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테마

테마란, 에디터에서 작성한 내용에 적용할 글꼴, 단락 앞과 뒤 간격, 글자 정렬 방법 등과 같은 서식의 묶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단락 단위로 내용을 편집하듯이 테마도 단락과 문자 유형 단위로 서식을 꾸밉니다.
쓰리래빗츠 북은 에디터에서 작성한 내용과 테마로 설정한 서식을 완전하게 분리합니다. 이로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
습니다.
●

내용 변경 없이 테마 변경만으로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

한 번 만든 테마를 여러 문서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문서 또는 여러 문서에 대한 서식을 쉽게 통일할 수 있습니다.

쓰리래빗츠 북은 테마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웹
웹 뷰어와 EPUB1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PDF
PDF와 MS 워드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서식 | 테마> 메뉴에서 테마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마> 메뉴는 “서식 만들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보입니다.

1. 기술적으로 EPUB는 HTML 파일 묶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EPUB 테마를 만들지 않고 웹 테마를 사용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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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테마 만들기

쓰리래빗츠 북을 설치할 때 “기본 웹 테마”와 “기본 PDF 테마”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순서로 테마를 만듭니다.
1.

<서식 | 테마>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테마 만들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3.

이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과 언어를 선택합니다.
○

4.

글꼴과 번호 매기기 형식의 차이로 언어별로 테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마를 만든 후에는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림 24-1 테마 만들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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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테마 편집하기
다음 순서로 테마를 편집합니다.
1.

테마 목록에서 서식을 변경할 테마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서식을 설정할 단락 유형 또는 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서식 정보를 변경한 후 “미리 보기”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4.

<지금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서식을 변경하면 아래에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

테마를 만들 때 선택한 언어에 따라 미리 보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을 지원합니다.

●

차례와 찾아보기는 언어 선택과 상관 없이 영어로만 표시됩니다.

●

미리 보기와 내보내기 결과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DF 테마의 경우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글꼴을 처리하기 위해 그림 파일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미리 보기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미리 보기로 보더라도 저장하지 않고 다른 항목을
선택하거나 화면을 이동하면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4.3 서식 설정을 위한 팁
글꼴
웹 테마와 PDF 테마에서 글꼴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웹 테마에서 글꼴 선택
웹 테마에서 글꼴 선택은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웹 뷰어에서 사용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웹 테마에서 선언한 글꼴이 사용자 컴퓨터에 없다면 웹 브라우저의 기본 글꼴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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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여러 운영 체제를 고려해 글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Arial, Helvetica, LiberationSans, sans-serif

순서대로 윈도우, 맥 OS, 리눅스에 있는 비슷한 모습을 지닌 영어 글꼴입니다.
쓰리래빗츠 북은 많이 사용하는 글꼴 목록을 제공합니다.
●

Arial, sans-serif

●

Arial, Helvetica, sans-serif

●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

'Lucida Grande', Arial, Verdana, sans-serif

●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

Georgia, 'Times New Roman', Times, serif

●

Consolas, 'Bitstream Vera Sans Mono',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코드용 글꼴)

●

굴림, Gulim, sans-serif

●

돋움, Dotum, sans-serif

●

궁서, Gungsuh, serif

●

바탕, Batang, serif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sans-serif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제공되는 것 이외의 글꼴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PDF 테마에서 글꼴 선택
PDF 테마에서 글꼴 선택은 PDF 파일 자체에 포함될 글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PDF 테마에서 선택한 글꼴은 PDF 파
일 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 체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글꼴에 대한 라이선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45. PDF 글꼴에 등록한 글꼴만 PDF 테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락
맞춤과 하이픈 넣기
PDF 테마에서 맞춤으로 “양쪽 맞춤”을 선택하면 하이픈 넣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 PDF 하
이픈 넣기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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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바꿈 옵션
PDF 테마에서 단어 잘림 방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2 단어 잘림 여부 설정

1 줄 바꿈 옵션으로 줄 바꿈 시 단어가 잘리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단어 잘림 허용
단어 사이에서 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어 잘림 방지
단어 사이에서 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이픈(-) 넣기
단어 잘림 허용과 같이 단어 사이에서 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줄이 바뀌는 위치에 하이픈을 삽입합니다.

