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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utline (개념 요약)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하여, ISIS는 모든 기업의 document application
들을 위하여 중앙집중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실행해주는 가장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스트럭쳐를 개발하였읍니다.  

Papyrus 는 문서를 만드는 창의성과 유연성에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기업의 
고객서비스, 마케팅 부서와 여러 해당부문등에 현저한 구축효과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문서 디자인 워크스테이션 에서, PC 사용자, 강력한 프로세싱, 
워크플로우 와 출력관리 기능 들에 이르기까지, 파피루스는 통합된 software 
solution을 전달하고 완벽한 document lifecycle 을 관리해줍니다. 

파피루스는, 사용자 notebook PC 혹은 Web 을 통하여, 개인화가 요구되어지는 
기업문서 (personalized business documents)들의 interactive 편집은 
물론이며, 아울러 메인프레임, UNIX 나 Window상에서 하루에 수백만 장의 
문서들을 생성합니다. 파피루스 솔류션은 아라빅, 우측선 맞춤 헤브류, 일본어, 
중국어및 한글 DBCS (Double byte character set)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code 들을 지원합니다. 이미 개발된 resources 와 application codes 들은 
중앙 library 혹은 version 관리 Repository 에 저장되며, 이것은 네트웩상에 
있는 모든 파피루스 요소(component)로 부터 TCP/IP를 통하여 연결 됩니다.

그 Resources들은 프린터종류와 무관하므로, 다른 system platform 에서 
동일 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library 를 억세스(access) 하는것 이외는 다른 
노력이 수반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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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Industry Solution
Papyrus Document System은 은행, 보험회사, 펀드관리 
회사, 카드사, 고객관리 기관, DM (Direct Marketing) 관련사, 
치 산업, 의료산업 과 텔레콤 회사 등 과같은 모든 산업부문에 
적용되고있읍니다. ISIS는 이러한 각 산업전반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고객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오늘과 
예측가능한 미래에 적용가능 하도록,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document 및 process management architecture 에 적용해 
오고 있읍니다.   

Papyrus Document System 은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분야의 applications들을 제공합니다. 
• 통합 은행거래, 신용카드, 펀드관리, 메세징을 수반한 텔레콤 

명세 Application들 
• 정형화 된 서식 혹은 프리 포매팅 (free formatting) 형태의 

보험 문서 약관들
• 수순처리 가 필요한 client/server interactive 고객서신 

application들 
• 사용자가 data를 입력하는 각종 Form 관리와 internet form 

application들 
• 캠페인 관리와 Direct Marketing
•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포탈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 관리
• Central 혹은 remote 의 프린트와 출력관리
• 동일 수신 봉투 를 위한 통합된 (bundled) host 와 PC 

application들을  가진 Postal optimization 
• 모든 application 요소들을 위한, 전반적인 version 과 

variant 관리 (control)
• 메세징 시스템(MQ 시리즈) 와 SQL 데이터 베이스 와의 

기본 인터페이스 제공
  

Lifecycle 관리
통합된 lifecycle 관리 및  platform 에 무관하게 지원 함으로, 
실질적으로 장기간 에걸친 시스템 관리 노력을 줄여줍니다. 
Papyrus Adapters 와 Type Managers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와 관련된 시간, 비용과 노력들을 현저하게 
줄입니다.
• business data  억세스(access)를 단순화 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증대
• 비즈니스 문서 생성을 위한 적기 의 정확한 data 제공 
• 여러 application들에 위하여 사용자에게 homogenous look 

제공 
• e-commerce application들을 위하여 business data 를 

열어주며
• 문서 와 수반하여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며
• 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IT 비용 절감해줌니다.

Corporate business processes supported 

by Papyrus 
Papyrus Document System은 기존 IT infrastructure
들과 application들 과의 통합(integration)을 쉽게 해주고, 
기존 application에의 프로세스를 대응(map) 시키는 재사용 
오브젝트(REUSABLE OBJECTS) 의 생성을 가능하게해주며, 
신속한 프로세스 개발과 즉시적인 배분 운영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문서와 프로세스 템플리트들은 
파피루스 레파지토리 에서 메인프레임, unix, pc 와 웹 
환경하에 이르기까지,  변환(conversion) 이나 재 프로그램 
작업 혹은 심지어 재 컴파일 작업 없이, 저장되고 운용 되어 
집니다.   ISIS Papyrus의 Peer-to-Peer 기술 은, 증대되는 
우리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끝임없는 성장과 
더불어, 확장적(scalable) 이며 시스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 
충분한 data와 transaction 통합(integrity)을 제공합니다.

• 신제품 을 위한 time to market 소요시간 단축
• 모든 채널을 통한 브랜드 일치성 확충
• 기존 문서 재생성 관련 작업 제거
• 통합된 신제품 출시 실행
• 다국어로 문서 출력 지원
• 각종 문서 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포탈 억세스 지원
• Web site 추출로 매출로 연결
• 비즈니스  파트너 와 vendor들과의  효율적인 협업 지원

기업 전반적인 차원 에서 다음과 같은 IT 

benefit들을 포함합니다. 
• 통합된 문서구조 (unified document architecture) 개발
• 폭 넓은 application 운용
• application 개발 시간 단축 
• seamless collaboration 과 integration 지원
• 정부 규제 요구사항 수렴
• IT 관리 노력과 비용 절감
• 통합(consolidation)을 통하여 system complexity 절감  
• IT 투자 효과 최대화

ISIS Papyrus Project and Consulting 
Services  
ISIS Papyrus는, 대기업 들이 오늘날 경쟁우위를 
점하기위하여, 개인화 되어져야하고(personalized) 데이터 
위주(data-driven)의 고객 문서들을 생성하고 관리 및 배포 
하는 하는 작업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ISIS 컨설턴트들은, 
기업의 unique한 커뮤니케이션 목표들을 분석하고, 
그리고고객만족은 물론 고객과 잠재고객에 대한 응대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는,많은 양 이고(high volume)  개인화
(personalized)된 문서 와 electronic communication등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tool)들과 필요는 
전문성 (expertise)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은 투자효과를 기적으로 
증가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더욱이 Papyrus System 
설치와 문서 디자인은, 고객 프로그램밍 
작업이 필요치 않고, 고객은 전세계를 
통하여철저한 분석과 교육및 구축 서비스 
패키지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ISIS는여러 
주요국가에 컨설턴트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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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yrus Host & Server
z/OS, Windows 2K/XP/2K3/VISTA/2K8/7, 

AIX, HP/UX, Sun Solaris, Linux 

Papyrus
DocEXEC

z/OS, AIX, Sun Solaris, 
HP-UX, Linux, Windows 

2K/XP/2K3/VISTA/2K8/7

Papyrus
Client
Windows 

2K/XP/2K3/VISTA/2K8/7

Papyrus Designer Suite
Windows 2K/XP/2K3/VISTA/2K8/7

DOCDEF • Forms (OGL) • Fonts • Logos • PAGEDEF • PrinterDriver

AFPDS, TIFF
PDF, GIF

PCL

XeroxIPDS

AFP-DS
PDF

AFP-DS
PDF

TIFF

AFP-DS
PDF

PCL

ASCII, EBCDIC
Xerox DJDE
PAGEDEF
SAP, XML
any other format
...

FAX Formats
E-mail

Statement Formatting
AFP/PDF Viewing
PDF Forms Fill
DocEXEC formatting
Texteditor
User PROMPT
Browser plug-in

Printer drivers to any
printer, also in color

Spool         Print

Postscript
     PDFPapyrus

WebArchive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