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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판매된

특허 인증 프로그램

단순하고 직관적인

eBook 제작 솔루션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보기 편한 eBook

독자적 기술과 특허 개발 18년
솔루션 eBook 출판 약 100만건 이상
HTML5 SVG 벡터 제작 독점 특허

직관적이고 쉬운 UX/UI 사용
쉬운 사용법으로 구매후 즉시 제작 가능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솔루션

많은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서
선택하신 보기 편한 eBook
공신력있는 eBook 제작 솔루션



NEXBOOK air | SPECIALTY - 1

NEXBOOK air | SPECIALTY - 2

선명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뷰어없이 어떤 PC,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SPECIALTY

국내 최초 전자책 서비스 특허 SVG 벡터 구현으로
500%, 1000%…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고사양, 고품질의 웹표준 HTML5 전자책 출판은
오직 이앤아이월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술입니다.

HTML 웹표준, 크로스브라우징 지원으로
별도의 전자책 뷰어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책.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NEXBOOK air | SPECIALTY - 3

NEXBOOK air | SPECIALTY - 4

신규 기능 추가

전자책 무한 제작!

강력해진 스킨 디자이너, 우측탭, 모달 팝업 지원
다국어 스킨 7개 국어 지원
인트로, 손쉬운 페이지 교체, pdf 최적화 프로그램 탑재
더욱 편리해진 UX, UI로 쉬운 이북제작

하나의 솔루션으로 무한개의 전자책을 출판해 보세요.
새롭게 제작하는 신규 문서부터 묵혀둔 문서, 홍보물들까지
웹표준으로 파일화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ECIALTY



All VECTOR SVG Zoom의 특허기술로
본문확대시 깨지지 않는
고화질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웹표준

반응형

페이지 넘김

스킨 디자이너

검색

우측탭

문서검수/수정
HTML5 웹표준으로 제공되는 출판결과물로
별도의 뷰어 설치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사이즈와 텍스트를
자동인식하여 자동판형으로 제작되고, 
어느 디바이스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플립, 슬라이드, 클릭으로
다양한 페이지 넘김방식으로
실제로 책을 보는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로고 삽입, 배경 이미지 삽입/컬러변경,
테마 색상변경, 스킨 레이아웃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본 PDF를 불러옴과 동시에
텍스트를 자동인식하여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측 탭버튼 메뉴로
페이지별/분류별 이동이 용이합니다.
* PC기준 10개 미만 추천

SVG 체크 프로그램
문서 변환시 직접 자동 및 수동으로
검수할 수 있는 SVG 체크 프로그램 추가

기능 ①



기능 ②

동영상, 이미지, MP3, 액션 등
페이지 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삽입해
생동감있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목차관리

PDF다운/페이지인쇄

링크

메모/드로잉

SNS공유

지난호 관리

보안
트리형 목차, 페이지 번호 입력으로
클릭시 편리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작된 전자책의 페이지를
PDF로 다운받거나
인쇄 기능을 지원합니다.

페이지 내 영역을 지정하여
원하는 페이지내 이동하거나,
외부 url 링크가 가능합니다.

이북에서 메모, 판서 드로잉을
지원하여 쿠키로 저장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이북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배포가 가능합니다.

연관된 이북이 있다면 지난호 관리에
URL을 등록하여 같이 볼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작시 패스워드 설정으로
패스워드를 아는 분들만
볼수있도록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능 ③

오프라인 보기 설정 출판으로
내부망 인트라넷, 보안 서버 및 CD, USB를
통해 전자책을 배포/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보기

모달 팝업/동영상

FTP 관리자

인트로

다국어 스킨

PDF 최적화
더 주목해서 보아야할 팝업이나 동영상을
모달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별도의 FTP 관리 프로그램 없이도
소유하고 계신 웹서버에 출판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업로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북 로딩 인트로를 추가하여
브랜드를 더욱 살리고
품격있는 이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총 7개국 언어의 메뉴스킨 지원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이북을 제작하기에 알맞은
용량으로 압축할 수 있는
PDF 파일 최적화 프로그램 탑재



NEXBOOK air | BUSINESS BENEFIT

비즈니스 이점

간편한 제작과
데이터 관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제작
할 수 있으며, 컨텐츠를 체계적
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제작 후 PC로, 모바일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집니다.

더 넓게, 더 빠르게 전자책을 배포
해보세요.

