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ery FreeForm Create

Fiery FreeForm Create는 Fiery FreeForm 가변 데이터 인쇄(VDP)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독립형 가변
데이터 생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참고: 이 문서에서 “FreeForm Create”이라는 용어는 Fiery FreeForm Create를 나타냅니다.

FreeForm Create을 사용하여 시각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변 데이터 인쇄(VDP) 작업
을 생성합니다.

VDP 작업에서는 문서 사본에서 일반적인 마스터 요소 세트와 사본마다 바뀌는 가변 요소가 결합됩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그 밖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브로슈어와 같이 개
인 맞춤형 정보 전달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 사본에서 바뀌지 않는 배경 요소, 그림 및 텍스트
블록은 마스터 요소입니다. 이름과 기타 고객 개인 정보는 가변 요소입니다.

FreeForm Create은 VDP 작업을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워크플로우를 활용합니다.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에서 마스터 문서를 가변 문서와 결합하여 직관적인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사용자 지정 인쇄 통신을 만듭니다.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에서 마스터 문서를 데이터 원본 스프레드시트에서 바로 온 변수와 결합하여 별
도의 가변 문서를 먼저 생성하거나 별도의 가변 데이터 생성 어플리케이션 없이 사용자 지정 인쇄 통신을 만
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FreeForm Create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macOS

• Mac OS X 10.11 이상

• 4GB RAM 이상 권장

• 7GB의 사용 가능한 하드 드라이브 공간

• 최소 디스플레이 해상도: 1280 x1024

Windows

• Microsoft Windows 7 SP1, 8.1(2014년 4월 업데이트), 10 64비트 이상.

• Windows Server 2008 R2 SP1, 2012 R2(2014년 4월 업데이트), 2016년 64비트 및 Windows Server
2019

• Intel Core i3 프로세서 이상

• 4GB RAM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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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GB의 사용 가능한 하드 드라이브 공간

• 최소 디스플레이 해상도: 1280 x1024

Fiery 시스템 인쇄 지원

FreeForm Create은 System 10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Fiery servers를 지원합니다.

Fiery API

FreeForm Create를 통해 인쇄를 하려면 연결된 Fiery servers에 Fiery API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Fiery API 설치 지침은 https://www.efi.com/products/fiery-servers-and-software/fiery-integration/
fiery-api/installatio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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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데이터 문서 생성

Fiery FreeForm 기술을 통해 인쇄 옵션을 사용하여 마스터 문서를 정의하고, Fiery 서버로 전송되는 가변
데이터 작업에 해당 문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는 고정 요소 데이터에 대해 FreeForm 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터헤드 템플릿을 FreeForm 마스터로 저장하여 다양한 레터지 내용(가변 요소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eeForm 기술을 사용하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마스터 및 가변 문서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문서를 생성하려면 페이지 레이아웃 또는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가변
문서를 생성하려면 메일 병합 기능이 있는 워드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팅을 지원하는 페이지 레이아
웃 어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FreeForm 및 Enhanced FreeForm으로 Fiery server에서 마스터 문서를 가변 문서와 병합합니다.
FreeForm Create 독립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마스터 문서를 가변
요소와 병합하거나 Fiery server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 없이 기존 파일에 가변 요소를 추가합니다.

마스터 문서 생성

FreeForm Create의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 및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와 함께 사용할 마스터 문서를
생성합니다.

FreeForm Create은 .pdf 형식의 마스터 문서만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마스터 문서를 생성하려면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FreeForm Create은 마스터 문서를 사용하여 결합된 문서의 레이아웃과 고정 요소를 제공합니다.

1 선택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스터 레이아웃을 지정합니다.

2 가변 요소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면서 마스터 요소(변경되지 않은 텍스트 및 그래픽)를 하나 이상의 페이지
에 정렬합니다.

