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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구성
키노트를 실행하면 테마를 선택하는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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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노트를 구동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가 뜹니다.

2. 도구막대입니다.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면 
     도구막대에서 오른클릭 후 도구막대사용
자화(customize toolbar)를 선택하세요.

3. 네비게이터입니다.  슬라이드, 아웃라인, 마스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4. 슬라이드쇼 재생시 이곳에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보
   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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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바
키노트의 기능을 원클릭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구의 모음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합니다

슬라이드쇼를 재생합니다

키노트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합니다

테마를 재설정합니다

마스터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각각 텍스트상자, 도형, 표, 차트를 생
성합니다

슬라이드에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여러장의 이미지를 
넣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
다

마스크 효과를 주면 사진의 일부분을 가
릴 수 있습니다

선택된 영역과 비슷한 색상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선택된 다수의 객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룹화된 객체를 그룹해제합니다

선택된 객체를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선택된 객체를 맨 뒤로 가져옵니다

각각 속성윈도우, 미디어, 컬러휠, 서체
윈도우를 불러옵니다

포맷바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inmacbook                                                                                                          맥북을 쓰는 사람들

Format Bar
format bar의 등장으로 그동안 iWork의 불편했던 요소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Format Bar를 누르면 text, tables, charts 및 다
른 요소들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막대가 나
타납니다
그동안 속성윈도우나 서체윈도우를 열어야만 가
능했던 것들이 여타 소프트웨어처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ormat Bar를 열었을 때> <Format Bar를 닫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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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Builds
하나의 슬라이드 속에서 여러 장의 사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며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2

3

기존의 키노트에선 사진에 여러 효과를 주려면 사진의 수만큼 슬라이드를 만들
어야 했지만 키노트08에선 하나의 슬라이드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도구바의 Smart Builds를 클릭하여 원하는 효과를 선택합
니다

2. 그럼 이러한 창이 뜨는데 이곳에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드
래그하여 넣습니다

3.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아래의 Scale images to same 
size를 선택하면 사진의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모두 같은 사이
즈로 나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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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  도구메뉴 이용하기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가릴 수 있습니다

2

3

4

1. 사진을 선택한 뒤 마스크 아이콘을 누릅니다

2. 그러면 선택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우스로 적당히 
    드래그하여 원하는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화살표를 조절하여 사진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4. Edit Mask를 누르게 되면 어두운 부분은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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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 원하는 부위 마스킹하기
도형을 그려서 원하는 부위만 마스킹하겠습니다

1
2

3

1. 도구바의 도형에서 패스툴을 선
택합니다

2. 사진위에 마우스 좌클릭으로 점
을 찍어 나갑니다

3. 아래의 사진이 잘 보이도록 투명
도(Opacity)를 50%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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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 원하는 부위 마스킹하기
도형을 그려서 원하는 부위만 마스킹하겠습니다

4. 도형과 이미지를 모두 선택한 뒤 도구바의 Mask
를 누릅니다

5. 그리고 작은 속성창이 뜨면 Edit Mask를 누르면 
어두운 부분은 마스킹됩니다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비슷한 색이면 Alpha를 이용하는 
게 용이하지만 여러가지 색이 섞여있는 경우라면 Mask를 이용하
는 게 용이합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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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툴 사용하기
패스툴로 도형을 그려서 도형의 외곽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패스툴로 대충 그린 그림 그리기 후 도형을 더블클릭하면 
도형 안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빨간 점이 생기는데

빨간 점을 더블클릭하면 외곽선 경로를 조절
할 수 있는 바가 생깁니다
이 바를 잡고 움직이면 도형이 부드럽게 변하
고 ⌘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선택된 점
을 기준으로 한쪽만 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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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선택된 영역과 비슷한 색상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1

2

3

4

1.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구바의 Alpha를 선택합니다

2. 투명하게 할 부분에서 마우스를 누른 뒤 조금씩 드래그합니다

3. 마우스포인터를 많이 끌수록 투명해지는 색상범위가 넓어집니다

4. 배경의 파란색을 간단하게 모두 제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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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ront/Back
Group : 객체가 많을 경우 유사한 객체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Ungroup       Group

Front/Back : 선택된 객체를 최상위, 최하위로 이동합니다

↼

Back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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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 Slides

1

2

3

4

5

6 7

1.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는  슬라이드 내에 빌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2.  삼각형을 누르면 그룹화된 슬라이드를 볼 수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슬라이드 속에 그룹으로 묶여진 모습

4.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의 작은 삼각형은 슬라이드에 화면전환이 
   있다는 표시

5. 해당 슬라이드를 오른클릭 후 슬라이드건너뛰기(skip slide)를 
   선택하면 재생시 그 슬라이드는 재생이 안됩니다.

6. 슬라이드를 끌어서 다른 슬라이드의 아래에 위
치시킬 수 있습니다.

7.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다른 슬
라이드에 그룹으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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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 Master Slides

슬라이드의 제목입니다.