단락 간 구분
단락 간 구분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락 첫 줄을 들여쓰기
첫 줄을 들여쓰기 하여 단락을 구분합니다.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쇄할 때 종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락 앞과 뒤에 여백 주기
단락 앞과 뒤에 여백을 주어서 단락을 구분합니다.
PDF의 경우 소설이나 수필 등의 단행본은 대부분 들여쓰기로 단락을 구분합니다. 전문 기술 서적의 경우에는 두 방법
모두 사용합니다.
웹에서는 여백 주기 방식이 가독성이 높아 들여쓰기보다는 여백 주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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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앞과 뒤 여백
단락과 단락 사이 여백은 각 단락 앞과 뒤 여백의 합이 아닌 둘 중 큰 값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락이
배열되어 있을 때,

1

제목 1 (단락 앞 여백 0,

단락 뒤 여백 3)

2

제목 2 (단락 앞 여백 1,

단락 뒤 여백 2)

3

보통

(단락 앞 여백 0.5, 단락 뒤 여백 0.5)

제목 1과 제목 2 사이의 여백은 3이고, 제목 2와 보통 사이의 여백은 2가 됩니다.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설정할 때 다음을 참고합니다.
●

들여쓰기에 0보다 작은 값을 입력하면 내어쓰기가 됩니다.

●

왼쪽과 오른쪽에 0보다 작은 값을 입력하면 단락 너비가 커집니다.

그림 24-3 간격과 들여쓰기

테두리와 배경 설정
제목, 코드, 명령어, 줄 바꿈 유지, 블록 인용구, 권두 명구, 노트, 팁, 주의 등에 대해서는 테두리와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다음 순서로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1.

테두리를 설정할 단락 유형을 선택한 후 “테두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선 스타일, 색, 두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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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쪽(
○

4.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버튼을 클릭하여 선을 설정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선이 지워집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한 후 <지금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4-4 테두리

테두리가 내용과 너무 가깝게 그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여백을 줍니다.

배경
배경으로 배경 색과 배경 그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NG 형식의 투명 그림을 지원합니다.

배경 그림을 설정할 때 다음을 참고합니다.
●

●

“위치 X”와 “위치 Y”로 배경 그림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

위치 X: 맨 왼쪽을 0으로 합니다.

○

위치 Y: 맨 위쪽을 0으로 합니다.

“반복 방식”을 선택합니다.
○

반복하지 않음

○

가로로 반복

○

세로로 반복

○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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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배경

번호 매기기
제목, 순서 목록, 비순서 목록, 그림과 표 단락에 번호 매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 번호 매기기
를 참고합니다.

em, px, pt 단위에 대해서
값을 설정할 때 어떤 단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위를 선택하는데 다음을 참고합니다.

웹 테마는 px(픽셀)와 em 단위를, PDF 테마는 pt(포인트)와 em 단위를 사용합니다.

em
기본 항목에 설정한 글꼴 크기에 맞추어 값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항목에 설정한 값이 10px라고 가정하면 1e
m은 10px를, 1.1em은 11px를, 0.9em은 9px를 의미합니다.
웹 테마와 PDF 테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통 단락의 글꼴 크기보다 제목 1 글꼴 크기는 2배, 제목 2는 1.7배, 제목 3은 1.5배, 제목 4는 1.2배 크게하고,
제목 5는 같게 합니다.

●

코드 단락 유형의 글꼴 크기는 보통 단락보다 0.9배로 작게 합니다.

●

단락 앞과 뒤 여백, 줄 간격, 첫 줄 들여쓰기 등도 글꼴 크기에 비례해서 설정합니다.

px(픽셀)
모니터와 같은 표시 장치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를 갖습니다. 웹 테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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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포인트)
인쇄와 관련한 단위로 고정된 크기를 갖습니다. PDF 테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4 항목별 주요 가이드
단락과 문자 유형별로 서식을 설정하는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4-1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
항목

설명

기본

전체 테마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식을 설정합니다.

텍스트

텍스트 단락 유형에 대한 서식을 설정합니다. 에디터에만 표시되는 교정 단락은 서식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림 단락에 대한 서식을 설정합니다.

표

표 단락에 대한 서식을 설정합니다.

객체

객체 단락 유형에 대한 서식을 설정합니다. 차례, 찾아보기, 빈 페이지는 PDF 테마에서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유형

문자 유형과 링크에 대한 서식을 설정합니다. 에디터에만 표시되는 교정 문자 유형은 서식을 설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서식 정보가 달라집니다. 제목, 순서 목록, 비순서 목록, 정의 목록, 그림, 표,
차례, 찾아보기, 각주 등은 여러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체 테마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식을 설정합니다.