그림 1: 마스터 문서

1 가변 요소를 위한 공간

2 변경되지 않은 마스터 요소

3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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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문서 생성

FreeForm Create에서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와 함께 사용할 가변 문서 생성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FreeForm Create은 .pdf 형식의 가변 문서만 지원합니다. 가변 문서를 생성하려면 문서를 PDF로 저장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 가변 문서를 생성하려면 메일 병합 기능을 제공하는 데스크톱 출판 어플리케이션이나 스크립팅을 지원하
는 페이지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에서 FreeForm Create은 가변 문서를 사용하여 결합된 문서에 사용된 가변 정보를 제
공합니다.

데스크톱 출판 어플리케이션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은 목록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
져와 마스터 문서와 함께 사용할 가변 문서를 생성합니다. 각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기능을 위한 서로 다른 컨
트롤이 있습니다.

1 지원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스터 문서의 레이아웃을 따르는 가변 문서를 생성합니다.

2 문서의 적합한 위치에 가변 정보를 추가합니다.

그림 2: 가변 문서

1 가변 요소

3 파일을 저장합니다.

데이터 원본 문서를 생성합니다.

FreeForm Create의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에 사용할 데이터 원본 문서를 만듭니다.

FreeForm Create는 .xlsx, .xls 또는 .csv 형식의 데이터 원본 문서만 지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이터 원본 문서를 생성하려면 지원되는 형식으로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 원본 문서는 결합된 문서에 사용되는 가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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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첫 번째 행에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셀당 하나의 변수 이름을 사용합
니다.

• 스프레드시트의 첫 번째 행은 열 헤더로 기능하여 변수 필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열은 변수 필드를 지정합니다.

• 열이 10개인 데이터 원본 문서에는 10개의 변수 필드가 있습니다.

2 파일 가속기로 첫 번째 행의 이미지 유형 및 바코드 유형 변수를 나타냅니다.

변수 유
형

파일 가
속기

예제 열 헤더 데이터 원본의 변수 항목 가변 파일 위치

이미지 [] []이미지 C:/users/John/pictures/
pic001.png

C:/users/John/pictures/
pic001.png

이미지 [] [C:/users/John/
pictures]이미지

pic002.png C:/users/John/pictures/
pic002.png

이미지 [~] [~]이미지 /images/pic003.png C:/users/John/project/images/
pic003.png

데이터 원본 파일이 C:/users/John/

project에 있는 경우

바코드 | |바코드 URL:http://
examplesite.com/
barcodes/A001

http://examplesite.com/barcodes/
A001

3 기록을 입력합니다.

• 각 행은 단일 기록에 대한 변수를 지정합니다.

• 행이 10개인 데이터 원본 문서에는 10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4 파일을 저장합니다.

참고: FreeForm Create에서 데이터 원본 문서는 .xlsx, .xls 또는 .csv 형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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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병합 워크플로우

FreeForm Create에서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는 마스터 문서를 가변 문서와 결합합니다.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는 마스터와 가변 PDF 문서를 결합하여 FreeForm 가변 데이터 기술을 통해 Fiery
Server에서 인쇄된 단일 VDP 작업을 생성합니다. FreeForm Create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파일
을 병합하여 VDP 작업의 최종 모양을 지정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마스터 문서와 가변 문서를 결합하는 시각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을 원하는
Enhanced FreeForm(Command WorkStation 작업 속성을 통해)의 기존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병합 문서 생성

FreeForm Create은 사양에 따라 마스터 문서와 가변 문서를 결합하여 Fiery servers에서 인쇄할 수 있는
FreeForm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pdf 형식의 마스터 문서가 필요합니다.

• .pdf 형식의 가변 문서가 필요합니다.

1 생성에서 파일 병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2 마스터 문서를 선택하려면

•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마스터 문서를 찾아 선택하거나

• 마스터 문서 선택 창에서 지정된 드롭 위치에 마스터 문서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참고: 마스터 문서는 반드시 PDF여야 합니다.

