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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특장점 한 눈에 보기:

Acolada의 Adobe InDesign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알려 드립니

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질문을 보내 주십시오.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Adobe InDesign을 표준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myFabulousAgent는 이처럼 익숙한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모두 쌍방향 포스트 프로세싱 및 문서 마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 도구: 언어와 글꼴에 제약이 없습니다.

 수준 높은 레이아웃: 플러그인으로 정말 까다로운 크리에이티브 작업까지 지원합
니다.

 표준 도구: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www.myfabulousagent.de

효율성과 창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수준 높은
InDesign 레이아웃을 만든다
기술 핸드북, 제품 정보 문서, 카탈로그 등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문서의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복
잡한 문맥을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서를 효율적으로 출판
하려면, 자동화된 저작 프로세스에 걸맞는 복합적

합니다. Adobe
을

밀하게 편집할

nt: 문서 처리 프로세스에
솔루션

dobe InDesign의 XML 가져오기 옵
판 사양이 까다로운 문서 레이아웃을 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colada는

abulousAgent 플러그인을 통해 저작 시스
템의 저작 프로세스에 InDesign을 매끄럽게 연
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XML 처리 능력을 확장시
켰습니다. myFabulousAgent의 지능형 문서 자
동화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InDesign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
다. 물론, 여러 문서를 하나씩 변경하고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Acolada GmbH 
Wallensteinstr. 61-63
D - 90431 Nuremberg, Germany 

전화: +49 - (0)911 / 37  66 75 - 0 
팩스: +49 - (0)911 / 37 66 75 - 29 
이메일: info@acolada.de

일관성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myFabulousAgent는 XML 데이터의 구조를 그
대로 유지하므로 최종 검수 단계까지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InDesign의 
변경사항이 저작 시스템에 직접 적용되므로 번거
롭게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이 다국어 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메모리"를 지원하는 플러그인
ML의 그래픽 위치를 "기억"하는 

gent의 "레이아웃 메모리"는 여러 

능입니다. 이 덕분에 필요할 때 문서의 기존 버전을 
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어 문서를 만들 
때 필요한 작업의 양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림 1: InDesign에서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한 Sirius CMS

www.myfabulousagent.de
www.acolada.de
www.adobe.com

그림 2: 특장점 및 라이선스 개요

 독립형 솔루션으로 사용하거나 Sirius CMS와 같은  
저작 시스템에 통합하여 사용 가능

 Adobe InDesign Client 또는 Server 라이선스 취득

 프리셋 XML 구조 없이 어떤 XML 구조도  사용 가능

 InDesign 템플릿으로 만든 문서 레이아웃을  
myFabulousAgent로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myFabulousAgent 라이
브러리는 XSLT와 함께 추가 XML 표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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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Fabubulolousu Agent 플러그인을 통해 저작작 시스시스

하려면, 자동화된 저작 프로세
인 조판 솔루션을 다양하게 갖춰야 합니다. A
InDesign은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문서 제작을 
위한 다기능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
램은 XML 파일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인터페이스
까지까지 지지원합원합니다니다. 이러이러한한 방식방식으로으로 저저작작 시스시스템의템의 
데이터를 InDesign에서 직접 더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myFabulousAgent: 
최적화된 통합 솔루
하지만... Adob
션은 조판 사
들기들기에에 충

템의
결

XML의 
myFabulousAgent의 "레이아웃 메모리"는 여러 
레이레이아웃아웃 버버전을전을 만만들들 때때 도움도움이이 되는되는 실실용적용적인인 기기
능입니다. 이 덕분에 필요할 때 문서의 기존 버전을 

들기에 
mymyFaFa
템

작업자와 회사가 모두
Acolada로 새로운 창의력의 자유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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