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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IT 트렌드 (by 이재규)

디지털 퍼블리싱 열풍, 
“나도 온라인 전자책 내볼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책을 출간하

는 1인 출판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KT의 북까페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 출판

사에서 등록한 작품의 수가 1만 7,000여 건에 달하고, 전자 책 유통업체에도 이런 작품들

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서도 디지털 출판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를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인데요, 2011년

은 디지털 출판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덕 “나도 온라인 전자책 내볼까?”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업무 혁명,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다양한 모바일 디바

이스 기술의 발전이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스마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지 다양한 국내 사례를 통해 조망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워크, 기업.근로자 모두 즐겁게 윈윈

SNS 핫이슈 (by 서영석)

신묘년 새해, 이 책만은 꼭! (by 유승재)

희비가 엇갈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지난 해 국내 소셜 네트워크에 커다란 열풍을 몰고 왔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희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트위터의 순방문자수를 비롯, 주간 페이지뷰 역시 크

게 감소한 반면 페이스북은 놀라운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4,000명의 팔로워가 급증한 진중권 트위터, 소셜 커머스 사이트의 폭풍 성장 등 

다양한 SNS 소식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대세 속 트위터 침체 

       트위터 속 새로운 전쟁터, JYJ부터 진중권까지 

       소셜커머스 경쟁 심화, 새롭게 떠오르는 소셜커머스 메타사이트

내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새로운 방법, PDF 포트폴리오

종이로 된 문서나 간단한 메모, 또는 각종 파일들을 한번에 보관하고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Adobe Acrobat X의 PDF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9버전에 비해 더욱 화려해진 레이아웃과 다양한 비주얼 테마들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 종류의 문서들을 하나의 PDF로 취합하고 개별적인 메모 삽입, 파일의 크기나 날짜, 태

그 등에 따른 검색을 손쉽게 사용하면서, 나만의 정보 자산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 보기

반복되는 업무는 이제 그만, Acrobat X 동작마법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

존의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PDF로 전환하는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문서를 스캔하고 OCR
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인식하고,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페이지 번호나 회사명을 꼬리 

말에 입력하고 암호 설정을 하는 등, 이러한 작업들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crobat X의 동작마법사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더 보기

Acrobat User Story

Book & Life

News Clipping

행동 경제학  (저자 : 도모노 노리오 / 출판사 : 지형)

  6~7년차 이상의 마케터 분들에게 추천 드리고 싶은 책으로, 경제학과 심리학의 이질적인 요소가 

겹쳐지면서 인간의 소비심리를 연구해야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소비자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행동을 한다”라는 전제를 과감

히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더 보기

완벽에의 충동  (저자 : 정진홍 / 출판사 : 21세기북스)

  세상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삶에 고군분투하는 ‘충동’ 그 자체라고 합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새롭게 맞이한 신묘년, 목표를 새롭게 다지는 시점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지침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책과 더불어 마음 속에 강렬한 울

림을 주는 자신만의 도서들을 선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용 더 보기

(by 김상현)

(by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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