기존 인쇄 비용 대비 저렴한 가격
으로 타사와 차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홍보물, 버려지는 종이책을 
탈피해 환경을 생각하는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공유
무제한 제작,
경제적 비용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NEXBOOK air | PROCESS

솔루션을 통한 eBook 제작 프로세스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원본데이터
변환

NexBook Air
출판

FTP 서버
업로드

결과물
사용



솔루션 사용자 화면

Youtube에서

솔루션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V_qFDE8nPw


NEXBOOK air | ANALYSIS

타 솔루션 비교 분석표 

구분
이북 솔루션 (독점 특허 제품)
이앤아이월드 NexBook air

로컬형 이북솔루션
타사

서버형 이북솔루션
타사

솔루션 형태

•  한컴/어도비/MS 오피스 등과 같은 일반적 범용 솔루션
eBook 제작에 특화된 솔루션
(html-editor 가 아닌 EBook 제작 전문 프로그램)

• 사용이 간결하고 쉬우며 군더더기 없는 UI 와 국내 최고의 다양한 
기능 탑재

• 전문 웹 에디터와 같은 Html-editor가 중
심되어 홈페이지 제작툴 같은 사용이 불편
한 기능과 복잡한 UI사용

• ebook 제작하기에 불편한 솔루션

• 일반적이지 않은 서버형 솔루션으로 보안성과 
안정성 취약한 단점

• UI 구조의 복잡성, 교육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 제작한 이북 파일을 자체 서버로 가져갈 수 없거
나 제작사 호스팅에 종속, 지속적인 서버 비용이 
소요

프로그램 형태

• 한글/어도비/MS오피스 등과 같은 솔루션 구조의 eBook 제작 
전문 솔루션

• 보안성과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 공기관 / 대기업 선호

• 제작된 이북을 자체 서버로 업로드가 가능하여 제작사에 종속
되지 않음

• HTML 웹 editor 기반 솔루션으로 일반 사
용자가 제작하기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음 
(전문 웹 에디터 형식)

• 솔루션은 보통 로컬 형으로 개발되어지며 웹 (서버) 
용은 사용하지 않음

• 웹베이스로 설치되므로, 웹에 100 % 의존, 종속
되며 서비 사용비용 발생

• 웹특성에 민감하여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비용 발
생)가 필요하고 안정성과 보안성에 취약함

eBook 스킨

• 스킨 디자이너 제공

• 맞춤 스킨이 필요 없을 정도의 모던한 스킨 탑재

• 레이아웃 선택, 스킨 색상, 글씨 색상을 원하는 색으로 선택 가능

• 결과물 하나로 PC와 모바일 동시에 사용하며 빠르고 안정됨

• 10개 내외

• 스킨이 느리고 무거움, 안정성이 결여됨

• 고정 스킨 / 맞춤 스킨 원할 경우 추가 비용 징수

• pc에서 뷰어 할 때 과거의 플래시 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무겁고 느림)

• 모바일 서비스가 매우 불량하고 세련미가 없음



구분
이북 솔루션 (독점 특허 제품)
이앤아이월드 NexBook air

로컬형 이북솔루션
타사

서버형 이북솔루션
타사

국제표준 
SVG 벡터 지원

• 자체뷰어/API 기술 특허 서비스

• 자체 기술로 모든 브라우저에 적용, 운영되는 뷰어
(html5)

• 국제표준 SVG 벡터문서 특허 서비스 지원

• 특허 없음

• 본문 확대시 글자가 깨지지 않는 기술의 벡터 
SVG 사용시 특허법 저촉 (관련 기술을 제작
에 사용시 특허법 위반됨)

• 특허 없음

• 본문 확대시 글자가 깨지지 않는 기술의 벡터 SVG 
사용시 특허법 저촉 (관련 기술을 제작에 사용시 
특허법 위반됨)

이동성

• 매우 양호

• 구매후 홈페이지에서 제작 솔루션을 다운받아 바로 사용 가능

• ebook 결과물 파일을 USB로 저장, zip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이동가능

• 인터넷이 안되는 PC에서도 ebook 보기 가능

• CD를 직접주고 받고 설치하게 되는 불편 함

• API 기술 서비스 결여

• 불가 (서버에 종속되어 사용, 서버 off시 사용 불
가 / 지속 사용에 제한적인 서비스)

• 외부 링크를 사용할 수 없는 공기관/대기업의 경
우 제작사 서버에 묶여있는 ebook 링크를 사용
할 수 없음

제작후 다른 회사로
납품방법

• 파일로 저장하여 독립적인 파일로 납품하므로 편리

• USB 납품/zip 파일로 납품

• 방문자 트래픽을 예상하고 적절한 서버를 선택하여 이북 
호스팅 서비스가 가능함

• 별도의 exe 뷰어프로그램으로 납품함으로 
보안성 취약

• 파일 납품 불가 (서버에 종속되어 사용, 인터넷, 
외부링크 제한)

