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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변환 및 DRM 적용을 통한
안전한 문서 수집 솔루션
w
A
ezPDF AnyWhere는 네트워크상에서 문서의 제출 요구 혹은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PC에 PDF 변환 드라이버를 배포·
설치하게 하고, 사용자는 작성한 문서를 설치된 PDF 변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
후에 수집 서버인 ezPDF AnyWhere로 그 PDF 파일을 보안 하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특 징
PDF 변환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통한 client PC에서의 PDF 변환
변환된 PDF 파일을 확인 후 전송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변환 결과를 얻음

설치환경
ezPDF AnyWhere Client
- Window 2000/2003/XP

PDF 변환이 client PC에서 이루어짐으로 서버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가능하므로 특정 목적의 문서 수집 용도로 사용가능

ezPDF AnyWhere Server
- Window 2000 Server 이상

PDF 파일이 수집 서버에 전송되어야 그 파일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DRM 적용
특정 양식을 따르도록 서버에서 PDF 변환에 대한 설정 조건 제어 가능

기 능
HWP, MS오피스, 훈민정음 등 다양한 문서의 PDF 변환 기능
PDF 생성 및 전송 시에 자동으로 암호화 후 서버에서 복호화
PDF 변환 드라이버 배포와 PDF 문서 제출을 위한 서버와 client PC간의 통신 기능
변환 PDF 파일의 미리 보기 기능
XMP 형식의 XML 메타데이터 작성 및 추출 기능

- Unix : AIX 4이상, HP 11이상, Sun OS 5.6이상
- Linux 7.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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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본사와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문서 유통이 필요한 기관
- 사용자가 생성한 PDF 문서는 특정 서버에 도착해야만 정상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요구하는 기관
- 기업 혹은 기관 간 협업 시에 신뢰성 있는 문서 교환이 필요한 기관

비정형 문서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기관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제출받는 문서의 표준화를 원하는 기관
- 유통 문서의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

문서의 양이 많은 기관에서 중앙 집중식 문서 변환 처리 비용이 많은 기관
- client PC에서의 변환 처리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관
- 고객으로부터 제출받는 문서를 POD(Print on Demand) 서비스하려는 기관

제품 적용 사례
국회 국정감사 서류 제출 시스템
서울대, 포항공대 등의 학위 논문 제출 시스템
교보문고 학술논문 수집 및 서비스 시스템
국민은행/신한은행 DM 발송 시스템
국회 디지털 발간 시스템

제품 및 가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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