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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시나리오

주요 특징

안전성
유니닥스 서버로 문서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내용 유출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비용
솔루션 구매나 서비스 구축 없이도 보안 기능 적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편의성
ezPDF Editor에서 보안을 적용하고, ezPDF DRM Reader 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문서를 열람하는 간편하지만 확실한 문서보안 서비스입니다.

호환성
다양한 OS 환경에서 보안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PC, 안드로이드, iOS)

ezPDF DRM 서비스 사이트

보안 적용 프로그램

보안 문서 열람 프로그램

ezpdf.unidocs.co.kr

ezPDF Editor (Windows PC)
개인용 (무료) 또는 기업용 (유료)

ezPDF DRM Reader
(Windows PC, iOS, Android)

Track Usage 
i

Control Printing 

Limit Number of Views No Server UploadLimit Number of Prints

Enforce Expiry Days

ezPDF DRM 서비스는 1:1 문서공유로 정보노출

사고를 줄이고 문서열람 횟수와 열람기간을 제한하는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정보 보안은 
ezPDF DRM 서비스로           하게 !
쉽고 확실하게 소중한 정보를 지키세요

easy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등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학생 및 교수 
과제 및 논문 등의

중요 문서 보안

기 업 
상호검토 용도의

계약서 업무에 활용

열람 정보 확인 인쇄 금지 설정 열람 기간 설정

열람 횟수 제한 인쇄 횟수 제한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PDF DRM 서비스 

ezPDF DRM  서비스는 ezPDF Edito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PDF 문서 보안 서비스입니다.

사용하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 IT타워 308호
02. 715. 6622   l  sales_team@unidocs.co.kr 
www.unidocs.co.k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02.2233.2111  l  maclove@allinonetech.co.kr
www.allinonetech.co.kr

개발사

총판

보안 문서 생성하기 ezPDF Editor 필요 

보안 문서 열람하기 ezPDF DRM Reader 필요

ezPDF DRM Reader 필요ezpdf.unidocs.co.kr 접속 필요열람 정보 확인 및 제어 하기 

1. ezPDF DRM Reader를

설치한다.

2. ezPDF DRM Reader에서

로그인 한다.

3. 공유 받은 보안 문서를

다운로드 한다

4. 보안이 적용된 PDF 파일을

ezPDF DRM Reader에서

열람한다.

1. ezPDF DRM 서비스로

접속한다.

2. ezPDF DRM 서비스에

로그인 한다.

3. 보안이 적용된 문서 별 

열람 정보를 확인한다.

4. 보안이 적용된 문서 삭제 등 

제어가 가능하다.

1. ezPDF Editor를 시작한다. 2. 보안을 적용하고 싶은 문서를

불러와서 PDF로 변환한다.

3. 로그인 후, PDF파일에

보안기능을 적용한다.

4. 보안이 적용된 PDF파일을

일반문서처럼 자유롭게 상대에게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