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IA
HTML to PDF

온라인 웹 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HTML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각종 언어로 개발된 Windows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및 Windows 서버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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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IA
HTML to PDF

PDFIA

PDFIA란?

HTML to PDF

PDFIA는 온라인 웹 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HTML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Component로, 각종 언어로 개발된
Windows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및 Windows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 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에서 구동할 수 있는 분산환경을 지원하며 HTML 호환성 및 변환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에디션 구분

개요

특징

STANDARD

Windows COM+ 환경 지원방식

윈도우 서버 지원

PROFESSIONAL

별도 변환서버 IIS구성을 통한 jQuery.getJSON 지원방식

IIS 구성에 필요한 별도 DLL모듈제공

윈도우 서버(PDFIA) + 기타 모든 서버

* PDFIA 평가판은 DEXTSolution에서 STD만 다운로드 가능하며, PRO는 별도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info@dev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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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IA

PDFIA 시스템 기본 구성

HTML to PDF

리눅스나 UNIX 등의 웹 서버와 연동하는 방법
PDFIA는 Windows 서버에서 구동되며,
리눅스나 기타 웹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HTML 변환요청

별도 서버를 구축해서 IIS를 통해서 변환처리를 하고
결과파일을 받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열람

리눅스
유닉스
기타 웹서버

PDF 파일전달

PDFIA
변환서버
(윈도우서버)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
Windows 서버에서 웹 서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PDFIA 컴포넌트를 COM+로 설정해서
변환기능을 바로 구현 가능합니다.

HTML 변환요청
PDF 파일열람

PDFIA
변환서버
(윈도우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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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IA 주요특징 및 특장점 (1)

PDFIA
HTML to PDF

주요특징
• 블로그, SNS 포스트, 게시판 등의 온라인 웹 페이지 변환 가능
• 기업의 인트라넷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웹 페이지 변환 가능

• HTML 파일 전체 또는 일부 변환 가능
• 웹 페이지 로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 확인 가능
• 변환 완료 이벤트 지원
• PDF 변환 옵션 설정 지원 (레이아웃 방향, 확대/축소 비율, 여백 등)
• 멀티 프로세스로 구동되어 빠른 변환 속도 지원

특장점
저렴하게 HTML 문서 변환

우수한 성능과 환경지원
HTML 원본문서 형태유지

HTML로 구성된 문서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변환기능을 구현

COM + 환경지원과 더불어 32/64 bit를 모두 지원, 다양한 윈도우 환경 지원
HTML 문서를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열람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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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IA

PDFIA 주요특징 및 특장점 (2)

HTML to PDF

변환 가능한 PDF 결과파일 용지 size 목록

0 : Letter (21.59 cm * 27.94 cm)

10 : Envelope C5 (16.2 cm * 22.9 cm)

1 : Legal (21.59 cm * 35.56 cm)

11 : Envelope B5 (17.6 cm * 25 cm)

2 : Executive (18.41 cm * 26.67 cm)

12 : Envelope Monarch (9.84 cm * 19.05 cm)

3 : A2 (42 cm * 594 cm)

13 : A6 (10.5 cm * 14.8 cm)

4 : A3 (29.7 cm * 42 cm)

14 : Double Japan Postcard Rotated (14.8 cm * 20 cm)

5 : A4 (21 cm * 29.7 cm) 기본값

15 : B6 (12.8 cm * 18.2 cm)

6 : A5 (14.8 cm * 21 cm)

16 : 16K (19.68 cm * 27.3 cm)

7 : B5 (18.2 cm * 25.7 cm)

8 : Envelope #10 (10.48 cm * 24.13 cm)
9 : Envelope DL (11 cm * 2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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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PDFIA
HTML to PDF

PDFIA 기본 설치 사양 (S/W)
• Windows 7, Windows 8.1, Windows10
• 변환 server 운용 시

: Windows 2012 이상 권고 (x86, X64)
: Web SERVER : IIS 6 이상
: Framework (.NET Framework 4.* 이상)

PDFIA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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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IA

PDFIA 적용 분야

HTML to PDF

PDFIA
그룹웨어

- 전자결재

그룹웨어, 전자결재, 지식관리,

- 지식관리

자료실 등의 HTML 문서를

- 자료실

PDF로 저장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특정 HTML 페이지를 PDF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
대시보드 데이터, 리포트를 PDF로 저장하는 경우

홈페이지
지도변환

지도서비스 사이트의 PDF 변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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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IA

레퍼런스

HTML to PDF

국내외 10,000여 개 웹 사이트에서 DEXTUpload 제품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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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Website

구입문의

주소

www.dextsolution.com

서 민 호 이사 / 전 영 열 차장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www.devpia.com

02-6719-6200 / 02-6719-6202

1211호 (구로동)

jake@devpia.com / info@devpia.com

Fax. 02-6499-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