너뛰고 다음 또는 이전 아티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개선 사항 다음 소셜 미디어 공유 개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iPhone 뷰어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가 지원됩니다.
이제 변환 매핑이 지원됩니다. 데스크톱 웹 브라우저에서 공유된 아티클을 볼 때 Web Viewer에서 1024x768 PNG 또는 JPG 아티클만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iPad HD 변환(2048x1536)에서 공유된 모든 Folio를 Web Viewer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iOS 장치용 변환을 만들
경우 모든 장치에서 아티클을 공유하면 이제 Web Viewer의 1024x768 아티클 버전으로 매핑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변환이 올바르게 설정
되어 있고 아티클 이름 값이 각 Folio 변환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제 Facebook 고급 링크가 지원됩니다. 고객이 iPad의 Facebook 응용 프로그램에서 담벼락 게시물을 볼 때, 아티클 링크를 탭하면 아티클이
바로 열립니다. Facebook 개발자 사이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급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DPS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의 새 [자격 부여 제한 사용] 옵션을 통해 "매진" 기능과 마찬가지로 Web Viewer에서 아티클 보기 수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Web Viewer에서 스크롤 가능 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유료화를 활성화하면 소매 Folio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릴리스 21
뷰어 버전 컨트롤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새 Folio를 만들 때 v20 또는 v21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Adobe
Content Viewer의 최신 버전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v20 뷰어 응용 프로그램의 Folio를 만들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v20 버전이 선택됩
니다. v20 Folio를 만들 때 Folio의 속성을 편집하여 v21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21 Folio를 v20으로 롤백할 수는 없습니다. v20 이전의 뷰
어 버전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Folio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실제 레이아웃을 장치에서 미리 보기(iOS) v21 이전에는 전체 Folio에서만 장치에서 미리 보기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v21 버전에서는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장치에서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현재 레이아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iOS만). 컴퓨터에 iPad 또는 iPhone을 연결하고 Adobe Content
Viewer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장치 이름)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장치에서 미리 보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 개선 사항 여러 소셜 미디어 공유 제한 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중첩 오버레이, 단추, 비디오, HTML 아티클 및 스크롤 가능 프레임
은 이제 Web Viewer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또한 Web Viewer는 광고 또는 TOC에서 숨기기로 표시된 아티클을 표시합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iPad를 통해 소셜 미디어 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안 Web Viewer를 끌 수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
구를 참조하십시오.
Folio 다운로드 중 자동 보기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또는 [구입] 단추를 누르면 나머지 아티클이 계속 다운로드되는 동안 뷰어는 Folio를 표
시합니다. 이 릴리스 이전에는 [보기] 단추가 다운로드 중 활성화되었지만 Folio 보기를 시작하려면 사용자가 단추를 눌러야 했습니다.
구독 구매의 자동 다운로드 사용자가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최신 Folio가 자동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다운로드]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표지 날짜 이제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표지 날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업 발행자에게 구독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자격 부
여에 추가 메타데이터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릴리스 20
InDesign CS6 호환성 InDesign CS6에 InDesign 소스 파일 만들기를 단순화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대체 레이아웃 및 유동형 페이
지 규칙 기능이 있는 경우, 동일한 문서 내 다른 방향 및 대상 장치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연한 열 폭, 자동 크기 텍스트 프레임 및 분할 레
이아웃 보기 또한 동적 레이아웃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HTML 삽입을 사용하면 코드를 복사하여 웹 오버레이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InDesign 문서
패키지에는 오버레이 에셋이 포함됩니다. DPS용 대체 레이아웃 만들기(InDesign CS6)를 참조하십시오.
iPhone 지원 DPS는 이제 iPhone 3GS, 4 및 4S를 지원합니다(iPhone 3G는 지원되지 않음). Viewer Builder를 사용할 때 iPhone, iPad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작동하는 사용자 정의 뷰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iPad 및 iPhone 모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고객은 지원되는 임의의 iOS 장
치에 대해 구입한 Folio를 받습니다. iPhone 뷰어에는 새로운 설정 페이지, 고급 검색 모드 및 발행자가 제어할 수 있는 시작 화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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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공유, 책갈피 및 자동 보관은 iPhone에서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iPhone용 단일 발행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iPhone용 컨텐츠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의 웹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를 사용할 경우, Folio 아티클이 데스크탑 브라우저 표시를 위해 웹 서버에 업로드됩
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의 [보호됨] 설정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보기에 사용 가능한 아티클을 결정합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
여 볼 수 있는 보호되지 않은 아티클의 수를 제한하고 유료화 설정을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 개선 사항 소셜 미디어 공유는 이제 Facebook, Twitter, 전자 우편 및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
셜 미디어 공유를 사용할 경우, 고객은 예를 들어 Twitter를 통해 아티클을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이 보호되는 경우, 트윗 지점의 링크가
발행물 URL을 가리킵니다. 아티클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지원되는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은 웹 뷰어에서 Folio를 보게 됩니
다. 그리고 iPad에서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은 이미 다운로드한 항목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Folio를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TOC에서 숨기기 옵션 TOC에서 숨기기 아티클 설정을 사용하여 광고로 표시할 필요 없이 TOC에서 아티클을 숨길 수 있습니다. 아티클 속성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게시 Folio Producer 아티클 분류함을 사용하여 아티클을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게시 대기열에 작업이 추가되며 계속 분류함을 사용하여 대
기열에 다른 Folio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 분류함]에서 [보기] > [게시 요청]을 선택하여 대기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lio를
Distribution Service에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다운로드 카운터 표시 이제 Professional 및 Enterprise 고객이 DPS Dashboard의 다운로드 카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카운터는 정확성을 위
해 감사된 계정에만 나타납니다.
Desktop Viewer 크기 조정 가능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2048x1536 Folio를 미리 보는 경우, Command+1을 눌러 실제 크기를 보거나
Command+0을 눌러 창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컨텐츠 미리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장치에서 간략한 미리 보기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iPad용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를 만들 때 장치에서 미리 보기 기능에는 더 이상
Phone Disk 유틸리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치에서 미리 보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UI 개선 사항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 크기가 Folio 이름 아래에 나타나 변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Viewer Builder 디자인을 사용하면 다양
한 iPhone 및 iPad 모델에 알맞은 아이콘이 사용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 및 Folio Producer 편집기 창 또한 다시 디
자인되었습니다.
URL 체계 설정 Viewer Builder의 옵션 URL 체계 설정은 구독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iOS 뷰어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사용 가능합니다. URL
체계를 사용하여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Safari에서 뷰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아이콘 HTML의 잠금 방향 Enterprise 발행자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막대 아이콘을 누를 때 나타나는 HTML 페이지
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Viewer Builder 속도 Viewer Builder는 더 빨리(대게 수초 내에)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합니다.
PDF 지원이 제한된 부드러운 스크롤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 길이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 길이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 JPG 또는 PNG가 사용됩니다.
"핫 존" 내비게이션 Enterprise 발행자는 모든 아티클의 좌우에 나타나는 핫 존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핫 존을 누르면 다음 또는 이전
아티클을 탐색합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19
iOS 변환 지원 최근 새로운 HD iPad 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Viewer Builder를 사용할 경우, 대체 크기를 위한 아이콘 및
시작 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Pad 장치를 위한 변환이 가능하므로, 대체 크기로 Folio 변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iOS 모델은 태블릿 디스플레
이에 가장 적합한 Folio를 다운로드합니다.
향상된 스크롤 가능 프레임 Folio Overlays 패널에는 이동 및 확대/축소 오버레이 내 [이동만] 옵션을 대체하는, '스크롤 가능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타
입의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스크롤 가능한 컨텐츠를 생성할 때 스크롤 방향 결정 및 컨텐츠 프레임의 위치에 초기 보기 놓기, 스크롤바 숨김 등이 가능
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Facebook에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자신만의 사용자 정의 뷰어 탐색 도구모음에 소셜 미디어 공유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Facebook 옵션을 클릭하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귀하의 발행 사이트 링크가 사용자의 Facebook에 포스팅
됩니다. 이때, 발행 웹사이트의 링크만 표시되며, 가능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Facebook이 유일합니다.
Folio 자동 보관(iOS 전용) Viewer Builder에서 Folio의 자동 보관을 사용하고 자신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Folio의 최대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에 다다르면 가장 최근에 다운로드된 Folio가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고객은 장치 설정을 이용하여 자동 보관을 활성화 또
는 비활성화할 수 있으나 최대 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보관된 Folio를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개선 이전 버전에서 이중 방향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을 만들려면 가져오기로 아티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추가] 단추를 사
용해 아티클을 만들 때 [부드러운 스크롤]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을 가져올 때 [부드러운 스크롤]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
다.
책갈피 Viewer Builder에서 책갈피를 사용할 경우 고객은 책갈피로 아티클을 표시하고, 탐색 도구 모음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표시된 아티클로 이동하
도록 책갈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는 동일 뷰어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Folio 간에 작동합니다.
향상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성능 뷰어 라이브러리로 돌아갈 때 뷰어는 변경 사항만을 확인하므로 프로세스가 보다 빨라집니다. "라이브러리를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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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할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덜 나타나며 최초 구동 때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실패 시 또는 라이브러리가 비어 있어 업데이트에 실패할 경우에
만 표시됩니다.
HTML5 파일 분석 현재 iOS와 Android 장치의 HTML5 컨텐츠 분석을 캡처하는 Javascript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JS API를 통해 발행자는 개
별 보고서를 보는 대신 SiteCatalyst 보고서에 HTML5 분석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Folio의 제한적 배포(기업에만 해당) 기업 발행자는 이제 로그인을 기반으로 하여, 라이브러리에 무료 및 소매 Folio를 모두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는 라이브러리에 다운로드된 무료 Folio만을 표시하도록 라이브러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매 Folio의 경우, 다운로드 및
자격이 부여되는 소매 Folio를 라이브러리에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소매 Folio를 표시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웹 스토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탐색 도구모음 아이콘 개선(기업에만 해당) Viewer Builder에서 기업 발행자는 탐색 도구모음 아이콘을 8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Viewer와
Library, 두 가지 기본 아이콘의 모양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콘에 사용된 로컬 HTML 파일을 중첩 에셋 폴더 5개 레벨까지 포함시킬 수 있
습니다. HTML 에셋이 더 이상 HTML 구조 내 동일 레벨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티클에서 Store로 링크하기(기업에만 해당) 고객이 아티클에서 Store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또는 하이퍼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추
나 하이퍼링크를 생성할 때 URL 필드의 "http://"를 "ww.gotoStore"("ww" 오타 아님)로 교체하십시오. 또한 사용자 정의 아이콘용 "Store" 레이블을 만
들려면 Viewer Builder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첩 오버레이 향상 중첩 오버레이의 여러 가지 버그와 한계가 수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롤 가능 프레임의 대화형 단추가 컨테이너 프레임 밖에
서도 사라지지 않아 레이어 패널의 스크롤 가능 프레임 개체의 이름을 다시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습니다.
릴리스 18
슬라이드쇼에 포함된 오버레이 이제 대화형 개체가 다중 상태 개체에서 지원됩니다. 다른 슬라이드쇼를 제외한 모든 대화형 개체가 슬라이드쇼 상태
에서 지원됩니다.
개선된 단추 오버레이 이제 비디오 및 사운드 동작이 지원되므로 단추로 비디오를 재생, 일시 정지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동작이 차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단추로 오디오 클립을 재생한 다음 오디오가 끝나면 새 슬라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의 MSO 단추 다중 상태 개체의 상태를 트리거하는 단추 동작이 이제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에서도 작동합니다. 컨텐츠 프레임
을 컨테이너 프레임으로 붙여 넣으면 상태 동작이 제거되므로 붙이기 작업 후에 동작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모든 오버레이에서 PDF에 대해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 사용 PDF 아티클을 만들면 페이지에 대화형 개체가 있더라도 모든 페이지에서 손가
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가 재생 중인 경우에도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PDF 기반 아티클은 여전
히 iPad 뷰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Desktop Viewer 또는 기타 AIR 기반 뷰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는 Viewer Builder에서 "PDF 확대/축소 사용"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iPad용 Adobe
Content Viewer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사용자 정의 Content Viewer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로운 버전의 Folio Producer 도구가 출시될 때 Adobe Content Viewer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에서 [장치에서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Pad를 위한 장치에서 미리 보기 지원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Adobe Content Viewer를 만들면 acrobat.com 웹 클라이언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연결된 iPad에 직접 Folio 정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ad용 장치의 미리 보기에는 Phone Disk와 같은 타사 유틸리티가 필요합니다. iPad용
장치의 미리 보기는 Mac OS에서만 작동하며 Windows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 소스 파일을 이동하거나 해당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Folio Builder 패널의 [다시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소스 파일에 아티클 레이아웃
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Appstore용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Adobe와 Amazon은 Amazon Appstore에서 사용자 정의 뷰어가 승인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Folio가 SD Card의 App Data 폴더에 저장되므로 응용 프로그램 삭제 시 Folio가 남아 있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ewsstand에 대해 무료 구독 활성화 사용자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뷰어가 이제 Apple의 “무료 구독” 옵션을 지원합니다.
푸시 알림을 위한 알림 옵션 더 이상 Folio를 게시할 때마다 푸시 알림이 자동으로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Folio를 게시 또는 업데이트한 후에 Folio
Producer Organizer의 [알림] 단추를 클릭해야 푸시 알림이 트리거됩니다.
타사 푸시 알림 서버 Enterprise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 서버를 통해 푸시 알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료 Folio의 제한적 배포 Enterprise 발행자는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컨텐츠를 숨겨 로그인 계정에 따라 특정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격
을 고객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HTML 스토어 개선 사항 Enterprise 발행자는 뷰어 라이브러리와 상호 작용하는 HTML 스토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사용자의 타
사 스토어에 로그인할 때 뷰어에 자동으로 로그인될 수 있습니다.
구독 개선 사항 이제 오른쪽 아래 모퉁이에 있는 단추 영역뿐 아니라 전체 구독 타일이 활성 누르기 영역입니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구독 옵션이 숨겨집니다. 사용자가 최신 Folio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독 옵션이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Android 뷰어에서 표지 보기만 가능 Android 뷰어 라이브러리의 경우 [격자 보기], [표지 보기] 또는 둘 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Android
장치의 경우에는 일부 발행자가 [표지 보기]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개선 사항 이제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여 사내 및 계약직 디자이너용 제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계정은 분
석과 같은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계정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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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17
Single Edition Adobe에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에 대한 매월 구독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이제 1회 요금을 지불하고 Apple Store에 제출할
수 있는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Viewer Builder에서 Amazon Appstore 지원 Viewer Builder에서 Amazon Appstore에 제출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
습니다. Amazon Appstore는 Android 장치 및 Amazon Fire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Adobe 담당자와 전자 우편 메시지를 교환하기보다는 Adobe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회사에 대한 계
정을 만들고 제공하십시오. Adobe ID에 Application, Viewer Builder 및 Administrator 등 3가지 유형의 계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오버레이를 포함하는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v17 Folio Producer 도구를 설치하면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오버레이에 슬라이드쇼를 제외한 모
든 오버레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PDF 아티클 향상 PDF 이미지 형식의 아티클 페이지에 URL 기반 단추나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대화형 오버레이 유형이 페이지에 없
으면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가 작동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바인딩 옵션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아티클이 뷰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아시아 언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패널에서 Folio Producer Organizer 열기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 명령을 선택하면 기본 웹 클라이언트에서 Folio Producer
Organizer가 열립니다.
서버 안정성 개선 사항 제품 팀에서는 계속해서 acrobat.com 업로드/다운로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정 요소를 만듭니다.
릴리스 16
오프라인 작업 과정 이제 컨텐츠를 웹 서버로 업로드하지 않고도 Folio와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습
니다.
Newsstand 지원 업데이트된 Viewer Builder(버전 1.5.1)에는 iPad의 구독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Newsstand 지원이 포함됩니다. Newsstand 지
원 뷰어는 Newsstand 폴더에 표시되며, 이 뷰어를 통해 신문과 잡지 발행물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비구독 사용자를 위한 비공개 게시 Enterprise 또는 Professional 구독이 없는 경우 Folio Producer Organizer의 [게시] 옵션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비공
개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acrobat.com 서버를 사용하여 큰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Adobe Distribution
Service를 통해 게시된 Folio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에셋에 대한 새로운 옵션 InDesign CS5.5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 첫 번째 이미지 보기] 옵션을 선택하면 오디오 오버레이 프레임이 지정된
오디오 컨트롤러 에셋 폴더의 첫 번째 _play 이미지를 기준으로 크기 조정됩니다. InDesign CS5에서는 계속 수동으로 오버레이 프레임의 크기를 포스
터 이미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의 HTML 리소스 가져오기 옵션 이제 Folio Producer 편집기뿐 아니라 Folio Builder 패널에서도 HTML 리소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향상된 Dashboard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는 비디오와 다른 유용한 내용에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 도구 및 패널에 대한 개별 설치 관리자 한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제작 도구(Folio Overlays 패널, InDesign 플러그인 및 데스크탑 뷰어)를 설치
합니다. 다른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을 설치합니다.
서버 안정성 개선 사항 제품 팀에서는 계속해서 acrobat.com 업로드/다운로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정 요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Folio를
게시하면 Folio 컨텐츠가 acrobat.com 서버에서 Adobe Distribution Service로 직접 복사됩니다.
새로운 분석 범주 분석 보고서에서 무료, 소매 단품, 구독 또는 외부 자격 부여 등 Folio의 다운로드 유형과 관련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릴리스 15
PlayBook용 사용자 정의 뷰어 Viewer Builder를 사용하면 iPad, Android 및 BlackBerry PlayBook 플랫폼용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향상된 스크롤 가능 프레임 이제 텍스트 프레임을 컨테이너 프레임에 붙여서 스크롤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의 성
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의 하이퍼링크 이제 [이동만]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서 하이퍼링크와 하이퍼링크 단추가 지원됩니다. [레이어] 패널을 사용하여
만든 슬라이드쇼 또는 스크롤 가능 프레임 내에서의 하이퍼링크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처리 향상 이전 릴리스에서는 주위의 페이지에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오버레이를 만들면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뷰어에서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처리하여 성능을 향상합니다.
장치에서 미리 보기 acrobat.com 웹 클라이언트를 통하지 않고도 연결된 모바일 장치에 Folio 정보를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App Store에서 업데
이트된 Adobe Content Viewer를 구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장치에서 미리 보기 기능은 Android 장치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초기 제공 사항에는 추가
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5개 탐색 도구 모음 아이콘을 모두 사용자 정의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이제 뷰어 탐색 도구 모
음(Enterprise만 해당)에서 "라이브러리"와 "뷰어" 버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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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진 사내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Enterprise 서명된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배포 인증서와 제공 파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Enterprise만 해당).
향상된 Omniture 분석 이제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DPS 구독자에만 해당). 또한 분석에는 다운
로드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로그인” 단추 끄기 옵션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뷰어를 만드는 기업 고객인 경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인] 단추를 끌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 인증서 추가 이제 인증서를 지정하지 않고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뷰어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인증서가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른 여러 사람이 다운로드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를 만든 경우 뷰어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상된 라이브러리 성능 경우에 따라 acrobat.com의 Folio는 라이브러리에서 간헐적으로만 나타났습니다. Adobe Content Viewer는 사용 가능한 모
든 Folio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Android 뷰어에서 HTML 아티클 향상 이제 Android 뷰어의 HTML 기사에서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14(Service 및 Viewer Builder에만 해당)
아티클 순서 재배치 이제 웹 클라이언트에서뿐만 아니라 Folio Builder 패널에서 직접 아티클 순서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의 순서를 변경하
려면 아티클을 드래그하여 놓으면 됩니다.
Folio 공유 취소 다른 사람과 Folio를 공유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도 Folio의 공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나와 공유하는 Folio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클 크기 제한 변경 이전 릴리스에서는 업로드할 아티클의 크기 제한이 100MB였습니다. 이제 아티클 크기 제한은 2GB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장
치에서는 큰 아티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뷰어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내 지불 이제 Android 뷰어용 상용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은 Android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구입] 단추
를 클릭하여 Folio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뷰어용 구입 항목 모두 복원 이제 고객은 iPad 뷰어에서처럼 Android 뷰어에서 구입한 항목을 모두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일 Folio 뷰어에 대한 내보내기 옵션 이제 Folio Producer [아티클 분류함]에 [내보내기] 옵션이 표시됩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Folio의
내용이 포함된 .zip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iPad용 단일 Folio 뷰어를 만들 때 이 .zip 파일(또는 Content Bundler로 만든
.folio 파일)을 지정합니다.
개발 빌드의 사이드로드 옵션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iPad용 개발 뷰어를 만들 때 사이드로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zip 파
일이 아니라 .folio 파일을 iTunes를 통해 개발 뷰어에 수동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iTunes의 언어 목록 제어 이전 버전에서는 iTunes Store에서 뷰어 응용 프로그램이 20개 언어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Viewer Builder에서는 뷰어 응
용 프로그램을 표시할 언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복구 메뉴 옵션 이제 사용자 정의 뷰어 라이브러리에는 고객이 [구입 복구] 옵션을 선택하여 수동으로 구입을 복구할 수 있는 메뉴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분석 업데이트 이제 개별 Folio 통계와 더불어 구독 데이터가 캡처됩니다.
릴리스 13
릴리스 13(2011년 7월)은 Digital Publishing Suite의 두 번째 공개 릴리스였습니다. 릴리스 13 도구는 1.1.x 설치 관리자와 Viewer Builder 1.3을 사용
했습니다.
뷰어 다운로드 개선 사항 고객이 Folio를 다운로드 완료 전에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다운로드한 Folio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단된 다운로
드는 iPad가 인터넷에 다시 연결되면 자동으로 계속됩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여 아티클의 다운로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 이제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슬라이드쇼 및 이미지 시퀀스를 재생할 때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이미지 중 어떤 이미지에서
정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뷰어에서의 가로 손가락 대기만 아티클 [가로 손가락 대기만]으로 설정된 아티클(“분리된 아티클”)이 이제 데스크탑용 Adobe Content Viewer뿐
아니라 Android 및 PlayBook 뷰어에서도 작동합니다.
구입 복구 옵션 고객이 iPad를 복구하거나 바꾼 경우 권한이 있는 컨텐츠를 보다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뷰어를 처음으로 시작하면 고객에게
구입을 복구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단추 기업 고객은 뷰어에서 HTML 페이지를 표시하는 세 개의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에
표시되는 [라이브러리] 및 [뷰어] 단추 외에도 HTML 페이지를 표시하는 [스토어], [도움말] 및 [뉴스]와 같은 추가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또는 홈 단추 숨기기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뷰어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이나
뷰어 왼쪽 위에 있는 홈 단추를 숨길 수 있습니다.
추가 분석 보고서 이제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의 [분석] 페이지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추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roid에 대한 자격 부여 기업 고객은 이제 구독에 대한 자격 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된 Android Content Viewer Android용 Adobe Content Viewer는 이제 iPad 뷰어와 동일한 언어용으로 지역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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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된 Viewer Builder Viewer Builder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및 일본어용으로 지역화되었습니다.
향상된 유용성 Folio Builder 패널, Folio Producer 웹사이트 및 Viewer Builder에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릴리스 12
릴리스 12(2011년 5월)는 Digital Publishing Suite의 첫 번째 공개 릴리스였습니다. 릴리스 12 도구는 1.0.x 설치 관리자와 Viewer Builder 1.2를 사용
했습니다.
새로운 Folio Builder 패널 InDesign의 Folio Builder 패널은 Digital Content Bundler 응용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 및
아티클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Folio 및 아티클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웹 작업 영역에 저장된 Folio 이전 도구의 경우, 아티클 폴더가 들어 있는 Folio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Folio 폴더를 번들로 묶어서 서버로 업로드하거
나 iPad로 사이드로드하는 .folio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작업 과정을 사용할 때는 각 Folio가 웹 서버의 작업 영역입니다. Folio는 여전히 아티클
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시 번들로 묶지 않고도 아티클을 다른 Folio에 복사하고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아티클 또는 전체 Folio를 미리 보려면 [미
리 보기]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Adobe Content Viewer에 로그인하고 만든 Folio를 다운로드하십시오.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폴더 구조
를 기반으로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웹 클라이언트 Digital Publishing Suite 구독자는 http://digitalpublishing.acrobat.com에서 웹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할 수 있
습니다. Dashboard에는 도구 및 서비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 페이지를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를 사용하여 Folio를 정리하고, 편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에는 사용 가능한 Folio를 표시하는 [아티클 분류함]
페이지와 선택한 Folio에 있는 아티클을 표시하는 [편집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Viewer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 [공유] 옵션을 사용하여 Folio를 다른 DPS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는 잡지의 아티클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와
Folio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제공하는 다양한 발행자와 Folio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작업 과정은 "사이드로드" 작업
과정을 대체합니다.
다시 디자인한 Folio Overlays 패널 Folio Overlays 패널이 다시 디자인되었습니다. 360 뷰어 오버레이를 이제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웹 보기 오버레이를 이제 웹 컨텐츠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개체를 재설정하여 오버레이에서 일반 개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용어 변경 “스택”을 이제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분리] 옵션이 이제는 [가로 손가락 대기만]입니다. 이행 서버를 이제 Distribution Service라고 합니
다.
릴리스 11
릴리스 11은 Content Bundler 작업 과정을 사용하는 Digital Publishing Suite의 최종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Folio 다운로드 개선 사항 iPad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또는 뷰어 사용자가 Folio를 읽는 동안 다른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Android 뷰어 개선 사항 Android 장치에서 PNG 및 HTML 아티클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Android 뷰어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내 웹 보기를 지원합
니다.
내비게이션 막대 사용자 정의 기업 고객은 전체 화면 웹 보기를 표시하는 아이콘 세 개를 내비게이션 막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독 개선 사항 이제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 없이도 Apple(iOS) 구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10
PDF Folio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 번들로 묶을 때 PDF 내보내기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가락을 모으고 펴는 동작으로 페이지를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화형 오버레이가 있는 페이지에서는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 Viewer for Android 이제 Adobe Content Viewer를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Content Viewer에 Folio를 사이드로드할 수
는 없습니다. 대신, 자격 부여 서버를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합니다. Android 뷰어는 iPad 뷰어와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기능이 아직 지
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기능에는 분리된 아티클, 인라인 비디오, 파노라마 오버레이, PDF 형식으로 내보낸 Folio 등이 있습니다. HTML 아티
클 및 웹 보기 오버레이는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역화된 보기 Adobe Content Viewer 언어 인터페이스는 장치의 로케일 설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
웨덴어, 스페인어 및 일본어입니다.
추가 구독 지원 이제 응용 프로그램 내 구독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obe에서는 자체의 자격 부여 서버를 설정한 발행자를 위한 Apple의 새로
운 구독 모델을 지원합니다.
Folio 변환 이제 모바일 장치는 여러 크기로 제공됩니다. Android 장치에서 동일한 1024x768 Folio를 사용하는 경우 Folio가 레터박스(검정 막대)로
표시됩니다. 특정 장치(예: 1024x600) 또는 종횡비(16:9)용으로 디자인하려는 경우 같은 Folio의 다른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잡지 제목] 및 [Folio
번호] 설정은 동일하지만 [크기] 설정을 다르게 하여 변환을 만듭니다. 뷰어에서는 장치의 크기와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변환만 제공합니다.
HTML 아티클에서 페이지 매기기 이제 HTML 아티클을 더 세련되게 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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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의 eCommerce 구독 서비스 이제 발행자는 고객이 잡지 또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Folio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독
모델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iPad에 다운로드된 상태로 유지되는 Folio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뉴스 잡지에 특히 유
용합니다.
데스크탑 뷰어 개선 사항 이제 Content Viewer for Desktop에서는 단일 방향 Folio 및 웹 보기 오버레이와 같은 이전에 지원되지 않던 여러 기능을 지
원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바인딩 Content Bundler에는 아시아 언어용 아티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를 지원하는 [바인딩] 설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가
장자리]를 선택하면 첫 번째 아티클이 맨 오른쪽 아티클로 표시되고 사용자가 아티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뷰어의 Folio 업데이트 이제 자격 부여 서버에서 Folio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업데이트 메시지가 라이브러리에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단추를 누르면
편집된 또는 새 mini .folio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단일 방향 Folio에 있는 이중 방향 비디오 사용자는 Folio의 방향이 세로만인 경우에도 전체 화면 비디오를 가로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개선 사항 분석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을 추적할 때 광고와 아티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뷰어 데이터도 유지됩니다.
릴리스 7/8
새로운 Folio Overlays 패널 InDesign CS5의 Folio Overlays 패널이 Interactive Overlay Creator 응용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대
화형 오버레이는 기본적으로 InDesign에서 만듭니다.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하여 오버레이를 만들고 오버레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IR Viewer 이제 사용자가 만드는 발행물(이제 “Folio”라고 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뷰어의 AIR 기반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ktop
Viewer는 현재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테스트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발행물” -> “Folio” “발행물”의 새로운 용어는 “Folio”입니다.
ID 옵션 없음 대부분의 경우, iPad가 회전될 때 연속성을 주기 위해 가로와 세로 레이아웃에 동일한 오버레이 ID를 사용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Bundler에서는 소스 에셋 및 설정을 사용하여 관련 오버레이를 지정합니다.
뷰어 라이브러리의 격자 보기 이제 뷰어 라이브러리에서는 한 번에 8개의 Folio를 격자 보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격자 보기와 단일 보기 사이를 전
환할 수 있습니다.
순서 옵션 Content Bundler에는 새로운 “순서” 열이 포함되어 있어 아티클을 순서를 실수로 변경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아티클을 차례로 표시할 번
호를 입력하면 스택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번들로 묶을 때 잠긴 아티클 Content Bundler에는 새로운 “잠김” 열이 있어서 번들로 묶을 때 아티클이 업데이트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은 한
두 개의 아티클에서 변경 사항을 테스트하려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뷰어의 로그아웃 단추 [로그인] 단추를 표시하기 위해 Adobe ID 암호를 변경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3G 다운로드 이제 3G 연결을 통해 Folio를 iPad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6
분리된 아티클 아티클(이전의 "스택")을 분리하면 아티클의 각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별도의 아티클이 되므로 고객이 가로로 스크롤하여 아티클의 페
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된 아티클의 첫 번째 페이지만 TOC에 표시되지만 [검색] 모드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스크러버 축소판으로 표시됩니다. 부
드러운 스크롤로 설정된 아티클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더 완화된 폴더 구조 요건 이제 OverlayResources 폴더 없이 전체 대화형 발행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오버레이의 소스 파일이
OverlayResources 폴더에 있고 내보낸 SWF 파일이 배치된 문서의 링크 폴더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동 TOC 생성 이전에 필수였던 목차용 PNG 파일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아티클 폴더에 PNG 파일이 없는 경우 Content Bundler는 아티클의 첫
페이지를 기반으로 TOC 아이콘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PDF 이미지 형식 Bundler에서는 페이지 이미지를 PNG 및 JPEG 외에도 PDF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면 파일 크기
가 크게 줄고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 텍스트 검색 및 선택 등과 같은 향후 릴리스를 위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HTML 아티클 이제 InDesign 파일이나 HTML 파일을 사용하여 발행물의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ML 파일을 사용하여 아티클을 만들 때 두 방
향 모두에 동일한 HTML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가로와 세로 방향에 별도의 HTML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ML 축소판 지정 InDesign 아티클의 경우 scrubber를 드래그할 때 표시되는 축소판을 뷰어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나 HTML 아티클의 축
소판은 생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잘못 렌더링된 축소판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HTML 아티클의 축소판 성능을 향상하려면 Bundler에서 각 HTML
아티클의 첫 페이지를 기준으로 축소판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거나 HTML 아티클 폴더에 이미지 파일을 수동으로 추가합니다.
뷰어 UI 개선 사항 각 아티클 오른쪽의 스크롤 막대가 너무 얇다는 사용자의 불만이 있어서 스크롤 막대를 넓혔습니다. 또한 [검색] 모드에서 페이지
축소판의 모양과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의 투명도 이제 스크롤 가능한 컨텐츠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투명합니다. 컨테이너 프레임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컨텐
츠 프레임에 칠을 적용합니다.
Bundler 변경 사항 Content Bundler에서는 [발행물 제목] 메타데이터 텍스트가 뷰어에서 표시되지 않아 이 옵션이 제거되었고 [크기/유형 설정] 정보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표지 사용] 옵션이 [표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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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5
기본 슬라이드쇼 및 하이퍼링크 대화형 슬라이드쇼 및 하이퍼링크를 만들려면 기본 기능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체 상태] 패널, [단추] 패널
및 [하이퍼링크] 패널을 사용하여 대화형 개체를 만듭니다. [스크립트 레이블] 패널에서 해당하는 줄을 입력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위
한 UI는 다음 릴리스에 포함될 것입니다.
기본 슬라이드쇼 향상 슬라이드쇼에서 다음 또는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중 상태 개체를 선택할 때 [스크
립트 레이블] 패널에 "SS_swipeEnabled=yes" 줄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슬라이드쇼에서 손가락을 대어 슬라이드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특정 페이지에 대한 링크 이제 아티클 내의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나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navto” 하이퍼링크 간소화 navto 하이퍼링크를 대상 아티클의 소스 문서 이름을 사용하여 지정할 때 .html 또는 .indd 확장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
니다.
단일 방향 아티클 세로만 또는 가로만 발행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행물 폴더에 세로 또는 가로 InDesign 문서만 포함하면 됩니다. iPad를 회전시켜
도 발행물의 방향이 유지됩니다.
웹 보기용 로컬 HTML 파일 지원 웹 보기 오버레이를 만들 때 컴퓨터에 있는 HTML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웹 보기 오버레이
를 만들려면 웹의 URL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롤 가능 프레임 사용자가 컨텐츠를 세로나 가로로 스크롤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기 영역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재료 목록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뒤로 단추 뷰어의 내비게이션 막대에는 사용자가 이동하기 전의 페이지로 돌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뒤로] 단추가 [홈] 및 [TOC] 단추 사이에 있습
니다.
Bundler의 JPEG 출력 이제 Bundler의 [내보내기 옵션]에는 내용을 PNG 또는 JPEG 형식으로 내보낼지 여부를 지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Bundler의 오류 처리 향상 Bundler에서는 번들로 묶기 프로세스 중 더 나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릴리스 4
웹 보기 오버레이 지정하는 보기 영역 내에 라이브 웹 페이지를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웹 컨텐츠와 상호 작용하고 다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작 옵션 페이지가 회전할 때 오버레이가 자동으로 또는 지정된 지연 후에 재생되도록 만듭니다. [자동 시작]은 360 뷰어, 오디오, 비디오 및 웹
보기 오버레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360 뷰어 옵션 360 뷰어에는 [자동 시작] 옵션 외에도 재생 및 일시 정지, 손가락 대기, 이미지 루프 등을 제어하는 새로운 옵션이 포함됩니다.
navto 하이퍼링크 이제 아티클 간을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InDesign에서 기본 단추 또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 URL을
"navto://<세로 InDesign 문서 이름>"(예: "navto://WiFi_v")로 지정하여 세로 또는 가로 방향에서 WiFi 아티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슬라이드쇼 간소화 더 이상 다중 상태 개체를 그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크립트 레이블] 패널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dobe Content Viewer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면 Adobe 서버에서 컨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데스크탑에서 컨텐츠를 사이드로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드로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 부여 서버로 발행물 업로드 Adobe에서는 발행물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서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내보낼 때 [발행
물] 하위 메뉴에서 [여러 파일]을 선택한 다음 서버 업로드 옵션을 지정합니다. 테스트 내용을 Adobe 서버에 업로드한 후 발행물을 뷰어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발행물을 다운로드하려면 발행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Bundler에서 발행물 관리 Bundler에서 업로드한 발행물을 보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의 경우에는
Adobe 서버에 업로드한 발행물을 추가하고 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표지 옵션 서버에 업로드하는 발행물의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티클의 첫 페이지를 발행물의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2.5/3
버그 수정. Apple Store를 통해 Adobe Content Viewer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기능이 없습니다.
릴리스 2
보다 융통성 있는 오버레이 폴더 구조 이전 버전에서는 각 아티클 폴더에 _h 및 _v InDesign 파일과 두 파일이 결합된 에셋이 포함된 링크 폴더가 필
요했고 전체 발행물을 위한 단일 OverlayResources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는 _h 및 _v 파일에 대해 별개의 폴더를 지
정하고 각 폴더에 링크 폴더와 OverlayResources 폴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패키지 폴더에 특히 유용합니다. 각 방법에는 장점이 있습니
다.
InDesign 파일과 링크 폴더를 별개의 폴더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발행물에 대해 단일 OverlayResources 폴더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
라 각 아티클 폴더에 별도의 OverlayResources 폴더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구조를 사용하든 이제 InDesign 파일에 _h 및 _v 접미어(가로 및 세로용) 또는 _l 및 _p 접미어(가로 및 세로용)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 InDesign 상호 작용 이제 [Overlay Creator] 없이도 InDesign 파일의 하이퍼링크, 단추 및 다중 상태 개체를 발행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크
립트 레이블] 패널을 사용하여 이러한 개체의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동영상 이제 동영상을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인라인으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32

파노라마 이제 [Overlay Creator]에 [파노라마] 옵션이 있습니다.
Sidecar.xml “Info.csv”라는 CSV 파일을 만들면 Bundler를 사용할 때마다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문자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CSV 파일 대신 XML 파일이 사용됩니다.
여러 문제 이제 뷰어에 두 개 이상의 발행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발행물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발행물 라이브러리로 돌
아갑니다. 라이브러리 발행물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발행물을 8개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발행물 내의 각 아티클을 연속해서 스크롤할지 또는 페이지 단위로 스크롤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1
Digital Publishing Suite 도구의 첫 번째 릴리스에서는 AIR 기반 Content Bundler와 Interactive Overview Creator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Overlay Creator]에는 하이퍼링크, 360 뷰어, 슬라이드쇼, 오디오 및 비디오 오버레이 유형이 포함되었습니다. [Overlay Creator]가 대화형 개체
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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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버그 수정 릴리스 정보
개요
이 아티클에서는 각 Digital Publishing Suite 릴리스에 대해 현재 알려진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버그 수정을 나열합니다. 새 기능 목록은 이 릴
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DPS 서버 문제와 곧 있을 계획된 유지 관리에 대한 목록은 http://status.adobedps.com을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v30 핫픽스
2014년 4월 28일
레거시 Android 뷰어는 로컬 저장 공간이 부족한 Android 장치에 Folio를 다운로드한 경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732681)
2014년 4월 22일
대용량 푸시 알림과 관련된 병목 현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43224)
2014년 4월 10일
레거시/알림 API를 사용하는 푸시 알림 전송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35711)
2014년 3월 21일

텍스트 알림을 보낼 때 더블바이트 문자가 포함되면 메시지가 텍스트 입력 필드에 입력 가능한 256바이트를 초과하게 됩니다. UI에 남은 바이트 수가
음수 값으로 표시되지만 Apple에 여전히 알림을 보낼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핫픽스를 사용하면 해당 서비스에서 256바이트를 초과하는 메
시지 전송을 허용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텍스트 메시지가 허용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UI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계속하려면 더블바이트 문자 수
를 줄여야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v30 도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역할이 할당되지 않은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 문제는 이 핫픽스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로그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DPS Desktop Tools(InDesign CC/CS6) 또는 Folio Builder 패
널(InDesign CS5.5/CS5)을 업데이트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는 이 아티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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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려진 문제 및 지침
로그인/설치 문제

