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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교회 프로그램은 의 프로그램이다 에서 직접 성경이나 찬송가를 입력하여 사DB NABI Plug-In . NABI
용할 수도 있으나 교회 를 이용하여 제공된 템플릿에 검색한 를 적용하여 쉽고 빠르게 자막, DB DB

작업을 할 수 있다.

1.1. 교회 실행하기DB F7「 」
교회 프로그램은 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내에서만 실행할 수 있DB NABI Plug-In NABI

다. 아이콘을 누르거나 단축키 로 실행할 수 있다F7 .

1.2. 교회 사용 단계DB

단계 선택1 Template
우측 에서 원하는 썸네일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해당페이지가 현재Template Catalog ,

에 선택된 페이지 위에 덮어쓰며 로드된다 단 은 성경 찬송가 교독문 모NABI . , Template / /
두 교차하여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에 적용된 가 맞아야 내용이, Template Alias
보이게 된다.

단계 검색2
현재 템플릿에 맞는 텍스트 성경 찬송 교독문 을 검색한다 검색 후 오타나 수정사항이( / / ) .
있다면 검색 결과 창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원본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검색, DB
시에는 초기 데이터로 다시 검색된다DB .

단계 자막 파일 만들기3
자막 파일 만들기버튼을 눌러 에 적용한다‘ ’ NA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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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DB

2.1. 성경 책갈피
성경검색의 경우 분류의 빠른 검색을 위해 줄임말 입력 시 자동 완성기능을 제공한다.
성경의 종류를 줄임말로 검색하고 장 절을 키로 이동하면서 숫자를 입력하면 빠르, , Tab
게 검색할 수 있다.

구 약 축약어 신약 축약어

창세기 창 마태복음 마

출애굽기 출 마가복음 막

레위기 레 누가목음 눅

민수기 민 요한복음 요

신명기 신 사도행전 행

여호수아 수 로마서 롬

사사기 삿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전 고후/

룻기 룻 에배소서 엡

사무엘상 사무엘하/ 삼상 삼하/ 빌립보서 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상 왕하/ 골로새서 골

역대상 역대하/ 대상 대하/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에스라 스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느헤미야 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딤전 딤후/

에스더 에 디도서 딛

욥기 욥 빌레몬서 몬

시편 시 히브리서 히

잠언 잠 야고보서 약

전도서 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벧전 벧후/

아가 아 요한일서 요일

이사야 사 요한이서 요이

예레미야 렘 요한삼서 요삼

예레미야 애가 애 유다서 유

에스겔 겔 요한계시록 계

다니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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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색
찬송가와 교독문의 경우는 장으로 검색하거나 제목 가사의 내용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

호세아 호

요엘 욜

아모스 암

오바댜 옵

요나 욘

미가 미

나훔 나

하박국 합

스바냐 습

학개 학

스가랴 슥

말라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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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편집DB
검색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사용한다DB .
검색된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할 경우 편집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검색된 내용을 더“DB ” ,
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Enter
키를 눌러 적용하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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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Template
파일 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가 제공된다 기존의 템플릿을 수정NABI (*.nbi) Template .

하거나 새로운 템플릿을 제작하여 교회 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DB .

3.1. Template Catalog

템플릿 선택.①
템플릿 썸네일.②
템플릿 적용 미리보기.③

3.1.1. 템플릿 선택
템플릿은 교회 템플릿 경로 에 저장된 파일의DB (C:\Compix\ChurchDB\Template) *.nbi
페이지의 내용이 각각의 템플릿 썸네일로 보이는 형태이다.
현재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템플릿 썸네일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선택한 파일이DB .
수정된 템플릿 파일일 경우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진행된다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게 되.



-6-

면 프로그램에 템플릿이 적용된다NABI .

3.1.2. 템플릿 썸네일 리스트
현재 선택된 템플릿 파일의 각 페이지가 미리보기 아이콘 형태로 보인다.
한번 클릭하면 적용 미리보기 창에 보이고 더블클릭하면 선택한 페이지가 에 로, , NABI
드된다.

3.1.3. 템플릿 썸네일 새로 만들기

현재 선택된 템플릿 파일의 썸네일을 무조건 새로 만든다 새로 고침의 경우 파일이. ‘ ’
수정되지 않으면 썸네일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템플릿 썸네일 새로만들기는. ‘ ’
수정사항이 없어도 무조건 썸내일을 다시 만든다.