• 외부 링크를 사용할 수 없는 공기관/대기업의 경
우 제작사 서버에 묶여있는 ebook 링크로 납품
불가

• 과도한 방문자 트래픽 증가시 서버 트래픽 확장 
불가로 이북 사이트가 다운될 수 있음



이북제작 활용사례

NEXBOOK air

이북제작 활용사례

코스트코

국방홍보원

월드프렌즈 삼익가구

이건창호 덴티스 서울대공원

통일부

https://www.costco.co.kr/costco-connection?itm_source=homepage&itm_medium=smallstaticbanner&itm_campaign=costco-connection&itm_term=costco-connection&itm_content=costco-connection
http://worldfriends.or.kr/pages.php?p=5_3_1_1
http://samickgagu.com/shop/
https://www.unikorea.go.kr/books/
https://ebook.dema.mil.kr/ebook/main.do#
http://www.eagonstore.com/bbs/catalog.jsp?bbsId=9
https://ebook.co.kr/example/14-air/dentisebook/
https://ebook.co.kr/example/14-air/seoulzoo/#page=1


㈜ 이앤아이월드

강종도

2005년 8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자출판, 편집디자인, 

인쇄, 브랜딩 디자인,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외

전자책 제작시스템 특허등록인증, 

기술혁신(이노비즈) 중소기업 인증,

SO14001/ISO9001 품질보증인증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혜화동)

www. ebook.co.kr

회 사 명

대 표 이 사

법 인 설 립

사 업 영 역

특 허 / 인 증

주 소

홈 페 이 지

보다 앞선 기술과 디자인
맞춤형  eBook 제작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특허 솔루션

웹 전문 디자이너와 퍼블리셔가 함께하는 
웹컨텐츠

한발 앞선 맞춤형 제작
완성도 높은 디자인

이북 솔루션 이북 디자인/ 제작 편집디자인/인쇄 홈페이지/웹진

http://www.ebook.co.kr/designinfo.php
http://www.ebook.co.kr/bbs/board.php?bo_table=sp_18_7&g=4&g=27
http://www.ebook.co.kr/solutioninfo.php
http://www.ebook.co.kr/ebookinfo.php


1993 ~ 2005(도입- 개발도약기)
1993. 04        회사 설립
1993. 08        편집디자인 / 광고기획 / 디자인 홍보 대행
2003. 08        3DVR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2004. 08        3DVR 스튜디오 설립 (가상현실 구축서비스)
2005. 08        통합법인 설립 ㈜ 이앤아이월드로 상호 변경

2006 ~ 2019(연구개발-상용확대)
2006. 02         IT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2007. 08         eBook 솔루션 개발(1.0) 출시 및 제작 판매
2007. 1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8. 09         Fbook Studio 3.0 개발 출시
2008. 07         능률교육 영어전자 / 교과서 제작 및 솔루션 납품
2009. 04         천재교육 전자 / 교과서 제작 및 솔루션 납품
2009. 07         2009 전자 / 교과서 eBookAward 선정 / 행정업무용 S/W 선정
2009. 11         두산동아 도덕, 정보, 영어 등 전자 / 교과서 제작
2010. 03         YBM 초등 영어 전자 / 교과서 제작
2010. 10         사옥 이전 (인의동 동원회관빌딩)
2010. 11         전자신문 소비자 Star상 수상
2011. 08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집 eBook 제작
2011. 09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삼성생명 eBook 제작
2011. 10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편집디자인/e-Book 개발
2011. 12         모바일용 전자책 변환 솔루션 Fbook_Studio NexBook 개발 출시
2012. 03         서울대학교, 과학기술대, 포항공대 편집디자인/e-Book 개발
2012. 04         ISO 9001, ISO 14001 인증
2012. 05         GS 인증,  Green IT 최우수기업 선정
2012. 07         행정안전부 eBook 제작 납품, 육해공 3군 Fbook_Studio 솔루션 납품
2013. 01         청와대 정책소식 전자책 솔루션 개발 및 eBook 제작 납품
2013. 09         시흥시청, 춘천시청, 서울국제포럼 Fbook 제작 및 뉴스레터 발행
2013. 11         평화산업, 포스텍 Fbook 통합솔루션 및 모바일 솔루션 납품

2014           현대차그룹 모바일북, 헌법재판소 eBook 및 솔루션 , 서울여대
                    교수학습시스템 eBook 개발납품
                    아주대학교 솔루션분야 산학연구 독자적 파트너선정
                    헌법재판소 이북개발, 춘천시정 전자문서개발, 인사혁신처
                    중앙일보, 한국전기연구원 통일부 ebook개발
                    FBOOK 3.5버전 (솔루션) HTML5차세대 솔루션 런칭(벡터지원)
                    EBOOK벡터지원 솔루션 국내최초 특허출원

