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여 필요할 때 
항상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추가

컴퓨터, Office.com 클립 아트 갤러리 또는 웹에서 하나 이상의 그
림을 발행물에 추가합니다.

파일 관리

파일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공
유를 수행하거나 비즈니스 정보
를 편집하거나 다른 옵션을 선택
하려면 파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계정 보기 또는 전환

클라우드에서 작업 중인 경우 파일 > 계정을 클릭하여설정을 변경
하거나 계정을 전환합니다.

탐색 창
탐색 창을 사용하여 발행물 간에 
이동하고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확대/축소

슬라이더 막대를 사용하여 발행
물 페이지를 빠르게 확대 및 축
소합니다.

보기

클릭 한 번으로 단일 페이지 및 
두 페이지 보기 사이를 전환합
니다.

리본 메뉴 표시/숨기기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
가 숨겨집니다. 리본 메뉴를 표
시하려면 탭을 클릭한 후 압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빠른 시작 가이드 
Microsoft Publisher 2013의 모양이 이전 버전과 달라졌습니다. 새로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리본 메뉴 사용

발행물 창 맨 위에 리본 메뉴라는 넓은 띠가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각 
탭에는 다양한 단추와 명령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ublisher 2013에서 발행물을 열면 홈 탭에 가장 자주 사용한 Publisher 작업 및 명령
이 표시됩니다. 

새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만들기

모든 발행물은 새로운 시각적 서식 파일 갤러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 발행물을 
선택하거나 세련된 새 발행물 서식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리본 메뉴 숨기기/표시

리본 메뉴를 숨기면 화면상의 작업 공간이 넓어집니다. 리본 메뉴 맨 오른쪽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 보세요. 나중에 리본 메뉴를 다시 표시하려면 탭 제목을 클릭
한 후 화살표 대신 나타난 압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Publisher 2013에서 작업하는 동안 언제든지 파일 >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서식 
파일 갤러리를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항목 
Publisher 2013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및 명령을 찾으려면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작업 해당 항목 찾아볼 위치

열기, 만들기, 저장, 고유, 내보내기 또는 인쇄 파일 Backstage 보기(왼쪽 창에서 명령 클릭)

서식 복사, 글꼴 및 글꼴 서식, 단락 서식 지정, 맞춤 홈 클립보드, 글꼴, 단락 및 정렬 그룹

텍스트 상자, 그림, 표, 도형 삽입 삽입 표, 일러스트레이션 및 텍스트 그룹

서식 파일, 여백, 방향 또는 페이지 크기 변경, 레이아웃 안내선 설정,  
구성표 적용, 마스터 페이지 찾기

페이지 디자인 서식 파일, 페이지 설정, 레이아웃, 구성표 및 페이지 배경 그룹

편지 및 전자 메일 병합 편지 시작, 필드 쓰기 및 삽입, 결과 미리 보기 및 마침 그룹

맞춤법 검사, 온라인 리서치 수행, 텍스트 번역, 언어 설정 검토 언어 교정 및 언어 그룹

기본/마스터 페이지 보기, 레이아웃 보기, 안내선/눈금자/그래픽 관리자  
표시

보기 보기, 레이아웃 및 표시 그룹



그림 추가 
 

Publisher 2013에서는 컴퓨터, Office.com 클립 아트 갤러리, 다른 웹 위치 등 모든 위
치에 있는 그림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그림을 한꺼번에 삽입하면 Publisher 2013의 스크래치 영역에 그림들이 
하나의 열로 배치됩니다. 스크래치 영역에서 발행물의 페이지로 그림을 끌어다 
놓은 다음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끌어오거나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 바꾸기
 

레이아웃에 있는 그림을 다른 그림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이 동일 페이지에 
있든 그림 중 하나가 스크래치 영역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한 후 표시된 산 아이콘을 두 번째 그림으로 끕니다. 그림 주위에
서 테두리가 분홍색으로 강조 표시되면 마우스 단추를 놓습니다.



그림 효과 추가
 

Publisher 2013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에 그림자,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반사, 입체 효과, 3차원 회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적용하려면 그림을 선택한 후 그림 효과 – 서식 탭에서 그림 효과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효과 추가
 

Publisher의 새로운 텍스트 효과를 사용하여 발행물에 시각적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네온, 반사, 입체 효과 중에서 선택합니다.

원하는 효과를 적용하려면 텍스트를 선택한 후 텍스트 상자 도구 – 서식 탭에서  
텍스트 효과를 클릭합니다.



포토 센터 인쇄
 

Publisher 2013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압축 파일 만들기 옵션 덕분에 온라인 사진 
인쇄가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진 인쇄를 위해 발행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행물의 각 페이지가 
JPEG 그림으로 내보낸 다음 이 파일을 인쇄하도록 포토 센터 웹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페이지 배경으로 사용
 

그림을 세련된 발행물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배경에 적용을 선택한 후 그림으로 전체 페이지를 채우려면 채우기를 선
택하거나 여러 그림을 배경에 추가하려면 바둑판 모양을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