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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구성 

��� 편집 

�PDF 작성 및 변환 

R

/ Make It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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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PDF 관리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PDF를 찾고 구성 

동일한 창에서 여러 개의 PDF를 탭으로 열기 

Microsoft Office 스타일 리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든 열린 PDF 파일을 하나의 PDF로 병합 

텍스트 뷰어에서 문서 보기 (텍스트 이외의 모든 내용을 숨겨서 문서를 읽기 쉽도록 만듬)  

축소판을 끌어서 놓기 방식으로 문서 사이 또는 단일 문서 내에서 페이지 재정렬 

문서 내에서 페이지 조작 (페이지 삽입, 추출, 바꾸기, 삭제, 회전, 자르기, 분할, 교환, 복제)   

PDF 포트폴리오 검토, 인쇄, 작성, 검색 및 편집 

즐겨찾기에 파일을 추가하고 한 번에 여러 즐겨찾기 파일 열기 

일괄 인쇄 지원 ,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인쇄 대기열에 추가 

JavaScript 및 DMS (Microsoft Sharepoint) 지원 

확장 가능한 비율로 파일 크기 줄이기 

도구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도구를 빠르게 찾기 

OpenOffice 문서를 포함하여 인쇄 가능한 모든 파일 형식에서 PDF 일괄 작성 

PDF/X, PDF/A 및 PDF/E와 같은 ISO 표준을 준수하는 PDF 만들기  

PDF를 MS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TXT 및 이미지 형식으로 일괄 변환 

PDF를 OpenDocument 텍스트 (.odt)로 변환���� 

전체 웹 사이트 또는 특정 레벨의 웹 사이트 변환 

24시간 주기로 처리된 파일 및 페이지 수를 보여주는 변환 수량 통계 모니터 

Microsoft Word, Excel, PowerPoint 및 Outlook 추가 기능에서 PDF 만들기 

Edge, Chrome 및 Firefox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서 PDF 만들기 

여러 파일을 하나의 PDF 또는 PDF 포트폴리오로 병합  

PDF에서 텍스트 추가, 편집, 삭제, 및 텍스트 글꼴, 색상 등 속성 편집 

PDF에서 이미지 추가, 편집, 삭제, 드래그하여 이미지 이동, 크기 조정 및 이미지 자르기 

Editor의 쓰기 모드는 Word와 같은 편집 기능 제공  

Editor에서 Excel 문서를 직접 편집 

머리글 및 바닥글, 배경 및 워터마크 삽입, 책갈피 만들기 

웹 링크 인식 및 제거 

PDF에 멀티미디어 삽입 - 3D, 동영상 및 사운드  

눈금자, 눈금선 및 격자를 사용하여 개체 정렬 

전체 문서에 대한 맞춤법 검사 및 오타 수정  



검토 및 주석 

����양식 

��� 보호 및 서명 

스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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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넷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검토자들과 함께 동일한 PDF 문서를 공동 편집 

마크업, 그리기 도구 등 다양한 주석 도구를 사용하여 PDF에 주석 추가 

영역 강조 표시 

주석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주석 요약 만들기 

파일 또는 사운드를 주석으로 첨부 

PDF 파일의 두 버전을 비교하여 모든 차이점 검토 

페이지 번호 , 페이지, 책갈피 또는 콘텐츠 텍스트 별로 문서 분할 

페이지 축소판 또는 책갈피로 PDF 탐색 

PDF를 만들거나 변환 시 OCR 실행 

스캐너에서 PDF 작성 시 OCR 실행 및 PDF/A-1b 규격 파일 만들기 

OCR 인식 오류 찾기 및 수정 

다양한 유형의 양식 필드 만들기 

양식 데이터를 xml 파일로 내보내기 

양식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기 

양식 필드 강조 표시 및 자동 완성 

정적 또는 동적 양식 편집, 채우기 및 저장 

정적 양식을 디지털로 채울 수 있는 PDF 양식으로 변환 

직접 교정 표시 또는 민감한 콘텐츠를 검색하여 교정하기 

권한 암호로 PDF 인쇄, 편집, 복사 제한 

Microsoft Azure Information Protection(API)로 PDF 보호 

암호 및 인증서 보안 

문서 검사 (PDF에서 민감한 정보를 검사하여 제거) 

화이트 지우기를 사용하여 PDF에서 선택한 영역의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삭제 

디지털 서명, 자필 서명 및 타임 탬프 

문서 인증 및 허용되는 작업 설정 

자주 사용되는 서명, 인증서 및 암호화를 정책으로 추가 

신뢰할 수 있는 ID 구성 또는 디지털 서명 확인 

서명된 문서의 두 버전 간 차이점 비교 

https://www.rightpdf.com/
mailto:sales@rightpdf.com
mailto:support@rightpd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