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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Acrobat® 9 – 새 PDF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Adobe Acrobat 9 – PDF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ReadMe입니다. 이 문서에는 
업데이트된 Acrobat 9 PDF 포트폴리오 레이아웃과 새 Acrobat 9 PDF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의 설치 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Adobe Acrobat 9 제품 지원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adobe.com/go/acrobat_support_kr 
 
설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레이아웃: 
o 파일 미리 보기가 있는 격자 – 기본 격자에 빠른 미리 보기 추가 


o 세로 막대가 있는 격자 – 기본 격자에 빠른 탐색 추가 


o 크기 옵션이 있는 격자 – 기본 격자에 설명 및 아이콘 크기 추가 


o 파일 미리 보기가 있는 목록 – 목록 보기에 빠른 미리 보기 추가 


o 세로 막대가 있는 행 슬라이딩 – 행 슬라이딩에 빠른 탐색 추가 


• 업데이트된 레이아웃: 


o 이미지에서 – 이미지 위에 파일 정렬 


o 회전 – 한 번에 한 파일씩 초점 설정 


o 행 슬라이딩 – 파일을 한 행에 표시 


시스템 요구 사항 


위의 PDF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을 설치하려면 시스템에 Adobe Acrobat 9 
Professional 또는 Pro Extended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 시작 전에 


Acrobat 9에 PDF 포트폴리오 Acrobat9Layouts_cck.pdf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레이아웃 파일 설치 시 이 ReadMe 파일의 지침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열기] 단추를 클릭하여 새 Acrobat 창에서 ReadMe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http://www.adobe.com/go/acrobat_support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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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침 


Windows® XP에서 설치 


1. 먼저 컴퓨터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a. Windows 탐색기의 [도구] 메뉴에서 [폴더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c. [숨김 파일 및 폴더]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옵션을 클릭합니다. 


d. [확인]을 클릭합니다. 
2. Acrobat 9 PDF 포트폴리오 창의 도구 모음에서 [홈]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폴더의 홈 보기로 돌아갑니다. 


3. 설치하려는 언어 폴더를 찾아 두 번 클릭하여 레이아웃 폴더를 엽니다. 
설치된 Acrobat 9와 동일한 언어여야 합니다.  


4. 키보드에서 Ctrl 키를 누르고 레이아웃 폴더의 .nav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5. 컴퓨터의 [시작] 메뉴로 이동하고 [내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6. 다음 폴더 위치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드라이브>:\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이름>\Application 
Data\Adobe\Acrobat\9.0\Navigators\ 


7. Navigators 폴더를 찾을 수 없을 경우,Navigators라는 새 폴더를 만드십시오. 
8. 선택한 .nav 파일을 Acrobat 9에서 Windows 탐색기의 이 위치로 끌어 
놓습니다. 


Windows® Vista에서 설치 


1. 먼저 컴퓨터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a.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 
b. [제어판] 옵션을 클릭합니다. 
c. 제어판이 열리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클래식 보기의 경우:  


1. [폴더 옵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2. [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3. [숨김 파일 및 폴더]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옵션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어판 홈 보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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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양 및 개인 설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2. [폴더 옵션]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를 선택합니다. 
3. [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4. [숨김 파일 및 폴더]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옵션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2. Acrobat 9 PDF 포트폴리오 창의 도구 모음에서 [홈]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폴더의 홈 보기로 돌아갑니다. 


3. 설치하려는 언어 폴더를 찾아 두 번 클릭하여 레이아웃 폴더를 엽니다. 
설치된 Acrobat 9와 동일한 언어여야 합니다. 


4. 키보드에서 Ctrl 키를 누르고 레이아웃 폴더의 .nav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5. 컴퓨터의 [시작] 메뉴로 이동하고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6. 다음 폴더 위치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드라이브>:\Users\<사용자이름>\AppData\Roaming\Adobe\Acrobat\9.0\Naviga
tors 


7. Navigators 폴더를 찾을 수 없을 경우,Navigators라는 새 폴더를 만드십시오. 
8. 선택한 .nav 파일을 Acrobat 9에서 Windows 탐색기의 이 위치로 끌어 
놓습니다. 


Mac OS®에서 설치 
1. Acrobat 9 PDF 포트폴리오 창의 도구 모음에서 [홈]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폴더의 홈 보기로 돌아갑니다. 


