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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팁                   

1. 본 매뉴얼은 개방과 공유, 참여의 정신을 지향하며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개 소

프트웨어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2. 통상 공개 소프트웨어라 하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의미하나, 

본 매뉴얼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프리웨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라 명명하였습니다.

3. 프리웨어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단체/조직에게도 프리웨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4. 본 매뉴얼에서 설명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윈도우 XP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테스트되었

으며 오픈오피스와 비교대상으로 사용된 MS 오피스는 오피스 2003 버전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본 매뉴얼은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매뉴얼

의 제작과 확산을 위해 개작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작 시 출처(출처 :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

워크)를 반드시 밝혀 주시고, 개작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 조제호 

팀장 jehoc@hanmail.net)

6. 본 매뉴얼은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ver 1.0 요약판”으로 각각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

한 자세한 사용자 설명서는 별도 문서를 통해 제공됩니다.(43페이지의 사용자 설명서 세부 목차

를 참고해 주십시오)

7. 본 매뉴얼은 2008년 6월 5일에 발간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ver 1.0"입니다. 본 매뉴

얼은 요약판과 6개의 사용자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뉴얼 내용에 대한 업데이

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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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기윤실에서는 2007년 5월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회저작권에 대

해 쉽게 풀어 쓴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실제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

매에 부담이 있는 중소형 교회를 위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한

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 지난해부터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가격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올 5월

에 양사 모두 종교기관을 위한 저렴한 라이선스 상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MS와 한컴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가격이 여전히 부담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 ver 1.0”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

다. 본 매뉴얼은 기존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대체하는 공개(무료) 소프트웨어를 소

개하고, 사용자 설명서를 포함한 매뉴얼입니다.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독점적 지위 및 호환의 편의성을 이유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사용 환경

에 맞는 무료(프리웨어) 또는 오픈소스(통칭하여 공개 SW라고 명명)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숙련자가 아닌 이상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상용 소

프트웨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환경으로 인해 실제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번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연구원 두분의 도움으로 본 매뉴얼을 발간하게 됨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본 매뉴얼은 기존 오픈소스 진영을 중심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안내가 상당부분 진

행되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능력이 낮은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표현들로 인해 

선뜻 사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웹에서 유통되는 사용안내를 참고하

여, 종합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민국 최

초의 공개 소프트웨어 종합 매뉴얼이라 판단됩니다)

컴퓨터 작업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번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

는데, 기윤실은 앞으로 이 매뉴얼이 더 보완되어지고, 더 좋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고,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저작권준수운동을 위한 이 작은 매뉴얼이 한국교회의 신

뢰회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8년 6월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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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경로 정리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경로

오피스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아한글

오픈 오피스
(라이터, 칼크, 임프레스)
http://ko.openoffice.org/

ftp://ftp.daum.net/openoffice/localized/ko/2.4.0/

OOo_2.4.0_Win32Intel_install_ko.exe

CD/DVD 

제작
네로

윈도우의 CD굽기 기능 XP 이상 OS에 기본 포함

파이널 버너 프리
www.protectedsoft.com

http://www.protectedsoft.com/download/fb_free.exe

파일 압축 알집, WinZip

에브리존집
www.everyzone.com

http://www.everyzone.com/StatLog/Clickmysql

Log_10.asp?log_table=w_clicklog200806&adid

=12&url=www.turboupdate.com/test/EZTools/e

zZipSetup055b.exe

다집
www.datools.kr

http://www.datools.kr/DaZip211.exe

7집
http://downloads.sourceforge.net/sevenzip/7z4

58.exe

밤톨이
www.allntop.com

http://www.allntop.com/download/bam97.exe

빵집
/www.bkyang.com

http://www.bkyang.com/download/bz3setup.exe

PDF 

제작(변환)

어도비 

아크로뱃, 

PDF-Pro(유료)

doPDF
www.dopdf.com

http://fileforum.betanews.com/download/doPD

F/1171636577/1

PDForm 2006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12361

5&cat=33

PDF-Pro(독도)
www.pdfpro.co.kr

http://image1.kthard.com/imexsdoc/servlet/We

bLinkDownload/pdfpro_dokdo3-0.exe?weblink

=cc05dee653a5eafe838a241933ee178dc200a

aca3d1032163b44192799eee067

PDF-Pro(문화재) http://www.pdfpro.co.kr/files/PDF-ProSRM.exe

이미지 

편집

포토샵, 

페인트샵

포토스케이프
http://photoscape.co.kr

http://download.photoscape.co.kr/PhotoScape

Setup_V3.1.exe

김프
www.gimp.org

http://downloads.sourceforge.net/gimp-win/gim

p-2.4.5-i686-setup.exe

 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오른쪽의 다운로드 경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는 경로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인 후 엔터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② 단, PC의 보안설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팝업 설정 및 기타 ActiveX 컨트롤(프

로그램) 등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거나,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다운로드 경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이트나 개발사의 웹사이트 관리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경로를 확인한 후 다

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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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면서

   1.1. 소프트웨어의 잠김(Lock-in) 효과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3. 공개소프트웨어 vs 프리웨어

   1.4.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등의 안정성

   1.5.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소프트웨어 현황

우리가 흔히 개인용 및 사무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는 그 사용하는 용도, 기능,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자기에게 꼭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사

용법을 배우고 원하는 작업을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듭니다. 게다가 일상 사무에서 흔

히 접하는 소프트웨어는 대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기 있는 소수의 제품이며, 독점성을 

갖게 됨에 따라 구입 가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중에는 일 년에 몇 번 사

용하지 않는 것이면서도 구입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소프트웨어마저도 있습니다. 그런 제

품을 하나만 사서 많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다면 그나마 비용부담이 줄어들겠으나 이마저도 여

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작용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창작물의 특성상 손쉽게 복사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유혹적인 맹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법복제의 발생빈도는 그 국가 및 

국민의 생활수준과 대체로 비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일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에 관한한은 후진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내에 설치되어 구동되면서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하

는 상품임에는 변함이 없고,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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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불법복제가 엄연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복제의 방

법이 너무 쉽고 비용적인 측면의 유혹이 많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점도 불법복제가 줄어들

지 않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상용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를 컴퓨터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그 방법은 흔히들 알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대체 소프트웨어를 제시하거나 비상업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하는 방법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고 갑시다>

•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이름에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상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을 총칭

하여 대표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한 후 실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작동에 초점을 두고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관점에서 부르는 이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으로 지칭되는 이름은 사용하는 입장의 관점에서 이름 붙여졌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의 입장이거나 어떤 업무를 손쉽게 해주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거나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특히 솔루션은 사용자별로 요구사항을 달리 할 경우 커스터마이징을 함으로써 특정 조직 

또는 사용자에게만 알맞게 변형이 가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아직까지 이런 명칭은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대략 위와 같은 정도만 구분하

여도 좋을 듯합니다.