글꼴, 제목용 글꼴, 코드용 글꼴
한 문서에서 너무 많은 글꼴을 사용하거나 한 글꼴만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문서 유형과 독자의 성격을 고
려하여 정하되, 되도록 가장 적절한 글꼴 수인 두세 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적은 수의 글꼴로도 크기, 색,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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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을 적절하게 조합하기 위해 제목과 본문 글꼴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고정 폭 글꼴을 사용해야 하는 코드 관련 단
락과 문자 유형을 위해 코드용 글꼴도 설정합니다.
표 24-2 글꼴, 제목용 글꼴, 코드용 글꼴
글꼴 유형

적용 범위

글꼴

제목, 코드용 글꼴을 제외한 나머지 단락과 문자 유형에서 사용합니다.

제목용 글꼴

제목 1~5, 헤드라인, 그림 제목, 표 제목 단락에서 사용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글꼴"에 설정
된 글꼴을 사용합니다.
2

코드용 글꼴

코드, 명령어 단락과 코드 문자 유형에서 사용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글꼴"에 설정된 글꼴을
사용합니다.

그림 24-6 글꼴

필요시 개별 항목에서 글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
기본에서 설정한 글꼴 크기가 개별 항목에서 em 단위를 사용하는 값들의 기준이 됩니다.

텍스트 단락
●

●

제목, 순서 목록, 비순서 목록에는 번호 매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코드, 명령어, 줄 바꿈 유지, 블럭 인용구, 권두 명구, 노트, 팁, 주의 등에는 테두리와 배경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2. 고정 폭 글꼴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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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들여쓰기
제목 아래 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7 PDF에서 절 들여쓰기 예시

웹 뷰어와 EPUB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PDF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절 들여쓰기는 테마에서 설정합니다. 1 제목 메뉴의 2 단락 탭에서 3 절 들여쓰기 값을 설정합니다.

12 | 테마
그림 24-8 테마에서 절 들여쓰기 값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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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락
●

그림 제목 위치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제목 위치를 바꾸면 위아래 여백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림이 차지할 수 있는 너비를 텍스트 단락보다 크게 하려면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합
니다.
○

이렇게 설정했다면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표 단락
●

표 제목 위치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표 제목 위치를 바꾸면 위아래 여백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표 머리, 표 머리 행, 표 머리 셀에 설정한 값을 표 바닥 행에도 적용합니다.

객체 단락
차례
●

PDF 테마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보기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PDF 파일에는 제목과 페이지 번호 사이에 점선이 그어집니다.

찾아보기
●

PDF 테마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열 숫자: 찾아보기 목록에서 사용할 열 숫자를 설정합니다.

●

항목/페이지 번호 구분자: 찾아보기 항목과 페이지 번호 사이의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쉼표와 스페이스
바로 한 칸 띄운 공백(", ")입니다.

각주
●

PDF 파일에서는 각주로, 웹 뷰어와 EPUB 파일에서는 장 아래에 미주로 처리합니다.

●

본문과 주석 내용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

실선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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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

높이: 에디터에서 객체를 추가할 때 여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객체 | 여백”에서 설정한 값 만큼의 여백을 추가합
니다.

빈 페이지
●

PDF 테마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라벨: 빈 페이지에 “이 페이지는 빈 페이지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수평선
●

실선만을 지원합니다.

문자 유형
문자 유형 서식을 설정할 때 다음을 참고합니다.
●

●

●

●

글꼴 스타일을 “상속”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으로 설정하면, 동일한 문자 유형이 제목 1 단락과 보
통 단락에 모두 있을 때 해당 단락 유형에 설정한 글꼴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정 폭 글꼴을 사용하는 코드 문자 유
형은 예외입니다.
글꼴 크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1em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x 또는 pt로 임의의 값을 지정하면 단락 유형
과 어울리지 않는 크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콜아웃 문자 유형의 배경 색과 글자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 뷰어와 HTML과 PDF 파일에서만 지원합니다.
MS 워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각주 번호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콜아웃 문자 유형의 배경 색과 글자 색 설정 기능은 쓰리래빗츠 북 4.0.6 버전부터 지원합니다.

●

각주 번호 설정 기능은 쓰리래빗츠 북 4.0.10 버전부터 지원합니다.

24.5 웹 테마 CSS로 꾸미기
웹 테마를 CSS로 꾸미는 방법은 웹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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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웹 글꼴 사용하기
웹 글꼴을 사용하는 방법은 웹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