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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리더 소개

◈ 아이디어 경쟁 세계의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아이디어 표현도구 

셉리더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도록 도와주며, 도출된 

아이디어를 즉시 컴퓨터로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아이디어 프로세서 

입니다. 컨셉리더는 개념적인 생각을 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도형과 이미지를 이용한 마인드맵 문서를 작성하는 때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노트 

마인드맵은 이미지와 핵심단어, 색과 부호를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학습이나 조직도, 문제해결, 

의사결정, 창의성 및 글쓰기에서 생각을 생성하고 시각화, 구조화하여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컨셉리더의 용도 

컨셉리더는 비주얼 매핑 소프트웨어로 다음과 같은 용도에 매우 유용합니다: 

1. 비즈니스 계획, 전략, 프로젝트 수립

2.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한 파일로 조직화

3. 이슈 관리와 문제해결

4. 팀원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끌어냄

컨셉리더로 할 수 있는 것 

아이디어 기록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동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머리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잊어 버리기가 쉽고, 차후에 같은 아이디어들을 

반복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의 낭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에 기록하는 것, 즉 가치 있는 영감들을 붙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Chapter

1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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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리더에서 어떤 토픽을 시작하려 한다면, 단지 "Enter" 키를 누름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나머지 아이디어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노드(비슷한말 : 가지)들의 관계는 

쉽게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점진적인 재배열 

아이디어의 상호 관계를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컨셉리더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새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시적으로 표현된 아이디어의 흐름을 직관적인 

상호관계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도형과 이미지의 사용 

문장, 단어만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도형 또는 이미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컨셉리더에서는 도형과 이미지들을 노드들에 쉽게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것

생각들을 목록화하거나 순서를 정렬하여 노드를 만들 때, 더 중요한 

노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컨셉리더에서 노드들과 하위 노드들을 감출 수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나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아주 복잡한 

주제에서도 전체 프로세스를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MS Office 로 바꾸기 

컨셉리더에서 계속되는 아이디어를 MS Office 로 변환하거나 출력한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컨셉리더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어떤 형태로든 MS Office 의 파일, 즉 

Excel, PowerPoint, Word 등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MS Office 로 

변환된 문서들은 이전보다 더 논리적인 내용으로 됩니다. 

설치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SP 4 이상 

CPU / RAM Pentium II 이상 

64MB (권장 128MB 이상) 

화면 해상도 및 색상 1024 Ⅹ 768 이상, High Color 이상 

HDD 90MB 여유 공간 

Microsoft Internet Explorer 5.0 이상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이 가능합니다 

내보내기를 위해 Microsoft Word/Excel/PowerPoint 200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아 한글로 변환하기 위해 아래아 한글 2002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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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제거 

 http://www.conceptleader.com 에서 컨셉리더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CCLInstall.exe” 파일을 클릭하여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설치를 완료 합니다. 

그림 1.1 환영 메시지.  

그림 1.2 사용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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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용자 정보 

. 

그림 1.4 설치 위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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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추가 사항 적용 

그림 1.6 설치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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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설치 완료 

 “ConceptLeader 실행” 옵션을 체크하면 설치 완료 후 컨셉리더가 실행됩니다. 

제어판  을 이용하여 컨셉리더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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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소개 

컨셉리더는 대다수의 윈도우 소프트웨어들과 같이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 2.1 컨셉리더 메인 윈도우 

제목줄 

 

가장 상단에 위치한 제목줄은 현재 편집중인 문서의 정보를 제공 합니다.  

메뉴 막대 

 

메뉴막대는 현재 편집중인 문서의 편집메뉴를 제공합니다. 각 메뉴는 ALT 키와 함께 

단축키를 함께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문서는 CTRL+N 을 

단축키로 열기는 CTRL+O 를 단축키로 제공합니다. 

도구 막대 

 

컨셉리더는 편의상 마우스 버튼으로 도구막대 아이콘을 눌러 특정한 메뉴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구막대를 제공 합니다. 도구 막대는 몇개 그룹의 아이콘들로 

구성되며 마우스 Drag & Drop 으로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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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아이콘은 문서내 개체의 상태를 참조하여 상태 정보를 표시 합니다. 회색 

아이콘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표시됩니다. 