1.1. 소프트웨어의 잠김(Lock-in) 효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겠

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잠김(Lock-In)효과에 대한 것 입니다. 잠김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유인(誘引)이라

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든지 신발을 신든지 차를 구입하면서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제작자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잠김 효과를 유발하는 원

인은 이들과 약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의 잠김 효과는 그 기능을 배우기까지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간의 데이터 공유 및 호환성 등이 잠김 효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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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텔레비전을 산다고 가정하면 실제 매장의 종업원은 텔레비

전 하나의 기능과 디자인 등을 소개하는 데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용자 역시 화면의 

크기, 텔레비전의 디자인, 가지고 있는 기능 몇 가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하는 텔레비전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텔레비전을 몇 년 사용하다가 싫증

이 나면 다른 회사, 다른 디자인의 제품으로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기능에 대한 이해도 쉽고, 어

떤 텔레비전도 동일하게 방송을 수신하여 화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를 파는 사람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사용하는 방법 등

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해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소비자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

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적게는 수십 가지 기능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가지 또는 그 이상

의 기능을 갖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후에 교육을 받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육은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그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좀 더 나은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나오

더라도 쉽게 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배우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이 만

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습에 의한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자료(Data)나 문서(Document)를 새로운 소

프트웨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아예 변환이 되지 않아 이전 

자료를 포기하고 새롭게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호환성에 의한 잠

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발 소프트웨어가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그 사용법

(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라고 합니다)을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육에 의한 잠

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으로 새 소프트웨어 사용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제 '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위반한다거나 불법복제를 한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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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라이선스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정하는 권한은 대부분 소프

트웨어를 판매하는 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마케팅 전략상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판매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뤄본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라이선스 방법은 한 대

의 컴퓨터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

(CPU, Central Process Unit) 1개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듀얼코어, 쿼드코어 등 하

나의 중앙처리장치가 2개 혹은 4개의 중앙처리장치가 작동하는 효과를 내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1CPU 기준의 라이선스는 머지않은 장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변화의 폭은 아

직 미지수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제품 라이선스로 2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 있습니다. 단 여러 대라고 하더라도 그 수는 역시 판매회사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 라이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격 할인을 하고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해 단체 라이선

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라이선스는 제품 기준 라이선스보다 종류가 더 다양합니

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SA(Site Agreement),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CA(Campus Agreement), 비영리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AA(Association Agreement) 등 소

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본 글의 목적과 달리 교회를 위한 단체 라이선스를 기업들이 열심히 제시하여 교회 사역에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저렴하게 좋은 소프트웨

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

사에게……. 교회를 위한 별도 라이선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라이선스의 개념으로 번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일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구

매할 때 함께 제공되는 번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판매자가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무상으로 제공되는 듯 보여도 실제 컴퓨터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으로써 일반적인 라이선스 조건과 달리 설치될 컴퓨터를 제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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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소개한 것 이외에 좀 색다른 라이선스가 있는데 흔히들 총칭하여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

선스(Open Source Software Licens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 저작권자가 정하는 일정

한 기준을 준수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뿐 아니라 소스코드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 라이

선스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수 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GPL(General 

Public License)입니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저작권에 의한 구속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

는 소프트웨어를 폭넓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개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때때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Copy 

Right와 상반되는 성격 때문에 Copy Left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라이선스의 개념과 유사하면서 약간 다르게 불리는 명칭에는 프리웨어, 애드웨어, 쉐어웨어 등

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3. 공개소프트웨어 vs 프리웨어

최근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공개 소프트웨어와 프리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앞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으면서 제

작된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 프리웨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 

또는 개인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얼핏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프리웨어는 개발주체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만 제공하므로 변형이 불가능 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프리웨어간의 또 다른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운영

체제의 다양성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윈도우, 리눅스, 매킨토시 등 운영체제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운영체제하에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프리웨어는 그 출발

점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윈도우 이외의 운영체제에서는 구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공개 소프트웨어도 실행을 할 때는 프리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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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만 이제까지 소프트웨어를 명명하고 사용해 온 환경이

나 관행상 그렇게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프리웨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프리웨어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개

인, 단체의 구분 없이 무한정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부여된 프리웨어가 있습니

다. 개인에 한해 프리웨어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입니다. (이 

예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공급하는 자가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프리웨어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애드웨어, 쉐어웨어 등은 프리

웨어보다는 개발한 기업 및 개인에 의해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애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는데 본래의 기능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지만 개발

자가 삽입한 광고를 반드시 봐야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소프트웨어입니

다.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개발에 들어간 노력의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받는다고 이

해하면 됩니다. 단, 애드웨어는 최근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강제로 광

고를 노출시키거나 사용자 정보를 유출시키는 스파이웨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

야 합니다. 

쉐어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약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

다. 제약의 종류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날 수에 제한을 둔다거나, 일부 기능을 사용

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다거나, 사용자가 만드는 자료에 특정한 표시(이를 '워터마크' 라고도 

합니다.)를 강제로 삽입하여 활용상의 제약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제약을 둡니다. 짐작되듯

이 쉐어웨어를 제작하는 목적은 사용자에게 상용으로 판매할 소프트웨어를 홍보할 목적으로 제

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짧게 사용해도 되거나 워터마크를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거나 한다면 쉐어웨어도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체

험판'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는 쉐어웨어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4.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등의 안정성

무료로 제공된다는 조건에서 짐작이 되겠지만 일부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등은 상용 소프

트웨어보다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상용 소프트웨어만큼 뛰어난 안정성을 갖출 뿐 아니라, 상용제품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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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빠르게 버그 잡기, 기능개선, 사후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 있으므로 제

대로만 고른다면 흙 속에서 진주를 건지는 것처럼 비용부담 없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

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웨어 및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실제로는 상용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출시되는 빈도 이상으로 새로운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무료로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압축용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제품이 나왔다가 사라지거나 프리웨어에서 상용 

제품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새로 나오는 무료 소프트웨어에서 이전의 압축파일 처리를 문제없이 

해결함으로써 제품이 바뀌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압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소프트웨어 현황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내로써 앞으로 제시할 

소프트웨어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소프트웨어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거나 

하는 특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한 것

임을 미리 밝힙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계속 나올 것이며, 그 때마다 내용을 풍성히 채워 교역자 분

들께 보다 유익한 정보로 쌓여 가기를 원합니다.

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소프트웨어

오피스(워드프로세서)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아래아한글
오픈 오피스

CD레코딩 네로 파이널 버너 프리

백신 V3 -

압축 알집, WinZip
에브리존집, 다집, 7집

밤톨이, 빵집

PDF 작성 어도비 아크로뱃, PDF-Pro
doPDF, PDForm 2006

PDF-Pro(독도, 문화재)

이미지편집 포토샵, 페인트샵 김프, 포토스케이프

영상편집 피나클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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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소프트웨어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개

발한 개발사(개발자)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

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포털 사이트의 다운로드 서비스나 다운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개발사 또는 기술지원 사이트는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시하겠으며, 여기서는 다운로드 사이트 몇 곳을 소개드립니다.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보물섬 http://www.bomul.com/

마이폴더 http://www.myfolder.net/

네이버자료실 http://file.naver.com/

심파일 http://simfile.chol.com/

앳파일 http://www.atfile.com/

지디넷 자료실 http://download.zdnet.co.kr/pds/

쉐어웨어 코리아 http://www.shareware.co.kr/ .com은 해외사이트

씨넷 자료실 http://www.download.com/ 해외사이트

투카우 http://www.tucows.com/ 해외사이트

이들 사이트 중 일부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기도 하며, 다운로드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 

ActiveX 컨트롤(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사이트'라고 검색되는 사이트 중에서는 불법으로 소프

트웨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경우 이 점에 유의하여 불법 유

통되는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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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문서편집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2.1. 오피스 개요

   2.2. 오픈오피스 소개

   2.3. 오픈오피스 설치

   2.4. 오픈오피스 구동

   2.5. 라이터

   2.6. 칼크

   2.7. 임프레스

2.1. 오피스 개요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는 과거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도구 등 개별적

으로 나뉘어 판매되던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주로 기업 등에서 사무

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오피스'라는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

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 묶음판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오피스 시

장의 선두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피스 패키지의 대부분이 워드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도구, 스프레드시트의 3가지 주요 프로

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미지 편집, 데이터베이스, 메일 프로그램, 개인정보관리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의 다양한 부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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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습니다.

오피스 제품의 종류를 보면 MS오피스, 한컴오피스, 오픈오피스, 스타오피스, 구글오피스, 훈민

정음오피스, 씽크프리오피스, 테크다임오피스 등 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제품의 기능적 

특징을 일일이 비교 제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여기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MS 오피스에 대응되는 제품이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피스 제품으로 오픈

오피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픈오피스를 선택하여 제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MS오피스의 문서를 상당한 수준

으로 문서의 깨짐 없이 읽어 들입니다. 여기서 읽어 들이는 MS오피스 문서는 2003 이하 버전

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래 출시된 오피스 2007버전의 문서호환성은 

현재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준비 중이며 멀지 않은 날에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문서 포맷에 대한 호환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

해 지고 있다는 점은 MS오피스와 경쟁하는 제품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문서 호환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ODF(Open Document Format) 파일포맷을 

표준 문서로 지정하고 있어 향후 이 포맷의 활용이 확대되면, 어떠한 문서편집기로도 동일한 

문서를 작성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위기의식을 느

꼈는지 직접 공개문서 표준인 Open XML을 개발하여 ISO에 표준안으로 제출해 놓고 심사 중

에 있습니다.