DPS 도구를 업데이트할 때 Adobe Content Viewer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데스크톱 Adobe Content Viewer를 설치 및 검색할 수 없음을 참조하
십시오.
DPS App Builder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Application 폴더에서 앱을 제거하고(있는 경우) 휴지통을 비운 후 DPS Dashboard에 로그인하여
Mac용 DPS App Builder를 클릭하십시오.
확인된 Adobe ID로 iPad에서 Adobe Content Viewer로 로그인했을 때 "인증 실패"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행된 유효한 Folio가 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dobe Content Viewer 문제 해결 기술 노트의 "인증 실패" 섹션을 참조하거
나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본 Android 뷰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문제
기본 Android 뷰어에서 지원되는 기능 및 제한 사항의 목록은 Android 장치용 기본 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소셜 공유/Web Viewer와 관련하여 알려진 문제
2월 7일 이후로 빌드되는 모든 앱에서 이제 iOS 6 소셜 공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OS 6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는 전체 소셜 공유 메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OS 7 장치에서는 소셜 공유 메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의 부드러운 스크롤 길이가 여러 Folio 높이와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 Web Viewer에 아티클의 부드러운 스크롤 마지막 페이지가 적절
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24x2000 아티클의 마지막 페이지는 잘릴 수도 있지만 1024x1536(2배 높이) 또는
1024x2304(3배 높이) 아티클의 마지막 페이지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세로 방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한 가지 해
결 방법은 부드러운 스크롤 페이지 높이를 여러 Folio 높이와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PDF 대신에 PNG를 아티클의 부드러
운 스크롤에 대한 이미지 포맷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70x70보다 큰 TOC 이미지는 조정되지 않고 잘리게 됩니다.
기타 알려진 문제
Application Loader를 사용하여 DPS 앱을 전송하면 "경고: 버전 불일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앱을 제출하거나
iTunes Connect에서 버전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pple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앱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36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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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또는 v30 앱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아티클이 보호되거나 요금이 측정되도록 설정된 경우라도 발행된 Folio의 아티클을 Web
Viewer와 아티클 뷰어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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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2 버그 수정(2014년 4월 28일)
분석 기능 수정

아티클 메트릭은 이제 오버레이 시작과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에 대한 URL 클릭의 일관된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3726762)
슬라이드쇼에 임베드된 단추 오버레이가 이제 제대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3737243)
레거시 Android 뷰어
레거시 Android 뷰어는 로컬 저장 공간이 부족한 Android 장치에 Folio를 다운로드한 경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73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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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1 버그 수정(2014년 4월 7일)
iOS 뷰어 수정

직접적인 권한 부여로 업데이트된 앱에서는 로그인 단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용자가 로그아웃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로그인 문제가 해
결되었습니다. (3726004 및 3726005)
iPhone 뷰어는 이제 뉴스 가판대 보기에서 iPhone5 크기 Folio 표지에 대한 화면비(16:9)를 유지합니다. (3732700)
HTMLResources.zip에서 데이터 설명자를 검사하는 뷰어 코드가 더 이상 오류 발생을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3724085)
확장 문자가 더 이상 슬라이드업 웹 보기 URL에 대해 URL 인코딩되지 않습니다. (3728362)
기본 Android 뷰어 수정
자동 재생되지 않는 일부 자동 재생 비디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취소와 관련하여 라이브러리에 안정성 수정을 보강했습니다.
직접적인 권한 부여 로그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Windows Store 뷰어 수정
발행인이 아티클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Folio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Folio를 열 수 없음" 오류 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3729074)
직접적인 권한 부여 로그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2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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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버그 수정 릴리스 정보(2014년 3월)
제작 수정

Folio 오버레이 이름에 줄 바꿈 문자가 있을 경우 불완전한 오버레이 및 Android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53600)
iOS 뷰어 수정
Newsstand 이외의 뷰어와 Adobe Content Viewer에서 Folio 발행물 이름 필드에 슬래시 "/"가 포함된 경우 다운로드된 Folio가 재시작 후 사라지
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06229)
웹 컨텐츠 오버레이에 손가락을 대면 iOS7에서 활성화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19813)
사용자가 섹션이 있는 Folio의 한 섹션을 다운로드한 후 Folio가 발행 취소되면 사용자가 해당 Folio를 보고 상호 작용할 때 뷰어의 작동이 중단되
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12674)
이제 회전 및 관성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면 이미지 시퀀스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711983)
iOS 7에서 슬라이드쇼가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 중첩된 경우 장치를 회전하면 슬라이드쇼 단추가 사라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10367)
유효한 navto 링크를 누를 때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04444)
장치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시작할 때 단일 방향 Folio의 읽기 위치가 사라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701061)
이제 장치가 절전 모드로 전환된 후 또는 홈 단추를 누를 때 로컬 저장 값이 올바르게 검색됩니다. (3696400)
이제 PDF 페이지를 확대하고 이미지 시퀀스에 손가락을 댈 때 이미지 시퀀스가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3689978)
두 번 누르기를 통해 재설정된 자동 재생 슬라이드쇼가 페이지에서 나갈 때 다시 재생되기 시작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85543)
이제 사용자에게 Folio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Newsstand Folio 표지가 배경 푸시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3684294)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 중첩된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가 가끔 자동 재생에 실패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84291)
뷰어에 직접적인 권한 부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Folio 보기에 새 Folio 경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84290)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서 구매할 여러 Folio를 누른 후 기본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도록 선택할 경우 뷰어의 작동이 중단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78047)
슬라이드쇼에서 손가락을 매우 빨리 대면 슬라이드가 바뀌지 않고 가끔 다음 아티클로 이동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73086)
계정 만들기 URL이 아닌 암호 분실 URL을 사용하여 앱을 구성할 경우 iPhone 5에서 "암호를 잊으셨습니까?" 텍스트가 로그인 상자를 벗어나던
문제가 v30 앱에서 해결되었습니다. (3671662)
무료 아티클 옆에 있는 보호된 아티클에 빠르게 손가락을 대면 구매 창이나 메시 처리 없이 보호된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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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3660132)
이제 사용자 정의 HTML 슬롯 및 웹 보기가 뷰어의 UI 뒤로 올바르게 확장됩니다. (3658854)
이제 TOC 자산의 이름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도 미리 본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658214)
이제 손가락 대기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쇼나 이미지 시퀀스를 확대한 상태에서 세로로 손가락을 대면 페이지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
다. (3656725)
InDesign에서 이미지가 잘린 가로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서 손가락을 대면 페이지가 움직이면서 불안정한 동작을 보이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
다. (3653470)
이제 PDF 아티클에서 페이지를 확대한 상태에서 MSO를 두 번 누르면 페이지가 올바르게 확대/축소됩니다. (3652078)
오프라인 모드에서 사용 추적 거부 창이 비활성화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50422)
Folio가 여러 번 업데이트될 경우 라이브러리의 제목에 "라이브러리 경고"가 표시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49220)
세로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손가락을 대면 다음 페이지가 짧게 표시된 후 다시 원래 페이지로 이동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647503)
웹 컨텐츠를 볼 때 앱 내 브라우저의 성능이 더 안정적입니다. (3610048)
이제 장치를 다시 시작한 후 잠금 해제하지 않고 Newsstand 푸시를 통해 앱을 작동시킬 경우 iTunes 구독자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95346)
Windows Store 뷰어 수정
발행 날짜나 표지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Folio를 포함한 라이브러리를 열 때 발생하는 Window Store 뷰어 작동 중단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
습니다. (3714037)
비디오 오버레이가 포함된 Folio가 올바르게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Folio를 올바르게 다시 다운로드할 수 없었습니
다. (3707309)
웹 기반 DPS App Builder 수정
기본 Android 앱을 빌드할 때 Professional 사용자의 분석 구성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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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모범 사례

Folio 및 아티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때 A-Z, 0-9, 대시 및 밑줄과 같은 기본 문자를 사용하십시오. 슬래시, 기호 및 확장 ASCII 문자는
피하십시오.
Folio Producer Editor에 "무료" 옵션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 Folio의 뷰어 버전을 v26 이상으로 편집했는지, (2) 해당 Folio로 아티클을 업데이
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Folio의 뷰어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아티클은 이전 뷰어 버전을 유지합니다.)
현재 Android에서 PDF는 지원되나 HTMLResources.zip 파일에서 PDF로 연결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PDF 아티클이 iOS 뷰어와 동일하게 Android 뷰어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웹 컨텐츠 오버레이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
니다. 파노라마, 인라인 비디오 및 다른 많은 기능이 여전히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권한 부여와 함께 구독 앱에 대한 HTML 배너를 만든 경우, 배너는 전체 페이지에 걸쳐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HTML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권한 부여 배너를 지정한 경우, 타일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DPS App Builder에 구독 타일 에셋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나, 최근에 발견한 버그로 인해 이전 작동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독 타일에 대해 빈 "더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은 최근에 YouTube 비디오의 포함 형식을 변경했습니다. "src=//www.youtube.com" 대신 "scr=http://www.youtube.com"을 포함하도록
YouTube 포함 코드를 편집했습니다. 또한 오버레이를 [자동 재생]으로 설정하고 오버레이 전면에 포스터 이미지를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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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릴리스 버그 수정
이전 릴리스 정보 및 버그 수정의 목록은 DPS 릴리스 정보의 히스토리를 참조하십시오.

키워드: cpsid_92868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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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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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디자인 개요
Folio는 월간 잡지나 한 번 발행하는 뷰어 앱의 컨텐츠와 같은 발행물입니다. Folio는 하나 이상의 아티클("스택"이라고도 함)로 구성됩니다. InDesign
CS5 이상을 사용하여 아티클의 소스 문서를 만듭니다.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Folio와 아티클을 만듭니다.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하여 문
서에 대화형 개체를 추가합니다.
관련 아티클

수행할 작업:

참조:

디자인 결정 내리기

디지털 출판물 디자인

InDesign을 사용하여 아티클의 소스 문서 만들기

소스 문서 만들기

대화형 오버레이 추가

대화형 기능

Folio 및 아티클 만들기

Folio 및 아티클

컨텐츠 미리 보기

Folio 및 아티클 미리 보기

다른 사람과 Folio 공유

Folio 공유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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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출판물 디자인
InDesign CS6의 경우, 동일한 InDesign 문서에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nDesign CS5/CS5.5의 경우,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
은 별도의 InDesign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Folio 내에서 방향을 혼합하거나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전체 Folio는 이중, 세로 또는 가로여야 합니다.
이중 방향 아티클에는 세로 및 가로의 두 가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회전할 때 두 번째 방향이 표시됩니다. 단일 방향 Folio는
해당 방향으로 잠깁니다. 예를 들어 세로 InDesign 파일만 있는 아티클을 만들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회전하더라도 해당 방향이 유지됩니
다. 그러나 Folio가 세로 전용인 경우에는 가로 모드에서 전체 화면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iPad의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
각 문서에는 가로 및 세로 방향이 다른 여러 페이지 및 에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판 응용 프로그램의 디자인 결정
Bob Bringhurst는 보다 자세한 Digital
Publishing 디자인 결정의 예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ttp://goo.gl/IfafR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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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InDesign 문서 만들기
InDesign 문서 만들기에 대한 지침
소스 InDesign 문서 만들기(InDesign CS5 및 CS5.5)
소스 InDesign 문서(InDesign CS6 및 CC) 만들기
기존 인쇄 아티클을 기준으로 디지털 잡지 아티클을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새 문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서를 재이용하려면 [문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크기(예: iPad SD의 경우 1024 x 768)와 방향(세로 또는 가로)을 지정합니다. 고객이 컨텐츠
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볼 수 있는 이중 방향 Folio의 경우 각 문서에 대해 세로 및 가로 방향의 개별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Design CS6을 사용
하는 경우, 동일한 문서 내에서 대체 레이아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스 문서에서 페이지 마주보기를 사용하지 말고 스프레드당 한 페이지만을 사용합니다.

맨 위로

InDesign 문서 만들기에 대한 지침
페이지 마주보기를 끕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페이지] 도구를 사용하여 페이지 크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디자인을 만들 때는 6픽셀 스크롤 막대 때문에 문서 레이아웃의 오른쪽 가장자리가 잘립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안내선이나 개체를 추가하여 이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 사용자가 배경을 누를 때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막대를 고려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쪽 내비게이션 막대는 시스템 상
태 막대가 20 또는 40픽셀(SD 또는 HD), 그리고 위쪽 내비게이션 막대가 44 또는 88픽셀입니다. 아래쪽 내비게이션 막대는 44 또는 88픽셀입니
다. Enterprise 앱은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아이콘과 함께 추가 내비게이션 막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내비게이션 막대는 56 또는
112픽셀입니다.
Folio 파일이 커지지 않게 하려면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 이동 및 확대/축소, 파노라마와 같은 대화형 에셋에 적당한 크기의 JPEG 및 PNG 파일
을 사용합니다. 비대화형 이미지 또는 슬라이드쇼 이미지의 경우 PSD, TIFF, AI, PDF 및 JPEG를 비롯한 모든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또는 레이아웃을 만들 때 각 페이지의 비대화형 객체는 압축되어 단일 PNG, JPEG 또는 PDF 배경 이미지 파일로 변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슬라
이드쇼와 단추 이미지는 PNG 파일로 압축됩니다.
대화형 작업 오버레이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Photoshop에서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InDesign 문서에 PDF 파일을 배치하는 경우 분리되지 않은 PDF 1.4 이상을 사용하여 흰 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최상의 색상 품질을 얻으려면 CMYK 또는 LAB 대신 RGB 색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비대화형 컨텐츠의 경우, 이미지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화형 컨텐츠가 Folio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 이미지로 다시 샘플링됩니다. 대화
형 내용 만들기에 대한 지침은 오버레이 생성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Digital Publishing Suite용 iPad 레이아웃 템플릿
Keith Gilbert는 InDesign CS5용 1024 x 768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에는
iPad의 스크롤 막대 및 메뉴로부터 안전한 영
역을 제공하는 안내선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Keith Gilbert
http://www.gilbertconsulti...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goo.gl/yKAUD

스타일 및 레이어 작업
Colin Fleming이 발행물의 일관성 있는 디자
인 유지를 위한 스타일 사용 방법 및 레이어를
사용하여 DPS의 혼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bit.ly/mTj7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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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InDesign 문서 만들기(InDesign CS5 및 CS5.5)

참고: 2014년 9월에 예정된 v32 릴리스에서는 InDesign CS5 및 InDesign CS5.5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Folio 또는 아티클을 생성하거
나 편집하거나 UPS 컨텐츠를 Folio Producer로 업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InDesign CS6 이상이 필요합니다.
1. InDesign CS5 또는 InDesign CS5.5에서 [파일] > [새로 만들기] > [문서]를 선택합니다.
2. (선택 사항) [의도]에서 [웹]을 선택합니다.
[웹]을 선택하면 레이아웃이 모바일 장치에서 더 쉽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미 [의도]를 [인쇄]로 설정하고 문서를 만든 경우 [웹]으로 변
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3. [페이지 크기]에 장치 판독기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표준 해상도 iPad 모델은 1024x768 픽셀을 사용합니다. 고해상도 iPad는 2048 x 1536을 사용합니다. 1024x768 문서를 생성하고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면 컨텐츠가 모든 iPad에서 잘 보이므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의 6픽셀 영역은 모바일 장치에서 잘립니다. SD iPad의 실제 디자인 영역은 1018x768(또는 762x1024) 픽셀입니다.
Android 장치의 경우 Android 뷰어의 컨텐츠는 표시 영역에 맞게 확대 또는 축소되고 필요한 경우 레터박스됩니다. 여러 장치용 문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부드러운 스크롤을 가능하게 하려면 1024x3000과 같은 사용자 정의 페이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4. [방향]에서 [세로] 또는 [가로]를 선택합니다.

장치 판독기용 문서 만들기
A. 의도를 웹으로 설정 B. 페이지 크기 지정 C. 세로 또는 가로 선택

5. 이중 방향 아티클의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두 번째 문서를 만듭니다.
아티클을 가져오려는 경우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이름에 _v 및 _h 접미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세로 문서의 경우 _v 접미어를 추가합니
다(예: article_v.indd).
6. 문서를 디자인합니다.
디지털 출판 작업 과정에서는 일부 InDesign 대화형 작업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대화형 작업 기능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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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InDesign 문서(InDesign CS6 및 CC) 만들기

InDesign CS6 및 CC는 DPS 작업 과정을 간소화하는 몇몇의 새로운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
오. 다음 문제점을 참조하십시오.
InDesign CS6 또는 이상 버전을 사용하여 만들거나 편집하는 Folio는 v20 이전의 뷰어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대체 레이아웃을 만들 경우, [문서 가져오기]가 아니라 [문서 추가] 기능을 통해서만 이러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한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일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 [문서 가져오기] 기능에서 대체 레이아웃을 지원할 때까지 계속 각 레이아웃에 대해 다양한 문서를 사용하십시
오.
InDesign CS6 또는 CC에서 소스 문서를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InDesign CS6에서 [파일] > [새로 만들기] > [문서]를 선택합니다.
2. [의도]에 대해 [Digital Publishing]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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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 크기]에 대해 iPad와 같은 대상 장치를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폭과 높이 값을 변경하십시오.
표준 해상도 iPad 모델은 1024x768 픽셀을 사용합니다. 고해상도 iPad는 2048 x 1536을 사용합니다. 1024x768 문서를 생성하고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면 컨텐츠가 모든 iPad에서 잘 보이므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의 6픽셀 영역은 모바일 장치에서 잘립니다. SD iPad 모델의 실제 디자인 영역은 1018 x 768(또는 762 x 1024) 픽셀입니다.
Android 장치의 경우 Android 뷰어의 컨텐츠는 표시 영역에 맞게 확대 또는 축소되고 필요한 경우 레터박스됩니다. 여러 장치용 문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부드러운 스크롤을 가능하게 하려면 1024 x 3000과 같은 사용자 정의 페이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4. [방향]에서 [세로] 또는 [가로]를 선택합니다.

장치 판독기용 문서 만들기
A. 의도를 Digital Publishing으로 설정 B. 페이지 크기 지정 C. 세로 또는 가로 선택 방향

5. 대체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텍스트를 리플로우하려는 경우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문서에 기본 스토리 스레드가 없는 경우, 이 옵
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6. 문서를 디자인합니다.
디지털 출판 작업 과정에서는 일부 InDesign 대화형 작업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대화형 작업 기능을 참조하십시
오.
7. 이중 방향 아티클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다른 방향을 가진 보조 문서를 만듭니다. 아티클을 가져오려는 경우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이름에 _v 및 _h 접미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
어 세로 문서의 경우 _v 접미어를 추가합니다(예: article_v.indd).
대체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대체 레이아웃 비디오
InDesign CS6에서 개체 기반 유동형 페이지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Anne-Marie
Concepcion, Lynda.com

http://www.adobe.com/go/CHLvid60107_id_en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유동형 레이아웃 규칙 이해 비디오
InDesign CS6의 유동형 페이지 레이아웃 규
칙의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자세히 알아보
기

작성자: Anne-Marie
Concepcion, Lynda.com

http://www.adobe.com/go/CHLvid60114_id_en

나의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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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Community Help

기본 유동형 레이아웃 규칙 사용 비디오
InDesign CS6에서 크기 조정, 중심 재조정 및
마스터 유동형 페이지 규칙 기반을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Adobe 비디오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www.adobe.com/go/CHLvid60115_id_en

안내서 기반 유동형 레이아웃 규칙 비디오
InDesign CS6에서 안내서 기반 유동형 페이
지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Anne-Marie
Concepcion, Lynda.com

http://www.adobe.com/go/CHLvid60116_id_en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개체 기반 유동형 레이아웃 규칙 비디오
InDesign CS6에서 개체 기반 유동형 페이지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Anne-Marie
Concepcion, Lynda.com

http://www.adobe.com/go/CHLvid60117_id_en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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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치용 문서 만들기
다양한 장치 사이즈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위한 Folio와 사용자 정의 뷰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droid 플랫폼에는 1024x600, 1280x800 및
1920x1200을 비롯한 여러 다른 크기로 표시되는 장치가 포함됩니다. iOS(Apple) 플랫폼에는 iPad용 1024x768 및 2048x1536 모델과 iPhone용
480x320, 960x640 및 1136x640 모델이 포함됩니다.
Android 및 iOS 뷰어에는 Folio를 표시하기 위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생성하는 Folio 크기가 Android 뷰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레터박스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iPad에서 뷰어는 4:3 종횡비를 가진 Folio만 표시합니다. iPhone 뷰어는 3:2 또는
16:9(1136x640) 종횡비를 가진 Folio만 표시합니다.
단일 Folio 방식(권장)
변환할 수도 있지만 각 플랫폼별로 단일 Folio를 만들고 컨텐츠의 크기 조정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Pad의 경우 SD iPad와 HD iPad 모두에서
작동하는 단일 1024x768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D 및 HD iPhone 모두에서 작동하는 단일 480x360 Folio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중 변환 문서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Android 뷰어의 경우 iPad에서 사용되는 1024x768 Folio 또는 Android 장치 크기에 더 잘 맞는 1280x800 Folio와 같은 단일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droid 장치에서 해당 Folio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 Android 장치에서 Folio를 테스트하십시오. 기본
Android 뷰어에 대한 다른 옵션은 핸드폰용 Folio 하나와 태블릿용 Folio를 만든 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 더 작은 Folio를 선택하면 핸드폰에서
만 표시되고 더 큰 Folio를 선택하면 태블릿에서면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 Android 뷰어용 변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Store 뷰어의 경우 단일 1024x768 또는 1280x800 Folio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컨텐츠는 필요에 따라 확대되고 레터박스로 표시됩니다.
변환
다른 장치용으로 디자인된 동일한 Folio의 여러 버전을 변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Folio 변환을 만드는 경우 뷰어에서는 장치의 크기와 가장 가깝게 일
치하는 변환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Android 장치의 뷰어에 장치의 종횡비와 일치하지 않는 변환이 표시되는 경우 Folio가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됩니다. 뷰어에서 필요에 따라 레터박
스(맨 위와 맨 아래의 검정 막대) 또는 필러박스(양 옆의 검정 막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환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유용합니다.
레터박스 크기가 아닌 iPhone 컨텐츠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 iPhone 3/4 장치에서 작동하는 480x320 변환과 iPhone 5 이상 장치의 표시 영역을
채우는 1136x640 변환이 있습니다.
웹 뷰어 전용 Folio를 만들려면 웹 뷰어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핸드폰 또는 태블릿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Android 장치용 Folio를 만들려면
별도의 iPad용 SD 및 HD Folio(1024x768 alc 2048x1536)를 만들려면 이 옵션은 PDF 보다는 PNG 또는 JPG 문서 포맷을 사용하려고 할 때 특
히 유용합니다.
Folio 변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Folio 변환
A. 1024 x 768 Folio B. 1024 x 600 Folio C. 1024 x 600 장치에서 레터 박스가 추가된 1024 x 768 Folio
여러 변환에 대한 디자인 지침
같은 문서를 다른 장치에 재이용하려면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iPad 뷰어는 1024x768과 같은 4:3 종횡비 Folio만을 디스플레이합니다. iPhone 뷰어는 480x320 및 960x640과 같은 3:2 종횡비를 가진 Folio와
1136x640(iPhone 5) Folio만 표시합니다.
Android 장치에서 뷰어 컨텐츠 크기를 300%까지 줄이거나 늘려서 장치 크기에 컨텐츠를 맞춥니다. 일부 레터박싱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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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에 아티클을 추가할 때 문서의 [페이지 크기] 설정의 종횡비가 Folio의 [크기]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다([부드러운 스크롤] 옵션을 선택하는 경
우 제외). 예를 들어 1024 x 768 InDesign 문서를 2048 x 1536 Folio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종횡비가 4:3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80 x
768 문서를 1024 x 800 Folio에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Android 장치를 설계할 때 시스템 네비게이션 막대가 표시 영역을 축소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Xoom과 Galaxy 10의 네비게이
션 막대는 48픽셀이며 Nexus 7의 네비게이션 막대는 64/75픽셀입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막대로 인해 Xoom에서 레이아웃의 실제 크기는
1280x752(가로) 및 800x1232(세로)가 됩니다. 이러한 다른 크기를 처리하는 Folio 변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크기를 줄이거나 레터박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겨진 레이어의 개체는 내보낸 Folio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바일 장치용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고 해당 레이어가 켜진 경우에만 표시되는
개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부터 새 아티클을 만들기 전에 적절한 레이어를 표시하고 숨기고, 필요에 따라 페이지 크기를 변경하십시오.
웹 뷰어에서 컨텐츠를 표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공유를 활성화하면 웹 뷰어 브라우저에서만 표시되는 특수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Web
Viewer 전용 변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iOS 장치와 Android 장치에 서로 다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iOS 플랫폼과 Android 플랫폼에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ID를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iOS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능이 Android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iPad에서 작동하는 일부 기능은 Android 뷰어 및 기타 장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노라마 및 인라인(전체 화면 아님) 비디오는 Android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HTML 컨텐츠의 경우, 플랫폼의 브라우저 및 DPS Folio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OS와 Android 뷰어
간의 차이점 및 지원되는 DPS 기능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앱 빌드
Android 장치용 DPS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용 기본 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Store용 DPS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Store용 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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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용 HTML 아티클 만들기
뷰어에 문서로 표시할 수 있도록 HTML 기반 아티클을 Folio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ML 아티클의 장점 중 하나는 파일 크기가 작아 주간 발행물 및
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문서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HTML 아티클은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화형 작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
다.
Adobe Edge를 사용하여 DPS용 HTML 만들기에 대한 정보는 Raghu Thricovil의 아티클 Adobe Edge를 사용하여 HTML 애니메이션으로 DPS Folio
개선을 참조하십시오.
1. HTML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셋만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에셋을 포함하여 폴더의 모든 에셋이 업로드됩니다.
2. HTML 아티클을 단일 방향으로 가져올 경우, _h 또는 _v 접미어를 index_h.html과 같은 .html 파일에 추가하십시오.
접미어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아티클을 이중 방향 문서로 가져옵니다. 단일 방향 Folio를 미리 보거나 게시하려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3. Folio Builder 패널에서 HTML 아티클이 포함될 Folio를 엽니다.
4. Folio Builder 패널의 [아티클] 보기에서 패널 메뉴의 [아티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5. [단일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위치 폴더 아이콘

을 클릭하고, HTML 폴더를 지정합니다.

6. [부드러운 스크롤]과 같은 추가 설정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HTML 파일을 편집하는 경우 Folio Builder 패널에서 HTML 아티클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참고: v20 이전에 생성된 Folio를 편집하는 경우 Folio 속성 대화 상자를 열고 뷰어 버전 설정을 지정합니다. [지정 안 함]이 선택되어 있으면 지금
HTML 아티클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HTML 아티클 요구 사항
세로 및 가로 방향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일 HTML 파일을 만들거나 두 방향에 대해 HTML 파일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로 및 가로에 대
해 별도의 HTML 파일을 사용하려면 HTML 파일 이름 끝에 _v 및 _h 접미어를 추가합니다(예: "index_h.html"). 단일 방향 Folio를 만드는 경우
HTML 파일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단방향 Folio의 HTML 파일에 _h or _v 접미어를 포함시킵니다.
DHTML(동적 HTML) 파일은 현재 완벽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일 구조의 경우 HTML 파일에 대한 연결된 모든 그래픽 및 스크립트를 개별 문서 폴더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전체 Folio에 대한 연
결된 그래픽 및 스크립트를 HTMLResources.zip 폴더에 배치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HTMLResources.zip 파일을 Folio Builder 패널 또는 웹
Folio Producer의 Folio에 가져옵니다. HTMLResources 폴더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HTMLResources 폴더의 예
HTML 코드에서는 상대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HTML 파일과 같은 수준에 있는 이미지에 연결하는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img src="GlobalImage.jpg"/>
HTMLResources 폴더에 있는 이미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img src="../HTMLResources/GlobalImage.jpg"/>
HTML 아티클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ML 아티클에 대한 navto 하이퍼링크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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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뷰어용 HTML 아티클 만들기
Android 뷰어용 HTML 아티클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지침과 요구 사항은 Android 뷰어용 HTML 아티클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HTML5 리소스
HTML5를 사용하여 아티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hannes Henseler의 아티클 단일 파일 HTML5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십시오.
Flash Pro를 사용하여 HTML5를 만들기 위해 CreateJ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eateJS에 대한 도구 키트를 참조하십시오.
iPad의 HTML 아티클 및 웹 보기 오버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ichaelcritz.com/2010/04/02/fonts-for-ipadiphone/를 참조하십시오.
Rufus Deuchler가 디지털 발행용 HTML 컨텐츠를 만드는 Adobe Muse 사용에 대한 비디오 자습서를 만들었습니다.
HTML 아티클의 scrubber 축소판 만들기
InDesign 문서의 경우 scrubber를 드래그할 때 표시되는 축소판을 뷰어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나 HTML 아티클의 축소판은 생성하는 데 시간
이 더 걸리고 잘못 렌더링된 축소판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HTML 아티클의 축소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HTML 아티클 폴더에 이미지 파일을 수동
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crubberthumbnail_h.png" 및 "scrubberthumbnail_v.png"라는 이름의 png 파일을 만듭니다(_l 및 _p 접미어를 사용할 수도 있음). 해당 파일을 HTML
아티클 폴더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크기 제한이 없지만 높이 166픽셀에 맞게 크기 조정됩니다. 축소판을 생성할 때 가로 축소판은 221 x
166픽셀, 세로 축소판은 125 x 166픽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HTML 아티클의 비디오가 전체 화면 비디오 오버레이처럼 작동하도록 허용
비디오 링크로 단일 방향 HTML 아티클을 만들 때 장치를 회전하면 재생 비디오도 회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재생이 끝나면 비디오를 재생하는
응용 프로그램 내 브라우저가 닫힐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활성화하려면 HTML 비디오 링크에 "videofile://" 접두어를 사용하십시오.
비디오 동작의 예는 무료 DPS Tips 응용 프로그램의 효과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비디오 동작 이 예제에서는 비디오가 응용 프로그램 내 브라우저에서 재생되고 단일 방향 Folio에서 회전되지 않습니다.<a
href="Links/video.mp4">비디오 재생</a>
또는<a href="../HTMLResources/videos/video.mp4">비디오 재생</a>
향상된 비디오 동작 이 예제에서는 비디오가 단일 방향 Folio에서 올바르게 회전되고 비디오가 끝나면 문서로 돌아갑니다.<a
href="videfile://Links/video.mp4">비디오 재생</a>
또는<a href="videofile://../HTMLResources/videos/video.mp4">비디오 재생</a>
JavaScript 또한 창 개체의 playFullscreenVideo 기능을 사용하여 JavaScript를 통해 이 동작을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a
onclick="window.playFullscreenVideo('Links/video.mp4');">비디오 재생</a>
또는<a onclick="window.playFullscreenVideo('../HTMLResources/videos/video.mp4');">비디오 재생</a>
스트리밍 비디오 이 예는 스트리밍 비디오를 재생합니다.<a href="videohttp://www.mysite.com/video.mp4">비디오 재생</a>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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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Pad 모델에 대한 DPS 컨텐츠 만들기
이전 아이패드 SD 모델의 크기는 1024x768 픽셀이지만 레티나 디스플레이 iPad HD의 크기는 2048x1536입니다. SD 및 HD 장치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Folio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합니다.
PDF 이미지 형식으로 1024x768 Folio만 만들기(권장) 다중 변환 PDF 아티클을 사용하여 모든 iPad 모델에서 제대로 보이는 단일 1024x768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가 벡터 형식으로 내보내지는 슬라이드쇼 및 스크롤 가능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Folio에 SD 및 HD 자
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 오버레이에 중요합니다. iOS 장치용 다중 변환 PDF 아티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이 방법은 특히 변환을 지원하지 않는 단일 Folio 앱에 유용합니다.
1024x768 및 2048x1536 변환 만들기 Folio 변환을 만들 때 iPad SD 모델은 1024x768 변환만 표시하고 iPad HD 디스플레이는 2048x1536 변환만
표시합니다. 동일한 소스 파일을 사용하거나(권장) 다른 소스 파일 두 개를 사용하여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Bob
Bringhurst 및 Colin Fleming의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2048x1536 Folio만 만들기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 발행물 뷰어에서 2048x1536 Folio는 HD iPad에만 표시됩니다. 단일 발행
물 뷰어에서는 컨텐츠가 눈에 띄게 래스터화되므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환을 만들 때 중요한 고려 사항:
가능하면 변환을 별도로 게시하지 마십시오. 1024×768 Folio를 게시하고 일주일 후에 해당 Folio의 2048×1536 변환을 게시한다고 가정해 보십
시오. 더 큰 변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iPad 3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여는 경우, 더 작은 변환만 사용 가능합니다.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야만 더 큰 변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릴리스에서 해결될 예정입니다.)
Newsstand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변환이 게시되고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푸시 알림을 트리거하지 마십시오.

iPad 3용 Folio 만들기에 대한 지침
Bob Bringhurst는 여러 iPad 모델용을 디자인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http://adobe.ly/zSXgyg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새 iPad에 태블릿 게시
Colin Fleming은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를 사용하여 새 레티나 디스플레이
iPad에 게시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blogs.adobe.com/digitalpublishing/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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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용 DPS 컨텐츠 만들기
iPhone 3GS, 4 및 4S 모델과 iPod Touch(4세대 이상)가 DPS에서 지원됩니다. iPhone 3G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iPhone 3GS의 픽셀 크기는
480x320입니다. iPhone 4 및 4S의 픽셀 크기는 960x640입니다. iPhone 5의 픽셀 크기는 1136x640입니다.
iPhone 및 iPad 모두에 대한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iPhone용으로 한 번 발행되는 뷰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iPhone 전용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iPad용으로 만드는 Folio는 iPhone 뷰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iPhone 뷰어는 3:2 종횡비를 가진 Folio만 표시합니다(예: 960x640 및 iPhone 5용
1136x640 Folio). 최상의 결과를 위해 Folio 변환을 만드십시오. 변환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iPhone 및 iPad 모두를 지원하는 사용자 정의 뷰어를 만드
는 경우, 고객이 iOS 장치로 동일한 발행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lio 변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책갈피는 아직 iPhone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업 고객은 탐색 도구모음의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세 개 만들 수 있습니다.
iPhone에 맞는 Folio는 다음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80x320, 960x640 및 1136x640 변환 만들기 Folio 변환을 만들 때 iPhone 3GS는 더 작은 변환만 표시하고 iPhone 4/4S 모델은 더 큰 변환만 표시합
니다. 동일한 소스 파일을 사용하여 480x320 및 960x640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36x640 iPhone 5 변환의 경우 별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합
니다. 또한 iPad용 1024x768 및 2048x1536 변환을 만듭니다.
Folio를 하나만 만들기 지원되는 모든 iPhone 모델에서 잘 보이지만 1136x640 컨텐츠는 레터박스로 표시되는 PDF 아티클이 포함된 단일 480x320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iOS 장치용 다중 변환 PDF 아티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960x640 Folio만 만드는 경우, iPhone 3GS의 라이브러리에는 나
타나지 않습니다. 1136x640 Folio만 만드는 경우 iPhone 5에서만 나타납니다.
중요한 고려 사항:
문제를 방지하려면 동시에 변환을 게시하십시오. 480×320 Folio를 게시하고 일주일 후에 해당 Folio의 960×640 변환을 게시한다고 가정해 보십
시오. 더 큰 변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iPhone 4S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여는 경우, 더 작은 변환만 사용 가능합니다. 뷰어 응용 프로그
램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야만 더 큰 변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wsstand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변환이 게시되고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푸시 알림을 트리거하지 마십시오.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뷰어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iPhone 크기를 지원하는 아이콘, 시작 화면, 기타 이미지를 추가로 만드십시오.

iPhone용 DPS InDesign 제작
Colin Fleming은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를 사용하여 iPhone 및 iPod Touch에 게
시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알
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www.adobe.com/devnet/digitalpublishing...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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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에서 HTML 사용
다음은 DPS 도구를 사용하여 HTML을 활용하는 세 가지 기본 방법입니다.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 하이퍼링크나 단추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표시합니다. 웹 사이트를 외부 모바일 브라우저 또는 응용 프로그램 내 브라우저
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Folio로 돌아갑니다. 하이퍼링크 오버레이를 참조하십시오.
웹 컨텐츠 오버레이 보기 영역 내에 웹 사이트 또는 로컬 HTML 파일을 표시하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만듭니다.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참조하십시
오.
HTML 아티클 InDesign 문서를 사용하여 아티클을 만드는 대신 HTML 에셋을 사용하여 폴더를 만들고 아티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ML 아티클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HTMLResources 폴더는 여러 HTML 아티클 또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 간에 동일한 에셋(CSS, JavaScript 또는 이미지 파일 등)을 공유하는 데 유용합
니다. HTMLResources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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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
개별 아티클에 대해 [부드러운 스크롤]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이 아님)은 목차와 같은 긴 단일 페이지 레이아
웃에 유용합니다. 부드러운 스크롤을 설정한 경우 디자인을 적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iPad의 경우 각각 1024 x 2000 및 768 x 2000의 가로 및 세
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의 문서는 부드러운 스크롤 문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을 만드는 경우 손가락을 모
으고 펴서 확대/축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Design에서 [새 문서] 또는 [문서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페이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페이지 단위 스크롤 및 부드러운 스크롤
A. 가로 페이지 단위 스크롤 B. 가로 부드러운 스크롤 C. 세로 페이지 단위 스크롤 D. 세로 부드러운 스크롤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을 만들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가로 문서용 1024x2000 또는 세로 문서용 768x2000과 같은 적절한 크기를 사용해 단일 페이지 문서를 만듭니다.
2. 아티클을 만들려면 [Folio Builder] 패널의 문서 보기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새 문서]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을 지정합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 부드러운 스크롤을 사용한 가로 레이아웃만 포함되어 있으면 [수평 방향으로만]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수평 방향
으로만 Folio 문서 또는 가로 버전은 부드러운 스크롤이고 세로 버전은 꺼져 있는(페이지에 스냅) 문서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양쪽 레이아웃이
모두 부드러운 스크롤인 양방향 Folio의 경우 [양방향]을 선택합니다.
세로 레이아웃/가로 레이아웃(InDesign CS6) 아티클에 사용할 레이아웃을 지정하십시오(특히 대체 레이아웃을 생성한 경우 유용함). 세로 및
가로 레이아웃이 별도의 문서에 있는 경우, 옵션 하나에 적절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다른 옵션에는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문
서를 열고 해당 문서를 두 번째 레이아웃으로 추가하십시오.
세로/가로(InDesign CS5/CS5.5) 문서 방향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768x2000 문서는 [세로]를 선택합니다. 1024x2000 문서는 [가로]를 선택
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이중 방향 Folio에서 문서에 두 번째 레이아웃을 추가합니다.
추가 정보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을 가져와서 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_h 및 _v 소스 파일을 만들고 [문서 가져오기] 옵션을 사용합니다. InDesign 아티클 가
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부드러운 스크롤은 세로로만 작동합니다. 아티클을 가로로 스크롤하기 위해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오
버레이를 참조하십시오.
부드러운 스크롤 페이지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페이지 도구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페이지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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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로 아티클에 손가락 대기
하나 이상의 아티클이 가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려면 [아티클 속성] 대화 상자에서 [가로 손가락 대기만]을 선택하십시오. "분리된 아티클"을 탐색
할 때는 위아래로가 아니라 좌우로 손가락을 댑니다.

