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사용 환경

운영체제

H/W

RAM

HDD

Linux Redhat 9.0 이상 

Xeon 3.0 GHz 2Core

1GB 이상

73GB 이상

ezPDF CSP 는 기업이나 기관 등의 조직 구성원에 의해 

요구되는 업무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목적의 문서 서비스 등에 

응용될 수 있는 PDF 기반 전자문서 자료 Web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PC와 모바일 등 환경에 상관없이 열람 품질이 보장되는 PDF 기반의 자료 열람 제공

기간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Web 방식의 자료 서비스 접근기능 제공

Web 표준을 따라 설계되어 웹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PC와 모바일에서의 PDF 자료 서비스를 위해 각각의 작업 대신 한번에 일괄 

적용 할 수 있는 관리기능 제공

전자문서 자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활용방안

CSPPDF

자료 공개 시스템 기술 업무 시스템 영업 마케팅 자료 시스템

PC 및 모바일 기기에 Web 접속 후 
자료 이용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

기술 업무 매뉴얼

현장 설계도

정비 자료

관리자 매뉴얼 등 

브로슈어

제안서

제품 소개서

제품 매뉴얼 등

기업별 자료 시스템에 Web으로 접속하여 
사용자가 다운로드

 

www.unidocs.co.kr

백서

기업자료

보고서

내부 연구자료

IR 자료 등



자료 분류, 검색,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한 문서 찾기 

개인 이용 문서 관리 

웹브라우저에 연계된 전용 뷰어로 

다운로드한 PDF 열람

문서사용 권한정보 
처리 및 관리

PDF 변환 및 보관, 
서비스 요청 처리 PC 사용자

CSP Server

DRM server

모바일 사용자

관리자

자료 분류, 검색, 카테고리 정보를 

이용한 문서 찾기 

다운로드한 PDF 문서를 앱의 전용 

뷰어로 확인

관리자는 WEB으로 

ezPDF CSP 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여 관리작업 수행

자료 및 사용자 관리

서비스 이용정책 관리

서비스 안내사항 관리

이용자 통계정보 관리

CSPPDF

주요 기능

Web 서비스 부문

최신 자료, 자주 이용하는 자료 및 추천 

자료를 테마로 자료 찾기 제공

카테고리별 편집 및 등록 기능을 제공 하여 

보다 편리한 자료 이용을 위한 분류 업무 

처리 가능

사용자별 관심 자료를 개인의 공간에 별도 

등록 관리. 현재 등록 자료 및 과거 자료 열람 

기록 보기 제공

제목, 작성자명 등 조건별 검색기능 제공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가능

Web 표준에 맞춰 설계되어 Web 브라 

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모바일 기기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성 하여 

PC Web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과 내용의 자료 

서비스 제공

로그인 프로세스 - Web 서비스 시스템의 

메인 메뉴에 대한 접근 제어

신속한 화면 이동 - 다양한 자료를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해당 화면 페이지로 신속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메뉴 UI 제공

Direct View - 선택한 자료를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전용 PDF 뷰어 제공

기타 - 문서 정렬, 리스트 확인 및 기타 

다양한 문서파일 관리 기능 

시스템 관리기능 부문

자료 관리 - 리스트 확인, 자료별 서비스, 삭제, 

추천 여부 등 설정

새 자료 등록 - 원문 자료의 PDF변환, 속성 및 

분류 후 최종 등록

카테고리 관리 - 카테고리 편집 및 등록, 카테 

고리별 속성관리

사용자 관리 - 리스트 보기, 사용자 추가, 사용 

자별 정보 및 속성관리, 그룹 리스트 추가 및 

속성관리

문서 사용 권한 정책 관리 - 문서의 사용 권한 및 

규칙 설정, 문서 그룹별 권한 속성 설정

통계 관리 - 이용 내역, 최다 이용 자료, 월별 

통계 등 통계 정보 제공

전자문서 자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모바일 클라이언트 부문

제품 및 가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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