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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제품 설명)
Papyrus CD-ROM/DVD 솔루션은 필요한 원격지 사이트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어떤 다른 매체를 이용해 배포하는 것 보다 그리고 중앙집중 방식의
COLD 아카이빙 시스템보다 훨씬 더 쉬운 실행 방법 등을 통하여 현격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CD-ROM/DVD 을 위한 아카이브 파일의
변환, 디자인 및 인덱스 생성은 PC 서버 플랫폼에서 수행됩니다. 생성된 문서는
사용자에게 제공된 생성된 CD-ROM/DVD에 포함된 윈도우 뷰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PC및 프린터를 이용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Papyrus
Fast Search Index 기술을 이용하여 빠르게 검색될 수 있다.
이 솔루션의 또 다른 장점은 어떠한 플랫폼 상의 고속 프린터에서도 장기간의
재 인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IBM의 문서 아키텍처인 MO:DCA의 고수이다.
이 아키텍처는 또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필요한 경우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그리고 전자적인 형식의 폼에 대한 자유로운 혼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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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성 설정

프린트 리소스

•선택적인 디자이너 기능을 이용하여 폼
및 데이터 레이아웃을 디자인
•인덱스 생성 및 ASCII 또는 EBCDIC
라인 데이터 파일을 AFPDS로 변환
•문서, 인덱스 및 뷰어 파일을 표준
제품들(제공되지 않은)과 함께 CDROM/DVD으로 기록
•AFPDS 파일의 Papyrus Client
Viewer를 이용한 검색, 보기 및 인쇄
•한 그룹의 AFP 파일들에 적용된
외부 인덱스 파일의 검색 및 Papyrus
Client를 통하여 이 파일들 내의
특정 페이지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Fast Search Index 기능. 이
파일들은 선택적인 압축을 통해서
다른 CD들로도 배포될 수도 있다.
Fast Search Index 기능과 결합한
Papyrus Client는 강력한 CD-ROM/
DVD 솔루션의 기반이 된다.

처리 속도는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에
영향을 받는다.

AFP 아웃풋을 적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쇄 또는 처리하려면 폼, 로고,
폰트 등의 원래의 모든 AFP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리소스들은 생성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CD-ROM/DVD에 저장되며, Papyrus
CD-ROM/DVD PC이서 필요 시에
사용된다.

장점
CD-ROM은 압축 없이 150,000
페이지의 문서를 담을 수 있다. 달러화로
본 평균 비용의 경우 인쇄의 경우
페이지당 1-2 센트, 마이크로피치의
경우 0.3 센트, 기록 가능한 CD-ROM의
경우 0.07 센트이고 1000 pressed CD
의 경우 0.02 센트이다.

z/OS JES 2/3 인터페이스
Papyrus Host z/OS의 started task
는 선택적으로 IBM의 PSF와 같이 JES
스풀에 대한 동일한 FSS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자동으로 스풀 파일, 파라미터
및 모든 AFP 리소스를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표준
•AFP 데이터스트림은 MO:DCA에서
IBM에 의해 표준화되고 공개적으로
공표되었다. ISIS는 IBM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앞으로 공개될 변경사향에
대해서 IBM으로부터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Papyrus Server AFP는 DCF/
Script, ACIF, Papyrus DocEXEC
또는 다른 제품으로부터 생성된
AFPDS(LIST3820)를 완벽히
지원한다.
•PAGEDEF/FORMDEF 및 OVERLAY
는 IMM, IDM 및 IPO AFPDS 구조
필드가 내재된 Mixed Mode의 여부와
관계 없이 완벽히 지원된다.

CD-ROM/DVD 기록 속도는 CDWriter에 영향을 받는다.

권장 환경구성
•인텔 펜티엄
•512MB RAM
•데이터용 1GB, CD 버퍼용 1GB
•IBM OS/2 4.0
•Windows 2K/XP/2K3/
VISTA/2K8/7
•드라이버가 설치된 모든 종류의 CDROM/DVD Writer

CD-ROM/DVD 보기

IBM의 계약 조건에 다르면, IBM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폰트의 경우
백업 또는 서비스의 용도로만 아웃풋
파일로 옮겨질 수 있다.
ISIS는 선택적으로 윈도우 폰트를
AFP 폰트로 변경해서 CD-ROM/DV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Papyrus Font
Converter를 제공한다.

CD-ROM/DVD에 포함된 AFP 레스터
또는 아웃라인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폰트가 PC에 설치될 필요
없이 CD-ROM/DVD의 내용물을 전체
화면 품질로 볼 수 있다.
배포판의 Papyrus Client는 솔루션과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CD-ROM/DVD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보기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CD-ROM/DVD의 실
사용자들이 뷰어 컴포넌트의 구매 및
설치 없이 그것만으로 완비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
Papyrus Client는 PEL 정확도의 문서
표현을 가능하게 할 분만 아니라, 어떤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용한 인쇄 작업도
가능하게 한다.
열람을 위한 PC는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잘 맞는 시스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Windows 2K/XP/2K3/VISTA/2K8/7
이다.

Order Information (주문 정보)
Papyrus CD-ROM/DVD Solution
배포판의 Papyrus Client AFP
Viewer 제공

Training (교육)
ISIS에서는 유상으로 사내 워크샵 및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Maintenance (유지보수)
ISIS 소프트웨어 제품의 내용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무상 서비스
기간은 설치 후 6개월간 제공된다.
업데이트와 hotline 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는 선택적 계약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