마스터 문서의 첫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잘못된 파일을 선택한 경우

• 변경을 클릭하여 올바른 파일을 찾아보거나

• 제거를 클릭하여 선택을 제거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가변 문서를 선택하려면

•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가변 문서를 찾아 선택하거나

• 가변 문서 선택 창에서 지정된 드롭 위치에 가변 문서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참고: 가변 문서는 반드시 PDF여야 합니다.

가변 문서의 첫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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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못된 파일을 선택한 경우

• 변경을 클릭하여 올바른 파일을 찾아보거나

• 제거를 클릭하여 선택을 제거합니다.

7 생성을 클릭합니다.

8 마스터 및 변수 페이지를 결합된 문서에 할당합니다.

9 병합된 문서를 저장하거나 Fiery server로 보내 인쇄합니다.

디자인 파일 변경

파일 병합 디자인에 사용된 마스터 또는 가변 파일을 변경합니다.

파일 병합 디자인에는 마스터 파일과 가변 파일이 포함됩니다.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가변 파일을 변
경하지 않고 파일 병합에 사용된 마스터 파일을 변경하거나, 마스터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가변 파일을 변경
하여 새 대상에 대한 변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파일 변경

1
디자인 창에서, 마스터 파일의 경우 을 클릭합니다.

2 변경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마스터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확인를 클릭합니다.

참고: 마스터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여야 합니다.

가변 파일 변경

1
디자인 창에서 가변 파일의 경우 을 클릭합니다.

2 변경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가변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가변 파일은 반드시 PDF여야 합니다.

파일 병합 디자인에서 변수 페이지 할당

파일 병합 워크 플로의 특정 마스터 페이지에 특정 변수 페이지를 할당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마스터 문서와 가변 문서가 필요합니다.

결합된 문서의 페이지 수와 순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1 파일 병합 디자인을 열거나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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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변 기록별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참고: 가변 기록별 페이지는 VDP 기록을 구성하는 변수 페이지 수를 제어합니다.

3 가변 문서 창에서

•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에서 결합 페이지에 할당할 변수 페이지를 드래그하거나,

•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창에서 결합 페이지의 변수 상자에 변수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하단의 탐색 모음을 사용하여 결합된 페이지를 탐색합니다.

참고: 가변 문서 창 상단의 탐색 모음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변수 페이지를 탐색합니다.

업데이트된 결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변수 페이지를 할당하는 데 필요한 만큼 3단계를 반복합니다.

참고: 단일 변수 페이지를 두 개 이상의 결합 페이지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병합 디자인에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1 파일 병합 디자인을 열거나 생성합니다.

2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창에서 페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이전에 페이지 추가 또는 이후
에 페이지 추가를 선택합니다.

•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창에서 페이지를 선택하고 를 클릭한 후 이전에 페이지 추가 또는 이후에 페
이지 추가를 선택합니다.

• 요약 창에서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수를 늘려 파일 병합 디자인의 끝에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3 새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4 마스터 페이지 및/또는 변수 페이지를 새 페이지에 할당합니다.

참고: 빈 페이지를 삽입하려면 마스터 페이지와 변수 페이지를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파일 병합 디자인에서 페이지 삭제

1 파일 병합 디자인을 열거나 생성합니다.

2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창에서 페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 결합된 기록별 페이지 창에서 페이지를 선택하고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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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병합 디자인 미리 보기

저장하거나 인쇄하기 전에 파일 병합 워크플로우에서 가변 및 마스터 문서를 결합한 결과를 검사합니다.

1 파일 병합 디자인을 생성하거나 엽니다.

2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3 미리 보기 창의 하단에 있는 컨트롤 바를 사용하여 파일 병합 디자인의 페이지를 기록별 또는 페이지별로
탐색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여 컨트롤 바를 움직입니다.

4 미리 보기를 검사합니다.

을 클릭하여 확대하고 를 클릭하여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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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

FreeForm Create에서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원본 문서의 정보를 마스터 문서와 결합합니
다.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원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텍스트, 바코드 및 이미지 등)를 마스터 문
서와 결합하여 별도의 가변 문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별도의 가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VDP
작업을 생성합니다.

