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장사양

O/S 

CPU

RAM

HDD

  Windows XP 이상

  Pentium 4 이상

  1GB 이상

  100MB 이상

ezPDF Content Editor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PDF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DF 콘텐츠 제작 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일반적인 PDF의 기본 사양을 지원하는 표준 규격 준수

음성 및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임베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PDF 생성 지원 솔루션

기업, 기관 및 학교 등에서 자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업용 콘텐츠 제작 기능 지원

전자간행물의 생성 및 출판이 가능한 전자출판용 콘텐츠 제작 기능 지원

기타 제품 버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별 커스터마이징 구현 지원

Interactive한 PDF Contents의 활용

주요 활용방안 

전자문서 활용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용자를 위한 임팩트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

교육 콘텐츠 분야 기획/디자인 분야 일반업무(PT 등) 분야전자책/멀티미디어북

콘텐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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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PDF Content Editor Standard 제품은 유니닥스의 PDF 제작툴이 가진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간편하게 구성함으로써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직접 제작 가능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제품 및 가격 문의

동영상 및 음성파일의 문서 내 임베딩 및 연계 

기능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PDF 생성 기능

문서에 첨부되는 파일 또는 링크 URL 등의  

삽입 영역 지정 및 해당 문서 연계 기능  

PDF 내 설정된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콤보박스 조정 및 정렬 기능 

다양한 정렬옵션

ezPDF Content Editor Professional 제품은 콘텐츠 제작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여 PDF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특화된 콘텐츠 제작 기능을 추가 지원합니다.

문항별 단일 및 복수형 정답 선택, 콤보박스 

설정, 페이지 정답 표시 및 자동 채점 등 

새로운 시험 생성을 위한 영역 지정 및 평가 

점수 배점 지정 및 표기박스 옵션 설정 기능

[고급] 기능 탭을 활용한  문서 내 파일 

스크랩 및 기존 스크랩 된 파일의 첨부 기능

다양한 문항생성 시험생성 기능 스크랩도구 활용

멀티미디어 삽입01 파일첨부 및 링크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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