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XML로
더 편리하게 작업한다
제품 특장점 한 눈에 보기:
Acolada의 SIMQIN을 사용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

용이 궁금하시면 질문을 보내 주십시오.
문서의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하는 XML 에디터 검증.
레이아웃 보기에서 WYSIWYG 작동 컨셉 지원.
Microsoft Word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및 작동 컨셉.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 방식.
SIMQIN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작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

추가 정보:
인터넷: www.simqin.de
페이스북: Acolada GmbH
이메일: info@acolada.de

XML을 위한 Office 어플리케이션
오늘날 XML은 멀티미디어 및 기술 문서의 교차 플
랫폼 출판에서 표준으로 널리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편집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출판 도구뿐
아니라, 많은 산업 표준들도 지금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구조와 레이아웃이
너무 크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XML은 아직 모
든 분야에 침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들
은 아직까지 Microsoft Word와 같은 워드 프로세
서로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텍스트와 문서 레이아웃이 거의 동시에 생성되며,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
대로 XML로 작업하려면 추상적인 감각이 필요합
니다. 문서 구조의 태그들 때문에 텍스트 흐름이 깨
지기 때문입니다. 레이아웃은 제작을 위한 추가 단
계에서만 확인이 가능할 뿐입니다.
WYSIWYG를 통한 편리한 작업
Acolada의 SIMQIN은 Microsoft Word
2007/2010의 기능과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만
든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구조 지향적인
XML이 마침내 현대적인 Office 어플리케이션의
"WYSIWYG" 기능과 맞물리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SIMQIN은 처음부터 문서를 레이아웃
모드로 보여줍니다. 그 뿐 아니라 XML 문서 구조
와 구성까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Sirius CMS와 같은 저작 시
스템 옵션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부 스타일 정의
SIMQIN은 XML 카탈로그에 정의된 모든 문서 구
조를 지원합니다. SIMQIN Styler를 사용하면 스타
일 템플릿을 만들어 XML 구조와 레이아웃을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서뿐 아니라, 단락과 문자
스타일에서 모든 문서 구조의 인터페이스 작동 요
소를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SIMQIN은 이 같은 요소를 다양한 문서 구조에 능
동적으로 적용합니다.

www.acolada.de

XML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용자는 문서의 구조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편집 중인 아이템의 경
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요소를 표시
하는 콘텍스트 메뉴를 통해 구조가 생성되므로, 손
쉬운 편집이 가능합니다.

독립형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거나 Sirius CMS
와 같은 저작 시스템에 통합하여 사용 가능
XML 카탈로그에 정의된 다양한 문서 구조로
사용 가능
SIMQIN Styler를 통한 맞춤식 레이아웃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층 더 쉽게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 정의

그림 2: 특장점 및 라이선스 개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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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mplexml.com

모든 사용자 그룹을 위한 직관적인 설계
Microsoft Word로 작업하던 편집자들은 이와 유
사한 버튼을 통해 문서에서 문자 및 단락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 목록, 그래픽도 쉽게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WYSIWYG 인터페이
스를 통해 레이아웃을 항상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IMQIN은 XML 문서 구조에 따라 검증된
편집 및 형식 변경만 지원합니다. 이 덕분에 편집자
들은 생성한 문서가 XML 구조에 대해 올바른지 확
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라이선스 또는 볼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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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imqin.com

제조국: 독일 | www.2be-markenmacher.de

Acolada XML 기술

XML 문서를 만드는 스마트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