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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ZoomText는 저시력 컴퓨터 사용자가 Windows 데스크톱, 노트북 및
태블릿 장치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컴퓨터 액세스 솔루션입니다. ZoomText는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확대, 강화 및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제공하므로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는 두가지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ZoomText
확면확대기와 ZoomText 확면확대기/리더.
ZoomText 화면확대기는 컴퓨터 화면의 모든 것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완벽한 화면 확대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는 ZoomText 화면확대기의 모든
기능과 저시력 사용자를 위해 맞춤 설정된 화면 및 문서
읽기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ZoomText 리더는 학습 장애,
읽기 결핍 및 기타 난독증이 있는 개인에게도 적합합니다.
두 버전의 ZoomText는 연령과 숙련도에 관계없이 가정, 학교 및
직장에서 독립성, 생산성 및 성공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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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기 특성
ZoomText 화면확대기는 컴퓨터 화면의 모든 것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고급 화면 확대 프로그램입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력성있는 확대. ZoomText는 최대 배율 60배까지 확대를
제공합니다. 확대레벨은 1 배에서 8 배까지는 1 배씩, 10
배에서 16 배까지는 2 배씩, 20 배에서 36 배까지는 4 배씩,
42 배에서 60 배까지는 6 배씩 그리고 1.2 배, 1.4 배, 1.6
배, 1.8 배, 2.5배, 3.5배 및 4.5배의 확대배율을
포함합니다. 모든 확대 레벨, 선호하는 확대레벨만, 또는
정수레벨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확대 보기창. ZoomText는 단일 및 다중 모니터 구성에
대해 다양한 확대 보기창 유형을 제공하므로 필요에 따라
확대 뷰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평활화. 두 가지 유형의 향상된 평활화인 xFont® 및
기하학적 평활화를 사용하면 모든 확대 레벨에서 텍스트와
그래픽 (사진 포함)이 선명하고 읽기 쉽게 보여집니다.
다중 모니터 지원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을 사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ZoomText의 고유 한 MultiView 모드 인 MultiView Local 및
MultiView Global (특허 출원 중)을 사용하면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보거나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 위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강화된 스크린 색상. 혁신적인 색상 컨트롤은 화면 선명도를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수 효과에는 색상
물들임, 이중색상 모드 및 특정 색상 교체가 포함됩니다.
눈에띄는 포인터와 커저. 크기와 색상 강화를 사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와
텍스트 커저 주변의 특별한 표시기를 사용하여 쉽게 찾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포커스 강화. 포커스 강화 기능을 사용하면 메뉴, 대화 상자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을 탐색 할 때 컨트롤
포커스를 쉽게 찾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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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탐색.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보기를
스크롤하는 것을 항상 부드럽고 편안하게 합니다
터치 스크린 기기 지원 ZoomText는 태블릿, 노트북 및
데스크탑 모니터를 포함한 Windows 10 및 8.1 터치 스크린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탭하고 드래그하고 스와이프 할 때 따라갑니다.
그리고 ZoomText 터치 아이콘 및 단축키를 사용하여 주요
ZoomText 기능에 즉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알림: 5
포인트 이상의 멀티 터치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터치 스크린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검색기. 검색기는 문서, 웹 페이지 및 전자 메일에서 검색,
훑어보기, 탐색 및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체
문서 또는 머리글, 양식 및 링크와 같은 특정 항목에서만
단어 또는 문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카메라. ZoomText 카메라를 사용하면 표준 HD
웹캠을 사용하여 인쇄 된 문서, 책 및 기타 항목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설정. 사용하는 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전환하면 ZoomText가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위해 저장된 설정을 불러옵니다.
윈도우즈 로그온 지원. ZoomText는 윈도우즈 로그온 화면 및
기타 보안 모드 프롬프트에서 확대 및 화면 읽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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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시작하기
ZoomText는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배우고
사용해야하는 필수 기능에 대한 빠른 시작 지침과 함께
ZoomText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ZoomText 작동 방식
대부분의 경우 ZoomText는 배경에서 작동하여 당신의 모든 활동을
따라 확대되고 강화된 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하면 당신의
관심 지점이 항상 뷰안에 표시됩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사용하고 있다면, ZoomText는 당신이 하고있는 작업을
따라읽고 설명해주며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타이핑하는
지를 음성으로 확인해줍니다. 이 모든 작업은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ZoomText를 컴퓨터의 개인 가이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툴바
ZoomText 툴바는 배우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있는 능률적이고
현대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전체 툴바에 액세스하고 이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툴바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ZoomText 메뉴, 툴바 탭, 툴바 컨트롤 및
버튼 메뉴들과 그 사이를 탐색 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분할
버튼에있을 때 Enter 키를 누르면 기능이 켜지고 꺼지며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첨부된 메뉴가 열립니다. 포커스가 확대 수준
선택 박스(화면확대기 툴바에 있음) 또는 속도 선택 박스 (리더
툴바에 있음)에 있을 때 위 아래 키를 누르면 선택박스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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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고 왼쪽 및 오른쪽 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다음 컨트롤로
이동됩니다. 확대 수준 선택 박스에서 Enter 키를 누르면 확대와
1배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확대 뷰 설정
ZoomText의 주된 목적은 모든 것을 더 크고 보기 쉽도록 만드는
것인데, 첫 번째 작업은 줌 레벨과 화면 색상을 조정하여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을위한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확대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Caps Lock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 아래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현재 줌 레벨과 1배 사이를 전환하려면
Caps Lock 키를 누른 상태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화면의 밝기를 반전 시키려면
Caps Lock 키를 누른 상태에서 C 키를 누릅니다.
ZoomText의 모든 시각적 기능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5장—화면확대기 기능

ZoomText 음성 및 에코 기능 설정하기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실행하는 경우 ZoomText는 당신이
작업하는 모든 것을 따라읽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ZoomText의 음성 속도와 에코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ZoomText가 당신이 원하는대로 프로그램 활동을 말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입력 할 때 키보드가 에코되는 방법과
ZoomText의 프로그램 에코가 메뉴, 대화 상자 및 기타 컨트롤을
발표 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을위한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ZoomText의 음성 속도를 높이고 느리게하려면
Caps Lock +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 아래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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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할 때 키보드가 에코되는 방식을 조정하려면
Caps Lock +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K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르를 때마다 에코될 부분이 문자만, 단어만, 문자 및 단어,
읽지않음을 순서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에코의 말하기양 수준을 조정하려면
Caps Lock +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B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말하기양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을 순서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낮은 말하기 양은 각 항목에 대한 최소 세부
사항을 말하며 높은 말하기 양은 최대 세부 사항을 말합니다.
ZoomText의 음성 및 에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6장— Reader Features

문서, 웹 페이지 및 이메일 읽기
다시 한번,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실행하는 경우 배워야
할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ZoomText의 AppReader입니다.
AppReader를 사용하면 간단한 명령으로 문서, 웹 페이지 및 전자
메일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AppReader가 읽기 시작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문서의 끝까지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 및 다시 읽기를 제어하거나 텍스트를 앞으로 건너 뛰거나
뒤로 건너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앱 뷰 또는 텍스트 뷰에서 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뷰는 텍스트가 텔레프로프 및
테이프 스타일보기의 고 대비 텍스트로 표시되는 특수 환경에서
읽는 반면 앱 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읽습니다.
AppReader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인터에서 읽기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동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터에서 읽기 명령을 사용하여 AppReader를 시작하려면
읽기를 시작할 단어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간 다음
포인터에서 읽기 바로 가기 키를 누릅니다. Caps Lock + Alt +
왼쪽 클릭

AppReader가 선택된 모드로 시작되고 클릭 한 단어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1장—ZoomTex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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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읽기를 중지하려면
Enter를 누르거나 클릭하십시오.
자동 읽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읽기를 다시 시작할 위치에서 Enter 키를 누르거나 두 번
클릭합니다.
문장과 단락 읽기를 건너뛰려면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전 문장 또는 다음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위 또는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 이전
또는 다음 단락을 읽습니다.
앱 뷰와 텍스트 뷰를 전환하려면
Tab 키를 누릅니다.
AppReader를 끝내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누릅니다.

AppReader가 종료되면 커서가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경우
커서는 AppReader에서 강조 표시된 마지막 단어에
자동으로 위치합니다.
AppRead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6 장— 리더
기능의 AppReader 부분

ZoomText 끄기 및 켜기 및 ZoomText 끝내기
대부분의 ZoomText 사용자는 각 작업 세션에서 ZoomText를
실행하고 활성 상태로 유지하지만 ZoomText를 끄거나 ZoomText를
끝내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 된대로 이들
각각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를 끄기 위해서는(그리고 다시 켜려면)
ZoomText 메뉴를 클릭하고 ZoomText 비활성화 또는 ZoomText
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Caps Lock + Ctrl을 누른 상태에서
Enter 키를 눌러 ZoomText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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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를 종료하려면
ZoomText 메뉴를 클릭하고 ZoomText 종료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단계
위에 제공된 지시 사항을 따르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산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ZoomText의 사용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되는 다른 기능과 설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ZoomText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전체
사용설명서를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장

ZoomText 설치하기
ZoomText를 시스템에 설치하는 것은 간단한 프로세스로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ZoomText를 완전히 설치하는 단계를 안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1 단계—ZoomText 설치
2단계—ZoomText 시작하기
3단계—ZoomText 인증하기
4단계—ZoomText 업데이트
음성 추가하기
설치 마법사 이용하기
ZoomText 제거하기

10

시스템 요구사항
ZoomText 을 실행하려면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윈도우즈 10, 8.1 또는 7-서비스 팩1 이상 설치.
프로세서: 2 GHz i3 듀얼 코어 프로세서 또는 유사사양 i5
또는 i7(권장)
4 GB 램. 8 GB(권장)
DirectX 10 이상을 지원하는 비디오 / 그래픽 카드 또는
통합 그래픽.
1.3GB 하드 드라이브 공간. SSD 드라이브 권장.
터치 스크린 지원을위한 5 점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
ZoomText 카메라 지원을위한 USB 2.0.

2장—ZoomText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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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ZoomText 설치
ZoomText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를 설치하려면
1.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하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2. ZoomText 디스크를 DVD 드라이브에 넣으십시오.

ZoomText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 ZoomText 설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한 경우
다운로드 한 파일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3. 지침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4. Windows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참고 : ZoomText 설치 프로그램은 시스템 수준의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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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ZoomText 시작하기
기본적으로 설치 프로그램은 Windows가 시작될 때 ZoomText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구성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에서 이 옵션의
선택을 해제한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ZoomText를 수동으로 시작해야합니다.
ZoomText를 시작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Windows 시작 메뉴에서 ZoomText {버전} 선택하십시오.
Windows 바탕 화면에서 ZoomText {버전} 프로그램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Windows + R을 눌러 실행 대화 상자를 열고 "ZT2018"을 입력
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ZoomText가 시작되면 Windows 바탕 화면과 응용 프로그램의 확대
뷰를 표시하도록 화면을 변경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이동하면 확대 뷰가 자동으로
스크롤되어 뷰 안에 활동 영역이 유지됩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설치 한 경우 ZoomText 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각 이벤트 및 동작을 에코 및 내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모든 Windows 프로그램은 ZoomText가 실행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참고 : ZoomText 프로그램 아이콘에 단축키를 추가하여 키보드
명령으로 ZoomTex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이콘에
단축키를 추가하는 것은 표준 Windows 기능입니다. 단축키 추가에
대한 지시 사항은 Window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장—ZoomText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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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ZoomText 인증하기
라이센스 관리자에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 ZoomText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를 시작하면 정품 인증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있는 컴퓨터에서 www.fsactivate.com을
방문하여 ZoomText의 인증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인증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인증
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인터넷을 사용하여 ZoomText를 인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인증 대화 상자에서 인증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2. 표시되는 메시지를 읽고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인터넷
(권장)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20 자리 인증 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인증 번호
입력란에 시리얼번호를 입력하십시오. ZoomText DVD
커버에서 인증 번호를 인쇄 및 점자로 찾을 수 있습니다.
4. 계속하려면 Enter를 누르십시오. 아직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정품
인증을 계속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5. ZoomText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ZoomText를 등록하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을 선택하고 제공된 지침에 따라 온라인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나중에 등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음에 ZoomText를 활성화 할 때 등록해야합니다.
6. 등록을 제출하면 Internet License Manager가 ZoomText 정품
인증을 시도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에 성공하면 마침을 선택합니다.

참고 : 인터넷 라이센스 관리자가 ZoomText를 인증할 수 없으면
방화벽을 다시 구성해야 할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품
인증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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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 허가
동글 (dongle)은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할 수있는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ZoomText는 동글이 연결되어있는 한 해당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컴퓨터에서
ZoomText를 자주 사용해야하고 각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인증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ZoomText가 시작되면 동글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글이 연결되어 있으면 ZoomText는 동글과 관련된
라이센스에 대한 기능 및 정보를 사용하여 ZoomText를
인증합니다. 동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ZoomText는 컴퓨터에
저장된 라이센스 정보를 검색합니다. 동글 뷰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동글과 관련된 라이센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동글 뷰어 유틸리티를 시작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라이센스 관리> 유틸리티 폴더 탐색을 선택한 다음 동글
뷰어를 선택하십시오.
동글은 별도로 판매되거나 추가 ZoomText 기능으로 판매됩니다.
제품을 구매하려면 (주)에이블라이프 1544-5399에 문의하십시오.

네트워크 라이센스
다중 사용자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보유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www.fsactivate.com/network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인증 도구 및
라이센스 서버를 다운로드해야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는
라이센스 서버 설정 및 네트워크 라이센스 활성화에 대한 간단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2장—ZoomText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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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ZoomText 업데이트
ZoomText에는 ZoomText의 설치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상 최상의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1. ZoomText 텍스트 메뉴에서 우선 설정>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2. ZoomText가 시작될 때마다 온라인 업데이트 확인 옆의
확인란을 선택 또는 선택 취소하십시오.
3.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려면
자동 업데이트가 활성화되면 ZoomText를 시작할 때마다
업데이트 마법사가 최신 버전을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마법사는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것인지 묻습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려면 예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확인하려면
모든 Windows 버전에서. ZoomText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메뉴에서 라이센스 관리>

업데이트 마법사가 나타나 업데이트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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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ng More Voices
ZoomText Magnifier/Reader includes a library of Vocalizer
Expressive voices for the most commonly spoken languages and
dialects from around the world. When you install ZoomText,
one male and/or female voice matching the language of your
Windows operating system is automatically installed with
ZoomText.
You can download additional voices in the Vocalizer
Expressive library from the Voice Synthesizer page on the
Freedom Scientific website.
To download additional Vocalizer Expressive voices
1. On the Reader toolbar tab, click the arrow next to Voice
or navigate to Voice and press the down arrow key.
2. In the Voice menu, choose Settings.

The Voice Settings dialog appears.
3. Choose the Voice tab.
4. Choose Download More Voices…

Your web browser will open to the Synthesizer
Downloads page on the Freedom Scientific website.
5. Follow the instructions to webpage to select and
download installers for the desired voices.
6. For each download, double-click on the file to launch
the installer.

Note: ZoomText also supports SAPI 4 or SAPI 5 based
synthesizers that have been installed by a third-party
program and are compatible and open for use by ZoomText.

2장—ZoomText 설치하기

시작 마법사 이용하기
ZoomText 시작 마법사는 ZoomText의 가장 인기있는 기능 및
설정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간단한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ZoomText를 활성화하면 시작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시작 마법사는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마법사를 수동으로 실행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우선 설정> 시작 마법사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시작 마법사가 나타나고 시작 구성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참고 :이 설정은 ZoomText의 프로그램 우선 설정 대화 상자에도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 9 장—우선 설정에서 프로그램 우선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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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제거하기
시스템에 ZoomText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를 제거하려면
1. Windows 시작 메뉴를 엽니다.
2. 검색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프로그램 및 기능
3. Enter 키를 누릅니다.

윈도우즈 프로그램 및 기능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표시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Freedom Scientific ZoomText
{버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ZoomText 제거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ZoomText 제거를
안내합니다.
5.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에 따라 제거를 완료하십시오.

3장

ZoomText 실행하기
ZoomText는 윈도우즈 세션 중에 언제든지 시작하고 종료 할
수있는 표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윈도우즈 로그온 화면과 바탕 화면에서 ZoomText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ZoomText를 더 빨리 배우고 습득 할 수 있도록 ZoomText 도움말
얻기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정보와 리소스를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항상 이용가능하며 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ZoomText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최신 개선 사항으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라이센스를 이관하며, ZoomText 지원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ZoomText 시작하기
ZoomText 활성화 및 비활성화
Caps Lock 키 사용
ZoomText 종료하기
ZoomText 도움말 얻기
윈도우즈 로그온 및 보안모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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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시작하기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ZoomText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ZoomText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를 시작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Windows 바탕 화면에서 ZoomText {버전} 프로그램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Windows 시작 메뉴에서 ZoomText {버전} 선택하십시오.
Windows + R을 눌러 실행 대화 상자를 열고 "ZT2018"을 입력
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ZoomText가 시작되면 일반 화면의 확대된 뷰가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가 변경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이동하면 확대된 뷰가 자동으로 스크롤되어
확대 뷰 안에 활동 영역이 계속 보입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설치 한 경우 ZoomText는 소리를 내어 화면을 읽을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각 이벤트 및 작업을 따라
읽거나 서술합니다. 다른 모든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ZoomText가
실행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알림: ZoomText가 실행되면 프로그램 우선 설정(선호) 대화
상자에서 윈도우즈 시작시 자동으로 ZoomText 시작 옵션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려면, 9장—우선설정에
있는 프로그램 우선설정 을 보십시오.