아티클 분리
A. 분리되지 않은 아티클 B. 분리된 아티클
분리된 아티클의 첫 번째 페이지만 TOC에 표시되지만 [검색] 모드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부드러운 스크롤]로 설정된 아티클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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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변환 문서 만들기
발행자는 iPad와 iPhone에 SD(표준 해상도) 및 HD(고해상도) 모델이 모두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SD와 HD 모델에서 모두
작동하는 단일 Folio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 변환 아티클을 만들지 않으면 일부 컨텐츠가 HD 장치에서 모자이크로 표시되고 일부 오버레이
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방법은 SD 및 HD 모델 모두에 대해 서로 다른 변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발행자에게 변환은 유지 관리하기가
약간 까다로우며 단일 발행물 앱은 다중 Folio 변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v23 뷰어 버전 이상에서는 SD 및 HD iPad 모두에서 잘 보이고 제대로 수행되는 PDF 아티클을 포함하는 단일 1024x768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는 아티클을 만들 때 이제 PDF 이미지의 해상도가 이전 버전보다 높습니다(72ppi가 아닌 108ppi). 다중 변환 아티클은
iPhone 5에서 잘 보이지만 컨텐츠는 레터박스로 표시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별도의 1136x640 변환을 만드십시오.
참고: 특정 이미지에 108ppi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하려면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이 하나만 있는 이미지 시퀀스와 같은 고해상도 오버레이로 만들
면 됩니다.
또한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다중 변환 PDF 아티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및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 벡터 형식 사용 슬라이드쇼 또는 스크롤 가능 프레임 객체를 선택하면 Folio Overlays 패널에 [PDF 아티클에서
내보내기 형식] 옵션이 표시되고 [래스터] 또는 [벡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선택하는 경우 슬라이드쇼 및 스크롤 가능 프레임의 내용(특히
텍스트)이 HD 장치에서 더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그러나 벡터 컨텐츠는 래스터 컨텐츠보다 불러오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텍
스트가 많은 컨텐츠에는 [벡터] 옵션을 사용하고 이미지가 많은 컨텐츠에는 [래스터]를 사용합니다.
Folio 뷰어 버전이 v23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옵션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단추에 대한 벡터 옵션은 없습니다. 단추는 72ppi(108ppi 아님)로 다운샘플링되므로 단추 텍스트가 모자이크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
다. 해결 방법은 단추 이미지를 만들고 해당 이미지 위에 보이지 않는 단추를 놓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쇼에 벡터 형식 사용
SD 및 HD 장치에 대해 서로 다른 대화형 에셋 사용 파노라마, 이미지 시퀀스, 비디오,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 오디오 컨트롤러 스킨 등에는 두 가
지 다른 에셋 세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D 에셋을 포함하는 폴더에 "HD"라는 하위 폴더를 만듭니다. HD 폴더에서는 SD 에셋과 동
일한 이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Folio Overlays 패널에서 SD 에셋이 포함된 폴더에 연결합니다. SD iPad의 뷰어는 하나의 에셋 세트를
표시하고 HD iPad 뷰어는 HD 폴더의 에셋을 표시합니다.
참고: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 시퀀스, 오디오 스킨에 대한 HD 에셋은 SD 에셋보다 크기가 두 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시퀀스에 300x200
SD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 HD 소스 파일은 600x400이어야 합니다.

HD 및 SD iPad 모델에 대해 다른 파노라마 에셋을 사용하려면 낮은 해상도 이미지와 동일한 이름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포함된 HD 폴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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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와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의 경우 여러 해상도 파일을 포함하는 단일 HD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링크 폴더에 polarbear.jpg 및
video01.mp4가 포함된 경우 고해상도 버전의 polarbear.jpg 및 video01.mp4 파일이 포함된 HD 폴더를 링크 폴더에 만들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유형에 대해 두 개의 에셋 세트를 포함하면 Folio 크기가 늘어납니다.
특히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의 경우 두 가지 에셋 세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오버레이 유형에 대해 SD 및 HD 버전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발행자는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에 대해 유효 ppi가 108인 이미지와 같이 해상도가 SD와 HD 사이인 소스 파
일을 만듭니다. SD iPad에서 고해상도 비디오가 재생되는 경우 저해상도 비디오를 추가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중 변환 아티클 만들기
Colin Fleming이 다중 변환 아티클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프로세스를 탐색합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http://goo.gl/4P6y9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맨 위로

래스터 슬라이드쇼에서 텍스트를 선명하게 유지
Bob Levine이 슬라이드쇼에 벡터와 래스터
옵션을 사용할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합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Bob Levine
http://boblevine.us/

http://boblevine.us/digital-publishing-suit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관련 아티클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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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아티클에 대한 폴더 작성
여러 아티클을 가져오기 위한 폴더 구조 만들기
아티클을 가져오기 위한 메타데이터 sidecar 파일 만들기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으로부터 아티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제대로 가져오려면 구조 규칙 및
파일 이름 지정 규칙을 따라 Folio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아티클을 가져오려면 여러 아티클 폴더로 구성된 Folio 폴더를 만드십시오. [여러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할 때 아티클 하위폴더가
포함된 Folio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이중 방향 Folio의 아티클 폴더에는 두 개의 InDesign 아티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한 문서는 _h 접미어를 사용하여 만들고(예:
"article1_h.indd"), 한 문서는 _v 접미어를 사용하여 만드십시오(예: "article1_v.indd").
단일 방향 Folio의 아티클 폴더는 _h 또는 _v 접미어의 InDesign 파일을 하나만 포함해야 합니다.
각 아티클 폴더는 목록(TOC) 썸네일용 PNG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아티클 폴더보다는 Links 하위 폴더에 이미지 에셋을 보관하여 PNG 이미지가 TOC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DPS용 파일 작성
Bob Bringhurst는 Folio용 소스 파일 작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
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http://goo.gl/2N9gb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맨 위로

여러 아티클을 가져오기 위한 폴더 구조 만들기

폴더 구조를 설정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아티클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InDesign에서 연결하는 파일은 아티클 폴더 안에 있지 않아도 됩
니다. InDesign가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폴더에 있으면 됩니다.
파일 이름 및 폴더 이름을 간단하게 유지하십시오. 특수 문자 사용을 지양하십시오.

파일의 샘플 구조
A. Folio 폴더 B. 아티클 폴더
여러 아티클을 단일 방향 Folio로 가져오는 경우 각 아티클 폴더에 한 문서만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nDesign 파일은 단일 방향 Folio에서 여전히
_h 또는 _v 확장명을 필요로 합니다. Folio에서 단일 방향 및 이중 방향 아티클을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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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아티클만 있는 Folio

맨 위로

아티클을 가져오기 위한 메타데이터 sidecar 파일 만들기

메타데이터 sidecar.xml 파일은 파일을 가져올 때 아티클의 순서를 지정하고 메타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선택적인 방법입니다. 텍스트 편집기 또는
XML 편집기를 사용하여 각 아티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는 sidecar.xml 파일을 만듭니다. sidecar.xml 파일을 루트 Folio 폴더에 저장합니다.
현재 sidecar.xml 형식에 일부 아티클 속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idecar.xml 생성기로 문서 순서 변경
Johannes Henseler가 sidecar.xml 파일을 생
성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Johannes
Henseler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Johannes Henseler
http://digitalpublishing.t...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goo.gl/8bNpO

sidecar.xml 생성기
sidecar.xml 생성기 도구로 바로 이동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Johannes Henseler
http://digitalpublishing.t...

http://goo.gl/APHm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다음 텍스트를 복사하여 텍스트 편집기에 붙여 넣은 후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sidecar>
<entry>
<folderName>Article One</folderName>
<articleTitle>title</articleTitle>
<byline>byline</byline>
<kicker>kicker</kicker>
<description>description</description>
<tags>tag1, tag2</tags>
<isAd>false</isAd>
<hideFromTOC>true</hideFromTOC>
<smoothScrolling>never</smoothScrolling>
<isFlattenedStack>false</isFlattened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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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rustedContent>true</isTrustedContent>
<articleAccess>무료</articleAccess>
<section>section name</section>
</entry>
<entry>
<folderName>Article Two</folderName>
<articleTitle>article 2</articleTitle>
<byline>byline</byline>
<kicker>kicker</kicker>
<description>description</description>
<tags>tag1, tag2</tags>
<isAd>false</isAd>
<hideFromTOC>true</hideFromTOC>
<smoothScrolling>never</smoothScrolling>
<isFlattenedStack>false</isFlattenedStack>
<isTrustedContent>true</isTrustedContent>
<articleAccess>부분 무료</articleAccess>
<section>section name</section>
</entry>
</sidecar>

유효한 <isAd>, <isFlattenedStack> 및 <isTrustedContent> 값은 "true" 및 "false"입니다. <isFlattenedStack> 값은 [가로 손가락 대기만]의 설정 여부를
결정하고 <isTrustedContent>는 HTML 아티클에 대한 [자격 부여 정보에 대한 액세스 허용]의 설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효한 <smoothScrolling> 값으로는 "always", "portrait", "landscape" 및 "never"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페이지에 스크롤 스냅을 의미하는 "never"입니
다.
유효한 <articleAccess> 값은 "무료", "부분 무료" 및 "보호됨"을 포함합니다.
Byline 메타데이터에 <byline> 또는 <auth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항목의 경우 "Lifestyle"과 같은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섹션 값은 v23 이상 Folio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entry> 섹션의 순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만들 때나 업데이트할 때 프로젝트에서 아티클의 순서가 결정됩니다. 아티클의 폴더 이름이 sidecar에 나타나
지 않는 경우에는 나열된 항목 아래로 이동합니다. 각 <entry> 내에서 항목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idecar.xml을 사용하여 여러 아티클 가져오기
1. 텍스트 편집기 또는 XML 편집기를 사용하여 각 아티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는 sidecar.xml 파일을 만듭니다.
2. sidecar.xml 파일을 루트 Folio 폴더에 저장합니다.
3.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패널 메뉴에서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아티클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여러 아티클 가져오
기]를 선택하고 sidecar.xml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지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sidecar.xml을 사용하여 아티클 속성 업데이트
sidecar.xml 파일을 사용하여 아티클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아티클 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sidecar.xml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서버에 업로드된 Folio에만 효과가 있으며 로컬 Folio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1. Folio의 sidecar.xml 파일을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아티클을 가져올 때 사용할 메타데이터 sidecar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sidecar.xml 파일을 원래 폴더로 복사하거나 이동합니다.
3. Folio Builder 패널에서 편집할 Folio를 열고 패널 메뉴에서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4. [여러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sidecar.xml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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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DPS 기능 목록
다음 표에는 지원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 지원됨
= 지원되지 않음
=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지원됨

뷰어 종류
iPad 및 iPhone 뷰어: iPad용 Creating DPS 컨텐츠 만들기 및 iPhone용 DPS 컨텐츠 만들기
기본 Android 뷰어/레거시 Android 뷰어: Android 뷰어용 DPS 앱 빌드
Windows Store Viewer: Windows Store용 DPS 앱 빌드
Web Viewer/Article Viewer: 소셜 공유 사용
데스크톱 미리 보기(데스크톱용 Adobe Content Viewer): Folio 및 아티클 미리 보기

맨 위로

아티클 기능

iPad
이중 또는 단일방향
Folio

iPhone

기본
Android

Windows
Store

Web
Viewer

데스크톱 미
리 보기

레거시
Android

1

가로로만 스와이프(일반
아티클)
HTML 아티클

2

손가락으로 모으고 펴서
페이지 확대/축소

3

4

아티클의 부드러운 스크
롤
소셜 공유(Web Viewer)

5

책갈피(즐겨찾기)

6

핫존
오른쪽 가장자리 바인딩

1 현재
2

라이브러리는 항상 세로로 표시되며 기본 Android 뷰어에서 이중 방향 Folio가 세로로 열리고 회전할 수 없습니다.

기본 Android 뷰어의 경우 지금은 HTML 아티클에서 하이퍼링크 또는 내비게이션 막대 눌러 표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 Android 뷰어의 경우 PDF, PNG 및 JPEG 아티클 형식에서 손가락으로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하는 기능이 지원됩니다. 다른 모든 뷰어의 경우
손가락으로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하는 기능은 PDF 아티클 형식에서만 지원됩니다.

3

4

Web Viewer의 경우 PDF 아티클이 자동으로 PNG 이미지로 업로드됩니다.

5

소셜 공유는 다중 Folio 앱에서만 작동합니다. Adobe Content Viewer에서는 소셜 공유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6

Adobe Content Viewer 또는 단일 Folio 앱에서는 책갈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맨 위로

뷰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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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iPhone

기본
Android

Windows
Store

Web
Viewer

데스크톱 미
리 보기

레거시
Android

N/A

N/A

N/A

다중 Folio
앱
단일 발행물
앱/ 단일 에
디션 라이센
스
플랫폼 앱
내 구입
Folio
플랫폼 구독
직접적인 권
한부
여(Enterpris
e)

1

1

사용자 정의
HTML 라이
브러리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막대 아이콘
및 스토어
라이브러리
백그라운드
다운로드
점진적인 다
운로드(다운
로드 중
Folio 보기)
변환
USB 장치에
서 미리 보
기

2

3

3

자동 보관
두 손가락
대기
필터
섹션
푸시 알림
분석
Newsstand
배경 다운로
드

N/A

N/A

1

v2 직접적인 권한 부여 서버(v1 not supported).

2

기본 Android 뷰어에서 변환은 현재 무료 Folio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3

Mac OS만 해당합니다.

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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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작업 기능

iPad

iPhone

기본
Android

Windows
Store

Web
Viewer

Article
Viewer

데스크톱 미
리 보기

하이퍼링크

1

슬라이드쇼
이미지 시퀀
스
파노라마

2

2

이동 및 확
대/축소
스크롤 가능
프레임
웹 컨텐츠
오디오
배경 오디오
전체 화면
비디오
인라인 비디
오
중첩된 오버
레이

1

goto:// 형식은 AIR 기반 뷰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2

파노라마 오버레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iOS 이외의 플랫폼에서 파노라마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3

Windows 뷰어에서는 아직 배경 오디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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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Android
1

대화형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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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오버레이 개요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하여 대화형 개체를 만들고 편집합니다. Folio Overlays 패널을 열려면 [창] > [확장] > Folio Overlays(InDesign
CS5/CS5.5)를 선택하거나 [창] > Folio Overlays(InDesign CS6)를 선택하십시오.
대화형 개체를 오버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olio를 만들 때 페이지에 있는 모든 비대화형 항목은 단일 이미지로 압축됩니다(아티클의
이미지 형식 설정에 따라 PDF, JPG 또는 PNG로 압축됨). 문서에 배치한 대화형 오버레이를 마스크하거나 덮는 경우 Folio에서 오버레이가 레이아웃
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다른 오버레이만 오버레이를 마스크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개체는 비대화형 항목의 위쪽에 나타납니다.
오버레이를 만드는 방법
각 오버레이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슬라이드쇼, 하이퍼링크, 오디오 및 비디오, 이미지 이동 및 확대/축소, 스크롤 가능 컨텐츠의 경우 InDesign 문서에서 개체를 만들거나 배치하고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하여 설정을 편집합니다.
이미지 시퀀스, 파노라마 및 웹 컨텐츠 오버레이의 경우 사각형 프레임을 자리 표시자로 그리거나 포스터로 사용할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하여 해당 개체의 소스를 지정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다중 상태 개체를 선택하는 경우 [Folio Overlays] 패널에 슬라이드쇼 설정이 표시됩니다.
대화형 개체의 연속성 유지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 모두에 동일한 오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회전할 때 오버레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슬라이드쇼에 세 번째 슬라이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장치를 회전해도 세 번째 슬라이드가 계속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버레이에서 아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동일한 소스 파일 및 오버레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슬라이드쇼의 경우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의 다중 상태 개체에 대해 [개체 상태] 패널에서 동일한 [개체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두 레이아웃의 개별 상태 이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Folio Overlays 패널 소개 비디오 1부
Rufus Deuchler가 Folio Overlays 패널을 사
용하여 단추, 하이퍼링크 및 슬라이드쇼를 만
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Rufus Deuchler
http://rufus.deuchler.net/

http://tv.adobe.com/watch/csinsider-desig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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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Folio Overlays 패널 소개 비디오 2부
Rufus Deuchler가 Folio Overlays 패널을 사
용하여 파노라마, 웹 컨텐츠 오버레이, 이미지
이동 및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을 보여 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Rufus Deuchler
http://rufus.deuchler.net/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tv.adobe.com/watch/csinsider-desig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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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대화형 작업 기능
InDesign 에는 SWF 및 PDF로 내보내기 위한 여러 상호 작용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일부(모두는 아님)가 디지털 출판 작업 과정
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대화형 작업 기능
다중 상태 개체 MSO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쇼를 만듭니다.
하이퍼링크 URL, 전자 우편 및 Navto 하이퍼링크를 만듭니다.
단추 놓을 때 이벤트만 지원됩니다. 다중 단추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추 동작은 동시에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재생됩니다.
지원되는 하이퍼링크 동작은 첫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URL로 이동, 사운드, 비디오 및 페이지로 이동입니다. 지원되는 슬라이드쇼 동
작은 상태로 이동, 이전 상태로 이동 및 다음 상태로 이동입니다.
오디오 배치한 mp3 파일이 재생됩니다. 이 경우 오디오를 루프 또는 스트림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지원되는 비디오 파일(h.264 인코딩이 지정된 mp4)이 재생됩니다. 이 경우 비디오를 루프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를 스트림하려면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을 사용합니다.
추가 대화형 오버레이 웹 컨텐츠 오버레이, 이미지 시퀀스,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 파노라마,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화형 작업 기능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개체는 아티클이 만들어질 때 분리됩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은 FLA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InDesign 문서
를 내보내고 Flash Professional CS6에서 CreateJS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HTML5 파일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HTML5 파일을 웹 컨텐츠
오버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발행자가 Adobe Edge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특정 하이퍼링크 텍스트 앵커 및 공유 대상 하이퍼링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정 단추 동작 대상으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및 단추 표시/숨기기 동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클릭할 때 및 롤오버할 때 이
벤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기타 기능 책갈피, 상호 참조 및 페이지 전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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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생성 모범 사례
소스 파일
오버레이용 소스 에셋을 만들 때 다시 샘플링된(압축됨) 오버레이와 업로드하는 동안 단순히 통과한 오버레이를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스크롤 가능 프레임 및 단추 등의 소스 에셋은 PNG 이미지로 다시 샘플링됩니다. 모든 이미지 형식을 이들 오버레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 이동 및 확대/축소, 오디오 스킨 등의 소스 에셋은 업로드 시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통과됩니다. 이들 오버레이
에는 JPEG 또는 PNG 이미지 형식을 사용합니다. 파일 크기를 줄이려면 소스 파일에 중간 압축(50-80% 범위)의 JPEG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미지에 투명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PNG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오버레이 이미지 및 비디오를 압축하면 Folio의 크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
니다.
소스 문서 파일이 Folio와 동일한 크기인 경우, 픽셀 및 72ppi의 정확한 크기를 사용하여 파노라마, 이미지 시퀀스, 인라인 비디오, 이동 및 확
대/축소 이미지 또는 오디오 컨트롤러의 소스 파일을 만드십시오. 소스 파일이 Folio와 크기가 다른 경우(예: 2048x1536 Folio에서 사용되는
1024x768 문서) SD 및 HD iOS 장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 해상도 PDF 아티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iOS 장치용 다중 변환 PDF 아티
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Photoshop 및 Illustrator에서 웹 명령에 대한 [파일] > [저장]은 특정 픽셀 크기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오버레이를 만드는 경우 이러한 오버레이를 미리 로드하기 위해 뷰어의 성능이 상당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디
자인에서 오버레이를 분산시켜 여러 오버레이가 동시에 미리 로드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슬라이드쇼에 오버레이가 중첩된 아티클이 두
개 있는 경우 두 문서 사이에 광고 또는 기본 아티클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통계 데이터를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오버레이에 실제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추 4" 및 "다중 상태 개체 2" 대신 "트위
터 링크" 및 "크리켓 슬라이드쇼"를 사용합니다.
PDF 파일을 슬라이드쇼 상태로 또는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컨텐츠에 배치하는 경우 분리되지 않은 PDF 1.4 이상을 사용하여 흰 줄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설정
파노라마, 이미지 시퀀스, 오디오 스킨 및 로컬 웹 컨텐츠 오버레이의 경우 오버레이 파일의 폴더를 별도로 만듭니다. 이 폴더에 연결하려면
Folio Overlays 패널을 사용합니다. SD 및 HD iOS 장치에 대해 서로 다른 에셋을 사용하는 Folio를 만들려면 SD 에셋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
는 파일이 포함된 HD 하위 폴더를 만듭니다. SD 에셋이 포함된 폴더에 연결합니다.
대화형 개체를 도련 영역으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대화형 개체를 페이지 크기 영역 내에 유지합니다.
팁 및 지침
오버레이로 작업하는 경우 [창] > [작업 영역] > [대화형(InDesign CS5 또는 CS5.5) 또는 [창] > [작업 영역] > [Digital Publishing(InDesign CS6
또는 이상)]을 선택하여 대화형 패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개체가 대화형인지 알 수 있도록 일관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형 기능의 다른 유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이콘을 사
용하여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InDesign에서 오버레이 파일을 배치할 때 프레임 크기에 따라 대화형 컨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및 슬라이드쇼 내에 오버레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프레임을 사용한 방법으로만 슬라이드쇼 내에 슬라이드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DPS Tips 응용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대화형 컨텐츠에서는 불투명도 및 곱하기와 같은 기본 투명도 효과만 지원됩니다. 혼합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디오의 마스크와 같이 이미지를 오버레이에 나타내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더미" 오버레이를 생성하십시
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예제는 Bob Bringhurst의 무료 DPS Tips 응용 프로그램 또는 Johannes Henseler의 슈퍼 오버레이 생성의 예제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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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 및 단추 오버레이
단추 패널을 사용하여 링크 만들기
하이퍼링크 패널을 사용하여 링크 만들기
다른 아티클에 대한 링크 만들기
상대적 navto 하이퍼링크 만들기
HTML 아티클에 대한 navto 하이퍼링크 만들기
사용자 정의 아이콘에 대한 이동 링크 만들기
HTML 리소스 폴더의 에셋에 대한 링크
외부 앱 및 서비스에 대한 링크 만들기
뷰어에서 하이퍼링크 및 슬라이드쇼의 모양 제어
[하이퍼링크] 패널이나 [단추] 패널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 다른 아티클 등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단추 동작과 하이퍼링크 유형
은 Folio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이퍼링크 오버레이는 스크롤 가능 프레임 및 슬라이드 쇼에서 지원되지만 다른 오버레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맨 위로

단추 패널을 사용하여 링크 만들기
[단추] 패널을 사용하여 문서의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 또는 다른 아티클에 대한 링크를 만듭니다.
1. InDesign에서 단추로 사용할 개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한 단추가 필요한 경우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2. [단추] 패널([창] > [대화형] > [단추])을 열고 개체를 선택한 다음 [개체를 단추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이벤트]에서 [놓을 때]를 선택합니다.
단추 이벤트로 [놓을 때]만 지원됩니다.
4. [동작] 옆의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고 지원되는 동작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단추 동작
A. 하이퍼링크 단추에 지원되는 동작 B. 슬라이드쇼 단추에 지원되는 동작
지원되는 하이퍼링크 동작은 첫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URL로 이동, 사운드, 비디오
및 페이지로 이동입니다. 슬라이드쇼에는 다음 상태로 이동, 이전 상태로 이동 및 상태로 이동 동작이 지원됩니다.
대상으로 이동 동작을 사용하여 다른 아티클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대신 URL로 이동 동작을 "navto" 형식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단추 동작을 더 추가합니다.
동작은 차례로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동작이 비디오를 재생하고 두 번째 동작이 다른 슬라이드를 표시하는 경우 비디오가 재생된 다음
슬라이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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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 패널을 사용하여 링크 만들기

InDesign에서 [하이퍼링크] 패널을 사용하여 하이퍼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텍스트인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프레임을 하이퍼링
크로 사용하려면 [하이퍼링크] 패널 대신 [단추]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추가 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1. 하이퍼링크로 사용할 프레임 또는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2. [하이퍼링크] 패널을 엽니다([창] > [대화형] > [하이퍼링크]).
3. [하이퍼링크] 패널의 패널 메뉴에서 [새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4. [공유 대상]을 선택 해제합니다.
[공유 대상]에서는 하이퍼링크 이름을 지정하고 재이용할 수 있지만 DPS 작업 과정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연결 대상] 메뉴에서 다음 옵션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URL URL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웹 페이지(http://), App Store 응용 프로그램(itms://), Amazon Appstore 응용 프로그램(amzn://) 또는 다른 아티
클(navto://)이 표시됩니다.
예제: http://www.adobe.com
웹 사이트에 연결하려면 "http://"를 포함하여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참고: iTunes URL에 연결하려면 [Folio Overlays] 패널에서 [Folio에서 열기]를 선택 해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페이
지를 열 수 없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itms:// 또는 amzn:// 형식을 사용하여 스토어 앱에 연결하는 경우에도 [Folio에서 열
기]를 해제합니다.
navto://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다른 아티클이나 아티클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navto:// 뒤에 Folio Builder 패널에 나타나는 아티클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티클의 [제목] 값이 아닌 [아티클 이름] 값을 사용합니다. 페이지 번호를 포함하려면 # 다음에 번호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첫 페이
지는 0이므로 #2를 추가하면 3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제: navto://newsarticle
예제: navto://newsarticle#2(3페이지로 이동)
전자 우편 전자 우편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편지 앱이 시작되고 [받는 사람] 필드가 채워집니다.
페이지 페이지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아티클 내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아티클로 이동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텍스트 앵커 하이퍼링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하이퍼링크 설정을 변경하려면 하이퍼링크 개체를 선택한 다음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이러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Folio에서 열기 뷰어 내의 웹 보기에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iTunes, itms:// 또는 amzn:// URL에 연결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장치 브라우저에서 열기 뷰어 바깥의 내용을 모바일 장치 브라우저(예: iPad의 모바일 Safari)에 표시합니다. 사용자 링크를 누를 때 프롬프트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먼저 묻기]를 선택합니다. [Folio에서 열기]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텍스트 하이퍼링크에는 [Folio Overlays] 패널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 하이퍼링크의 설정은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Folio에서 열기]로 설정됩니다.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Design CS5/CS5.5 도움말에서 하이퍼링크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다른 아티클에 대한 링크 만들기

Folio 아티클은 서버에 저장되므로 InDesign 파일에 대한 경로를 지정하는 링크는 미리 볼 때 끊어져 있습니다. "navto"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아티클
에 연결하십시오.
단추 또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 [URL] 필드에서 "http://"를 "nav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대상 아티클 이름이 Folio Builder 패널에 나타날
때 이를 지정합니다. 아티클의 [제목] 값이 아닌 [아티클 이름]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한 navto 형식으로는 navto://[articlename] 및
navto://[articlename]#n이 있습니다. #n을 추가하면 페이지 번호가 지정됩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는 0이므로 #2를 지정하면 3페이지로 이동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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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티클의 3페이지로 이동
Navto 예제:
navto://biking
navto://biking#2(biking 아티클의 3페이지로 이동)
참고: 이전 버전의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 아티클 이름과 다른 폴더 이름 또는 아티클 이름을 사용하는 navto 링크를 만든 경우에는 링크가 끊어집니
다. navto 링크를 수정하려면 아티클 이름(제목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거나 Folio Creator 패널에 나타나는 아티클 이름을 가리키도록 navto 링크를 편
집합니다.

맨 위로

상대적 navto 하이퍼링크 만들기

v30 릴리스에는 아티클 및 페이지 탐색을 위한 새로운 상대적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상대적 navto 형식은 v30 이상 앱에서만 지원되지만 모든 Folio
형식(v20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navto 링크는 iOS 및 Windows Store 뷰어에서는 지원되지만 아직 기본 Android 뷰어 또는 웹 뷰어에서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navto://relative 형식을 사용하여 다음, 이전, 처음 또는 마지막 아티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vto://relative/first 동작이 있는 단추
는 Folio의 첫 번째 아티클로 이동합니다. 유효한 형식으로는 first, last, next, previous 및 current가 있습니다. Folio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다섯 번째
아티클과 같은 특정 아티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navto://relative/last(Folio 내 마지막 아티클로 이동)
예: navto://relative/last#last(Folio 내 마지막 아티클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예: navto://relative/4(Folio 내 다섯 번째 아티클로 이동)
예: navto://relative/4#2(Folio 내 다섯 번째 아티클의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
"current" 형식은 페이지 탐색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previous, #next, #first, #last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예:
#3을 사용하여 아티클의 4페이지로 이동).
예: navto://relative/current#previous(아티클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
예: navto://relative/current#last(아티클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예: navto://relative/current#3(현재 아티클의 네 번째 페이지로 이동)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서는 소수 또는 백분율을 사용하여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navto://myarticle#3.3(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에서 4페이지 아래쪽과 5페이지 위쪽을 표시하는 특정 위치로 이동)
예: navto://myarticle#50%(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의 가운데로 이동)
이러한 상대적 navto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Reading API에 액세스하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lio를 쿼리하여 Folio 내에 있는 아티클 수와 아티클 내에 있는 페이지 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버레이 또는 HTML 아티클
내에서 이 정보를 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PS Developer Center에서 R30의 새로운 API 및 기능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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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아티클에 대한 navto 하이퍼링크 만들기

URL 기반 하이퍼링크 또는 단추를 만들 때 "navto://" URL을 사용하여 다른 아티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Navto는 HTML 아티클로 이동하는 경우에
특히 편리합니다.
HTML 아티클로 이동 navto:// 뒤에 HTML 아티클 이름(아티클 제목이 아님)을 입력합니다.
예제: navto://newsarticle
HTML 아티클의 앵커로 이동 HTML 아티클 내의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navto://<폴더 이름>#<앵커 이름>을 입력하여 앵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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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습니다.
예제: navto://newsarticle#part4
참고: HTML 파일에서 앵커를 정의하려면 HTML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에서 엽니다. 앵커로 지정할 텍스트로 이동하고 텍스트를 앵커 태그로 묶습니
다(예: "This is Part 4 of the Article").
HTML 아티클에서 InDesign 아티클로 이동 navto 형식을 사용하여 HTML 아티클에서 InDesign 아티클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
<a href="navto://newsarticle">See the News Article</a>
문서 이름 뒤에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여 InDesign 아티클 내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는 0, 두 번째 페이지는 1인 순서를
따릅니다. 예제:
<a href="navto://Cycling#3">Go to Page 4 of the Cycling Article</a>
HTML에서 HTML로 이동 navto 형식에 폴더 이름을 사용하여 한 HTML 아티클에서 다른 HTML 아티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제:
<a href="navto://newsarticle">See the News Artic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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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아이콘에 대한 이동 링크 만들기

라이브러리, 섹션 목록 또는 마지막 보기([뒤로] 단추)로 이동하는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추 동작에 다음 goto://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goto://ApplicationViewState/library
goto://ApplicationViewState/sections
goto://FolioNavigation/lastview
이러한 goto:// 형식은 레거시 AIR 기반 Android 뷰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library" 및 "lastview" 형식만 기본 Android 뷰어에서 지원됩니다.
Enterprise DPS 계정이 있는 경우 이동 형식을 사용하여 아티클과 사용자 정의 아이콘에 연결된 HTML 컨텐츠 사이의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스토어", "도움말" 및 "용어"에 대한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추는 뷰어 라이브러리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아이콘에 대한 HTML 컨텐츠를 여는 단추를 아티클에 만들려면 다음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goto://ApplicationViewState/[label]
예를 들어 goto://ApplicationViewState/Store 단추 동작은 라이브러리의 사용자 정의 스토어 아이콘을 누르는 것과 똑같이 HTML 스토어를
엽니다.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만들고 레이블을 지정하십시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HTML 리소스 폴더의 에셋에 대한 링크
뷰어의 앱내 브라우저에서 로컬 HTML, 이미지 또는 PDF 파일을 표시하는 하이퍼링크 또는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로컬 HTML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HTMLResources 폴더에 추가합니다.
HTMLResources 폴더가 Folio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MLResources 폴더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2. 앱 내 브라우저에 HTML 파일을 표시하는 링크를 만드십시오.
InDesign 소스 문서 하이퍼링크 또는 단추의 [URL] 필드에 http://, navto:// 또는 다른 접두어 없이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제:
HTMLResources/Cartoons/train1.html
HTML 아티클 HTML 아티클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예제:
<a href="../HTMLResources/Cartoons/train1">See Train Cartoon Gallery</a>
웹 컨텐츠 오버레이 웹 컨텐츠 오버레이는 HTML 아티클보다 더 깊게 두 개의 레벨이 중첩됩니다. 예제:
<a href="../../../HTMLResources/Cartoons/train1">See Train Cartoon Gallery</a>

참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HTML 폴더 및 파일에 공백과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폴더 또는 파일 이름에 공백을 포함하는 경우 공
백 문자에 적합한 HTML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Cartoon Files"라는 폴더에 대해 "Cartoon%20Files"를 사용합니다.

맨 위로

외부 앱 및 서비스에 대한 링크 만들기

iPhone 아티클에서 이메일(mailto:)과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거나 전화(tel:)를 거는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YouTube 앱이나 iTunes 노래 또는
앨범을 여는 링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iPad에서 사용할 필수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URL 스키마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고급 전자 메일(mailto:) 링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ames Lockman의 아티클 DPS 발행물에서 전자 메일 및 전자 메일 첨부 파일 보내
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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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앱을 만들 때 선택적 URL 체계를 지정할 경우, 다른 앱에서 또는 모바일 Safari의 웹 페이지에서 볼 때 해당 앱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뷰어 세부 사항 패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외부 앱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만들 때는 항상 단추를 선택하고 [Overlays] 패널에서 [장치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맨 위로

뷰어에서 하이퍼링크 및 슬라이드쇼의 모양 제어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서 Folio를 검색할 때 표시되는 가로 및 세로 페이지는 각 InDesign 페이지의 래스터화된 이미지입니다. 사용자가 [검색] 단추
를 누르거나 모바일 장치 아래쪽에 있는 scrubber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페이지 축소판도 래스터화된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래스터화된 이미지에 있
는 하이퍼링크 및 슬라이드쇼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및 슬라이드쇼의 모양을 제어하려면 구성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InDesign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저장합니다. NativeOverlays.config라고
하는 이 파일을 사용하면 기본 하이퍼링크 및 슬라이드쇼를 포함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텍스트 편집기를 엽니다.
2. 다음 줄 중 하나 이상을 추가합니다.
("Asset"은 기본 페이지를 나타내고, "Thumbnails"는 [검색] 아이콘 이미지를 나타내고, "Scrubbers"는 사용자가 scrubber를 드래그할 때 표시되
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SuppressOverlayTypesForAssets: <slideshow, hyperlink>
SuppressOverlayTypesForThumbnails: <slideshow, hyperlink>
SuppressOverlayTypesForScrubbers: <slideshow, hyperlink>
ResetHyperlinksToTopState: <ThumbnailPass, ScrubberPass, AssetPass, All>
ResetHyperlinksToTopState는 URL로 이동 동작을 포함하는 단추가 [클릭] 상태가 아닌 [표준] 상태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etSlideshowsToTopState: < ThumbnailPass, ScrubberPass, AssetPass, All>
ResetSlideshowsToTopState는 InDesign 문서에서 다중 상태 개체를 다중 상태 개체의 최상위 상태로 재설정합니다. 오버레이를 표시하지 않
는 경우 재설정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setHyperlinksToTopState 및 ResetSlideshowsToTopState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쇼와 하이퍼링크 모두에 대해 최상위 상
태로 재설정됩니다.
예제:
SuppressOverlayTypesForAssets: slideshow
SuppressOverlayTypesForThumbnails: hyperlink
SuppressOverlayTypesForScrubbers: slideshow, -hyperlink
ResetHyperlinksToTopState: All
ResetSlideshowsToTopState: ThumbnailPass, ScrubberPass
오버레이 유형 앞에 빼기 기호를 입력하면 해당 오버레이 유형이 표시됩니다.
3. 파일을 NativeOverlays.config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4.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NativeOverlays.config 파일을 InDesign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합니다.
Windows 구성 파일을 InDesign.exe 파일과 동일한 레벨로 이동합니다.
Mac OS Adobe InDesign CS5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패키지 내용 보기]를 선택합니다. 구성 파
일을 [컨텐츠] > MacOS 폴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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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쇼 오버레이
[개체 상태] 패널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쇼의 이미지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상태 또는 슬라이드에는 여러 개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이미지에 다른 텍스트 프레임을 표시하려면 동일한 상태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프레임을 결합합니다.
슬라이드쇼 상태는 슬라이드쇼를 제외한 모든 대화형 오버레이를 지원합니다.

개체 상태 패널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쇼 만들기

핫 스폿 단추 해결 방법
표시/숨기기 단추 작업은 DPS 문서에서 지원
되지 않는데 핫 스폿 단추를 어떻게 만드시겠
습니까? Bob Bringhurst가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자세히 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Adobe Community Help에
전문 지식 기부하기

http://goo.gl/eMVjF

슬라이드쇼 이미지는 Folio에서 PNG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현재는 HTML를 사용하지 않고 슬라이드쇼를 전체 화면 모드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1. InDesign에서 [개체 상태] 패널([창] > [대화형] > [개체 상태])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쇼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InDesign 도움말에서 "다중 상
태 개체 슬라이드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상태 개체를 만들려면 이미지를 삽입하고 문서에서 이미지를 정렬하고 문서를 다중 상태 개체로 변환합니다.

2. [개체 상태] 패널에서 개체 이름을 지정합니다.
가로 및 세로 문서에 있는 다중 상태 개체의 개체 이름과 개별 상태 이름이 모두 같으면 iPad를 회전할 때 슬라이드쇼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설명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면 분석 보고서를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참고: 오류를 방지하려면 개체 이름이나 개체 상태 이름에 구두점이나 확장된 문자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3. 다중 상태 개체에서 상태를 검색하는 탐색 단추를 만듭니다.
특정 슬라이드를 참조하려면 상태로 이동 동작을 사용합니다. 슬라이드를 탐색하려면 다음 상태로 이동 및 이전 상태로 이동 동작을 사용합니
다.
InDesign의 [샘플 단추] 패널에는 탐색 단추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 단추를 활용하는 경우 기존 동작을 삭제하고 다음
상태로 이동 또는 이전 상태로 이동 동작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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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추를 누를 때 단추 모양이 바뀌게 하려면 [모양] 아래에서 [클릭]을 클릭하고 모양을 변경합니다.
단추에서 상태로 이동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한 상태를 선택하는 [클릭] 상태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상태 단추는 검정 프레임이고
[클릭] 상태 단추는 빨강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iPad에서 단추를 클릭하면 빨강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는 [롤오버] 상태가 지원
되지 않습니다.)

5. 슬라이드쇼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중 상태 개체를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자동 재생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페이지를 볼 때 슬라이드쇼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자동 실행 슬라이드쇼를 눌러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누르면
슬라이드쇼가 재설정됩니다.

지연 [자동 재생]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를 불러올 때부터 슬라이드쇼가 시작될 때까지 경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초에서 60초 사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간격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간격] 값에 따라 각 슬라이드의 표시 기간이 결정됩니다.