2.2. 오픈오피스 소개

2.2.1. 오픈오피스 탄생

독일 회사 스타디비전이 스타오피스를 상용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했던 것을 1999년에 썬마이크

로시스템즈1) 사가 이를 인수하여 보완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LGPL(Lesser GPL, GPL보다 제약이 덜한 라이선스)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였으며 홈페이지(www.openoffice.org)를 통해 공개SW 프로젝트가 개설되었습니다.

1) 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는 오픈오피스와 별개로 스타스위트(Star Suite) 제품을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 

패키지 일부가 오픈오피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오픈오피스와 유사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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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호환성 확대와 성능개선을 목표로 버전 2.0 작업을 추진했으며 

2005년 출시를 통해 2008년 현재 2.4버전 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버전과 

버그 수정버전이 교차 출시되고 있습니다.

2.2.2. 오픈오피스의 특징

오픈오피스의 가장 큰 특징은 MS오피스와 유사한 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파일

의 호환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비록 파일 불러들이기(Import)와 내보내기(Export)방식으

로 열고 저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오피스 포맷의 파일을 바로 

열고 바로 닫는 것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여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약간은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파일도 최근 사용되는 문서, 그림, 웹문서 등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기 

기능에서 파일의 크기변화에 상관없이 해상도를 유지하는 벡터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플래시 

파일인 SWF2)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눅스, 윈도우, 매킨토시, 솔라리스, 유닉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범용

성이 뛰어난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오피스에 포함된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ICON 프로그램명 기능 설명

Writer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사용자일 경우 쉽게 사용이 가능한 UI3)를 가지

고 있으며 기능 또한 다양하다 특히 PDF형식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

는 기능과 웹페이지 자동 생성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alc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파일과 호환성이 높으며 사용법도 유사합니다.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Impress
파워포인트와 사용법이 유사하며 어도비 플래시(SWF)파일과 PDF로 

전환이 가능하며 PPT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Base
엑세스와 유사하며 ODBC, MySQL, PostgreSQL에 대한 프론트-엔드

로 사용하며 양식과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raw
코렐 드로우와 같은 벡터 그래픽 편집기로 여러 가지 선 스타일 편집

기를 사용하녀 순서도와 같은 도면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Math
수식 편집기와 유사한 도구로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으며 PDF로 

보내기가 가능하며 오픈오피스 Writer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SWF(Shorkwave Flash)는 쇽웨이브사에서 제공하는 플래시 파일의 포맷 또는 확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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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오피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명 확장자 설명

Writer
ODT  ▪ODF 텍스트 파일 확장자

OTT  ▪ODF 텍스트 서식 파일 확장자

Calc
ODS  ▪ODF 스프레드시트 파일 확장자

OTS  ▪ODF 스프레드시트 서식 파일 확장자

Impress
ODP  ▪ODF 프레젠테이션 파일 확장자

OTP  ▪ODF 프레젠테이션 서식 파일 확장자

Draw
ODG  ▪ODF 그리기 파일 확장자

OTG  ▪ODF 그리기 서식 파일 확장자

Base ODB  ▪ODF 데이터베이스 파일 확장자

오픈 오피스의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  점 단  점

▪개인 및 기업 등에 관계없이, 라이선스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

▪상용 MS오피스와 호환성이 높음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의 읽기/쓰기

가 가능

▪관공서, 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래아

한글 3.0/97(2002) 파일도 읽음

  - 편집은 오픈오피스 파일 포맷으로 변환 후 

가능(일방향 호환성 확보)

▪별도의 PDF제작 소프트웨어 없이 PDF로 

저장 가능

▪사용자가 열고자 하는 문서의 확장자를 자

동 인식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동

시킴

▪문서작성에 포함되는 객체4)에 대한 조작이 

오피스보다 불편함

  - 아래아한글과 복사/붙여넣기 호환 불안정 

등

▪전반적으로 오피스에 비해 지원하는 기능면

에서 다양성이 다소 부족함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

며, 메뉴 배열의 중복이 있음

  - 사용자의 편의성 보다 개발자의 직관에 의

해 설계된 듯한 인터페이스가 일부 있음

▪실행속도가 오피스보다 다소 느림

3)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약어로 프로그램이사용자로부터 다양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실행결

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4) 문서상에 놓일 텍스트, 표,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일체의 요소를 객체(Object)라고 칭합니다. 부르기에 따라 

'객체' 또는 '개체'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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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프오피스 설치

2.3.1. 오픈오피스의 설치를 위한 다운로드

오픈오피스의 한글버전은 현재까지 2.4버전이 가장 최신입니다. 오픈오피스를 구할 수 있는 사

이트 주소는 http://ko.openoffice.org (영문 사이트의 주소는 http://www.openoffice.org/)이며,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2.3.2. 설치 안내

윈도우용 오픈오피스는 윈도우 98/ME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XP를 권장합니다. 하드 디스크 

공간은 압축을 푸는 예비 공간 이외에 약 300MB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비 공간까지 감안한다

면 약 600~700MB 정도 여유 공간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픈오피스 설치파일은 하나의 실행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저장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바로 설치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설치파일 실행 초기화면] [압축 풀기]

실행파일은 하나의 큰 압축실행파일이므로 설치 파일을 실행 시키면 먼저 압축된 내용을 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압축을 풀기 위한 임시 폴더를 묻는 창이 나타났을 때 C드라이브에 공간상

의 제약이 없다면 디폴트로 설정된 폴더에 그냥 압축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디폴트로 압축해제를 하는 폴더는 바탕화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설치가 끝나고 지우기에도 편리

합니다. 압축풀기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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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풀기 진행] [설치 시작]

압축풀기 진행 창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압축파일이 다 풀리고 비로소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

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 [사용자 정보 입력]

설치를 위해 사용권 계약 내용을 읽고 '사용권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함'을 선택 한 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용자 정보 창에서 사용자 이름과 조직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컴

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오픈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지, 현재 로그인 된 사용

자(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자)단독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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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옵션 선택] [연결 문서 선택]

설치 유형을 묻는 창에서는 특별히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다면 전체 

설치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 설치를 선택하면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설치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설치유형 선택이 끝나면 다음으로 MS오피스의 문서파일 포맷을 오픈오피스에 연결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모두 체크를 하면, MS오피스용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열고자 할 때 기본프로그램으로 

오픈오피스가 실행됩니다. MS오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준비] [파일 복사]

기본적인 설정을 다 선택한 후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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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설치를 마치고 윈도우 [시작]메뉴를 열어보면 오픈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2.4. 오프오피스 구동

오픈오피스는 MS오피스 보다 약간 움직임이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

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개발환경과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

나 최근 2~3년 사이에 출시된 컴퓨터 환경이라면 사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오피스 로고]

최초 오픈오피스를 구동하면 로고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픈오피스를 지원하는 썬마이크로시

스템즈 사의 로고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고 창 상태에서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

한 파일과 설정을 로드하는 프로그레스 바가 아래쪽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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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흔히 '오픈오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오픈오피스의 정식 이름은 

'OpenOffice.org'입니다. 굳이 읽자면 '오픈오피스 점 오알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오픈오피스'

라는 이름이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

로 불리는 '오픈오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최초 시작 화면] [사용권 계약]

오픈오피스를 최초 실행하면 재차 라이선스 내용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창이 뜹니다. 