3장—ZoomText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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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활성화 및 비활성화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언제든지 ZoomText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하면 ZoomText는 화면을 일반
(확대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고 모든 음성 출력이 일시
중단됩니다.
ZoomText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ZoomText 켬/끔 단축키 : Caps Lock + Ctrl +Enter 을
누르십시오.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활성화 또는 ZoomText
비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팁! 확대되지 않은 화면을보기 위해 ZoomText를 비활성화하고
다시 활성화하는 일을 자주 반복한다면, 그 대신 1 배 확대
기능을 사용해보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4장에 있는 1배확대 사용하기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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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에서 Caps Lock 키 사용
Caps Lock 키는 많은 ZoomText의 키보드 명령에 사용됩니다. 이
명령어는 하나 이상의 추가 키를 누르면서 Caps Lock 키를 함께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대문자 고정 상태를 켜고
끄지 않습니다. Caps Lock 키를 눌렀다가 놓는 것으로 대문자
고정 상태를 켜고 끄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고정 상태 알림
기본적으로 ZoomText는 대문자 고정 상태가 켜지거나 꺼져있을 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Caps Lock 키가 대문자
고정 상태인지를 알리도록 ZoomText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리더 툴바 탭에서 키보드 옆에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키보드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키보드 탭이 표시된 에코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누를 때마다 이 키를 에코 섹션에서 잠금 키 체크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3장—ZoomText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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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종료하기
언제든지 ZoomText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ZoomText를 종료하면
화면이 일반 (확대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모든 음성 출력이
종료됩니다.
ZoomText를 종료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종료 선택
ZoomText 제목 표시 줄에서 닫기 박스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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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도움말 얻기
다양한 ZoomText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ZoomTex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이들을 어디서 찾을 있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ZoomText 사용 설명서. ZoomText 의 전체 패키지 버전에는
ZoomText 화면확대기와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모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체 지침을 제공하는 영어로 된
ZoomText 사용설명서 인쇄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에 고유한 기능과 지침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룹화되고 표시됩니다. ZoomText 사용설명서의
인쇄용 버전 (현지 언어로 제공)을
www.zoomtext.com/documentation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도움말. ZoomText 도움말은 ZoomText에 설치되어
있는 완벽한 ZoomText 사용설명서입니다. ZoomText
도움말에서 사용하려는 기능에 대한 도움말 항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자주 참조하는 항목을 즐겨 찾기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도움말을 여는 방법을
배우려면 아래에 있는 ZoomText 도움말 사용하기 를
보십시오.
툴바 도구설명. ZoomText 툴바의 컨트롤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컨트롤의 이름, 설명 및 연결된 단축키를
표시하는 도구설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툴바 컨트롤
각각이 수행하는 작업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빠른
방법입니다. 툴바 도구설명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아래에 있는 툴바 도구설명 사용하기 를
보십시오.
온라인 리소스. 도움말 센터, 제품 업데이트, 수동 정품
인증 등 온라인 셀프 도움말 리소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www.zoomtext.com/help 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장—ZoomText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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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ZoomText 지원 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미국 동부 표준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727-803-8600으로 전화 해주십시오.(한국
대리점 (주)에이블라이프 1544-5399)

ZoomText 도움말 이용하기
ZoomText를 실행하면 언제든지 ZoomText 도움말을 열 수
있습니다.
ZoomText 도움말 시스템을 열려면
ZoomText 툴바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F1 키를 누르십시오.
ZoomText 메뉴에서 도움말과 학습>ZoomText 도움말 을
선택하십시오.
ZoomText 대화 상자 안에 대화 상자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나타나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행동은 해당
대화와 기능에 대한 도움말 주제를 열어줍니다.

ZoomText 도움말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ZoomText 도움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도움말 창에서 다음 탭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컨텐츠. 온라인 도움말 섹션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인. 색인을 사용하여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온라인 도움말에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검색하여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림: 각 ZoomText 대화 상자에는 도움말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추를 선택하면 해당 대화 상자에 대한 상황에
맞는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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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바 도구설명 이용하기
필요에 따라 툴바 도구설명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툴바 도구설명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1. ZoomText 툴바에서 ZoomText> 우선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탭이 보이는 선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리본 컨트롤을 위한 도구설명 보여주기를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확인 버튼 클릭하기

3장—ZoomText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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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로그온 및 보안모드 지원
ZoomText 보안 모드는 윈도우즈 로그온 창 및 윈도우즈 보안 모드
창에서 필수 확대 및 화면 읽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ZoomText
보안 모드 툴바에서는 확대 / 축소, 화면 색상 전도가 가능하고,
보안 모드 창에서 수행하는 각 컨트롤과 동작을 음성으로
출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ZoomText의 프로그램 우선(선호) 설정 대화 상자에서 윈도우즈
로그온 창에서 ZoomText 활성화를 선택하면 ZoomText 보안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아래에 있는 윈도우즈 로그온 창에서 ZoomText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보십시오.

ZoomText 보안모드 툴바
ZoomText의 로그온 지원이 활성화되면 윈도우즈 로그온 창 또는
보안 모드 창이 활성화 될 때마다 ZoomText 보안 모드 툴바가
나타납니다. 이 툴바는 ZoomText 보안 모드에서 사용할 수있는
설정을 조정하는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ZoomText 보안모드 툴바
ZoomText 버튼. ZoomText 활성화 및 비활성화. ZoomText가
비활성화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도 모든 확대 및
화면 읽기 기능이 꺼집니다.
단축키 : Caps Lock + Ctrl + Enter
확대 수준 배율을 1 배에서 60 배까지 설정합니다.
단축키 : Caps Lock + Up / Caps Lock + Down
전도. 색상 전도 활성화 및 비활성화.
단축키 :Caps Lock + C

28
음성. ZoomText 보이스 활성화 및 비활성화.
단축키 : Caps Lock + Alt + Enter

알림: ZoomText 보안 모드 설정은 Windows 보안 모드 창을
종료하고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되고 복원됩니다.

ZoomText 보안모드 활성화 및 비활성화
ZoomText 보안 모드는 ZoomText의 프로그램 선호 대화 상자에서
활성화 및 비활성화됩니다.
ZoomText 보안모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선호>프로그램 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탭이 선택된 선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윈도우즈 로그온 창에서 ZoomText 활성화를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 이 옵션을 조정하려면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해야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이
옵션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3. 확인 선택.

3장—ZoomText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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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탭.
설정

설명

로그온 서포트
윈도우즈 로그온
창에서 ZoomText
활성화

윈도우즈 로그온 창 및 다른 윈도우즈 보안
모드 창에서 ZoomText 보안 모드 유틸리티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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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ZoomText 툴바(도구 모음), 명령어
키 및 터치 스크린 제스처를 포함하여 ZoomText를 조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ZoomText를 사용하는 주요 방법은 ZoomText 툴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툴바 컨트롤, 메뉴 및 사용하기 쉬운 대화
상자를 통해 ZoomText의 모든 기능과 설정에 대한 완벽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 스크린 제스처를 사용하여 완전히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ZoomText의 명령어 키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합니다.이 명령어 키를 사용하면 툴바를 활성화하지 않고도
작업 영역에서 전환할 필요없이 ZoomText를 조정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어 키를 배우고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명령어 키를 사용하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포함 된 데스크톱,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ZoomText의 터치 스크린 지원을 사용하여 표준 터치 스크린
제스처를 사용하는 ZoomText 툴바, 양식 도구 및 주요 기능
조정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툴바
명령어 키
터치스크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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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툴바
ZoomText를 시작하면 ZoomText 툴바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ZoomText 툴바에는 "ZoomText" 메뉴와 여러 도구 탭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모든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어 ZoomText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각 탭에는 ZoomText의 모든 핵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정하기위한 빠른 동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의 대부분은
기능을 켜거나 끄고 관련 설정 메뉴를 열 수 있는 다기능 컨트롤
버튼입니다. 버튼은 범주별로 그룹화되며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아이콘과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ZoomText 툴바
ZoomText 메뉴 ZoomText 메뉴를 표시합니다. ZoomText를
켜기 / 끄기, ZoomText 도움말 열기, 구성설장 저장 및
로드, 명령어 키 구성, 지원 도구 사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확대기 툴바 탭 ZoomText의 확대 기능에 대한 툴바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리더 툴바 탭 ZoomText의 화면 읽기 기능을위한 툴바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도구모음 툴바 탭 ZoomText의 검색기, 카메라 및 듣기
기능에 대한 툴바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알림 : 리더 도구 모음 탭은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실행할 때만 나타납니다.

4장—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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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로 ZoomText 툴바 조작하기
ZoomText 툴바는 표준 Windows 탐색 명령을 사용하여 완전히
키보드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표 키와 Enter 키만 사용하여 툴바를 완전히 탐색하고 조작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ZoomText 메뉴, 툴바 탭,
툴바 컨트롤 및 버튼 메뉴 사이를 탐색 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분할 버튼에있을 때 Enter 키를 누르면 기능이 끄거나 켜지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열립니다. 포커스가 확대
수준 선택 박스 (확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 있음) 또는 속도
선택 박스 (리더 도구 모음 탭에 있음)에 있을 때 위로 및 아래로
키를 누르면 선택 상자 값이 조정되고 왼쪽 및 오른쪽 키를
누르면 포커스를 다음 컨트롤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확대 / 축소
수준 선택 박스에서 Enter 키를 누르면 선태된 확대배율과
1배확대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툴바 최소화하기와 복원하기
ZoomText 툴바는 ZoomText의 조작에 영향을주지 않으면서 최소화
(숨김)되고 복원 (가시화) 될 수 있습니다.
ZoomText 최소화하기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ZoomText 제목 표시 줄에서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ZoomText 툴바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 Esc 키를 누릅니다.
ZoomText 복원하기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작업 표시 줄의 ZoomTex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이기 단축키를 누릅니다.: Caps Lock +
Ctrl + U.

알림: 만약 ZoomText 툴바가 이미 열려 있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숨겨져 있는 경우 툴바를 복원하면
앞쪽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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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키
ZoomText의 명령어 키를 사용하면 툴바를 활성화하지 않고도
ZoomText를 조정하고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재 작업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키를 사용하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더 빠르고 생산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키의 종류
중요 명령어 키
명령어 키 대화상자
레이어드 키 배너
단축키 충돌 해결

4장—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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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키의 종류
ZoomText는 단축키와 계층키라는 두 가지 유형의 명령어 키를
제공합니다.
단축키는 단일 키보드 작업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ZoomText를 조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단축키는 하나 이상의 수정 자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본
키를 눌러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ZoomText를 켜거나 끄려면
Caps Lock 키와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단축키는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설명서에서 Caps Lock + Ctrl + Enter로 나타납니다. 다른
ZoomText 명령어의 단축키도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알림: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ZoomText 바로 가기 키와
동일한 키 조합을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단축키가 실행되지 않고
ZoomText에서 처리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축키
충돌 해결 을 보십시오.
계층키는 단축키만큼 빠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절대 충돌하지 않고 손사용이 제한적일 경우에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계층키는 (1)
계층키 모드로 들어가서 (2) 명령어 그룹을 선택하고 (3)
원하는 명령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키를 눌러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계층키로 ZoomText를 켜거나 끄려면
(1) Caps Lock + 스페이스 바를 눌러 계층화 된 키 모드로
들어가고, (2) P 키를 눌러 프로그램 그룹으로 들어가고,
(3) Enter 키를 눌러 ZoomText를 켜거나 또는 끕니다. 이
일련의 계층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설명서에서 Caps
Lock + Space, P, Enter로 나타납니다. 다른 ZoomText
명령의 계층키도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알림: 계층 적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ZoomText 문서에서 레이어 키는 해당 기능에
동일한 단축키가없는 기능 항목에만 나타납니다. 사용
가능한 계층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 상자를 열거나 ZoomText 명령어 장에서 명령어키
테이블의 목록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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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각 ZoomText 명령의 단축키와 계층키는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명령을 완료하므로 두 명령 모두를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팁! ZoomText Magnifier/Reader를 실행중인 경우라면 계층키
모드의 어떤 수준에서도 물음표를 입력하여 현재 수준에서
사용할 수있는 명령 목록을 들을 수 있습니다. F1 키를 눌러
계층 모드를 종료하고 현재 레벨의 명령어 목록에서 도움말
시스템을 열 수도 있습니다.

4장—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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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중요 명령어 키
응용 프로그램에서 ZoomText를 사용하려면 중요한 단축키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축키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전환하지 않고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및 설정을 조정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알림: 각 기능 및 설정과 관련된 명령어는 ZoomText 설명서 안의 각
주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ZoomText 명령어 장과 명령어 키
대화상자에서 단축키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 명령어

단축키

글로벌 ZoomText 명령어
ZoomText 시작하기

Ctrl + Alt + Shift + Z

ZoomText 켬/끔

Caps Lock + Ctrl + Enter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Caps Lock + Ctrl + U

화면확대기 명령어
확대

Caps Lock + Up

축소

Caps Lock + Down

1배확대(켬/끔)

Caps Lock + Enter

위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Up

아래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Down

왼쪽으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Left

오른쪽으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Right

색상 강화

Caps Lock + C

리더 명령어((ZoomText Magnifier/Reader 에서만)
Voice On / Off

Caps Lock + Alt + Enter

Voice Rate Faster

Caps Lock + Alt +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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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Rate Slower

Caps Lock + Alt + Down

Verbosity (program echo)

Caps Lock + Alt + B

Echo Keyboard Mode

Caps Lock + Alt + K

Launch AppReader from
Pointer

Caps Lock + Alt + Left-Click

Launch App View

Caps Lock + Alt + A

Launch Text View

Caps Lock + Alt + T

Launch SpeakIt Tool

Caps Lock + Alt + S

4장—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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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키 대화상자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상자는 모든 명령어의 목록을 보여주고,
각 명령어에 대한 단축키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검색 상자에
이름, 키 또는 상태를 입력하여 명령어 또는 명령어 그룹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설명 된대로 필요에 따라
단축키를 할당, 할당 해제 및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임의의 열을 클릭하여 사전 순으로 목록을 정렬 할 수
있습니다.

알림: 엑세스 키는 재할당될 수 없는 고정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상자 열기
ZoomText 툴바에서 ZoomText >명령어 단축키를
선택하십시오.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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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검색

찾으려는 명령어 이름, 키 또는 상태를
입력하여 명령어 목록을 검색하고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명령어 키

ZoomText 명령어 키 목록의 전체 또는
필터링된 목록을 보여줍니다. 각 열의
제목을 클릭하면 사전순으로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할당

명령어의 단축키를 할당하기 위해 키 조합을
할 수 있는 단축키 할당 대화상자 열기

단축키 가져오기

단축키 가져 오기를 가져올 ZoomText
구성설정 파일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있는
단축키 가져 오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구성 파일 할당

선택한 구성설정 명령에 할당할 기존
ZoomText 구성설정 파일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있는 구성설정 할당 대화 상자를 엽니다.

알림: 구성 파일 할당 버튼은 탑재된
구성설정 명령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선택된 단축키 활성화

ZoomText 명령어 키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비활성화 된 모든 명령에 대해 단축키를
활성화합니다.

선택된 단축키 재설정

ZoomText 명령어 키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명령의 단축키를 출하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배너 설정

레이어드 키 배너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에서 배너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고
배너의 모양 및 소리신호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4장—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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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키 보기 및 관리
검색을 위해 명령어 목록 필터링 및 정렬
1. 검색 상자를 클릭하거나 Tab 키를 눌러 키보드 포커스를
검색 상자로 이동하십시오.
2. 찾으려는 명령어 이름, 키 또는 상태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3. 목록을 사전순으로 정렬하려면 제목 열을 클릭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명령어에 대해 단축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기
1.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명령을 선택하십시오.
2. 선택된 단축키 활성화 버튼 또는 선택된 단축키 비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명령에 대한 단축키 재설정 (공장 출하시 기본
할당으로)
1. 재설정하려는 명령어 선택합니다.
2. 선택된 단축키 재설정 버튼 클릭합니다.
단축키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키 조합을 할당합니다.
1. 새 단축키 또는 다른 단축키를 할당하려는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2. 단축키 할당 버튼을 클립합니다.

할당 키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하는 수정자 키 및 주요 키를 선택합니다.

만약 선택한 키의 조합이 다른 명령어로 이미
사용중이라면 "키 충돌!"이라고 표시됩니다. 단축키를
비활성화하거나 단축키를 저장하고 충돌하는 단축키를 재
할당하는 옵션이있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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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성설정 파일에서 단축키 가져오기
1. 단축키 가져오기 버튼 선택

단축키 가져오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ZoomText 단축키
구성설정 파일 목록이 보여집니다.
2. 표시된 목록에서 구성설정 파일을 선택하거나 다른 폴더를
찾아 원하는 구성설정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3. 확인 버튼 클릭하기
구성설정 불러오기 명령어에 구성설정 파일 할당하기
1. 원하는 번호의 프로그램: 구성설정 불러오기 명령어 선택
2. 구성 파일할당 버튼 선택

구성파일 할당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구성설정
불러오기 명령어에 대한 현재 할당이 보여집니다.
3. 구성파일 보기 및 선택 버튼을 선택합니다.

구성설정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ZoomText 구성설정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4. 표시된 목록에서 구성설정 파일을 선택하거나 다른 폴더를
찾아 원하는 구성설정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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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드 키 배너
레이어드 키 모드를 실행하면 배너에서 이 모드가 활성 상태라는
것과 어떤 레이어드 모드에 있는 지를 알려줍니다. 레이어드 키
배너 설정 대화 상자에서 배너의 모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너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고 배너가 나타나는 크기, 색상 및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리 신호는 레이어드 키 모드가
활성화되었음을 음성으로 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리
신호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고 소리 신호의 종류와 볼륨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키 배너 설정 대화상자 열기
1. ZoomText 툴바에서 ZoomText >명령어키를 선택하십시오.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배너 설정 버튼을 선택

레이어드 키 배너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하는 대로 배너 설정 조절하기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레이어드 키 배너 설정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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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레이어드 키 배너
보여주기(레이어드 키가
화성화될 때)

기능 키 모드가 활성화되어있을 때 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현재 레이어드 키 모드를
나타내는 배너를 표시합니다. 배너는 모드가
활성화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배너 크기:

레이어드 키 배너 크기 선택하기.

배너 색상:

레이어드 키 배너 색상 선택하기.

배너 위치:

레이어드 키 배너 위치 선택하기. 배너는
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할 있습니다.

화면보다 넓은 배너
텍스트 스크롤

배너에 표시된 텍스트가 화면보다 넓으면
텍스트가 좌우로 스크롤되어 전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키 소리 신호
작동하기(레이어드 키
활성시)

레이어드 키가 활성화 할 때 소리 신호를
재생합니다. 소리 신호는 모드가
활성화되었음을 소리 표시로 알려줍니다.