Play _ Time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슬라이드쇼가 재생되는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루프]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루프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루프]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슬라이드쇼를 두 번 누르거나 페이지를 넘
길 때까지 슬라이드쇼를 계속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를 선택하면 슬라이드쇼
의 첫 번째 이미지가 아닌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페이드 이 설정을 선택하면 다음 슬라이드로의 페이드 전환이 제공됩니다. 값은 기본적으로 0.5초입니다. 0.125초와 60초 사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자동 재생 슬라이드쇼 및 수동 고급 슬라이드쇼 모두에 적용됩니다.

손가락을 대어 이미지 변경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손가락을 대어 슬라이드 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 이 설정은 앞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하거나 뒤로 이동하여 첫 번째 슬라이드에 도달할 때 슬라
이드쇼 재생이 정지하는지 또는 계속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옵션은 손가락 대기에만 적용됩니다.

재생 전에 숨기기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추를 눌러 슬라이드쇼를 표시할 때까지 슬라이드쇼가 숨겨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재생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슬라이드쇼의 이미지가 역순으로 재생됩니다.

PDF 문서에서 내보내기 형식 슬라이드쇼가 PDF 형식을 사용하는 문서에 표시되는 경우 [비트맵] 또는 [벡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D 및 HD
iPad 또는 iPhone 모두에 대해 단일 Folio를 만들 때는 [벡터]를 선택하면 특히 유용합니다. [벡터] 옵션을 사용하면 HD iOS 장치에 Folio를 표시
할 때 텍스트가 선명해지지만 불러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텍스트가 많은 슬라이드쇼에는 [벡터]를 사용하고 이미지
기반 슬라이드쇼나 SD 및 HD iOS 장치에 대해 별도의 변환을 만들 때는 [래스터]를 선택합니다. 래스터 슬라이드쇼는 72 ppi 이하로 리샘플링
됩니다.

다중 상태 개체를 다른 문서로 복사하면 개체의 이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sea slugs"는 "sea slugs 2"가 됩니다. 장치를 회전할 때 연속성을 유지하
려면 가로 및 세로 문서의 개체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개체 이름 끝에 공백을 두지 마십시오. 각 레이아웃의 해당 상태 이름도 동일해야 합니다.

Adobe 추천 항목
73

Twitter™ 및 Facebook의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74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는 일련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재생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개체를 360° 회전하는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
다.
동일한 루트 이름에 오름차순 접미어를 사용하는 png 또는 jpg 이미지 파일(예: Tower001.jpg, Tower002.jpg 등)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크기가
모바일 장치의 표시 영역(예: 72dpi의 500 x 400픽셀)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360° 회전을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너무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파일 크기가 불필요하게 증가합니다. 파일 크
기를 줄이려면 50-80% 범위로 압축된 JPEG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투명도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만 PNG 파일을 사용합니다.
투명한 이미지 시퀀스가 있는 포스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또는 투명한 이미지 시퀀스가 있는 첫 번째 이미지 표시 금지). 소스 에셋에 투명
PNG 이미지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포스터가 이미지 시퀀스 중 계속 표시됩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은 포스터가 두 번째 상태의 이미지 시퀀스
에 연결하는 첫 번째 상태의 단추인 두 상태 MSO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지 시퀀스에 사용할 이미지 집합 만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3D 객체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Adobe Photoshop® Extended를 사용하여 3D 객체의 이미지 시퀀스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Adobe Flash® Professional 또는 Adobe After Effects®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에서 프레임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
다. 또한 3D 제작 응용 프로그램으로 3D 모델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1. 이미지 시퀀스 개체의 소스 에셋을 만들고 폴더에 배치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사각형] 또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드래그하여 자리 표시자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미지 시퀀스의 포스터로 사용할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에 사용하는 포스터 이미지에 대해
동일한 크기를 사용합니다. (포스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뷰어에서 이미지를 두 번 누르면 이미지 시퀀스가 숨겨지고 포스터가 표시됩니
다.)
3. 자리 표시자 개체를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을 열고 [이미지 시퀀스]를 선택하십시오.
4.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이미지 불러오기]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가 포함된 폴더를 찾은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에 맞게 프레임과 컨텐츠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6. [Folio Overlays] 패널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처음에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포스터로 사용됩니다. 이미지 시퀀스가 투명한 PNG 파일로 구성된 경우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하십시오. [반대로 재생]이 선택된 경우에는 마지막 이미지가 포스터로 사용됩니다.
자동 재생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퀀스가 표시되는 페이지나 상태를 볼 때 이미지 시퀀스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 이 설정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미지 시퀀스를 눌러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누르
면 개체가 재설정됩니다.
지연 [자동 재생]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를 불러올 때부터 이미지 시퀀스가 시작될 때까지 경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초에서 60초 사이
의 값을 지정합니다.
속도 개체의 진행 속도(프레임/초)를 변경합니다. 최소값은 1(1프레임/초)이고 최대값은 30입니다.
Play _ Time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이미지 시퀀스가 재생되는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루
프]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루프 [페이지를 불러올 때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루프]를 선택하여 이미지 시퀀스를 계속 재생할 수 있
습니다. 슬라이드쇼를 두 번 누르거나 페이지를 넘기면 시퀀스가 정지합니다.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한 경우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를 선택하면 시퀀스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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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이미지가 아닌 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어 이미지 변경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손가락을 대어 앞 또는 뒤의 이미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어 이미지 변경]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동 재생] 또는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누르십시오]를 선택하여 이미지 시퀀스를 대화형으
로 만드십시오.
첫 번째/마지막 이미지에서 정지 앞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이미지에 도달하거나 뒤로 이동하여 첫 번째 이미지에 도달할 때 개체 재생이 정지하
는지 또는 계속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손가락 대기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재생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미지 시퀀스의 이미지가 역순으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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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오버레이
파노라마 오버레이는 이미지의 내부를 표시하는 환상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비행기 조종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파노라마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를 360° 회전하고 계기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만들기의 핵심은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파노라마 효과를 만들려면 정육면체의 내부 면 6개를 나타내는 6개의 이미지 세트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든 경우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6개의 정육면체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PTgui(http://www.ptgui.com)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WRwave 웹 사이트(http://www.vrwave.com)는 파노라마 사진 촬영
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만들기
A. 원래 파노라마 이미지 B. 정육면체의 6개 내부 면으로 변환된 파노라마 이미지 C. iPad의 파노라마
먼저 수평 교차 이미지를 만든 경우 Photoshop이나 화면 캡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필요한 6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교차 이미지를 별개의 이미지로 분할하려면 이 패턴을 따릅니다.

파노라마 에셋 만들기
Bob Bringhurst가 파노라마 오버레이를 추가
하는 데 필요한 6개 큐빅 이미지를 만드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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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s.adobe.com/indesigndocs/2013/08/c...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파노라마 만들기 비디오
이 Lynda.com 비디오에서, James Fritz는 파
노라마를 만들고 미리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James Fritz
http://indesignsecrets.com...

http://goo.gl/ed5W0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1. 파노라마의 소스 에셋을 만들고 폴더에 배치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72dpi로 저장한 JPEG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면 고객이 더 선명하게 확대할 수 있지만 큰 파
일이 필요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사각형] 또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드래그하여 자리 표시자 프레임을 만듭니다.
파노라마의 포스터로 사용할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3. 자리 표시자 개체를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을 열고 [파노라마]를 선택하십시오.
4.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에셋]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6개의 이미지가 포함된 폴더를 찾은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에 맞게 프레임과 컨텐츠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6. [Folio Overlays] 패널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포스터에 첫 번째 이미지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첫 번째 파노라마 이미지가 포스터로 사용됩니다. 포스터로 사용할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않
은 경우 이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초기 확대/축소 초기 이미지의 확대를 결정할 값을 지정합니다. 보기 설정의 [최소/최대] 필드 사이에 있는 값을 사용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최소
값과 최대값은 각각 30과 80입니다.
세로/가로 처음에 표시할 파노라마의 영역을 결정하는 값을 지정합니다. [세로]의 경우 -90(위쪽으로 완전히 기움)에서 90(아래쪽으로 완전히
기움) 사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가로]의 경우 -180(왼쪽으로 완전히 회전)에서 180(오른쪽으로 완전히 회전) 사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시야 사용자가 특정 포인트를 넘어 확대/축소하지 못하게 하려면 [최소] 및 [최대] 값을 지정합니다.
세로 이동 제한 기울기를 위쪽으로 2/3만 허용하려면 [세로 이동 제한]을 선택하고 -60을 지정합니다. 기울기를 아래쪽으로 2/3만 허용하려면
60을 지정합니다. 세로 이동을 방지하려면 1과 같은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가로 이동 제한 이동을 좌우로 2/3만 허용하려면 [가로 이동 제한]을 선택하고 왼쪽에 -120, 오른쪽에 120을 지정합니다.
참고: 다른 파노라마 설정의 효과를 보려면 설정을 변경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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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오버레이
InDesign에 배치된 지원되는 오디오 파일은 DPS 뷰어에서 누르면 재생됩니다. 장치의 DPS 뷰어에서 오디오를 재생하려면 MP3 파일을 사용하십시
오. Web Viewer 전용 Folio의 경우 AAC/MP4 인코딩을 사용하는 오디오 파일도 지원됩니다.
사용자가 보기 영역을 누르거나 Sound 작업으로 별도의 단추를 만들면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스킨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재생과 일시 정지 단추 사이를 전환하는 간단한 효과를 만들면 됩니다. 또는 오디오 진행을 표시하는 고급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 웹 사이트에서 오디오 파일을 스트리밍하도록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에 대한 모범 사례
사용자가 보기 영역을 누르거나 Audio 작업으로 별도의 단추를 만들면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일시 정지] 및 [정
지] 옵션이 지원됩니다. [다시 시작] 및 [모두 정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http: 웹 사이트에서만 오디오 파일을 스트리밍하도록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은 사용자가 다른 아티클로 이동시키면 재생이 정지되지만 아티클 내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키면 계속 재생됩니다. 페이지를 열 때
오디오 클립(또는 비디오)을 정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임시" 미디어 파일을 자동 재생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Johannes Henseler의 아티
클 다음 페이지 아티클로 이동할 때 비디오 정지를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오버레이 만들기
1. [파일] > [배치]를 선택하여 아티클에 MP3 오디오 파일을 배치합니다.
2. 배치된 객체를 선택하고, [미디어] 패널([창] > [대화형] > [미디어])을 열고, 원하는 경우 포스터를 지정합니다.
또한 비대화형 객체(예: 투명 재생 단추)를 오디오 객체 위쪽에 배치하여 간단히 포스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오디오 객체를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URL 또는 파일 오디오 클립을 스트리밍할 URL을 지정하거나, [파일] > [배치]를 사용하여 배치하지 않은 경우 폴더를 클릭하고 오디오 파일을
지정합니다. 스트리밍 URL을 지정한 경우 자동 재생 및 컨트롤러 파일을 포함하여 오버레이의 모든 옵션이 지원됩니다.
스트리밍 오디오는 https가 아닌 http URL을 지원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배치하고 스트리밍 URL을 지정한 경우 첫 번째 작업이 우선시됩니다. 예를 들어 URL을 먼저 지정한 다음 오디오 클립을 배치하
면 오버레이에서는 포함된 오디오가 아닌 URL을 사용합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파일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디오 파일에 대한 재생 및 일시 정지 단추가 포함된 폴더를 지정합니다.
오디오 클립을 재생하는 동안 [재생] 및 [일시 정지] 단추에 컨트롤러 스킨을 표시하려면 폴더에 .png 파일 세트를 만듭니다. 이러한 각 이미지에
는 _pause 또는 _play 접미어를 붙여야 합니다. _play 및 _pause 단추 쌍을 하나 만들거나 상태 표시줄의 점진적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_play 및
_pause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AudioAsset001_play.png
AudioAsset002_play.png
AudioAsset003_play.png
AudioAsset004_play.png

79

AudioAsset005_play.png
AudioAsset001_pause.png
AudioAsset002_pause.png
AudioAsset003_pause.png
AudioAsset004_pause.png
AudioAsset005_pause.png
이 예에서는 오디오가 절반쯤 재생될 때 AudioAsset003_play.png 단추가 표시됩니다. 눌러서 일시 정지하면 AudioAsset003_pause 단추가 표
시됩니다.
처음에 첫 번째 이미지 보기(InDesign CS5.5 이상에만 해당) 이 옵션을 선택하면 오디오 프레임에 지정된 오디오 컨트롤러 에셋 폴더의 첫 번
째 _play.png 파일이 표시되고 프레임 크기가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InDesign CS5에서는 포스터 이미지를 지정한 다음 프레임과 포스터 이미지의 크기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자동 재생 모바일 장치에서 페이지를 불러올 때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연할 시간(초)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ndroid 뷰어에서는 자동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Folio 간에 배경으로 재생 사용자가 아티클을 탐색하는 동안 오디오 파일을 배경으로 재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위쪽 내비게
이션 막대의 오디오 아이콘을 눌러 오디오 클립을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Pad 또는 iPhone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눌러서 컨트롤러 보기(iOS에만 해당)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재생 중인 인라인 비디오를 누르면 일시 정지 및 재생 컨트롤이 있는 컨트롤러 막
대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누르면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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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컨텐츠 오버레이
웹 컨텐츠 오버레이에서는 웹 페이지를 보기 영역 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앱 내 브라우저를 표시하지 않고도 보기 영역에서 웹 페이
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웹 URL이나 로컬 HTML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HTML 파일을 지정하는 경우 .html 파일 및 관련 파일과 폴더가 동일한 폴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티클 컨텐츠가 생성되면, 같은 폴더 내
의 .html 파일과 같은 모든 파일이 업로드되므로 HTML 폴더를 필요한 에셋에 대해서만 제한하십시오. 예를 들어 문서 폴더에 .html 파일을 추가
할 경우, 해당 폴더의 모든 파일 및 하위 폴더가 업로드됩니다.
자동으로 모바일 URL로 리디렉션되는 URL의 경우 원래 URL(예: http://twitter.com)이 아닌 모바일 URL(예: http://mobile.twitter.com/)을 지정합
니다.
웹 컨텐츠 오버레이에 HTML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경우, 오버레이를 최소 지연 시간(예: 0.125초)으로 자동 재생으로 설정하여 애니메이션이 올
바르게 재생되는지 확인합니다. 지연 시간을 설정하면 페이지가 메모리에 사전 로드된 경우 오버레이가 자동 재생되지 않습니다.
InDesign CS6 이상에서는 [HTML 삽입] 명령을 사용하여 YouTube 클립 포함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src=//www.youtube.com" 대신 "src=https://www.youtube.com"을 포함하도록 YouTube 포함 코드를 편집하십시오. 오버레이를 [자동 재생]으로
설정하고 오버레이 전면에 포스터 이미지를 추가하십시오.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사각형] 도구나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드래그하여 웹 컨텐츠를 표시하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웹 컨텐츠의 포스터로 사용할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2. 프레임을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웹 컨텐츠]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URL을 지정하려면 [에셋] 필드에 URL을 입력하거나 붙여 넣습니다. "http://"를 포함하여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로컬 HTML 파일을 사용하려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컬 HTML 파일을 지정합니다. HTML 파일(예: index.html)은 HTML 파일에 사용
된 이미지나 스크립트가 포함된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4. 다음 옵션을 지정합니다.
자동 재생 모바일 장치에서 페이지를 불러올 때 웹 페이지를 불러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연할 시간(초)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HTML이 재생되는 애니메이션일 경우 최소 지연 시간을 지정합니다.
투명한 배경 이 옵션을 선택하면 웹 페이지의 투명한 배경이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배경에 있는 DPS 컨텐츠를 보기 위해 투명도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웹 컨텐츠 배경이 사용됩니다.
사용자 상호 작용 허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웹 페이지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링크를 눌러 다른 웹 페이지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맞게 내용 크기 조정 이 옵션을 선택하면 오버레이 파일에 지정된 크기에 맞게 웹 페이지의 크기가 조정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
으면 웹 페이지가 장치의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므로 HTML 페이지가 잘릴 수 있습니다.
자격 부여 정보에 대한 액세스 허용 Reading API에서 Camera API, Geolocation API, 디지털 Blow-ins 및 일정과 같은 기능을 참조하는 웹 컨텐
츠 오버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ML 및 JavaScript를 사용하여 DPS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오버레이에 대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 외에 HTML 코드에 사용자 정의 JavaScript API를 추가하십시오.
또한 웹 컨텐츠 오버레이 대신 HTML 아티클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조건부 HTML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HTML 아티클의 경우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자격 부여 정보에 대한 액세스 허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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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확대/축소 오버레이
작은 영역에 큰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영역 내에서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JPEG 또는 PNG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2. [선택] 도구에서 선택 핸들을 드래그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프레임을 자릅니다. 프레임을 보기 영역 크기로 만듭니다. 프레임 내에
이미지를 배치하여 초기 보기 영역을 결정합니다.
컨테이너 프레임이 이미지보다 작아야 합니다. 프레임과 이미지의 폭이나 높이가 같은 크기이면 개체는 스크롤 가능한 컨텐츠로 처리됩니다.
이동 및 확대/축소 오버레이에 포스터를 추가하려면 이미지 이동과 동일한 크기로 프레임을 만들고 이동 및 확대/축소 오버레이에 배치합니
다. 사용자가 포스터를 누르면 이미지 이동이 활성화되고 포스터가 숨겨집니다. 사용자가 이미지 이동을 두 번 누르면 포스터가 다시 표시됩
니다.
3. 초기 보기 확대를 변경하려면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100% 이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비율은 100%입니다.
4.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을 엽니다. 팬과 확대/축소 탭을 클릭하고 [On]을 선택하십시오.
전체 아티클 페이지에 손가락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하려면 PDF 이미지 형식으로 아티클을 생성하십시오. 아티클에 대해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
대/축소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동 및 확대/축소 지침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현재 보기 영역은 사각형이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JPEG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72ppi의 2000x2000 픽셀보다 큰 이동 및 확대/축소 오버레이를 만드는 경우 모바일 장치에서 꼼꼼하게 테스트합니다. 이미지가 크면 파일 크기
가 커지고 모바일 장치에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사용하려는 이미지의 크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0x200 픽셀 보기 영역에서 1024x1024 픽셀 이미지를 이동
하려면 72ppi의 1024x1024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2048x1536 Folio에서 1024x768 소스 문서를 사용할 경우, 72ppi 이미지를 사용하면 다
른 iPad 모델의 초기 보기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HD 하위 폴더에 이미지의 고해상도 버전을 만듭니다. iOS 장치용
다중 변환 PDF 아티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동 및 확대/축소 기능은 투명한 이미지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이동이 있는 페이지를 불러오면 포스터가 나타나고 포스터를 누를 때
까지 실제 오버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버레이를 두 번 누르면 오버레이가 사라지고 포스터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이동에 투명도를 포함하
는 경우 포스터가 비쳐 보여 중복된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은 포스터가 두 번째 상태의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에 연결하는
첫 번째 상태의 단추인 두 상태 MSO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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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오버레이
스크롤하여 컨텐츠를 더 볼 수 있는 스크롤 가능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 목록과 일련의 지침이 있는 요리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로 변경하지 않고 전체 재료 또는 지침을 보려면 사용자가 손가락을 대어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롤 가능 컨텐츠의 초기 보기는 컨테이너 프레임의 왼쪽 위 모퉁이입니다. 그러나 컨텐츠 프레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도록 초기 보기
를 변경하십시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에 모든 대화형 오버레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오버레이 포함)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어를 사용하여 스크롤 가능 프레
임을 생성하는 이전 방법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세로로 스크롤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면 컨텐츠 프레임과 컨테이너 프레임을 만듭니다.
컨텐츠 프레임은 텍스트 프레임, 이미지 또는 개체의 그룹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를 제외한 모든 대화형 개체를 컨텐츠 프레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개체를 텍스트 프레임에 고정된 개체로 추가하거나
대화형 개체를 다른 개체와 그룹화합니다.
2. 컨텐츠 프레임을 컨테이너 프레임과 연관된 초기 보기 영역으로 옮기십시오.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경우 컨텐츠 프레임은 컨테이너 프레임 왼쪽 위 모퉁이에 정렬됩니다. 그러나 컨텐츠 프레임의 문서 위치를 사용하여 초기
보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컨텐츠 프레임을 선택하고 [편집] >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불안정한 동작을 방지하려면 내용이 페이스트보드가 아니라 레이아웃 페이지 영역에 나타나야 합니다.
4. 컨테이너 프레임을 선택하고 [편집] > [안쪽에 붙이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컨텐츠 프레임을 컨테이너 프레임으로 붙여 넣으면 MSO 상태 동작이 지정된 모든 단추의 동작을 잃게 됩니다. 단추를 선택하고 동작을
다시 추가하십시오. (도구 모음의 [선택] 단추는 숨겨진 단추를 선택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레이어 패널로 중첩 개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
니다.)
5. 컨테이너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Folio Overlays 패널을 여십시오.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탭을 클릭한 다음, 아래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스크롤 방향 자동 감지를 선택하여 컨테이너 프레임과 컨텐츠 프레임의 높이와 폭을 기반으로 스크롤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프레임의 높이만
같고 넓이는 다를 경우 컨텐츠는 가로로만 스크롤됩니다. 컨테이너 프레임이 컨텐츠 프레임보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도 컨텐츠를 한 방향으로
만 스크롤되도록 하고 싶다면 가로 또는 세로를 선택하십시오. [가로 및 세로]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 감지]와 같은 동작을 제공합니다.
스크롤 표시 스크롤할 때 나타나는 스크롤 바를 숨기려면 [숨김]을 선택하십시오.
초기 컨텐츠 위치 초기 보기와 같이 컨테이너 프레임의 왼쪽 위 모퉁이에 컨텐츠 프레임을 정렬하려면 [왼쪽 위]를 선택하십시오. 컨텐츠 프레
임의 위치를 초기 보기로 사용하려면 [문서 위치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PDF 아티클에서 내보내기 형식 스크롤 가능 프레임이 PDF 형식을 사용하는 아티클에 표시되는 경우 [비트맵] 또는 [벡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SD 및 HD iPad 또는 iPhone 모두에 대해 단일 Folio를 만들 때는 [벡터]를 선택하면 특히 유용합니다. [벡터] 옵션을 사용하면 HD iOS 장치
에 Folio를 표시할 때 텍스트가 선명해지지만 불러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텍스트가 많은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는 [벡
터]를 사용하고 이미지 기반 스크롤 가능 프레임이나 SD 및 HD iOS 장치에 대해 별도의 변환을 만들 때는 [래스터]를 선택합니다. [래스터]를 선
택하는 경우 스크롤 가능 프레임 내용은 72ppi 이하로 다시 샘플링됩니다.
참고: 중첩된 스크롤 가능 프레임 및 풀아웃 탭 효과를 비롯한 스크롤 가능 프레임에 대한 예제를 보려면 무료 DPS Tips 앱을 참조하십시오.

고급 스크롤 가능 프레임
Johannes가 페이드아웃 효과를 생성하기 위
해 사용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히 알
아보기

작성자: Johannes Henseler
http://digitalpublishing.t...

http://goo.gl/qbWE4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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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컨텐츠 비디오
Colin의 비디오를 보면 새 스크롤 컨텐츠 기술
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고 스크롤 컨텐츠에
하이퍼링크 및 단추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goo.gl/A7WsB

스크롤 풀 탭 만들기
Colin은 자신의 비디오에서 스크롤 가능한 프
레임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아웃 탭 또는 슬라
이드 트레이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goo.gl/3Oywd

스크롤 슬라이드쇼 만들기
Terry는 그림, 캡션, 비디오까지 포함할 수 있
는 스크롤 슬라이드쇼 생성법을 알려 줍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Terry White
http://terrywhite.com/tech...

http://tv.adobe.com/watch/creative-suite-podc...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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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오버레이 중첩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또는 슬라이드쇼(다중 상태 개체)에 대화형 오버레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 상태 개체를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 또
는 다른 슬라이드쇼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슬라이드쇼 다양한 방법으로 슬라이드쇼 상태에 오버레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선택하고 [안쪽에 붙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와 다중 상태 개체를 정렬하고,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한 다음 개체를 선택된 상태로 붙여 넣거나 새로운 상태를 만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를 다른 개체와 함께 그룹화하고 해당 그룹과 또 다른 개체를 정렬한 다음 다중 상태 개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 가능 프레임 이미지 시퀀스 또는 단추와 같은 대화형 오버레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오버레이 개체와 컨텐츠 프레임의 다른 개체를 함께 그
룹화하거나 오버레이를 텍스트로 붙여 넣어 고정된 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프레임을 컨테이너 프레임으로 붙여 넣은 뒤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이동만]을 선택합니다.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슬라이드쇼에서 상태를 변경하는 스크롤 가능한 프레임에 단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추를 컨텐츠 프레임으로 붙여 넣을 때는 상태 기반 단추
동작이 제거됩니다. 단추를 다시 선택한 다음 동작을 다시 만듭니다. 단추가 숨겨져 있는 경우 컨트롤 모음에서 [컨텐츠 선택] 및 [다음 항목 선택]
아이콘을 사용하여 개체를 선택합니다.
다중 상태 개체가 대화형 슬라이드쇼가 되려면 특정 동작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상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뷰어에 현재 상태만
표시됩니다. MSO를 슬라이드쇼로 만들려면 Folio Overlays 패널에서 [자동 재생]과 같은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MSO 상태 아이콘이 지정된 단
추를 만듭니다. 그러나 상태 내의 단추로 인해 MSO가 대화형 개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MSO 내 단추만 사용하여 슬라이드를 변경하려면 MSO
외부에 보이지 않는 "더미" 단추를 만들어 MSO를 대화형 개체로 만드십시오.
핫 스폿 효과를 만들려면 단추를 두 상태 다중 상태 개체(한 상태는 비어 있음)와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단추를 누르면 이미지 시퀀스 또는 웹 컨
텐츠 오버레이가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포함 오버레이의 예제(슬라이드 쇼 내의 중첩 슬라이드쇼 포함)를 더 보려면 DPS 팁 앱의 "고급 오버레이"를 참조하십시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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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오버레이
InDesign에 배치된 지원되는 비디오 파일은 뷰어에서 누를 때 재생됩니다. 비디오 파일의 경우 Apple iTunes와 호환되는 형식(예: h.264 인코딩의
MP4 파일)을 사용합니다. 비디오를 만들려면 [기준선 프로파일]을 사용해 Android 장치와의 호환성을 최적화합니다. Web Viewer에서 지원되지 않는
.mov 파일 대신 .mp4를 사용합니다. 비디오가 뷰어에서 제대로 재생되지 않을 경우 Adobe Media Encoder 또는 Handbrake와 같은 타사 도구를 사용
하여 .mp4 h.264로 비디오를 다시 인코딩하십시오.

비디오 파일에 대한 모범 사례
iOS 뷰어의 경우 비디오 인라인 또는 전체 화면 모드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뷰어의 경우 비디오만 전체 화면 모드로 재생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보기 영역을 누를 수 있게 하거나 비디오 동작으로 별도의 단추를 만들어 재생할 비디오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일시 정지]
및 [정지] 옵션이 지원됩니다. [다시 시작] 및 [모두 정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라인 비디오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동영상을 400 x 300픽셀과 같이 적절한 수치로 만드십시오. 전체 화면 동영상을 1024픽셀 너비로 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HD iPad의 최대 비디오 크기는 1920x1080이지만 큰 비디오를 만들면 Folio 크기가 크게 증가합니다. 파일 크기와 품질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필름의 분당 10-12MB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일부 발행자는 Adobe Media Encoder 또는
HandBrake와 같은 타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eith Gilbert의 아티클 DPS에서 사용을 위한 비디오 압축을 참조하십시
오.
http: 웹 사이트에서 비디오만 스트리밍하도록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YouTube 또는 Vimeo와 같은 https: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트리밍하려면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만드십시오. InDesign CS6 이상에서는 [HTML 삽입] 명령을 사용하여 YouTube 클립 포함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임베드 코드에 src="http://www.youtube.com/..."과 같은 "http://" 접두어가 포함되었는지 참조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오버레이를 자동 재생으로 설정하고 포스터 이미지를 오버레이 위쪽에 추가하십시오. 예시와 지침은 무료 DPS 팁 앱의 고급 오버레이 이슈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다른 아티클로 비디오를 이동시키면 재생이 정지됩니다. 페이지를 열 때 비디오를 정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임시" 비디오를 자동 재
생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Johannes Henseler의 아티클 다음 페이지 아티클로 이동할 때 비디오 정지를 참조하십시오.
HTML 아티클에 비디오(스트리밍 비디오 포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ML 아티클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오버레이 만들기
1. [파일] > [배치]를 선택하여 문서에 비디오 파일을 배치합니다.
2. 배치된 개체를 선택하고, [미디어] 패널([창] > [대화형] > [미디어])을 열고, 포스터를 지정합니다.
비디오 파일의 경우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비디오의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페이지 항목이 대화형임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또한 비대화형 객체(예: 투명 재생 단추)를 비디오 객체 위쪽에 배치하여 간단히 포스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비디오 객체를 선택하고 [Folio Overlays] 패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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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또는 파일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URL을 지정하거나, 아직 배치하지 않은 경우 폴더를 클릭하고 비디오 파일을 지정합니다. 스트리밍
URL을 지정한 경우 자동 재생 및 전체 화면을 포함하는 오버레이의 모든 옵션이 지원됩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은 https가 아닌 http를 지원합니다. YouTube 및 Vimeo와 같은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의 "모범 사례"에 설명된대
로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사용하십시오.
비디오를 배치하고 스트리밍 URL을 지정한 경우 첫 번째 작업이 우선시됩니다. 예를 들어 URL을 먼저 지정한 다음 비디오를 배치하면 오버레
이에서는 포함된 동영상이 아닌 URL을 사용합니다. (사실 스트리밍 비디오에 포스터를 선택하면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생 모바일 장치에서 페이지를 불러올 때 비디오 파일을 재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지연할 시간(초)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ndroid 뷰어에서는 자동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체 화면 재생(iOS 전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비디오가 전체 화면 모드로 재생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비디오가 테두리 영역 내에
서 재생됩니다. Android 장치에서 모든 비디오는 전체 화면으로 재생됩니다.
눌러서 컨트롤러 보기(iOS에만 해당)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재생 중인 인라인 비디오를 누르면 일시 정지 및 재생 컨트롤이 있는 컨트롤러 막
대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누르면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일시 정지 허용 안 함(iOS에만 해당)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비디오를 눌러 일시 정지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자동 재
생]을 선택하고 [전체 화면 재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정지(iOS에만 해당) 인라인 비디오 재생이 정지할 때 마지막 비디오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전체 화면 재생]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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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및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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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만들기
Folio Builder 패널 개요
Folio Builder 패널 로그인
Folio 만들기
Folio 속성 변경
오프라인 Folio 만들기
Folio 공유
Folio 복사
Folio 삭제

Folio에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게시 문서가 포함됩니다. Folio는 Adobe Content Viewer 또는 사용자 정의 다중 발행 뷰어의 라이브러리에 발행물로
나타납니다. 사용자 정의 단일 발행 뷰어를 생성할 경우, Folio에는 해당 뷰어 응용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맨 위로

Folio Builder 패널 개요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Folio를 만들고 문서를 추가합니다. 패널을 열려면 창 > Folio Builder(InDesign CS6) 또는 창 > 확장 > Folio
Builder(InDesign CS5 또는 CS5.5)를 선택하십시오. Folio Builder 패널은 액세스할 수 있는 Folio를 표시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는 세 개의 보기
인 Folio 보기, 문서 보기 및 레이아웃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색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Folio를 두 번 클릭하거나 Folio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Folio의 문서를 표시합니다.
문서를 두 번 클릭하거나 문서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문서의 레이아웃을 표시합니다.
패널의 왼쪽 위 모퉁이에서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한 레벨 위로 이동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
A. Folio 보기 B. 문서 보기 C. 레이아웃 보기

표시되는 Folio 필터링

표시되는 Folio를 결정하려면 Folio 보기의 드롭 다운 메뉴에서 [모두], [모두 로컬], [클라우드에서](로컬 Folio를 숨기려는 경우), [비공개](공유 Folio를
숨기려는 경우) 또는 [공유됨]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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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정렬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의 정렬 순서를 결정하려면 [Folio] 보기의 [정렬]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Folio의 순서를 반전시키려면 [목록
반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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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패널에 로그인하면 Folio를 acrobat.com 사이트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Folio를
모바일 장치의 Adobe Content Viewer로 다운로드하고 다른 사용자와 Folio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로컬 Folio를 만
들고 미리 볼 수 있으며 Single Edition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된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합니다.

1.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에서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 확인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확인된 Adobe ID가 없을 경우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DPS에 대한 Enterprise 또는 Professional 구독이 있는 경우,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Application 역할이 있는 Adobe ID를
만듭니다. 적절한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합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Adobe ID를 DPS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으로 이동하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유효
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계정에 가입합니다. Adobe에서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해당 메시지를 열고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합니다. 디지털 출판용 Adobe ID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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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만들기
Folio는 문서의 컬렉션입니다. InDesign CS5 이상이 있으면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Folio를 만들 때 acrobat.com 웹 서버에 작업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Folio에 추가하는 문서의 내용이 해당 작업 영역에 업로드됩니다.

1. Folio Builder 패널을 열려면 [창] > [확장] > Folio Builder(InDesign CS5 또는 CS5.5)를 선택하거나 [창] > Folio Builder(InDesign CS6)를 선택하
십시오.

2.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클릭하고 확인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한 후 오프라인 Folio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Folio를 만듭니다.
[파일] > [새로 만들기] > [InDesign CS6의 Folio]를 선택하여 Folio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4. 다음 설정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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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Folio 만들기.

Folio 이름 Folio 이름을 지정합니다. Folio 이름은 뷰어에 나타나는 [발행물 이름]과 다릅니다. Folio 이름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간단하게
지정하고 확장 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Folio 이름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뷰어 버전 대상 뷰어 버전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Adobe Content Viewer의 최신 버전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
전 뷰어 응용 프로그램의 Folio를 만들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Folio를 만들었으면 Folio 속성을 편집하여 버전 번호를 늘릴 수 있지만 이전 버전
으로 롤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 Folio를 만듭니다. v20 이전의 뷰어 버전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 장치 대상 장치를 선택하거나 대상 장치의 사용자 정의 크기(예: HD iPad용 2048x1536)를 지정합니다.
대상 장치의 Folio 크기를 지정할 때는 장치에 내비게이션 막대가 표시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Android 장치에서 48 또는
75픽셀 내비게이션 막대가 표시되면 뷰어에서 Folio 크기를 1280x 800으로 조정합니다. 대신 이중 방향 Folio에 대해 더 작은 Folio 크기(예:
1205x725)를 만듭니다. 여러 장치용 문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방향 Folio가 가로 전용, 세로 전용 또는 이중 방향인지 표시합니다. Folio를 미리 보거나 게시하려면 모든 문서가 Folio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이중 방향 Folio에 가로 레이아웃만 있는 문서가 포함된 경우 Adobe Content Viewer 라이브러리에서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
니다.

기본 형식 Folio의 기본 옵션을 선택합니다. 각 문서마다 [문서 형식]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JPEG, PNG 중에서 무엇으로 내보낼지를 InDesign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면 [자동]을 선택하십시오. PDF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손가락
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할 수 있고 벡터가 보존되며 파일 크기가 줄어듭니다. 특히 여러 문서를 가져오는 경우 기본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여러 문서를 가져올 때는 기본 이미지 형식을 문서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JPG, PNG 및 PDF 이미지 형식 간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JPEG 품질 [기본 이미지 형식]에 대해 [자동] 또는 [JPEG]가 선택된 경우에는 [JPEG 품질]을 지정합니다. 품질이 높을수록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표지 미리 보기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뷰어에 추가된 각 Folio를 나타냅니다. 세로 및 가로 표지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대상
장치와 동일한 픽셀 크기(예: 1024 x 768)를 사용하여 표지 이미지를 72dpi JPG 또는 PNG 파일로 만듭니다.

오프라인 Folio 만들기 지금은 서버에 Folio 내용을 업로드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로
업로드]를 선택하여 Folio 내용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Folio Builder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lio Builder 문제 해결 및 Folio Builder 패널에서 문서 업로드 실패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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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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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속성 변경
Folio를 만든 후에는 [Folio 속성]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발행물 이름을 지정하고, 뷰어 버전을 변경하고, 표지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 이미지 형식 및 Folio 크기와 같은 일부 Folio 속성은 Folio 속성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설정을 사용하여 새
Folio를 만듭니다.
Folio를 게시할 준비가 되면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게시하는 데 필요한 Folio 속성을 지정하십시오.

1. Folio Builder 패널에서 편집할 Folio를 선택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Folio 속성]을 선택합니다.

Folio 속성 편집

3. 다음 설정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발행물 이름 지정한 발행물 이름이 뷰어 라이브러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일한 발행물 이름을 앱에 표시되는 모든 Folio에 대해 사용할 경
우, 그리고 DPS App Bulider의 "제목(라이브러리 뷰)"에 지정된 같은 이름을 사용할 경우, 발행 이름은 디자인별 라이브러리에서 제외됩니다.
발행물 이름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참고: 문제를 방지하려면 발행물 이름에 영숫자나 숫자만 사용하십시오. 아포스트로피(‘)와 같은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
면 "[svr.InvalidParameter]" 오류 메시지와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뷰어 버전 Folio의 다른 뷰어 버전을 지정하려는 경우, 적절한 버전을 선택합니다. 새 버전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 버전은 안 됩니다. 이전 버
전을 대상으로 하려면 새 Folio를 만듭니다.
Folio의 뷰어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해당 Folio의 문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상위 뷰어 버전에서 작동하는 새 기능을 활용하려면
문서도 업데이트하십시오.
참고: v20 이전에 생성된 Folio를 편집하는 경우 뷰어 버전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바인딩 뷰어에서 문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아
시아 언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표지 미리 보기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뷰어에 추가된 각 Folio를 나타냅니다. 세로 및 가로 표지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대상
장치와 동일한 픽셀 크기(예: 1024 x 768)를 사용하여 표지 이미지를 72dpi JPG 또는 PNG 파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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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lio를 게시하는 데 필요한 추가 Folio 속성을 변경하려면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를 선택하고 Folio Producer Organizer에
서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참조하십시오.

Folio 이름 Folio 이름이 [Folio Producer]와 [Folio Builder] 패널에 표시되지만 뷰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치에 대한 변환을 만들 경
우, Folio 이름 설정이 변환 간에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발행물 이름 발행물 이름이 뷰어 라이브러리와 뷰어 내비게이션 막대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Folio에 동일한 발행물 이름
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발행물 이름이 라이브러리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행물 이름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Folio 번호 Folio 번호는 숫자 또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예: "May 2013"). Folio 번호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발행물 이름과 Folio 번호가 뷰어에 표시됩니다.

발행 날짜 [발행 날짜] 설정은 라이브러리에서의 Folio 순서를 결정합니다. 최신 Folio가 맨 위에 표시됩니다. [발행 날짜] 설정은 [발행 날짜] 설
정에 지정된 특정 기간 내에 고객에게 Folio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는 구독 뷰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발행 날짜] 설정을 수
동으로 선택합니다.

제품 ID Folio를 게시할 때 지정한 제품 ID가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직접 편집할 수 없습니다. 제품 ID는 소매 Folio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ID는
Folio를 App Store의 응용 프로그램 내 구입 제품 ID에 연결합니다. 제품 ID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게시됨 Folio가 게시되는 경우 [게시됨] 열에 선택 표시가 나타납니다.

잠김 누구나 새 버전의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문서 메타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Folio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
자의 [Folio Builder] 패널에서 문서 옆에 잠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커버 미리 보기 뷰어 라이브러리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png 또는 .jpg 파일을 지정합니다.