설치할 때 동의하는 라이선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기회가 없었지만 일단 오

픈오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에 

걸친 라이선스 동의 방법은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라이선스에 동의를 하기 위한 버튼이 처음엔 비활성화 상태이며 라이선스의 내용을 끝까지 스

크롤하여야만 [동의]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버튼을 이용하여도 되고 창의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찍어서 아래로 내리면서 읽어도 됩니다.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권 계약 내용은 한글이 아닌 영문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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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력] [온라인 업데이트 설정]

동의 후 다음 창에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터넷이 활용가능한 상태의 컴퓨터라면 '온라인 

업데이트 확인'을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둡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또는 기능의 개선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갱신해 주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등록] [데이터베이스 선택]

사용등록을 할지 여부를 묻는 창에서는 사용자 등록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마법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취소를 하고 빠져 나와도 사용상에 지장은 없습니다.

오픈오피스는 MS오피스와 달리 통합된 작업창에서 워드 문서, 스프레드시트 문서, 프레젠테이

션 문서를 모두 열어서 작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겐 약간 낯

선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만 익숙해지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작은 라이터

(Writer)로 했어도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새로 생성하거나 열면 칼크(Calc)로 작업환경이 바뀌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새로 생성하거나 열면 임프레스(Impress)로 작업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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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파일포맷]

[텍스트 파일 포맷]

[프레젠테이션 파일 포맷]

[기타 파일 포맷]

[오픈오피스로 열 수 있는 파일포맷][이미지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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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라이터(Writer5))

2.5.1. 라이터(Writer) 소개

흔히 문서를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는 아래아한글과 MS워드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에서는 MS워드를, 관공서와 학교에서는 아래아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

그램은 단품 형태로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입해야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오피

스에 포함된 라이터(Writer)는 이들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훌륭한 문서편집기입

니다. 

라이터는 아래아한글 3.0/976) 버전의 문서까지 읽어 들일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되었듯이 MS워

드는 2003버전의 문서까지 읽어 들입니다. 이들 두 워드프로세서의 문서와 호환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읽어 들일 때 수식 같이 특별히 자체 작성방법을 사용하는 

일부 내용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문자, 도표, 그림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들

은 대체로 내용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약간의 노력

과 시간을 들이면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들 상용제품에는 없거나 별도

의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한 PDF7)(최신 버전의 아래아한글이나 워드에서는 PDF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SWF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2.6. 칼크(Calc8))

2.6.1. 칼크(Calc) 소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도표와 계산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서에 주로 사용합니다. 격자 형

태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창의력에 따라 무궁무진한 서식과 활용방법9)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식 한글 이름이 없으므로 정확한 영어읽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라이터'로 명명합니다.

6) 아래아한글 문서는 파일포맷이 비공개되어 많이 깨지며, 2002 문서는 텍스트 정도만 읽어 들입니다.

7) PDF(Potable Document Format)은 어도비사에서 최초 개발된 문서의 포맷 또는 확장자입니다.

8) 공식 한글 이름이 없으므로 정확한 영어읽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칼크'로 명명합니다. 캘크로도 읽힘.

9) 제가 아는 어떤 분은 MS오피스의 엑셀을 워드프로세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표현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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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스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로터스 1-2-3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윈도

우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몇 종류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내 

엑셀로 기울었습니다. 현재는 스프레드시트라는 이름보다도 엑셀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만큼 엑셀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엑셀이 좋고 강력한 소프트웨어임을 반

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엑셀의 명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오픈오피스의 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크 역시 

오픈오피스 패키지의 일부로 무료로 제공되면서도 엑셀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크 역시 라이터와 마찬가지로 주 경쟁상대인 엑셀의 문서와의 호환성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

해 왔으며 따라서 엑셀2003 버전의 문서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7. 임프레스(Impress10)

2.7.1. 임프레스(Impress) 소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화면구성을 통해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 발표 화면을 작성하도록 지원합니다. 

하나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고 발표 자료에 대한 설명문을 

붙여 핸드아웃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하바드 그래픽스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툴이 

있었으나 시장 형성이 미미하였고 파워포인트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으며 현재까

지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툴도 파워포인트라고 자주 불

리고 피피티(PPT11))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임프레스는 파워포인트와 경쟁할 만한 프레젠테이션 툴입니다. 따라서 임프레스도 경쟁상대인 

파워포인트 문서와 호환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공식 한글 이름이 없으므로 정확한 영어읽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임프레스'로 명명합니다.

11) ppt는 파워포인트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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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CD/DVD 제작 소프트웨어

   3.1. CD/DVD를 제작하기 전에…….

   3.2. 윈도우의 CD굽기 기능 활용

   3.3. 파이널 버너

CD/DVD를 굽는 소프트웨어(CD/DVD Burner)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Ahead사의 네로가 

있습니다. 네로의 정확한 이름은 네로 버닝 롬(Nero Burning ROM)입니다. 

과거에는 십 수개의 다양한 CD버너가 경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네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Roxio사의 Easy Media Creator나 듀플러(Dupler)라는 CD/DVD버너가 있

습니다. 이들과 약간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알콜120%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CD/DVD버너

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고 있는 윈도우 기능 중에도 CD를 굽는 기능이 있습니다.

3.1. CD/DVD를 제작하기 전에.....

CD/DVD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에는 단지 소프트웨어만 설치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

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이전에 먼저 CD/DVD Writer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D/DVD Writer는 장착방식에 따라 컴퓨터 본체에 붙여 설치하는 내장형과 컴퓨터와 별도로 떼

어서 사용할 수 있는 외장형으로 나뉩니다. 사용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내장형은 외장형에 

비해 저렴한 것이 장점이며, 외장형은 컴퓨터를 옮겨가며 사용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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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CD/DVD Writer] [외장형 CD/DVD Writer]

또 설치된 CD/DVD Writer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장치구동을 위한 드라

이버12)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CD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장치구동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CD버너 소

프트웨어는 CD를 쓸 수 있는 장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치 

드라이버는 CD/DVD Writer를 구매할 때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사용 중 제공된 드라

이버CD를 잃어버렸더라도 대개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2. 윈도우의 CD굽기 기능 활용

소프트웨어 명 윈도우 CD굽기(탐색기,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성 ★

소개 버전 윈도우 XP, 미디어플레이어 9 안정성 ★★★★☆

파일 크기 n/a 호환성 ★★

제작자(국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편의성 ★★

다운로드 윈도우 설치시 포함 디자인 ★☆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하지 않고 CD를 굽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윈도우XP 이상의 버전에서 제

공하는 CD굽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D굽기 기능은 '윈도우 탐색기'와 '미디어 플레이어'에 

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지 않고 매우 기본적인 기능

만 갖추고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들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한 데이터 CD와 오디오 CD를 제작하는 이외에 CD이미지 변환

12) Driver, 장치를 컴퓨터에서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체계(OS)와 연결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

우의 경우 일부 표준적인 장치나 잘 알려진 장비제조업체의 장치 드라이버를 다양하게 내장하고 있기도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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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나, 오버 버닝, DVD제작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하게는 데이터CD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간단한 데이터CD나 오디오CD를 제작할 수 있고 때로는 긴요하게 쓰일 수 있으므

로 기능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CD버너 기능은 'Easy CD Creator' 또는 'Easy Media 

Creator'로 잘 알려진 'Roxio'사로부터 기술을 빌어다 쓰는 것입니다.

3.3. 파이널 버너

소프트웨어 명 파이널 버너 기능성 ★★★★★
소개 버전 1.29.0.125 안정성 ★★★★☆
파일 크기 8.86MB 호환성 ★★★★★
제작자(국가) 프로텍티드소프트/ProcetedSoft 편의성 ★★★☆

다운로드
http://www.bomul.com/view.html?id=53679

http://www.protectedsoft.com/download/fb_free.exe13)
디자인 ★★★★☆

국내에서 개발한 프리웨어 CD/DVD버너는 개인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개발된 

프리웨어인 '파이널 버너'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이널 버너는 현재 개인 및 단체 모두 무료로 사

용할 수 있는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13) 다운로드 할 주소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이트나 개발사의 웹사이트 관리 방침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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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압축 소프트웨어

   4.1. 에브리존집

   4.2. 다집

   4.3. 7집

   4.4. 밤톨이

   4.5. 빵집

   4.6. 선택에 대한 조언
 

압축 프로그램은 디스크 공간의 효율적 활용, 여러 개 파일을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 등의 이유

로 자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압축 포맷을 통해 파일을 

압축하거나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는 기능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유틸리티14)입니다.

