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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DF를 사용하면 별도 비용없이 PD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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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novaPDF 는 강력한 PDF 생
성기입니다.  터미널  서비
스  또는  원격데스크탑  접
속에서  공용  네트워크  프
린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PDF링크와  북마
크를  인식하고,  PDF에  워
터마크를  삽입하고,  이메
일을  통해  PDF를 전송하는
등의  많은  부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novaPDF  SDK 는  소프트웨
어  개발자가  자신의  어플
리케이션에 PDF 생성  기능
을  통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PDF SDK 입니다.

Backup4all 은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쉽게  백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백업  유틸
리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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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doPDF에 관한 소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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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ust  say  that  dopdf  is
great.  Simple,  powerful and
free. I used it for a  personal
job  and  I  liked  it.
Congratulations.  Armando
C."

doPDF7.2 무료 PDF 변환기

PDF 변환

doPDF7.2 는 가상프린터 드라이버로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의
프린터 및 팩스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PDF 변환을 위해서는 무료 PDF 변환기
인 doPDF를 통해 문서를 인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워드
패드, 노트패드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서를 연 다음, 인쇄 창을 열
고 doPDF를 선택하세요. PDF파일의 저장위치를 지정하고, 변환이 완료되면 PDF
파일이 기본 PDF 뷰어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아래의 스크린샷을 통해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에서  PDF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 볼 수 있습니다
(word to pdf):

이 무료 PDF 변환기의 주요 장점:
무료 - 상업용과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PDF 변환기입니다.
32비트 와 64비트 지원 - 32비트와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스트스크립트 불필요 - 고스트스크립트나 닷넷프레임웍 런타임 환경과 같
은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른 PDF 변환기에 비해 매우 작
은 설치파일만이 필요합니다.
변경가능한 해상도 - 72 dpi 에서 2400 dpi 까지 어떠한 해상도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지사이즈 설정 - 기본 용지 크기(Letter, Legal, A4, A5, A6, ...) 또는 개인
용지 크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검색가능한 PDF - 생성된 PDF 파일 내에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합니다(검색엔

for Windows 7, Vista, XP, 2008/2003/2000 Server (32 and 6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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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 변경이력

무료. 가볍고 간편합니다.
doPDF는 개인용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PDF 변환기입니
다. doPDF를 사용하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인쇄" 명령을 통
해 PDF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클릭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또는 이메일과 관심 있는  웹사이트를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DVDFab 2D to 3D Converter
Convert 2D video to 3D perfectly. AVI, MP4, MKV, FLV, M2TS as output.
www.dvdfab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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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PDF 내의 텍스트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다중언어지원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현재 지원되는 20여개의 언어 중에서 선
택할 수 있습니다.(언어 지원목록.)
지구 환경보존에 기여 - 왜 문서를 인쇄하는데 종이를 소비하는 대신 PDF파일
을 생성하여 목재 자원을 절약하지 않습니까?
작은 컴퓨터 자원을 사용 - 다른 무료 PDF 변환기와 비교하여, doPDF는 실제
PDF 변환시에 더 작은 메모리와 CPU자원을 사용합니다.

doPDF는 무료 PDF 변환기이며, PDF 뷰어가 아닙니다. PDF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무료 PDF리더(Adobe Reader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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