2. 설치하려는 언어 폴더를 찾아 두 번 클릭하여 레이아웃 폴더를 엽니다. 
설치된 Acrobat 9와 동일한 언어여야 합니다.  


3. Command 키를 누르고 레이아웃 폴더의 .nav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4. Finder를 엽니다. 
5.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 /Applications/Adobe Acrobat 9 Pro/Adobe Acrobat 


Pro 
6. Ctrl 키를 누르고 Adobe Acrobat Pro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패키지 
내용 보기]를 선택합니다. 


7. Adobe Acrobat Pro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음 폴더 위치로 이동합니다. 
/Contents/Resources/ko.lproj/Navigators  


8. 선택한 .nav 파일을 Acrobat 9에서 Finder의 이 위치로 끌어 놓습니다. 
9. 기존 파일을 대치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대치]를 선택합니다. 


PDF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1. Acrobat 9를 다시 시작합니다. 
2. [파일] >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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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F 포트폴리오 편집] 패널의 [레이아웃 선택] > [기본 레이아웃] 아래에 
다음 탐색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a. 기본 격자 
b. 파일 미리 보기가 있는 격자 


c. 세로 막대가 있는 격자 


d. 크기 옵션이 있는 격자 


e. 파일 미리 보기가 있는 목록 


f. 이미지에서 


g. 회전 


h. 행 슬라이딩 


i. 세로 막대가 있는 행 슬라이딩 


 


알려진 문제점: 일부 언어에서는 [포트폴리오 편집] 패널에서 동일한 레이아웃의 
두 개의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법적 고지 사항 


© 2008 Adobe Systems Incorporated. 모든 권리 보유. Adobe와 Acroba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Windows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Apple, Mac OS, Safari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Apple Computer, Inc.의 
상표입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자산입니다. 업데이트 
정보/추가 타사 코드 정보는 http://www.adobe.com/go/thirdparty_kr를 참조하십시오. 


Adobe Systems Incorporated,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10, USA. 



http://www.adobe.com/go/thirdparty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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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Acrobat® 9 - 新增 PDF 文件夾佈局 
  
歡迎閱讀 Adobe Acrobat 9 - PDF 文件夾佈局的 ReadMe 檔，其中包含如何安裝更新


以及新增之 Acrobat 9 PDF 文件夾佈局的重要資訊。 
 
如需 Adobe Acrobat 9 產品的支援資訊，請參


閱：http://www.adobe.com/go/acrobat_support_tw 
 
下列佈局可用於安裝： 


• 新增佈局： 
o 具有檔案預覽的格線 – 在基本格線上新增了快速預覽 


o 具有提要欄的格線 – 在基本格線上新增了快速導覽 


o 具有大小選項的格線 – 在基本格線上新增了描述及圖示大小 


o 具有檔案預覽的清單 – 在清單視圖上新增了快速預覽 


o 具有提要欄的滑動列 – 在滑動列上新增了快速導覽 


• 更新佈局： 


o 在影像上 – 在影像上方排列檔案 


o 旋轉 – 一次顯示一個檔案 


o 滑動列 – 顯示多個檔案於一列 


系統要求 


安裝上述 PDF 文件夾佈局之前，必須先在系統上安裝 Adobe Acrobat 9 Professional 
或 Pro Extended。 


開始安裝之前  


現在，您應已在 Acrobat 9 中開啟了 PDF 文件夾 Acrobat9Layouts_cck.pdf。開始安


裝之前，建議您按一下「開啟」按鈕，在新的 Acrobat 視窗中開啟此 ReadMe 檔
案，以便安裝佈局檔案時參考相關的說明。 



http://www.adobe.com/go/acrobat_support_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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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裝指示 


