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 PC영역 e-Book 관리자모드(웹서버) 웹사이트

e-Book으로 제작 할 PDF 파일을 준비합니다.

① PDF는 단면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면일 시 모바일에서는 최적화가 되지 않습니다.)

② 본문의 텍스트가 인식 가능해야 검색지원이 가능합니다.

설치 시 위 그림처럼 설치파일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을 하여 설치합니다.

(Windows OS 전용)

PitoMan은 솔루션 구입시 제공하는 windows전용 프로그램입니다.

① 변환할 PDF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추출 된 파일이 저장 될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변환되는 모든 파일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③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④ 설정을 맞춰 줍니다.

    - 품질 95% (최고화질)

    - 이미지 사이즈

    작은 이미지 = 830 / 큰 이미지 = 1660 (높이값 기준)

    (너비는 높이를 입력 시 자동 연동 됩니다.) 

    - XML은 검색 파일의 인코딩입니다. (문자셋)

    (서버(호스팅) 인코딩과 동일한 환경을 선택해주세요.)

⑤ "Image/XML생성" 버튼을 눌러 파일을 생성합니다.

sxxx.jpg = 작은 그림 파일 (기본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xxx.jpg = 큰 그림 파일 (확대될 때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search.xml / coords.xml = 검색 시 사용되는 파일

ecatalog.txt = e-Book 환경설정 파일

① http://업체도메인/설치디렉토리/conf로 접근 합니다.

(예) http://www.aiibook.co.kr/e-book/conf/)

② 설정한 아이디 /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기본 설정 외 별도로 추가해주셔야 할 설정

http://도메인/설치폴더/ecatalog5.ext?Dir=폴더값

http://도메인/설치폴더/include/catalist5.ext

※ ext = 서버언어(확장자) - jsp, php, asp

③ 탐색기의 빈공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분류를 추가합니다.

④ 추가된 분류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e-Book을 추가합니다.

① 시작페이지 설정 

표시 시작페이지: 실제 시작 1페이지를 기입합니다.

예) 5페이지가 1페이지이면 숫자 5입력

② 타이틀 입력

e-Book타이틀을 입력해줍니다.

타이틀은 e-Book 상단 작업표시줄에 표시 됩니다.

① PC에서 적용 할 스킨을 선택합니다. (모바일은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① 목차 메뉴 사용을 위해 목차를 설정합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 할 시

변환한 파일을 모두선택(Ctrl+a)하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변환된 jpg/ xml/ txt 파일을 모두 선택해야합니다.

※ PitoMan에서 변환한 파일을 모두 업로드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 그 외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설정 

·표시 시작페이지

·타이틀

·PC 스킨 선택

·목차 설정

아래 순서를 따라하세요.

1. PitoMan 설치 4. PitoMan 으로 변환하기 5. 관리자모드 로그인 및 e-Book 추가 8. e-Book 개별 링크 서비스

8-1. e-Book 책장 링크 서비스

7. 환경설정

6. 파일 업로드

2. PitoMan 실행

3. 파일 준비

설치 완료 후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카탈로그 pdf변환”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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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PC 영역
서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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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환경 ▶ 카탈로그설정

디자인 /효과 ▶ 스킨

변환된 파일 예시

링크 ▶ 목차 

요약본에서 설명해드린 aiibook의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납품시 

제공해드린 간략 메뉴얼 또는 

홈페이지의 마스터룸을 참고해주세요.

참고하면 좋을 내용

간략메뉴얼

솔루션 납품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

http://aiibook.co.kr/master/webzine.php

많이 사용하는 기능

http://aiibook.co.kr/webzine/ebook02/ecatalog5.php?Di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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