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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제품 설명)
Papyrus Designer Suite는 dynamic formatted(동적 포맷) 문서 및 forms(
폼)/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WYSIWYG 방식 데스크톱 디자인
toolkit(도구)이다. Dynamic statements(동적 양식 문서), invoices(청구서),
보험 업계 문서, 계약서, 마케팅 문서 관련 서신 등의 graphical(그래픽컬)
하고 시각적 디자인을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이 사용됩니다. 개발 시간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10배까지 단축됩니다! Papyrus Designer를 이용하면 실제
문서를 PEL accuracy 형식으로 래스터 및 외곽 글꼴, spot(점) 및 완전한
컬러지원 기능을 포함하면서 240, 300 과 600 dpi의 해상도로, 화면상에서
확인 검증할 수 있읍니다.
다른 모든 제품들과는 달리, Papyrus Designer는 문서 디자인 과정에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LOGIC(로직), Layout(배치) 및 프린터 자원(글꼴, 폼, 로고 등)
을 완전 포맷화 된 페이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apyrus
DOCDEF 언어는, 가장 복잡한 데이터 및 문서 logic 기능들을 실현 가능 하게
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널리 알려진 script language(스크립트 언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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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kit 기능

Statement Formatting

AFP Printer Driver

•OGL/370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폼
개발
•IBM PAGEDEF 라인 포매팅
•동적 보고서 개발
•문서 로직의 시각적 디자인
•폰트와 이미지 편집
•폰트 변환
•Windows 어플리케이션용 Papyrus
AFP PrinterDriver
•Papyrus Client AFP 보기, 폼 채우기
및 문서 생성

•Papyrus DocEXEC를 위한 DOCDEF
소스 코드 의 디자인 및 편집.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Visual
editor(시각화 에디터)를 이용하여
빠른 입력 정의 기능 제공
•Drag & Drop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시각화된 문서 로직 편집기.
•실제 데이터 및 모든 프린터 자원을
이용한 실시간 문서 포매팅 및
미리보기 기능
•그래픽컬 페이지 화면과 시각화 로직
에디터 사이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가진
자동 문서화 기능 편집기
•모든 데스크톱 프린터에서 테스트 가능
•다양한 디스플레이 화면
•Single-step(단일 스텝) 디버거
•성능 분석기
•나열, 추적 및 로깅 기능
•에러 메시지의 해당 소스 코드로의
이동을 위한 하이퍼링크 기능
•동적인 b/w, spot color 및 true color
차트 생성(pie 2D/3D, 막대그래프,
radar, line, area, ...)
•HPGL/HPGL2 도표 가져오기
•TIFF G4 가져오기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DB/2,
Oracle, MS-SQL Server, ODBC,
...)
•바코드, 2D Data matrix, PDF417
•Tables (테이블 등)
•AFP 와 PDF 로 output을 만들어 줌

•Windows 2K/XP/2K3/
VISTA/2K8/7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문서를 AFP 프린팅 영역으로,
문서 통합기능 제공
•아카이빙과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한,
문서의 인덱싱(indexing) 기능

Benefits (장점)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른 개발 및 테스트
기능
•개발 노력의 경감:

- 100% display(표현) 정확성
- 통합된 개발 및 디버깅
- Graphical (그래픽컬) 개발
- Visual(시각적) 로직 디자인
및 편집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IBM AFP data
stream 호환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어떠한 시스템
플랫폼 또는 어떠한 프린터에서도 사용
가능

Forms-Overlays
•IBM OGL/370 소스에서 APF 폼의
로딩, 편집 및 생성.
•모든 AFP 폰트의 직접 로딩.
•라인, 박스, 둥근 모서리를 가진 모양,
원 및 다양한 음영 패턴과 선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불규칙한 모양의 그리기
•문서 작성 중에 동적 위치 변경이
가능한 forms(폼)의 사용. 폼의
크기는 포매팅 정보로 사용되어짐.

Data-Placement
•폼 및 폼 구성요소를 볼 수 있는 IBM
PSF 호환 PAGEDEF의 시각적
디자인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서 표시되어질
때 폼 편집 가능
•IBM PPFA/370 소스 코드의 로딩,
편집 및 생성
•PAGEDEF 로직 구조의 시각적
가시화 및 편집 기능

FormsFill
•FormsFill을 지원하는 Papyrus
Client용 PAGEDEF 확장
•Papyrus Client FormsFill은 스크린
상에서 표준 APF 폼 사용
•사용자는 forms에 on-line data
입력함

Prerequisites (필수 사항):
•Windows 2K/XP/2K3/
VISTA/2K8/7.
•256 MB RAM 메모리 펜티엄
•1280x1024 해상도와 256 컬러를
가진 17” 모니터
•인쇄 시험을 위한 패러랠 포트
•2 MB RAM 메모리의 PCL 프린터.
•FormsFill 기능사용시, 사용자의 PC에
Papyrus Client가 필요됨
•문서 기능중 포매팅을 위하여,
Papyrus DocEXEC을 필요가 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출력을 위해서는
Papyrus Client 또는 Papyrus
Server가 필요됩니다. IBM PSF 또는
바이너리 호환 제품도 출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Data/Text Prompt
•Papyrus DocEXEC용 Data/text
PROMPT를 이용하여 Papyrus Client
와의 사용자 상호작용 기능 제공
•Papyrus Client 텍스트 편집기는
사용자를 위한 WYSIWYG text
기능 제공. Text(텍스트) 요소들은
DOCDEF 소스에 저장되며, 메시징
및 다른 문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On-line interactive 문서 생성 지원

Font and Image 편집기
•모든 AFP 래스터 글꼴 편집
•컬러 글꼴 파일의 편집
•코드페이지 파일의 편집
•캐릭터셋 프로퍼티 편집
•문자 비트맵 편집
•모든 폰트셋의 재 설계
•TIFF, GIF, JPEG, IM1, IOCA 또는
GOCA 이미지 포맷의 load(적재),
편집 및 변환
•Batch Image로 변환 선택 기능

Font Converter (글꼴
변환기)
•모든 트루타입 및 어도비 글꼴을 240/
300 혹은 600 dpi의 AFP raster(
래스터) 및 아웃라인 글꼴로 변환
•어도비 변환의 경우 Adobe Type
Manager 필요
•최상의 품질을 위하여 Window 및
Adobe 폰트 엔진을 사용.

Order Information (주문 정보)
Papyrus Designer 7
Windows 2K/XP/2K3/VISTA/2K8/7
기반

Training (교육):
ISIS에서는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사내
워크샵 및 정규 교육 과정을 유상으로
제공한다.

Maintenance (유지보수):
내용 및 조건은, ISIS 소프트웨어
제품 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무상
서비스 기간은 설치 후 7개월간
제공된다. 업데이트와 hotline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은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