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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서비스외 소프트웨어자문/디자인

견적일자 주소

견적 유효기간 전화번호

참고사항

담당자님

종목

대표자

- NexBook air 구독형은 원하시는 기간만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간 동안 환경 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이앤아이월드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 Nexbook air  지속사용형은 기간제한없이 설치된 PC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지원기간은 구매후 1년입니다.
유지보수기간 종료후 재설치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21(민재빌딩) 3F발급일 기준

지속사용형 3,300,000원

대한민국 1등 eBook 제작 특허인증 프로그램(SVG 특허 기술 구현)

이앤아이월드 이북 제작 프로그램 견적서

(주)이앤아이월드기관/기업 앞

(02)552-1004

(단위 : 원/ 부가세 포함가)

견적받으신 날로부터 10일

https://ebook.co.kr   대한민국 대표 eBook 이앤아이월드 

기능안내 (자세한 기능설명은 홈페이지 참조)

구독형 6 개월 880,000원

요청하신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 드립니다.

프로그램 버전명 NexBook air Ebook Solution PC 설치대수 1 PC

이북 출판물 (HTML5 결과물) 이북 스킨

결제조건

라이선스 신청기간 소비자가

구독형 1 개월 330,000원

구독형 12 개월 990,000원

현금결제 납품방식
Nexbook air 소프트웨어 exe 설치파일

Nexbook air 제작 가이드북(ebook)
파일 다운로드 방식

가. 대한민국 공신력 1위의 eBook전문 기업으로 국내 제일의 다루기 쉬운 S/W입니다.
나. 라이센스 사용기간은 소프트웨어 사용의 유효 기간이며, 출판된 결과물(HTML5)에 대해서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무료 유지보수 서비스 : 기간내 무료 재설치 (설치비, 서버셋팅비)
라. NexBook air 프로그램은 윈도우 10 이상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마. 출판저장된 이북파일은 아임웹, Wix, 카페24무료쇼핑몰, 블로그 등 js 파일업로드가 제한되어 있는 웹서버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바. NexBook air 프로그램은 디바이스, 브라우저 기종 및 버전에 따라 지원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권장사항 : OS - Windows 10 이상 / CPU : 코어 2듀오 이상(코어 i5-6세대 이상 권장) / Memory : 64GB 이상 권장
      윈도우7, IE 11 이하 버전의 경우 MS사의 기술지원 종료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담연락처 :  Tel.(02)552-1004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행안부), 한국전자출판협회 우수전자책 s/w, 전자신문 우수제품
e-Book  제작 특허권 소유, 이노비즈 인증업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SW 연구개발인증 업체

19. 스킨 디자이너로 원하는 테마 색상, 레이아웃 선택 가능
20. eBook 페이지 인쇄(구간인쇄, 고퀄리티 vector인쇄) 기능
21. 개인/기업로고 삽입, 배경이미지 삽입기능
22. 페이지 넘김사운드 선택 가능
23. EBOOK Skin 메뉴 항목별 삭제 선택

1. 본문 확대시 글자가 깨지지 않는 Vector 지원 기능(SVG Zoom)

2. HTML5 로 PC · 모바일 모든 디바이스 지원 (아이폰/아이패드/갤럭시/갤럭시탭 등)
3. 크로스브라우징 지원(앳지, Chorme, Firefox, Safari 등),  반응형 이북
4. 다양한 페이지 이동(이전, 이후, 처음, 마지막), 링크 걸기(페이지 링크, 외부url 링크)
5. 화면자동회전 (가로형 2페이지형과 세로형 1페이지형 자동회전)
6. 텍스트 검색(색인) 기능
7. 목차 / 책갈피 / 페이지 자동넘김(슬라이드 쇼) / 썸네일 보기 기능
8.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공유 기능
9. 보안기능 ( eBook 출판물 암호 입력 기능)
10. 오프라인(로컬)에서 eBook보기 기능(CD, USB 저장, 구동 가능)
11. eBook 지난호 보기 기능
12. 멀티미디어( MP3/ 동영상/유튜브) 실행
13. 우측 인덱스텝 기능
14. 인트로 삽입 가능 (gif, jpg, png 파일)
15. PDF 다운로드 기능
16. 메모/판서 기능
17. 페이지와 페이지 간 음영 그라데이션 효과
18. 모달 팝업 이미지, 모달팝업 동영상 지원

빌더 프로그램

24. FTP 관리자 기능
25. 각종 파일 자동변환 기능(PDF, JPG, png 등)
26. 페이지 추가, 교체, 빈페이지 삽입 기능
27. PDF 텍스트 자동인식-검색 기능 자동인식(별도 텍스트 삽입관리도 가능)
28. 다양한 페이지 넘김 효과 기능(Flip, Slide, Click) 선택
29. 링크 기능(페이지 이동 및 URL 링크)
30. 파비콘 (즐겨찾기 아이콘) 이미지 설정 기능
31. 출판 및 교재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토글 및 액션 기능 제공
32. 문서확인 기능으로 SVG 오류 대응
33. 파일 최적화 기능으로 pdf 파일 최적화
34. ePub 내보내기 기능(이미지형)

자세한기능안내보기

http://www.ebook.co.kr/solutioninfo.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