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zPDF Security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과 연계, 원본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모든 문서에 대하여 PDF로 실시간 변환하여 

열람이 가능한 전용 Viewer입니다. 

특히,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DRM)을 적용하여 문서열람제어, 

문서배포제어, 인쇄제어 등 문서 보안 관리가 가능하며, 문서의 사용 

이력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문서보안 솔루션

권장 설치 환경 및 시스템 사양

OS : Windows 2003 (with Service Pack3) or Windows 2008 Server

H/W : 3.00GHz 4Core 1 CPU 이상 / 2CPU Memory 4GB 이상, 146GB DISK*2EA

설치 어플리케이션 : HWP, MS-office, 훈민정음 등 PDF변환을 원하는 전자문서 포맷의 응용프로그램

기 능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손쉬운 연동 및 호환성 제공

기록물 암/복호화 통한 보안 설정 기능(국정원 암호화 모듈)

기록물 위 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기록물 접근, 열람, 저장, 출력, 유통 제어 기능(관리자 페이지)

기록물 워터마크, 텍스트마크, 화면 캡쳐 방지 기능

다양한 전자문서(한글, MS-Office, TXT, 이미지)의 뷰잉 지원

기록물 문서보존포맷인 PDF/A-1 열람통제 지원

압축 파일(Zip) PDF/A-1 변환 및 Viewing 지원

e-Book 기능(검색 및 책장 넘기기 등)

Viewer 자동 배포 기능 지원

특 징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과 연계시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DRM)을 적용

     1) 문서열람제어

     2) 문서배포제어

     3) 인쇄제어 가능

          문서 보안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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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내부 문서 열람에 있어 열람제어, 문서배포제어, 인쇄제어 등 문서 보안 관리

문서의 사용 이력 관리

제품의 활용

제품의 특장점 

다양한 플랫폼(doc, ppt, xls, hwp 등)에서의 PDF 변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 

아래한글의 고유 글꼴을 해당되는 TTF 폰트로 매핑, PDF 문서 내에 Font 정보를 삽입하므로 완벽한 PDF 변환을 지원 

책장 넘기기 등 e-Book 기능

주석 달기(Annotation)기능

PDF 변환기능

유용한 사용자 위주 기능

워터마크삽입, 문서 이력관리, 그룹별 사용자 별 보안정책 구분 적용 가능, 일/월별 이용 통계 분석기능, 문서 이용내역 분석 기능

관리자 기능

제품 및 가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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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기대 효과

보안 취약점 해소

행정정보의 공개 시 기관담당자들의

문서 유출 및 변경에 대한 위험성 감소

효율적 문서이관

장기보존기록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PDF/A-1문서포맷을 완벽 지원

투명한 행정 처리

지방자치단체 정보에 대한 내부사용자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관리의 투명성 제고

구성도

기관내부시스템

RMS PDF변환서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ata 저장소

온나라 시스템 결재문서 이관
(원본파일)

시스템연동
(PDF/A-1)

장기보존포맷
(.neo 파일)

문서보존포맷용

문서보안용

보안 적용된
단일포맷 문서공개

PC용 Reader로
문서 열람

공개여부를 선택

행정정보 이관
(원본파일)

전자결재 시스템

인가된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