작업영역 

 

작업 영역은 편집중 인 문서의 개체를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편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작업 틀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문서를 열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업 영역에서는 편리한 문서 편집을 위해 눈금자나 확대/축소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조 작업창 

보조 작업창은 문서내 개체를 빠르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창, 클립아트창, 아이콘창 및 노트 창을 제공합니다. 보조 작업창은 메뉴막대의 

보기 > 창 메뉴를 이용하여 숨기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조 작업창의 각 창들은 Drag & Drop 으로 작업공간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별도로 띄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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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창 

도형창의 개체를 이용하여 문서에서 각종 

노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도형, 관계선, 블록화살표와 순서도 같은 

개체를 지원 합니다. 

도형을 사용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먼저 도형을 

바꾸길 원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도형창에서 바꿀 도형개체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노드는 자동으로 도현이 

변경될 것입니다. 

도형을 이용하는 두번째 방법은 도형리스트 

창에서 원하는 도형을 작업 영역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문서에 있는 

다른 노드와 별도로 독립적인 도형노드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클립아트창 

클립아트창은 문서내 노드에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각종 클립아트를 제공합니다. 

표준 메타파일 형식을 지원하여 Microsoft 
Office 같은 다른 클립아트 파일도 쉽게 

컨셉리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창과 같은 방법으로 클립아트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노드를 

먼저 선택한 다음 적용할 클립아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클립아트창에서 원하는 클립아트를 작업 

영역으로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도형창과 달리 클립아트창은 상단의 

콤보박스를 변경하여 다른 분류의 

클립아트를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립아트는 컨셉리더가 설치된 

폴더아래에 있습니다.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ConceptLeader\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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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탐색기로 클립아트 아래 폴더를 복사하거나 삭제해서 클립아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창 

아이콘창은 문서내 노드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 

각종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표준 메타파일 

형식을 지원하여 Microsoft Office 같은 

다른 클립아트 파일도 쉽게 컨셉리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창과 달리 아이콘창은 상단의 콤보박스를 

변경하여 다른 색상의 아이콘을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콘은 컨셉리더가 설치된 폴더아래에 

있습니다. (기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ConceptLeader\Icons) 

윈도우탐색기로 아이콘 아래 폴더를 

복사하거나 삭제해서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은 도형이나 클립아트와 달리 선택한 

노드에 작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노드를 선택한 다음 아이콘창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노드의 아이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트창 

작업영역에 많은 주제를 매핑할 때 한정된 

공간에 전반적인 노드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노드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창을 이용하여 

노드의 세부 정보나 내용을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노트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노드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내용을 노트창에 

입력합니다. 노드에 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노드는 노트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노트 아이콘을 출력합니다. 

 

노트아이콘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가져가면 

노트내용이 툴팁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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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창 

전체보기 창은 문서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데 

아주 유용 합니다. 문서에 많은 개체가 있을 

경우 확대/축소나 끌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영역을 문서 내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보기 창은 전체 문서 영역에서 작업 영역을 

흰색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보기 창에서는 특정한 위치로 작업영역을 

이동하기 위해 흰색 사각형을 해당위치에 끌어 놓으면 됩니다. 

 

일정 창 

 

컨셉리더는 단지 매핑 소프트웨어 기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위해 간단한 

일정관리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 컨셉리더는 문서에서 

일정관리 창을 제공합니다. 