소리 종류 선택:

재생될 소리 신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소리 신호 볼륨:

소리 신호 볼륨 수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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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충돌 해결
ZoomText 단축키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단축키와 동일한 키
조합을 사용할 경우 "단축키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ZoomText는 명령을 받아 처리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명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다음 단축키 통과 명령어 사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받거나 및 진행시키기를 원하는 충돌하는
명령어을 누르기 전에 단축키 또는 계층키를 사용하여 다음
단축키 통과 명령어를 실행하십시오.
단축키: Ctrl + Alt + Shift + P
계층키:Caps Lock + Spacebar, U, P

ZoomText는 다음 단축키 통과시켜 활성화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합니다.
방법 2 : 단축키 대신 ZoomText 계층키 사용
ZoomText의 계층키는 형식화된 방식(modal)이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충돌이 없습니다.
방법 3 : ZoomText에서 단축키 재 지정 또는 해제
명령 키 대화 상자에서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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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지원
ZoomText는 태블릿, 노트북 및 데스크톱 모니터를 포함한 Windows
10 및 Windows 8.1 터치 스크린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터치 스크린 제스처를 사용하여 ZoomText의 완벽한 기능
세트와 응용 프로그램을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손가락으로 작동하는 탭 및 스와이프입니다.
ZoomText는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제스처를 방해하지
않지만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스처에는 반응을 합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표준 제스처를 사용하여
ZoomText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툴바, 메뉴 및 대화 상자)에
액세스 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제스처로 Windows 및 응용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Windows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거나 Microsoft
Windows 웹 사이트에서 Windows의 터치 스크린 장치 및 제스처
사용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십시오.

알림: 적어도 5 개의 동시 터치 포인트를 지원하는 Windows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Designed for
Windows"로고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ZoomText 사용하기
ZoomText 터치 아이콘 사용하기
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여 ZoomText 기능에 액세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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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에서 ZoomText 사용하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ZoomText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개념, 동작 및 기술이 있습니다.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문서의 확대 및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화면 확대기는 이 위에 두 번째 층의 확대 및
움직임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화면
확대기가 동시에 확대되어질 경우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경험을 피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확대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형 터치 스크린 장치를 사용하려면 화상 키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확대보기로 ZoomText를 사용하면 화상
키보드가 완전히 보이지 않으므로 모든 키에 액세스하려면
확대된 뷰를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생산성뿐만
아니라 타이핑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타이핑이 필요할 때 실제 키보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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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터치 아이콘 사용하기
ZoomText는 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여 주요 ZoomText 기능에 즉시
액세스할 수있는 특수 ZoomText 터치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확대 및 축소, 확대된 뷰 스크롤 및 ZoomText의
AppReader 및 SpeakIt 도구 사용이 포함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스크린 장치에 ZoomText를 설치하면 ZoomText
터치 아이콘이 화면의 한쪽 가장자리에 나타납니다. 확대된 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스크롤 할 때도 이 아이콘이 계속
표시됩니다. 아이콘을 화면 가장자리의 여러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고 만일
볼려고 하는 항목을 덮는 경우 아이콘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림: ZoomText 터치 아이콘과 관련 제스처를 사용하려면 5
포인트 (또는 그 이상)의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ZoomText 터치 아이콘에는 Windows Touch Mode와 ZoomText Touch
Mode라는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Windows Touch Mode는 ZoomText가 시스템에서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터치 제스처를 Windows 및 화면에 열려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은 ZoomText 도구
모음을 포함하여 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여 바탕 화면이나
응용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할 때 필요한 모드입니다.
Windows Touch Mode가 활성화되면 아이콘이 아래쪽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Windows 8.1 시작 화면 타일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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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Touch Mode 는 모든 터치 제스처를 ZoomText로
전달합니다. 이것은 제스처에서 지원하는 ZoomText 기능에
액세스 할 때 필요한 모드입니다. ZoomText 터치 모드에서
아이콘은 아래쪽에 손가락이있는 ZoomText 로고로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은 또한 ZoomText 터치 모드가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입니다.

ZoomText 터치 아이콘 활성화 및 작동
이 장에서는 ZoomText 터치 아이콘을 활성화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게됩니다.
터치 아이콘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터치 스크린 지원> 터치 아이콘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활성화하면 터치 아이콘이 화면의 한쪽 가장자리에
나타납니다. 비활성화하면 아이콘이 숨겨집니다. 알림 :
ZoomText가 비활성화되면 터치 아이콘 또한 숨겨집니다.
터치 아이콘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터치 스크린 지원> 터치 아이콘 크기{size}를
선택합니다.

터치 아이콘은 선택한 크기에 따라 크기가 조정됩니다.
터치 아이콘의 색 구성표를 선택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터치 스크린 지원> 터치 아이콘
색상{color}를 선택합니다.

터치 아이콘이 선택한 색상으로 바뀝니다.
터치 아이콘을 화면에서 이동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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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한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화면 가장자리를 따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아이콘에서 손가락을 떼면 아이콘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정박위치로 자리잡습니다.
Windows 터치 모드와 ZoomText 터치 모드간에 전환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터치 아이콘을 두 번 살짝 두드립니다.

윈도우즈 터치 모드에서 아이콘은 Windows 8.1 시작 화면
타일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ZoomText 터치 모드에서
아이콘은 ZoomText 로고로 나타납니다.
팁! 한 손가락으로 터치 아이콘을 길게 누른채로 있으면 누른
동안은 터치 모드를 잠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에서
손가락을 떼면 이전의 활성 터치 모드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즉, Windows 터치모드가 활성화되어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ZoomText 터치모드로 전환하여 ZoomText에 제스처를 전달하고
아이콘에서 손가락을 떼면 Windows 터치모드로 자동 복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ZoomText 터치 모드에서는 Windows 터치 모드로
순간적으로 전환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제스처를 전달하고
아이콘에서 손가락을 떼면 ZoomText 터치 모드로 자동 복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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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여 ZoomText 기능에
액세스하기
이 장에서는 ZoomText 터치 아이콘과 제스처를 사용하여 주요
ZoomText 기능에 액세스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제스처를 수행할 때는 터치 아이콘이 ZoomText 터치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려면
네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확대 배율을 조정하려면 (확대 및 축소)
두 번 두드린 후 세 손가락으로 누른 채 위로 드래그하여
확대하고 아래로 드래그하여 축소하십시오.
확대된 뷰를 움직이려면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화면 주위를 이동하십시오.
확대 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려면
1.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창> 확대 창 조정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조정 도구가 활성화되고 크기 조정 핸들이 확대 창
프레임에 나타납니다.
2. 창 크기를 조정하려면 크기 조정 핸들을 한 손가락으로
누르고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3. 창을 이동하려면 확대 창 안쪽을 한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
주위로 드래그하십시오.
4. 조정 도구를 종료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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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모드를 사용하려면
1. 세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확대가 일시적으로 꺼지고 뷰 경계설정자가 나타납니다.
2. 뷰 포트를 이동하려면 뷰 포트 안을 한 손가락으로 누른 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3. 뷰 모드를 종료하고 새 뷰 포트 위치로 이동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4. 뷰 모드를 종료하고 이전 뷰 포트 위치로 이동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스피크잇 도구를 사용하려면
1. 리더 툴바 탭에서 SpeaakIt을 선택하십시오.

SpeakIt 도구가 활성화되고 크기 조정 핸들이 줌 창
프레임에 나타납니다.
2. 한 단어를 말하게 하려면 해당 단어를 살짝 두드립니다.
3. 단어 블록을 말하려면 손가락 하나를 대각선으로 드래그하여
말하게 할 단어 들을 하이라이트 되도록하십시오. 드래그를
완료하면 강조 표시된 모든 텍스트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4. SpeakIt 도구를 종료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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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ader를 사용하려면
1. 읽으려는 문서, 웹 페이지 또는 전자 메일을 엽니 다.
2.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AppReader를
시작합니다.:
모든 단어를 읽기 시작하려면 : 읽기 시작하려는 단어를
한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텍스트 커서의 위치에서 읽으려면 두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AppReader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3. 단어, 줄, 문장 및 단락을 읽고 시작하거나 탐색하거나
탐색하려면 아래 표에 나열된 AppReader 읽기 제스처를
사용하십시오.
4. 단어 블록을 말하려면 손가락 하나를 대각선으로 드래그하여
말하게 할 단어 들을 하이라이트 되도록하십시오.

드래그를 완료하면 강조 표시된 모든 텍스트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5. AppReader를 종료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두 번 살짝
두드리십시오.

AppReader가 종료되면 AppReader에서 강조 표시된 마지막
단어에 커서가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커서가 응용
프로그램에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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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ader 리딩 제스처
명령어

제스처

리딩 켬/끔(재생/멈춤)

두 손가락으로 한번 탭

새로운 위치에서 읽기

한 손가락으로 한번 탭

다음 단어 말하기

한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이전 단어 말하기

한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스와이프

현재 단어를 말하기

한 손가락으로 두번 탭

알림: 이 제스처를 2 초 이내에 같은
단어에 반복하면 say / spell / military
spell이라는 옵션이 반복됩니다. 2 초
이상 경과하면 재설정됩니다.
아래 단어를 말하기

한 손가락으로 아래로 스와이프

위 단어를 말하기

한 손가락으로 위로 스와이프

다음 문장 말하기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이전 문장 말하기

두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스와이프

다음 문단 말하기

두 손가락으로 아래로 스와이프

이전 문단 말하기

두 손가락으로 위로 스와이프

문서 끝

네 손가락으로 아래로 스와이프

문서 시작

네 손가락으로 위로 스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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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기 특성
"화면확대기 특성"은 ZoomText 화면확대기 및 ZoomText
화면확대기/ 리더에서 사용할 수있는 모든 시각적 기능
강화를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에는 확대 수준 선택, 확대 창
유형, 화면 강화 및 탐색 옵션이 포함됩니다.
화면확대기 툴바 탭
확대 및 축소
1배 확대 사용하기
확대된 화면 스크롤하기
확대 창
화면 강화
탐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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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기 툴바 탭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는 ZoomText의 확면확대기 기능을 모두
활성화하고 조정할 수있는 빠른 동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의
대부분은 기능을 켜거나 끄고 관련 설정 메뉴를 열 수있는 분할
컨트롤이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은 범주별로 그룹화되며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아이콘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확대기 툴바 탭
확대 수준 배율을 1 배에서 60 배까지 설정합니다.
확대창. 확대된 뷰의 확대 창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확대 창의 유형은 하나의 모니터로 시스템을
실행하는지 또는 다중 모니터로 실행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중 모니터는 "이 디스플레이 확장"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색상. 색상 강화 기능을 켜거나 끄고 색상 강화 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색상 강화는 화면 선명도를 향상시켜 화면을
보다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색상 구성표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색상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터. 포인터 강화 기능을 켜거나 끄고 마우스 포인터
강화 설정을 선택합니다. 포인터 기능을 강화 시키면 마우스
포인터를 쉽게 찾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포인터 강화 구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포인터 강화 기능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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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저. 커저 강화 기능을 켜거나 끄고 커저 강화 설정을
선택합니다. 커저 강화는 문자 커저의 위치를 찾고 따라가기
쉽게 만듭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포인터 강화 구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포인터 강화 기능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포커스 강화를 켜거나 끄고 포커스 강화 설정을
선택합니다. 포커스 강화 기능을 사용하면 메뉴, 대화 상자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을 통해 탭 키와 화살표 키를
사용할 때 컨트롤 포커스를 쉽게 찾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다양한 포인터 강화 구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포인터 강화 기능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주위를 이동하고 움직이는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저, 키보드 포커스 및 다른 객체를 포함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ZoomText가 확대 창을
스크롤하는 방법을 조정하는 내비게이션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 메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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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및 축소
ZoomText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확대 뷰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확대 수준을 제공합니다. 확대 수준의 종류:
1배에서 8배- 한 단계씩 확대
10배에서 16배-두 단계씩 확대
20배에서 36배-네 단계씩 확대
42배에서 60배-여섯 단계씩 확대
1.2배, 1.4배, 1.6배, 1.8배, 2.5배, 3.5배 및 4.5배의
확대.
화면확대기 툴바 탭의 확대 / 축소 단축키, 마우스 휠 확대 /
축소 또는 확대 / 축소 수준 선택박스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확대
및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알림: 확대 창 유형을 멀티뷰 로컬 또는 멀티뷰 글로벌로 설정한
상태에서 여러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각 뷰는 각 뷰의 자체
확대 / 축소 수준이 있습니다. 확대 수준 명령어와 컨트롤은 항상
활성화 된 뷰의 확대 수준을 조정하고 반영합니다. 여러 모니터
옵션 대화 상자에서 동일한 확대 수준으로 보기 유지를 활성화하면
활성 및 비활성 보기를 한 번에 강제로 확대 및 축소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여 확대 및 축소하려면
확대 및 축소 단축 키를 누릅니다:
o 확대하려면 Caps Lock + Up 키를 누릅니다.
o 축소하려면 Caps Lock + Down 키를 누릅니다.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 및 축소하려면
Caps Lock +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
및 축소됩니다.
확대 수준 선택 상자를 사용하여 확대 및 축소하려면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위 /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선택박스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위 및 아래 키를 눌러
확대 수준 선택 박스에서 수준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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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배율 세트 선택하기
줌텍스트는 확대시에 확대 배율 세트의 세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모든 확대 레벨, 모든 확대 레벨, 선호하는
확대레벨만, 또는 정수레벨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확대배율 은 기본모드로 모든 확대 배율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호하는 확대레벨은 사용자가 선택한 확대 배율만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배율들을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수배율은 확대시 소수점 있는 배율을 배제합니다.
확대배율 세트 종류 및 선호하는 확대레벨 설정하기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 창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확대 창 그룹의 오른쪽 아래 코너에 보여집니다.

확대 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화면확대 탭을 선택하십시오.
3.

확대 배율 세트 사용 콤보박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확대배율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선호하는 확대배율만을 선택고자 한다면 선호하는 확대배율
리스트 박스로 가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확대 배율을 체크해
주십시오.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확대레벨은 체크하지
마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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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 탭
설정

설명

확대배율
전체 확대 배율

화면확대 수준 설정 확대레벨은 1 배에서 8
배까지는 1 배씩, 10 배에서 16 배까지는 2
배씩, 20 배에서 36 배까지는 4 배씩, 42
배에서 60 배까지는 6 배씩 및 1.2 배, 1.4
배, 1.6 배, 1.8 배, 2.5배, 3.5배 및
4.5배의 확대배율을 포함합니다.

확대 배율세트 사용

ZoomText에서 사용할 확대 배율 세트를
선택합니다.

선호하는 확대 배율

선호하는 확대 배율을 선택하기 위한 체크
박스 목록. 이 선택 항목을 변경하려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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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배율세트 사용 메뉴에서 선호하는
확대배율만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마우스 휠로 확대하기 사용자 설정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문서를 스크롤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ZoomText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정자 키를 마우스 휠과 결합합니다.
기본적으로 ZoomText의 마우스 휠 확대 기능은 수정자 키로 Caps
Lock + Shift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자 키중에서 다른
조합을 선택하거나 마우스 휠로 확대 / 축소를 하는 기능을 모두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확대 / 축소를 구성하려면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 창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확대 창 그룹의 오른쪽 아래 코너에 보여집니다.

확대 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화면확대 탭을 선택하십시오.
3. 휠 확대 활성화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할 때 함께 눌러야하는 수정자
키를 선택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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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 탭
설정

설명

마우스 휠 확대
휠 확대 활성화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자 키

마우스 휠로 확대 시에 사용할 키 조합을
선택합니다. 확대 수준을 변경하려면 마우스
휠을 돌리는 동안 선택한 키를 누르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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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 확대 사용하기
1 배 확대 기능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한단계씩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도 확대 보기와 1배 보기를 즉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1배의 상태에서는 ZoomText의 다른 화면확대기 기능과
리더 기능이 모두 활성 상태로 유지되므로 화면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ZoomText의 다른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배 확대 사용하기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1배로 변환 단축키 : Caps Lock + Enter 을 누르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 수준 선택 박스 아래에 있는 1
배 확대 버튼을 클릭하거나 확대 수준 선택 박스로 이동 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단축키를 누를 때마다 현재 확대 수준과 1배 확대 사이를
전환

1배 확대 버튼
알림: 1 배 확대에 있을 때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대(Zoom In) 명령어 및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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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뷰 스크롤하기
ZoomText의 확대된 뷰는 마우스, 텍스트 커저 및 응용 프로그램
포커스의 움직임을 따라 자동으로 스크롤됩니다. 또한 스크롤
명령어을 사용하여 화면의 모든 방향과 모든 위치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명령어 중 스무드 스크롤 동작은 특히
스크롤하면서 동시에 읽으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스크롤
명령어를 사용하면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하거나 화면 가운데로
이동하고 화면의 어떤 위치에 대한 보기를 저장하고 복원 할 수
있습니다.
확대 창 스크롤 하기
Caps Lock +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
1. 원하는 스크롤 방향에 해당하는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왼쪽, 오른쪽 위 또는 아래
2. 스크롤 속도를 높이려면 같은 방향의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누를 때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3. 스크롤 속도를 줄이려면 반대쪽 화살표 키를 누르십시오.
누를 때마다 스크롤이 멈출 때까지 속도가 줄어듭니다.
4. 다른 방향으로 스크롤하려면 새로운 방향에 해당하는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5. 스크롤을 중지하려면 Enter 키를 누르거나 Caps Lock +
Shift 키에서 손을 뗍니다.
화면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으로 이동하려면
Caps Lock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
원하는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왼쪽,
오른쪽 위 또는 아래
화면 가운데로 이동하려면 Home 버튼을 누릅니다.
특정 화면 뷰를 저장하고 복원하려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현재 뷰를 저장하고 나중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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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저장하려면 Caps Lock + Ctrl + Page Down 키를
누릅니다.
보기를 복원하려면 Caps Lock + Ctrl + Page Up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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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창
확대 창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확대된 뷰의 종류입니다. 확대
창은 화면 앞에 놓인 확대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대 창은
한 번에 화면의 일부만 표시 할 수 있지만 확대 된 내용을
스크롤하면 화면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된 뷰는
자동으로 추적하고 스크롤하여 마우스 포인터의 이동, 텍스트
커서 및 키보드 포커스를 포함한 모든 화면상의 활동을
따라갑니다.
하나

또는 다중 모니터에서 실행하기

확대 창 선택하기
확대 창 조절하기
동결 뷰
오버뷰 모드
다중 모니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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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다중 모니터에서 실행하기
시스템이 하나의 모니터로 실행 중이거나 두개의 모니터가 "이
디스플레이 복사하기"로 설정된 경우 확대보기를 전체, 오버레이,
렌즈, 라인 및 4 개의 고정 된 위치 : Top, 아래, 왼쪽 및 오른쪽
중 하나의 확대 창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설정된 여러 모니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실행하는 경우 다음의 확대 창 유형중 하나로 확대 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펼침(span), 복제, 1 배 확대, 다중뷰 로컬
및 다중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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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창 선택하기
ZoomText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유형의 확대 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확대 창의 유형은 시스템이
하나의 모니터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확장된 데스크탑으로 구성된
다중 모니터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알림: 이 부분에서는 다중 모니터에서의 확대 창 유형 및 옵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하드웨어, 권장
구성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모니터
관리하기.
확대 창을 선택하려면
1. 화면확대기 툴바탭에서 확대창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2. 현재 모니터 구성에 따라 하나의 모니터 또는 다중 모니터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확대 창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확대 창 유형에 따라 모니터의 확대 뷰가
변경됩니다.
팁! 확대 창 유형 단축키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확대 창
유형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Caps Lock + Z
확대 창 유형은 다음과 같이 확대 창 대화상자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화면확대기 툴바탭에서 확대창>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확대 창 대화 상자가 창 탭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2. 원하는 확대 창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3.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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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탭(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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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탭(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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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하나의 모니터 (또는 단일 활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
창의 종류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여러
모니터에 복제된 단일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확대 창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체.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확대 창이
나타납니다.
오버레이. 일반 화면 상단에 놓이는 확대
창이 나타나고, 어떤 영역에든 놓일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렌즈(돋보기). 바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표시하는 돋보기처럼 일반 화면에서
움직이는 확대 창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탐색할 때 렌즈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라인. 바로 아래에있는 것을 보여주는
돋보기 자처럼 화면을 가로질러 위아래로
움직이는 확대 창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탐색 할 때 확대 라인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고정.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여 한쪽에는
확대된 고정 뷰를 보여주고, 다른쪽에는
일반 (확대되지 않은) 뷰를 보여줍니다.
확대된 뷰는 화면의 각 가장자리 (상단,
하단, 왼쪽 또는 오른쪽)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 창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대 창
조절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라인 창 높이를 커저
높이로 설정

텍스트 커저가 더 크거나 작은 텍스트를
따라 움직이면 라인 창의 높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현재 텍스트 라인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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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확장 디스플레이가 있는)에 대한 설정
창 종류:

확장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여러 모니터를
사용할 때 선택할 확대 창 유형을
선택합니다.
렌즈(돋보기). 바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표시하는 돋보기처럼 일반 화면에서
움직이는 확대 창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탐색할 때 렌즈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 모니터를 사용할 때
렌즈는 마우스포인터, 텍스트 커서 및
추적중인 다른 모든 화면상의 활동을 따라
한 모니터에서 다른 모니터로 이동할
것입니다.
스팬. 모든 모니터에 걸쳐 단일 연속 확대
뷰를 보여줍니다. 확대된 뷰는 전체 확장 된
디스플레이에 걸쳐 있는 활동을 따라다니며
추적하고 스크롤합니다.