FreeForm Create를 사용하면 변수를 조작하고 마스터에 원하는 만큼의 많은 정보 또는 적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변 데이터 문서 생성

마스터 문서를 데이터 원본 파일과 결합하여 Fiery servers에서 인쇄할 수 있는 FreeForm 파일을 생성합니
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pdf 형식의 마스터 문서가 필요합니다.

• .xlsx, .xls 또는 .csv 형식의 데이터 원본 문서가 필요합니다.

1 생성에서 가변 데이터 문서를 클릭합니다.

2 마스터 문서를 선택하려면

•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마스터 문서를 찾아 선택하거나

• 마스터 문서 선택 창에서 지정된 드롭 위치에 마스터 문서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마스터 문서의 첫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잘못된 파일을 선택한 경우

• 변경을 클릭하여 올바른 파일을 찾아보거나

• 제거를 클릭하여 선택을 제거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데이터 원본 문서를 선택하려면

•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 원본 문서를 찾아 선택하거나

• 데이터 원본 문서 선택 창에서 지정된 드롭 위치에 데이터 원본 문서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 문서는 .xlsx, .xls 또는 .csv 파일이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 문서에 나열된 변수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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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못된 파일을 선택한 경우 변경을 클릭하여 올바른 파일을 찾습니다.

7 변수로 사용할 데이터 원본 문서에서 열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미지 변수의 경우 을 선택하고, 바코드 변수의 경우 를 선택합니다.

8 생성을 클릭합니다.

9 변수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편집합니다.

10 가변 데이터 문서를 저장하거나 Fiery server로 보내 인쇄합니다.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의 파일 변경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에 사용되는 마스터 또는 데이터 원본 파일을 변경합니다.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은 마스터 파일과 데이터 원본 파일을 결합하여 VDP 출력을 만듭니다. 디자인을 업
데이트하기 위해 데이터 원본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에 사용되는 마스터 파일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원본 파일을 변경하여 새 대상에 대한 변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파일 변경

1
디자인 창에서 마스터 파일의 경우 을 클릭합니다.

2 변경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마스터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참고: 마스터 파일은 PDF여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 변경

1
디자인 창에서 데이터 원본의 경우 을 클릭합니다.

2 변경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데이터 원본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확인를 클릭합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 문서는 .xlsx, .xls 또는 .csv 파일이어야 합니다.

가변 필드 추가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의 페이지에 가변 필드를 추가합니다.

1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을 생성하거나 엽니다.

2 탐색 모음을 사용하여 변수를 추가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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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창에서 추가할 가변 필드를 찾습니다.

디자인 창에 있는 가변 필드 찾기 상자를 사용하여 변수를 검색합니다.

4 변수를 클릭하고 페이지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5 속성 창에 나열된 변수 속성을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변수 속성 목록은 가변 필드 속성(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가변 필드 속성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을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변 필드 속성 목록

참고:

도킹 해제 속성( )을 클릭하여 변수 속성을 창으로 띄웁니다.

도킹 속성( )을 클릭하여 화면 오른쪽 창으로 변수 속성을 도킹합니다.

표 1: 가변 필드 속성

변수 유형 사용 가능한 속성 컨트롤 기능

텍스트 필드/사용자 지정
텍스트

변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필
드는 단일 텍스트 상자에
쌓을 때 축소됩니다.

텍스트 상자에 포함된 변수
표시

위치 • X축

• Y축

마스터 페이지에서 선택한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크기 • 너비

• 높이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글꼴 글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 중에서 선택합니다.

글꼴 두께 선택 선택한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에 사용된 글꼴 두께를
변경합니다.

마스터에서 사용됨 마스터 파일에 사용된 글꼴
을 검토합니다.

글꼴 크기 글꼴 크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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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사용 가능한 속성 컨트롤 기능

글꼴 색상 글꼴 색상을 선택합니다.

