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각 페이지 마다 엔터키(개행       )가 있도록 문서를 작성

한글문서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 글상자, 그림, 표 등의 개체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집이 아닌 프로그램 내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한글문서의 해당위치에

보이스아이코드가 삽입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기본값으로 코드가 생성되는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 맨 첫 번째 라인의 끝에 삽입됩니다.

한글문서는 텍스트나 엔터키(개행)가 없어도 본문에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아이코드가 생성 될 문서의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 보이스아이코드가 원하는 위치에 삽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중인 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페이지마다 최소 하나 이상의

엔터키(개행)을 입력 하여 사용합니다.

한글 문서에 올바른 보이스아이코드 삽입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 입니다.

한글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한글문서에 페이지별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텍스트는 보이스아이코드로 생성되어 문서 본문의 지정 영역에 삽입됩니다.

페이지 별로 텍스트를 정확하게 추출, 생성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올바르게 삽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기본 삽입 위치 : 문서 우측 상단)

서식 작성 가이드



2) 한 개의 표를 다음 페이지 까지 이어지지 않게 작성

표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표 객체 하나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진 형태로 작성되면 각 페이지 별 

텍스트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 객체가 다음 페이지 까지 이어 작성된 문서의 경우 추출될 모든

텍스트는 표가 시작하는 첫 페이지로 모두 추출되어 보이스아이코드가 삽입되어 집니다.

한글 특성상 이어진 표에 대해 각 페이지별 텍스트 추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표를 페이지마다 

분리하여 작성 사용 바랍니다.

3) 서식 작성 시 한 페이지에는 하나의 표만 있도록 작성



표.그림, 글상자, 수식, 문단 띠, 글맵시, 그리기 마당  등 사용시 가이드에 따라 작성!

참고사항!

4) 표의 가로/세로 크기가 설정한 페이지의 여백을 넘기지 않도록 작성

문서작성 시 표 또는 그림등의 객체가 가로/세로 방향으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 

한글문서 특성상 문서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할 때 한글의 조판부호를 정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임의로 라인을 추가 또는 페이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아이코드가 삽입될 때 문서에 있는 기존 표의 조판부호와 동일한 선상에 위차히기 위해 임의로 라인을

추가 합니다. 보이스아이코드가 삽입되는 줄의 맨 끝 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면 삽입된 코드는

기존  위치했던 표의 조판 부호와 함께 다음 줄로 개행처리 되어 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또는 이미지가 라인 전체를 차지 않도록 작성사용 바랍니다.

표를 이용하여 제목작성 시 보이스아이코드삽입이 될 때 작성된 본문이 밀릴 수 있습니다.

표로 제목을 작성하실 경우 보이스아이코드가 삽입될 수 있도록 여백을 주거나 표가 아닌

텍스트로 제목을 표시 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각각의 표 사이에는 엔터키(개행)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한글문서 특성상 보이스아이코드 삽입이 본문에 추가되면서 임의로 문서에 라인이

추가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구조상 표나 그림등의 객체가 조판부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삽입된 객체들과 정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표 사이마다 엔터키(개행)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입력한 엔터키의 폰트 사이즈는 최소사이즈 1pt가 되어야 합니다.

엔터키에 해당하는 글꼴의 크기가 편집문서 폰트 사이즈보다 작아야 라인이 임의로 추가되어도 문서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