스팬 뷰는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여
하나의 확대보기를 만드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복제. 둘 이상의 모니터에서 동일한
확대보기를 보여줍니다. 확대된 뷰는 전체
확장 된 디스플레이에 걸쳐 있는 활동을
따라다니며 추적하고 스크롤합니다. 알림 :
복제 뷰는 디스플레이가 동일한 화면 해상도
및 동일한 방향( 세로 또는 가로)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보기는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별도의
모니터에서 동일한 확대보기를 볼
필요가있는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배 확대. 주 디스플레이에는 확대된 뷰를
보조 디스플레이에는 확대되지 않은 1배
뷰를 보여줍니다. 두 뷰(확대 뷰와 1배
뷰)는 전체 확장된 디스플레이에 걸쳐 있는
활동을 따라다니며 추적하고 스크롤합니다.

알림: 확장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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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사용할 때 Windows는 디스플레이
장치 중 하나를 "주 디스플레이"로
지정합니다. 주 디스플레이에는 바탕 화면
아이콘, Windows 메뉴가있는 작업 표시줄 및
작업 전환기가 표시됩니다. 바탕 화면의 빈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화면 해상도를 클릭하여 액세스 할 수 있는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주
디스플레이가되는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배 확대 뷰는 작업 영역에 대해 확대 뷰와
일반 뷰를 모두 보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배 확대는 저시력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같은 시스템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저시력
사용자는 확대된 뷰를 보지만 일반 사용자는
확대되지 않은 뷰를 보게됩니다.
멀티뷰 로컬. 각 모니터의 뷰가 자신의 바탕
화면 영역으로 제한된 상태로 각 모니터에
별도의 확대 뷰를 표시합니다. 즉, 모니터
1은 바탕 화면 1 만 표시하고 모니터 2는
바탕 화면 2 만 표시합니다.
멀티뷰 로컬을 사용할 때 :
한 번에 하나의 확대된 뷰만 활성
상태이고 움직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
포커스가 한 데스크탑에서 다른
데스크탑으로 이동하면 활성 뷰는
자동으로 모니터를 따라 이동합니다.
활성 뷰 단축키 (Caps Lock + V)를
누르면 언제든지 활성 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활성 뷰 단축키를 누르고
있으면 확대된 뷰가 고정됩니다. 이 잠긴
상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 및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모든 객체를 한 모니터의
확대 뷰에서 다른 모니터의 확대 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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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각 뷰에는 고유한 확대
수준이 있으며 뷰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 및 축소
단축키, 마우스 휠 확대 / 축소 및 전원
컨트롤은 항상 활성 뷰에서의 확대
수준을 반영하고 조정합니다. 다중
모니터 옵션 대화 상자에서 "동일한 확대
수준으로 뷰들을 유지" 옵션을 선택하면
활성 및 비활성 뷰를 한 번에 강제로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멀티뷰 로컬은 각 데스크톱의 확대 된 뷰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각 뷰는
자신의 데스크톱 외부로 스크롤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멀티뷰 글로벌. 각 모니터의 뷰가 모든
데스크탑 영역에 걸쳐서 활동을 스크롤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각 모니터에 별도의 확대
뷰를 보여줍니다. 즉, 각 모니터의 확대 된
뷰는 다른 모니터의 바탕 화면뿐만 아니라
자체 바탕 화면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멀티뷰 글로벌을 사용할 때 :
한 번에 하나의 확대 뷰만 활성 상태이고
움직이며, 활성 뷰는 마우스 포인터와
응용 프로그램 포커스를 따라서 한
데스크탑에서 다른 데스크탑으로
스크롤합니다. 활성 뷰를 전환하려면
다음 활성 뷰 단축키를 누릅니다. : Caps
Lock + V 활성 뷰 단축키를 누르고
있으면 확대된 뷰가 고정됩니다. 이 잠긴
상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 및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모든 객체를 한 모니터의
확대 뷰에서 다른 모니터의 확대 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뷰에는 고유한 확대
수준이 있으며 뷰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 및 축소
단축키, 마우스 휠 확대 / 축소 및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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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은 항상 활성 뷰에서의 확대
수준을 반영하고 조정합니다. 다중
모니터 옵션 대화 상자에서 "동일한 확대
수준으로 뷰들을 유지" 옵션을 선택하면
활성 및 비활성 뷰를 한 번에 강제로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멀티뷰 글로벌은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 또는
바탕화면에서 두 위치를 보고자하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중 모니터 옵션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보기 옵션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다중 모니터 옵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을 위해 Windows 제어판을
열어 모니터 구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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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창 조절하기
ZoomText는 전체 화면이나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확대 창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확대 창
유형에는 오버레이, 렌즈, 라인 및 고정이 포함됩니다. 부분 화면
확대 창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의 다른 부분이나 위치를
차지하도록 확대 창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대 창을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하려면
1.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창 옆에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확대창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창 메뉴에서 확대 창 조절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조정 도구가 활성화되고 크기 조정 핸들이 확대 창
프레임에 나타납니다.
3. 창 크기를 조정하려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4. 창을 이동하려면 윈도우 프래임 안에서 드래그합니다.
5. 창의 내용을 스크롤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창
프레임 안쪽에서 드래그하십시오.
6. 조정 도구를 종료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누릅니다.

알림: 다음의 단축키를 눌러 확대창 조정 도구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Caps Lock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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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뷰
확대된 뷰에서는 한 번에 전체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면의 반대편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와 같은 관심있는
여러 항목을 동시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결 뷰를
이용하면 화면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작업하는 동안 동시에 화면의
선택된 영역을 모니터 할 수있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결 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할 화면 영역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전체 확대 창 위에 자동으로 선택한 영역이 표시된 화면
동결 뷰가 나타납니다. 전체 확대 창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화면상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화면의 모든 영역을
탐색하고 작업 할 수 있습니다.
동결 뷰를 설정하려면
1. 확대 창 유형을 전체모드로 설정하십시오.
2.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창 옆에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확대창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3. 창 메뉴에서 동결뷰>새로운 동결 뷰를 선택하십시오.

동결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4. 동결하려는 영역이 뷰 안으로 스크롤 될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십시오.
5.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원하는 동결 영역 주위로
선택 사각형을 드래그한 후 왼쪽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드래그를 완료하면 프레임에 크기 조정 핸들이 있는 동결
뷰가 나타납니다.
6. 창 크기를 조정하려면 핸들을 드래그합니다. 창을
이동하려면 윈도우 프래임 안에서 드래그합니다. 창의
내용을 스크롤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창 프레임
안쪽에서 드래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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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결 도구를 종료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누릅니다.

알림: 동결 뷰는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결 뷰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창> 동결 뷰>활성화(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동결 뷰 켬/끔 단축키를 누릅니다 : Caps Lock + E
동결 창 옵션을 조정하려면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 창 설정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확대 창 그룹의 오른쪽 아래 코너에 보여집니다.

확대 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동결 탭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대로 동결 뷰 설정 조절하기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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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탭
설정

설명

동결 뷰 설정
동결 뷰 활성화

동결 뷰 활성화 (확대 창 유형이 전체모드로
설정된 경우).

전체 확대 레벨을
사용

동결 뷰가 전체 창과 동일한 확대 레벨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아래의 화면확대
수준을 사용

동결 뷰에서 자체 확대 레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 레벨 선택 상자를 사용하여
설정).

확대 배율

동결 뷰의 화면확대 수준 설정합니다.
확대레벨은 1 배에서 8 배까지는 1 배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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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16 배까지는 2 배씩, 20 배에서 36
배까지는 4 배씩, 42 배에서 60 배까지는 6
배씩 및 1.2 배, 1.4 배, 1.6 배, 1.8 배,
2.5배, 3.5배 및 4.5배의 확대배율을
포함합니다.
새 동결 뷰

동결 도구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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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뷰 모드 및 뷰 경계설정자 사용하기
위치보기(오버뷰) 모드는 현재 확대된 화면 영역을 보여 주며
확대할 새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치보기(오버뷰)
모드가 활성화되면 확대가 꺼지고 뷰 경계설정자가 일반 화면에
나타납니다. 뷰 경계설정자를 이동하여 새로운 영역을 선택하여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오버뷰 모드를 사용하려면
1.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창> 오버뷰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오버뷰 켬/끔 단축키를 누릅니다 : Caps Lock + O

확대가 일시적으로 꺼지고 뷰 경계설정자가 나타납니다.
2. 뷰 경계설정자를 원하는 화면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3. 새 위치를 확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선택한 화면 영역이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표시 뷰 경계설정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또는 고정된 창을 사용할 때 화면의 확대되지
않은 부분에 뷰 경계설정자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뷰 경계설정자를 활성화하고 구성하려면
1. 화면확대기 메뉴에서 뷰 경계설정자를 선택하십시오.

뷰 경계설정자 탭이 표시된 확대 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뷰 경계설정자 활성화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3. 원하는 대로 위치표시 옵션을 조정하십시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알림: 뷰 위치표시는 다음 명령키를 사용하여 활성화 및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Caps Lock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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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경계설정자 탭
설정

설명

뷰 경계설정자 설정
뷰 경계설정자 종류

표시되는 뷰 경계설정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블록, 반전 블록, 프레임 또는 십자가).

색상

뷰 경계설정자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투명도

뷰 경계설정자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투명도 레벨은 뷰 위치표시마크를 통과해서
보이는 데스크탑 이미지의 양을 조절합니다.

1배율 및 오버레이,
고정방식에서 뷰
경계설정자를

오버레이, 고정 및 1배확대 창을 사용할 때
화면의 1배 부분에 뷰 경계설정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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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뷰 경계설정자
깜박임

경계설정자 깜박임을 켜거나 끕니다.

깜박임 속도

뷰 경계설정자의 깜박임 속도를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0.5에서 5까지, 0.5 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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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관리
"확대 창"섹션에서는 사용 가능한 확대 창의 유형과 확대 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
다중 모니터가있는 시스템을 ZoomText로 이용할 때 최상의 구성
방법 및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은 현재 두 개의 확장
디스플레이에서 작동합니다. 세 개 이상의 확장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은 이후 업그레이드에서 추가 될 예정입니다.

알림:다중 디스플레이 장치로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사용중인 Microsoft
Windows 버전과 관련된 지침을 검색하십시오.
다중 모니터 옵션
하드웨어 지원
권장 구성
디스플레이 구성
자동 조정
ZoomText 특성 동작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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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옵션
다중 모니터 옵션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때 확대 창의 작동
방식을 사용자가 설정하기위한 다양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동작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컴퓨터들 및 모니터들 간에 이동하는
방법과 확대 및 화면 강화가 각 모니터 뷰에서 적용되고 조정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알림: 다중 모니터 지원에서 사용할 수있는 확대 창 유형에 대한
설명은 확대 창 선택하기를 보십시오.
다중 모니터 옵션을 구성하려면
1. 화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확대창 옆에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확대창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확대창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확대 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확대창 탭을 선택합니다.
4. 다중 모니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중 모니터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원하는대로 다중 모니터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6.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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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옵션 대화 상자
설정

설명

포인터가 바탕화면 사이를 교차 할 때
테두리를
교차지점에서
포인터를 유지:

포인터가 옆의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시간
동안 테두리를 누를 때까지 마우스 포인터가
컴퓨터들 사이를 넘어가지 않도록합니다.
알림 :이 옵션이 활성화 되어있을 때
경계선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포인터를
바로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사이에
테두리 마커 표시.

옆의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종류에 따라
컴퓨터들 사이의 경계에 테두리 마커를
표시합니다. 테두리 마커는 확장된
디스플레이에서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포인터가 경계를
터치하거나 지나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컴퓨터들 사이의 테두리에
닿거나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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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신호(큐) 재생.

신호 두 번 재생합니다.

소리 신호 종류:

포인터가 컴퓨터들 사이에 닿거나 교차 할
때 재생할 소리종류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있는 4 가지 소리 신호가 있습니다.

소리 신호 볼륨:

소리 신호 볼륨 수준을 선택합니다.

다중 뷰를 사용할 때
다중 뷰 Local 또는 다중 뷰 Global 확대
창을 사용할 때; 이 설정은 활성 및 비활성
뷰가 모든 모니터에서 동일한 확대 수준으로
함께 확대 및 축소되도록합니다. 활성
뷰에서 확대 수준을 조정할 때 다른
모니터의 확대 수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뷰들을 동일한 확대
수준으로 유지

활성 뷰를 전환할
다음을 누름.

때

다중 뷰 Local 또는 다중 뷰 Global 에서
확대 창을 사용할 때 활성 뷰를 전환하기
위해 지정된 단축키를 표시합니다.

기타 설정
화면 강화 표시 켬 :

화면 강화가 적용될 모니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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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지원 하드웨어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은 Windows 운영 체제 용으로 설계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지원 기술에는
비디오 카드, 디스플레이 모니터 및 프로젝터, VGA, DVI, HDMI 및
DisplayPort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연결장치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이 이미 "다중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설정된
여러 디스플레이 장치로 실행중인 경우: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도 해당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장의 "다중 모니터 문제 해결"을
참조하거나 Freedom Scientific 또는 현지 대리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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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구성설정 권장사항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은 실제 크기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다른 모니터들 세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컴퓨터 모니터 및
프로젝터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다중 모니터 시스템에서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화질, 편안한 보기 및 생산성을 얻으려면 다음
권장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모니터 크기, 방향 및 정렬
최상의 보기를 위해서는 실제 책상에 완전히 옆으로 나란히
정렬하거나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정렬된 것과 일치하도록
정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디스플레이를 책상 위의 모니터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면 마치 하나의 화면처럼 마치 한 모니터에서 다른
모니터로 마우스 포인터를 직관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렬에 대한 지침은 다중 모니터 지원을 위한
디스플레이 구성하기 를 보십시오.
이러한 요인— 크기, 방향 및 정렬—은 스팬 확대 창을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스팬 확대 창에서는 여러 화면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확대된 화면을 표시합니다. 실제 모니터의 크기, 방향
또는 정렬이 화면상의 정렬과 일치하지 않으면 스팬 확대창에
표시된 확대보기가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
가장 선명하게 확대 된 뷰를 보기 위해 항상 각 모니터의 화면
해상도를 기본 해상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아닌
해상도로 모니터를 실행하면 일반보기에 나타나는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며 확대 된 경우 이미지 품질이 더 저하됩니다. 알림: 이
권장 사항은 하나의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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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지원을 위한 디스플레이 구성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에 여러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모니터는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이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설정되어야합니다.
모니터는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의 한 편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장 디스플레이는 책상 위의 모니터의 물리적 배열과 거의
일치하도록 배열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위한 지침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를 "이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를 "이 디스플레이 확장"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디스플레이 스위치 단축키 사용 : Windows + P
Windows + P 단축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전환 바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 전환 바가 보이면 Windows + P
단축키 또는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전환 바에서 여러 모니터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확장
옵션으로 전환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방법 2 :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십시오.
1. 바탕 화면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다음 화면 해상도를 클릭하십시오.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중 디스플레이 드롭 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이 디스플레이
확장을 선택하십시오. 조정된 디스플레이 설정을 유지할 지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유지를
선택합니다.

알림: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은 "이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설정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함께 조합되어
사용할 때도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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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고 정렬하려면
확장 디스플레이 연결 및 정렬은 다음과 같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의 바탕 화면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화면 해상도를 클릭하십시오.

