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도입 사례

PDF 전자문서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새로운 선택

ezPDF Editor 3.0은 PDF 솔루션 전문기업 유니닥스가 개발한 

PDF 편집 소프트웨어로서, PDF 전자문서의 생성과 변환, 편집, 

보안처리 및 전자서명 등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청, 서울시청, 동대문구청, 한국식품연구원, 금융보안원, 법무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병대사령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용인도시공사, 경상북도청

Edit 
문서 편집

Annotation
주석처리

Convert 
생성 및 변환

Security
기밀보안

대한민국 전자문서

주요 특징

아래아 한글 전용폰트(HFT)와의 정확한 호환성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방식의 빠르고 간편한 변환·병합 기능

더욱 편리해진 UI를 통한 PDF 문서 내 텍스트 수정 기능

중요한 정보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블랙 마스킹 기능

PDF의 내용과 서식 재활용을 위한 포맷 재변환 기능

* 아래아 한글(HWP), MS Office(Excel, Word, PowerPoint), 텍스트(TXT), 

   이미지(JPEG) 및 HTML 포맷으로의 변환기능 지원

주요 활용 요소

다양한 포맷의 문서들을 PDF 포맷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문서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텍스트 편집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출판·인쇄업계의 간편한 교정작업 진행

블랙마킹 기능과 기타 보안강화 정책을 활용한 문서 내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의 보호유지

PDF 문서의 양식추출 및 재활용을 위한 재변환 기능을 통한 문서업무 편의성 강화

시스템 사용 환경

운영체제

CPU

RAM

HDD

Windows Vista 이상

Pentium IV 이상

1 GB 이상

100 MB 이상

Merge 
병합 & 결합

Reuse 
문서재활용



ezPDF Editor 3.0은 PDF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텍스트 수정 기능을 통한 문서 편집다양한 전자문서 포맷의 PDF변환 및 병합

아래아 한글 전용 폰트(HTF) 지원보안성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등록과 인증을 통한 제품 안정성 보장문서 재변환 기능을 통한 문서 가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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