윈도우에도 집(Zip15)) 포맷으로 압축할 수 있는 기능과 잘 알려진 몇 가지 포맷의 압축파일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탐색기에 내장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압축 포

맷인 집(Zip)파일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완전한 프리웨어로 공급되는 압축 프로그램은 빵집, 7집, 밤톨이, 에브리존집, 다집 등 매

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교적 버전 업이 잘되고 일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알집과 집플러스(지펜롤 후속버전)는 개인에 한해 프리웨어이며 단체는 유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윈집(Win Zip), 윈라(Win Rar) 등의 외산 프로그램은 쉐어웨어로 공급되고 있으

며, 제약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구입을 해야 합니다.

14) Utility, 사용자의 컴퓨터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간단한 보조 프로그램을 통상 유틸리티라고 칭합니다. 디스크 

관리 도구, 파일관리 도구, 백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15)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압축 포맷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압축프로그램에 집(Zip)이라는 단어를 이용

하여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조합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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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프로그램은 비교적 프리웨어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구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약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 5개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되는 순서

는 가장 최근에 나온 순서이며 제품의 범용성, 우수성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가 프리웨어로 제공되는 모든 것은 아니며, 빠르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4.1. 에브리존집

소프트웨어 명 에브리존 Zip 기능성 ★★
소개 버전 0.55 베타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8.5.21. 파일크기 약 1Mb 호환성 ★★★★
제작자 에브리존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5/98/ME/2000/XP/Vista 디자인 ★★★☆
다운로드 http://www.everyzone.com/ezutil/ezutil_zip.asp

에브리존집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에브리존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전문으

로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에브리존집은 현재 0.5516) 베타(Beta)버전17)이 나와 있으며 아직은 안

정성을 더 높이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압축프로그램인 만큼 최소기능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압축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탐색기의 팝업메뉴를 지원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베타테스터를 모집하면

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많은 보완이 된 후 1.0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버전의 숫자를 매기는 것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과정에서 적절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버

전 1.0을 기준으로 완성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관례입니다. 즉, 1.0버전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정하는 

최초의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브리존집은 아직까지는 제품이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베타 버전은 완성품으로 나오기 직전의 버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이외에 외부에 공개하여 테스트를 하

는 버전입니다. 외부에 공개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만큼 안정성은 일정 수준이상 갖춰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특별한 버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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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집

소프트웨어 명 다 Zip 기능성 ★★★★
소개 버전 2.1 정식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8.5.10. 파일크기 약 4Mb 호환성 ★★★★★
제작자 휴먼토크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5/98/ME/2000/XP 디자인 ★★★★☆
다운로드 http://www.datools.kr/DaZip211.exe

다집은 현재 2.1 정식버전이 최신버전입니다. 설치과정도 상기 에브리존집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윈도우 팝업메뉴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압축파일을 생성할 때 폴더를 포함한 압축을 생성하는 

기능에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준급의 기능을 갖춘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화면에서 폴더 압축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3. 7집

소프트웨어 명 7-Zip 기능성 ★★★☆
소개 버전 4.58 베타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8.5.5. 파일크기 약 0.9Mb 호환성 ★★★
제작자 Igor Pavlov 국가 러시아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5/98/ME/2000/XP/Vista 디자인 ★★★
다운로드 http://downloads.sourceforge.net/sevenzip/7z458.exe

7집은 비교적 단순하게 주요한 몇 가지 압축 포맷만을 지원합니다. 비교적 소프트웨어를 잘 아

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어 초보자는 기본적인 활용방법은 다른 압축프로그램과 유사

하여 사용에 무리가 없지만, 상세한 기능을 활용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7z 압축은 다른 압축파일 포맷보다 압축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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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밤톨이

소프트웨어 명 밤톨이 기능성 ★★★★☆
소개 버전 9.7 정식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7.4.26. 파일크기 약 2.7Mb 호환성 ★★★★
제작자 올앤탑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5/98/ME/2000/XP 디자인 ★★★★
다운로드 http://www.allntop.com/download/bam97.exe

밤톨이 설치도 타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설치를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은 설치할 폴

더를 선택하는 정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안정화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

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안정성이 높아진 최근에 이르러서는 버전 업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 근래 만들어진 

7z와 같은 압축 포맷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5. 빵집

소프트웨어 명 빵집 기능성 ★★★★☆
소개 버전 3.0 Build 1326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5.12.12. 파일크기 약 2.4Mb 호환성 ★★★★
제작자 양병규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5/98/ME/2000/XP 디자인 ★★★★
다운로드 http://www.bkyang.com/download/bz3setup.exe

빵집은 7집과 마찬가지로 개인 개발자가 제작하여 프리웨어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개

인 개발자에 의해 버전관리가 됨에 따라 초기 단계 이후 상당히 안정화 된 후부터는 메이저 버

전업18)의 속도가 다소 느려진 감은 있습니다. 

18) 빵집의 최종 업데이트는 2005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메이저 업데이트 일자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빵집보다 더 최근에 버전업된 밤톨이조차 7z 압축포맷을 지원하지 못하는데 빵집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인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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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역시 설치과정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실행 시킨 후 다음단계로 이

동만 해 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개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외관이나 기능은 상용으로 

판매되는 압축 유틸리티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수준급입니다. 메이저 버전 업은 자주 되지 않

으나 버그 패치나 부분적인 기능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성 역시 높습니다.

압축을 하기위해 파일을 선택하는 기능이 2단계로 되어 있어 파일선택 작업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4.6. 선택에 대한 조언

압축 프로그램은 지금도 새로운 압축 포맷이 꾸준히 생성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버전 업이 경

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압축 포맷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비교적 제품에 대한 잠

금 현상이 적게 일어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대신 다른 것으로 교

체하여 사용하기가 용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압축포맷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능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램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큰 어려움

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날 갑자기 유료로 라이선스를 전환한다고 해도 큰 어려

움 없이 다른 프리웨어 프로그램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압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소프트웨어가 좀 더 안정적인 상태인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압축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윈도

우에서 제공하는 압축/해제 기능을 이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 내장된 압축/해

제 기능은 널리 사용되는 몇 가지 압축 포맷을 해제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압축 포맷인 Zip으

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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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PDF 제작(변환) 소프트웨어

   5.1. doPDF

   5.2. PDForm 2006

   5.3. PDF Pro 독도사랑/문화재사랑

 

PDF 문서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어도비(Adobe)사의 아크로뱃(Acrobat)이라

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실제 PDF 문서의 변환 빈도나 활용범위에 비해 아크로뱃은 많이 

비싼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기능이나 편리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간단

한 PDF를 만들려고 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부담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PDF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쇄방식에 따라 외산 1개와 국

산 2개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외산이라고 해도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산인 PDF Pro의 경우 예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단점이 있으나 PDF 제작 후 동일한 문서 

품질임에도 파일의 크기가 doPDF 또는 PDForm 2006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점이 장점입니

다.