화면 해상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는
확장된 디스플레이가 현재 연결되고 정렬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2. 마우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드래그하여 책상 위의
모니터의 물리적 배열과 거의 일치하도록 배열한 후 다음의
정렬 규칙에 따라 모니터의 가장자리가 맞춰지도록 완벽하게
정렬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수평으로 배치되면 디스플레이의 상단
가장자리 또는 하단 가장자리가 정렬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수직으로 배치 된 경우 디스플레이의 왼쪽
가장자리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가 정렬됩니다.
3. 적용하기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조정된
디스플레이 설정을 유지할 지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변경사항 유지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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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을 표시를 위한 자동 조정
ZoomText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포함사항:
디스플레이 장치 추가 및 제거
디스플레이 장치 활성화 및 비활성화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해상도 변경
디스플레이 장치의 상대 위치 및 방향 변경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리젠테이션 변경 - 예 : 이
디스플레이를 확장하기,이 디스플레이를 복제하기,
{n}에서만 보이기
ZoomText가 시작될 때와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 이러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변경이 감지되면 ZoomText는 이전에 해당 디스플레이
구성에 사용했던 설정으로 자동 조정합니다. 이전에 해당
디스플레이 구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ZoomText는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ZoomText가 디스플레이 변경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ZoomText가 한 모니터에서 확장 디스플레이가있는 다중
모니터로의 전환을 감지하면 ZoomText는 자동으로 다중
모니터에 사용된 마지막 창 유형으로 전환합니다. 확장
디스플레이가있는 다중 모니터가 처음 감지되면 ZoomText는
멀티뷰 로컬이라는 다중 모니터용 기본 확대 창 유형을
활성화합니다.
ZoomText가 확장 디스플레이가있는 여러 모니터에서 하나의
모니터로 또는 "이 디스플레이 복제하기"로 설정된 다중
모니터로 전환을 감지할 때 ZoomText는 하나의 모니터에서
사용된 마지막 확대창 유형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하나의
모니터가 처음으로 감지되면 ZoomText는 하나의 모니터의
기본 확대창 유형을 활성화하는데 기본 설정은 전체 확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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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의 특성 동작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을 사용하면 ZoomText 기능 중
일부의 동작이 아래에 설명 된대로 작동합니다.
특성

현재 동작

앱리더

Span, Clone, 1배확대 또는 다중 뷰 Global
확대 창을 사용할 때; 활성상태의 확대된
뷰는 대상 응용 프로그램이 어느 데스크톱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AppReader의 단어
강조 표시를 따라가기 위해 스크롤합니다.
다중 뷰 Local 확대 창을 사용할 때 대상
응용 프로그램이 비활성 상태의 뷰의 컴퓨터
화면에 있으면 비활성보기가 활성화되어
AppReader의 단어 강조 표시를 따라
스크롤합니다.

읽기 영역

Span, Clone, 1배 확대 또는 MultiView
Global 확대 창을 사용하면 활성화 된 확대
뷰가 스크롤되어 읽기 영역이 켜져있는
컴퓨터에 관계없이 트리거 된 읽기 영역을
뷰로 가져가기 위해 스크롤합니다.
다중 뷰 Local 확대 창을 사용할 때 트리거
된 읽기 영역이 비활성된 뷰의 컴퓨터에
있으면 비활성 뷰가 활성화되고 읽기영역을
뷰로 가져가기 위해 스크롤합니다.

터치 스크린

이 특성은 현재 다중모니터를 사용할 때
지원되지 않습니다.

ZoomText 카메라

이 특성은 현재 다중모니터를 사용할 때
지원되지 않습니다.

3번째 대상으로 USB
CCTV들에 대한 지원

이 특성은 현재 다중모니터를 사용할 때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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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니터 문제해결
이 항목에서는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문제점 : 시스템에 3 개 이상의 모니터 (확장 디스플레이로
구성)가 있고 ZoomText를 시작하려고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ZoomText 다중 모니터 지원은 하나의 활성화된 확장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의 확장 된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디스플레이를 비활성화하고 다중 모니터 지원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
해결책 :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은 현재 두 개의 확장
디스플레이에서 작동합니다. 세 개 이상의 확장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은 이후 업그레이드에서 추가 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 스팬 뷰를 사용할 때 확대된 뷰의 왼쪽 절반이 오른쪽에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 : 확장 디스플레이의 방향이 모니터의 물리적 배치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탕 화면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다음 화면 해상도를
클릭하여 액세스 할 수 있는 화면 해상도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정렬을 변경하십시오.
문제점 : 마우스가 모니터들 간에 이동하지 않고 바깥 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해결책 : 확장 디스플레이의 방향이 모니터의 물리적 배치와
반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탕 화면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다음 화면 해상도를 클릭하여
액세스 할 수있는 화면 해상도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정렬을
변경하십시오.
문제점 : ZoomText가 디스플레이 영역의 절반만 확대하고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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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 ZoomText의 다중 모니터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모니터 중 하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의 다른
절반은 두 번째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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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강화
화면 강화는 화면에 나타나는 객체의 가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향상된 색상대비와 선명도를 위해
화면 색상을 향상시키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및
키보드 입력 포커스의 모양을 향상시켜보다 쉽게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색상 강화
포인터 강화
커저 강화
포커스 강화
스마트 전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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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강화
색상 강화 기능을 사용하면 문자와 그림의 선명도가 향상됩니다.
이는 더 쉽게 볼 있게 하며,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색상
강화 옵션은 색상, 대비 및 밝기를 조정하는 다양한 필터 효과로
구성됩니다. 미리 설정된 색상 구성표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색상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팁! Internet Explorer 11 (및 다른 브라우저)에서 밝기 전도 및
색상 전도 효과를 사용할 때 ZoomText의 스마트 전도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에서 전도 효과가 다시 전도되어 자연색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스마트
전도 사용 을 보십시오.
색상 강화 옵션은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있는 색상의 분할
버튼 컨트롤을 사용하여 활성화되고 설정됩니다. 이 버튼의 상단
부분을 클릭하면 설정된 색상 강화를 켜고 끄는 것이고, 하단
부분을 클릭하면 색상 메뉴가 나타납니다.
색상 강화를 켜고 끄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탭에서 색상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색상강화 켬/끔 단축키 : Caps Lock + C 를 누르십시오.
설정된 색상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색상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색상으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색상 메뉴에서 선택종류를 선택하십시오.
3. 선택종류 메뉴에서 원하는 색상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색상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색상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색상으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색상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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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강화 설정 대화박스에 색상 탭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십시오.
4. 원하는 대로 사용자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색상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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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색상 강화
일반

모든 색상 강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선택종류

미리 구성된 색상종류 활성화(옆의 콤보
박스에서 선택)

사용자정의 설정

자신의 색상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 활성화

사용자 정의

선택한 미리 구성된 색상 종류와 일치하도록
사용자 설정을 활성화하고 구성합니다.
이렇게하면 사용자 정의 색상을 시작
지점으로 미리 설정된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색상 강화 적용하기

확대 창, 배경 (일반 화면) 또는 둘 다에 색
강화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밝기 및 대비 설정
밝기

화면 이미지의 밝기를 0 %에서 100 %까지
늘리거나 줄입니다. 일반 밝기는 50%
입니다.

대비

화면 이미지의 대비를 0 %에서 100 %까지
늘리거나 줄입니다. 일반 밝기는 50%
입니다.

일반 설정 복원

밝기 및 대비 50%(일반)로 복원.

효과 설정
색상 강화 적용

색상 효과의 종류 선택 및 관련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없음. 적용된 필터링이 없습니다.
밝기 전도 모든 화면 색상의 밝기를
반전합니다. 밝은 색상이 어두어지거나
반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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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전도 모든 화면 색상이 반전됩니다.
조색(염색) 밝고 어두운 값을 유지하면서
모든 화면 색상을 단일 색조으로
변환합니다. 조색 효과를 선택하면 염료
색상을 선택할 수있는 색상 콤보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중-색상 두가지 색상 스펙트럼으로 화면
색상을 변환합니다. 이중 색상 효과를
선택하면 전경색 및 배경색 콤보 상자가
나타나서 두가지 색상 스펙트럼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바꾸기. 하나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색상 바꾸기 효과를 선택하면
바꾸기 콤보 상자가 나타나 원 색상과 교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슬라이더가 나타나서 선택한 색상에 가까운
색조로 색상 범위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5장—화면확대기 특성 101

포인터 강화
포인터 강화는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찾고 따라가기 쉽게
만듭니다. 포인터의 크기와 색상을 조정하고 화면에서 포인터의
위치를 강조하는 경계설정자(표시마크)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포인터 선택종류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포인터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The pointer enhancement options are enabled and set using the
Pointer split-button control located on the Magnifier toolbar
tab. 이 버튼의 상단 부분을 클릭하면 세팅된 포인터 강화를 켜고
끄는 것이고, 하단 부분을 클릭하면 포인터 메뉴를 엽니다.
포인터 강화를 켜고 끄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탭에서 포인터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포인터 강화 켬/끔 단축키 : Caps Lock + P 를 누르십시오.
설정된 포인터 선택종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포인터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포인터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포인터 메뉴에서 선택종류를 선택하십시오.
3. 선택종류 메뉴에서 원하는 포인터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포인터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포인터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포인터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포인터 메뉴에서 사용자정의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화면 강화 설정 대화박스에 포인터 탭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십시오.
4. 원하는 대로 사용자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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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탭
설정

설명

포인터 강화
일반

모든 포인터 강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선택종류

미리 구성된 포인터종류 활성화(옆의 콤보
박스에서 선택)

사용자정의 설정

자신의 포인터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 활성화

사용자

선택한 미리 구성된 포인트 종류와
일치하도록 사용자 설정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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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합니다. 이렇게하면 사용자 정의
포인터를 시작 지점으로 미리 설정된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포인터
ZoomText 부드러운
포인터 사용

사용자 포인터 구성에서 ZoomText의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마우스 포인터를
활성화합니다.

크기

강화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표준 (1배),
라지(2배) 또는 엑스라지(4배) 크기로
설정합니다.

색상

마우스 포인터의 색상 설정

포인터 경계설정자
종류

포인터 표시마크의 종류 선택하기
원형. 포인터의 중심점을 가운데로 하는 원이
표시됩니다.
음파탐지형. 포인터의 중심점 쪽을 향해서
음파가 방출되는 것 같은 움직이는 원을
표시합니다.
전체 십자선. 확대창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포인터의 중심점에서 교차하는 십자선을
표시합니다.
십자표시. 포인터의 중심점 위 가운데에
놓여진 십자표시를 표시합니다.

색상

포인터 경계표시자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두께

포인터 경계표시자의 두께를
설정합니다.:얇게,중간 또는 두껍게.

투명도

포인터 경계표시자의 투명도 수준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레벨은 포인터
표시마크를 통과해서 보이는 데스크탑
이미지의 양을 조절합니다.

포인터 경계설정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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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포인터 표시마크가 항상 보입니다.

포인터가 머물러
있을 때

포인터가 머물러 있을 때(움직이지 않을
때)만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포인터가 움직이고
있을 때

포인터가 움직일 때만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수정자 키를 누르고
있을 때

포인터 수정자 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수정자 키

눌렀을 때 포인터 표시마크가 나타날 키
또는 키 조합을 선택합니다.

알림: 포인터 경계설정자 표시 옵션에서
수정자 키가 눌렸을 때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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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저 강화
커저 강화는 문자 커저의 위치를 찾고 따라가기 쉽게 만듭니다.
투명도가 높은 경계설정자(커저 표시마크)를 선택하면 주변
문자를 가리지 않고 커저의 위치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커저 구성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커저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저 강화 옵션은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있는 커저의 분할
버튼 컨트롤을 사용하여 활성화되고 설정됩니다. 이 버튼의 상단
부분을 클릭하면 설정된 커저 강화를 켜고 끄는 것이고, 하단
부분을 클릭하면 커저 메뉴가 나타납니다.
커저 강화를 켜고 끄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탭에서 커저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커저강화 켬/끔 단축키 : Caps Lock + R 를 누르십시오.
설정된 커저 선택종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커저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커저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커저 메뉴에서 선택종류를 선택하십시오.
3. 선택종류 메뉴에서 원하는 커저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커저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커저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커저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커저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화면 강화 설정 대화박스에 커저 탭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십시오.
4. 원하는 대로 사용자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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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저 탭
설정

설명

커저 강화
일반

모든 커저 강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선택종류

미리 구성된 커저종류 활성화(옆의 콤보
박스에서 선택)

사용자정의 설정

자신의 커저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 활성화

사용자 설정

선택한 미리 구성된 커저 종류와 일치하도록
사용자 설정을 활성화하고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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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사용자 정의 커저를 시작
지점으로 미리 설정된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미리보기 상자를 클릭하면 선택한 커저 강화
설정이 반영된 커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설정
커저 경계설정자(커저 위치표시마크)
종류

커저 표시마크 종류 선택하기
웨지. 커저의 밑과 위부분에 삼각형 웨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원형. 커저 주위에 원이 나타납니다.
프래임. 커저 주위에 사각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크기

커저 표시마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얇게,중간 또는 두껍게.

색상

커저 표시마크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커저 표시마크의 투명도 수준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레벨은 커저 표시마크를 통과해서
보이는 데스크탑 이미지의 양을 조절합니다.

커저 경계설정자를 표시
항상

커저 표시마크가 항상 보입니다.

커저가 머물러 있을
때

커저가 머물러 있을 때(움직이지 않을
때)만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커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커저가 움직일 때만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수정자 키를 누르고
있을 때

커저 수정자 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수정자 키

눌렀을 때 커저 표시마크가 나타날 키 또는
키 조합을 선택합니다.

알림: 커저 경계설정자를 표시 옵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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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 키가 눌렸을 때가 체크되어있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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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강화
포커스 강화 기능을 사용하면 메뉴, 대화 상자, 툴바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 시에 탭 키와 화살표 키를 사용할 때
컨트롤 포커스를 쉽게 찾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할 때 투명도가 높은 경계설정자(표시마크)를 선택하면
주변 문자를 가리지 않고 포커스된 컨트롤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미리 설정된 포커스 구성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포커스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커스 강화 옵션은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있는 포커스의 분할
버튼 컨트롤을 사용하여 활성화되고 설정됩니다. 이 버튼의 상단
부분을 클릭하면 설정된 포커스 강화를 켜고 끄는 것이고, 하단
부분을 클릭하면 포커스 메뉴가 나타납니다.
포커스 강화를 켜고 끄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화면확대기 툴바탭에서 포커스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포커스 강화 켬/끔 단축키 : Caps Lock + F 를 누르십시오.
설정된 포커스 선택종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포커스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포커스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포커스 메뉴에서 선택종류를 선택하십시오.
3. 선택종류 메뉴에서 원하는 포커스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포커스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포커스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포커스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포커스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화면 강화 설정 대화박스에 포커스 탭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십시오.
4. 원하는 대로 사용자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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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버튼 클릭하기

포커스 탭
설정

설명

포커스 강화
일반

모든 포커스 강화를 비활성화 합니다.

선택종류

미리 구성된 포커스 종류 활성화(옆의 콤보
박스에서 선택)

사용자정의 설정

자신의 포커스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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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선택한 미리 구성된 포커스 종류와
일치하도록 사용자 설정을 활성화하고
구성합니다. 이렇게하면 사용자 정의
포커스를 시작 지점으로 미리 설정된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포커스 경계설정자 표시(위치표시마크)
종류

포커스 표시마크 종류 선택하기
선택영역. 포커스된 부분을 덮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밑줄. 포커스된 부분 아래로 라인이
나타납니다.
프래임. 포커스 된 부분 주위에 사각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색상

포커스 표시마크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두께

포커스 표시마크의 두께를
설정합니다.:얇게,중간 또는 두껍게.

투명도

포커스 표시마크의 투명도 수준을
설정합니다. 투명도 레벨은 포커스
표시마크를 통과해서 보이는 데스크탑
이미지의 양을 조절합니다.

알림: 이 설정은 경계설정자(위치표시마크)
색상이 '전도'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백

포커스된 대상과 포커스 표시마크 사이의
공간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포커스 경계설정자 표시
계속해서

짧게

포커스 표시마크가 항상
보입니다.(포커스 된 것이 있는 경우)
포커스가 되면 포커스 표시마크가 1.5초
동안 보입니다.

112

수정자 키를 누르고
있을 때

포커스 수정자 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포커스 표시마크가 보입니다.

수정자 키

눌렀을 때 포커스 표시마크가 나타날 키
또는 키 조합을 선택합니다.

알림: 포커스 경계설정자 표시 옵션에서
수정자 키가 눌렸을 때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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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도 사용하기
필터 효과를 사용하여 화면의 밝기와 색상을 반전시키는 것은
저시력인들의 컴퓨터 사용 시 많이 이용되는 기능입니다.
반전효과는 눈부심을 줄이고 화면상의 텍스트의 가독성을
개선하며 눈의 피로를 줄이고 편안함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로 인해 필름 네거티브처럼 보이는 사진 이미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진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거나
종종 볼 수 없게합니다.
ZoomText의 스마트 전도 기능을 사용하면 ZoomText에서 (색상
강화 기능중) 밝기 전도 및 색상 전도 효과를 사용할 때
ZoomText는 반전 된 사진 효과를 재반전 시키거나 취소하여
사진이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알림: 이 기능은 현재 Internet Explorer 11 및 Chrome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곧 다른 웹 브라우저 및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됩니다.
색상 메뉴에서 스마트 전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1. 확면확대기 툴바 탭에서 색상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색상으로 이동 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색상 메뉴에서 스마트전도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단축키로 스마트 전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전도 강화 켬/끔 단축키 : Caps Lock + I 를 누르십시오.

알림: 스마트 전도는 밝기 전도 또는 색상 전도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활성화 및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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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설정
내비게이션 설정은 ZoomText가 확대 창을 스크롤하여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저, 키보드 포커스 및 화면에서 나타나고
움직이는 대상을 포함하여 뷰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계속 볼 수
있게하는 방법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ZoomText가 확대 창에서 추적 할 객체 및
이벤트 선택, 추적된 객체 및 이벤트를 확대 창에 배치하는 방법
선택, 마우스 포인터를 확대된 뷰 또는 활성 컨트롤로 자동 배치
및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 제한.
추적
정렬
마우스
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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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기
마우스를 움직이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메뉴, 대화 상자 및 기타
프로그램 컨트롤을 탐색하면 확대 창이 자동으로 스크롤되어
뷰에서 포커스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추적하기가
활성화 될 때 추적 할 항목을 선택할 수있는 ZoomText의 추적
옵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추적을 화면의 선택된 영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하기 설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1.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2.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추적하기을 선택하십시오.

추적하기 탭이 선택된 내비게이션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하는 대로 추적하기 설정 조절하기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추적하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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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다음 항목을 추적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 추적하기 활성화

텍스트 커저

텍스트 커저 추적하기 활성화

메뉴

키보드 포커스를 받을 때 메뉴 항목
추적하기 활성화

콘트롤

키보드 포커스를 받을 때 콘트롤 추적하기
활성화

도구설명

설명이 나타날 때 도구설명 추적하기 활성화

윈도우즈

윈도우즈가 실행될 때 윈도우즈 추적하기
활성화

경고

경고가 나타날
활성화

때 경고팝업 추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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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렬 옵션은 뷰에서 추적 된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 확대 창을
스크롤하는 방법을 조정합니다 정렬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와 중심. 가장자리 정렬을 사용하면 뷰에서
추적 된 객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확대 창을
스크롤합니다. 중심 정렬을 사용하면 확대 창의 중앙에 추적된
대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확대창을 스크롤합니다. 세 번째
정렬 유형인 "스마트 정렬"은 컨트롤을 스크롤하고 부모 메뉴
또는 윈도우의 최대 부분을 뷰에 스크롤합니다.
정렬폰트 강화 설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1.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2.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정렬을 선택하십시오.

