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  용

전자문서 장기보존을 위한 기록물 관리시스템 (PDF/A-1으로 보존)

대량의 전자문서를 특정한 양식의 PDF 문서로 일괄 변환이 필요한 기관

문서관리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의 PDF 변환 서버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전자문서 결재 및 공개를 위한 시스템

CAD 도면 등 대용량의 문서 처리가 필요한 곳

특  징

문서 통합 관리를 위한 서버 기반의 PDF 변환 솔루션

Java, VB 등 다양한 API 제공

동기 (synchronous) . 비동기 (asynchronous) 작업가능

Multi-processor system 지원 및 plug-in을 통한기능 추가와 같은 확장성

HWP, MS 오피스, 훈민정음 등 다양한 문서의 PDF 변환 지원

에러 복구 (배치작업 시 선행 작업의 에러에 상관없이후속 작업 수행 가능하며, 

OS시스템 다운 후 재실행 시 등록된 작업은 계속 수행 가능 함)

Load balancing을 통한 복수의 ezPDF Workflow서버 간의 작업 분배

다양한 API를 제공하여 손쉽게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나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 사이트의 PDF 변환 작업 처리량 규모에 따라 하나 이상의

ezPDF Workflow 서버를 설치하여 서버간 작업 분배를 통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규모 사이트에도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ezPDF WorkFlow는 각종 응용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생성된 문서들의 PDF 변환 및 활용을 위한

서버 기반의 PDF 솔루션입니다.

Server 기반의 PDF 변환 솔루션

설치환경 및 시스템 사양

O/S 

CPU

RAM

HDD

Window 2003 Sever

Window 2016 Sever

2.66GHz QuadCore 1

4GB

500GB

www.ezpdf.co.kr



제품 및 가격 문의

청와대

국회사무처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삼성생명

대법원

행정자치부 민원24

국가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네이버

언론재단 

대림산업

활용사례

행정문서 공개 서비스 구축

본회의장 & E의안 & 디지털발간물

자동화 서비스 구축

행정문서 공개 서비스 구축

온라인 청약 구축

등기&사법 서비스 구축

재증명서 발급 & 문서유통서비스

시스템구축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학위논문 DRM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식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

뉴스콘텐츠유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결재 PDF 서비스

시스템 구축

폴더 감시를 통한 문서의 자동 변환 기능

데이터 객체 관리 기능

      원본문서, index 파일, TOC 정보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

PDF 문서 내에 Highlight 검색을 위한 index 생성 및 추출 기능

TOC 파일 정보를 이용한 목차 혹은 책갈피 생성 기능

Filter 기능

      문서의 검색 및 활용을 위해 PDF 문서에서 text, html 추출

      행 끊김, 외자 처리, 형태소 분석 가능

PDF 파일 병합 기능

PDF 문서 암호화 및 문서 보안 관련 인쇄, 내용 복사, 수정 등에

대한 제어 기능

PDF/A-1 변환 지원

watermark 삽입 기능

접속 IP 제한 기능

DB[스키마] 감시를 통한 문서의 자동변환기능[Pro 버전에 한함]

웹[웹페이지제공]을 통한 개인문서 변환기능[Ent 버전에 한함]

기  능

PDF Utilizing Process

사용자
문서변환 및 재처리

Client

*.hwp *.doc *.gul etc

Application Server

UNIX,
MainFrame,

Win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퍼블리싱

인터넷 이메일

서버기반의 PDF 변환 및 활용을 위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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