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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nce® Power PDF 는 최적의 가격으로
즈니스 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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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ance Power PDF
is the next generation
PDF solution that
delivers performance,
ease, and value as
never before.
PDF uncompromised.

PDF 는 business document collaboration 을 위한 표준
형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진정한 생산성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용자와 조직이 PDF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 타협을 강요 당해
온 것은 이러한 적절한 TOOL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uance® Power PDF 는 이러한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Nuance® Power PDF 는 최적의 가격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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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businesses need a better PDF solution

모든 전문가 및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존의 환경과 원활하게 작동하는 강력하고,

직관적이며, 저렴한 가격의 사용이 쉬운 솔루션입니다.

Nuance Power PDF 는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이전의 어떠한 기능과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제공 합니다. Nuance Power PDF 사용자는 간단하고
작동이 용이하며,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Nuance 는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Adobe 에 대한 #1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Benefits of Power PDF
사용자 경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스타일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비즈니스 사용자가 익숙한 경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능의 배열을 제공하여, Adobe Acrobat 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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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of Nuance
Power PDF

– Microsoft Office style ribbon
user face
학습 시간을최소화하고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있는친숙하고 직관적인사용자

인터페이스를제공합니다.
– A customizable Quick Access

toolbar
사용자는자신이 좋아하는기능과 성능에

대한 바로 가기를만들수 있습니다.

– Pattern search functionality
intelligent Looks Like SearchTM기능을

통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회보장

번호 등을 찾을 수있습니다.

–Integration with Dragon Notes so
사용자는 PDF 파일에 텍스트를입력하는
urn paper into PDF more productively: 한 번의 클릭으로 스캔을 저장하여
캐너에서 직접 PDF 파일을 생성합니다. 표준 이미지, 검색, 또는 편집 가능한 PDF
맷으로 스캔 합니다. 스캔 및 하이라이트, 크로스 아웃 또는 밑줄 모두 한 단계로
리가 가능합니다.

peak your notes: 사용자는 직접 PDF 파일 내에서 음성을 사용하여 아이디어와
견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력하는 데 걸리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에
스트 노트를 음성으로 생성 합니다. PDF 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et word processing capabilities in your PDF: 원본 문서를 다시 만들거나찾는
우 및 재 편집시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합니다. 친숙한 text edit, bold, underline,
highlight 등의 도구가 빠르고 쉽게 PDF 파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 됩니다.

ccess your documents in the cloud: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트에 직접 연결하여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디서도 웹을 통해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ncourage compliance with records and document lifecycle policies:
용자는 그 어느 때 보다 쉬워진 인기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 (DMS) 에 PDF
일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업중인 DMS 솔루션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를
공 하면서 이 과정을 단순화 하면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메모를말하기 하여 시간 절약 및

생산성을향상시킬수 있습니다.

– Batch convert TIFF files and
watched folder functionality
PDF 생성, 변환 및 OCR 작업 자동화.

– Support for SharePoint 2013 and
other document management
systems directly from the “save
as,” or “open” menu items
가장 신속하고적절한 목적지로문서를

보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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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smarter searches: Search everything in a document
intelligent Looks Like SearchTM기능을통해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nhance document security: 안전한 128 비트 또는 256 비트 암호 추가
PDF 파일에 AES 암호화 및 권한 제어는 문서보기, 인쇄 및 수정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검사하고 안전한 문서 공유를 위해 민감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Easily manage network installations:
편리하게 시트릭스와 윈도우 터미널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환경을 통해 network push install 하고
소프트웨어 액세스 옵션을 사용하여 모든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게 서비스 합니다.
또는 로컬 데스크톱 설치 없이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Power PDF is the next
generation PDF solution

비즈니스사용자의생산성을 위해 설계된

기능의인상적인 배열과성능, 편의성과

가치를제공



5
Document Imaging Solutions Brochure

Nuance Power PDF

Power PDF for healthcare
의료 기관 내부 공급자 및 직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데스크탑 PDF

솔루션을 제공.

많은 병원과 진료소는 “going paperless”를 추구 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종이를 소모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oing
paperless” 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양의 종이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료 조직 내부의 경영 관리, 건강 정보 관리 (HIM) 및
임상 워크 플로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스크탑 PDF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Power PDF는 의료 기관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에 도움을 줍니다.

– 환자 등록 워크 플로우
- 기록 관리 및 보관
- 환자 기록 검토 및 협업
- 문서 생산 및 조립
– PHI 보호 및 HIPAA compliance initiatives 준수

Power PDF for legal
기록 관리에서 소송 지원 업무까지,PDF 는 법률 문서의 표준 형식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법률 회사는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 할 수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Power PDF 는 법률 전문가와 법률 회사가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록 관리 및 소송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계약 검토 및 redlining
- 사례 관리 및 문서 보관
- 양식 관리
- e Discovery document processing
- 권한 검토 및 편집
- 문헌 조립 및 생산
- Bates numbering
- PDF / A 변환 및 규정 준수 검사와 eFiling

Legal
uncompromised.
Healthcare
uncompromised.
Power PDF helps healthcare
organizations “go paperless” with
their most essential document
workflows.
Power PDF speeds business
processes along while
safeguarding information integrity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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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rvices
uncompromised.
Power PDF for financial services
Balancing security, governance,
workforce empowerment, and cost.

Power PDF helps financial services
firms to manage and process
transactions and information online
securely and cost-effectively.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연중 무휴
액세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재무 기록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보존 및 감사 요건에
대한 규제 사항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서비스 기업의 거래 프로세스 및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PDF 문서는 보안, 관리, 인력 역량
강화 및 비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
하려는 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wer PDF 는 중요한 문서의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금융 서비스
조직이 오늘날의 온라인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재무 기록 관리 및 보관
-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 개인
정보 보호 준수 활동 강화

– Document assembly &
collaboration
- 양식 관리
- FileOpen 권한 관리 정책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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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uance Power PDF, professionals experience a
familiar, intuitive interface, making it simple and easy
to work with. As a result, Nuance has become the #1
alternative to Adobe within organizations of every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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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Nuance Communications, Inc.

Nuance Communications is reinv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echnology. Through its voice and language
offerings, the company is creating a more human conversation with the many systems, devices, electronics, apps and
services around us. Every day, millions of people and thousands of businesses experience Nuance through intelligent
systems that can listen, understand, learn and adapt to your life and your work.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nu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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