정렬 탭이 선택된 내비게이션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하는 대로 정렬 설정 조절하기.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정렬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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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가장자리 여백 이내

가장자리의 여백 안쪽에 추적된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때만 확대 창을
스크롤합니다.

확대 창 안쪽 중앙으로

추적된 객체가 확대된 뷰의 중앙에
유지되도록 확대 창을 스크롤합니다.

가장자리 여백

창이 스크롤을 시작하기 전에 추적된 객체가
확대 창의 가장자리에 얼마나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가장자리 여백은 0
%에서 50 %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
창의 너비와 높이의 절반.

부모 윈도우와 스마트
정렬

추적된 컨트롤 또는 메뉴 항목과 상위 창
또는 메뉴의 최대 부분을 뷰로 가져오기
위해 확대 창을 스크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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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마우스 내비게이션 옵션, 포인터 위치 지정 및 포인터 제한은
화면을 탐색하고 이동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포인터 위치
지정을 사용하면 필요할 때 마우스 포인터가 항상 표시됩니다.
포인터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제한하거나 활성 창 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내비게이션 설정을 조정하려면
1.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2.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마우스를 선택하십시오.

마우스 탭이 선택된 내비게이션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확인 버튼 클릭하기
4. 원하는 대로 마우스 내비게이션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마우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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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뷰 영역이 이동될 때
포인터를 뷰 영역으로
이동

포인터가 뷰 외부에있는 동안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포인터를 확대 된 뷰의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활성 콘트롤 위로
포인터를 이동

포커스가 될 때 포인터를 메뉴 항목 및 대화
상자 컨트롤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만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는
마우스 이동의 처음 방향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로만 이동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움직임은 정보의 행과 열을 통해 보다
부드러운 스크롤을 제공합니다.

Ctrl 키를 누르면 활성
윈도우 내에 머무름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마우스 이동의 처음 방향에 따라
수직으로 만 이동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보의 행과 열을 통해
부드러운 스크롤을 제공합니다.

포인터는
수평 또는
제한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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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닝
매끄러운 패닝은 포커스를 유지하기 위해 확대된 뷰를 스크롤 할
때 보다 자연스러운 패닝 동작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메뉴, 대화 상자 및 기타 프로그램 컨트롤을 탐색 할 때 확대된
뷰는 갑작스럽게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매끄러운 패닝 설정을 활성화하고 조정하려면
1. 화면확대기 도구 모음 탭에서 내비게이션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2.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패닝을 선택하십시오.

패닝 탭이 선택된 내비게이션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하는 대로 부드러운 패닝 설정 조절하기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패닝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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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부드러운 패닝 활성화

ZoomText의 부드러운 패닝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패닝 속도

ZoomText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앱리더에서 부드러운
패닝 사용하기

앱리더에서 강조 표시된 단어 간 부드러운
이동을 활성화합니다

7장

도구 특성
"도구 특성"은 검색기, 카메라, 백그라운드 리더 및 녹음기를
포함하여 "도구" 툴바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생산성 도구를
나타냅니다.
도구 툴바 탭
검색기
카메라
백그라운드 리더
녹음기

알림: 백그라운드 리더 및 녹음기 기능은 ZoomText
화면확대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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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툴바 탭
도구 툴바 탭은 ZoomText의 도구 특성을 시작하기위한 빠른 동작
버튼을 제공합니다. 이 버튼의 대부분은 기능을 켜거나 끄고 관련
설정 메뉴를 열 수있는 분할 컨트롤이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은
범주별로 그룹화되며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아이콘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 툴바 탭
알림: 백그라운드 리더 및 녹음기 기능은 ZoomText
화면확대기/리더에서만 보여집니다.
검색기. 검색기를 실행하여 문서, 웹 페이지 및 전자
메일에서 텍스트를 검색, 훑어보고, 탐색하고 읽습니다.
카메라 지원되는 카메라가 연결되어 ZoomTex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ZoomText 카메라 기능을 시작합니다.
백그라운드 리더 Windows 클립 보드에서 캡처 한 텍스트에
대해 백그라운드 리더를 시작합니다.
녹음기 Windows 클립 보드에서 캡처 한 텍스트에 대해
녹음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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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검색기를 사용하면 문서, 웹 페이지 및 전자 메일을 신속하게
검색, 훑어보기, 탐색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 단어나 구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찾으면 검색기가 해당 위치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검색기는
링크와 컨트롤을 찾아 실행하여 페이지 간을 원활하게 탐색 할 수
있도록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검색기의 툴바 / 대화 상자 및
명령어 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알림: ZoomText 화면확대기에서는 검색기를 실행할 때 Voice 및
AppReader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기는 페이지 검색을 위한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페이지
검색과 목록 검색 이 모드와 모드를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 장에서
설명합니다.

알림: 검색기는 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Microsoft
Word 및 Microsoft Outlook을 비롯한 다양한 문서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 시작하기
검색기를 시작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도구 툴바 탭에서 검색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검색기 시작 단축키를 누릅니다. : Caps Lock + Ctrl + F

검색기 툴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검색
페이지 검색은 찾을 단어나 구를 입력할 수있는 간단한 툴바를
보여준 다음 툴바 컨트롤이나 키보드 명령어을 사용하여 페이지의
모든 항목을 탐색합니다. 제목 검색, 링크 또는 컨트롤과 같은
특정 웹 페이지 요소로 페이지 검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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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 페이지 검색 툴바.
페이지 검색을 사용하려면
1. 검색기가 현재 목록 검색 모드에 있으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검색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검색할 페이지 항목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대부분의
검색에 권장되는 모든 텍스트를 선택하여 이미지 및
컨트롤에 대한 숨겨진 이름을 포함하여 페이지의 어디에서든
단어나 구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3. 검색 상자에 찾을 단어나 구를 입력하십시오.

단어 또는 문구가 선택한 유형의 페이지 항목에 없으면
검색 상자가 주황색으로 바뀌고 탐색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알림: 페이지 항목이 모든 텍스트로 설정되어 있을 때
검색을 시작하려면 검색 상자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를
입력해야합니다. 페이지 항목이 다른 유형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검색어나 구문을 입력하지 않고 해당 항목을 탐색
할 수 있습니다.
4. 일치하는 항목을 앞뒤로 탐색하려면 다음 및 이전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탐색된 각 항목이 강조 표시됩니다. 검색기 스피치 기능이
있는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사용하면 해당 항목이
포함 된 문장을 읽어줍니다.
5. 검색기에서 현재 항목의 링크나 컨트롤을 실행하게 하려면
실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6. 검색기에서 현재 항목을 읽기 시작하려면 AppReader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7. 검색기 음성 출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스피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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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색기를 종료하려면 제목 표시 줄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ZoomText 화면확대기에서는 AppReader 및 Speech 옵션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이 단추가 비활성화됩니다 (회색으로 표시됨).

목록 검색
목록 검색은 툴바를 제목, 링크, 컨트롤 및 그 페이지에 있는
다른 공통 요소의 목록을 표시하는 대화 상자로 확장합니다.
목록을 검색, 필터링 및 정렬하여 관심있는 항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기 : 목록 검색 툴바 / 대화 상자
목록 검색을 사용하려면
1. 검색기가 현재 페이지 검색 모드에 있는 경우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 검색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페이지 항목 콤보 상자에서 나타나는 발견된 목록에서
보려는 항목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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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을 검색 (또는 필터링)하려면 검색 상자에 단어나 구를
입력하십시오.

검색 상자에 입력할 때 검색 문자열이 포함 된 항목만
표시되도록 목록이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입력한 단어
또는 구가 항목 목록 내에 없으면 검색 상자가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4. 정렬 기준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정렬 순서를 선택하십시오.
목록 맨 위에있는 이름 및 유형 표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5. 검색기에서 선택한 항목을 읽기 시작하려면 AppReader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6. 검색기에서 링크 또는 컨트롤이 포함 된 항목을
실행하게하려면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검색기에서 선택한 항목의 위치로 이동하려면 GoTo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8. 검색기를 종료하려면 제목 표시 줄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ZoomText 화면확대기에서는 AppReader 및 Speech 옵션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이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목록 검색에서 목록 새로 고침
일부 웹 페이지에는 뉴스 사이트의 탑 헤드 라인이나 스포츠
경기 점수와 같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영역이
포함됩니다. 검색기를 시작하거나 목록 검색으로 전환하면 현재
페이지 내용을 캡처하여 목록을 채운 다음 후속 변경상황을
무시합니다. 웹 페이지가 동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것을 알고
발견된 항목 목록을 업데이트하려면 목록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목록 검색에서 이름없는 이미지 숨김
많은 웹 페이지에는 이름이 없거나 모호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없는 이미지로 인해 발견된 항목 목록이
복잡하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이름없는 항목 숨김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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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명령어 키.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검색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검색기 시작하기

Caps Lock + Ctrl + F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검색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검색기 시작하기

Caps Lock + 스페이스바, F

검색기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에는 다음의 키들을 사용하여 검색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키

페이지 항목 유형 위로 순환

Ctrl + Up

페이지 항목 유형 아래로 순환

Ctrl + Down

항목 실행

Ctrl + Enter

첫 번째 항목 (필터링 된 목록 중에)

Ctrl + Home

마지막 항목 (필터링 된 목록 중에)

Ctrl + End

다음 컨트롤

Ctrl + C

다음 폼

Ctrl + F

다음 표제

Ctrl + H

다음 표제 레벨1 ... 6

Ctrl + 1 ... 6

다음 이미지

Ctrl + I

다음 링크

Ctrl + L

다음 리스트

Ctrl + S

다음 테이블

Ctrl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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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

Enter 또는 Ctrl + Right

이전 컨트롤

Ctrl + Shift + C

이전 폼

Ctrl + Shift + F

이전 표제

Ctrl + Shift + H

이전 표제 레벨1 ... 6

Ctrl + Shift + 1 ... 6

이전 이미지

Ctrl + Shift + I

이전 링크

Ctrl + Shift + L

이전 목록

Ctrl + Shift + S

이전 테이블

Ctrl + Shift + T

이전 항목

Shift + Enter 또는 Ctrl +
Left

AppReader

Alt + R

목록 검색 켬/끔

Alt + L

검색기 종료하기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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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하이라이트와 소리 설정
검색기 설정을 사용하면 찾은 항목을 훑어볼 때 사용될 검색
하이라이트 및 음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면 다음 및 이전 명령을 사용할 때 발견된 각 항목을 보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검색기 하이라이트 설정을 사용하면
하이라이트의 모양, 색상 및 투명도 레벨을 포함하여 하이라이트
표시의 모양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 음성은 다음
및 이전 명령을 사용할 때 발견 된 각 항목을 알려줍니다. 검색기
음성 설정을 사용하여 발견 된 항목에 대한 알림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 하이라이트 설정을 조정하려면
1. 도구 툴바 탭에서 검색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검색기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검색기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검색기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하이라이트 탭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대로 하이라이트 설정 조절하기.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검색기 설정 하이라이트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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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검색기 하이라이트
모양

현재 검색 단어 / 구문 또는 웹 페이지
항목을 하이라이트 하는 데 사용되는 모양
(블록, 밑줄 또는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색상

하이라이트 색상 설정

두께

하이라이트 모양의 두께 설정

투명도

하이라이트의 투명도를 설정

알림: 하이라이트 색상이 '전도'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

선택한 하이라이트 설정의 미리보기로 샘플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검색기 소리 설정을 조정하려면
1. 도구 툴바 탭에서 검색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검색기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검색기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검색기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음성 탭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대로 음성 설정 조절하기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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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설정 음성 탭
설정

설명

검색기 음성
다음 및 이전 명령을
사용할 때 각각 찾은
아이템 알려주기

다음 및 이전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할 때
발견된 항목에 대한 알림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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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카메라
ZoomText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고화질 웹캠을 사용하여 지폐,
잡지, 사진, 의약품 라벨, 공예품 등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보여지는 항목 및 기타 개체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컨트롤을 사용하면 빠르게 확대 및 축소하고 전체색상과 고대비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확대 뷰와 고정 확대 뷰
간에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확대 뷰를 이용하면
카메라 이미지와 윈도우즈 바탕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있는 HD 웹캠을 활용한 ZoomText
카메라 기능은 휴대 가능하고 경제적인 보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독서확대기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카메라 : 전체 뷰

ZoomText 카메라 : 고정 뷰

ZoomText 카메라 시작하기
ZoomText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적절한 카메라와 카메라
스탠드를 가져와 작업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ZoomText 카메라
설정에서 카메라를 선택해야합니다.

적합한 카메라와 스탠드 확보
ZoomText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려면 자동 초점 기능이있는 HD
웹캠이 필요합니다. 최상의 품질을 위해 웹캠은 자동 저조도 보정
기능을 갖춘 1080p 비디오 해상도를 제공해야합니다. 웹캠을
연결하는 데 USB 2.0 포트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외에도 보려는 항목 위에 카메라를 안전하게 배치 할
수있는 카메라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스탠드는 조절 가능해야하며
안정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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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Scientific은 유연하고 휴대 가능하며 경제적인 고품질의
웹캠 및 카메라 스탠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reedom Scientific 웹 사이트
(www.freedomscientific.com)를 방문하거나 Freedom Scientific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작업 공간에 카메라 설치하기
ZoomText 카메라 기능으로 최상의 성능과 효용성을 얻으려면 작업
공간에서 카메라를 설치할 때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카메라를 컴퓨터 화면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십시오.
이렇게하면 카메라가 대상를 찍는 동안 이미지 화면을 쉽게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이 충분한 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가 대상에서 약 10cm 정도가 되도록 카메라 스탠드를
조정하십시오.
카메라 선택 (둘 이상의 카메라가있는 경우).
ZoomText는 시스템에 장착되거나 내장된 모든 웹캠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컴퓨터에 둘 이상의 웹캠이있는 경우 ZoomText에
사용할 웹캠을 지정해야합니다. 이 설정은 ZoomText 도구 대화
상자의 카메라 설정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려면
1. 도구 툴바 탭에서 카메라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카메라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카메라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카메라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활성 카메라 목록 상자에서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하십시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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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카메라 사용하기
ZoomText 카메라를 시작, 구성 및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ZoomText 카메라를 시작하려면
1.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도구 툴바 탭에서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카메라 시작 단축키를 누릅니다. : Caps Lock + Ctrl +
C

ZoomText의 확대된 화면은 화면의 하단 반쪽에 남아있는
반면, 카메라 이미지는 화면의 상단 반쪽에 나타납니다.
ZoomText 카메라 툴바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2. 카메라 툴바가 보이지 않으면 Caps Lock + Ctrl + C를 눌러
카메라 계층 키 명령 모드를 활성화 한 다음 T를 눌러
툴바를 봅니다.

ZoomText 카메라 툴바
카메라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당신이 보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있도록 카메라 아래에 문서를
올려 놓으십시오. 문서가 화면에서 바르게 위쪽으로 향하지
않는 경우, 이미지가 바르게 위로 나타날 때까지 순환(회전)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미지를 확대 / 축소하려면
화면확대 및 화면축소 버튼을 클릭하여 확대 배율을 편안한
크기로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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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색상을 조정하려면
1. 색상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색상 메뉴가 나타납니다.
2. 일반 (풀 컬러)색상과 다양한 고대비 2 색 구성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3. Caps Lock + Ctrl + C를 눌러 카메라 레이어 키 명령 모드를
활성화 한 다음 Alt + Enter를 눌러 색상 모드를 전환하여
표준 색상과 선택한 2 색 구성표 사이를 전환합니다.
카메라 선명도 (밝기 / 대비)를 조정하려면
1. 선명도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카메라 선명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밝기 및 대비 설정 활성화 옆에 있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3. 밝기 및 대비 조정 바를 이동하여 선명도를 조정하십시오.
4. 밝기 및 대비 설정을 카메라의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팁: 밝기 설정을 조정하면 이미지에 나타나는 빛반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알림: 활성 카메라가 밝기와 대비 모두에 대한 조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회색으로
표시됨).

138
카메라 포커스를 조정하려면
1. 포커스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카메라 포커스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수동 카메라 포커스 활성화 옆에 있는 박스에 체크 하십시오.
3. 포커스 조정 바를 움직여 이미지 포커스를 조정하십시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알림: 활성 카메라가 자동 포커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회색으로 표시됨).
고정 뷰 위치를 변경하려면
고정 뷰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각 클릭을 할 때마다 다음
(시계 방향) 순서로 고정 뷰를 차례로 순환합니다. 상단고정>
오른쪽고정> 하단고정> 왼쪽고정.
전체 뷰와 고정 뷰 간에 전환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전체 뷰와 고정 뷰 간에 전환하려면 Caps Lock + Ctrl + C를
눌러 카메라 계층 키 명령 모드를 활성화 한 다음 Tab 키를
눌러 고정 뷰 / 전체 뷰로 전환하십시오.
ZoomText 카메라 툴바의 전체 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알림: 기본 설정에서, ZoomText 카메라를 전체 뷰로
시작하거나 전환 할 때 ZoomText 카메라 툴바가 전체
뷰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한
대화 상자에는 전체 뷰 (또는 고정 뷰)에서 ZoomText
카메라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단축키 목록이

7장—도구 특성

139

표시됩니다. 전체 뷰에서 머물러 있는상황에 ZoomText
카메라를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누르십시오.
ZoomText 카메라를 종료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하십시오.:
전체 뷰에서, Esc 키를 누르십시오.
고정 뷰에서, Exi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카메라 비디오 및 시스템 수행
구형 컴퓨터에서 ZoomText 카메라를 사용할 때 카메라가 더 높은
해상도, 특히 1280 이상의 카메라 해상도에서 실행되도록 구성된
경우 시스템 및 카메라 비디오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 및 카메라 비디오 성능이 허용하는
정도로 카메라 해상도를 낮추십시오. ZoomText 카메라의 해상도
설정은 ZoomText의 도구 대화 상자에있는 카메라 탭에 있습니다.
아래의 "ZoomText 카메라 설정"을 보십시오.

ZoomText 카메라 설정
ZoomText 카메라 설정을 사용하면 ZoomText 카메라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카메라를 구성하려면
1. 도구 툴바 탭에서 카메라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카메라로 이동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2. 카메라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카메라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하는 대로 카메라 설정 조절하기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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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카메라 대화상자
설정

설명

카메라
카메라 활성화

현재 ZoomText에서 사용중인 카메라의 이름을
표시하며 다른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영역이 최대
넓이가 되도록
자동으로 카메라
해상도 설정

ZoomText는 화면 해상도와 가장 일치하는
카메라 해상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해상도

현재 카메라 해상도를 표시하고 특정 카메라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려면 보기 영역이 최대 넓이가 되도록
자동으로 카메라 해상도 설정에 대한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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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야합니다.