또 PDF Pro는 파일을 불러들여 PDF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doPDF와 PDForm 2006은 문서의 인쇄 방식으로만 PDF변환이 가능합니다. doPDF와 PDForm 

2006과 같이 간단히 인쇄기능으로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대

부분의 PDF 변환 소프트웨어는 파일포맷의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의 호환성

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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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통해 적정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문서 쉽게 이해하기

PDF 문서는 기본적으로는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대신에 인쇄하는 내용을 파일로 저장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목록과 링크를 만들거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부

가적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개념은 파일로 인쇄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PDF변환 소프트웨어는 프린터 등록정보에 자사 제품을 프린터처럼 등록해 

놓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5.1. doPDF

소프트웨어 명 doPDF 기능성 ★★★☆
소개 버전 6.0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8.5. 파일크기 약1.42Mb 호환성 ★★★★☆
제작자 doPDF 국가 루마니아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2000/XP/Vista 디자인 ★☆
다운로드 http://www.dopdf.com/download.php

doPDF는 단순하게 문서를 인쇄기능을 거쳐 PDF로 내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간단한 설치방법과 프린터 등록정보에 등록된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5.2. PDForm 2006

소프트웨어 명 PDForm2006 기능성 ★★★☆
소개 버전 2006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6.9. 파일크기 약2.7Mb 호환성 ★★★★★
제작자 바우정보기술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2000/XP 디자인 ★☆
다운로드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123615&cat=33

doPDF와 동일하게 문서를 인쇄기능을 거쳐 PDF로 내보내는 기능을 제공하는 국산 소프트웨어

로는 PDForm 2006이 있습니다. doPDF가 외산이어서 아래아한글 전용폰트를 지원하지 않지만,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ver1.0) - 요약판 • 37

PDForm 2006은 아래아한글 전용폰트를 완벽하게 변환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어 비스타 이상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3. PDF Pro 독도 / 문화재

소프트웨어 명 PDF Pro 기능성 ★★★☆
소개 버전 3.0 (독도사랑/문화재사랑) 안정성 ★★★★☆
최종공급일 - 파일크기 13.9/19.7MB 호환성 ★★★★★
제작자 이파피루스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8/ME/2000/XP/Vista 디자인 ★★★☆

다운로드
http://www.pdfpro.co.kr/download/pdf-pro_dokdo.php(독도)

http://www.pdfpro.co.kr/files/PDF-ProSRM.exe(문화재)

여기에 소개하는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시장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어

도비 제품에 도전장을 낸 국산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리웨어 위주로 소프트웨어 소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 들어서서는 프리

웨어를 소개하면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소개해 드리는 소프트웨어는 PDF Pro라는 제품입니다. PDF Pro는 현재 가장 최신 버전

인 4.0 버전을 개인에 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당

초 개인과 단체에 상관없이 유료로 판매되던 제품입니다. 

유료 라이선스 정책을 사용할 때 무료로 제공했던 버전에 'PDF Pro 독도사랑' 버전입니다. 

PDF Pro 독도사랑 버전은 우리 땅 독도사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무료 

사용자는 일본이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영원한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품을 사 주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들

어 남대문 전소 사건이후 PDF Pro 문화재사랑 버전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문화재사랑 버전은 

보안기능이 추가되었고, 문서에 삽입되는 워터마크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에 한해 4.0 최신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단체에서는 무료버전만을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사용자도 개발사인 이

파피루스 홈페이지(http://www.pdfpro.co.kr/ 또는 http://www.epapyrus.co.kr/)를 방문하여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임을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매뉴얼(ver1.0) - 요약판 • 38

밝혀 둡니다. 

프리웨어 다운로드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4.0 정식버전을 그냥 받아서 사용할까 하

는 유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글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의 방법을 알

리는 것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앞서 밝히고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

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기능은 부족하고 워터마크도 있지만 단체에서

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DF Pro 독도사랑 버전이나 문화재사랑 버전을 사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5.3.1. PDF Pro 독도사랑

PDF Pro 독도사랑 버전은 현재 3.0 버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 링크는

http://image1.kthard.com/imexsdoc/servlet/WebLinkDownload/pdfpro_dokdo3-0.exe?weblink=

cc05dee653a5eafe838a241933ee178dc200aaca3d1032163b44192799eee067

5.3.2. PDF Pro 문화재사랑

문화재사랑 버전은 독도사랑 버전보다는 최신의 버전으로 PDF파일에 암호 설정기능이 있습니

다. PDF Pro 문화재사랑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주소는

http://www.pdfpro.co.kr/files/PDF-ProSRM.ex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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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6.1. 포토스케이프

   6.2. 김프(The GIMP)

 

이미지편집용 소프트웨어는 초보에서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용자층에 걸쳐 매우 다양한 소프트

웨어가 분포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림판은 기본적으로 비트맵 이미

지를 편집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점, 선, 면(도형)의 기본적인 그리기 단위와 

윈도우에서 관리하는 색상표를 파렛트로 활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판 - 새로 그리기] [그림판 - 그림 편집] [그림판 - 사진 편집]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림판 보다는 좀 더 많은 기능으로 그림 또는 사진을 편집하고 싶

어 할 것입니다. 그림판만으로는 기능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사실

을 깨닫고 더 나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찾을 것입니다. 특히 그림판에서 사진을 편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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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

다. 첫째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사진이나 그림에 적절한 효과를 넣어 변화를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주어진 효과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그림

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자신이 사진에 효과를 주는 정도의 편집 소프트웨어만 필요

하다거나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판단을 해서 적절히 자신에

게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

다. 특별히 이미지 편집을 많이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수많은 기능에 두려움을 먼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수많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능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짧고 부족하나마 위에서 정리한 두 가지 방향의 소프트웨어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사진에 효과를 주기위한 소프트웨어로 '포토스케이프'를, 정

밀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더 김프'(이하 김프)를 소개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김프는 세세한 기

능을 설명하자면 새롭게 책을 하나 만들 정도로 방대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 모

습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김프는 화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 위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6.1. 포토스케이프

소프트웨어 명 포토스케이프(PhotoScape) 기능성 ★★★★☆
소개 버전 3.1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8.5.29. 파일크기 약 13.1Mb 호환성 ★★★★★
제작자 - 국가 한국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8/ME/2000/XP/Vista 디자인 ★★★★☆
다운로드 http://download.photoscape.co.kr/PhotoScapeSetup_V3.1.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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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밝히지만 포토스케이프를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편집하는 프

로그램은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포토스케이프만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이유는 이 소프

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탁월하다거나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한 가지 소프트웨어를 적당히 선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중립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는 포토스케이프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아직 제가 시간 내어 설치하고 실행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포토스케이프의 다운로드는 홈페이지(http://photoscape.co.kr/)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로드를 한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지금쯤이면 소프트웨어 설치화면을 보는 것도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

6.2. 김프(The GIMP)

소프트웨어 명 김프(The GIMP) 기능성 ★★★★
소개 버전 2.4.5 안정성 ★★★★☆
최종공급일 2008.3.1. 파일크기 약 13.1Mb 호환성 ★★★★★
제작자 The GIMP 팀 국가 다국적 편의성 ★★★☆

지원 운영체계 윈도우 98/ME/2000/XP/Vista 디자인 ★★★☆
다운로드 http://downloads.sourceforge.net/gimp-win/gimp-2.4.5-i686-setup.exe

김프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이며, 다양한 운영체계에

서 공급되고 있으므로 윈도우 이외에 리눅스와 같은 다른 운영체계에서도 김프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김프를 포토샵과 경쟁할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지목하고 있습

니다. 그만큼 강력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문적인 이미지 편

집자가 아니라면 김프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프의 홈페이지(http://www.gimp.org/)에서 김프의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현재 윈도우용 최신 버전은 2.4.5 버전입니다. 김프 역시 GPL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므로 일

부에 한정된 얘기겠지만 원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프로그

램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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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세부목차
          

* 페이지 번호는 각각의 사용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장 들어가면서
1.1. 소프트웨어의 잠김(Lock-in) 효과 7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8

1.3. 공개소프트웨어 vs 프리웨어 10

1.4.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등의 안정성 11

1.5.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소프트웨어 현황 12

2장 문서편집용 오피스 소프트웨어(1)(설명서 )

2.1. 오피스 개요 4

2.2. 오픈오피스 소개 5

  2.2.1. 오픈오피스 탄생 / 2.2.2. 오픈오피스의 특징 5

2.3. 오프오피스 설치 8

  2.3.1. 오픈오피스의 설치를 위한 다운로드 / 2.3.2. 설치 안내 8

2.4. 오프오피스 구동 11

2.5. 라이터(Writer) 15

  2.5.1. 라이터(Writer) 소개 15

  2.5.2. 라이터(Writer) 실행 16

  2.5.3. 라이터(Writer) 화면구성 17
      2.5.3.1. 제목표시줄 (①) / 2.5.3.2. 메뉴표시줄 (②)