93

설명 [설명]은 뷰어 라이브러리와 뷰어 내비게이션 막대에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 필터 응용 프로그램의 각 Folio에 대한 필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라이브러리 필터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라이브러리 필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오른쪽 가장자리 바인딩 [Folio 세부 사항]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문서가 뷰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됩니
다. 이 옵션은 아시아 언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표지 날짜 표지 날짜는 특정 기업 발행자에게 직접적인 자격 부여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는 추가 메타데이터 컨트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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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Folio 만들기
오프라인 Folio 또는 로컬 Folio는 웹에서 acrobat.com 서비스로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acrobat.com 서비스가 일시적
으로 중지된 경우에 오프라인 Folio를 만들면 특히 유용합니다.

업로드한 Folio는 오프라인 Folio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Folio가 오프라인임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1. 오프라인 Folio를 만들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Folio Builder 패널에서 [새 Folio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서 [새 Folio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오프라인 Folio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문서를 추가하고 Folio를 편집합니다.
데스크톱에서 또는 [장치에서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Folio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Folio 및 문서 미리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오프라인 Folio를 미리 보거나 업로드할 때 Folio는 소스 InDesign 문서의 변경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오프라인 Folio를 업데이
트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Folio를 업로드하려면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고 Folio를 선택한 다음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로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소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오프라인 Folio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Folio를 업로드한 후에는 해당 Folio를 로컬로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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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공유
현재 작업 중인 Folio를 다른 사람이 검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Folio를 공유하십시오. 예를 들어 출판사를 위한 광고를 만드는 경우 광고가
들어 있는 Folio를 출판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판사는 Folio를 다른 디자이너와 공유하여 디자이너가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공유 Folio에서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항상 받는 사람이 Adobe Content Viewer에서 라이브러리를 열 때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알림
이 표시됩니다. 받는 사람이 업데이트를 보지 못하게 하려면 Folio 공유를 취소합니다.

1.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

3. [공유] 대화 상자에서 Folio를 공유할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쉼표 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분리합니다. Tab 키를
눌러 다음 필드로 이동합니다.

4. 제목 및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공유]를 클릭합니다.

받는 사람이 모바일 장치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열면 공유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열면 Folio Builder에서 Folio 이름 옆에 공유 아이콘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문서를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타납니다. 받는 사람은 Folio를 열고 문서를 추

Folio 공유 취소 다른 사람과 공유하던 Folio의 공유를 취소하려면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패널 메뉴에서 [공유 취소]를 선택합니다.
공유를 취소할 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유를 취소하면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되고 공유된 받는 사람의 Folio Builder 패널에
서 Folio가 제거되지만 장치로 다운로드한 Folio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공유 Folio를 삭제해도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하던 다른 사람 소유의 Folio 제거 공유하던 다른 사람 소유의 Folio를 더 이상 액세스하지 않으려는 경우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
고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공유 Folio를 제거하면 소유자의 공유된 받는 사람 목록에서 내 정보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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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복사
사용자의 계정에서 Folio를 복사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사용자에게 공유된 Folio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은 Folio를 복사하면
Distribution Service가 아니라 Folio Producer 서버(acrobat.com)에 새로운 Folio가 생성됩니다. 그 후 복사한 Folio를 편집 및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
른 컴퓨터에서 사용자에게 Folio가 공유된 경우, 소스 파일을 가져와 문서를 다시 링크하여 Folio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잠긴 Folio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Folio를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합니다.

2. 복사한 Folio의 이름을 지정하고 [복사]를 클릭합니다.

맨 위로

Folio 삭제
Folio를 삭제하면 서버에서 작업 영역이 제거되고 해당 Folio에 있는 모든 문서가 삭제되지만 소스 문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Folio를 Distribution
Service에 게시한 경우에는 삭제하기 전에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해당 Folio를 게시 취소합니다. 소매 Folio를 게시 취소 및 삭제하지
마십시오.

1. Folio가 게시된 경우 Folio Producer Organizer의 [게시 취소] 단추를 사용하여 Distribution Service에서 Folio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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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한 다음 [휴지통] 단추를 클릭합니다.

Folio가 삭제되기 전에 뷰어에 다운로드된 경우 제거될 때까지 뷰어 라이브러리에 남습니다.

Twitter™ 및 Facebook의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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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및 레이아웃 만들기
열려 있는 문서로부터 아티클 만들기
아티클에 레이아웃 추가
InDesign 아티클 가져오기
Folio는 아티클로 구성됩니다. InDesign 문서 또는 HTML 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아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Folio에 아티클을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
지가 있습니다. [아티클 추가] 단추를 사용하여 열린 InDesign 문서를 기반으로 아티클을 만들거나 폴더에서 아티클을 가져옵니다.

맨 위로

열려 있는 문서로부터 아티클 만들기

아티클에는 모바일 장치의 세로 및 가로 방향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개의 레이아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된 Folio 내에서는 일관되
어야 합니다. 게시된 Folio에 있는 모든 아티클은 세로만, 가로만 또는 이중 방향이어야 합니다.

아티클 보기

1. 디지털 출판용으로 디자인된 InDesign 문서를 엽니다. 디지털 출판물 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두 가지 경우에 문서 크기가 Folio 크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Folio의 종횡비 및 문서 페이지 크기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024x768 문서를 2048x1536 Folio 크기로 설정된 Folio에 추가할 수 있습니
다. 둘 다 종횡비가 4:3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부드러운 스크롤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페이지가 있는 1024x2000 문서를 만드는 경우 추가된 아티클이 [부드러운
스크롤]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이 나타날 Folio를 만들거나 엽니다.
3. Folio Builder 패널의 아티클 보기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옵션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티클 이름 아티클 이름을 지정합니다. 아티클 이름이 뷰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티클 이름은 아티클 간 링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므로
"city_guide_h.indd"와 같은 파일 이름 대신 "City_Guide"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티클 이름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아티클 형식 아티클에 대한 이미지 형식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아티클에 대해 PD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JPG, PNG 및 PDF 이미지 형식 간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JPEG 품질 이미지 형식에 대해 자동 또는 JPG가 선택된 경우 JPEG 품질을 지정합니다. 품질이 높을수록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추가하려는 레이아웃이 아니라 아티클에 대해 [부드러운 스크롤]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 방향 Folio에서 세로 레이아
웃만 추가할 경우, 두 가지 레이아웃 모두 부드러운 스크롤이면 [양방향]을 선택하십시오. 단일 방향 아티클인 경우 또는 하나의 레이아웃만 부
드러운 스크롤인 경우 [가로만] 또는 [세로만]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InDesign CS6에서 [부드러운 스크롤] 옵션을 선택할 때 대체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문서에 하나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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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는 경우, 적절한 레이아웃에 대해 선택하고 나중에 추가할 다른 레이아웃에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맨 위로

아티클에 레이아웃 추가

InDesign CS6 및 InDesign CC 문서에는 여러 레이아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을 추가할 때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 모두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InDesign CS5 또는 CS5.5를 사용할 경우 또는 InDesign CS6 또는 CC에서 하나의 레이아웃만 만든 경우 다른 문서에서 레이아웃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아티클이 이중 방향 Folio에 나타나는 경우 아티클에는 두 번째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1. 기존 아티클 레이아웃과 다른 레이아웃 방향으로 디자인된 InDesign 문서를 엽니다.
2. Folio Builder 패널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을 추가할 아티클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Folio Builder 패널의 [아티클] 보기에서 [레이아웃 추가]를 클릭합니다. 문서에 여러 레이아웃이 포함된 경우, 적절한 레이아웃을 지정하십시오.

맨 위로

InDesign 아티클 가져오기

적절한 구조 및 파일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단일 아티클 또는 아티클 집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InDesign CS6 또는 CC 문서에 여러
레이아웃이 있는 경우에는 아티클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신 [아티클 추가] 옵션을 사용합니다.
아티클을 가져올 때 [부드러운 스크롤]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아티클의 종횡비가 Folio의 종횡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1. InDesign 문서를 포함하는 폴더를 하나 이상 만듭니다. 가져온 아티클에 대한 폴더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2.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이 나타날 Folio를 엽니다.
3. Folio Builder 패널의 [아티클] 보기에서 패널 메뉴의 [아티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아티클 가져오기 대화 상자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단일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위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티클 폴더를 지정합니다.
[여러 아티클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위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티클 폴더가 들어 있는 Folio 폴더를 지정합니다.
5. 아티클에 대한 [부드러운 스크롤] 설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 방향 Folio용 아티클을 가져오지만 가로 레이아웃만 부드럽게 스크롤되게
하려면 [가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6. 이미지 형식 설정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티클 폴더에서 InDesign 문서와 동일한 레벨에 .png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지가 목차 아이콘으로 사용됩니다. Folio 폴더에 sidecar.xml
파일이 포함된 여러 아티클을 가져오는 경우 이 파일에 따라 아티클의 순서가 결정되고 아티클 속성이 채워집니다. 아티클을 가져올 때 사용할 메타데
이터 sidecar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아티클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경우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 업로드 실패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아티클
아티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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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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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관리
아티클 속성 변경
아티클 편집 및 업데이트
아티클을 다른 Folio로 복사
아티클 이름 바꾸기
아티클 삭제
아티클 순서 변경
소스 파일에 아티클 다시 연결
Folio Builder 패널 메뉴를 사용하여 아티클을 업데이트하고, 복사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Folio Builder 패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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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속성 변경

지정한 아티클 속성에 따라 뷰어에서 아티클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결정됩니다. Folio Builder 패널이나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아티클 속성] 옵션
을 사용하여 아티클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sidecar.xml 파일을 사용하여 아티클을 가져오거나 나중에 가져올 때 아티클의 메타데이터를
Folio의 모든 아티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 속성
A. 설명 B. 잡지 섹션 C. 제목 D.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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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아티클 속성]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옵션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목 뷰어에 표시될 아티클 제목을 지정합니다. [제목] 값은 Folio Builder 패널에 나타나는 [아티클 이름]과 다릅니다. [아티클 이름]은 아티클 간
의 링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제목]은 목차 및 Folio 내비게이션 보기에 표시됩니다. 제목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필자 작성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필자의 최대 문자 수는 40자입니다.
잡지 섹션 "리뷰", "특집", "사설" 등 잡지의 섹션 제목입니다. 잡지 섹션은 목차 및 Folio 내비게이션 보기에 표시됩니다. 잡지 섹션의 최대 문자
수는 35자입니다.
설명 아티클을 설명합니다. 설명은 검색 모드에서 Folio를 볼 때 표시됩니다. [설명]은 목차 및 Folio 내비게이션 보기에 표시됩니다. 설명의 최
대 문자 수는 120자입니다.
광고 분석 보고를 위한 광고로 아티클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목차에서 숨기기 사용자가 뷰어 탐색 도구 모음의 목차 단추를 누를 때 아티클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부드러운 스크롤 [부드러운 스크롤] 열에서 각 아티클이 연속적으로 스크롤되는지 아니면 페이지에 스냅하여 스크롤되는지를 지정합니다. [부
드러운 스크롤]은 손가락을 대어 위아래로 이동하는 세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문서에 여러 페이지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설정을 가로에만, 세로에만 또는 두 레이아웃 방향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가로 손가락 대기만 아티클에 대해 [가로 손가락 대기만]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위아래로가 아니라 좌우로 손가락을 대어 아티클을 검색합니다.
이전에는 이 옵션을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아티클을 가로로 스크롤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미리 보기 사용자가 뷰어의 탐색 막대에서 [목차] 단추를 누르면 각 아티클 옆에 70 x 70픽셀 목차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기본 목차 아이콘
은 아티클의 첫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른 아이콘을 사용하려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PNG 파일을 선택합니다. 70x70픽셀
PNG 파일을 사용합니다. 70x70보다 큰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아티클 폴더에 추가하고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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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목차

4. [아티클 속성] 대화 상자에 없는 추가 아티클 속성을 변경하려면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를 선택하
여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엽니다. Folio를 선택한 다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티클을 선택하고 다음 속성을 편집합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참조하십시오.
순서 아티클 순서를 변경하려면 숫자를 입력합니다.
잠김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 아티클을 잠급니다.
다운로드 우선 순위 고객이 사용자 정의 뷰어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하는 동안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우선 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티클이 첫 번째에서 마지막 순으로 다운로드됩니다.
태그 태그가 뷰어의 검색 모드에 표시됩니다. 태그의 최대 문자 수는 75자입니다.
아티클 액세스 이 옵션은 아티클이 공유되고 [아티클 미리 보기 사용]이 설정된 경우 Web Viewer에서 아티클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Folio
뷰어 버전이 v26 또는 그 이상이며 Folio 내의 아티클이 Folio Builder Panel에 업데이트된 경우, [무료], [부분 무료] 또는 [보호됨]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Folio 뷰어 버전이 v25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부분 무료] 또는 [보호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이 [보호됨]으로 표시된 경우, Web Viewer 또는 아티클 미리 보기가 실행되는 소매 Folio에서 볼 수 없습니다.
아티클이 [부분 무료]로 표시된 경우, 아티클은 서버에 업로드되어 Web Viewe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발행자가 설정한 Paywall 한계
값에 해당되지 않는 한 Web Viewer 또는 아티클 미리 보기가 실행되는 소매 Folio에서 부분 무료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티클이 [무료(v26 또는 그 이상만 해당)]로 표시된 경우, 아티클은 Web Viewer 및 미리 보기가 실행되는 소매 Folio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
다. 무료 아티클을 보는 것은 Paywall 한계값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셜 공유 사용하기 및 무료 컨텐츠 제공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자격 부여 정보에 대한 액세스 허용 읽기 API를 참조하는 HTML 아티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웹 컨텐츠 오버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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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ML과 JavaScript를 사용하여 DPS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Folio를 스포츠, 비즈니스 및 스타일과 같은 섹션으로 나누는 경우 Folio의 각 아티클에 대한 섹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섹션의 최대 문자
수는 60자입니다. 섹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아티클 편집 및 업데이트

아티클 또는 아티클 레이아웃을 만들 때 InDesign 문서의 컨텐츠가 서버의 작업 영역에 업로드됩니다. 아티클에 포함된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할 때 해
당 변경 내용은 아티클을 업데이트하기 전까지 로컬에만 저장됩니다. 여러 아티클을 선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문서를 편집하려면 Folio Builder 패널에서 레이아웃을 두 번 클릭하고 변경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문서를 열어도 됩니다.
로그인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아티클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2.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한 후에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하고, 편집한 문서가 포함된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여러 아티클의 소스 파일을 편집한 경우 Shift 또는 Ctrl/Command 키를 누른 채 여러 아티클을 선택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3.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아티클을 업데이트하면 두 레이아웃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된 아티클을 게시된 뷰어 앱에서 볼 수 있게 하려면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Folio를 업데이트합니다.
여러 Folio에서 동일한 소스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각 Folio에서 아티클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맨 위로

아티클을 다른 Folio로 복사

문서를 기반으로 아티클을 만든 경우에는 다른 Folio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아티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아티클을 한 Folio에서 다른
Folio로 복사하십시오.
1.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이 들어 있는 Folio를 열고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복사 위치]를 선택합니다.
3. [복사 위치] 대화 상자에서 대상 Folio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Folio Producer를 사용하여 Folio 간에 아티클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전체 Folio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아티클 이름 바꾸기
아티클의 이름을 바꾸면 해당 아티클을 대상으로 하는 링크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후에 다른 이름을 입력합니다.

맨 위로

아티클 삭제
아티클을 삭제하면 Folio 및 서버의 작업 영역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소스 InDesign 문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1.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2. [휴지통] 단추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맨 위로

아티클 순서 변경

아티클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아티클을 [Folio Builder] 패널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여 아티클 순서를 변경합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참조하십시오.
sidecar.xml 파일을 사용하여 아티클을 재배치하고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클을 가져올 때 사용할 메타데이터 sidecar 파일 생
성을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소스 파일에 아티클 다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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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의 소스 문서를 새 위치로 이동하거나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는 경우 Folio Builder 패널에서 소스 파일을 아티클 레이아웃에 다시 연결할 수 있
습니다.
1.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끊어진 링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대화형 오버레이가 적절한 파일 또는 폴더를 가리
키는지 확인합니다.
오버레이가 더 이상 적절한 위치를 가리키지 않으면 아티클을 만들 때 “잘못된 에셋 위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2. Folio Builder 패널의 패널 메뉴에서 [다시 연결]을 선택합니다.
3. 레이아웃 하나 또는 둘 다와 다시 연결할 파일 위치를 지정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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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및 아티클 미리 보기
DPS 컨텐츠 미리 보기에 대한 팁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컨텐츠 미리 보기
iPad 또는 iPhone에서 Folio 미리 보기
뷰어를 사용하여 탐색
뷰어에서 Folio 제거
Android 뷰어를 사용하여 컨텐츠 미리 보기
장치에서 미리 보기 사용
Windows 8.1에서 베타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여 미리 보기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여 Folio를 미리 봅니다. Adobe Content Viewer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Desktop Viewer"라고 부름) 또는 모바일
장치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Design CS6/CC용 DPS 데스크톱 도구를 업데이트하거나 InDesign CS5/CS5.5용 Folio Producer 도
구를 설치하면 Desktop Viewer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모바일 장치용 뷰어는 iPad App Store, Google Play Store 및 Amazon Appstore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저장소에서 "Content Viewer"를 검색하십시오.

맨 위로

DPS 컨텐츠 미리 보기에 대한 팁

Desktop Viewer 또는 Device Viewer?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간단한 컨텐츠 미리 보기. 더 정확한 미리 보기를 위해서는 대상 장치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십시오. Adobe Content Viewer는 iPad 및 iPhone용 iTunes App Store, Google Play Store, Amazon Appstore
및 Windows Store(8.1만 해당)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Android용으로는 두 가지 버전이 제공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본 Android 뷰어에서 컨텐
츠를 테스트하는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레거시 Android 뷰어용입니다.
유효한 Folio? Folio나 아티클을 만들면 곧바로 Desktop Viewer나 모바일 장치의 뷰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lio를 올바르게 만들
어야 Folio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lio에 가로만 아티클이 양방향 아티클과 섞여 있는 경우 Folio를 미리 볼 수 없습니다.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생성된 Folio를 미리 보면 오류 메시지에 문제가 보고됩니다.
업로드/다운로드 또는 장치에서 미리 보기? 장치의 Adobe Content Viewer에서 컨텐츠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Folio Producer에 Folio를 업로드한 다음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하여 Adobe Content Viewer에 로그인해서 Folio를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다
른 방법은 컴퓨터에서 iPad를 연결하고 장치에서 미리 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Mac OS에만 해당).
레이아웃, 아티클 또는 Folio 미리 보기 InDesign은 컨텐츠를 미리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이러한 각 방법이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
집니다. Overlays 패널 또는 파일 > Folio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는 경우 아티클이 아닌 레이아웃만 미리 보게 됩니다.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
하여 미리 보는 경우 선택에 따라 아티클 또는 Folio 중 하나를 미리 보게 됩니다. PDF 이미지 형식으로 된 아티클을 부드럽게 스크롤하려면 다
른 방법이 아닌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여 미리 보십시오.

맨 위로

Desktop Viewer를 사용하여 컨텐츠 미리 보기

데스크톱용 Adobe Content Viewer(Desktop Viewer라고도 함)는 데스크톱에서 Folio, 아티클 또는 레이아웃을 미리 볼 수 있는 AIR 응용 프로그램입
니다.
Desktop Viewer는 일부 DP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편 미리 보기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장치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미리 보십시오.
1. InDesign의 Folio Builder 패널에서 미리 볼 Folio 또는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Folio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Folio의 모든 아티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티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티클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2. 패널 아래쪽에 있는 [미리 보기] 단추를 사용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내용을 회전하거나 크기를 조정합니다. 파노라마와 같은 오
버레이에서 확대를 시뮬레이션하려면 + 또는 - 키를 누르십시오.
[파일] > [Folio 미리 보기]를 선택하거나 Folio Overlays 패널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문서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아티클을 만들지 않
아도 됩니다. 이 방법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PNG 이미지 형식으로 하나의 레이아웃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티클 또는 Folio를 미리 보려면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십시오.

맨 위로

iPad 또는 iPhone에서 Folio 미리 보기

Adobe Content Viewer for iPad/iPhone은 iPad 또는 iPhone에서 만드는 디지털 컨텐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뷰어의 일반 버전입니다. 이 뷰어는
Folio Producer 도구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Adobe Content Viewer는 iPad 1 모델을 포함하여 iOS 5가 탑재된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
니다.
참고: 새로운 도구 세트가 릴리스될 때 최신 뷰어 버전을 사용하여 만드는 Folio는 Apple이 새로운 Adobe Content Viewer 버전을 승인하기 전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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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lio를 열 때 "앱을 업데이트하십시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 for iPad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원
되는 이전 뷰어 버전을 사용하여 Folio를 만드십시오.
Adobe Content Viewer 라이브러리에서는 Folio Producer 서버와 Distribution Service의 두 위치에서 Folio를 확인합니다. acrobat.com에 호스트된
Folio Producer에는 Folio Builder 패널에 표시되는 모든 Folio가 포함됩니다. Distribution Service에는 게시된 Folio가 모두 포함됩니다. Folio 축소판에
서 번개 아이콘이 있는 파란 선은 Folio Producer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Folio를 나타냅니다. 플러그 아이콘이 있는 파란 선은 [장치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 불러온 Folio를 나타냅니다. [소매]로 게시된 Folio는 Adobe Content Viewer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번개 아이콘이 있는 파랑선은 Folio Producer 서버에 호스트된 Folio를 나타냅니다.
1. 장치에서 App Store를 통해 Adobe Content Viewer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2. iPad에서 Adobe Viewer를 시작하고,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 Folio를 다운로드하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뷰어 라이브러리에 Folio가 나타나지 않으면 Folio에 이중 방향 Folio의 가로 전용 아티클과 같이 Folio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아티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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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를 사용하여 탐색
일반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든 사용자 정의 뷰어를 사용하든 다음 탐색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방향 Folio의 경우 모바일 장치를 회전하여 아티클의 가로 또는 세로 버전을 표시합니다.

손가락을 위아래로 대어 아티클을 읽습니다. 손가락을 좌우로 대어 다른 아티클로 전환하거나 분리된 아티클의 다른 페이지로 전환합니다.
대화형 영역을 누르거나 손가락을 댑니다.
비대화형 영역을 눌러 탐색 막대를 표시합니다. [라이브러리] 단추를 눌러 다중 발행물 앱의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뒤로] 단추를 눌러 이전
보기로 돌아갑니다. 목차를 표시하려면 [목차] 아이콘을 누릅니다. Scrubber를 드래그하여 검색 모드에서 축소판 이미지를 스크롤합니다.
탐색 막대의 제목을 눌러 첫 번째 아티클로 돌아갑니다. 제목을 두 번 눌러 제목 및 제목 + 버전 표시 간을 전환합니다. 제목을 세 번 눌러 각 아티
클이 이전에 보던 페이지가 아니라 첫 페이지에서 시작되도록 발행물을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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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용 Adobe Content Viewer
A. 라이브러리 단추 B. 뒤로 단추 C. 목차 단추 D. 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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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에서 Folio 제거

뷰어에서 Folio를 삭제하려면 라이브러리 오른쪽 위의 기어 아이콘을 누르고 [iPad에서 발행물 제거]를 선택한 다음 Folio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v25 이전 뷰어에서는 [보관] 단추를 누릅니다.) 서버에서 Folio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뷰어에서 Folio를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Folio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Folio가 사라집니다.
iPhone 라이브러리에서 Folio를 삭제하려면 Folio의 이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대십시오. 손가락을 대면 [보기] 단추가 [제거] 단추로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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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뷰어를 사용하여 컨텐츠 미리 보기
Adobe Content Viewer는 두 가지 버전이 제공됩니다. 하나는 기본 Android 뷰어용이고 다른 하나는 레거시 Android 뷰어용입니다.

Android용 Adobe Content Viewer는 Android 4.0.3 이상을 실행하는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만드는 디지털 컨텐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버전은 새로운 기본 Android 뷰어에서 컨텐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Android(레거시)용 Adobe Content Viewer는 Android 2.2 이상을 사용하는 태블릿용으로 만드는 디지털 컨텐츠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1. Android Market이나 Amazon Appstore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다운로드합니다.
2. Android 장치에서 Adobe Viewer를 시작하고, Folio Builder 패널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 Folio를 다운로드하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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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미리 보기 사용
서버에서 Folio를 다운로드하는 대신, 장치에서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Folio를 컴퓨터에서 모바일 장치로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Mac OS 컴퓨터를 사용하여 iPad 또는 iPhone에서 직접 컨텐츠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Windows 또는 Mac OS 컴퓨터를 사용하여 Android 장치에서
직접 컨텐츠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Amazon 태블릿 장치에서는 미리 보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iPad 및 iPhone용 장치에서 미리 보기(Mac OS에만 해당)
1. iPad 또는 iPhone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iPad 또는 iPhone에서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만든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를 시작합니다.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아티클 또는 Folio를 미리 보려면 InDesign의 Folio Builder 패널에서 미리 보기할 아티클 Folio를 선택한 후 패널 하단의 [미리 보기] 메뉴에서
[(장치 이름)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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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Folio가 컴퓨터에서 장치로 복사됩니다. 연결을 끊으면 Folio가 장치에 남게 됩니다. Folio를 보관하면 라이브러리에서 제거됩니다.
4. 현재 레이아웃만 보려면 [Folio Overlays] 패널을 열고 패널 하단의 [미리 보기] 메뉴에서 [(장치 이름)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연결을 끊으면 미리 본 Folio가 장치에 남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면 미리 본 레이아웃이 제거됩니다.
Folio Overlays 패널의 [장치]에서 미리 보기에는 현재 레이아웃 페이지만 PNG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InDesign CS6/CC의 대체 레이아웃은 미
리 보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ndroid 태블릿용 장치에서 미리 보기
장치에서 미리 보기는 현재 Android용 Adobe Content Viewer의 레거시 버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1. Android 장치가 컴퓨터와 바르게 통신할 수 있게 하려면 다음 사항을 수행하십시오.
USB 디버깅을 켭니다. USB 디버깅 옵션의 위치는 Android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장치의 경우, 설정 > 응용 프로그램 > 개발에 있습
니다.
(Windows만 해당) Android 장치가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Flash Builder 도움말의 Google
Android 장치에서 응용 프로그램 디버그하기 및 Android 장치용 USB 장치 드라이버 설치(Windows)에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2. Android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3. 장치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시작합니다.
4. InDesign의 Folio Builder 패널에서 미리 보기할 아티클 또는 Folio를 선택한 후 패널 하단의 미리 보기 메뉴에서 장치 이름을 선택합니다. 또한
Folio Overlays 패널의 [미리 보기] 옵션을 사용하여 래스터 형식의 레이아웃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Colin Fleming의 비디오 보기: Android 장치에서 미리 보기

Windows 8.1에서 베타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하여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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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tore에서 Adobe Content Viewer 앱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ndows Store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검색하십시오. 이 앱은 Windows
8.1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Adobe Content Viewer에는 제한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슬라이드쇼, 스크롤 가능 프레임 및 비디오가 지원됩니다. 웹 컨텐츠
오버레이는 부분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미지 시퀀스, 이동 및 확대/축소, 오디오 및 파노라마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섹션 및 앱
내 구입과 같은 다른 DPS 기능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Store용 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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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변환 만들기
다른 장치용으로 디자인된 동일한 Folio의 여러 버전을 변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Folio 변환을 만드는 경우 뷰어에서는 장치의 크기와 가장 가깝게 일
치하는 변환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변환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레터박스 크기가 아닌 iPhone 컨텐츠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 iPhone 3/4 장치에서 작동하는 480x320 변환과 iPhone 5 이상 장치의 표시 영역을
채우는 1136x640 변환이 있습니다.
웹 뷰어 전용 Folio를 만들려면 웹 뷰어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크기 조정과 레터박싱이 덜 필요하거나 다양한 장치 크기를 대상으로 하는 Android 장치용 Folio를 만들려면
변환은 다중 Folio 앱에만 해당됩니다. 단일 Folio 앱을 만드는 경우, Foilo 변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중 변환 아티클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Folio에 대해 동일한 Folio 이름을 사용하여 변환 세트로 함께 묶습니다. 다른 변환에 대한 Folio 이름 가치는 동일해야 하지만 크기 가치는 달라
야 합니다(웹 뷰어 전용변환 제외). 또한 동일한 소매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는 모든 Folio 변환에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변환
세트에는 다른 제품 ID 사용). 구독 응용 프로그램의 변환인 경우 [발행 날짜] 값이 동일해야 하며, 달력 위젯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참고: 구독 뷰어에 대해 Folio 변환을 만들 때 캘린더 위젯의 각 변환에 대해 동일한 발행 날짜 설정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Folio 이름과 여러 가지 크기 설정을 가진 다중 Folio 변환 만들기
뷰어에서 배포 서비스를 확인한 경우에는 모바일 장치에 거의 일치하는 변환만 제공합니다.
iPad 장치의 경우 권장되는 방법은 PDF 이미지 포맷에서 아티클로 1024x768 Folio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변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2048x1536 크기 설정으로 Folio 하나와 1024x768 설정으로 또 다른 Folio를 업로드할 경우, HD iPad 모델은 2048x1536 Folio를 다운로드하는 반면
SD 모델은 더 작은 변환을 다운로드합니다. iPad 뷰어는 4:3 종횡비로만 Folio를 다운로드합니다. iPhone 뷰어는 3:2 종횡비로만 Folio를 다운로드합
니다(또는 1136x640 변환의 경우 16:9 종횡비). iPad 및 iPhone 모두를 지원하는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최상의 결과를 위해 여러 변환을
만드십시오. 다양한 iPad 모델용 DPS 컨텐츠 생성 및 iPhone용 컨텐츠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ndroid 뷰어의 경우 기본 Android 뷰어용 변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Folio 이름, 발행물 이름, Folio 번호 및 발행 날짜 등 동일한 Folio 메타데이터 설정을 Folio 변환에 사용하십시오. 변환
을 발행할 때에는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공유를 활성화할 경우 동일한 아티클 이름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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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만들기
[섹션] 기능(iPad에만 해당)을 사용하면 고객이 정의된 Folio의 개별 섹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lio를 뉴스, 스포츠, 비즈니스, 스타
일 및 재무 섹션으로 분할할 수 있고 고객은 특정 섹션의 아티클만 다운로드하거나 모든 섹션을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PS 섹션
Bob Bringhurst가 섹션 기능에 대한 스크린샷
과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
기
http://blogs.adobe.com/indesigndocs/2012/12/d...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섹션 할당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각 아티클에 대한 섹션 정보를 지정합니다. 두 개 이상의 아티클에 동일한 섹션 이름을 사용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
면 v24 이상 Folio를 만들고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의 아티클을 업데이트하여 섹션 표지 이미지를 만듭니다. v24 이상 뷰어를 사용하여 섹션을
봅니다.
또한 sidecar.xml 파일에서 <section> 태그를 사용하여 아티클의 섹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클을 가져올 때 사용할 메타데이터 sidecar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작동 방식
Folio의 아티클에 대한 섹션 정보를 지정하면 iPad 뷰어 라이브러리에 [다운로드] 또는 [구입] 단추 대신 [보기] 단추가 표시됩니다. [보기] 단추를 누르
면 해당 아티클에서 사용 가능한 섹션이 표시됩니다. 각 섹션에서 첫 번째 아티클의 첫 번째 페이지가 섹션 표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섹션
표지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섹션의 모든 아티클이 다운로드되거나 표시됩니다.
섹션 정보가 지정되지 않은 모든 아티클은 임의의 섹션과 함께 다운로드됩니다. 예를 들어 표지 아티클 및 목차 아티클에 대한 섹션 정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아티클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첫 번째 섹션과 함께 다운로드됩니다.
섹션이 있는 Folio에서 TOC 단추를 누르면 아티클 대신 섹션 제목만 표시됩니다. TOC에서 섹션 이름을 누르면 해당 섹션의 첫 번째 아티클로 이동합
니다.
섹션이 있는 Folio에서는 원래의 아티클 순서가 유지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동일한 섹션의 아티클을 Folio 내에서 나란히 그룹화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단일 섹션을 다운로드하면 전체 Folio 다운로드로 계산됩니다. 이후 해당 Folio에서 섹션 다운로드는 다운로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섹션 테스트
섹션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iPad용 개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Adobe Content Viewer에서는 섹션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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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필터 만들기
Folio Producer Organizer의 각 Folio에 대해 필터 이름을 지정할 경우 뷰어 라이브러리의 드롭다운 메뉴에 필터 옵션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Folio에 다른 언어로 다른 에디션을 만들 경우 고객이 한 개의 언어로 된 Folio만 보고 다른 언어로 된 Folio는 숨기도록 할 수 있습니
다. 또는 "2011년 발행물" 및 "2012년 발행물"과 같이 특정 기간에 대한 Folio만 표시하는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터에 한 개의 레벨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드롭다운 목록에서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프랑스어 및 독일어
Folio를 표시하고 영어 및 스페인어 Folio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필터는 iPad에서만 지원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및 정보 Folio만 표시됩니다.
1. v22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여 Folio 만들기
2.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Folio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 필터 텍스트 상자에서 필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Folio에 동일한 필터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Folio에 대해 "German" 및 "german" 필터를 지정할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3.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뷰어를 만듭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필터를 테스트하여 의도한 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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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을 Folio에 정리하기
[Folio Builder] 패널에서 만들거나 Folio로 가져온 모든 아티클이 Folio에 표시됩니다. 또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Folio에 아티클을 추가할 수도 있습
니다.
공유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패널 메뉴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 Folio를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가 Folio에 아티클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그런 다음 [복사 위치]를 사용하여 공유 Folio의 아티클을 다른 Folio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다른 계정을 사용 중인 Folio의 경우에도 가능). Folio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복사 위치 [Folio Builder] 패널에서 아티클을 선택하여 패널 메뉴에서 [복사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티클을 다른 Folio로 복사합니다. 모든
메타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복사한 아티클의 소스 파일도 자신이 만든 아티클처럼 편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
여 아티클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클을 다른 Folio에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Folio를 다른 계정으로 전송해야 하는 경우, Folio Producer에서 복사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Folio 만들기에서 "Folio 복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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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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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만들기 및 게시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는 Professional 및 Enterprise 구독자를 Folio를 게시하고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lio Producer를 사용하여 Folio를 마무리한 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Apple App Store,
Google Play 또는 Amazon Appstore를 위한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및 Enterprise 구독자만 Folio를 게시하고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DPS 구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Creative
Cloud 멤버십이나 Single Edition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단일 발행물 뷰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아티클

수행할 작업:

참조:

게시용 계정 ID 설정(구독 전용)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뷰어 응용 프로그램 유형 이해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유형

Folio 구성, 편집 및 게시

Folio Producer Organizer

아티클 배치 및 메타데이터 편집

Folio Producer 편집기

Single Edition 뷰어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

SE 버전 개요

Store에 제출할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

DPS App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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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DPS 응용 프로그램 이해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유형
응용 프로그램 배포 유형
자격 부여 및 이행 정보
Folio Producer 도구를 설치한 사용자는 Folio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Apple App Store,
Google Play 또는 Windows Store와 같은 지원된 시장에 제출하려면 Digital Publishing Suite에 대한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구독이 있어야 합니
다. 내장 Single Edition 앱(iPad 전용)을 만들려면 Creative Cloud 멤버십 또는 Single Edition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dobe.com/products/digitalpublishingsuite/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유형

Adobe Content Viewer에서는 Folio를 미리 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Folio를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려면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Folio는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됩니다. 뷰어에는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Single Edition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패널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만
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여 Apple Store에 업로드합니다. Professional 및 Enterprise 구독자를 사용하는 단일 Folio 응
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zip 파일을 내보내고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zip 파일을 지정합니다.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은 책갈피나 소셜 공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은 Newsstand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iPad용 단
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iPhone, Android 또는 Windows 장치는 불가능)

단일 Folio 뷰어에는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다중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
다중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뷰어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뷰어는 기본적으로 셸입니다. 제출한 뷰어 앱에는 컨텐
츠가 없습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Adobe Distribution Service에 Folio를 게시하십시오. 고객은 뷰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자
격을 부여받은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각 다중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Adobe ID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출판을 위한 Adobe ID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16

다중 Folio 뷰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고객이 Folio를 다운로드하고, 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중 Folio 응용 프로그램용 Folio를 무료와 소매용의 두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및 공용]으로 설정하여 게시하는 모든 Folio는 사용자 정
의 뷰어의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단추와 함께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소매 및 공용]으로 설정하여 게시하는 Folio는 iTunes Connect 또는 Google Play에서 설정하는 응용 프로그램 내 구입에 연결해야 합니다. Folio를 게
시할 때는 응용 프로그램 내 구입을 설정할 때 사용한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소매 Folio는 사용자 정의 뷰어의 라이브러리에서 [구입] 단추와
함께 표시됩니다. 고객이 [구입]을 눌러 Folio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중 Folio 구독 뷰어 응용 프로그램
구독이 있는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는 고객이 원하는 구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옵션과 [로그인] 단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3개
월, 6개월 또는 1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로그인하면 뷰어는 스토어에서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Folio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pple App Store에서만 작동하는 구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고객인 경우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를 설정하고 스토어를 통해 구독할지
아니면 서비스를 통해 구독할지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독 뷰어의 라이브러리
기업 서명 뷰어 응용 프로그램
기업 구독자는 내부 배포만을 위한 iPad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서명 iPad 뷰어 응용 프로그램은 Apple Store에서 다운로드되는 것
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배포됩니다. 기업 서명 iPad 뷰어 앱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응용 프로그램 배포 유형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DPS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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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응용 프로그램 Store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Apple App Store, Google Play Store 또는 Windows Store에 제출합니다.
공용 응용 프로그램 Store를 통해 제한적으로(Enterprise에만 해당) 구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Apple, Google 또는 Windows Store에 제출합니
다.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로그인 계정에 따라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고 볼 수 있는 Folio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로 제한된 배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비공개 서버를 통해(Enterprise에만 해당) 사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화벽 뒤에 호스트합니다. 기업 서명 iPad 뷰어 앱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자격 부여 및 이행 정보

자격 부여는 항목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행은 권한이 있는 컨텐츠를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Store(예: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는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입니다.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스토어용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Distribution Service는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입니다. Folio Producer를 사용하여 Folio를 Distribution Service에 게시
합니다.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은 App Store에서 완전히 다운로드됩니다. 고객이 다중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라이브러리를 열면 뷰어는
Adobe Distribution Servic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Folio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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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Dashboard
유효한 Adobe ID를 가진 모든 사용자가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에 로그인하여 Folio를 편집할 수 있
습니다.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Adobe ID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결정됩니다.