알림: 고해상도 및 높은 프레임 속도를 모두
사용하면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도

현재의 카메라 프레임 속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프레임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고해상도 및 높은 프레임 속도를 모두
사용하면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뷰
뷰 모드

현재의 카메라 뷰를 표시하고 ZoomText
카메라에 대해 다른 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순환

카메라 이미지의 현재의 이미지 회전 각도를
표시하고 다른 이미지 회전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화
색상 선택종류

현재의 색상 필터 설정을 표시하고 다른 색상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다른 창 맨
앞쪽으로 툴바
유지 시키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포커스가없는 경우에도
카메라 툴바가 (다른 윈도우 위에) 뷰에서
유지됩니다.

알림: 이 설정은 카메라 제목 표시 줄 (카메라
툴바의 제목 표시 줄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표시)에 있는 시스템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뷰가
활성화되면 명령어
안내 표시

전체 뷰로 전환할 때 명령어 안내와 함께 경고
표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카메라 시작

ZoomText 카메라 실행 ZoomText 카메라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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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카메라 명령어 키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ZoomText 카메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카메라 시작

Caps Lock + Ctrl + C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ZoomText 카메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카메라 시작

Caps Lock + 스페이스바, C

카메라 툴바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지정 키를 사용하여
ZoomText 카메라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지정 키

툴바 보기

T

확대

Up

축소

Down

이미지 회전

Left/Right

고정뷰/전체뷰 전환

Tab

고정화면 위치

Caps Lock + Left/Right

선명도 켬/끔

Shift + Enter

선명도 재설정

Shift + Backspace

밝기 증가

Shift + Up

밝기 감소

Shift + Down

대비 증가

Shift + Left

대비 감소

Shift + Right

이중-색상 켬/끔

Alt + Enter

이중-색상 종류설정

Alt + Left/Right

포커스 자동/수동

Ctrl + Enter

포커스 인

Ctrl + Up

7장—도구 특성

포커스 아웃

Ctrl + Down

종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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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설정
모든 ZoomText 설정은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저장하고 복원 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은 모든 ZoomText 기능을 제어합니다. 확대
수준, 확대 창 유형, 화면 강화, 읽기 옵션, 응용 프로그램 설정
및 단축키 등이 포함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구성설정 파일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만큼 많이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때마다 자동으로
불러오는 응용 프로그램 별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설정
구성설정 파일 저장 및 불러오기
구성설정 단축키
응용프로그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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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설정
ZoomText를 시작하면 기본 구성설정 파일인 ZT.ZXC가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이 파일에는 모든 ZoomText 설정에 대한 초기
기본값이 들어 있습니다. ZoomText가 실행될 때마다 사용자
설정을 불러오는 기본 구성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원래 기본 파일을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본 구성설정을 저장하려면
1. 모든 ZoomText 기능을 원하는대로 설정하십시오.
2. ZoomText 메뉴에서 구성설정> 기본값으로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구성설정 저장을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현재 기본 구성설정을 덮어쓰려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원래의 기본 구성 설정 파일을 복원하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구성설정>공장 초기값 복원을 선택합니다.

구성설정 복원을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현재 기본 구성설정을 덮어 쓰려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8장—구성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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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설정 파일 저장 및 불러오기
현재 ZoomText 설정은 언제든지 구성설정 파일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설정 파일은 나중에 불러올 수 있으며 저장된
설정은 즉시 적용됩니다.
설정을 구성 파일에 저장하려면
1. 모든 ZoomText 기능을 원하는대로 설정하십시오.
2. ZoomText 메뉴에서 구성설정> 사용자 구성설정 저장을
선택합니다.

기존 구성 파일을 보여주는 구성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파일명 : 상자에 새 구성설정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구성 파일에서 설정을 불러오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사용자 구성설정 열기를 선택합니다.

기존 구성 파일을 보여주는 구성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구성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3. 열기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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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설정 단축키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하여
구성설정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성설정 단축키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설정 파일을 할당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기본 구성설정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단축키에 구성설정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어 키 대화 상자의 "로드 구성 명령에 구성 파일
할당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설명

로드 구성설정 파일 1

Caps Lock + 1

로드 구성설정 파일 2

Caps Lock + 2

로드 구성설정 파일 3

Caps Lock + 3

로드 구성설정 파일 4

Caps Lock + 4

로드 구성설정 파일 5

Caps Lock + 5

로드 구성설정 파일 6

Caps Lock + 6

로드 구성설정 파일 7

Caps Lock + 7

로드 구성설정 파일 8

Caps Lock + 8

로드 구성설정 파일 9

Caps Lock + 9

로드 구성설정 파일 10

Caps Loc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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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설정
각 ZoomText 구성설정 내에서 사용자가 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oomText는 웹
브라우저를 한 배 확대로 보여주고, 워드 프로세서는 다른 배율
확대로 보여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응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때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설정이 정의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은 구성설정 파일의 기본
설정에 따라 표시되고 읽어집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정의하고 저장하려면
1. 사용자 설정을 정의할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2. ZoomText 명령어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ZoomText 설정을
선택하거나 ZoomText 툴바로 직접 전환하여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3. 응용 프로그램 설정 저장 단축키 Caps Lock + Ctrl + S를
누르거나 ZoomText 툴바에서 ZoomText> 응용 프로그램 설정>
응용 프로그램 설정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저장하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예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언제든지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응용 프로그램 설정은 구성설정에 남아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응용
프로그램 설정은 구성설정에서 제거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려면
1. 응용 프로그램 설정 관리 단축키 Caps Lock + Ctrl + M을
누르거나 ZoomText 툴바에서 ZoomText> 응용 프로그램 설정>
응용 프로그램 설정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설정 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비활성화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사용할 대상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체크를
지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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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를 지운 응용 프로그램은 목록에는 남아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 사용시 응용 프로그램 설정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3.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삭제하려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 삭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이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응용 프로그램 설정 관리 대화 상자.
설정

설명

응용프로그램 설정을
사용할 대상:

현재 ZoomText 구성설정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 설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모두 활성화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 목록 상자에
나열된 모든 항목을 활성화 합니다.

모두 비활성화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 목록 상자에
나열된 모든 항목을 비활성화 합니다.

선택 항목 삭제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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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사항 설정
우선 설정을 사용하면 ZoomText 시작 및 종료 방법, ZoomText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오류를 보고하는 방법,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양 및 ZoomText가 확대된 뷰에 적용하는 평활화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호
평활화 우선설정
ZoomText 종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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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호
프로그램 선호에서는 ZoomText의 시작 및 종료 방법을 선택하며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 ZoomText 메뉴에서 선호>프로그램 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탭이 선택된 선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선호 조절하기
3. 확인 선택.

프로그램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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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로그온 서포트
윈도우즈 로그온
창에서 ZoomText
활성화

Windows 로그온 창 및 다른 Windows 보안
모드 창에서 ZoomText 보안 모드 유틸리티를
활성화합니다. ZoomText 보안 모드는 보안
모드 창에서 필수 확대 및 화면 읽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작 설정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ZoomText 시작

컴퓨터 시스템이 시작될 때 ZoomText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ZoomText 툴바 최소화
실행

ZoomText가 시작될 때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최소화상태로 보입니다.

ZoomText 시작시
"환영"창 표시하기

ZoomText를 시작할 때마다 ZoomText 툴바와
함께 환영 창이 나타납니다. 환영 창에는
신규 사용자에게 유용한 지침과 단축키가
표시됩니다.

바탕화면에 ZoomText
아이콘 표시

바탕화면에 ZoomText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원격 서버에서
실행됐다면 이용자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ZoomText (또는 Fusion)가 원격 서버에서
시작될 때 ZoomText (또는 Fusion)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휴면 모드로 시작되었다가 ZoomText (또는
Fusion)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시작될 때
깨어납니다.

종료 설정
종료 시에 ZoomText
설정 자동 저장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모든 ZoomText 설정이
활성 구성설정에 저장됩니다.

ZoomText 종료를
확인하는 창 보여주기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선택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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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종료시 확대
과정 해제

ZoomText를 종료 할 때 ZoomText의 확대
과정을 해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은 동일한 Windows 세션에서 ZoomText를
더 빨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계속 실행될
것입니다.

자동 업데이트 하기
ZoomText가 실행될
때마다 온라인
업데이트 확인

ZoomText를 시작할 때마다 인터넷 연결이
설정되면 ZoomText는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마법사는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류 보고하기
ZoomText 오류를
인터넷을 통해
Freedom Scientific에
보고하십시오.

ZoomText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 인터넷을
통해 Freedom Scientific에 오류 보고서가
전송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오류 보고서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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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호는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윈도우즈 바탕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1. ZoomText 메뉴에서 선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탭이 보이는 선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호 설정하기
3. 확인 선택.

사용자 인터페이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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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툴바 설정
리본 컨트롤을 위한
도구설명 보여주기

ZoomText 툴바의 컨트롤 위로 마우스를
움직일 때 유익한 도구 설명 표시를 활성화
합니다.

툴바를 다른 창보다
맨 위 유지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 창은
ZoomText가 활성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모든 창 위에 유지됩니다.

ZoomText 도구 사용
후에 툴바 복원

ZoomText 도구를 종료할 시 ZoomText 툴바가
항상 복원됩니다.

툴바 하이라이트 색상

ZoomText 툴바에서 컨트롤을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색을 선택합니다.

작업표시줄 설정
ZoomText 작업표시줄
버튼 및 트레이
아이콘 표시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 작업 표시 줄
버튼과 트레이 아이콘 모두 표시합니다.

ZoomText 작업표시줄
버튼만 표시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 작업 표시 줄
버튼만 표시합니다.

ZoomText 작업표시줄
트레이 아이콘만 표시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만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언어

Zoom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여질
언어를 선택합니다.

알림: 이 옵션은 영어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설정
화면 강화에 대한
변환 효과 활성화

ZoomText의 화면 강화 구성을 전환 할 때
부드러운 시각적 전환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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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화 우선설정
평활화 우선설정은 확대된 뷰에서 ZoomText가 텍스트와 그래픽
(사진 포함)을 부드럽게하고 선명하게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ZoomText는 xFont® 및 기하학적 평활화의 두 가지 유형의
평활화를 제공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xFont는 텍스트에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품질의 확대된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 xFon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하학적 평활화 방법으로 확대된 텍스트를 평활화합니다
(활성화 된 경우).
기하학적 평활화는 xFont 확대를 적용할 수 없는 그래픽 및
텍스트 모두에 고품질 평활화를 제공합니다. 기하학적
평활화에는 ClearSharp와 이전방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o ClearSharp는 더 나은 시스템 성능으로 향상된 평활화를
제공하는 기하학적 평활화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o 이전방식은 이전 평활화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해 남겨진 기하학적 평활화의 예전 유형입니다.
ZoomText가 활성화되어 있고 화면이 확대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평활화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활화 모드의 선택
평활화 모드 단축키를 누르세요: Caps Lock + X
우선설정 대화상자에서 평활화 설정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활화 우선설정을 변경하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우선설정 > 평활화 를 선택하세요.

우선설정 대화상자에 평활화 탭이 나타납니다.
2. 원하는 평활화 우선설정을 선택하세요.
3.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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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화 탭
설정

설명

xFont 옵션
xFont 확대 활성화

xFont 확대를 활성화합니다. xFont 는 확대된
글자의 최상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항상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xFont 확대된
텍스트를 굵게

xFont 에 의해 확대된 텍스트를 굵게
만듭니다.

차단된 응용프로그램

문제가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xFont 사용을
제외시키기위한 설정을 표시합니다. 아래
xFont를 차단한 응용프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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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평활화
ClearSharp

ClearSharp 기하학적 평활화 활성화

이전방식

이전방식 기하학적 평활화 활성화

사용안함

기하학적 평활화 비활성화

문제가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xFont 차단하기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ZoomText의 xFont 기능과 호환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가있어 텍스트가 누락되거나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 차단 대화 상자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선택 (확인)하여 문제가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xFont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알림: xFont와의 충돌이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 ZoomText
구성에서 폰트 사용이 차단되었습니다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xFont를 차단하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우선설정 > 평활화 를 선택하세요.

우선설정 대화상자에 평활화 탭이 나타납니다.
2. 차단된 응용프로그램 선택하십시오.

차단된 응용프로그램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xFont를 차단한 프로그램 상자에서 xFont의 사용을
차단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4. 확인 버튼 클릭하기
5. ZoomText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단계는 제외할 응용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적용된 변경 사항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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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응용프로그램 대화 상자
설정
xFont를 차단한
프로그램:

설명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중인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표시합니다. 체크된 응용 프로그램은
xFont 적용에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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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종류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시작할 때 ZoomText 화면확대기 / 리더를
설치했어도 ZoomText 화면확대기 만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ZoomText 종류선택 대화 상자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을 전환하려면 ZoomText를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1. ZoomText 메뉴에서 우선설정 >ZoomText 종류선택.

ZoomText 종류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ZoomText를 실행할 제품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3. 지금 재시작을 클릭하세요.

ZoomText가 종료되고 선택한 제품 종류로 다시
시작됩니다.

ZoomText 종류 선택 대화 상자.
설정

설명

ZoomText 화면확대기

시작할 종류를 ZoomText 화면확대기로
선택합니다.

ZoomText
화면확대기/리더

시작할 종류를 ZoomText 화면확대기/리더로
선택합니다.

지금 재시작

ZoomText 종료한 후 선택한 제품 종류로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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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ZoomText 명령어
이 장에서는 단축키, 계층키 및 형식(모달)키를 포함한 ZoomText
명령어 키의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카메라 명령어
검색기 명령어
레이어드 키 명령어 모드
화면확대기 명령어
프로그램 명령어
읽기 영역 명령어
스크롤 명령어
지원 명령어
확대창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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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ZoomText 카메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카메라 시작

Caps Lock + Ctrl + C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ZoomText 카메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카메라 시작

Caps Lock + 스페이스바, C

카메라 툴바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지정 키를 사용하여
ZoomText 카메라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지정 키

툴바 보기

T

확대

Up

축소

Down

이미지 회전

Left/Right

고정뷰/전체뷰 전환

Tab

고정화면 위치

Caps Lock + Left/Right

선명도 켬/끔

Shift + Enter

선명도 재설정

Shift + Backspace

밝기 증가

Shift + Up

밝기 감소

Shift + Down

대비 증가

Shift + Left

대비 감소

Shift + Right

이중-색상 켬/끔

Alt +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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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색상 종류설정

Alt + Left/Right

포커스 자동/수동

Ctrl + Enter

포커스 인

Ctrl + Up

포커스 아웃

Ctrl + Down

종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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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검색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검색기 시작하기

Caps Lock + Ctrl + F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검색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검색기 시작하기

Caps Lock + 스페이스바, F

검색기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에는 다음의 키들을 사용하여 검색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키

페이지 항목 유형 위로 순환

Ctrl + Up

페이지 항목 유형 아래로 순환

Ctrl + Down

항목 실행

Ctrl + Enter

첫 번째 항목 (필터링 된 목록
중에)

Ctrl + Home

마지막 항목 (필터링 된 목록
중에)

Ctrl + End

다음 컨트롤

Ctrl + C

다음 폼

Ctrl + F

다음 표제

Ctrl + H

다음 표제 레벨1 ... 6

Ctrl + 1 ... 6

다음 이미지

Ctrl + I

다음 링크

Ctrl + L

다음 리스트

Ctrl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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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테이블

Ctrl + T

다음 항목

Enter 또는 Ctrl + Right

이전 컨트롤

Ctrl + Shift + C

이전 폼

Ctrl + Shift + F

이전 표제

Ctrl + Shift + H

이전 표제 레벨1 ... 6

Ctrl + Shift + 1 ... 6

이전 이미지

Ctrl + Shift + I

이전 링크

Ctrl + Shift + L

이전 목록

Ctrl + Shift + S

이전 테이블

Ctrl + Shift + T

이전 항목

Shift + Enter 또는 Ctrl + Left

AppReader

Alt + R

목록 검색 켬/끔

Alt + L

검색기 종료하기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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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드 키 명령어 모드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레이어드 키 명령어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명령어 모드 선택

Caps Lock + Spacebar

명령어 모드가 활성화되면 다음의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명령어 모드 그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앱리더 명령어

A

백그라운드 리더 시작

B

카메라 시작

C

검색기 시작하기

F

녹음기 시작

D

화면확대기 명령어

M

프로그램 명령어

P

리더 명령어

R

말하기 명령어

Y

스크롤 명령어

S

지원 명령어

U

확대창 명령어

W

영역 명령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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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확대기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화면확대기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화면확대기 명령어

할당되지 않음

색상 강화 켬/끔

Caps Lock + C

커저 강화 켬/끔

Caps Lock + R

포커스 강화 켬/끔

Caps Lock + F

포인터 강화 켬/끔

Caps Lock + P

스마트 전도 강화 켬/끔

Caps Lock + I

평활화 유형

Caps Lock + X

확대 뷰와 1배 뷰 전환

Caps Lock + Enter

확대

Caps Lock + Up

축소

Caps Lock + Down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화면확대기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화면확대기 명령어

Caps Lock + Spacebar, M

색상 강화 켬/끔

C

커저 강화 켬/끔

R

포커스 강화 켬/끔

F

포인터 강화 켬/끔

P

스마트 전도 강화 켬/끔

I

평활화 유형

X

확대 뷰와 1배 뷰 전환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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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Up

축소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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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프로그램 명령어

할당되지 않음

ZoomText 켬/끔

Caps Lock + Ctrl + Enter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기

Caps Lock + Ctrl + U

구성설정 불러오기 1 ... 10

Caps Lock + Ctrl + 1 ... 0
알림 : 0은 구성 10을 불러오는 데
사용됩니다.

응용프로그램 설정 관리

Caps Lock + Ctrl + M

응용프로그램 설정 저장

Caps Lock + Ctrl + S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프로그램 명령어

Caps Lock + Spacebar, P

ZoomText 켬/끔

Enter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기

U

구성설정 불러오기 1 ... 10

1 ... 10
알림 : 0은 구성 10을 불러오는 데
사용됩니다.

