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즈리포트 클릭시 PDF 가 열리지 않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닫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1. 브라우저 옵션 초기화   

1.1. 익스플로러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순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만약 윈도우 7 이상 사용자 의 

경우 익스플로러에 메뉴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익스플로러 상단(주소창 윗부분)에 마우스를 대 고 

우클릭하여 메뉴보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1.2. 인터넷 옵션에서 고급 탭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원래대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모든 익스플로러 창을 닫고 다시 실행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옵션 초기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경우 두번째 방법은 현재 설치된 PDF 

Reader 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 후 재설치하는 방법입니다.   

   

2. Adobe Acrobat Reader 삭제 후 재설치   

2.1.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기능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을 클릭한 후 자 신의 

PC 에 설치된 Adobe Reader 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제거하도록 합니다.   

 

   

  

    

    



2.2. 제거가 된 경우 와이즈리포트 사이트를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고객센터를 클릭합니다.   

 

2.3. Q 01 에 있는 Acrobat Reader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Adobe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4. 지금설치를 클릭하여 설치하신 후 다시 PDF 를 열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익스플로러에 설치된 툴바를 모두 제 거를 

해보시고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익스플로러 

메모리가 누수되면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PC 가 느려지거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 시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Adobe Reader 보호 모드 해제   

PC 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acrord32.exe 와 연결되는 윈도우의 dll 파일이 손상을 입은 경우 

어도비 리더의 보호 모드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고 

메모리에 해당 프로세스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러한 경우 우선 보호 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옵션에서 조절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크로뱃 리더를 열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편집] >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둘째, 왼쪽에 있는 [범주] 

목록에서 [일반]을 클릭합니다. 셋째, [시작할 때  

보호 모드 사용]을 선택 해제합니다.   

<아크로뱃 리더 10 보호모드 해제 방법>   

   

    

   

   

   



<아크로뱃 리더 11 보호 모드 해제 방법>   

   

   

[보호 모드(Windows)]   

기본적으로  Adobe Reader X 는 보호 모드에서 실행되어 추가 보안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보호 

모드에서 악의적인 PDF 문서는 임의 실행 파일을 시작하거나 시스템 디렉토리 또는 Windows 레 

지스트리에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roducing Adobe Reader protected mode 를 참조하 

십시오.   

   

   



4. 기타 문의를 원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고객님 PC 의 문제를 점검 받고자 할 경우   

   

4.1. 만약 전화를 통해 자세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먼저 02-6333-2150 으로 연락하여 문의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원격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안내된 내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4.2. 만약 원격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와이즈리포트 사이트 우측 하단에 있는  Family 

Site 콤보박스에서 와이즈에프엔을 선택하시면 와이즈에프엔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4.3. 우측 하단에 있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클릭하여 원격지원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담자가 알려주는 채널번호를 클릭하여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5. PDF 오픈시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이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문구가 뜨는 경우  

인터넷 사내 업무용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Intrrnet Explorer 에서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이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익스플로러 메뉴 > 도구 > 인터넷옵션 이동 후 

    

"보안" 탭에서 인터넷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수준 들어가시면   

    

파일 다운로드 -> 사용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 자동 확인 -> 사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로컬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같이 적용해 주세요..   



기타 참고 사이트   

   

File Does Not Begin With '%PDF-' 오류 발생할 때 추가기능 관리 부분 수정  IE  

 



메뉴 – 도구 – 추가기능관리창   

좌측 하단 표시를 모든 추가기능으로 변경 뒤, 우측 리스트에 "Adobe PDF Reader" 항목이  있을 

경우, 사용안함으로 변경   

   

 http://helpx.adobe.com/kr/acrobat/using/display-pdf-browser-acrobat-xi.html   

   

   

  

  

  

File Does Not Begin With '%PDF-' 오류 발생할 때 레지스트리 수정   

윈도우 – 실행 – regedit  실행   

   

   



HKLM 은 HKEY_LOCAL_MACHIN, HKCU 는 HKEY_CURRENT_USER 를 의미함   

   

   

 http://helpx.adobe.com/acrobat/kb/pdf-error-1015-11001-update.html   



IE 11 에서 PDF 가 열리지 않을 때 참고 사이트   

 http://answers.microsoft.com/en-us/ie/forum/ie11-windows_7/ie-11-not-

openingpdffiles/0b1e36c6-2f01-4f09-b21b-f5fd11caca26   

 http://windows.microsoft.com/en-us/internet-explorer/manage-add-ons#ie=ie-11   

   

  

IE11 에서 PDF 오픈 후 인쇄 안될 때 – 아크로뱃 리더 9 버전의 경우   

 https://forums.adobe.com/thread/1232036   

 어도비 제품 모두 삭제 후 아크로뱃 리더 11 설치, 어도비 리더 9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