在 Windows® XP 上安裝 


1. 首先，確認您可看見您電腦上的隱藏檔案與資料夾： 


a. 從 Windows「檔案總管」的「工具」功能表中，選擇「資料夾選


項」。 
b. 選擇「檢視」標籤。 
c. 在「隱藏檔案和資料夾」下，確認已選擇「顯示所有檔案和資料夾」


(若未選擇，請按一下此選項)。 
d. 按一下「確定」。 


2. 在 Acrobat 9「PDF 文件夾」視窗中，按一下工具列中的「首頁」圖示，返


回所有資料夾的首頁視圖。 
3. 在資料夾中找出所要安裝的語言，然後連按兩下，以開啟該佈局資料夾。所


選的語言必須與 Acrobat 9 安裝的語言相同。  
4. 按住鍵盤上的 Ctrl 鍵，然後選擇佈局資料夾中的所有 .nav 檔案。 
5. 移至電腦上的「開始」功能表，選擇「我的電腦」。 
6. 瀏覽至下列資料夾位置：  


<系統磁碟機>:\Documents and Settings\<使用者名稱>\Application 
Data\Adobe\Acrobat\9.0\Navigators\ 


7. 如果看不見 Navigators 資料夾，請建立一個名為 Navigators 的新資料夾。 
8. 在 Windows「檔案總管」中，將所選之 .nav 檔案由 Acrobat 9 拖曳至此位


置。 


在 Windows® Vista 上安裝 


1. 首先，確認您可看見您電腦上的隱藏檔案與資料夾： 
a. 按一下「開始」按鈕。 
b. 按一下「控制台」選項。 
c. 「控制台」開啟後 


 


若是傳統檢視：  


1. 連按兩下「資料夾選項」圖示。 
2. 選擇「檢視」標籤。 
3. 在「隱藏檔案和資料夾」下，確認已選擇「顯示所有檔案和資料夾」


(若未選擇，請按一下此選項)。 
4. 按一下「確定」。 


若是控制台首頁檢視：  







3 
 


1. 按一下「外觀和個性化」連結。 
2. 在「資料夾選項」下，選擇「顯示隱藏的檔案和資料夾」。 
3. 選擇「檢視」標籤。 
4. 在「隱藏檔案和資料夾」下，確認已選擇「顯示所有檔案和資


料夾」(若未選擇，請按一下此選項)。 
5. 按一下「確定」。 


2. 在 Acrobat 9「PDF 文件夾」視窗中，按一下工具列中的「首頁」圖示，返


回所有資料夾的首頁視圖。 
3. 在資料夾中找出所要安裝的語言，然後連按兩下，以開啟該佈局資料夾。所


選的語言必須與 Acrobat 9 安裝的語言相同。 
4. 按住鍵盤上的 Ctrl 鍵，然後選擇佈局資料夾中的所有 .nav 檔案。 
5. 移至電腦上的「開始」功能表，選擇「電腦」。 
6. 瀏覽至下列資料夾位置：  


<系統磁碟機>:\Users\<使用者名


稱>\AppData\Roaming\Adobe\Acrobat\9.0\Navigators 
7. 如果看不見 Navigators 資料夾，請建立一個名為 Navigators 的新資料夾。 
8. 在 Windows「檔案總管」中，將所選之 .nav 檔案由 Acrobat 9 拖曳至此位


置。 


在 Mac OS® 上安裝 
1. 在 Acrobat 9「PDF 文件夾」視窗中，按一下工具列中的「首頁」圖示，返


回所有資料夾的首頁視圖。 
2. 在資料夾中找出所要安裝的語言，然後連按兩下，以開啟該佈局資料夾。所


選的語言必須與 Acrobat 9 安裝的語言相同。  
3. 按住 Command 鍵，然後選擇佈局資料夾中的所有 .nav 檔案。 
4. 開啟 Finder。 
5. 瀏覽至下列位置： /Applications/Adobe Acrobat 9 Pro/Adobe Acrobat Pro 
6. 按住 Ctrl 鍵，然後選擇 Adobe Acrobat Pro 應用程式。選擇「顯示套件內


容」。 
在 Adobe Acrobat Pro 應用程式中，瀏覽至下列資料夾位置：
/Contents/Resources/zh_TW.lproj/Navigators  


