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zPDF Reader는 PDF 문서를 종이 책장 넘기 듯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자책 전문 PDF 뷰어로서, 책갈피 삽입, 목차 보기,

FTR(Full Text Retrieval) 검색, 하이라이트 검색 등 PDF 문서를

보기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보기 형식을 지원하는 전자책 전문 PDF 뷰어

설치환경 및 시스템 사양

Window 2000/XP/Vista

최소 사양 CPU: Pentium4 1.0G, RAM: 512M, HDD: 40GB

기 능특 징

PDF 파일을 열어서 볼 경우 실제 책을 보는 듯한 효과 구현 

(책장 넘김 효과)

사용자의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자동 최적 사이즈 구현

자유로운 확대/축소 보기 (최대 6400%까지 확대)

확대 시에도 선명한 해상도를 보여줌 (벡터이미지)

콘텐츠 종류에 따라 보기 방향 설정 가능

보다 높은 가독성을 위한 책 읽기 방향에 따라 페이지 이동 

기능

각 사이트 별로 자체 로고를 사용하는 스킨 적용 가능

site license 제공

ezPDF FormServer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ezPDF FormManager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책갈피, 목차, 검색 창, 페이지 보기 등 기본 PDF 뷰어 기능

콘텐츠 종류에 따라 상, 하, 좌, 우 넘기기 효과 선택 기능

양면 . 단면 보기 설정 기능

전체화면 보기 기능

자동 슬라이드 선택 기능 (슬라이드 간 시간 간격 설정 가능)

책갈피 표시기능

전자서식(PDF Form)의 입력 및 열람 기능*

PDF Form의 신청서, 계약서 등의 서식 내용을 작성하여 저장하는 기능

서식 정보의 유효성 검증 기능

운영체제(윈도우,유닉스,리눅스) 및 web broswer(MS IE, FireFox, Chrome) 
에 상관없는 전자서식 입력 기능 지원

서식 입력 값을 XML 데이터로 추출하는 기능

전자 서명 검증 기능

Time Stamp 유효성 검증 기능

* 이 기능들은 ezPDF FormServer 또는 ezPDF FormManager와의 연동을 통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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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기능 사용 화면다양한 PDF 보기 화면

제품 적용 사례활 용

PDF 파일로서 자체 자료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로고를 가진 뷰어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PDF 기반의 DRM 솔루션을 적용하고 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전용 뷰어로

사용할 경우

PDF 파일로서 전자책 서비스를 원하는 곳

전자서식을 이용한 문서 요청 및 발급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

교보문고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KT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다음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청와대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시스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서비스 시스템

학위논문 공동이용 협의회 학위논문 서비스 시스템 (전국 140여 개)

한겨레 전자신문 서비스 시스템

대법원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교보생명 e-상품갤러리 즉시 출력 시스템

제품 및 가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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