문서내 개체에 일정 정보가 있다면 일정 창은 일정정보가 있는 모든 노드를 부모-

자식 관계에 따른 간트차트로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창은 메뉴막대의 보기 > 창 메뉴를 이용하여 감추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 지원 

이전 버전의 ConceptLeader 는 

ANSI,문자열형태로 저장되어 영어를 

제외하고 동시에 2 개국어 이상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ConceptLeader 2009 는 유니코드를 

기본코드로 저장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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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정된 국가코드에 맞게 자동으로 유비코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XML 저장 지원 

ConceptLeader 2009 는 ConceptLeader 데이타 

파일과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100%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XML 파일로 

저장을 지원합니다. XML 형식은 차세대 

데이터 저장 표준포맷으로 ConceptLeader 

데이타를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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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 문서 열기 
새 문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려면 [파일(F)  -  새 문서(N)]를 선택하면  새 문서 선택화면이 

나타난다. 새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3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게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스타일 : 맵 작성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전체적인 맵의 형태를 고민하지 

않고 용도에 맞는 맵에 데이터만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 탬플릿 : 맵 작성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전체적인 맵의 형태를 고민하지 

않고 용도에 맞는 맵에 데이터만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 샘플 맵 : ConceptLeader 와 함께 제공되는 

샘플맵을 사용자가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샘플맵 

열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작성된 

맵을 열어보고 변경할수있도록 제공합니다.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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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체정의와 화면보기 
개체 정의 

개체란 화면상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속성변경이 가능한 모든 그림들(노드, 노드선, 

관계연결선)을 포함하여 가르키는 말입니다. 노드는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될 수 있고 

선택된 노드는 8 개의 사각형 포인터로 표시 됩니다. 부모노드가 없는 노드를 

중심노드라고 하고 그외 노드는 중심노드를 설명하는 자식노드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의 노드가 같은 부모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형제노드라고 합니다. 

부모노드와 자식노드는 노드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형창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선은 관계연결선이라고 합니다. 관계연결선과 달리 노드선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확대/축소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확대/축소 할 수 있습니다. 

“+” 키나 CTRL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앞으로 회전 시 : 확대 

“-” 키나 CTRL 키를 누르고 마우스휠을 뒤로 회전 시 : 축소 

확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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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보기 

컨셉리더는 마우스 끌기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끌기 기능으로 화면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버튼을 누른 다음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끌기를 시작 합니다. 

또는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끌기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 휠을 회전하여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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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체 선택과 편집 
개체 선택 

단일 선택: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 개체를 클릭 합니다. 

다중 선택: Shift 키를 누른 체 개체를 각각 클릭하거나 한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기 

위해 사각형 영역을 드래그 합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개체는 노랑색상의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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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편집 

노드에 있는 문자열을 더블클릭 하거나 노드를 선택한 다음 키보드의 F2 키를 

누릅니다. 

문자열 편집중 Shift + Enter 키를 누르면 줄을 바꾸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감추기와 보이기 

보기 > 보이기/감추기 메뉴나 도구막대 아이콘으로 하위 노드를 감추거나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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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자열 입력 
자식노드 삽입 

노드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거나 문자열을 입력하면 자식노드가 

만들어집니다. 

 
형제노드 삽입 

노드를 선택한 다음 Insert 키를 누르면 형제노드가 삽입 됩니다.(중심노드는 제외) 

 
다중 자식노드 삽입 

노드를 선택한 다음 Ctrl + Enter 키를 누르면 다중 노드를 삽입하기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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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묶기 

관계연결선을 제외한 두개의 개체를 선택한 다음 Shift + Enter 키를 누르면 

노드묶기가 만들어집니다. 

 
독립노드 삽입 

삽입>독립노드 메뉴를 클릭하거나 Ctrl + T 키를 눌러 독립노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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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추가정보 설정 
연결노드 삽입 

하나의 개체를 선택한 다음 Shift + Enter 키를 누르면 연결노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삽입 

하나의 노드를 선택한 다음 삽입>하이퍼링크를 선택하면 하이퍼링크정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는 최대 10 개까지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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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삽입 

하나의 노드를 선택한 다음 노트창에서 노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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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체 삭제 및 분리하기 
노드 삭제 

노드를 삭제하려면 노드를 선택한 다음 Delete 키를 누릅니다. 부모노드가 

삭제되면 자식노드와 연결 노드가 모두 삭제 됩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Ctrl + Delete 

키를 누르면 자식노드는 제외하고 선택된 노드만 삭제됩니다. 