슬라이드의 내용도 보여주며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단추를 아래로 끌어 내리면 마스터슬라이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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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Document
문서 전반에 관한 설정 윈도우입니다

Automatically play upon open - 문서가 열릴 때 자동으로 플레이
Loop slideshow - 반복재생
Resrart show if idle for - 일정시간  후 자동 시작
Require password to exit show - 슬라이드쇼 종료 시 암호 요구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넘길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를 통해서만 넘길 수도 있습
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팟라이트 검색에 사용할 메
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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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Slide
현재 슬라이드의 화면전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전환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ffect - 화면전환 효과
Duration - 진행시간
Direction - 진행방향
Start Transition - 효과재생 방식

중간의 마스터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현재 슬라이드에 적용됩니다.
아래의 체크상자는 제목상자와 바디 
상자를 보이게 하거나 숨깁니다.

배경으로 그림을 넣거나 색상, 그라디언트
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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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Build(Build in)
슬라이드 내 각각의 객체에 대한 화면효과를 지정하는 윈도우입니다

영상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영상효과의 시작 및 종료, 효과, 진행시간,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열면 자동, 수동으로 효과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진행 순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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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Build(Action)
슬라이드 내에 있는 객체에 모션을 줄 수 있습니다

액션 효과를 결정하고
Path로 이동경로를 직선, 
곡선으로 결정할 수 있습
니다

1

2

1. 이동경로가 직선인 경우

2. 이동경로가 곡선인 경우, Path에서 
곡선버튼을 누르거나 이동경로의 빨간 
포인트를 더블클릭해도 곡선으로 바뀝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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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Text
텍스트에 관한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1 2 3

4

5

6

색상 & 정렬

1. 텍스트 색상 설정

2.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좌우 정렬

3. 글자 상자도 위아래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간격 설정

4. 자간 :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설정

5. 행간 : 기준 텍스트 선에서 위아래 설정

6. 여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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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Text
텍스트에 관한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1 2

3

다단 설정

1. 텍스트 상자의 다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체크하면 나눠진 다단의 간격과 글자를 
모두 같은 크기로 유지합니다.

3. 다단의 간격과 글자 크기가 표시됩니다.

글머리 기호

특정 기호(text bullet), 숫자(number), 특정 이
미지(custom image), 글머리 이미지(bullet 
image)를 선택하고 색상,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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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Graphic
도형에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채우기
도형에 색상, 그라디언트, 이미지 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외곽선
도형에 외곽선을 넣을 수 있고 외곽선의 모
양, 색상, 두께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림자
도형에 그림자를 넣을 수 있고 각도(angle), 
크기(offset), 번짐(blur), 투명도(opacity)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반사효과 & 투명도
반사(reflection)를 체크하면 보는 바와 같이 
도형이 얼음판에 비친 효과가 됩니다. 

투명도(opacity)의 %를 낮추면 도형이 투명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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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Metrics
선택된 객체의 파일정보를 보여주고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파일명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변경이 가능한 
체크박스(constrain proportions)와 원본 사이
즈로 되돌리는 버튼(original size)이 활성화됩
니다.

도형 및 이미지의 위치를 숫자를 기입하
여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형 및 이미지를 회전시키거나 상하좌
우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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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Table
표에관한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표의 행/열의 갯수 설정

행/열의 추가, 제거, 셀합치기, 나누기 등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행/열의 넓이와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셀의 내,외곽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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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Chart
차트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1. 차트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2. 그래프의 주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show legend)

3. 막대그래프의 경우 외곽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4. X,Y축 라벨을 입맛에 맛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막대 그래프의 최대, 최소치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드도
   steps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수치 표기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폐단위, 세 자리마다 (,)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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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Chart
차트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데이터를 보이게 할 수 있고(show value)
데이터 이름을 보이게 할 수 있으며(show series names)
파이 형태에선 그 위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 몇 자리 까지 보일지 설정 가능합니다.(decimals)

그래프, 선, 파이 등 막대기 형태의 차트 형식
바와 바, 혹은 바 그룹 사이의 간격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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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 - Hyperlink & Quicktime
객체에 다양하게 링크를 걸 수 있고 퀵타임 동영상의 제어도 가능합니다

1

2

3

하이퍼링크

1. 체크상자를 클릭하여 하이퍼 링크를 활성하면

2. 슬라이드, 웹페이지, 키노트파일, 이메일로 링크가 가능합니다.

3. 슬라이드를 선택했을 때는 원하는 슬라이드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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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및 오디오

4.  Start & Stop 재생 구간을 설정합니다
    Poster Frame 정지상태에서 보여줄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Start movie on click 체크해제하면 슬라이드쇼에서 
                                  자동재생합니다 

5.  한 번만 재생(none), 반복재생(loop), 
    재생 후 거꾸로 재생(loop back and forth)

6. 볼륨조절

7. 슬라이드쇼를 재생하지 않고 비디오 및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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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Image
이미지를 보정을 할 수 있는 윈도우입니다

이미지의 밝기(brightness), 대비
(contrast) 설정이 가능합니다.

채도(saturation), 색온도(temperature), 농
담(tint)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명도(sharpness)설정이 가능합니다.