참고: 색상은 CMYK, HSL,

Hex, RGB 또는 색상 팔레

트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

자 지정 별색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 창의 별색 탭에

서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

하여 Adobe Swatch

Exchange(.ase) 형식의 사

용자 지정 별색을 가져옵니

다.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 추가

를 클릭하여 프리셋 색상으

로 색상을 저장합니다.

정렬 왼쪽 정렬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의
왼쪽에 텍스트를 정렬합니
다.

가운데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에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합니
다.

오른쪽 정렬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의
오른쪽에 텍스트를 정렬합
니다.

각도 텍스트 상자 각도 가변 텍스트 필드 상자의
각도를 정도별로 설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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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사용 가능한 속성 컨트롤 기능

채우기 • 채우기 확인란

• 채우기 색상

하이라이트된 텍스트 변수

뒤에 채우기를 켜기 위해서

채우기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채우기 색상을 클릭하여 가

변 텍스트 필드 상자에서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참고: 색상은 CMYK, HSL,

Hex, RGB 또는 색상 팔레

트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

자 지정 별색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 창의 별색 탭에

서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

하여 Adobe Swatch

Exchange(.ase) 형식의 사

용자 지정 별색을 가져옵니

다.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 추가

를 클릭하여 프리셋 색상으

로 색상을 저장합니다.

선 높이 텍스트 상자 줄 높이 텍스트 상자의 선 높이를
제어합니다.

이미지 위치 • X축

• Y축

X축과 Y축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 마스터 페이지에 선
택한 가변 이미지를 배치합
니다.

크기 • 너비

• 높이

가변 이미지의 크기를 제어
합니다.

맞춤 비례 이미지 변수의 원래 비율을
사용합니다.

늘이기 지정한 크기에 맞게 이미지
변수를 늘립니다.

참고: 이 설정은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가져
온 설정으로 이미지를 재설
정합니다.

각도 이미지 각도 이미지의 각도를 정도별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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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형 사용 가능한 속성 컨트롤 기능

바코드 가변 해당 없음 바코드 변수 이름을 표시합
니다.

위치 • X축

• Y축

마스터 페이지에서 선택한
바코드 변수의 위치를 변경
합니다.

크기 • 너비

• 높이

바코드 변수의 크기를 제어
합니다.

참고: 이 속성은 모든 바코

드 유형에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유형 사용 가능한 바코드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파일에 포함된
바코드 변수와 일치하도록
바코드 유형을 설정합니다.

바 텍스트 해당 없음 바코드와 함께 표시되는 텍
스트를 표시합니다.

크기 조정 • X축

• Y축

X축 및 Y축에서 바코드 변
수의 크기 조정을 변경합니
다.

텍스트 변수 각도 변경

변수 기반 디자인에 추가된 텍스트 변수의 각도를 변경합니다.

1 텍스트 변수를 배치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중앙 창의 텍스트 변수 상자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상단으로부터 선이 확장되는 빨간색 박스가 중앙 창의 변수를 둘러쌉니다.

3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때까지 선택 박스 상단으로부터 확장되는 빨간색 선의 상단으로 커서를 움
직입니다.

4 클릭한 상태에서 다음 텍스트 변수가 원하는 각도가 될 때까지 커서를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각도 변경

변수 기반 디자인에 추가된 이미지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1 이미지 변수를 배치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페이지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상단으로부터 선이 확장되는 파란색 박스가 중앙 창의 변수를 둘러쌉니다.

3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때까지 선택 박스 상단으로부터 확장되는 파란색 선의 상단으로 커서를 움
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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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릭한 상태에서 이미지 변수가 원하는 방향이 될 때까지 커서를 드래그합니다.

바코드 방향 변경

변수 기반 디자인에 추가된 바코드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1 바코드 변수를 배치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페이지의 바코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상단으로부터 선이 확장되는 파란색 박스가 중앙 창의 변수를 둘러쌉니다.