 

 
 

 

노드선 삭제 

노드선을 삭제하려면 노드선을 선택한 다음 Delete 키를 누릅니다. 노드선이 

삭제되면 노드선의 연결개체는 함께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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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연결선 삭제 

관계연결선을 삭제하려면 관계연결선을 선택한 다음 Delete 키를 누릅니다. 

관계연결선이 삭제되면 관계연결선의 연결개체는 함께 삭제 됩니다. 

 
노트 삭제 

노트를 삭제하려면 노트가 있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Alt + Delete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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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분리하기 

연결노드를 해제하려면 연결노드를 선택한 다음 편집 > 개체 분리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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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노드 이동과 개체 순서 바꾸기 
노드 이동 

노드를 이동하려면 노드를 선택한 다음 목적지 노드로 끌어서 관계를 지정한 다음 

노드를 놓습니다. 목적지 노드 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각 관계별로 새로운 

커서 모양을 보여줍니다. 노드선만 선택되어 있다면 노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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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포인터 

노드를 이동할 때 새로운 노드의 순서는 커서의 관계모양과 목적지 노드 

인식영역에 따른 기준으로 정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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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순서 바꾸기 

두 개 이상의 개체가 겹쳐 있을 경우 겹쳐진 영역의 개체 순서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체 순서를 바꾸려면 개체를 선택한 다음 메뉴막대의 서식 > 순서 메뉴를 

클릭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노드선이나 자식노드는 개체순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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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배치와 정렬 
자유이동 

모든 노드와 개체는 끌어다 놓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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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방향 

노드를 선택하여 자식노드의 전개 방향을 9 가지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드방향을 바꾸려면 노드를 선택한 다음 메뉴막대의 서식 > 방향 메뉴를 클릭 

합니다. 방향 변경은 하위수준의 자식노드에만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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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정렬 

노드의 크기를 균일 하게 하려면 크기를 변경할 노드를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메뉴 막대의 서식 > 크기 정렬 메뉴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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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렬 

노드의 위치를 정렬 하려면 위치를 정렬할 노드를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메뉴 막대의 서식 > 위치 정렬 메뉴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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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관계연결선 
관계연결선 삽입 

관계연결섭을 삽입하려면 도형창에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 다음 작업영역을 

클릭합니다. 

 
노드와 연결된 관계연결선 삽입 

노드에 연결된 관계연결선을 삽입하려면 도형창에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 다음 

노드위를 이동하여 파란색 연결포인터가 나타나면 클릭하여 선의 시작위치를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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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자열 꾸미기 
문자열 속성 바꾸기 

문자열 속성을 바꾸려면 문자열이 있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Alt + Enter 키를 

누릅니다. 문자열 속성을 바꾸기 위해 도구막대의 아이콘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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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정렬 

노드의 문자열이 여러줄이라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정렬을 바꾸려면 노드를 선택한 다음 Alt + Enter 키를 눌러 속성창을 

열어 정렬 옵션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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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속성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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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형 그리기 
도형 삽입 

도형을 삽입하려면 도형창에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여 작업영역으로 끌어와 

놓습니다. 또는 도형을 삽입하거나 바꿀 노드를 선택하고 도형창에서 원하는 

도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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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모양 바꾸기 

도형을 선택했을 때 도형에 노란색 포인터가 나타나면 변경가능한 도형이며 

마우스로 변경 포인터를 이동하여 도형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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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속성 바꾸기 

도형의 속성을 바꾸려면 도형을 포함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Alt + Enter  키를 

눌러 속성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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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회전 

도형을 회전시키려면 도형을 포함하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메뉴막대의 서식 > 

회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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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립아트 
클립아트 삽입 

클립아트를 삽입하려면 클립아트창에서 원하는 클립아트를 선택한 다음 

작업영역으로 끌어와 놓습니다. 

 

 
이미지 삽입 

이미지를 삽입하려면 메뉴막대의 삽입 > 그림 > 그림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윈도우탐색기에서 그림파일을 선택하여 작업영역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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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회전 

클립아트를 회전하려면 클립아트를 포함한 노드를 선택하고 메뉴막대의 서식 > 

회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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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이콘 
아이콘 삽입 

아이콘을 삽입하려면 노드를 선택하고 아이콘창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아이콘을 삽입하면 노드는 자동으로 크기가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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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삭제 

노드에서 아이콘을 삭제하려면 노드를 선택한 다음 아이콘창에서 같은 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아이콘을 삭제하면 노드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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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제목 바꾸기 

마우스 포인터가 아이콘 위로 올라오면 아이콘은 제목을 툴팁으로 표시 합니다. 

