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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콘텐츠 및 프로그램 소개

・ 내만오 KIT란?

밀리에서 서비스 중인 도서를 오디오북과 3분 리뷰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오디오북이란?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오디오북 리더처럼, 오디오북을 녹음하여 서비스하고 구독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분 리뷰란?

나만의 독서 리뷰를 영상으로 만들고, SNS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02 로그인

・ 밀리의 서재 계정을 이용하여, 내만오 KIT에 
로그인해주세요.

・ 로그인 시 웹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
니다. 로그인 중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
어야 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유료 구독 회원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03 책 고르기

・ 내 서재의 도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서재에 원하는 책이 없나요? 오디오북 제작 
가능 도서, 3분 리뷰 제작 가능 도서 목록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epub 전자책만 오디오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PDF 전자책은 추후 가능)

・ 책을 고르면, 작업 중인 도서로 이동합니다. 표
지를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해보세요!

・ 오디오북, 3분 리뷰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 콘
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1 스크립트 구성하기

・ 작업 중인 도서를 클릭 시, 책의 모든 목차와 
도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원하는 문장을 드래그하고, 이 문장 추가 버튼
을 클릭하면 스크립트에 문장이 저장됩니다.

・ 책에서 발췌하여 추가한 문장은 수정이 불가
능합니다.

・ 평소 책을 읽고, 저장해두었던 하이라이트를 
불러오고 싶다면 하이라이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2 해설 추가하기

・ 나만의 해설을 추가하고 싶다면, 해설 / 이미
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추가해주세
요.

・ 해설은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삽입 가능합
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3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기

・ 스크립트 내 녹음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사이
드 메뉴의 내 목소리 녹음 버튼을 클릭하면 녹
음 창이 생성됩니다.

・ 녹음이 끝난 음원은 파형을 보며 직접 편집해
보세요.

・ 녹음이 완료된 MP3 파일은 내 PC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3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기

・ 외부에서 녹음한 MP3를 불러오고 싶다면, 
MP3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음원 사이 무음을 삽입하여 여백을 주고 싶다
면, 무음 삽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음원 파형을 파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 [스크
립트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스크립
트에 녹음한 음원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4 AI 보이스 이용하기

・ 스크립트 내 Ai  아이콘을 클릭하면, Ai 보이스 
편집기 화면이 생성됩니다

・ 제공되는 목소리 중, 원하는 목소리로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 보이스의 목소리 속도를 조정하거나, 어느 
구간에서 끊어 읽을 지를 직접 설정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음원 생성이 가능합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4 AI 보이스 이용하기

・ Ai 보이스로 녹음하고자 하는 문장은 언제든
지 수정 가능하며, 좀 더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직접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립트
에 음원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 생성이 완료된 Ai 보이스 MP3 파일은 내 PC
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04 오디오북 제작하기
05 기타 메뉴

・ PC에서 불러오기: 기존 작업 중인 파일을 불
러옵니다. 현재 사용 중인 PC에 저장된 파일
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내 PC에 저장: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내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는 ZIP입니다.

・ 서버에 임시 저장: 내 PC가 아닌 서버에 직접 
저장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작업을 이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저장 기간은 3개월입니다.

・ 서버에서 불러오기: 서버에 직접 저장한 파일
을 불러옵니다.



05 오디오북 발행하기

・ 제작한 오디오북은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제작한 오디오북은 내서재에 저장되며, 구독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공개 신청 시, 구독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AQ > 내가 만든 오디오북을 참고해주세요.



06 3분 리뷰 발행하기

・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표지를 만들고, 영상 배
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부제를 달아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
다.

・ 제작한 3분 리뷰는 내 서재에 저장됩니다.

・ URL을 통해 SNS나 다른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07 오류 제보 및 개선 건의

・ 오류 제보 및 개선 제안은 언제든지 밀리의 서
재로 보내주세요.

・ 이용 가이드는 위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
니다.

・ 최신 버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인터넷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