3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때까지 선택 박스 상단으로부터 확장되는 파란색 선의 상단으로 커서를 움
직입니다.

4 클릭한 상태에서 바코드가 원하는 방향이 될 때까지 커서를 드래그합니다.

참고: 바코드는 90도 단위로만 회전합니다.

5 바코드 크기를 줄이려면 크기 값을 변경합니다.

6 바코드의 배율을 높이려면 배율 값을 늘립니다.

변수 정렬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에서 변수 정렬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영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 그룹을 자동
으로 정렬합니다.

1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을 열거나 생성합니다.

참고: 정렬 기능을 사용하려면 단일 마스터 페이지에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2 마스터 페이지를 클릭하고 상자가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커서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상자에 의해 지정된 영역에 포함된 변수가 모두 선택됩니다.

3 적합한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로 배포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 내에서 가로로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 세로 배포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 내에서 세로로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 왼쪽 정렬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의 왼쪽 가장자리에 정렬합니다.

• 가운데 정렬 (세로)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의 세로 가운데에 정렬합니다.

• 오른쪽 정렬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의 왼쪽 가장자리에 정렬합니다.

• 상단 정렬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의 상단 가장자리에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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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정렬 (가로)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의 가로 가운데에 정렬합니다.

• 하단 정렬 ( )- 선택한 가변 상자를 선택한 영역의 하단 가장자리에 정렬합니다.

속성 창 띄우기 및 도킹

1
속성 도킹 해제 ( )를 클릭하여 속성 창을 띄웁니다.

2
속성 도킹 ( )을 클릭하여 화면 오른쪽에 속성 창을 도킹합니다.

가변 필드 삭제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의 페이지에서 가변 필드를 삭제합니다.

1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을 엽니다.

2 탐색 모음을 사용하여 변수를 삭제하려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페이지에서 삭제할 가변 필드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삭제 키를 누르거나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가변 필드 복제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의 페이지에서 가변 필드를 복제합니다.

1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을 엽니다.

2 탐색 모음을 사용하여 변수를 복제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페이지에서 복제할 가변 필드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복제 ( )를 클릭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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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반 디자인 미리 보기

인쇄하기 전에 가변 데이터 문서 워크플로우의 마스터 문서와 변수를 결합한 결과를 검사합니다.

1 가변 데이터 문서 디자인을 생성하거나 엽니다.

2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3 미리 보기 창 하단의 컨트롤 바를 사용하여 변수 기반 디자인의 페이지를 페이지별로 탐색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여 컨트롤 바를 움직입니다.

4 왼쪽 창에서 기록을 선택하여 해당 기록으로 디자인을 미리 보기 합니다.

참고: 왼쪽 창에 있는 필터를 사용하여 기록 검색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모든 변수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최장 및 최단 기록으로 필터링합니다.

5 미리 보기를 검사합니다.

을 클릭하여 확대하고 를 클릭하여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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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장

1 저장을 클릭합니다.

2 파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3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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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ry server로 디자인 전송

Fiery server로 디자인을 보내 인쇄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Fiery server에 디자인을 처음 보낼 때 Fiery server의 암호, 서버 주소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 필요합니
다. Fiery의 관리자 사용자 이름은 관리자이며 관리자 암호가 필요합니다.

• 편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 Fiery 서버로 전송을 클릭합니다.

2 기존 Fiery server을 선택하거나 새로를 클릭하여 Fiery server을 추가합니다.

3 Fiery server에 대한 암호, 서버 주소 및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5 설정 드롭다운에서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6 프로세스 및 대기를 클릭하거나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Fiery server에 대한 다른 작업 동작을 선택합니다.

다음 작업 동작 중에서 선택합니다.

• 프로세스 및 대기는 파일을 처리하고 대기열에 배치합니다.

• 대기는 대기열에 파일을 배치합니다.

• 인쇄는 파일을 인쇄합니다.

• 인쇄 및 대기는 파일을 인쇄하고 대기열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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