아이콘 제목은 메뉴 막대의 도구 > 옵션 메뉴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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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위치 바꾸기 

메뉴막대의 도구 > 옵션 메뉴를 통해 아이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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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드선 
노드선 속성 바꾸기 

노드선의 속성을 바꾸려면 노드선을 선택한 다음 Alt + Enter 키를 눌러 속성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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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선 모양 바꾸기 

노드선 모양을 바꾸려면 노드선을 선택하여 노란색 이동 포인터가 나타나면 

포인터를 끌어 노드선이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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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선 굵기 바꾸기 

노드선이 곡선이나 직선일 경우 노드선을 선택하여 나타난 가운데 흰색 포인터를 

마우스로 끌어 굵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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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계연결선 꾸미기 
관계연결선 속성 바꾸기 

관계연결선 속성을 바꾸려면 관계연결선을 선택한 다음 Alt + Enter 키를 눌러 

속성창을 엽니다. 

 
관계연결선 모양 바꾸기 

관계연결선 모양을 바꾸려면 관계연결선을 선택하여 나타난 노란색 제어 포인터를 

마우스로 끌어 원하는 모양이 나올때까지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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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쇄 
인쇄 

[인쇄범위]를 지정할수 있도록 하여 선택영역이 있을 경우 전체노드를 대상으로 

하거나 선택노드를 대상으로 인쇄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인쇄범위]는 

인쇄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한페이지 인쇄” 옵션을 체크하면 문서를 한페이지에 맞춰 

인쇄합니다. 

인쇄 페이지가 여러장일 경우 [부분인쇄]기능을 지원합니다. 부분인쇄기능을 

이용할 경우 인쇄할 페이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Ex)1,3,5-6  

부분인쇄 입력 사례 실제 출력페이지 

1,1,4,3,4 1,3,4 

1-5,7,9 1,2,3,4 

3-1,1,3 3,2,1 

만일 인쇄 요청 페이지가 전체 인쇄페이지 보다 많을 경우 마지막 페이지가 

출력되며 페이지의 중복출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미리보기중 인쇄용지 방향 및 출력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인쇄정보]로 외곽선출력,바탕색적용,정보테이블 및 로고출력을 

제어할수도 있으며 용지방향과 여백을 조절 할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인쇄정보는 

미리보기에서 바로 적용되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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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인쇄 

문서의 크기가 크다면 여러 페이지로 분할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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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쇄 

문서를 주 제별로 인쇄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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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옵션 

메뉴막대의 파일 > 문서정보 에서 추가적인 인쇄옵션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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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자열 인쇄 
문자열 인쇄 

인쇄 대화상자에서 “문자열” 옵션을 선택하여 문서를 문자열중심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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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옵션 

메뉴막대의 파일 > 문서정보 에서 추가적인 인쇄옵션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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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정 인쇄 
일정 인쇄 

문서에 일정정보가 있다면 인쇄 대화상에서 “일정” 옵션을 선택하여 인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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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미지로 저장 
이미지로 저장 

작업중인 문서는 메뉴막대의 파일 > 이미지로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저장시 작업영역에서 보이는 크기와 같은 

크기로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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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이미지 형식 

컨셉리더는 BMP, JPEG, GIF, PNG 와 TIFF 형식의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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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서 내보내기 
MS Office Word 로 보내기 

메뉴막대에서 파일 > 보내기 >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메뉴를 선택하여 MS Office 
Word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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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owerPoint 로 보내기 

메뉴막대에서 파일 > 보내기 >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메뉴를 선택하여 

문서를 MS Office PowerPoint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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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owerPoint 에 개체 붙여넣기 

개체를 선택하여 복사한 다음 MS PowerPoint 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PowerPoint 에서 Ctrl + Alt + V 키를 눌러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상자를 엽니다. 