DPS Dashboard는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 유형에 따라 다른 옵션 및 서비스를 표시합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구독 유형
Digital Publishing Suite 버전은 Enterprise 및 Professional 두 가지입니다.
Professional Professional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제작 도구와 Dashboard 도구 및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무제한
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nterprise Enterprise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Professional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모든 도구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뷰어 UI를 사용자 정의하고,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를 만들고, 사내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Single Edition 옵션을 사용하여 단일 발행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Apple App Store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Single Edition의 경우 응용 프로
그램을 게시할 때 Dashboar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역할
Digital Publishing Suite를 구독하면 Adobe 담당자가 마스터 계정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역할을 사용하여 다양
한 Adobe ID에 역할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Admin 역할 관리자 계정은 계정 유형을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Application 역할 Application 역할은 게시된 Folio를 특정 다중 Folio 사용자 정의 뷰어에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야외 스포츠에 대한 잡지
를 만들 경우 각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Adobe ID를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예: "cycling@publisher.com" 및 "hiking@publisher.com").
개인의 Adobe ID에 연결된 기존 사용자 정의 뷰어가 없는 경우 개인의 이름(예: "johnsmith@publisher.com")을 Application 역할에 사용하지 마십시
오.
DPS App Builder 역할 DPS App Builder Adobe ID를 사용하여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하고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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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Producer Organizer
Dashboard(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에서 Folio Producer 링크를 클릭하면 Folio Producer가 표시됩니다. Folio Producer에서 Folio를 구
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구독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경우 Folio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에는 사용 가능한 Folio를 표시하는 [문
서 분류함] 페이지와 Folio에 아티클을 표시하는 [편집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서 분류함] 패널에 표시된 사용 가능한 Folio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직접 열려면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를 선택합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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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ervice에 Folio 게시
게시된 Folio 업데이트
서버에서 Folio 제거
Folio와 아티클이 만들어지면 acrobat.com에서 제공하는 Folio Producer 서버에 업로드되지만 Adobe Distribution Service("자격 부여 서버"라고도
함)에는 아직 표시되지 않습니다. Distribution Service는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든 Folio를 저장합니다.
Folio를 [공용] 또는 [소매]로 발행하려면 DPS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여 DPS Dashboard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치의
Adobe Content Viewer에서 다운로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Folio를 [비공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Service에 컨텐츠 게시
1.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2. Dashboard에서 [Folio Producer]를 클릭합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Folios]를 선택하고 [게시]를 클릭합니다.
3. Folio 상태를 설정합니다.
지금 또는 예약 [지금]을 선택하면 [게시]를 클릭하자 마자 Folio가 게시됩니다. 상태에서 [비공개]를 선택하십시오. Folio가 공개되면 상태가 [비
공개]에서 [공용]으로 전환됩니다. Folio 발행을 예약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는 예약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선택하면 지정한 시간에 Folio가 게시됩니다(현재 시간에서 30분~7일 후). 날짜와 시간은 GMT로 표시되므로 해당 표준 시간대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현재 예약된 Folio만 게시되며, 푸시 알림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또는 공용 Folio를 [공용]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저장소에서 Folio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olio를 [공
용]으로 게시하려면 DPS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이 필요합니다. Folio가 [비공개]로 설정된 경우 고객이 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서 다
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Adobe Content Viewe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소매 고객이 앱 내 구입 또는 구독을 통해 지불하는 경우에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려면 Folio 상태를 [소매]로 설정합니다. 소매
Folio의 경우 Apple 개발자 사이트의 앱 구입 프로세스나 Google Play 개발자 사이트의 앱 내 청구 프로세스를 통해 소매 Folio 다운로드 가격을
결정합니다.
[소매]로 게시된 Folio는 Adobe Content Viewer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사용자 정의 개발 앱을 사용하여 소매 Folio를 미리 봅니다.
참고: 소매 Folio의 경우 상태를 [무료]로 설정하고 나중에 [소매]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사용자 정의 뷰어에서 Folio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olio를 게시 취소하고 [공용] 및 [소매]로 다시 게시합니다.
4. 제품 ID를 지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com.publisher.publication.issue 형식(예:com.adobepress.inspire.july2013)을 사용하여 제품 ID를 지정합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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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제품 ID에 대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문자는 Amazon 앱 내 구입 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매 컨텐츠의 경우에는 앱 내 구입을 설정할 때 [Folio 게시] 대화 상자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앱의 각 Folio에 대해 다른 제품 ID를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Folio 변환을 만드는 경우 세트의 모든 변환에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5. [게시]를 클릭합니다.
Folio에 방향이나 종횡비가 충돌하는 아티클이 있는 경우 Folio가 게시되지 않습니다. Folio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게시] 단추가 [업데이트] 단추
로 바뀌고 [제거]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Folio를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대기열에 작업이 전송되어 아티클 분류함에서 계속 작업하여 추가 Folio를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대
기열 상태를 보려면 [보기] > [게시 요청]을 선택하십시오. 작업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도하십시오. 게시 취소 후 [게시]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게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버 정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PS 상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에 표시하기 위해 보호되지 않은 아티클이 웹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에서 푸시 알림을 사용하는 경우 [알림] 단추를 클릭하여 푸시 알림을 트리거합니다. 푸시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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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Folio 업데이트

Folio를 게시한 후 Folio Producer Organizer의 업데이트 단추를 사용하여 게시된 Folio를 업데이트합니다. Adobe Content Viewer에서 다운로드된
Folio가 업데이트되었음을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Folio를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발행물 이름], [Folio 번호], [제품 ID] 및
[크기] 값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값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값을 업데이트하지 말고 Folio를 발행 취소했다가 다시 발행하십시오.
1. Folio와 아티클을 변경합니다.
아티클의 소스 문서를 편집한 경우 [Folio Builder] 패널에서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합니다.
2. Folio Producer Organizer로 이동합니다.
3. Folio의 [발행물 이름]과 [Folio 번호] 설정이 기존 Folio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 중, 한 설정이 다른 경우 새 Folio가 별도의 발행물로 처리됩니다.
4. Folio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5. 해당 상태 설정 및 제품 ID를 지정합니다.
제품 ID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품 ID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게시 취소했다가 Folio를 다시 게시합니다.
Folio가 소매용 버전인 경우 제품 ID가 iPad 앱의 앱 내 구입 프로세스 또는 Android 및 Amazon 앱의 관련 프로세스 중에 지정한 제품 ID와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제품 ID를 지정하면 Folio가 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컨텐츠 업데이트]가 선택된 경우 Folio 컨텐츠 및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업데이트]를 클릭할 때 상태만 변경
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컨텐츠 업데이트]를 선택한 상태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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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Folio 제거
Folio Producer Organizer에는 [게시 취소] 명령과 [삭제] 명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시 취소] 명령은 게시된 Folio를 Distribution Service에서 제거합니다. 스토어에 멀티 Folio 뷰어 앱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된 Folio를 더 이상 다
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삭제] 명령은 Folio와 해당 컨텐츠를 지웁니다. 삭제된 Folio는 Folio Producer Organizer 또는 Folio Builder 패널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Folio를 장치로 다운로드한 뒤에는 Folio를 제거하거나 삭제해도 해당 장치에서 Folio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보관] 단추를 누르면 삭제된 Folio가 뷰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거됩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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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Producer 편집기
축소판 보기를 사용하여 아티클 미리 보기
아티클 설정 편집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아티클 설정을 편집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Folio Builder] 패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집기에는 아티클을 미리 보
고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축소판 보기와 다른 설정의 순서를 지정하고 설정을 잠그거나 변경할 수 있는 목록 보기가 있습니다.

Folio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티클
A. 선택한 아티클 B. 목록 보기 및 축소판 보기 C. 수평 또는 수직 레이아웃 표시
아티클 순서를 수동으로 변경하고 다운로드 속성을 변경하고 다른 설정을 편집하려면 [목록 보기]를 사용합니다.

목록 보기에 표시된 Folio 아티클

맨 위로

축소판 보기를 사용하여 아티클 미리 보기

JPEG나 PNG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는 HTML 아티클과 InDesign 문서에서는 Folio Producer 편집기의 자습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PDF 이
미지 형식을 사용하는 아티클에서는 축소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하고 [Folio Producer]를 클릭합니다.
2. 편집할 Folio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순서 변경 아티클을 드래그하여 해당 순서를 변경합니다.
아티클 속성 편집 아티클 속성 설정 변경 사항은 [Folio Builder] 패널에 적용됩니다. 아티클 속성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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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및 수직 레이아웃 보기 레이아웃을 변경하려면 [수평] 및 [수직] 단추를 클릭합니다. 아티클 축소판 크기를 변경하려면 [축소판 크기] 슬라
이더를 드래그합니다.
아티클 추가 [추가]를 클릭한 다음 복사할 Folio에서 아티클을 선택합니다. 아티클 팝업 메뉴에서 [복사 위치]를 선택하여 아티클을 다른 Folio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HTMLResources.zip 파일 가져오기 HTMLResources.zip 파일을 가져오려면 클릭합니다. HTMLResources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아티클 이름 바꾸기 아티클 팝업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 아티클 이름을 바꿉니다. 아티클 이름을 바꾸면 뷰어에 표시되는 [아티
클 제목]이 아니라 [아티클 이름]이 바뀝니다. 아티클 이름을 바꾸면 아티클 사이의 navto 링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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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설정 편집
1.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Folio를 선택하여 엽니다.
2. [축소판 보기] 또는 [목록 보기]를 사용하여 아티클 설정을 변경합니다. 아티클 속성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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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Resources 가져오기
InDesign 문서 대신 HTML을 기반으로 하여 아티클을 만드는 경우 이미지, 스크립트 및 CSS 파일을 공유할 리소스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
스 폴더 이름을 "HTMLResources.zip"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Folio에 한 개의 HTMLResources 폴더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MLResources.zip 파일
은 미리 볼 수 있는 아티클이 아니라 공유 리소스 또는 앱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또는 PDF 파일과 같은 컨텐츠 표시용 파일입니다. HTML 아티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ML 아티클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zip 파일을 만들려면 HTMLResources 폴더 자체가 아닌 폴더의 내용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HTML 아티클을 작업할 경우, 최신 HTML 리소스 폴더를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HTML 리소스를 포함하는 폴더를 열고 내용을 선택하여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2.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Folio Producer를 클릭합니다.
3. Folio를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4.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HTML 리소스 가져오기] 버튼

를 클릭합니다.

5. [검색]을 클릭하고 [HTMLResources.zip]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HTMLResource.zip 파일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 변경하고 새 zip 파일로 만든 다음 다시 가져옵니다.
Folio Builder 패널에서 [HTML 리소스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HTMLResources.zip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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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o 게시 설정 변경
[문서 분류함] 패널을 사용하여 Folio 정보를 지정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설정 중 일부는 내부 추적용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설정은 Folio를
게시하는 데 필요합니다.
1. 적절한 Adobe ID를 사용하여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2. Dashboard에서 [Folio Producer]를 클릭합니다.
InDesign의 Folio Builder 패널 메뉴에서 [Folio Producer]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Folio 속성을 변경합니다. Folio 속성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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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Folio 뷰어에 대한 Folio 내보내기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고객인 경우 DPS App Builder에서 지정할 수 있는 .zip 파일로 Folio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Folio를 내보내려면 먼저 게
시해야 합니다.
Creative Cloud 구독 또는 Single Edition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내보내기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패널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PS App Builder의 [도움말] 메뉴에 있
는 Single Edition에 대한 단계별 게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 구독 계정을 사용하여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2. Dashboard에서 [Folio Producer]를 클릭합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Folio를 게시합니다. Folio를 Distribution Service에 게시를 참조
하십시오.
3.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게시된 Folio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4. .zip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이 .zip 파일을 지정합니다. iPad 및 iPhone용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
램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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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및 JavaScript API를 사용하여 DPS 확장
DPS는 HTML 및 JavaScrip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스토어 또
는 자격 배너용 HTML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 Library and Store API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ML 아티클 또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와 같은 Folio 내 HTML 컨텐츠의 경우 Reading API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ading API에는 Library and
Store API와 지리 위치, 카메라, 일정 및 장치 감지용 API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PS App Builder에서 지정하는 모든 HTML 컨텐츠는 Library and Store API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Folio의 HTML 아티클 또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는
Reading API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Library and Store API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

사용자 정의 스토어

*

사용자 정의 슬롯(웹 보기)

*

자격 배너

*

시작 화면

*

정보 화면

*

Reading API

*

웹 컨텐츠 오버레이

*

HTML 아티클

*

다음 기능은 JavaScript API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HTML, JavaScript 및 CSS를 사용하여 뷰어 라이브러리의 기본 구현을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API에 액세스하면 기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전
자상거래 기능을 복제하고 프로젝트 디자인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및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사용자 정의 스토어프런트 및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는 Library and Store AP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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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슬롯
사용자 정의 슬롯("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아이콘"이라고도 함)은 아래쪽 내비게이션 막대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슬롯을 누르면 사용자
정의 스토어 또는 FAQ 페이지와 같은 웹 보기가 표시됩니다. 웹 보기 HTML에는 Library and Store API에 대한 참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이콘 중 하나를 누르면 웹 보기가 표시됩니다. 각 웹 보기의 HTML 컨텐츠는 Library and Store API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배너
앱에 직접적인 자격 부여가 포함된 경우 위의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라이브러리 보기 위쪽에 표시되는 HTML 배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너는 출
판물 구독자가 컨텐츠에 즉시 액세스하거나, 구독 상품을 만들거나,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클릭 유도 문안(CTA)으로 사용됩니다. 자격 배너는
Library/Store API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DPS에서 직접적인 자격 부여 활용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화면
시작 화면은 시작 화면과 라이브러리/스토어 사이의 HTML 컨텐츠를 표시하는 투명한 웹 보기입니다. HTML 컨텐츠는 고객이 앱을 설치한 이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앱이 업데이트된 후 처음 앱을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시작 화면은 Library/Store API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DPS
Developer Center에서 시작 화면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Library and Store API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샘플 시작 화면.

정보 화면
v30 릴리스에서는 앱에서 고객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정보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웹 보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계
정 생성, 자매 앱 다운로드, 도움말 컨텐츠 액세스 또는 다른 맞춤형 상품 확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화면은 트리거된 위치에 따라 Library and
Store API 또는 Reading API와 같은 JavaScript API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앱 수준(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또는 자격 배너 등) 또는 Folio 수준(HTML 아티클 또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에서 정보 화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
보 화면에 사용되는 HTML 파일은 앱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앱 외부에 있는 서버에 상주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보 화면을 보려면 인터넷에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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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30의 새로운 API 및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HTML 아티클/웹 컨텐츠 오버레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Folio 내에서 JS API에 액세스하려면 HTML 아티클 또는 웹 컨텐츠 오버레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 디지털 Blow-ins를 만
들어 아티클을 다운로드한 방법에 따라 다른 컨텐츠를 표시하거나 Camera API, Geolocation API 또는 다양한 소비자 마케팅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웹 컨텐츠 오버레이의 HTML은 Reading API를 호출하여 해당 발행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컨텐츠를 표시
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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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릴리스 도구를 사용하여 게시된 Folio 업데이트
다중 Folio 뷰어에 대한 Folio를 게시하기 위해 Content Bundler를 사용한 경우 Folio가 Folio Builder 패널 또는 Folio Producer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시된 Folio는 고객이 계속해서 다운로드하고 볼 수 있습니다. Content Bundler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Folio를 편집 및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Folio Builder 패널을 사용하도록 작업 과정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기존 Folio와 함께 사용 가능한 Folio를 만들 수 있습니다. Content Bundler에서 사용
하는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Folio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뷰어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조합하
십시오.
이때, Content Bundler를 사용하여 게시된 기존 Folio를 편집하려면 Content Bundler를 계속 사용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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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App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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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대한 검사 목록
단일 Folio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iPad에만 해당)
다중 Folio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iPad 및 iPhone)
구독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iPad 및 iPhone)
다중 Folio 뷰어의 검사 목록(Windows Store)
기본 다중 Folio 뷰어의 검사 목록(Android)
레거시 다중 Folio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Android)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뷰어 앱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모든 파일과 정보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적절한 검사 목록을 사용하여 필요
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맨 위로

단일 Folio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iPad에만 해당)
iPad용 단일 Folio 뷰어를 만들려면 다음 파일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를 Apple App Store에 제출하기 위해 인증서 및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 또는 DPS App Builder에서 단계별 게시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Adobe ID
Creative Cloud 멤버십 계정 또는 Single Edition 일련 번호(Single Edition에만 해당)
앱 보안에 필요한 파일
Distribution P12 Certificate(및 암호)
Distribution Mobileprovision 파일
Developer P12 Certificate(및 암호)
Developer mobileprovision 파일
앱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아트워크
SD 앱 아이콘: PNG 형식의 29x29, 50x50, 72x72, 76x76 및 512x512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HD 앱 아이콘: PNG 형식의 58x58, 100x100, 144x144, 152x152 및 1024x1024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
다.
SD 시작 화면: PNG 형식의 1024x768 및 768x1024 픽셀 아이콘.

맨 위로

다중 Folio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iPad 및 iPhone)
iPad용 다중 Folio 뷰어를 만들려면 다음 파일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Folio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Adobe ID
응용 프로그램 Adobe ID를 사용하여 공용으로 게시된 하나 이상의 무료 Folio
게시된 모든 소매 Folio에 대한 앱 내 구입. 앱 내 구입을 만들 때와 Folio를 게시할 때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앱 보안에 필요한 파일
Distribution P12 Certificate(및 암호)
Distribution Mobileprovision 파일
Developer P12 Certificate(및 암호)
Developer mobileprovision 파일
제품 푸시 P12 인증서 및 암호(선택 사항)
Developer push P12 인증서 및 암호(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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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아트워크
SD iPad 앱 아이콘: PNG 형식의 29x29, 50x50, 72x72, 76x76 및 512x512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SD iPhone 앱 아이콘: PNG 형식의 29x29 및 57x57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HD iPad 앱 아이콘: PNG 형식의 58x58, 100x100, 144x144, 152x152 및 1024x1024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
습니다.
HD iPhone 앱 아이콘: PNG 형식의 58x58, 114xx114 및 120x120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iPad용 SD 시작 화면: PNG 형식의 1024x768 및 768x1024 픽셀 이미지.
iPad용 HD 시작 화면: PNG 형식의 2048x1536 및 1536x2048 픽셀 이미지. 파일 크기를 줄이려면 8비트 PNG 형식을 사용합니다.
iPhone용 시작 화면: PNG 형식의 320x480, 640x960 및 640x1136 픽셀 이미지.

맨 위로

구독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iPad 및 iPhone)
iPad용 다중 Folio 구독 뷰어를 만들려면 특정 파일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정의 권한을 사용하여 뷰어를 만들거나 사용자 정의 스토어 또는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DPS 개발자 센터의 적절한 아티클에서
추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Folio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Adobe ID
공용으로 게시된 하나 이상의 무료 Folio
게시된 모든 소매 Folio에 대한 앱 내 구입. 앱 내 구입을 만들 때와 Folio를 게시할 때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모든 구독 기간에 대한 앱 내 구입. 무료 구독 앱을 만드는 경우 무료 구독을 위한 앱 내 구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Adobe ID와 연결된 공유 암호(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참조)
앱 보안에 필요한 파일
Distribution P12 Certificate(및 암호)
Distribution Mobileprovision 파일
Developer P12 Certificate(및 암호)
Developer mobileprovision 파일
제품 푸시 P12 인증서 및 암호(Newsstand에 필요)
Developer push P12 인증서 및 암호(Newsstand에 필요)
앱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아트워크
SD iPad 앱 아이콘: PNG 형식의 29x29, 50x50, 72x72, 76x76 및 512x512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SD iPhone 앱 아이콘: PNG 형식의 29x29 및 57x57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HD iPad 앱 아이콘: PNG 형식의 58x58, 100x100, 144x144, 152x152 및 1024x1024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
습니다.
HD iPhone 앱 아이콘: PNG 형식의 58x58, 114xx114 및 120x120 픽셀 아이콘. 광택 효과나 둥근 모서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SD 시작 화면: PNG 형식의 1024x768 및 768x1024 픽셀 아이콘.
HD 시작 화면: PNG 형식의 2048x1536 및 1536x2048 픽셀 아이콘. 파일 크기를 줄이려면 8비트 PNG 형식을 사용합니다.
iPhone용 시작 화면: PNG 형식의 320x480, 640x960 및 640x1136 픽셀 이미지.
SD Newsstand 아이콘: PNG 형식의 96x128 픽셀 아이콘(Newsstand에 필요)
HD Newsstand 아이콘: PNG 형식의 192x256픽셀 아이콘(Newsstand에 필요)
SD 구독 타일: PNG 형식의 964x184 및 708x250 픽셀 이미지.
HD 구독 타일: PNG 형식의 1928x368 및 1416x500 픽셀 이미지.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아이콘(선택 사항, Enterprise에만 해당): 투명한 배경의 PNG 형식 30x30(SD) 및 60x60(HD) 픽셀 이미지. OS에서 불투
명 픽셀의 색상을 시스템 색상으로 대체합니다.

맨 위로

다중 Folio 뷰어의 검사 목록(Windows Store)

Windows Store용 다중 Folio 뷰어를 만들려면 다음 파일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Store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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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앱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Folio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Adobe ID
게시된 모든 소매 Folio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내 청구. 응용 프로그램 내 청구를 만들 때와 Folio를 게시할 때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Adobe ID와 연결된 공유 암호(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참조)
앱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유효한 Microsoft 개발자 계정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웹 페이지의 URL
앱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아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 스토어 및 검색 결과에 사용할 310x310 픽셀 PNG 이미지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에 사용할 310x150 픽셀 PNG 이미지
응용 프로그램 시작 화면에 사용할 투명도가 설정된 620x300 픽셀 PNG 이미지

맨 위로

기본 다중 Folio 뷰어의 검사 목록(Android)

Google Play Store용 다중 Folio 뷰어를 만들려면 다음 파일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장치의
발행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Folio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Adobe ID
게시된 모든 소매 Folio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내 청구. 응용 프로그램 내 청구를 만들 때와 Folio를 게시할 때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Adobe ID와 연결된 공유 암호(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참조)
앱 보안에 필요한 파일
유효한 .p12 인증서(및 암호) 또는 .keystore 파일(및 암호/별칭 정보)
앱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아트워크
크기에 관계없는 PNG 형식의 앱 아이콘(96x96으로 크기 조정됨)

맨 위로

레거시 다중 Folio 뷰어에 대한 검사 목록(Android)

Google Play Store용 다중 Folio 뷰어를 만들려면 다음 파일 및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장치의
발행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Folio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Adobe ID
게시된 모든 소매 Folio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내 청구. 응용 프로그램 내 청구를 만들 때와 Folio를 게시할 때 동일한 제품 ID를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Adobe ID와 연결된 공유 암호(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참조)
앱 보안에 필요한 파일
유효한 P12 인증서(및 암호)
앱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아트워크
앱 아이콘: PNG 형식의 36x36, 48x48, 72x72픽셀 아이콘
시작 화면: 1280x800/800x1280, 1920x1200/1200x1920, 2048x1536/1536x2048 또는 2560x1600/1600x2560 픽셀 이미지(8비트 PNG 형식)
검색 아이콘 사용자 지정(옵션, Enterpise만 해당): 75x43, 98x52 또는 214x114 픽셀 이미지(PNG 형식) 각 아이콘의 경우 위로, 아래로 및 비활
성화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별도로 만듭니다.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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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App Builder 개요
DPS App Builder(이전의 Viewer Builder)에서는 Apple Store 및 Google Play Store와 같은 스토어에 제출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DPS App Builder는 현재 Mac OS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Android 앱을 빌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웹 기반 DPS App Builder는 Windows와 Mac OS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향후 웹 기반 DPS App Builder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데스크톱 버전을 대체하게 됩니다.
데스크톱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단일 Folio 및 다중 Folio용 뷰어 응용 프로그램과 구독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Google
Play Store, Amazon Appstore 또는 Windows Store용 단일 Folio 뷰어 응용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습니다. 단일 Folio 앱은 iPad 전용입니다.
데스크톱 DPS App Builder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려면 www.adobe.com/go/digpubsuite_vb_mac로 이동하십시오.

DPS App Builder 비디오
Colin Fleming은 DPS App Builder로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ttp://tv.adobe.com/watch/learn-digital-publi...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iPad에 단일 Folio 응용 프로그램 게시
새 DPS Single Edition으로 iPad App Store에
단일 발행 응용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ttp://tv.adobe.com/watch/learn-digital-publi...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iPad에 여러 Folio 응용 프로그램 게시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Edition을 사용
하여 태블릿 장치 응용 프로그램 스토어에 컨
텐츠를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Colin Fleming
http://blog.colingrayfiv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tv.adobe.com/watch/learn-digital-publi...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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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및 iPhone용 DPS 앱 만들기
앱 세부 정보 패널
권한 부여 세부 사항(Enterprise에만 해당)
구독 세부 사항
Icons and Splash Screens 패널
뉴스 가판대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
소셜 미디어 공유
인증서
빌드 세부 사항
뷰어 앱 다운로드 및 테스트
뷰어 앱 제출 및 관리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iPad용 또는 iPad 및 iPhone용 사용자 정의 뷰어 앱을 만듭니다. 유효한 파일과 정보를 지정하면 DPS App Builder에서
개발 앱과 배포 앱을 모두 생성합니다. 개발 앱은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배포 .zip 파일을 Apple Store에 제출합니다.
제공하는 인증서 및 암호와 같은 정보는 Adobe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파일만 Adobe 서버에 저장됩니다.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DPS 계정이 있는 경우 Professional 및 Enterprise에 대한 iOS 게시 부록 안내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인증서 및 이
미지 생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reative Cloud 또는 Single Edition 사용자인 경우 Single Edition에 대한 단계별 iPad 게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OS 뷰어 앱을 만들기 위한 DPS App Builder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iOS 뷰어 응용 프로그램용 Mac OSX 10.6 Snow Leopard 이상(Application Loader 사용이 권장되는 Max OSX 10.7 이상)
인터넷 연결
DPS App Builder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DPS App Builder 역할을 할당받은 유효한 Adobe ID입니다(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사용자 정의 뷰어 앱 만들기
1. 필요한 파일과 정보를 얻습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대한 검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2. DPS App Builder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DPS App Builder는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서 제공됩니다. InDesign CS6 또는 InDesign CC를 사용하는 경우 DPS 데스크톱 도
구를 업데이트하면 DPS App Builder가 설치됩니다.
3. DPS App Builder를 시작하고 유효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Adobe ID는 [앱 세부 정보] 패널에서 제목 ID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Adobe ID와 다를 수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나 관리자가 DPS App Builder 역할을 Adobe ID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4. [New]를 클릭하고 [iOS]를 선택한 다음 [iPad] 또는 [iPad 및 iPhone]을 선택합니다(iPhone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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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파일 및 정보를 지정합니다.
참고: (Professional/Enterprise) 단일 Folio 앱을 만들려는 경우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패널 메뉴에서 [앱 생성]을 선택합니다.
Folio를 만들 때 Application 및 DPS App Builder 역할이 모두 포함된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맨 위로

앱 세부 정보 패널
[앱 세부 정보] 패널에서는 뷰어 이름과 계정 ID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 iPad에서 앱 아이콘 아래에 표시되는 뷰어 이름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리지 않도록 13자 이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iPad에서 앱 이름을 테스트하려면 iPad Safari에서 웹 사이트를 열고 Safari 메뉴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뷰어 이름을 입력합니
다. 이름이 잘리면 더 짧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앱 버전 최신 뷰어를 지정합니다.
DPS App Builder에는 이전 버전이 백업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v28 릴리스에서는 iOS 5 및 iPad 1을 지원하는 v27 뷰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v28 뷰어는 iOS 7 기능을 지원하지만 iOS 5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앱 유형 뷰어 유형을 지정하십시오(사용자 정의 뷰어 앱 유형 참조). 일부 옵션의 사용 가능 여부는 계정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중 Folio 다중 Folio 뷰어 앱은 사용자가 Adobe Distribution Service에 호스트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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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합니다.
내장 Single Edition 앱 단일 Folio 앱은 내장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내보낸 Folio] 옵션이 나타납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내보내기] 옵션을 사용하여 만든 .zip 파일을 지정합니다. iPhone을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한 부여를 사용하는 다중 Folio (Enterprise만 해당) 사용자 정의 권한 부여 서버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고객을 결정하는
뷰어 앱을 만듭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 고유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Apple에 문의하십시오. 권한 부여 전용 앱은 뉴스 가판대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iTunes 구독을 사용하는 다중 Folio Apple App Store 구독 모델을 사용하는 뷰어 앱을 만듭니다.
권한 부여 및 iOS 구독을 사용하는 다중 Folio (Enterprise만 해당) 사용자 정의 권한 부여 서버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고
객을 결정하는 뷰어 앱을 만듭니다. 고객이 사용자의 구독 서비스나 Apple App Store를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Adobe Content Viewer App Store에서 Adobe Content Viewer를 다운로드하는 대신 Adobe Content Viewer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 for iPad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제목(라이브러리 보기) 뷰어 라이브러리의 위쪽에 표시되는 제목을 지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35자 이하의 제목을 사용합니다.
제목 ID/암호 앱에 적합한 Adobe ID와 암호를 제공합니다. 이 제목을 위한 Folio를 만들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Adobe ID를 지정합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의 Application 역할에 Adobe ID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앱의 제목 ID는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Adobe ID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적 URL 체계 Safari 및 기타 앱에서 뷰어 앱을 시작하는 사용자 정의 URL 체계를 지정합니다. 고유성을 강화하려면 역 도메인 형
식(com.publisher.publicatio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witter 소셜 미디어 공유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32자 이하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com.sportspub.kayaking"을 URL 체계로 지정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com.sportspub.kayaking://" 링크를 웹 페이지에 포함할 경우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뷰어 앱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의 개발자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내보낸 Folio 앱 유형으로 [내장 Single Edition 앱]을 선택한 경우 뷰어와 함께 내장할 .zip 파일을 지정합니다. .zip 파일을 만들려면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내보내기] 옵션을 사용합니다. 단일 Folio 뷰어에 대한 Folio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내보낸 .zip 파일을 사용하는 대신 Folio Builder
패널에서 Folio를 선택하고 [앱 생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개인 정보 보호 정책 URL 개인 정보 보호 정책 URL을 지정하면 라이브러리 설정 메뉴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누르면 앱 내 브라우저에 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선택적 시작 화면(Enterprise에만 해당) 시작 화면은 선택한 HTML 컨텐츠를 표시하는 투명한 웹 뷰입니다. HTML 컨텐츠는 고객이 앱을 설치한 이
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앱이 업데이트된 후 처음 앱을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시작 화면을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약관에 동의하고 미리
보기 호를 탐색하도록 독자를 유도하거나 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은 라이브러리/스토어 JavaScript API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
지며 귀하는 이 환경에 대한 전체 제어 권한을 가집니다.
HTML 파일이 포함된 .zip 파일을 지정하십시오. 앱이 iPad와 iPhone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HTML 파일은 두 장치 크기에서 모두 작동하는 컨텐츠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침 및 샘플 HTML 파일은 DPS Developer Center의 시작 화면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고급 옵션

PDF 확대/축소 사용 사용자가 비대화형 페이지를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Folio를 만들 때 PDF 이
미지 형식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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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앱에 자신이 즐겨 찾는 아티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사용하면 즐겨찾기 아이콘이 뷰어 탐
색 표시줄의 오른쪽 위 영역에 표시됩니다. iPhone 뷰어에서는 아직 즐겨찾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lio 스크롤바의 자동 숨기기 사용 기본적으로 6픽셀 스크롤바 영역이 Folio의 아티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아티
클에서 스크롤할 때에만 스크롤바가 나타납니다.
백그라운드로 다운로드된 발행물 항상 열기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이전 보기 세션 이후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된 모든 Folio가 시작 시 열립니
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최근에 본 Folio에서 이전에 읽던 위치가 열립니다. 이 옵션은 일간지와 주간지에 특히 유용합니다.
왼쪽 및 오른쪽 핫 존 내비게이션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보이지 않는 핫 존이 모든 아티클(또는 아티클을 가로로만 스크롤하는 경우에는 페이
지)의 좌우에 나타납니다. 핫 존을 누르면 다음 또는 이전 아티클로 이동합니다. 핫 존은 슬라이드쇼와 같은 전체 화면 오버레이에 특히 유용합니다.
핫 존은 iPad 및 iPhone 뷰어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 존 영역에 단추가 나타날 경우 해당 영역을 탭하면 단추가 트리거됩니다. 핫 존 영역에 나타나는 다른 오버레이의 경우 해당 영역을 탭하면 핫 존이
트리거됩니다.
핫 존을 사용하여 Folio 보기 컨트롤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페이지 위쪽과 아래쪽의 핫 존 영역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막대("HUD"라고도
함)가 표시됩니다. 핫 존 바깥쪽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막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핫 존은 iPad 및 iPhone 뷰어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추가 Folio 보기 핫 존보다 우선하고, Folio 보기 핫 존이 좌우 핫 존보다 우선하며, Folio 보기 핫 존이 단추가 아닌 모든 오버레이보다 우선합니다.
Folio 보기에서 위쪽 내비게이션 막대 숨기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아티클을 누를 때 아래쪽 내비게이션 막대만 표시됩니다. 그러면 발행자
가 Folio 내를 탐색하는 사용자 정의 내비게이션 막대를 모든 아티클 페이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Folio 보관 사용 고객이 최대 수의 Folio를 다운로드할 경우 Folio의 자동 보관 기능을 사용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관
이 켜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고객은 장치 설정을 통해 자동 보관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뷰어 앱의 최대 다운로드 Folio 수(6 ~ 90개 사이)도 지정
하십시오. 최대 수에 다다르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Folio가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고객은 최대 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보관된 Folio를 다
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정보에 대한 캐싱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Folio 가격과 같은 Folio 정보를 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뷰어에서 라이브러리
를 로드할 때마다 Apple 서버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대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앱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 옵션을 선택하면 Folio 정보가 최
신 상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선택하고 소매 Folio의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라이브러리에 잘못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
은 현재 구독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로그인 단추 숨기기(Enterprise에만 해당)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권한 부여가 포함된 구독 앱에서 라이브러리의 왼쪽 위에는 [로그
인] 단추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로그인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로그인] 단추를 숨길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구독 단추 숨기기(Enterprise에만 해당) 기본적으로 구독 앱에서 라이브러리의 왼쪽 위에는 [구독] 단추가 표시됩니다. [구독] 단추를
숨길 수 있습니다.
처음 실행 시 자격이 부여된 최신 Folio 자동 다운로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앱이 시작될 때 가장 최근에 자격이 부여된 Folio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됩
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소매 Folio가 무료로 제공되게 하십시오.
다운로드 후 자격이 부여된 최신 Folio 자동 열기 "처음 실행 시 자격이 부여된 최신 Folio 자동 다운로드"를 선택한 경우, "자동 열기" 옵션이 기본으
로 선택되어 첫 번째 독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장 최신 Folio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 열기" 옵션을 끄면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중인
Folio를 볼 수 있으나 표지 이미지를 누르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자는 배너에 메시지를 표시하여 첫 번째 사용자가 Folio를 무료
로 받고 있음을 알립니다.
앱 평가 대화 상자 사용 고객이 지정된 횟수만큼 앱을 실행한 후 "앱 평가" 프롬프트를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앱 평가 대화 상
자 수" 값을 5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앱을 다섯 번째 실행할 때 앱을 평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나중에 알림"을 선택하면 다음에 실행할 때 프
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앱의 9자리 응용 프로그램 ID를 지정합니다. 이 ID를 얻으려면 itunesconnect.apple.com에 로그인하고 [응용 프로그램 관리]를 클릭한 다음 앱을 클릭
합니다. 9자리 Apple ID 문자열(번들 ID 아님)을 복사합니다.
분석 옵트인 대화 상자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이 데이터 추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뷰어 앱의 라이브러리 설정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의 데이터 추적 거부를 허용해야 하는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표시되는 기본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사용자 정의된 문자열 사용]을 선택하고 "분석 옵트인 대화 상자 제목" 및 "분석 옵트인 대화 상자 텍스트"의 값을
편집합니다.
이전 스토어 API 사용(Enterprise에만 해당) 이전의 사용자 정의 스토어 구성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언어 iTunes에서는 뷰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표시합니다. 뷰어 인터페이스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Folio 컨텐츠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뷰어를 표시할 언어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된 문자열 사용 지원되는 모든 언어의 뷰어에 저장된 모든 문자열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의 단추 텍스트 및
대화 상자의 텍스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생성]을 클릭하여 XML 템플릿을 문서 폴더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러
면 이 XML 파일을 편집하고 DPS App Builder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용으로 만든 뷰어를 편집하려면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신 템플릿을
다운로드하여 편집하십시오.
XML 파일을 편집하면 각 UI 요소에 <key name> 및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열(예: 영어의 경우 <en>)이 포함됩니다. 언어 코드의 텍스트(예: <en>)를
편집합니다. <key name> 문자열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파일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및 뷰어 레이블을 편집하고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의 사용자 정의 아이콘 아래에 있는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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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XML
"
"
"
"
블에 대한 언어 문자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의 끝 부분에 " 라이브러리", "iPad 뷰어 레이블", "iPad 사용자 정의 슬롯 1 레이블"과 같은 UI
요소 세트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슬롯 번호는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섹션의 라이브러리 및 뷰어 단추 사이에 추가한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왼쪽
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번호를 매긴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슬롯 레이블에는 영어의 경우 "<en>Help</en>", 스페인어의 경우 "<es>Ayuda</es>"와 같
은 언어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뷰어 앱의 옵션 이름 편집

맨 위로

권한 부여 세부 사항(Enterprise에만 해당)

뷰어 유형에 대한 권한 부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참고: 사용자 정의 권한 부여 서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URL http://[:]/contextroot/api/ 형식의 URL을 지정하십시오(예: http://lighthouse.adobe.com/dps/entitlement_starter/api). 서비스 URL 및 서비
스 AUTH URL은 통합자 ID와 일치해야 하지만 서로 다를 경우 통합자 ID의 값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적인 권한 부여 API 설명서를 참조하
거나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인증 URL 서비스 URL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통합자 ID Adobe는 권한 부여 계정이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공되면 통합자 ID를 제공합니다. 여러 앱에 동일한 통합자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의 모든 메서드에는 'appId'와 'appVersion'이 있어 구현에서 권한 정보를 요청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통합자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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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계정 URL 만들기 고객이 Apple 구독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발행자를 통해 구독을 등록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URL은 사용자가
권한 부여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독" 단추를 누를 때 사용됩니다.
분실 암호 URL 고객이 잊어버린 암호를 검색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선택적 기존 구독 URL 고객이 디지털 구독을 등록하는 동안 기존 인쇄 구독을 나타낼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뷰어에서 인쇄 구독 링크 단추를
비활성화하려면 이 필드를 비워 둡니다.
앱 ID 및 버전 보내기 이 옵션을 사용하면 권한 부여 API 호출 시 뷰어 앱의 ID 및 버전 문자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
다.
권한 부여 배너 사용 뷰어 라이브러리에 구독 타일 대신 전체 너비 구독 배너를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라
이브러리에는 구독 제목만 나타납니다. 구독 타일 대신 배너를 사용할 경우 HTML 컨텐츠에 구독 옵션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 페이지 URL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구독 배너를 표시하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전체 너비 배너는 뷰어 라이브러리의 상단에
서 구독 타일 및 사용 가능한 Folio 위에 나타납니다. SD 및 HD 장치에 대해 다른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배너 에셋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배너로 사용할 에셋이 포함된 .zip 파일을 선택합니다. .zip 파일에는 단일 HTML 파일, 하
나 이상의 이미지 파일 및 선택적 CSS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zip 파일에는 하위 폴더가 없어야 하며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대상 SD 및 HD 장치에 대해 다른 .zip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너 높이 뷰어 라이브러리에 표시되는 배너의 높이를 고정 크기 또는 라이브러리 영역 비율로 지정하십시오. 1에서 1280 사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
지만 표시되는 배너 높이는 라이브러리 영역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맨 위로

구독 세부 사항

뷰어 유형에 대한 구독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가입 배경 타일 Apple 가입 옵션을 설명하는 배경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장치를 측면으로 돌릴 경우 나타나는 가로 타일의 경우 iPad SD는 964x184
픽셀 이미지, iPad HD는 1928x368 픽셀 이미지를 지정하십시오. 세로 타일의 경우 서로 다른 iPad 크기를 위해 708x250 및 1416x500 픽셀 이미지를
지정하십시오.
타일의 어느 부분을 눌러도 iOS 구독 옵션이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iTunes Connect에서 지정하는 가입 앱 내 구입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 자격 배너를 사용하면 구독 타일 대신 자격 배너가 표시됩니다(함께 표시되지 않음). 그러나 DPS App Builder의 버그로 인해 앱에서 구독 타일
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독 타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적 라이브러리 구독 타일 URL 고객이 구독 타일을 누를 때 앱 내 브라우저 창에 표시되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웹 페이지에는 구독과 관련이
없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원격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URL 이 URL은 고객이 구독 프로세스를 완료할 때 로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독 유형/구독 제품 소매 구독 앱이 있는 경우 [유료]를 선택합니다. [구독 제품]의 경우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나 이상의 Apple iTunes
Connect 제품 ID와 해당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고객이 구독 타일 또는 [구독] 단추를 누를 때 나타납니다.
Apple의 [무료 구독] 옵션을 사용하여 뉴스 가판대 앱을 만드는 경우에는 [무료]를 선택합니다. iTunes Connect에서 지정한 무료 구독 제품 ID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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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참고: 구독 앱에는 공유 암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iTunes Connect를 사용하여 공유 암호를 만들거나 보십시오. Account Administrator 도구를 사용하
여 Application 계정의 공유 암호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Folio Producer Organizer에 로그인하여 공유 암호 업데이트를 트리거하십시오.