      2.5.3.3. 도구모음줄(툴바) (③) / 2.5.3.4. 문서편집창 (④) / 2.5.3.5. 상태표시줄 (⑤)

  2.5.4. 파일 메뉴 19
      2.5.4.1. 새로 만들기 ( + )

      2.5.4.2. 열기 ( + )

      2.5.4.3. 최근문서 / 2.5.4.4. 마법사

      2.5.4.5. 닫기 ( + ) / 2.5.4.6. 저장 ( +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모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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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7. 다시 로드 / 2.5.4.8. 버전

      2.5.4.9.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 / 2.5.4.10. 보내기

      2.5.4.11. 등록정보, 디지털 서명 / 2.5.4.12. 서식문서

      2.5.4.13. 웹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 / 2.5.4.14. 인쇄, 미리보기, 프린터 설정, 종료

      2.5.4.15.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 2.5.4.16.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5. 편집 메뉴 36
      2.5.5.1. 행위 편집 메뉴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반복 등)

      2.5.5.2. 객체 편집 메뉴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선택모드 등)

      2.5.5.3. 변환 편집 메뉴 (변경, 문서비교, 찾기/바꾸기, 네비게이터 등)

      2.5.5.4. 내부객체 편집 메뉴

      2.5.5.5. 외부객체 편집 메뉴 / 2.5.5.6.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2.5.5.7.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6. 보기 메뉴 49
      2.5.6.1. 편집 화면 보기 구성

      2.5.6.2. 편집 지원도구 화면 구성 / 2.5.6.3. 문서 내 편집지원 기능

      2.5.6.4. 데이터 원본 / 2.5.6.5. 화면크기 조정 / 2.5.6.6.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2.5.6.7.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7. 삽입 메뉴 53
      2.5.7.1. 수동 나누기 / 2.5.7.2. 필드 / 2.5.7.3. 특수문자

      2.5.7.4. 서식기호 / 2.5.7.5. 구역 / 2.5.7.6. 하이퍼링크 / 2.5.7.7. 머리글/바닥글

      2.5.7.8. 각주(미주) / 2.5.7.9. 캡션 / 2.5.7.10. 책갈피 / 2.5.7.11. 상호참조

      2.5.7.12. 메모 / 2.5.7.13. 스크립트 / 2.5.7.14. 색인 및 목차 / 2.5.7.15. 편지봉투

      2.5.7.16. 프레임 / 2.5.7.17. 표 ( + )

      2.5.7.18. 가로 눈금자 / 2.5.7.19. 그림 / 2.5.7.20. 동영상 및 사운드

      2.5.7.21. 개체 / 2.5.7.22. 부동프레임

      2.5.7.23. 파일 / 2.5.7.24.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 2.5.7.25.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8. 서식 메뉴 66
      2.5.8.1. 기본서식 ( +  + ) / 2.5.8.2. 글꼴 / 2.5.8.3. 단락

      2.5.8.4. 글머리 기호 및 번호매기기 / 2.5.8.5. 페이지

      2.5.8.6. 대/소문자 바꾸기 / 2.5.8.7. 덧말 넣기

      2.5.8.8. 단 / 2.5.8.9. 구역

      2.5.8.10. 스타일 및 서식 () / 2.5.8.11. 자동서식 / 2.5.8.12. 기준 위치

      2.5.8.13. 줄 바꾸기 / 2.5.8.14. 맞춤 / 2.5.8.15. 배치 / 2.5.8.16. 반전

      2.5.8.17. 그룹 / 2.5.8.18. 개체

      2.5.8.19. 프레임 / 2.5.8.20. 그림

      2.5.8.21.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 2.5.8.22.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9. 표 메뉴 82
      2.5.9.1. 삽입

      2.5.9.2. 삭제 / 2.5.9.3. 선택 / 2.5.9.4. 셀 병합 / 2.5.9.5. 셀 분할 / 2.5.9.6. 셀 보호

      2.5.9.7. 표 병합 / 2.5.9.8. 표 분할 / 2.5.9.9. 자동서식

      2.5.9.10. 자동 / 2.5.9.11. 제목 행 반복 / 2.5.9.12. 변환

      2.5.9.13. 정렬 / 2.5.9.14. 수식() / 2.5.9.15. 숫자표기형식 / 2.5.9.16. 테이블 테두리

      2.5.9.17. 표 등록정보 / 2.5.9.18.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 2.5.9.19.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10. 도구 메뉴 92
      2.5.10.1. 맞춤법 검사() / 2.5.10.2. 언어

      2.5.10.3. 단어 개수 / 2.5.10.4. 자동고침

      2.5.10.5. 장 번호 매기기 / 2.5.10.6. 줄 번호 매기기

      2.5.10.7. 각주 / 2.5.10.8. 갤러리 / 2.5.10.9. 미디어 플레이어

      2.5.10.10.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 2.5.10.11. 편지병합 마법사 / 2.5.10.12. 정렬 / 2.5.10.13. 계산

      2.5.10.14. 업데이트 / 2.5.10.15. 매크로 / 2.5.10.16. 확장 관리자

      2.5.10.17. XML필터 설정 / 2.5.10.18. 사용자 정의 / 2.5.10.19.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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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20. 워드에서 제공하는 기능 / 2.5.10.21.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11. 창 메뉴 107
      2.5.11.1. 새 창/창 닫기 ( + ) / 2.5.11.2. 창 목록

      2.5.11.3.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 2.5.11.4.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5.12. 도움말 메뉴 108
      2.5.12.1. 오픈오피스 도움말 () / 2.5.12.2. 설명

      2.5.12.3. 지원 / 2.5.12.4. 등록 / 2.5.12.5. 업데이트 확인 / 2.5.12.6. 오픈오피스 정보

      2.5.12.7. 워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 / 2.5.12.8. (참고) 아래아한글과 비교

2장 문서편집용 오피스 소프트웨어(2)(설명서 )

2.6. 칼크(Calc) 4

  2.6.1. 칼크(Calc) 소개 / 2.6.2. 칼크(Calc) 실행 4

  2.6.3. 칼크(Calc) 화면구성 5
      2.6.3.1. 제목표시줄(①) / 2.6.3.2. 메뉴 및 도구모음(툴바)(②) / 2.6.3.3. 수식 표시줄(③)

      2.6.3.4. 좌표(④) / 2.6.3.5. 문서편집창(⑤) / 2.6.3.6. 시트 탭 작업줄(⑥) / 2.6.3.7. 상태표시줄(⑦)

  2.6.4. 파일 메뉴 8
      2.6.4.1. 칼크에만 있는 기능 / 2.6.4.2.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5. 편집 메뉴 10
      2.6.5.1. 칼크에만 있는 기능 / 2.6.5.2.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6. 보기 메뉴 12
      2.6.6.1. 칼크에만 있는 기능 / 2.6.6.2.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7. 삽입 메뉴 14
      2.6.7.1. 수동 나누기 / 2.6.7.2. 셀 ( +  + )

      2.6.7.3. 행 / 2.6.7.4. 열 / 2.6.7.5. 시트 / 2.6.7.6. 파일에서 시트 삽입

      2.6.7.7. 외부 데이터에 연결 / 2.6.7.8. 기호 문자표 / 2.6.7.9. 서식 기호

      2.6.7.10. 하이퍼링크 / 2.6.7.11. 함수 ( + )

      2.6.7.12. 함수 목록 / 2.6.7.13. 이름

      2.6.7.14. 메모 / 2.6.7.15. 그림, 동영상 및 사운드, 개체, 부동 프레임 / 2.6.7.16. 챠트

      2.6.7.17.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8. 서식 메뉴 25
      2.6.8.1. 기본 서식 ( +  + ) / 2.6.8.2. 셀 (+)