“확장 메타파일”을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MS Excel 로 보내기 

메뉴막대에서 파일 > 보내기 >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메뉴를 선택하여 문서를 MS 
Office Excel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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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아 한글 로 보내기 

메뉴막대에서 파일 > 보내기 > 아래아 한글(H) 메뉴를 선택하여 문서를 아래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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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Leader2009 새로운 기능 

01. 새문서 만들기 
새 문서 

[새 문서 선택창]은 반드시 메뉴에서 [새 문서]를 선택할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스타일] [템플릿] [샘플맵]중 하나를 선택하여 새문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 선택창]은 컨셉리더 실행시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구막대의 [새문서]기능을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맵 스타일로 문서가 

만들어 집니다. 

 
스타일로 새 문서 만들기 

메뉴에서 새 문서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중심이미지만 제공하며 

맵의 전반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사용자는 중심이미지에서 주제를 정한 다음 

스타일에 맞게 맵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새 문서 만들기 

메뉴에서 새 문서를 선택합니다. 템플릿은 사용자가 자주사용할수 잇는 형식의 

틀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형식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원하는 업무에 맞는 맵을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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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맵 열기 

메뉴에서 새 문서를 선택합니다. 샘플맵은 함께 제공되는 예제파일을 쉽게 

열어볼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샘플맵 열기는 새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므로 열기에서 불러온 맵파일을 활용할 경우에는 새 이름으로 저장 기능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 작업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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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기 및 저장하기 
컨셉리더 파일 열기 

컨셉리더 2009 는 자체 데이터 파일외 XML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지원합니다. 

2009 버전부터는 유니코드를 지원하여 이전버전과 파일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버전 파일은 자동으로 2009 버전으로 변경되어 열립니다. 이때 사용자는 이전버전 

문서를 작성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 파일을 열면 자동으로 2009 버전으로 변환되는 데 이때 문서작성시 

사용했던 언어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 기본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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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문서 저장하기 

컨셉리더는 하위호환을 위해 이전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으로 

저장할 경우 사용자는 문서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전 버전으로 저장하기 

이전 버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ConceptLeader2007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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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문서를 재활용하기 위해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스타일 또는 내용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이름 바꾸기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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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맵 인쇄하기 
문서 인쇄하기 

문서를 재활용하기 위해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스타일 또는 내용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인쇄하기 

인쇄창에서 "한 페이지 출력" 옵션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비율이 축소되어 큰맵도 

한 페이지에 출력됩니다. "한 패이지 출력" 옵션 체크시에 분할 인쇄(비율, 가로, 

세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분할 인쇄하기 

인쇄창에서 "한 페이지 출력" 옵션을 해지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맵인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데로 분할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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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쇄하기 

인쇄창에서 "주제별 출력" 옵션을 선택하면 중심노드의 첫 번째 자식 노드별로 

출력됩니다. "주제별 출력" 옵션 체크시 한 페이지 출력 및 분할 인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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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옵션 설정하기 

외곽선, 바탕색, 정보테이블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정보]를 선택합니다. 

 

용지방향 과 용지 여백도 변경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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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텍스트 인쇄하기 
문서 인쇄하기 

문서를 재활용하기위해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식에따라 

스타일 또는 내용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인쇄하기 

인쇄창에서 인쇄 형태를 "텍스트"로 설정하면 맵에 있는 텍스트만 출력됩니다. 

 

 
텍스트 인쇄 옵션 설정하기 

외곽선, 바탕색, 정보테이블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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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일정 인쇄하기 
문서 인쇄하기 

문서를 재활용하기위해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식에따라 

스타일 또는 내용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인쇄하기 

인쇄창에서 인쇄 형태를 "일정"으로 설정하면 맵에 있는 텍스트만 출력됩니다. 단, 

"일정" 옵션은 맵에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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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택하여 인쇄하기 
선택 인쇄 하기 

맵 파일을 인쇄할 경우 맵파일의 일부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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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인쇄하기 

인쇄 맵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인쇄할 경우 여러 페이지 중 일부 페이지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인쇄시에는 미리보기에서 [여러페이지] 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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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Animation GIF 
Animation GIF 삽입하기 

프리젠테이션 기능에서 애니메이션 GIF 를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 GIF 를 삽입하면 첫 장면만 출력되어 삽입됩니다. 편집화면에서는 

애니메이션 GIF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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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GIF 보기 

삽입된 애니메이션 GIF 는 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동작합니다. 