맨 위로

Icons and Splash Screens 패널

이 패널에서는 iTunes 및 iPad에서 표시할 앱 아이콘 및 시작 화면을 지정합니다.
각 아이콘 파일을 한 번에 하나씩 지정하는 대신 Finder 창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Icons and Splash Screens 패널로 끕니다.
앱 아이콘 지정하는 아이콘은 설치 시 iPad 홈 화면에서 사용되고 iPad에서 볼 때는 장치 App Store에서 사용됩니다. iPad와 SD 장치의 경우 PNG
형식의 29x29, 50x50, 72x72 및 76x76 픽셀 아이콘을 지정합니다. iPad HD 장치의 경우 PNG 형식의 58x58, 100x100, 144x144 및 152x152 픽셀 아
이콘을 지정합니다. iPhone의 경우 29x29, 57x57, 58x58, 114x114 및 120x120 아이콘을 지정합니다. Apple에서는 자동으로 모퉁이를 둥글게 만듭니
다. 작은 아트워크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72ppi, RGB, 분리된 고품질 PNG 파일을 사용합니다.
참고: 이미지 파일 이름에 항상 .png 확장명을 포함시킵니다.
시작 화면 뷰어가 시작되면 시작 화면(시작 이미지라고도 함)이 약 3초 동안 나타납니다. 시작 화면의 경우, 72ppi, RGB, 분리, 일반 고품질 PNG 파
일을 사용하여 다음 이미지를 지정하십시오. 파일 크기를 줄이려면 Photoshop의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8비트 PNG 파일을 저장합니다.
iPad SD용 1024x768 및 768x1024 픽셀 이미지
iPad HD용 2048x1536 및 1536x2048 픽셀 이미지
iPhone SD용 320x480 픽셀 이미지
iPhone HD용 640x960 픽셀 이미지 및 iPhone 5용 640x1136 픽셀 이미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시작 화면 이미지를 표지와 다르게 지정합니다. 표지와 시작 화면이 같으면 사용자가 앱을 처음 시작할 때 앱이 중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행자는 시작 화면에 "로딩 중..."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Optional 아트웍 큰 앱 아이콘은 데스크톱 App Store에서 앱에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App Store에서 앱을 꾸미는 데 사용됩니다. 저해상도 iPad 및
iPhone 장치의 512x512 픽셀 이미지 및 고해상도 iPad 및 iPhone 장치의 1024x1024 픽셀 이미지를 지정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Photoshop의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8비트 PNG 파일을 만듭니다. Apple Store에 앱을 제출할 때도 이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
은 아트워크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72ppi, 8비트, RGB, 분리된 고품질 PNG 파일을 사용합니다. 파일 크기를 줄이려면 24비트 PNG 파일 대신 8비트
를 만듭니다.
앱 아이콘에 광택 효과 사용 아이콘 윗 부분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광택 효과를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에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광택 끔(왼쪽) 및 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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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Fonts ZIP for HTML HTML 스택 또는 웹 보기 오버레이의 텍스트에 글꼴을 적용하는 경우 .folio 파일이나 뷰어에 글꼴을 포함할 수 있습니
다. 뷰어에 글꼴을 포함하려는 경우 글꼴을 .zip 폴더로 압축합니다. 이 .zip 파일에는 하위 폴더가 없어야 하며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합
니다.
맨 위로

뉴스 가판대

뉴스 가판대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뷰어 앱이 iOS5가 설치된 iPad의 뉴스 가판대 폴더에 표시됩니다. 뉴스 가판대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iTunes
구독(iTunes 구독만 또는 iTunes 구독을 포함한 권한 부여, 권한 부여만은 아님)을 사용하여 뷰어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푸시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뉴스 가판대 사용 뷰어가 뉴스 가판대 폴더에 표시되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잡지/신문 뉴스 가판대에서 뷰어 앱을 잡지 또는 신문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지정합니다.
가장자리 바인딩 고객이 [홈] 단추를 두 번 눌러 활성 앱을 표시할 때 뉴스 가판대 아이콘을 장식 모양을 결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바인딩을 선택하면 바인딩 가장자리가 왼쪽에 표시되고 페이지 장식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뉴스 가판대 아이콘 뉴스 가판대 폴더에 표시되는 PNG 아이콘을 지정합니다. iPad SD의 경우 96x128 픽셀, iPad HD의 경우 192x256 픽셀의 72ppi,
RGB, 분리된 고품질 PNG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이 아이콘은 뉴스 가판대의 표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이 아이콘은 최근 게시된 Folio의 표지 이미
지로 대체됩니다.
맨 위로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
이 패널에서는 사용자 정의 뷰어에서 라이브러리 아래쪽에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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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단추 숨기기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이 표시된 경우 아래쪽 내비게이션 막대의 [라이브러리] 단추를 누르는 것은 왼쪽 위 내비게이션 막대
의 [라이브러리] 단추를 누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복 기능을 없애기 위해 라이브러리 단추를 숨길 수 있습니다. 단, 아래쪽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이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표시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을 뷰어 아래쪽에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을 라이브러리 및 Folio 보기를 비롯한 모든 보기에서 표시할지 또는 Folio를 볼 때 숨길지를 지정합니다.
뷰어 아이콘 숨기기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표시]를 선택한 경우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뷰어] 아이콘을 숨길 수 있습니다. [뷰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전
에 보던 Folio가 표시됩니다.
구입 단추 숨기기 개별 구입이 아닌 하나의 구독을 통해서만 Folio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단추 숨기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누를 때 화면의 왼쪽 위 모퉁이에 [로그인] 단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료 Folio 숨기기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Folio를 숨기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계정 정보에 따라 Folio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고객에게
부여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특히 이 옵션이 유용합니다.
Folio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al Publishing Suite로 제한된 배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앱 방향 고정 [세로] 또는 [가로]를 선택할 경우 iPad에서 앱이 해당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이 설정은 라이브러리 보기 및 Folio 보기를 비롯한 모든 보
기보다 우선하며, Folio가 이중 방향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모음 및 사용자 정의 아이콘 사용자 정의 및 미리 보기 이 섹션을 사용하여 기본 라이브러리의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에 대한 사용자 정의 아이콘
을 지정하거나 사용자 정의 HTML 라이브러리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뷰어 라이브러리 사용 DPS App Builder의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섹션에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뷰어 라이브러
리 사용]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HTML 코드가 포함된 .zip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앱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전 스
토어 API 사용]이 선택된 경우 이 옵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만들
기(Enterpris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아이콘 패널 오른쪽의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의 사용자 정의 단추("사용자 정의 슬롯"이라고도 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라이브러리나 뷰어 아이콘을 선택하여 기본 라이브러리 및 뷰어 아이콘을 기본 아이콘으로 대체합니다.
iPad의 경우 최대 8개의 내비게이션 아이콘(사용자 정의 아이콘 6개와 라이브러리 및 뷰어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고 iPhone의 경우 2개(사용자 정의
아이콘 1개와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아이콘에 투명한 배경의 30x30 및 60x60픽셀 PNG 파일을 지정합니다. 전경 이미지에 원하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iOS는 불투명 픽셀에 시스템 색
상(일반적으로 연한 파랑)을 적용하고 아이콘이 선택되었을 때의 모양을 다르게 변경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아이콘을 누르면 앱 내 브라우저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HTML 파일(예: 스토어 웹 사이트, 뉴스 피드 또는 도움말 페이지)의 내용
이 표시됩니다. 고객이 [닫기] 단추를 눌러 라이브러리 보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콘 레이블 "Store" 또는 "Help"와 같이 아이콘 아래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앱의 UI에 다국어가 포함된 경우 [앱 세부 정보] 섹션에서 [사용자 정의된 문자열 사용] 옵션을 선택하면 다운로드한 XML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XML 파일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및 "뷰어"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아티클 앞부분의 "사용자 정의된 문자열 사용"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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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정한 HTML 파일의 내용을 표시하려면 WebView를 선택합니다. 표지, 목차 또는 도움말 아티클 등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의도 메타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는 Woodwing 기반의 앱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만 [내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의도] 필드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동 링크 이름 이 옵션을 사용하면 goto://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아이콘과 연결된 HTML 내용을 여는 아티클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링크 이름이 “Store”인 경우 스토어 HTML을 여는 goto://ApplicationViewState/Store 동작을 포함하는 단추를 만듭니다. 사용자 정의
아이콘에 대한 이동 링크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아이콘 HTML 리소스 ZIP 도구 모음 단추를 눌렀을 때 표시되는 웹 보기에 사용할 에셋이 포함된 .zip 파일을 지정합니다. .zip 파일에는 단일 HTML
파일과 필수 이미지 및 CSS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zip 파일에는 하위 폴더가 없어야 하며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잠금 방향 사용자가 도구 모음 단추를 눌러 한 방향으로만 표시할 경우 웹 보기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가로 또는 세로를 선택합니다.
제목 표시줄 숨기기 이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자 정의 아이콘의 HTML 컨텐츠가 표시될 때 뷰어 라이브러리의 상단에 나타나는 제목 표시줄을 숨깁니
다.
내비게이션 컨트롤 표시 웹 페이지의 [뒤로] 단추 및 [새로 고침] 단추와 같은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HTML 컨텐츠 위에 있
는 제목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자동 시작 사용자 정의 도구 모음 단추 중 하나를 [자동 시작]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작]을 설정하는 경우 뷰어 라이브러리를 열면 HTML 페
이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패널 오른쪽의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iPad 앱에 최대 8개의 단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및 [뷰어]
단추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표시줄의 단추를 클릭하여 단추 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소셜 미디어 공유

소셜 미디어 공유 설정은 고객이 Facebook, Twitter, 이메일 또는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앱에서 아티클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iPad
및 iPhone 뷰어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한 번 발행되는 앱 또는 Android 뷰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소셜 미디어 공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사용 [공유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iOS 7 장치의 활동 시트에 모든 유효한 공유 옵션이 표시됩니다. 현재는 iOS 7에 대한 공유 옵션을 끌 수 없습
니다.
iOS 6 장치의 경우 Facebook SDK의 광고 식별자 참조와 관련한 새로운 제한 사항으로 인해 2014년 2월 11일 이후에 빌드된 모든 앱에서 소셜 공유
메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iOS 6 특정 설정"의 옵션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발행물 URL (v28에만 해당) v28 앱의 경우 발행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URL을 지정하십시오. 고객이 보호된 아티클을 공유할 때 발행물 URL에 대
한 링크가 나타납니다. v29 앱의 경우 발행물 URL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보호되는 아티클이 공유되는 경우 이제 전체 아티클 URL이 링크에 포함
되며 Paywall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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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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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이 유효한 인증서로 서명되고 프로비저닝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 섹션에서
mobileprovision 파일을 지정합니다. 생성된 뷰어 앱을 다운로드할 때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인증서 및 mobileprovision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shboard 또는 DPS App Builder의 [도움말] 메뉴에 제공되는 iPad 게시 부록
안내서 PDF를 참조하십시오.
기업 서명 뷰어 앱 조직 내에서만 배포할 뷰어용 기업 프로비저닝 인증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앱 ID 및 기업
mobileprovision 파일을 지정합니다. 기업 서명 앱에서 푸시 알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bileprovision 파일은 와일드카드가 아닌 번들 ID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 서명 iPad 뷰어 앱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Developer Mobileprovision Mobileprovision 파일은 해당 뷰어 앱을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iPad를 결정합니다. 개발 앱의 mobileprovision 파일에
는 UDID라는 iPad ID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Distribution Mobileprovision Mobileprovision 파일은 해당 뷰어 앱을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iPad를 결정합니다.
Sideloadable Developer Build iTunes를 통해 .folio 파일을 개발 뷰어에 수동으로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내보내기 단추를 사용하여 생성된 .zip 파일이 아닌 .folio 파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 사용 Adobe 푸시 알림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뷰어 앱 아이콘에 사용 가능한 Folio 수를 나타내는 빨간색
배지가 표시되거나 뉴스 가판대가 푸시 알림 프로세스를 활성화합니다. 뉴스 가판대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이 옵션이 필요합니다.
Adobe 푸시 서버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푸시 알림이 Adobe 서버를 통해 처리됩니다. Apple 개발자 사이트에서 만든 프로덕션 인증서와 암호를
지정합니다. 푸시 알림을 설정하려면 앱 ID를 구성하고 새 mobileprovision 파일을 만들고 프로덕션 푸시 인증서를 만듭니다. 자세한 지침은 DPS App
Builder의 [도움말]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iPad 게시 부록 안내서 PDF를 참조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Enterprise에만 해당) 타사 푸시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푸시 URL] 필드에 서버를 지정합니다. 서버에 필요한 추가 서버
요청은 [사용자 정의 푸시 매개 변수] 필드에 지정합니다. 푸시 서버를 설정할 때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푸시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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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세부 사항

Omniture 추적을 위해 제공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사용자 데이터 추적을 위한 설정이 [Build Details]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업 계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옵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든 필수 필드에 대한 정보나 파일을 지정한 후 [빌드 제출]을 클릭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개발 및 배포 앱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서버의 사용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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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앱 다운로드 및 테스트

개발 앱 및 배포 앱의 두 가지 뷰어 앱에 대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발 앱은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개발 앱이 테스트되고 승인된 후 Apple에 배포 앱
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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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정의 뷰어 빌드가 표시되는 [관리] 페이지에서 뷰어 앱을 선택합니다.
2. Developer Viewer(.ipa)를 클릭하여 개발자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3. 개발자 p12 인증서 및 암호를 지정한 다음 [다운로드 및 서명]을 클릭합니다.
Developer P12 Certificate .p12 파일은 인증서 개인 키 정보를 저장합니다. .p12 인증서를 만들려면 Apple Developer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만
들고 다운로드한 다음 키체인 접근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인증서의 개인 키를 .p12 인증서로 내보내야 합니다.
Developer P12 Password .p12 인증서를 만들 때 암호를 만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빈 암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빈 암호를 사용한 경
우 실제 암호와 함께 .p12 인증서를 다시 만듭니다.
4. 개발 앱(.ipa)을 iTunes 라이브러리에 추가한 다음 "iPad Publishing Companion Guide.pdf"의 지침에 따라 앱을 테스트합니다.
5. 개발자 앱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 경우 DPS App Builder의 [관리] 페이지로 돌아가서 배포 뷰어(.zip)를 클릭합니다. 배포 인증서 정보를 지정하
고 [다운로드 및 서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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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앱 제출 및 관리
사용자 정의 뷰어를 다운로드 및 테스트한 후 배포 뷰어(.zip)를 Apple에 제출합니다.

개발 앱 제출 개발자 앱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면 배포 앱(.zip)을 Apple Store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Pad Publishing Companion Guide PDF를
참조하십시오.
앱 업데이트 다른 아이콘을 만들거나 다른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본 페이지에서 뷰어 앱을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내 정보와 선택 항목
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 다음 빌드를 다시 제출합니다. 앱이 업데이트됩니다.
Apple에 새로운 버전의 앱을 전송하려면 기존 앱을 편집하거나 앱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버전의 앱을 만들 경우, 이전에 제작한 앱과 동일한
App ID를 기반으로 한 mobileprovision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버저닝 정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중 Folio 앱을 iTunes 구독을 사용하는 다중 Folio 앱으로 변환하는 등 뷰어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앱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동일한
mobileprovision 파일을 사용하여 새 앱을 만드십시오.
빌드 삭제 개발자 및 배포 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본 페이지에서 뷰어 앱을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빌드를 언제든지 만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앱과 동일한 App ID를 기반으로 한 mobileprovision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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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용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Single Edition)
Single Edition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iPad용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Single Edition iPad 게시에 대한
단계별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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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장치용 레거시 DPS 앱 만들기
레거시 Android 앱 또는 새로운 기본 Android 앱
Android 장치용 레거시 앱 만들기
앱 세부 정보 패널
자격 부여 세부 사항(Enterprise에만 해당)
구독 세부 사항 패널
Icons and Splash Screens 패널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
프로비저닝
빌드 세부 사항
Android 뷰어 앱 다운로드 및 테스트
뷰어 앱 제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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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Android 앱 또는 새로운 기본 Android 앱

Android 및 Amazon 장치용으로 레거시 AIR 기반 Android 앱 또는 새로운 기본 Android 앱이라는 두 가지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레거시 AIR 기반 Android 앱을 빌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 Android 앱을 빌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PS 기본 Android 앱 빌드를 참
조하십시오.
기능 비교 차트를 보려면 지원되는 DPS 기능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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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장치용 레거시 앱 만들기

데스크톱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Android 장치용 레거시(AIR 기반) 앱을 만듭니다. 다중 Folio 뷰어 앱은 만들 수 있지만 단일 Folio 뷰어 앱은 만
들 수 없습니다. Google Play Store(이전의 Android Market)에 대한 앱 내 구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게시 프로세스를 참조하
십시오.
유효한 파일과 정보를 지정하면 DPS App Builder에서 .apk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이 제대로 작동하면 .apk 파일을 Google Play Store에 제출합
니다.
제공하는 인증서 및 암호와 같은 정보는 Adobe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파일만 Adobe 서버에 저장됩니다.
1. 필요한 파일과 정보를 얻습니다. 다중 Folio 뷰어(Android)에 대한 검사 목록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게시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2. DPS App Builder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DPS App Builder는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서 제공되며 DPS 데스크톱 도구를 업데이트할 때 InDesign CS6과 함께 설치됩니다.
3. DPS App Builder를 시작하고 유효한 Adobe 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Adobe ID는 [앱 세부 정보] 패널에서 제목 ID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Adobe ID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Android(레거시)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필요한 파일 및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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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세부 정보 패널
[앱 세부 정보] 패널에서는 뷰어 이름과 계정 ID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 앱 아이콘 아래에 표시되는 뷰어 이름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리지 않도록 13자 이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뷰어 이름을 테스트하려면 Android 홈 화면에 책갈피를 추가합니다.
앱 버전 최신 뷰어를 지정합니다.
DPS App Builder에는 이전 버전이 백업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앱 유형 뷰어 유형을 지정하십시오(사용자 정의 뷰어 앱 유형 참조). 일부 옵션의 사용 가능 여부는 계정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중 Folio 다중 Folio 뷰어 앱은 사용자가 Adobe Distribution Service에 호스트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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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를 사용하는 다중 Folio (Enterprise만 해당)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고객을 결정하는
뷰어 앱을 만듭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 고유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보기 라이브러리를 [격자 보기]로만 표시할지, [표지 보기]로만 표시할지, 아니면 둘 다로 표시할지를 나타냅니다. 라이브러리
에서 [격자 보기]는 페이지당 8개의 Folio를 표시합니다. [표지 보기]는 페이지당 1개의 Folio만 표시합니다. 소형 장치의 경우에는 일부 발행자가 [표지
보기]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라이브러리 보기) 뷰어 라이브러리의 위쪽에 표시되는 제목을 지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35자 이하의 제목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영
숫자나 숫자만 사용합니다. 아포스트로피(‘)와 같은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Android 장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목 ID/암호 앱에 적합한 Adobe ID와 암호를 제공합니다. 이 앱의 Folio를 게시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Adobe ID를 지정합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의 Application 역할에 Adobe ID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급 옵션
엄격한 변환 논리 사용 기본적으로 Android 장치의 뷰어에는 모든 크기의 Folio가 표시됩니다. 뷰어에 장치 크기와 일치하는 Folio만 표시하려면 DPS
App Builder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엄격한 변환 논리는 7인치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이 옵션은 주로 7인치 Kindle Fire 장치에 원치 않
는 iOS Folio 변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1232x752 Folio와 같은 Android 변환을 만든 경우 Google App Store용 뷰어를 만들 때 엄
격한 변환을 켜지 마십시오.
즐겨찾기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앱에 자신이 즐겨 찾는 아티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사용하면 즐겨찾기 아이콘이 뷰어 탐
색 표시줄의 오른쪽 위 영역에 표시됩니다.
Folio 스크롤바의 자동 숨기기 사용 기본적으로 6픽셀 스크롤바 영역이 Folio의 아티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아티
클에서 스크롤할 때에만 스크롤바가 나타납니다.
왼쪽 및 오른쪽 핫 존 내비게이션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보이지 않는 핫 존이 모든 아티클(또는 아티클을 가로로만 스크롤하는 경우에는 페이
지)의 좌우에 나타납니다. 핫 존을 누르면 다음 또는 이전 아티클로 이동합니다. 핫 존은 슬라이드쇼와 같은 전체 화면 오버레이에 특히 유용합니다.
iPhone 뷰어에서는 핫 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핫 존 영역에 단추가 나타날 경우 해당 영역을 탭하면 단추가 트리거됩니다. 핫 존 영역에 나타나는 다른 오버레이의 경우 해당 영역을 탭하면 핫 존이
트리거됩니다.
핫 존을 사용하여 Folio 보기 컨트롤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페이지 위쪽과 아래쪽의 핫 존 영역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막대("HUD"라고도
함)가 표시됩니다. 핫 존 바깥쪽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막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추가 Folio 보기 핫 존보다 우선하고, Folio 보기 핫 존이 좌우 핫 존보다 우선하며, Folio 보기 핫 존이 단추가 아닌 모든 오버레이보다 우선합니다.
분석 옵트인 대화 상자 표시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이 데이터 추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뷰어 앱의 라이브러리 설정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의 데이터 추적 거부를 허용해야 하는 지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사용자 정의된 문자열 사용 지원되는 모든 언어의 뷰어에 저장된 모든 문자열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의 단추 텍스트 및
대화 상자의 텍스트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생성]을 클릭하여 XML 템플릿을 문서 폴더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러
면 이 XML 파일을 편집하고 DPS App Builder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용으로 만든 뷰어를 편집하려면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신 템플릿을
다운로드하여 편집하십시오.
XML 파일을 편집하면 각 UI 요소에 <key name> 및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열(예: 영어의 경우 <en>)이 포함됩니다. 언어 코드의 텍스트를 편집합니
다. <key name> 문자열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맨 위로

자격 부여 세부 사항(Enterprise에만 해당)
뷰어 유형에 대한 자격 부여를 선택하면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참고: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통합자 ID Adobe는 자격 부여 계정이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공되면 통합자 ID를 제공합니다. DPS Enterprise 고객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자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선택적 계정 URL 만들기 고객이 발행자를 통한 구독을 위해 로그인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URL은 사용자가 뷰어의 "지금 구독"을 누르면
사용됩니다.
분실 암호 URL 고객이 잊어버린 암호를 검색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앱 ID 및 버전 보내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자격 부여 API 호출 시 뷰어 앱의 ID 및 버전 문자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격 부여 배너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여 뷰어 라이브러리에 전체 너비 구독 배너를 표시합니다. Android 뷰어의 경우 구독 타일 위에 자격 부여 배너
가 표시됩니다.
배너 페이지 URL 뷰어 라이브러리의 위쪽 부분에 표시할 컨텐츠가 포함된 URL을 지정합니다.
오프라인 배너 에셋 사용자가 웹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배너로 사용할 에셋이 포함된 .zip 파일을 선택합니다. .zip 파일에는 단일 HTML 파일과 하나
이상의 이미지 파일이 있고 CSS 파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zip 파일에는 하위 폴더가 없어야 하며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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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높이 뷰어 라이브러리에 표시되는 배너의 높이를 고정 크기 또는 라이브러리 영역 비율로 지정하십시오. 1에서 1280 사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
지만 표시되는 배너 높이는 라이브러리 영역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맨 위로

구독 세부 사항 패널
이 패널을 사용하여 Amazon 구독용 뷰어를 구성합니다.
가로 구독 타일 .png 확장명의 467x120픽셀(권장) 단추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이 이미지는 장치를 옆으로 했을 때 라이브러리에 표시됩니다.

세로 구독 타일 .png 확장명의 255x145픽셀(권장) 단추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이 이미지는 장치를 똑바로 세웠을 때 라이브러리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구독 대화 상자 URL(선택 사항) 고객이 구독 타일을 누를 때 앱 내 브라우저 창에 표시되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웹 페이지에는 구독과
관련이 없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가 고객이 구독을 구매하기 전 또는 후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합니다.
맨 위로

Icons and Splash Screens 패널
이 패널을 사용하여 Google Play Store, Amazon Appstore 및 Android 장치에서 표시되는 앱 아이콘과 시작 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6x36/48x48/72x72 아이콘 지정하는 아이콘은 설치 시 Android 홈 화면에서 사용되고 App Store에서도 사용됩니다. PNG 형식의 36x36, 48x48 및
72x72픽셀 아이콘을 지정합니다. 작은 아트워크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72ppi, RGB, 분리된 고품질 PNG 파일을 사용합니다.
참고: 이미지 파일 이름에 항상 .png 확장명을 포함시킵니다.
Landscape Splash Screen 뷰어를 시작할 때 시작 화면이 약 3초간 표시됩니다. 1280x800, 1920x1200 또는 2048x1536 72ppi 8비트 PNG 파일을
지정합니다.
모든 Android 장치에 동일한 시작 화면을 사용합니다. 핵심 디자인이 작은 대상 장치 영역(예: 800x600) 내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외부 영역은 도련으
로 처리합니다. 시작 화면을 작은 장치에 표시할 때는 이미지의 외부 영역이 잘립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시작 화면 이미지를 표지와 다르게 지정합니다. 표지와 시작 화면이 같으면 사용자가 앱을 처음 시작할 때 앱이 중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Portrait Splash Screen 800x1280, 1200x1920 또는 1536x2048 72ppi 8비트 PNG 파일을 지정합니다.
Optional Fonts ZIP for HTML HTML 스택 또는 웹 보기 오버레이의 텍스트에 글꼴을 적용하는 경우 Folio나 뷰어에 글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뷰
어에 글꼴을 포함하려는 경우 글꼴을 .zip 폴더로 압축합니다. 이 .zip 파일에는 하위 폴더가 없어야 하며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맨 위로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

이 패널에서는 사용자 정의 뷰어에서 라이브러리 아래쪽에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뷰어의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은 75x43, 98x52 또는 214x114픽셀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Enterprise에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프로비저닝
응용 프로그램 ID 응용 프로그램에 고유한 응용 프로그램 ID를 지정합니다. 가능한 경우 역순 도메인 구문을 사용합니다(예:
"com.publisher.publication"). 마침표, 하이픈 및 기본 영숫자(a-z, A-Z, 0-9)만 사용합니다.

참고: 이전 버전의 DPS App Builder는 응용 프로그램 ID에 "air." 접두어를 추가했습니다(예: "air.com.adobe.dpstips"). Amazon Appstore에 이미 제
출한 앱에 "air." 접두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DPS App Builder에서 응용 프로그램 ID에 해당 접두어를 추가하십시오. Amazon Appstore에서 기존 응
용 프로그램 ID를 보려면 Amazon Developer Portal에 로그인하고 앱을 연 다음 [이진 파일] 탭을 클릭하여 "패키지" 설정을 봅니다.

맨 위로

빌드 세부 사항
모든 필수 필드에 대한 정보나 파일을 지정한 후 [빌드 제출]을 클릭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개발 및 배포 앱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서버의 사용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 앱 테스트 .apk 빌드를 다운로드하고 하나 이상의 Android 장치에 추가한 다음 앱을 테스트합니다.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게시 프로세스의 지
침을 따릅니다.
맨 위로

Android 뷰어 앱 다운로드 및 테스트

생성된 .apk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인증서 정보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ndroid 장치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이 유효한 인증서로 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증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게시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1. 사용자 정의 뷰어 빌드가 표시되는 [관리] 페이지에서 뷰어 앱을 선택합니다.

153

2. Android Installer(.apk)를 클릭하여 Android 뷰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3. 개발자 p12 인증서 및 암호를 지정한 다음 [다운로드 및 서명]을 클릭합니다.
4. .apk 파일을 하나 이상의 Android 장치에 추가합니다.

맨 위로

뷰어 앱 제출 및 관리
사용자 정의 뷰어를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한 후 배포 뷰어(.zip)를 Google Play Store에 제출합니다.

개발 앱 제출 개발자 앱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 경우 해당 앱(.apk 파일)을 Google Play Store에 제출합니다.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게시 프로세스의
지침을 따릅니다.
빌드 업데이트 다른 아이콘을 만들거나 다른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본 페이지에서 뷰어 앱을 선택하고 [Edit]를 클릭합니다. 내 정보와 선택 항
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 다음 빌드를 다시 제출합니다. 앱이 업데이트됩니다.
빌드 삭제 개발자 및 배포 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본 페이지에서 뷰어 앱을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합니다.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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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와 Android 뷰어 간의 차이점
Android 장치에는 두 가지 DPS 뷰어, 즉 레거시 AIR 기반 뷰어와 새로운 기본 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ad 뷰어에서 작동하는 일부 기능은
Android 뷰어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웹 컨텐츠 오버레이 및 HTML 아티클은 Android 뷰어에서 완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Safari에서 작동하는 HTML 컨텐츠는 다른 장치 브
라우저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HTML 5 스토리지는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ndroid 뷰어용 HTML 아티클 만들기를 참조하
십시오.
구독은 iOS와 Amazon Appstore에는 지원되지만 Google Play Store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iOS 뷰어는 4:3 종횡비(iPad) 또는 3:2/16:9 종횡비(iPhone)의 Folio만 표시합니다. Folio 내용은 화면에 맞게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그러나
Android 뷰어는 임의의 Folio 크기를 표시합니다. 컨텐츠는 필요에 따라 확대되고 레터박스로 표시됩니다.
푸시 알림은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Web Viewer를 통한 소셜 공유는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일 Folio 앱은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섹션은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노라마는 Androi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라인 비디오는 기본 Android에서 지원되지만 레거시 Android 뷰어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각 뷰어 유형에서 지원되는 기능의 비교 차트는 지원되는 DPS 기능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Android 장치용 DPS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ndroid용 기본 DPS 앱 필드
Android 및 Amazon 장치용 DPS 앱 만들기
Android 및 Amazon DPS 앱의 발행 프로세스 가이드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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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용 사용자 정의 Adobe Content Viewer 만들기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iPad용 Adobe Content Viewer 버전을 만들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정의 Content Viewer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은 새로운 버전의 Folio Producer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Adobe Content Viewer가
Apple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일 때 매우 유용합니다.
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기업 서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서명 응용 프로그램을 만
들지 않으면 장치 ID(UDID)가 developer mobileprovision 파일에 지정되는 iPad에서만 Adobe Content View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충
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개발 앱으로 사용하지 않은 mobileprovision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obileprovision 파일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iPad용 Publishing Companion Guide 발행 PDF를 참조하십시오.
1.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여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합니다.
2. DPS App Builder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iPad]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뷰어 버전]에 대해 [Adobe Content Viewer]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Professional) developer mobileprovision 파일을 지정합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다른 개발자 앱에서 사용되지 않은 mobileprovision 파일
을 만드십시오.
(Enterprise) [기업 서명 빌드]를 선택하는 경우 "com.publisher.viewer"와 같은 [의도된 응용 프로그램 ID]와 기업 Mobileprovision 파일을 지
정합니다. Apple Developer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의도된 응용 프로그램 ID를 사용하여 기업 Mobileprovision 파일을 만드십시오. 기
업 서명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 서명 iPad 뷰어 앱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5. [다음]을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따릅니다.
6. Adobe Content Viewer를 다운로드하고 서명합니다.
7. 필요한 경우 Adobe Content Viewer(content-viewer.ipa)를 배포할 수 있게 만듭니다.
Adobe Content Viewer를 설치하려면 content-viewer.ipa 파일을 iTunes 라이브러리로 드래그한 다음 iPad를 동기화합니다.
App Store 버전의 Adobe Content Viewer는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iPad에 다양한 버전의 Adobe Content Viewer를 둘 수 있습니다. 사실, 서로 다
른 계정을 사용하여 두 뷰어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developer mobileprovision이 만료되면 Adobe Content Viewer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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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배포용 뷰어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
Digital Publishing Suite의 기업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배포만을 위한 iPad 및 iPhone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서명 뷰어 응용 프
로그램은 Apple Store에서 다운로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배포됩니다.
기업 서명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Apple의 iOS Developer Enterprise Program을 구독해야 합니다. Apple 기업 구독에서는 개발 응용 프로그
램에 대한 100개 장치 제한이 없습니다.

Digital Publishing으로 Enterprise iOS 뷰어 응용 프로그램 배포
App Store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 또는 조직
구성원에게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배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히 알아
보기

작성자: Derek Lu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adobe.ly/GAYV5A

1. 기업 ID를 사용하여 Apple iOS 개발 센터에 로그인하고 기업 .p12 인증서 및 mobileprovision 파일을 만듭니다.
2. Folio Producer 웹 클라이언트에서 사내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할 Folio를 [무료 및 공용] 설정을 사용하여 게시합니다.
3. DPS App Builder에서 [기본 정보] 및 [시작 화면] 패널에 세부 사항을 지정합니다.
4. DPS App Builder의 [인증서] 섹션에서 개발 및 배포 .p12 인증서, 암호, mobileprovision 및 푸시 알림 정보를 지정합니다. (푸시 알림을 사용하
려면 mobileprovision 파일에 와일드카드 번들 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포 세부 사항은 사내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Apple Store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5. Enterprise Signed ID[기업 서명 ID] 옵션을 선택하고 Intended Application ID[의도된 응용 프로그램 ID]를 지정합니다.
Intended Application ID[의도된 응용 프로그램 ID]는 일반적으로 "com.publisher.publication" 형식입니다.
6.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테스트 뷰어(.ipa)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7. 이메일이나 서버를 통해 mobileprovision 파일 및 .ipa 파일을 배포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두 파일을 iTunes 라이브러리로 끌어 설치하고 iPad와
동기화하도록 지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igital Publishing을 통한 Enterprise iOS 뷰어 응용 프로그램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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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및 자격 부여
이제 응용 프로그램 구독 옵션을 iOS 및 Amaz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구독 모델(Professional 및 Enterprise) 및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Enterprise에만 해당)를 비롯한 다양한 구독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 및 Amazon 구독
사용자가 iOS 또는 Amazon 구독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발행 날짜]가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 사이에 있는 모든 Folio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처음 구독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게시된 Fol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1월 10일에 6개월 구독을 등록한 경우 시작 날짜
는 11월 10일고 종료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구독 등록 후 사용자는 가장 최근에 게시된 Folio 및 [발행 날짜]가 11월 10일과 5월 10일 사이인 Folio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독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컨텐츠를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Folio Producer Organizer를 사용하여 Folio의 [발행 날짜] 설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계간지를 게시하는 경우 실제로는 Folio를 다
른 날짜에 게시하더라도 1월 1일, 4월 1일, 6월 1일, 10월 1일과 같은 일정한 발행 날짜 설정을 사용합니다. 계속 일관되게 게시하는 경우 구독자가 적
절한 양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Pad 발행 응용 프로그램 안내서 PDF에서 iPad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독 및 자격 부여 설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
사용자 정의 자격 부여 서버를 설정하여 자체 사이트를 통해 구독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igital Publishing
Suite 개발자 센터에서 개발자용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배포
제한된 배포는 사용자 프로파일 또는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 소규모 독자 그룹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된 Folio 세트를 사용
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후에만 추가 Folio가 표시됩니다. 보여지는 선택된 Folio의 목록은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
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한된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al Publishing Suite로 제한된 배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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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기업) 만들기
기업 발행자일 경우 기본 뷰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에 사용하려고 하는 HTML 코드가 포함된 .zip 파일을 만듭니다. HTML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라이브러리 및 스토어 기능 구현을 참조하십시오.
2. DPS App Builder에서 자격 부여 뷰어를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3. DPS App Builder의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섹션에서 [도구 모음 및 사용자 정의 아이콘 사용자 정의 및 테스트]의 검정색 막대에 있는 [라이브러
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정의 뷰어 라이브러리 사용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만든 HTML 코드가 포함된 .zip 파일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rek Lu의 DPS 기본 라이브러리의 HTML 구현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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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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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분석
DPS Dashboard의 [분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정의 뷰어 앱의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계정을 사용하여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를 구독하면 Omniture®에서 제공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레벨 분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에는 다운로드 및 구매한 발행물 수, 인기 컨텐츠 및 광고, 응용 프로그램 설치 수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Analytics는 장치 및 운영 체제를 포함하는 다
양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Omniture SiteCatalyst® 계정이 있는 경우 더 자세한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Professional 및 Enterprise 앱은 단일 Folio 및 다중 Folio 앱을 비롯한 모든 앱 유형의 익명 사용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온
라인 상태이든 오프라인 상태이든 관계없이 수집됩니다. 사용자가 분석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 DPS App Builder에서 앱
을 작성할 때 동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ngle Edition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앱에 대한 분석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분석 데이터가 "::지정 안 함::"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티클 속성의 모든 아티클에 제목을 지정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통계 데이터를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오버레이에 실제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추 4" 대신 "트위터 링크" 등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분석 리소스
백서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al Publishing Suite 분석 자습서(PDF)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최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Analytics Service(PDF)를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분석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be® SiteCatalyst Digital Publishing Repor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SiteCatalyst 비디오
DPS 분석: 소개
DPS 분석: SiteCatalyst 기본 사항
DPS 분석: SiteCatalyst 보고서 및 대시보드
Omniture 분석 설정
Digital Publishing Suite 구독(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에 등록하면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 계정 ID가 할당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역할을 Adobe ID에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Omniture 분석을 활성화합니
다. 이 정보를 제공한 후 분석을 활성화하는 데 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계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경우 Adob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Gold Support 연락처 정보가 DPS Dashboard에 나타납니다.
Omniture® SiteCatalyst®가 있는 계정의 경우, my.omniture.com의 모든 Omniture SiteCatalyst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분석 데이터 보기
1.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Application 역할로 제공된 Adobe ID 계정을 통해서만 [분석]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을 보려면 Folio Builder 패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
일한 Adobe ID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합니다.
2. 초기 Analytics 데이터를 보려면 Analytics를 클릭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대한 보고서가 업로드됩니다.
3. 분석 데이터를 보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보고서 보기 [분석] 페이지의 왼쪽에서 범주를 선택한 후 다른 보고서 유형을 클릭합니다(예: [Folios] > [총 소요 시간]).
데이터 범위 변경 시작 및 끝 달력 아이콘을 사용하여 날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Folio를 지정합니다. 일부 보고서의 경우 다른 Folio를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내보내기 현재 보고서를 파일로 내보내려면 [데이터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파일을 스프레드시트에서 열 수 있습니
다.
누적 설정 [표준 독자]에서 [누적 설정]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Folio 옆에 있는 렌치 아이콘을 클릭하고 Folio의 시작 날짜 및 게시 빈도를 지정합
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일에 Folio를 게시하려면 첫 번째 Folio의 시작 날짜를 설정한 후 각 Folio에 [매달]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누적 세션 수] 또는 [독자당 누적 소요 시간]과 같은 보고서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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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뷰어 앱에 대한 분석 데이터

4. 스프레드시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청구 가능한 다운로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csv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주문 처리 보고서]를 클
릭하십시오.
이 .csv 파일에는 다운로드 수에 대해 청구되는 Adobe Distribution Service에서의 다운로드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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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DPS 계정 이해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역할 할당
Application 계정 설정
주문 처리 번들 상태 수신에 동의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면 귀사의 관리자가 계정을 만들고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dobe ID를 기반으로 하여 3가지 유형의 역할이
할당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dobe ID에 대한 배경 정보는 디지털 출판을 위한 Adobe ID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PS 게시 계정 및 기본 작업에 대한 개요는 Adobe DPS 시작 안내서(PDF)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
A. Application 역할이 할당된 위임 계정 B. 아무 역할도 할당되지 않은 위임 계정(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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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계정 이해

Digital Publishing Suite를 구독하면 회사 계정 중 하나에 Administrator 역할이 할당됩니다. 이 계정을 마스터 계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계정은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스터 계정은 제거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 계정은 Application 계정으로 사용할 수 없
으므로 Folio를 게시할 때는 다른 Adobe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터 계정을 사용하여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 로그인하는 경우 다른 계정에 위임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위임 역할은 마스터 계정에 직
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위임 계정에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DPS에서 사용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존 Adobe ID에 위임 역할을 할당
하거나 기존 이메일 계정에 새로운 위임 Adobe ID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DPS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Adobe ID에는 위임 계정을 만
들 수 없습니다.
Adobe ID(및 관련 이메일 주소)를 위임 계정에 사용한 이후에는 Adobe ID와 위임 계정의 연결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위임 계정에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Adobe ID를 위임 계정으로 사용하면 이 Adobe ID는 귀사의 디지털 출판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dobe ID를 제거하면 모든 DPS 기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회사 계정에 할당되지 않은 Adobe ID를 디자이너 계정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계정은
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CreateAccount.html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Adobe ID와 연결된 이메일 계정을 변경하려면 Adobe ID와 연결된 이메일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위임 역할 유형
회사에 위임 계정을 추가한 후 해당 계정에 세 가지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 Administrator 역할은 마스터 계정에 할당되지만 Administrator 역할을 다른 계정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Administrator 역할이 할당
된 계정은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Application 역할이 있으면 사용자 정의 뷰어를 게시된 Folio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각 사용자 정의 뷰어에 대해 다른 Adobe ID를
사용하십시오. 개인의 Adobe ID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 요리 잡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이 요리
용(dps.grillcooking@cooktoday.com), 크리올 요리용(dps.creolecooking@cooktoday.com) 등의 여러 Adobe ID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계정을 사용하여 Folio를 생성 및 게시하고 분석 내용을 보십시오. DPS App Builder에서 응용 프로그램 ID를 지정하면 사용자가 만든 사용
자 정의 뷰어에 해당 계정으로 게시한 Folio가 표시됩니다.
DPS App Builder DPS App Builder 계정이 있으면 DPS App Builder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지정 뷰어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계정과
DPS App Builder 계정 모두에 동일한 Adobe ID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Application 계정을 사용하여 앱을 만들 수 있는 DPS App Builder 계정
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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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위임 계정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회사 도메인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리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 계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계정: dps.grillcooking@cooktoday.com, dps.creolecooking@cooktoday.com 및 dps.frenchcooking@cooktoday.com
DPS App Builder 계정: dps.builder@cooktoday.com
Administrator 계정: dps.admin@cooktoday.com
역할이 없는 위임 계정: dps.janedoe@cooktoday.com
이 예제에서는 하나의 DPS App Builder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세 가지 잡지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게시합니다. 다른 방법은 Application
역할과 DPS App Builder 역할을 모두 동일한 계정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Jane Doe를 위한 특수 위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Jane은 이 계정을 사용하여 회사의 소유권 정보를 게시합니다. Jane은 이 계정을 이
와 같은 특정 발행자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정을 귀사를 위해서만 DPS 도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려는 경우 외에는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디자이너의 Adobe ID를 회사 계정에 할
당하지 마십시오. 개별 디자이너는 DPS Dashboard를 사용하여 유효한 Adobe ID를 만들 수 있습니
다(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CreateAccount.html).
위임 계정은 마스터 계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마스터 계정이 닫히면 위임 계정도 모두 닫힙니다.
위임 계정의 컨텐츠 다운로드 요금은 마스터 계정에 청구됩니다. 위임 계정이 게시한 컨텐츠의 다운로드 요금도 마스터 계정에 청구됩니다.