      2.6.8.3. 행 / 2.6.8.4. 열 / 2.6.8.5. 시트

      2.6.8.6. 셀 병합 / 2.6.8.7. 페이지 / 2.6.8.8. 인쇄 범위

      2.6.8.9. 글꼴, 단락, 대소문자 바꾸기, 기준위치, 맞춤, 배치, 반전, 그룹, 그림

      2.6.8.10. 컨트롤, 양식 / 2.6.8.11.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9. 도구 메뉴 31
      2.6.9.1. 맞춤법 검사, 언어, 자동 고침, 갤러리, 미디어 플레이어, 매크로, 확장 관리자, 

             XML 필터 설정, 사용자 정의, 옵션 / 2.6.9.2. 추적

      2.6.9.3. 목표값 찾기 / 2.6.9.4. 시나리오 / 2.6.9.5. 문서보호

      2.6.9.6. 셀 내용 / 2.6.9.7.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10. 데이터 메뉴 38
      2.6.10.1. 범위 정의 / 2.6.10.2. 범위 선택 / 2.6.10.3. 정렬

      2.6.10.4. 필터 / 2.6.10.5. 부분합

      2.6.10.6. 유효성 / 2.6.10.7. 다중 연산 / 2.6.10.8. 텍스트를 열로

      2.6.10.9. 통합 / 2.6.10.10. 그룹과 개요

      2.6.10.11. 데이터 파일럿 / 2.6.10.11.1. 칼크의 데이터 파일럿

      2.6.10.11.2. 엑셀의 피벗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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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2. 영역 새로 고침 / 2.6.10.13. 엑셀에만 있는 기능

  2.6.11. 창 메뉴 52
      2.6.11.1. 분할 / 2.6.11.2. 고정

  2.6.12. 도움말 메뉴 54

2.7. 임프레스(Impress) 55

  2.7.1. 임프레스(Impress) 소개 / 2.7.2. 임프레스(Impress) 실행 55

  2.7.3. 임프레스(Impress) 화면구성 57
      2.7.3.1. 제목표시줄, 메뉴, 도구모음(툴바) (①) / 2.7.3.2. 슬라이드 목록 (②)

      2.7.3.3. 슬라이드 보기 (③) / 2.7.3.4. 문서편집창 (④)

   2.7.3.5. 작업 창 (⑤) / 2.7.3.6. 상태표시줄 (⑥)

  2.7.4. 파일 메뉴 60
      2.7.4.1. 파워포인트에는 없고 임프레스에만 있는 기능

      2.7.4.2. 임프레스에는 없고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

  2.7.5. 편집 메뉴 62
      2.7.5.1. 프레젠테이션 툴 전용 기능 (공통) / 2.7.5.1.1. 중복

      2.7.5.1.2. 슬라이드 삭제 / 2.7.5.2. 임프레스에만 있는 기능

      2.7.5.3.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

  2.7.6. 보기 메뉴 65
      2.7.6.1. 프레젠테이션 툴 전용 기능 (공통) / 2.7.6.1.1. 화면보기 종류

      2.7.6.1.2. 마스터 / 2.7.6.1.3. 색상, 회색조 / 2.7.6.1.4. 작업 창 / 2.7.6.1.5. 눈금자

      2.7.6.1.6. 그리드 / 2.7.6.1.7. 안내선 / 2.7.6.2. 기능 제공 인터페이스가 다른 메뉴

      2.7.6.3. 임프레스에만 있는 기능 / 2.7.6.4.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

  2.7.7. 삽입 메뉴 69
      2.7.7.1. 슬라이드

      2.7.7.2. 슬라이드 복사 / 2.7.7.3. 슬라이드 확장 / 2.7.7.4. 요약 슬라이드

      2.7.7.5. 페이지 번호, 날짜 및 시간 / 2.7.7.6. 애니메이션된 이미지

  2.7.8. 서식 메뉴 72
      2.7.8.1. 슬라이드 디자인 / 2.7.8.2. 슬라이드 레이아웃 / 2.7.8.3.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

  2.7.9. 도구 메뉴 74
      2.7.9.7.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

  2.7.10. 슬라이드 쇼 메뉴 75
      2.7.10.1. 슬라이드 쇼() / 2.7.10.2. 슬라이드 쇼 설정

      2.7.10.3. 예행연습 / 2.7.10.4. 상호작용

      2.7.10.5. 사용자 정의 애니메이션 / 2.7.10.6. 슬라이드 전환

      2.7.10.7. 슬라이드 표시, 슬라이드 숨기기 / 2.7.10.8. 사용자 정의 프레젠테이션

      2.7.10.9.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

  2.7.11. 창 메뉴 / 2.7.12. 도움말 메뉴 80

3장 CD/DVD 제작 소프트웨어(설명서 )

3.1. CD/DVD를 제작하기 전에..... 3

3.2. 윈도우의 CD굽기 기능 활용 4

  3.2.1. 데이터 CD 굽기 (윈도우 탐색기 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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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오디오 CD 굽기 (미디어 플레이어 이용) 9

3.3. 파이널 버너 14

  3.3.1. 설치 14

  3.3.2. 실행 16

  3.3.3. 데이터 CD/DVD 제작 18

  3.3.4. 오디오 CD 제작 20

  3.3.5. 비디오 DVD 제작 22

  3.3.6. ISO 이미지 제작 24

  3.3.7. 오디오 CD 리퍼 26

  3.3.8. 마치며 28

4장 파일 압축 소프트웨어 (설명서 )

4.1. 에브리존집 4

  4.1.1. 새로압축 5

  4.1.2. 압축열기 / 4.1.3. 폴더보기 6

  4.1.4. 환경 설정 / 4.1.5. 사용 평가 7

4.2. 다집 8

  4.2.1. 새로압축 9

  4.2.2. 압축열기 / 4.2.3. 암호찾기 / 4.2.4. 탐색기 메뉴 사용 10

  4.2.5. 사용 평가 11

4.3. 7집 12

  4.3.1. 압축하기 12

  4.3.2. 압축풀기 13

  4.3.3. 탐색기 팝업메뉴 설정 / 4.3.4. 기타 14

  4.3.5. 사용 평가 15

4.4. 밤톨이 16

  4.4.1. 새로압축 / 4.4.2. 압축풀기 17

  4.4.3. 환경설정 18

  4.4.4. 기타 / 4.4.5. 사용 평가 19

4.5. 빵집 20

  4.5.1. 새로압축 21

  4.5.2. 압축풀기 / 4.5.3. 환경설정 22

  4.5.4. 사용 평가 23

4.6. 선택에 대한 조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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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PDF 제작 소프트웨어(설명서 )

5.1. doPDF 4

5.2. PDForm 2006 6

5.3. PDF Pro 8

  5.3.1. PDF Pro 독도사랑 9

  5.3.2. PDF Pro 문화재사랑 10

6장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설명서 )

6.1. 포토스케이프 5 

  6.1.1. 기본적 기능 6

  6.1.2. 사진 뷰어 7

  6.1.2. 사진 편집 8

  6.1.3. 일괄 편집 9

  6.1.4. 페이지 / 6.1.5. 이어붙이기 10

  6.1.6. GIF애니메이션 11

  6.1.7. 인쇄 / 6.1.8. 사진 분할 12

  6.1.9. 화면 캡쳐 / 6.1.10. 색상 검출 / 6.1.11. RAW 변환 13

  6.1.12. 이름 바꾸기 / 6.1.13. 얼굴 검색 13

6.2. 김프(The GIMP) 14 

  6.2.1. (메인) 파일 메뉴 17

  6.2.2. (메인) 확장 메뉴 18

  6.2.3. (이미지 편집) 파일 메뉴 19

  6.2.4. (이미지 편집) 편집 메뉴 19

  6.2.5. (이미지 편집) 선택 메뉴 20

  6.2.6. (이미지 편집) 보기 메뉴 20

  6.2.7. (이미지 편집) 이미지 메뉴 21

  6.2.8. (이미지 편집) 레이어 메뉴 22

  6.2.9. (이미지 편집) 색상 메뉴 23

  6.2.10. (이미지 편집) 도구 메뉴 24

  6.2.11. (이미지 편집) 대화상자 메뉴 25

  6.2.12. (이미지 편집) 필터 메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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