겹친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는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101 

 

09. 문서정보 
문서정보 요약 

문서의 요약정보 및 스타일, 일반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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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스타일 

문서의 기본 스타일을 단계별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스타일 

정보를 현재 편집중인 맵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랫단계의 스타일은 동일단계와 하위단계 노드의 기본스타일이 됩니다. 

문서스타일 적용 기능은 [취소/반복]명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서정보 일반 

문서의 일반적인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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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맵 스타일 편집 
맵스타일 편집 시작 

문서정보의 [스타일]탭과 맵 스타일에서 맵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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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스타일 이름 편집 

맵 스타일에서 이름과 미리보기용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맵스타일 맵 편집 

맵 스타일에서 글꼴크기 자동옵션과 노드선 색상, 노드 간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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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스타일 노드 편집 

맵 스타일에서 이름과 미리보기용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맵스타일 노드선 편집 

맵 스타일에서 이름과 미리보기용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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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러가지 형식으로 복사된 개체를 붙여넣기할때 원하는 형식으로 선택하여 붙여 

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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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넣기 지원형식 

컨셉리더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개체를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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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 서식 붙여넣기 
웹서식 붙여넣기 

웹 서핑중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 복사하여 선택한 내용 그대로 맵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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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 붙여넣기 
자동 붙여넣기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쉽게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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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메타파일-그레이 스케일 
메타파일 그레이스케일 지원 

삽입한 메타파일을 그레이 스케일로 단색화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노드 

통일성이나 특정주제를 부각 시킬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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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부하이퍼링크 
내부하이퍼링크 지원 

내부 노드간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하이퍼링크는 외부 

하이퍼링크에서 ConceptLeader 파일을 지정하여 혼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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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면이동 
화면 이동하기 

끌기 기능 이용하여 화면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맵 화면에서 Spacebar 키를 

누른 뒤에 맵 화면 드래그를 하거나 개체가 없는 곳에서 왼쪽 마우스 키를 1 초칸 

누른 뒤(커서 변경됨)에 드래그하면 됩니다. 또는 (Shift 키 +)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됩니다. 

 
키보드 스크롤 지원 

맵에서 선택한 내용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키보드의 화살표키를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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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능 개선사항

노드 감추기/보이기 개선 

노드 [감추기/보이기] 동작이 변경되었습니다. ConceptLeader2007 에서는 최하단의 

노드부터 단계씩 [감추기/보이기]가 되었으나 ConceptLeader2009 부터는 해당노드가 

바로 [감추기/보이기]가 됩니다. 

내보내기 기능 개선 

ConceptLeader2007 에서 내보내기 기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결과물이 잘못 출력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ConceptLeader 2009 에서는 

내보내기기능을 별도의 쓰레드로 작업을 하여 화면멈춤 같은 현상을 없앴으며 

내보내기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개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컨텍스트 메뉴에 대폭 추가하여 사용자가 메뉴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컨텍스트 메뉴란?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 

하였을 때 보여지는 메뉴로서 개체, 노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메뉴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능 

전체화면에서 나타나던 문서탭 영역을 제거했습니다. 하단에 프리젠테이션 진행을 

위한 도구막대를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 GIF 파일의 애니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F11 키 말고 빈 영역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것으로 전체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체화면 해제시도 ESC 키외 마우스 더블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전체화면에서 나타나던 문서탭 영역이 보이지 않도록 변경됐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GIF 를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 GIF 파일을 프리젠테이션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고객 지원 

컨셉리더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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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70-4801-3406~7 | Fax : 070-8228-5706 

http://www.conceptleader.com 

기술 지원 : sonc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