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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PDF 9.0
PDF는 OS와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배포 및 공유가 가능하며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점차 PDF 문서의 활용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PDF 문서들에는 기업이나 프로젝트 팀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PDF 문서들을 편집하거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품들은 저사양이거나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PhantomPDF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고 빠르게
PDF 문서를 생성하고 편집하며 PDF 문서 보안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빠르고 안전한 전문적인 PDF 솔루션 입니다.

왜

합리적인 가격

PhantomPDF 인가요?

PhantomPDF는 Adobe Acrobat 제품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PDF 솔루션 수요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빠른 실행 속도

표준 준수

PhantomPDF는 빠른 실행 속도로 기존의 긴
PDF 로딩 시간 및 대량의 업데이트를 다운해야하는
일련의 번거로움을 해결했습니다.

PhantomPDF는 기존 모든 PDF 격식을 지원하며
Adobe Acrobat 제품을 쉽고 간편하게 99.9%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PhantomPDF는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여러 경로의 바이러스 침투를 예방합니다.

Microsoft Office 양식 리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쉽게
메뉴를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유연성의
PDF 솔루션을 찾는 기업들에게
PhantomPDF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의 4억2천7백만 사용자와 10만 기업 고객사들은
Foxit PhantomPDF 솔루션이 더 빠르고, 합리적이며 강력한 보안
PDF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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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PDF 9.0 신기능
리플로우 편집
리플로우 편집 기능은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텍스트 편집 기능
을 제공합니다.

블랙마킹
PDF에 특정 부분을 검은색으로 마킹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베이츠 번호 매기기
머리글과 바닥글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파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접근성 강화
PDF 태그에 강력한 툴 및 패널 제공, 텍스트 설정, 다양한 리딩 오더 등 더 쉽
게 사용이 가능합니다.(Business 버전)

PDF 2.0 지원
사용자는 PDF 2.0과 호환되는 PDF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 내보내기
영역을 선택하여 Excel, Word, PowerPoint ,HTML 및 텍스트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검색 및 바꾸기
사용자가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찾고 특정 단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편집
PDF 문서에서 레이어 가져오기, 병합, 순서 변경 및 삭제 기능을 지원합니
다.(Business 버전)
PDF 문 서 의 레 이 어 를 재 정 렬 하 고 삭 제 할 수 있 는 기 능 을 지 원 합 니
다.(Standard 버전)

운영체제
Windows 7 (32-bit & 64-bit)

최소 요구사양
1.3 GHz or faster processor

Windows 8 Full Version
Windows 10

512 MB RAM (Recommended: 1 GB RAM or greater)

Microsoft Office® 2007 or later version (required for some PDF
creation features)

1 GB of available hard drive space

Verified as Citrix Ready® with Citrix XenApp® 7.6

1024*768 screen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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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it® PhantomPDF™ Standard
빠르고 안전한 전문적인 PDF 솔루션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적합한 Foxit PhantomPDF Standard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적인 PDF 문서를 만들거나 보는데
최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Foxit PhantomPDF Standard는 고객들에게 PDF 문서의 보기, 생성하기 편집하기, 주석(코멘트),
문서공유, 보안, 출력, OCR 기능과 서명 기능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 PDF 편집 및 관리
• 협업 및 공유

• 문서 서명 및 보호
• 스캔 및 OCR 하드카피

Foxit® PhantomPDF™ Business
기업에서 필요한 고급 PDF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needs를 충촉시킬 수 있는 견고함과 효율성을 높인 고품질 제품입니다. Foxit PhantomPDF Standard
기반에 추가적인 편집기능, 보안, 파일 압축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 PDF 편집 및 관리
• 협업 및 공유

• 문서 서명 및 보호
• 스캔 및 OCR 하드카피

• AD RMS 보안
• 파일압축

Foxit® PDF SDK
업계 최고의 PDF 기술로 많은 앱들을 지원
업계를 선두하고 있는 Foxit PDF SDK는 강력하고 표준적인 PDF 기술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전하게 PDF 문서 보기, 편집, 주석
추가, 포맷, 관리, 검색 및 양식 채우기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발자를 상대로 개발되었습니다. PDF SDK는 강력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PDF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은 한 번 개발하여 여러 플랫폼에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
•
•

기업 및 클라우드 앱에 최적화
고성능의 PDF 라이브러리
강력하고 안전한 PDF 기술
PDF SDK로 다양한 기능 실현

• 다양한 플랫폼 지원
®
- Windows
- OS X® (Mac OS®)
- iO

- Linux™
- Android

Foxit® MobilePDF
Foxit MobilePDF for Android

Foxit Mobile PDF for iOS

독립된 플랫폼의 PDF 엔진에 이어 실행 속도가 빠르고
가벼운 Android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입니다.

Foxit MobilePDF for iOS는 여러분께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
최상의 PDF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 리플로를 통한 PDF 로딩
• 연필, 노트, 강조 등 주석 도구
• PDF 목록을 포함한 전체 텍스트 검색 기능

• 크리스탈 PDF 디스플레이
• 파일 비밀번호와 권한 제어
• 업그레이드 된 PDF 코멘트 도구 모음

Foxit MobilePDF for Windows Phone

Foxit MobilePDF for Windows RT

Windows RT를 동력으로 한 인텔 및 ARM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 PDF 문서를 읽고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oxit Reader for Symbian UIQ 3.X는 강력한 PDF 어플리케
이션으로 사용자는 Symbian UIQ 3.x 모바일 장치에서
간편하게 PDF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 고품질의 PDF 렌더링
• 인텔 및 ARM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지원
• 연필 도구, 노트, 강조 표시 등 주석 기능 지원

• Symbian UIQ 3.x 장치에서 PDF 파일을 볼수 있음
• 지정한 페이지에 쉽게 이동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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