7. 在 Finder 中，將所選之 .nav 檔案由 Acrobat 9 拖曳至此位置。 
8. 如果系統提示您是否取代現有的檔案，請選擇「取代」。 


確認 PDF 文件夾佈局是否成功安裝 


1. 重新啟動 Acrobat 9。 
2. 選擇「檔案」>「建立 PDF 文件夾」。 
3. 在「編輯 PDF 文件夾」面板中，在「選擇佈局」>「基本佈局」下，應會看


見下列導覽工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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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基本格線 
b. 具有檔案預覽的格線 


c. 具有提要欄的格綫 


d. 具有大小選項的格線 


e. 具有檔案預覽的清單 


f. 在影像上 


g. 旋轉 


h. 滑動列 


i. 具有提要欄的滑動列 


 


已知問題：對於某些語言，在「編輯文件夾」面板中可能會看見同一佈局的兩個


版本。您可以任選其一使用。 


法律說明 


© 2008 Adobe Systems Incorporated. 


保留一切權利。 


Adobe 和 Acrobat 是 Adobe Systems Incorporated 在美國和／或其它國家的註冊商標


或商標。Windows 是 Microsoft Corporation 在美國和／或其它國家的註冊商標。


Apple、Mac OS 和 Safari 是 Apple Computer, Inc. 在美國和其它國家的註冊商標。


其它所有商標皆為個別擁有者的財產。更新資訊／其它協力廠商程式碼資訊，請造


訪 http://www.adobe.com/go/third_party_tw 


 Adobe Systems Incorporated,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10, USA.  



http://www.adobe.com/go/third_party_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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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Acrobat® 9 — 新增 PDF 包布局 
  
欢迎阅读 Adobe Acrobat 9 — PDF 包布局 ReadMe 文件，本文件包含有关如何安装


更新和新增的 Acrobat 9 PDF 包布局的重要信息。 
 
有关 Adobe Acrobat 9 产品支持信息，请参阅


：http://www.adobe.com/go/acrobat_support_cn 
 
可供安装的布局如下： 


• 新增布局： 
o 具有文件预览的网格 — 在基本网格上添加了快速预览 
o 具有边栏的网格 — 在基本网格上添加了快速导览 
o 具有大小选项的网格 — 在基本网格上添加了说明和图标大小 
o 具有文件预览的列表 — 在列表视图上添加了快速预览 
o 具有边栏的滑动行 — 在滑动行上添加了快速导览 


• 更新布局： 
o 在图像上 — 在图像上排列文件 
o 旋转 — 一次显示一个文件 
o 滑动行 — 在一行中显示多个文件 


系统要求 


系统必须安装了 Adobe Acrobat 9 Professional 或 Pro Extended，才能安装以上 PDF 
包布局。 


开始安装前 


现在，您应已经在 Acrobat 9 中打开了 PDF 包 Acrobat9Layouts_cck.pdf。开始安装


之前，建议您单击“打开”按钮，在新的 Acrobat 窗口中打开本 ReadMe 文件，以


便安装布局文件时可以查看这些说明。 


安装说明 


在 Windows® XP 上安装 


1. 首先，请确保您能够看见计算机上的隐藏文件和文件夹： 
a. 在 Windows“资源管理器”的“工具”菜单中，选择“文件夹选项


”。 
b. 选择“查看”标签。 



http://www.adobe.com/go/acrobat_support_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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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在“隐藏文件和文件夹”下，确保已选中“显示所有文件和文件夹”


（如未选中，请单击此项）。 
d. 单击“确定”。 


2. 在 Acrobat 9“PDF 包”窗口中，单击工具栏上的“主页”图标，返回所有


文件夹的主页视图。 
3. 在文件夹中找到要安装的语言，双击该语言打开布局文件夹。该语言必须与 


Acrobat 9 安装的语言相同。  
4. 按住键盘上的 Ctrl 键，选中布局文件夹中的所有 .nav 文件。 
5. 转到计算机的“开始”菜单，选择“我的电脑”。 
6. 浏览到以下文件夹位置：  


<系统驱动器>:\Documents and Settings\<用户名>\Application 
Data\Adobe\Acrobat\9.0\Navigators\ 


7. 如果看不到 Navigators 文件夹，请创建一个名为 Navigators 的新文件夹。 
8. 在 Windows“资源管理器”中，将所选的 .nav 文件从 Acrobat 9 拖动到该位