2015           광주광역시, 롯데정보통신, 국립생물자원관, 신세계그룹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쓰오일 솔루션 개발납품

                    안진회계법인, 인제대학교, 국민연금공단, KB손해보험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웹진 개발납품

2016           인사혁신처, 부산대학교, 중앙일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임상암학회, 주택금융공사 디자인 ebook 개발

                    씨앤종합건설, 한국어촌어항협회, 유한킴벌리, 제일건설 디자인 개발 납품

2017             Nexbook솔루션 svg지원 국내최초 상용서비스/특허출원 2건    
(국내유일 차세대 전자책 제작문서 서비스인 SVG 벡터지원 EBOOK솔루션특허) 
통일부, 공주대학교, 여수시청, 일양약품 ebook 솔루션 개발납품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여행업협회 국립생태원 ebook 제작 납품 

2018         Nexbook CC솔루션 런칭 - all벡터지원서비스상용/메이크북서비스 연구(웹-로컬통합) 
현대엘리베이터, 롯데하이마트, 재능교육, 일양약품, 광주과학기술원 솔루션개발
분당척병원, ABL생명, 위담한의원, 피델리티자산운용, 국민은행 디자인 개발납품
사옥 이전 (종로구 혜화동)

2019            육군본부, 경상북도, 해군사령부, 다이소코리아,롯데건설 솔루션개발 
                     아모레퍼시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대학교, 인천관광공사 디자인개발



2021

2020
비대면 자동견적 홈페이지 런칭 www.makebook.co.kr
코스트코코리아, 롯데손해보험, 전남도청, 동국대학교, PN풍년 , 이화여자대학교, 
GS칼텍스 솔루션 개발
분당척병원, 춘천시청, 백석대학교, AIA 생명, 한국얀센 디자인 개발

2022
Nexbook솔루션 DIY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특허 등록 완료
Nexbook air(ebook제작) 솔루션 상용화 및 고도화 서비스
ebook 솔루션내 음성을 실제 책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Speech to Text) 개발 
ebook.co.kr 홈페이지 개발, 웹디자인 서비스 
자회사 명함제작 쇼핑몰 인수(생각밖으로, www.thinkout.com)
명함마을.com 리뉴얼/고도화 작업

Nexbook  air 솔루션 런칭 
한국공항공사, 삼성물산, 경북문화재단, 유안타증권 , 에쓰오일 솔루션 개발
롯데백화점, 우리카드, 간삼건축, 국립현대미술관, 삼성생명보험, 서울시교육청,  월드비전, 
카페24, 서울대공원 디자인 개발

"이앤아이월드는 끊임없는 개발과 연구를 통해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
Nexbook STT 솔루션 AI와 연계 서비스 개발
디자인편집(광고 홍보물/브로셔, 카다록, 사보 등) 부문 인공지능(AI)과 연계하여 디자인/
서비스 개발
서울대학교, 은평구청, SK수펙스, LG유플러스, 연세대학교, 덴티스, 국립한밭대학교, 서정
대학교, 도로교통공단, 국립익산박물관 디자인개발



Html5벡터지원
전자책제작서비스 특허

컨텐츠 저장매체 활용 
및 유통 특허

DIY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특허

이앤아이월드 인증서 수상

출판사 신고필증 우수전자책 신인상 벤처기업확인서프로그램등록증
Fbook 1.0

프로그램등록증
Fbook 3.0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프로그램등록증
NexBook

GREEN IT 선정기업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확인서



NEXBOOK air | OUR PARTNER

파트너

5,172 4,913 2,405
이북/디자인 납품 건수 기업/회원 등록솔루션 납품 건수



Eniworld  Feature

왜, 이앤아이월드여야 할까요?

the First  
since2005, 이앤아이월드는 flash형 eBook 
솔루션에서 html5형 eBook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지난 18년간 탄탄히 그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최초 이북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Development 
이앤아이월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고객 분들께 양질의 eBook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업체입니다.

Portfolio 
이앤아이월드는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한 만큼, 
방대한 레퍼런스로 다양한 맞춤 제작에 능한
이북 솔루션 및 제작 업체입니다. 그 경험과 고민이 
고스란히 솔루션에 녹아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igh qulity  
이앤아이월드는 결과물로 이야기 합니다. 
확대할수록 선명해지는 진정한 고퀄리티의
html5형 eBook 은 오직 
이앤아이월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