3.1.4. 새로고침
템플릿의 수정이나 삭제가 있다면 썸네일 리스트가 변경되어 업데이트된다.

3.1.5. 템플릿 폴더열기
교회 템플릿 저장 폴더 가 열린다 템플릿 파일 수DB (C:\Compix\ChurchDB\Template) .
정이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찾아서 에서 수정할 수 있다NABI .

3.1.6. 템플릿 추가
추가할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교회 템플릿 기본 폴더로*.nbi DB

로 복사된다 템플릿 폴더에 파일이 이동하게(C:\Compix\ChurchDB\Template) . *.nbi
되고 템플릿 선택 목록에 보이게 된다 템플릿 추가로 이동한 파일 내에 이미지 파. *.nbi
일이 함께 사용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는 초기 작업 시 이미지 경로에 존재한다, .

3.1.7. 템플릿 삭제
템플릿을 삭제하는 방법은 템플릿 삭제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 ‘ *.nbi
택하여 지우거나 템플릿 기본 폴더 를 열어서 직접(C:\Compix\ChurchDB\Template)
삭제 할 수 있다 템플릿 삭제는 콤보박스 리스트에서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
완전히 삭제된다.

3.2. 템플릿 지정 방법Alias
에서 를 지정할 객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메뉴의 지정을 클릭하NABI Alias , ‘Alias ‘

면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교회 에 사용되는 가지 는 바로 선DB 4 Alias
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7-

3.2.1. 데이터 구분 표시
제공되는 와 검색된 데이터를 맞추어 적용하려면 에서 객체의Template DB Template

명과 데이터 내용의 구분규칙을 맞춰주어야 한다Alias DB .

3.2.2. 성경 찬송,

구분명칭DB Template Alias 적용되는 내용

/* 제목 성경의 장과 절 성가의 노래제목 등,

내용 제목줄과 제목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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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교독문

구분명칭DB Template Alias 적용되는 내용

사회: 사회 대표자 교독문

회중: 회중 신자 교독문

다같이: 회중
함께 읽는 교독문

다함께: 회중

3.2.4. 기타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백 줄은 빈 페이지로 인식되고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
공백 줄은 페이지 넘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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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옵션
템플릿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옵션에서 일부 내용을 설정하여 일반 텍스트,
로만 표현할 수도 있다.

4.1. 제목표시
검색결과 각 이 시작하는 첫줄에 제목 표시줄 표시 여부를 선택한다 템플릿의Line (/* ) .
경우 제목 가 없으면 제목 표시 옵션이 체크되어 있더라도 삽입되지 않는다, Alias .

4.2. 크롤타입
검색결과 에 상관없이 한 줄로 하단 스크롤 타입으로 적용된다 크롤타입으로 사용Line .
할 경우 제목표시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4.3. 사회 회중 페이지 분리,
교독문에서 템플릿 사용 시 사회 회중 분리할지를 선택한다 체크하면 한 페이지에 사, .
회 회중 하나씩 삽입된다 일부 템플릿은 사회와 회중이 동일한 위치에 표현하기 위해, .
겹쳐서 작업된 템플릿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분리하여 사용하면 된다, .

4.4. 정렬선 기준
에서 선택된 페이지가 템플릿이 아닐 경우 적용되는 옵션이다NABI .

4.4.1. 가로정렬
정렬선 지정 영역을 기준으로 글자를 정렬한다 템플릿의 경우 템플릿 차제의 정렬 값.
을 사용한다.

. Left : 왼쪽정렬

. Center : 중앙정렬

. Right : 오른쪽정렬

. <Left> : 영화자막정렬 긴 문장을 기준으로 긴 문장은 중앙정렬 짧은 문장은 긴 문. ,
장 기준으로 왼쪽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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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선이란?
에서는 사용자가 기준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객체의 정렬이나 외부 텍스트를NABI ,

불러들일 때 기준 영역으로 사용된다 설정 방법은 작업창 상단과 좌측 눈금자부분에.
모양의 포인트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영역이/▶◀ ▲▼ 녹색 라인으로

영역이 보인다.

4.4.2. Line
검색결과 창에서 보여 지는 내용 중 제목줄을 제외하고 보이는 내용에 대한 줄을Line( )
의미한다 성경의 경우 한절이 한 줄로 검색되어 검색 결과 라인이 길어질 경우. Word

옵션을 설정하면 설정한 영역 내에서 내려쓰기 된다 도구 옵션Wrap , . ( > >General>Word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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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사용[Word Wrap ] [Word Wra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