DPS 계정, 역할 및 도구
이 기사는 기업 마케팅, Creative 및 IT 관리자
가 Enterprise DPS 출판 작업 과정에 대한 팀
의 역할과 책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Nissan Dachs
http://www.adobe.com/devne...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www.adobe.com/devnet/digitalpublishing...

다른 Adobe ID의 Folio 마이그레이션
DPS를 구독하기 전에 Adobe ID를 사용하여 Folio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Adobe ID에 Application 역할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새 위임 계정에
Application 역할을 할당하고 새 Folio를 생성해야 합니다. 새 Folio에 아티클을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sidecar.xml 파일을 설정한 경우 Folio를 쉽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을 가져오기 위해 폴더
구조화를 참조하십시오.
[공유] 명령을 사용하여 기존 Adobe ID의 Folio를 새 Adobe ID에 공유합니다. 그 후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공유
Folio를 새 계정에 복사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소스 파일을 포장 및 전송하여 아티클을 다시 링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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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역할 할당
1.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2. [Account Administration]을 클릭합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옵션이 흐리게 표시되어 있으면 로그인한 계정에 Administrator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 계정 ID를 사용하여 로그
인하고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Adobe 담당자 또는 Gold support에 문의하십시오(DSP Dashboard에 로그인하
면 기술 지원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계정이 활성화되면 해당 사용자는 로그인하여 추가 관리자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Account Administration 패널에서 [Add New Users]를 클릭합니다.
4. [New Users]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DPS와 작동하는 것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존의 Adobe ID의 경우 수정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Adobe ID를 지정하고 [Submit]를 클릭합
니다. Adobe ID가 DPS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새 Adobe ID를 만들려면 먼저 유효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되 DPS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마십시오. [Create A New Adobe ID]를 클릭하고, 정
보를 설정한 후 [Create Account]를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됩니다. 이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암호를 지정하고 계정
을 확인합니다.
5. Account Administration 패널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Configure User]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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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d Roles] 아래에서 계정에 할당할 역할 유형(Application 계정, DPS App Builder 계정 또는 Account Administrator)을 지정합니다. [Enable]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Adobe ID에 Application 계정 할당

맨 위로

Application 계정 설정
Application 계정의 구성을 편집할 때 소셜 공유 및 분석과 같이 앱 동작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설정

Application 계정을 편집할 때 공유 비밀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OS에서 구독 뷰어 앱 및 소매 Folio가 있는 모든 Amazon 뷰어 앱을 사용하려면
공유 비밀 정보가 필요합니다.
Apple에서는 이 정보 코드를 "공유 비밀", Android에서는 "공개 키", Amazon에서는 '공유 키'라고 부릅니다. Amazon Appstore에 나타나는 뷰어에 소
매 컨텐츠를 제공할 경우, 공유 키가 필요합니다. 공유 비밀을 얻는 방법은 플랫폼과 관련된 게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앱에 동일한 공유 비밀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공유 비밀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참고: 공유 비밀 정보를 지정한 후, 해당 Application 계정을 사용하여 DPS Dashboard에 로그인합니다. Dashboard에 로그인하면 공유 비밀이 인증
됩니다.
[스토어 설정] 아래에 iTunes 응용 프로그램 URL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URL은 공유 받는 사람에게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 미디어 공유 작업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이 URL을 지정해야 공유 받는 사람이 링크를 눌러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열 수 있습니다.
Apple에서 앱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iTunes 응용 프로그램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unes Connect에서 앱을 클릭하고 "앱 스토어에서
보기" 링크를 사용하거나 앱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선택하십시오.
장치 뷰어 설정
장치 뷰어 섹션에서는 iPad와 같은 장치에서 앱의 동작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발행물 자격 부여 iPad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최근의 소매 Folio를 제공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소매 앱 내 구매가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가장 최근 발행 날짜에 게시된 Folio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판촉용 소매 Folio를 삭제한 경우에는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게시된
Folio가 아닌 원본 판촉용 Folio에 대한 자격만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Folio 무료 및 디지털 구독 신청 엽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에 앱을 제출할 때는 Apple에서 앱 내 구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소매 Folio를 두 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미리 보기 사용 사용자가 "무료"로 표시된 아티클이 들어 있는 모든 소매 Folio를 미리 볼 수 있게 하려면 "문서 미리 보기 사용" 옵션을 선택합니
다(Folio를 무료로 표시하려면 Folio Producer 편집기 사용). 사용자가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아티클이 있는 소매 Folio의 표지 이미지를 누르면 미리 보
기 창에서 [구입] 및 [구독](해당하는 경우) 단추 아래에 [미리 보기] 단추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미리 보기]를 누르면 보호된 문서의 미리 보기 이미
지와 함께 [무료]로 표시된 모든 아티클이 다운로드됩니다. 사용자가 검색 모드로 전환하거나 손가락을 대어 보호된 아티클을 보면 보호된 각 문서의
대부분에 유료화 창이 적용됩니다.
이때 무료 문서 미리 보기 기능은 iPad에만 지원되고 소매 Folio에서만 작동하며 섹션이 포함된 Folio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발행자 다운로드 수와 관련하여 무료 아티클은 소매 Folio에서 다운로드된 무료 문서 수와 합계 문서 수를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가 계산됩니다. 소매
Folio에 합계 20개의 문서와 5개의 무료 미리 보기 아티클이 있을 경우 4명의 사용자가 Folio를 미리 보면 다운로드 1회로 계산됩니다.
Device Viewer의 Paywall 한계값 설정을 사용하면 고객이 소매 Folio에서 아티클을 미리 볼 때 "부분 무료"로 표시된 문서의 지정된 개수를 다운로드
및 볼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여 아티클을 [부분 무료]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Paywall 한계값에 지정된 제한에 도달하여 [부분
무료] 또는 보호된 아티클을 검색하면 Paywall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앱에 지정한 한계값은 각 Folio에 적용됩니다. 한계값을 3으로 설정하면 사용자
가 각 Folio에서 부분 무료 문서 3개를 미리 볼 수 있고, 네 번째 부분 무료 문서로 이동하면 Paywall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문서 미리 보기에 대한 DPS 개발자 센터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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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Viewer for Web 설정
Content Viewer for Web 옵션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Content Viewer for Web(Web Viewer라고도 함)을 사용하여 아티클을 볼 때 표시되는 문서의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지정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은 Web Viewer 브라우저에서 공유 아티클을 볼 때 제목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참고: 또한 공유 받는 사람에게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스토어 설정] 아래에 iTunes 응용 프로그램 URL을
입력합니다.
Content Viewer for Web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Content Viewer for Web(Web Viewer라고도 함)으로 아티클을 볼 수 있습
니다. Web Viewer로 소매 Folio의 아티클을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여 아티클을 [무료] 또는 [부분 무료]로 설정하십시
오. Web View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문서 보기가 소셜 미디어 다운로드 수에 설명된 대로 다운로드 처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기능을 작동하려면 Content Viewer for Web 사용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시험 계정에서 Content Viewer for Web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호스팅 URL 웹 사이트의 iframe에 공유된 Web Viewer 컨텐츠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만 호스팅 URL을 지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포함된 Web
Viewer에 대한 아티클을 참조하십시오.
URL 리디렉션 공유 아티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지정된 리디렉션 URL이 사용 중입니다. 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만드십시오.
공유 아티클이 보호된 경우, 나타나는 링크를 지정하려면 DPS App Builder에서 발행물 URL을 지정합니다.
자격 부여 제한 사용 이 옵션은 Web Viewer에서 볼 수 있는 문서의 전체 개수에 제한을 둘 때 유용합니다. 이 제한에 도달하면 데스크톱의 Web
Viewer에서 모든 공유 아티클을 보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용자는 지정한 자격 한계 도달 URL로 리디렉션됩니다. 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만드십시오.
Enable Paywall(유료화 사용) Web Viewer에서 보는 소매 Folio 문서에 대한 Paywal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olio Producer 편집기에서 아티클을 [무
료], [부분 무료] 또는 [보호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매 Folio의 경우 사용자는 Web Viewer에서 보호된 아티클을 볼 수 없으며 Paywall 한계값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분 무료 문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분 무료 문서의 제한에 도달하면 지정한 메시지 및 링크와 함께 Paywall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Paywall 한계값에 도달해도 무료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앱에 지정한 한계값은 각 Folio에 적용됩니다. 한계값을 3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각 Folio에서 부분 무료 문서 3개를 읽을 수 있고, 네 번째 부분 무료 문서로 이동하면 Paywall이 나타납니다.
Paywall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무료" 또는 "부분 무료"로 표시된 아티클은 Paywall 한계값 없이 Web Viewe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Folio가 무료로 게시된 경우 아티클이 [보호됨] 또는 [부분 무료]로 표시되었더라도 사용자는 Folio의 모든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Paywall Button URL(유료화 단추 URL) 사용자에게 앱 다운로드 및 구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URL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앱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만들거나 앱의 iTunes URL을 지정합니다.
Paywall Text(유료화 텍스트) 유료화 페이지에 나타나는 간단한 메시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최대로 허용되는 아티클을 보았고 링크
를 클릭하면 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안 컨텐츠 사용(Enterprise 전용)
"보안 컨텐츠 사용"을 선택하고 "Folio 암호화" 옵션을 선택한 상태로 소매 Folio를 발행하면 이러한 Folio에 있는 컨텐츠는 Cloud와 iOS 장치에서 보호
됩니다.
이 옵션은 앱에 기밀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보안 계정에서는 소셜 공유, 웹 뷰어 및 백그라운드 다운로드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이 옵션은 직접적인 자격 부여 및 v30 이상으로 발행된 소매 Folio가 있는 앱에만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PS 계정의 보안 컨텐츠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정보 지정
Application 계정을 편집할 때 Omniture 분석 계정을 설정하는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사용자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어 Professional
및 Enterprise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Professional 계정 소유자와 Enterprise 계정 소유자의 경우 분석 통합의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Professional [분석]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Professional 계정 소유자이자 기존 SiteCatalyst 고객인 경우 전용 보고서 제
품군에 보낸 모든 분석 데이터를 SiteCatalyst 계정 아래에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SiteCatalyst 계정이 없는 경우 보고 데이터를 입력하지 마십시
오. 분석 데이터가 Adobe 내부 계정에 수집됩니다.
Enterprise Enterprise 계정은 보고서 제품군 이름을 지정해야 하며 이미 SiteCatalyst 계정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회사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참고: 보고서 제품군을 지정할 때는 예약된 접두어(adp.ln, adp.da 또는 adp.sj)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SiteCatalyst 정보를 제출하면 앱의 Omniture 분석을 설정하는 데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Omniture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주문 처리 번들 상태 수신에 동의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의 위쪽에 있는 [계정 설정]을 클릭하면 주문 처리 번들의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이메일 메시지 수신에 동의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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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리 번들 상태에 대한 알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주문 처리 번들 상태 업데이트 받기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아티클
DPS 시작 안내서
Folio 다운로드 수 이해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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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사용자가 다중 Folio 뷰어 앱을 열기 전에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Folio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Adobe 푸시 서버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을 설정할
경우, 푸시 알림은 사용자에게 새 발행물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리거나 앱이 iOS 뉴스 가판대에 있는 경우 새 발행물의 배경 다운로드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Folio를 발행한다고 해서 자동 푸시 알림이 트리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Folio를 발행하거나 업데이트한 후에는 준비가 되면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알림] 단추를 클릭하여 푸시 알림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장치로 보다 안정적으로 배달하기 위해 Adobe의 푸시 서버는 알
림을 한 번만 보내지 않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보냅니다.
푸시 알림 기능은 다중 Folio 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Folio 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표준 푸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포함됩
니다. 이 부분은 이 아티클의 뒤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푸시 알림 환경은 뉴스 가판대 앱 및 뉴스 가판대 이외 앱에서 다릅니다.
뉴스 가판대 이외 앱 발행자가 [알림] 단추를 클릭하여 새 Folio 또는 업데이트한 Folio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에게 앱 아이콘의 빨간 배지가 나타납니
다.

푸시 알림은 한 개의 새 Folio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뉴스 가판대 앱 발행자가 [알림] 단추를 클릭하여 새 Folio 또는 업데이트한 Folio를 표시할 경우, 앱 구독자에게만 배경에 다운로드한 Folio 수를 표시
하는 앱 아이콘의 빨간 배지가 나타납니다. iOS 7에서는 구독자가 앱을 열 때까지 뉴스 가판대의 앱 표지 아래에 파란 점이 나타납니다. 구독자 및 비
구독자 모두의 경우, 표지 이미지가 최신 Folio 표지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뉴스 가판대 앱에는 푸시 알림이 필요합니다.

뉴스 가판대 앱 구독자는 표지 이미지 아래의 파란색 점 및 뉴스 가판대 아이콘의 빨간색 배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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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에 필요한 푸시 알림 인증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PS Dashboard에서 iPad Publishing Companion Guide PDF를 다운
로드하십시오.

맨 위로

푸시 알림 보내기
1. Application 역할 계정을 사용하여 DPS Dashboard에 로그인한 후 [Folio Producer]를 클릭합니다.
2. Folio 또는 모든 Folio 변환이 발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Folio Producer Organizer에서 [알림]을 클릭합니다.

맨 위로

타사 푸시 알림 설정(Enterprise만 해당)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뷰어 앱을 만들 때는 Adobe 푸시 알림 서버를 사용하거나 자신만의 푸시 알림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사 푸시 알림 서버를 만들 때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설정할 때는 뷰어가 다음 정보를 보냅니다.
newsstandEnabled
=> 0 (this is ‘8’ when newsstand is enabled)
badgeEnabled
=> 1
token => <device specific token>
soundEnabled => 2
devId => <device_specific guid>
alertEnabled => 4
targetDimension => <device specific string>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 외에 추가 속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동일한 푸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를 설정할 때 추
가 이름/값 속성(예: "app => cycling")을 지정합니다. DPS App Builder에서 [프로비저닝] 패널의 [사용자 정의 푸시 매개 변수] 필드에 이러한 추가 속
성을 지정합니다.

맨 위로

문자 알림 보내기

iOS 장치의 반복 독자와 구독자에게 사용자 정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새 컨텐츠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알림은 모든 뷰어 버전에서 작동하지만
앱 라이브러리를 여는 옵션은 v30 이상의 뷰어가 필요합니다.
1. 적절한 Application 역할을 가진 Adobe ID를 사용하여 DPS Dashboard(https://digitalpublishing.acrobat.com)에 로그인합니다.
2. [알림]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설정을 변경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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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텍스트 알림을 누를 때 발생하는 상황을 지정합니다. "앱 실행"을 선택하면 앱이 현재 읽기 위치에서 실행됩니다. v30 이상의 앱이 있
는 경우 앱을 실행하고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스토어 또는 슬롯을 표시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전송할 문자 알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4. 다음 옵션을 지정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유형 알림을 테스트 앱([개발])에 보낼지, 라이브 앱([배포])에 보낼지 선택합니다.
대상 고객 문자 알림의 대상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hone을 선택하면 iPhone 버전 앱을 다운로드한 고객에게만 문자 알림을 보낼 수 있습
니다.
또한 30일 이상 앱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SiteCatalyst Analytics 계정이 있는 경우 하위 그룹 고객에 대한 정보를 CSV 파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기반 푸시 알림을 전송할
때 이 CSV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PS 개발자 센터의 분할된 푸시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시간 나중을 위해 문자 알림 전송을 예약하려면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후 일정 아이콘에서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또한 문자를 편집
하여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자 알림을 보내거나 예약된 문자 알림을 대기열에 제출하려면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앱에서 보낸 텍스트 알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된 문자 알림이 아직 전송되지 않은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문자 알림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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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에 표시되는 문자 알림
문자 알림은 앱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자가 푸시 알림 수신에 동의한 모든 iOS 장치에서 표시됩니다.
417에 대한 HTTP 상태 메시지
푸시 알림을 시도할 때 HTTP 417 상태 메시지를 받을 경우, 푸시 알림 인증서를 사용하여 Apple APNS와 SSL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푸시 알림 인증
서가 유효한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에서 Apple 푸시 알림 사용
Adobe DPS 앱에서 Apple 푸시 알림을 활용
하여 사용 가능한 새 발행물을 사용자에게 알
리고 뉴스 가판대 배경 다운로드를 트리거합
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Scott Dreier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www.adobe.com/devnet/digitalpublishing...

Urban Airship을 DPS Push Provider로 사용
Scott가 Urban Airship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DPS 경고 알림을 보내고 뉴스 가판대 다운로
드를 iOS 장치로 트리거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Scott Dreier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http://www.adobe.com/devnet/digitalpublishing...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171

소셜 미디어 공유 사용
iPad 또는 iPhone용 사용자 정의 다중 발행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셜 미디어 공유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고객은
Viewer 앱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Facebook, Twitter, Pinterest, 이메일로 아티클을 공유하거나 복사 및 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메시지에 아
티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브라우저에서 "Content Viewer for Web" 옵션을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아티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든지 웹용 Adobe Content Viewer("Web
Viewer"라고도 함)에서 아티클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iPad에서 아티클 링크를 누르는 모든 사람은 Mobile Safari Web Viewer 버전("아티클 뷰
어"라고도 함)의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환을 올바르게 설정한 경우 iPhone에서 아티클 링크를 누르는 모든 사람이 앱을 열거나 다운로드하고 아
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정품 Folio의 아티클이 보호되는 경우 컴퓨터의 Web Viewer와 iPad용 아티클 뷰어에서 모두 아티클에 Paywall이 표시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
분 무료 아티클 보기의 한도에 도달한 경우 Paywall이 "부분 무료"로 설정된 아티클을 덮을 수 있습니다. v29 이상 앱의 경우 무료로 표시된 아티클 또
는 무료로 게시된 Folio의 아티클에는 Paywall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 공유 작업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PS 앱에 소셜 미디어 공유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Web Viewer에서 공유 아티클 보기는 다운로드 수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셜 미디어 다운로드 수를 참조하십시오.

앱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를 사용하는 절차 개요
앱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를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순서는 관계없음).
1. DPS App Builder에서 앱을 구축할 때 소셜 미디어 공유를 켜려면 "공유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앱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 실행
iOS 7 장치에서 활동 시트는 앱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옵션을 판단합니다. "공유 사용" 옵션을 선택합니다. iOS 6 장치의 경우
Facebook SDK의 광고 식별자 참조와 관련한 새로운 제한 사항으로 인해 2014년 2월 11일 이후에 빌드된 모든 앱에서 소셜 공유 메뉴를 더 이
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iOS 6 특정 설정"의 옵션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iOS 7에서는 현재 iOS 설정에 Facebook 또는 Twitter 자격 증명을 입력한 경우에만 Apple 이외 앱의 공유 메뉴에 Facebook 또는
Twitter가 표시됩니다. 독자가 Facebook 또는 Twitter 공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내용의 DPS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독자는 대화 상자를 닫거나 “나중에 알림”을 선택하여 다음에 공유를 설정할 때 대화 상자가 다시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2.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앱의 iTunes 응용 프로그램 URL을 지정합니다.
이 URL은 공유 받는 사람이 장치에서 링크를 눌러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여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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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하여 Web Viewer의 Application 계정을 구성합니다. Content Viewer for Web 사용을 선택하고 다른 설정을
지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Content Viewer for Web에서 공유 아티클 보기를 허용하십시오.

4. Folio를 생성할 때 변환을 적절하게 설정하십시오. 앱이 iPad와 iPhone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변환에 대해 같은 아티클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Web Viewer 전용 변환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1024x768 Folio는 Web Viewer에 사용됩니다. Web Viewer 전용 변환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5. Folio Producer 편집기를 사용하여 Folio의 아티클을 [무료], [부분 무료] 또는 [보호됨]으로 표시한 후 Folio를 게시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Web
Viewer에서 사용자는 Paywall 한계값에 도달해도 무료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반 정품 Folio의 Paywall 한계값에 도달해도 부분 무료
아티클을 볼 수 있으며 그 후 Paywall이 표시됩니다. Folio에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보호된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클 액세스 설정은 앱에서 실행하면 무료 아티클 미리 보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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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액세스를 [무료], [부분 무료], [보호됨]으로 변경

컴퓨터에서 DPS Tips 보기
데스크톱 브라우저에 표시된 DPS 문서의 예
를 보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Bob Bringhurst
http://blogs.adobe.com/ind...

http://blogs.adobe.com/indesigndocs/2013/01/v...
나의 재능 기부
Adobe Community Help

소셜 미디어 공유 고객 작업 과정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Folio를 설정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원하는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여 1024x768 Folio를 만듭니다. 이제 PDF 아티클이 PNG 형식을 사용하여 Web Viewer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Web Viewer 전용 Folio를 만들려면 원하는 Folio 크기를 사용하여 Folio를 만들고 [Web Viewer 전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Web Viewer 전용 변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장치 모델용 Folio 변환을 만듭니다. iPhone 또는 iPad HD에서 공유된 모든 아티클이 iPad SD(1024x768) 변환 또는 Web Viewer의 Web
Viewer 전용 변환으로 매핑되고 이 아티클 링크가 장치의 해당 변환으로 매핑됩니다.
변환을 만들 경우 각 변환의 해당 아티클에 대해 동일한 아티클 이름 값을 사용하여 공유된 아티클이 Web Viewer 및 장치 간에 올바르게 매핑되
는지 확인합니다. Folio 변환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Folio 변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이 iOS 7 장치의 뷰어 앱에서 아티클을 열면 공유 아이콘을 누르고 Facebook, Twitter, Pinterest, 이메일 또는 Copy Link와 같이 실행 가능한 모든
소셜 미디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셜 공유 메뉴는 2014년 2월 7일 이후에 빌드된 앱에 대해 iOS 6 장치의 뷰어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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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소셜 미디어 공유 옵션 선택(iOS 7)
선택한 옵션에 따라 고객이 로그인하여 주석을 입력하고 기타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선택한 경우, 수신자를 지정하고 메시
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티클이 공유되는 경우 아티클에 대한 전체 경로 이름이 링크에 포함됩니다. 일반 정품 Folio는 사용자가 한도에 도달한 경우 부분 무료 아티클 및 보
호되는 아티클 위에 Paywall이 표시됩니다.
아티클을 더 이상 Web Viewer에서 볼 수 없는 경우, Web Viewer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서 지정한 리디렉션
URL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아티클 링크를 클릭하거나 iPad 또는 iPhone에서 링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티클 링크를 클릭하거나 누
를 경우 다음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유 메시지의 기본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DPS App Builder에서 "앱 세부 정보" 페이지의 고급 설정에서 사용 가능한 Customized Strings XML 파
일을 편집합니다. XML 파일을 생성하고 연 다음 "I saw this in."을 검색합니다. %1$@ 문자열은 아티클 이름 변수이고 %2$@ 문자열은 Folio 이름
변수입니다. <key> 태그가 아니라 <en>과 같은 언어 태그를 편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Pad 및 iPhone용 DPS 앱 만들
기를 참조하십시오.
2048x1536(HD) Folio에서 공유되는 경우 고객이 2048x1536 Folio에서 [무료] 또는 [부분 무료] 아티클을 공유한 경우 1024x768 변환 또는 Web
Viewer 전용 변환과 아티클 이름 일치를 설정해야만 Web Viewer에서 아티클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24x768(SD)에서 공유되는 경우 고객이 1024x768 Folio에서 [무료] 또는 [부분 무료] 아티클을 공유한 경우 누구나 Web Viewer에서 링크를 클릭하
면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Web Viewer에 1024x768 SD iPad Folio가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Web Viewer 전용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iPhone에서 공유하는 경우 고객이 iPhone에서 [무료] 또는 [부분 무료] 아티클을 공유한 경우 1024x768 변환 또는 Web Viewer 전용 변환과 아티클
이름 일치를 설정해야만 Web Viewer에서 아티클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iPad에서 아티클 링크를 누를 경우 사용자가 iPad에서 공유 링크를 누를 경우 iPad용 아티클 뷰어에서 아티클 버전이 나타납니다. (아티클
이 보호되는 경우 Paywall이 나타납니다.) 공유 아티클을 미리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하고 지원되는 오버레이와 상호 작용하면 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오버레이 위에는 자리 표시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티클의 위아래에 있는 배너에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열 수 있는 링크(앱이 이미 설치된 경
우)가 걸려 있습니다.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서 iTunes 응용 프로그램 URL을 지정하여 공유 수신인이 앱을 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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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용 아티클 뷰어에서 미리 보고 있는 아티클
사용자가 iPhone에서 아티클 링크를 누를 경우 사용자가 iPhone에서 소셜 미디어 공유 링크를 누를 경우 "앱에서 아티클 열기" 단추가 표시된 시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앱이 사용자의 장치에 다운로드되지 않을 경우,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 iTunes URL을 지정하면 앱이 App Store에 표시됩니다. iTunes
URL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Paywall 단추 URL이 사용됩니다. iTunes URL과 Paywall 단추 URL이 모두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티클을 볼 수 없다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운로드되고 나면 보통 때와 같이 앱이 열립니다. 그 후 공유 아티클을 포함하는 Folio를 구입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앱이 사용자의 장치에 이미 다운로드된 경우, 시작 페이지에서 "앱에서 아티클 열기"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Folio를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olio가 다운로드되면 연결된 아티클이 먼저 다운로드되고 사용자가 [보기]를 누를 때 나타납니다.
앱과 Folio가 둘 다 다운로드된 경우 "Open Article in the App"을 눌러 아티클을 표시하십시오.
Web Viewer에서 사용자가 아티클 제한에 도달했을 경우 유료화 페이지가 [자세히] 단추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를 사용합니다.
Web View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아티클 제한에 도달한 경우 Account Administration 도구에 지정된 [자격 부여 제한 도달 URL]이 표시됩니다.
Folio가 무료로 게시된 경우 v29 이상의 앱에서 Folio가 무료로 게시된 경우 무료 Folio의 모든 아티클은 보호 또는 부분 무료로 설정된 경우라도 Web
Viewe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Web Viewer 기능
지원되는 Web Viewer 브라우저에는 Internet Explorer 9, Explorer 10, Safari, Firefox 및 크롬이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8이 부분적으로 지원되지
만 HTML 아티클, 비디오 및 다른 오버레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바일 브라우저는 아티클의 Web Viewer 버전을 표시할 수 없습니
다.
아티클을 공유하는 고객은 아티클 공유 작업을 위해 iPad에 iOS5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Web Viewer에서 모든 오버레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노라마는 아직 지원되지 않으며 특정 웹 컨텐츠 오버레이가 예기치 않게 작동할 수
도 있습니다. 비디오의 경우 h.264 인코딩의 M4V 또는 MP4를 사용하십시오(MOV는 지원 안 됨). 오디오 파일의 경우 MP3 파일 또는 AAC/MP4 인코
딩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위해 DPS App Builder를 사용하여 개발 앱을 만들고 무료/부분 무료 아티클을 Web Viewer에서 테스
트해보십시오.
모바일 앱에서 표시되는 것과 다른 컨텐츠를 가진 Web Viewer 전용 Folio 변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웹 사이트에서 Web Viewer를 포함하여 표준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eb Viewer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Article Viewer 기능
Mobile Safari Web Viewer("Article Viewer")에 지원되는 오버레이로 하이퍼링크 및 단추, 슬라이드쇼, 비디오, 스크롤 가능 프레임 및 웹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중첩 오버레이 및 HTML 아티클도 지원됩니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 오버레이로는 이동 및 확대/축소 이미지, 이미지 시퀀스, 오디오 및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오버레이 위에는 사용자
가 해당 내용과 상호 작용을 시도할 수 없도록 각각 자리 표시자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페이지별 스와이프 및 가로로만 스와이프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장치에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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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7

AirDrop

독자가 AirDrop(iOS 7)을 통해 아티클을 공유할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공유를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받는 사람이 허용하
면 Safari의 웹 아티클 뷰어에 공유 아티클이 열립니다(iPad). iPhone에서 공유를 받으면 독자에게 iTunes에 액세스하는 웹 시작 페이지 또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Adobe 추천 항목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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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DPS 사용자 포럼
문서 (2012/05/21)
DPS 사용자 포럼

DPS 개발자 센터
문서 (2012/05/20)
고급 DPS 아티클 및 리소스 모음.

DPS Tip 앱
문서 (2012/05/02)
무료 iPad/iPhone 응용 프로그램. Android 장치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DPS 요리책
문서 (2012/05/03)

178

Digital Publishing Suite 도움말
준비 및 실행

도움말 및 자습서

다운로드, 설치 및 설정

Digital Publishing Suite 도움말 및 자습서

DPS에 Adobe ID 사용

시작하기

제품 업데이트(Windows, Mac OS)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많이 본 문제점

리소스

DPS 설치 문제

지원 문의(로그인 필요)

Folio Builder 패널 문제 해결

사용자 포럼에 질문하기

Adobe Content Viewer 문제 해결

릴리스 정보

Folio 게시 또는 업데이트 관련 문제

기능 요청

오류: svr.unknown

버그 신고

알아보기

자세히
Digital Publishing Suite Tips iPad 앱
대화형 오버레이 예를 보고 기본 및 고급 Digital
Publishing 기술에 대해 배우려면 이 무료 iPad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십시오.
Digital Publishing Suite 학습 비디오 채널
제품 전문가의 설명을 따라 Digital Publishing
Suite 기본 기능을 익혀 보십시오.

커뮤니티 질문

묻기

페이지 도구

05/01 Digital Publishing Suite 도움말 |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05/02 DPS App Builder - "custom-icon-disabled-png"를 찾
을 수 없음
05/02 새로운 Android 뷰어. PDF 지원
05/01 v26 - sidecar.xml
05/01 5월 1일 Folio Producer 오류

Facebook에서 공유
Twitter에서 공유
LinkedIn에서 공유
인쇄

이 페이지에서 연결된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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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Extended 목차
DPS 도움말 기본 페이지에는 가장 자주 읽는 DPS 도움말 아티클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비디오 링크, 커뮤니티 아티클, 개발
자를 위한 개발자 아티클을 포함하여 모든 DPS 아티클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위로

시작하기
DPS 시작 안내서
DPS 시작 안내서(Professional 및 Enterprise)
DPS 단계별 안내서(Single Edition)
DPS 설치
DPS 도구 설치
문제 해결 설치
비디오 자습서
AdobeTV DPS 학습 채널
AdobeTV Digital Publishing 채널
교육 리소스
DPS Authoring 교육
DPS 팁

맨 위로

새로운 기능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릴리스 정보 내역
릴리스 정보 및 버그 수정

맨 위로

제작, 디자인 및 레이아웃
DPS 레이아웃 및 디자인 개요
레이아웃 디자인 개요
디지털 출판 디자인
가져온 아티클을 위한 폴더 구조 설정
지원되는 기능 목록
뷰어 앱의 유형
DPS용 소스 InDesign 문서 제작
소스 InDesign 문서 작성
여러 장치용 문서 만들기
다양한 iPad 모델을 위한 DPS 컨텐츠 만들기
iPhone용 DPS 컨텐츠 만들기
다중 렌디션 아티클 작성
DPS Design 기술
부드러운 스크롤 아티클
아티클을 가로로 밀기
아티클 페이지에 대해 PDF를 손가락을 모으고 펴서 확대/축소
DPS용 HTML 컨텐츠 만들기
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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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HTML

DPS용 HTML 아티클 작성
HTMLResources 가져오기
HTML 아티클에 글꼴 포함
HTML 아티클 비디오 로딩 작성자: Colin Fleming
Android 뷰어용 HTML 만들기

맨 위로

대화형 오버레이
오버레이 설명
대화형 오버레이 개요
오버레이 생성 모범 사례
InDesign의 지원되는 대화형 기능
중첩된 오버레이 만들기
대화형 오버레이 문제 해결
하이퍼링크 및 단추
하이퍼링크 및 단추 오버레이
하이퍼링크 액션 비디오. 작성자: Colin Fleming
핫 스팟 단추 만들기. 작성자: Bob Bringhurst
DPS 팁에서 하이퍼링크 및 단추
DPS 팁에서 다른 아티클(navto)로 이동
DPS 팁에서 고급 링크 연결
DPS 팁에서 PDF 파일로 링크 연결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 오버레이
DPS 팁에서 슬라이드쇼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 시퀀스 오버레이

오디오 및 비디오

파노라마

웹 컨텐츠

이동 및 확대/축소

스크롤 가능 프레임

Folio 및 아티클 만들기

맨 위로

Folio 게시

맨 위로

뷰어 앱 제작

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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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서비스

맨 위로

추가 리소스

맨 위로

Twitter™ 및 Facebook 게시물은 Creative Commons 약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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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PS 리소스
이 도움말 시스템 외에 다음과 같은 디지털 출판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포럼
공용 Digital Publishing Suite 사용자 포럼으로 이동하여 질문하고 다른 고객과 함께 참여합니다.
Adobe 웹 사이트
Digital Publishing Suite 도움말 및 지원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지원 질문과 함께 유용한 아티클 및 컨텐츠로의 링크도 제공합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제품 페이지에서는 개요, 가격 정보, 디지털 출판 FAQ 페이지 등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출판 갤러리에서는 Digital Publishing Suite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발행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Digital Publishing Suite 개발자 센터는 분석의 이해 및 푸시 알람 설정과 같은 고급 기능에 대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DPS 상태 페이지에서는 진행 중인 서버 중단 및 계획된 유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습 리소스
Apple 앱 스토어에서 Digital Publishing Suite 팁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 안내서, 블로그 및 설명서를 합친 형태입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Google Play Store와 Amazon Appstore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DPS Tips" 검색). iPad나 모바일 장치가 없으면 컴퓨터에서 DPS
Tips 발행물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 프로세스 및 샘플 파일 시범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DPS 제작 자습서 또는 Digital Publishing Suite 실습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Digital Publishing Suite Twitter 피드나 Digital Publishing Suite Facebook 페이지를 팔로우하십시오.
뷰어 응용 프로그램 게시와 관련된 문서
Professional 및 Enterprise에 대한 iOS 게시 부록 안내서 PDF 및 Single Edition에 대한 단계별 iPad 게시 안내서 PDF에서는 Apple App Store에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 시작 화면 및 아이콘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안내서는 DPS
App Builder의 [도움말]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모바일 장치용 게시 프로세스 안내서에서는 Google Play Store나 Amazon Appstore에 제출할 사용자 정의 뷰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dobe 추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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