노출(exposure), 레벨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레벨(auto levels) : 이미지의 최적 레벨값을 
                                  알아서 결정해줍니다.
이미지 되돌리기(reset image) : 이미지를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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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 General
키노트 전반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For New Documents
- 새 문서를 만들 때 테마선택 윈도우(show theme chooser dialog)
를 열거나
- 특정테마 사용(use theme)

Editing
-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사이즈와 위치 나타냅니다.
- 불러온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맞게 자동 조정

Saving
- 저장할 때 이전 버전을 백업합니다.
- 오디오, 동영상을 문서에 포함(복사)합니다.
- 테마 이미지를 문서에 포함(복사)합니다.

Animations
- 이전 버전에서 제작된 키노트 파일을 새로운 버전의 
키노트에서 사용할 때 새로운 버전에선 쓰이지 않는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utline View Font
- 아웃라인 서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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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 Rulers
안내선과 격자선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Ruler Units 자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 슬라이드 중심을 0점으로 표시합니다.
- 단위를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Alignment Guides
안내선의 색상을 정합니다

Master Gridlines
- 마스터 슬라이드에 oo%간격으로 가로로 격자를 표시합니다.
- 마스터 슬라이드에 oo%간격으로 세로로 격자를 표시합니다.

Object Alignment
- 안내선을 나타낼 때 오브젝트의 중심에 보입니다.
- 안내선을 나타낼 때 오브젝트의 가장자리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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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 Slideshow
슬라이드 재생화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모니터에 맞춥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후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화면이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큐브전환시 화면을 줄입니다.
화면이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플립전환시 화면을 줄입니다.
슬라이드를 재생시키더라도 익스포제,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나 동영상이 있으면 마우스포인터 표시
마우스가 움직일 때 포인터 표시
동영상 위에 포인터가 위치하면 재생컨트롤을 표시

맥북 등 주모니터에서 사용합니다.(발표자용 화면은 보조 모니터)
스크린 등 보조모니터를 사용합니다.(발표자용 화면은 맥북)
디스플레이설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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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 Presenter Display
발표자용 화면과 청중을 위한 화면이 다를 경우 발표자용 화면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Alternate Display
발표자에게는 발표자용 화면을 따로 보여줍니다

Show(발표자용 화면에 보여줄 항목들)
현재화면
다음화면
노트
시계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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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키노트파일을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기 위해 퀵타임동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키노트파일을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최상의 품질로 QuickTime무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파일(File) > 내보내기(Export)를 선택합니다

1. QuickTime탭의 하단에서 
   오디오 파일이 있는 경우 오디오포함하기(Include audio)를 
   선택하고, png형식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 투명도 
   포함하기(Include transparency)를 체크합니다

2. 포맷(Formats)의 펼침메뉴는 열어
   사용자화(Custom...)를 선택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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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키노트파일을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기 위해 퀵타임동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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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팅(Settings)을 선택하십시오.

4. 프레임수(Frame Rate)가 높을 수록

5. 키프레임수(Key Frames)가 낮을 수록

6. 인코딩(Encoding)이 최고품질(Best quality)일수록

퀵타임 동영상의 품질은 좋아지며 파일크기는 커지
고 동영상으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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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1
장문에서 포인트만 강조하기

부득이하게 장문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1. 이 때는 하나의 슬라이드에 내용을 넣은 
뒤 슬라이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2번 째(복
사한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강조해야할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를 박스처리합니다.

2. 선택된 문장의 글자를 배경색과 비슷한 색
으로 바꿔줍니다.

1

2

3

3. 첫번 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inspector에
서 화면전환 탭의 Effect를 Dissolve로 두고 
Start Transition을 On Click으로 합니다.



cafe.naver.com/inmacbook                                                                                                          맥북을 쓰는 사람들

Tips #2
이미지 일부분만 보여주고 전체 보여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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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마를 Black으로 선택하고 그림을 필드로 가져온 뒤 똑같은 슬라이드로 복제합니다

2. 첫번 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도구바의 Shapes에서 적당한 도형을 골라 배치합니다

3. 도형과 그림을 선택하고 도구바의 Mask를 눌러주면 저렇게 됩니다

4. inspector의 Slide에서 Effect를 Dissolve로 한 뒤 Start Transition을 On Click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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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3
차트의 특정부분 확대해서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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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2. Cmd+Shift+4를 이용하여
확대해야할 부분이 포함 되게끔 
스냅샷을 찍습니다

3. 방금 스냅샷 한 그림을 불러온 
뒤 그 위에 도형을 하나 만들고 그
림과 도형을 같이 선택합니다. 

4. 도구바의 Mask를 누르면 도형 밖의 
그림은 어두워집니다. 이 때 도형 안쪽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줘야하므로 어두운 
그림을 늘여서 확대합니다.

5. 도형 밖을 선택하면 어두운 부분이 
없어집니다. inspector의 graphic에서 
그림자를 설정합니다.

6. 이것을 원래의 차트 위로 가져갑니다. 확대부분
이 차트보다 아래에 있으면 확대부분이 선택된 상
태에서 도구바의 front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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