置。 


在 Windows® Vista 上安装 


1. 首先，请确保您能够看见计算机上的隐藏文件和文件夹： 
a. 单击“开始”按钮。 
b. 单击“控制面板”选项。 
c. 打开“控制面板”后 


如果是经典视图：  


1. 双击“文件夹选项”图标。 
2. 选择“查看”标签。 
3. 在“隐藏文件和文件夹”下，请确保已选中“显示所有文件和文件夹


”（如未选中，请单击此项）。 
4. 单击“确定”。 


如果是控制面板主页视图：  


1. 单击“外观和个性化”链接。 
2. 在“文件夹选项”下，选择“显示隐藏的文件和文件夹”。 
3. 选择“查看”标签。 
4. 在“隐藏文件和文件夹”下，请确保已选中“显示所有文件和


文件夹”（如未选中，请单击此项）。 
5. 单击“确定”。 


2. 在 Acrobat 9“PDF 包”窗口中，单击工具栏上的“主页”图标，返回所有


文件夹的主页视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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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在文件夹中找到要安装的语言，双击该语言打开布局文件夹。该语言必须与 
Acrobat 9 安装的语言相同。 


4. 按住键盘上的 Ctrl 键，选中布局文件夹中的所有 .nav 文件。 
5. 转到计算机的“开始”菜单，选择“计算机”。 
6. 浏览到以下文件夹位置：  


<系统驱动器>:\Users\<用户


名>\AppData\Roaming\Adobe\Acrobat\9.0\Navigators 
7. 如果看不到 Navigators 文件夹，请创建一个名为 Navigators 的新文件夹。 
8. 在 Windows“资源管理器”中，将所选的 .nav 文件从 Acrobat 9 拖动到该位


置。 


在 Mac OS® 上安装 
1. 在Acrobat 9 “PDF 包”窗口中，单击工具栏上的“主页”图标，返回所有


文件夹的主页视图。 
2. 在文件夹中找到要安装的语言，双击该语言打开布局文件夹。该语言必须与 


Acrobat 9 安装的语言相同。  
3. 按住 Command 键，选中布局文件夹中的所有 .nav 文件。 
4. 打开 Finder。 
5. 浏览到以下位置：/应用程序/Adobe Acrobat 9 Pro/Adobe Acrobat Pro 
6. 按住 Ctrl 键，选择 Adobe Acrobat Pro 应用程序。选择“显示包内容”。 
7. 在 Adobe Acrobat Pro 应用程序中，浏览到以下文件夹位置： 


/Contents/Resources/zh_CN.lproj/Navigators 
8. 在 Finder 中将所选的 .nav 文件从 Acrobat 9 拖动到该位置。 
9. 如果系统提示是否替换现有文件，请选择“替换”。 


确认 PDF 包布局是否成功安装 


1. 重新启动 Acrobat 9。 
2. 选择“文件”>“创建 PDF 包”。 
3. 在“编辑 PDF 包”面板中，在“选择一种布局”>“基本布局”下，应该


能够看到以下导览器： 
a. 基本网格 
b. 具有文件预览的网格 
c. 具有边栏的网格 
d. 具有大小选项的网格 
e. 具有文件预览的列表 
f. 在图像上 
g. 旋转 
h. 滑动行 
i. 具有边栏的滑动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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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知问题：对于某些语言，在“编辑包”面板中可能看到同一布局的两个版本。


您可以任选其一使用。 


法律声明 


© 2008 Adobe Systems Incorporated。保留所有权利。Adobe 和 Acrobat 是 Adobe 
Systems Incorporated 在美国和/或其他国家或地区的注册商标或商标。Windows 是 
Microsoft Corporation 在美国和/或其他国家或地区的注册商标。Apple、Mac OS 和 
Safari 是 Apple Computer, Inc. 在美国和其他国家或地区的注册商标。所有其它商标


均为其各自所有者拥有。最新信息/其他第三方代码信息，请访


问 http://www.adobe.com/go/thirdparty_cn 


Adobe Systems Incorporated,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10, USA. 



http://www.adobe.com/go/thirdparty_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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