응용프로그램 설정 관리

M

응용프로그램 설정 저장

S

172

읽기 영역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화면확대기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영역 명령어

Caps Lock + Alt + Z

영역 생성

Caps Lock + Alt + C

영역 편집

Caps Lock + Alt + E

영역 리스트

Caps Lock + Alt + L

영역 탐색

Caps Lock + Alt + G

다음 영역

Caps Lock + Alt + N

이전 영역

Caps Lock + Alt + P

Zone 1 ... 10 실행하기

Caps Lock + Alt + 1 ... 0
알림: 0 은 Zone 10을 실행합니다.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화면확대기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영역 명령어

Caps Lock + Spacebar, Z

영역 생성

C

영역 편집

E

영역 리스트

L

영역 탐색

G

다음 영역

N

이전 영역

P

Trigger Zone 1 ... 10

1 ... 0
알림: 0 은 Zone 10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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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스크롤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스크롤 명령어

할당되지 않음

위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Up

아래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Down

왼쪽으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Left

오른쪽으로 스크롤

Caps Lock + Shift + Right

스크롤 멈춤

Caps Lock + Shift + Enter

위로 점프

Caps Lock + Ctrl + Up

아래로 점프

Caps Lock + Ctrl + Down

왼쪽으로 점프

Caps Lock + Ctrl + Left

오른쪽으로 점프

Caps Lock + Ctrl + Right

가운데로 점프

Caps Lock + Ctrl + Home

뷰 저장

Caps Lock + Ctrl + Page Up

뷰 복원

Caps Lock + Ctrl + Page Down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스크롤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스크롤 명령어

Caps Lock + Spacebar, S

위로 스크롤

Up

아래로 스크롤

Down

왼쪽으로 스크롤

Left

오른쪽으로 스크롤

Righ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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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멈춤

Enter

점프

Ctrl + Up

아래로 점프

Ctrl + Down

왼쪽으로 점프

Ctrl + Left

오른쪽으로 점프

Ctrl + Right

가운데로 점프

Ctrl + Home

뷰 저장

Ctrl + Page Up

뷰 복원

Ctrl + Pag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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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화면확대기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지원 명령어

할당되지 않음

AHOI On/Off

Ctrl + Alt + Shift + A

AHOI Report

Ctrl + Alt + Shift + R

화면 캡처

Ctrl + Alt + Shift + C

커저 감지

Ctrl + Alt + Shift + D

다음 단축키 통과

Ctrl + Alt + Shift + P

추적하기 켬/끔

Ctrl + Alt + Shift + T

화면 모델 새로 고침

Ctrl + Alt + Shift + U

ZoomText 정보

Ctrl + Alt + Shift + I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화면확대기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지원 명령어

Caps Lock + Spacebar, U

AHOI On/Off

A

AHOI Report

R

화면 캡처

C

커저 감지

D

다음 단축키 통과

P

추적하기 켬/끔

T

화면 모델 새로 고침

U

ZoomText 정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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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창 명령어
다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확대창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단축키

확대창 명령어

할당되지 않음

확대 창 유형

Caps Lock + Z

확대 창 조정 도구

Caps Lock + A

동결 뷰 켬/끔

Caps Lock + E

새 동결 뷰

Caps Lock + N

뷰로 마우스 이동

할당되지 않음

마우스로 뷰 이동

할당되지 않음

활성 뷰 전환

Caps Lock + V

뷰 경계설정자 켬/끔

Caps Lock + L

위치보기(오버뷰) 모드 켬/끔

Caps Lock + O

다음 레이어드 키를 사용하여 확대 창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레이어드 키

확대창 명령어

Caps Lock + Spacebar, W

확대 창 유형

Z

확대 창 조정 도구

A

동결 뷰 켬/끔

E

새 동결 뷰

N

뷰로 마우스 이동

Down

마우스로 뷰 이동

Up

활성 뷰 전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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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경계설정자 켬/끔

L

위치보기(오버뷰) 모드 켬/끔

O

17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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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지원
ZoomText에는 하루 24 시간 연중 무휴로 제공되는 다양한
내장기능 및 온라인 지원 도구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및 서비스에는 정보 수집 유틸리티, 기술적이면서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문서 , 기능을 보여주는 비디오 및 ZoomText 제품 지원
팀에 문제를 보고하는 빠른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도구 중
일부는 ZoomText 지원 담당자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문제 보고
Fix-It 명령어
시스템 프로파일
온라인 도움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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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에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구성에 대한 정보 모음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를 보려면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지원> 시스템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시스템 정보 탭이 선택된 ZoomText 지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시스템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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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고
문제보고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ZoomText 사용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야하며 연락처 정보와 함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ZoomText
성능 및 구성 파일 모음이 보고서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이
파일에는 개인 또는 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문제 보고 대화 상자를 사용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지원> 문제 보고를 선택합니다.

문제 보고탭이 선택된 ZoomText 지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문제 보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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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It 명령어
Fix-It 명령어는 ZoomText 지원 기술자가 진단한 고유한 성능 및
동작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됩니다. Fix-It 명령은 지원
기술자가 제공하고 Fix-It 대화 상자에 지시 된대로 입력 및
적용됩니다.
Fix-It 명령어 대화 상자를 사용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지원> Fix-It 명령어를
선택하십시오.

Fix-It 탭이 선택된 ZoomText 지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Fix-It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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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파일러
ZoomText 시스템 프로파일러는 ZoomText를 실행할 때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성상의 잠재적 문제점을
식별합니다.
ZoomText 시스템 프로파일러를 실행하려면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지원> 시스템 프로파일러를
선택하십시오.

ZoomText 시스템 프로파일러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ZoomText 시스템 프로파일러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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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온라인 지원
ZoomText 온라인 도움말 센터는 ZoomText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기술 기사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도움말 센터를 열려면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지원> 온라인 도움말 센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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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정보
ZoomText 정보 대화 상자에는 제품 종류, 버전, 시리얼 번호 및
사용자 이름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ZoomText 정보 보기
1. ZoomText 메뉴에서 ZoomText 정보 선택

ZoomText 정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대화상자 보기를 마칠

때 닫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ZoomText 정보 대화 상자

186
설정

설명

제품

제품의 종류 표시 : '화면확대기' 또는
'화면확대기/리더'

유형

설치 유형 보기: '제품설치' 또는
'시험판설치'

버전

ZoomText 제품 버전 번호 표시

시리얼 번호

제품 시리얼 번호 보기

알림 :ZoomText 시험판을 실행할 때 시리얼
번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름

등록된 사용자 이름 표시

회사

등록된 사용자 회사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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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팅
오늘날의 컴퓨터 중심 세계에서 시각 장애가있는 사람들도 일반
시력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직업과 관련된 경우
ZoomText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들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ZoomText의 스크립팅 기능을 사용하면 스크립트를 작성 및
활용하여 ZoomText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제공을 위한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ZoomText 스크립팅으로 수행 할 수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 시트에서 선택한 정보 필드를
자동으로 알립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서 자동으로 새 항목을 알려주고,
메일을 열면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응용 프로그램 콘트롤 및 데이터를 보다 의미있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채팅 창에 도착한 새 텍스트를 자동으로 읽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의 잔액이 지정된 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선택한 정보 필드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알립니다.
이 장에서는 ZoomText 스크립트 작성,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스크립트란?
스크립트 쓰기
스크립트 등록하기
스크립트 관리하기
스크립트 단축키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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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언어란?
스크립트란? 스크립트는 주어진 ZoomText 또는 응용 프로그램
작업을 시작하는 프로그래밍 명령을 포함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스크립트는 몇 줄의 매우 간단한 명령이나 여러 줄의 복잡한
프로그래밍으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ZoomText 스크립트는
VBScript, Jscript / JavaScript, C # 또는 Perl과 같은 산업
표준 스크립팅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도구는 필요없습니다. 스크립트는 사실상
윈도우즈 노트패드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란? 스크립팅 언어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이나 해당
구성 요소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립팅 언어는
특별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나 전통적인 컴파일 및 프로그램
코드 구축없이 작성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속한 개발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의사 소통 능력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스크립팅 언어가 있으며 각 스크립트 언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ZoomText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스크립팅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표준 산업 스크립팅 언어는
VBScript, Jscript / JavaScript, C # 및 Pe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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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스크립트 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ZoomText 스크립트 작성법을 배울 수
있지만 진짜 생산성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려면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reedom Scientific은 시각
장애가있는 컴퓨터 사용자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숙련된
스크립트 작성자가 스크립트를 설계, 작성 및 테스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숙련된 스크립트 작성자가 귀사 또는 조직 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 관리자 또는 IT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인터넷에
광고를 통해 숙련된 스크립트 작성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스크립트 작성자를 찾을 수 없다면 Freedom Scientific이
스크립트 작성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Freedom
Scientific의 제품 지원 부서 (미국 727-803-8600)에 문의하거나
support@freedomscientific.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ZoomText 스크립트의 다른 소스
ZoomText 스크립팅의 인기가 높아지면 주류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나 구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Ai Squared의 웹 사이트에있는 ZoomText
Scripting Library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isquared.com/scripting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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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등록하기
ZoomText를 위해 작성된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ZoomText의
스크립트 관리자를 이용하여 등록해야합니다. 등록할 수있는 두
가지 유형의 ZoomText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프로그램
및 스크립트 구성요소.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텍스트 파일이며 해당 파일을 간단히
찾아보고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프로그램
파일은 일반적으로 VBscript (.VBS), Jscript (.JS) 또는
Perl (.PL) 스크립팅 언어로 작성됩니다.
스크립트 구성 요소는 윈도우즈 및 ZoomText에 먼저
등록해야하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파일은
대개 .DLL 또는 .WSC 파일 확장자를가집니다.

중요! ZoomText 스크립트 관리자에서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변경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수행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ZoomText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등록하려면 (예 : VBS, JS, PL)
1. ZoomText 메뉴에서 스크립팅>스크립트 관리자를
선택하십시오.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스크립트 등록 ...을
선택하십시오.

스크립트 등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등록할 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를 찾습니다.
4.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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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등록하려면 (예 : DLL, WSC)
1. 스크립트 구성 요소가 이미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등록 된
경우 2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를 윈도우즈에 등록하십시오.
o 윈도우즈 스크립팅 구성 요소 (.WSC 파일)를
등록하려면 :
a) 윈도우즈 익스플로러에서 스크립팅 파일을 찾습니다.
b)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하기를
선택하십시오.
o COM 스크립팅 구성 요소 (.DLL 파일)를 등록하려면:
a) 윈도우즈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 ...을
선택하십시오.
b)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 COMMAND
c) 확인 버튼 클릭하기.

명령어 창이 나타납니다.
d) 명령어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REGSVR32 {path
\ filename of script}
e)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스크립트가 윈도우즈에 등록됩니다.
f)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 EXIT
g)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명령어 창이 닫힙니다.
2. 설정메뉴에서 스크립트 관리자 스크립팅... 를 선택하십시오.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스크립트 등록 ...을
선택하십시오.

스크립트 등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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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립트 구성 요소 프로그램 ID 필드에 등록할 스크립트
구성 요소의 프로그램 ID (일명 ProgID)를 입력하십시오.
5. 확인 버튼 클릭하기

스크립트 등록 대화 상자.
설정

설명

스크립트 파일 경로 및
이름:

등록할 스크립트 프로그램의 위치와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의 위치
또는 파일 이름을 모르는 경우 탐색을
클릭하십시오.

탐색...

파일 폴더를 탐색하고 기존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할 수있는 스크립트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보여줍니다.

스크립트 구성 요소
프로그램 ID (ProgID) :

등록할 스크립트 구성 요소의 프로그램 ID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ID는 스크립트
작성자가 제공합니다.

스크립트 정보

작성자, 날짜, 버전, 연락처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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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강조
표시된 스크립트 (스크립트 작성자가 제공
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정보 표시

프로그램 ID를 입력 할 때 스크립트 정보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립트 정보가
표시됩니다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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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관리하기
ZoomText의 스크립팅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단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개의 스크립트만 필요할 수 있는 반명
다른 사용자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스크립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ZoomText 스크립트 관리자에서는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보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고 직관적인 작업으로
만듭니다.
ZoomText 스크립트 관리자로 할 수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ZoomText 용으로 작성된 새로운 스크립트 등록
필요에 따라 스크립트를 신속하게 활성화 및 비활성화합니다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도).
스크립트를 열고 편집합니다. 중요: 스크립트 편집은 자격이
있는 스크립트 작성자만 수행해야합니다.
스크립트 목적을 포함하여 각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알림: ZoomText 스크립트 관리자에서 내용을 변경을 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수행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ZoomText 스크립트를 보고 관리하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스크립팅>스크립트 관리자를
선택하십시오.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원하는 대로 등록된 스크립트를 수정하십시오.
3.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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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Text 스크립트 관리자 대화상자.
설정

설명

등록된 스크립트: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등록된 스크립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목록에 나타나는 스크립트는 활성화 및
비활성화될 수 있고, 실행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위와 아래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벤트에 의해 실행요청될 때),
스크립트를 등록 취소하여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원하는
스크립트 (또는 스크립트들)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스크립트 동작을 선택하십시오.

스크립트 등록...

ZoomText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기를
원하는 스크립트를 지정할 수있는 스크립트
등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크립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크립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정보:

작성자, 날짜, 버전, 연락처 정보 및
스크립트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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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스크립트 (스크립트 작성자가 제공 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동작
활성화

강조표시된 스크립트(또는 스크립트들)을
활성화합니다. 스크립트가 활성화되면
ZoomText가 실행 중일 때마다 실행됩니다 —
설계된 목적에 따라.

알림: 스크립트는 관련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강조표시된 스크립트(또는 스크립트들)을
비활성화합니다. 스크립트가 비활성화되면
ZoomText에 등록 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알림: 스크립트는 관련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편집...

선택한 스크립트를 보고 편집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메모장을 엽니다.

등록해제

ZoomText에서 더 이상 불러오지 않도록
선택한 스크립트를 제거합니다. 스크립트가
등록 해제되면 즉시 실행중지되고 등록된
스크립트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설정

선택한 스크립트에 대한 설정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크립트 작성자용
ZoomText 스크립팅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ZoomText 메뉴에서
스크립팅>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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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단축키
ZoomText 스크립트는 지정된 이벤트에 응답하거나 단축키 (또는
단축키들)를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 실행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ZoomText의 단축키
대화 상자에 단축키가 나타납니다. 모든 ZoomText 단축키와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단축키 할당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단축키를 보려면
1. ZoomText 메뉴에서 명령어 키 선택

ZoomText 명령어 키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검색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SCRIPTS

단축키 명령어 목록에 스크립트 단축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3. 스크립트 단축키 할당 키 조합을 보려면 원하는 스크립트
단축 키를 클릭하십시오.

단축키에 할당 된 키 조합이 기본 키 및 수정자 키
설정에서 나타납니다.
4. 단축키 조합을 원하는대로 조정하십시오.
5. 보거나 수정하려는 각 단축키에 대해 3 단계와 4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6. 확인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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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작성자를 위한 스크립팅 설명서
스크립트 작성자를위한 ZoomText 스크립팅 설명서는 ZoomText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기위한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크립트 작성자를 위한 설명서를 보려면
ZoomText 메뉴에서 스크립팅>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인덱스
1배확대, 63
Fix-it 명령어, 182
UAC, 27
ZoomText 나가기, 23
ZoomText 도움말, 24
ZoomText 설치하기, 9, 11
1 단계—ZoomText 설치, 11
2단계—ZoomText 시작하기, 12
3단계—ZoomText 인증하기, 13
4단계—ZoomText 업데이트, 15
ZoomText 제거하기, 18
보이스 추가하기, 16
설치 마법사 이용하기, 17
시스템 요구사양, 10
ZoomText 스시템 프로파일, 183
ZoomText 시작하기, 12, 20
자동으로 시작하기, 20
ZoomText 실행, 161
ZoomText 실행하기, 19
ZoomText 안전모드, 27
툴바, 27
활성화 및 비활성화, 28
ZoomText 업데이트 하기, 15
수동 업데이트 사용하기, 15
자동 업데이트 사용하기, 15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 및 비활성화, 15
ZoomText 정보, 185
ZoomText 제거하기, 18
ZoomText 지원, 179
ZoomText 카메라, 134
비디오 및 시스템 수행, 139
사용하기, 136
시작하기, 134
카메라 설정 대화상자, 139
카메라 설정하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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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획득, 134
ZoomText 터치 아이콘, 48
ZoomText 툴바, 32
최소화하기와 복원하기, 33
ZoomText 활성화 및 비활성화, 21
ZoomTex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검색기, 125
명령어, 129
목록 검색, 127
시작하기, 125
툴바, 125, 127
페이지 검색, 125
하이라이트와 소리 설정, 131
구성설정
기본 구성설정, 146
단축키, 148
저장하기와 불러오기, 147
정보, 145
기술 지원, 25
네트워크 라이센스, 14
다중 모니터
다중 모니터 하드웨어 지원, 88
다중 모니터의 기능 동작, 93
디스플레이 구성, 90
모니터 구성설정 권장사항, 89
문제해결, 94
변경 사항을 표시하기위한 자동 조정, 92
옵션, 85
정보, 84
단축키
구성설정 단축키, 148
충돌 해결, 45
도움말, 24
도움말 사용하기, 25
온라인 리소스, 24
도움받기, 24
동결 뷰, 77
동글 인증, 14

인덱스 201
로그온 프롬프트, 27
마우스(탐색), 119
명령어 키
단축키, 35
대화상자, 39
레이어드 키, 35
전체 명령어, 163
정보, 34
종류, 35
중요 명령어 키, 37
명령어(그룹별)
ZoomText 카메라, 164
검색기, 166
레이어드 모드, 168
스크롤, 173
읽기 영역, 172
지원, 175
창, 176
프로그램, 171
화면확대기, 169
법적
저작권, 2
트레이드마크, 2
보이스 추가하기, 16
사용 설명서
ZoomText 사용 설명서, 24
색상 강화, 97
설치 마법사 이용하기, 17
스마트 전환, 113
스크립팅
문서, 198
스크립트 쓰기, 189
스크립트 관리하기, 194
스크립트 단축키, 197
스크립트 등록하기, 190
스크립트란?, 188
정보, 187
시스템 요구사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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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180
시스템 프로파일, 183
시작하기
새 사용자, 4
안전 모드 지원, 27
오버뷰 모드, 81
온라인 도움말 리소스, 24
우선사항
xFont 차단하기, 159
ZoomText 실행, 161
유저 인터페이스, 155
정보, 151
평활화, 157
프로그램, 152
유저 인터페이스, 31
유저 인터페이스 우선사항, 155
응용 프로그램에서 xFont 차단하기, 159
응용프로그램 설정
관리, 149
저장하기, 149
정보, 149
인증하기
ZoomText 인증하기, 13
네트워크 라이센스, 14
동글 인증, 14
정렬(탐색),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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