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ance® Power PDF는 최적의 가격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 
 

Nuance Power PDF 
기능 및 사용 설명서 



• Nuance Power PDF 설치  

      1. 설치용 CD 또는 다운로드 URL을 통한 설치 

 

      2. Setup 실행 



      3. 사용할 언어 선택 

 

      4. 설치 

         - Nuance Cloud Connector 는 필요시 설치 



      5. 설치 Process 

 



      5. 설치 Process 

 



      5. 설치 Process 

 

      6. 인증 Process 

 



      6. 인증 Process 

 

remove



• PDF 생성 

      1. MS Office / IE “추가 기능“ 적용 

 

- 스캐너에서  

     1) 새로운 문서 스캔  새로운 PDF 생성 또는 현재문서에 병합하여 PDF 생성 

- 파일에서 

     1) 파일에서 직접 PDF 만들기 

     2) 여러 PDF 파일 만들기 

     3) 여러 파일 결합 

     4) 여러 파일 오버레이 

 

      2. Power PDF의 “New PDF” 로 직접 생성 

 

 



      4. 웹페이지를 PDF로 생성 

 

      3. 인쇄에서 “Nuance PDF ”로 PDF 생성 

           - hwp 파일은 인쇄에서 PDF 로 생성 가능. 

 

 

 



• 고급 편집기 기능 
   - PDF상에서 문서 편집 및 양식이 포함된 문서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1. PDF 문서 열기  파일  고급편집기  문서 or 양식 변환 선택  변환 click 

       1) Word Processor 기능 



        2) 삽입,보기,형식,추적 기능 지원 



 3)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 



• Power PDF 주요 기능 

       1. 문서 Assembly 및 워터마크 기능 

         - 문서상에서 페이지 이동  

         - 워터마크 생성 및 삽입 기능 

      2. Page Assembly 기능 

         - 다른 문서의 페이지 삽입 



      3. 머리글 및 바닥글 추가 기능 

      4. 검색 및 개정(Redaction) 기능 

         -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현재 위치 또는 여러 항목에서 모두 검색 가능 



         - 검색된 단어의 개정(Redaction) 기능 

            마크업 및 개정 적용 

         - 개정(Redaction) 적용 

            추가로 문서 요소 제거 



 4.1 검색 및 개정(Redaction) 기능 – Pattern Search 기능 

       - 먼저,, “PDF 를 검색 가능 설정” 버튼을 눌러 검색 가능으로 전환한다. 

       - “ 검색 및 개정” 버튼 Click 

         - 자동으로 유사 패턴 검색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날짜 



         - 사용자 지정으로 유사 패턴 검색 

            자동 지원되지 않는 패턴 검색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검색된 패턴 선택 



         - 선택된 패턴의 문서 요소를  제거할지 결정 



         - “개정판 적용” 된 상태로 모든 문서 요소 제거됨. 



      5. 문서 비교 기능 

         - 원본 문서와 개정된 문서의 비교 기능 

         - 수정된 문서의 단어 및 문장에 변경 표시 



      6. 스캔(Scanning) 기능 

         - Nuance 의 OmniPage OCR 기술 적용 

         - PC 와 연결된 복합기에 스캔할 문서를 평판 또는 문서공급장치에 올려 놓고 스캔 Click 

         - 자동 스캔 수행 

            여러장의 문서를 자동으로 스캔 



         - 스캔된 문서를 PDF로 자동 변환 

            세로/가로로 된 문서는 회전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 

      7. 편집 기능 

         - 개체편집 : 텍스트 블록 편집 



         - 타이프라이터 기능 

            PDF 페이지에 Text 추가 

       

         - 개체편집 : 이미지 편집 



         - 자르기 : 한페이지 또는 선택한 페이지를 그린 사각형 또는 숫자값으로 자르기 

         - 첨부 기능 

            링크 : 내부 또는 외부 대상에 하이퍼링크 추가 

            동영상, 음성, 3D 파일 첨부 



       8. 주석기능 

          - 노트, 텍스트 상자, 설명선, 강조색, 취소선, 밑줄, 그리기 도구, 활성 마크업, 스템프 

        

          - 주석패널, 주석 가져오기/내보내기, 주석 검색 기능 

           



        

          - 주석 검색 화면 (주석창에서 “주석검색” click) 

           

         - Dragon Notes : 음성으로 주석 달기(Speech-to-Text) 기능 

           1) Power PDF 설치 후, 음성 기능 설치 방법 

              PDF 열기  파일  옵션  음성  Dragon Notes  언어 선택  확인 click. 

              언어선택은 음성으로 입력할 언어에 맞게 선택 후 확인 click. 

              입력 언어에 따라 언어를 선택하여 변경  

            



            2) Dragon Notes 클릭  왼쪽 상단에 “서버에 연결중”  “지금 받아쓰기 시작” 표시 후 음성으로  

               주석 입력 - 마이크 기능이 있는 헤드셋 사용시 텍스트 품질 좋아짐. 



            3) 왼쪽 상단에 “결과 계산중”  주석 창에 결과 값 표시. 

    

       9. 고급 처리 기능 

          - 파일결합 : 문서에 주석 작성 

          - 레이어 패널 열기 : 문서 레이어 보기 및 작업 

          - 태그 패널 열기 : 태그 구조 보기, 만들기 및 수정 

          - 클립아트 

          - 모델 트리 패널 열기 : 3D 개체 분석 및 작업 

          - 봉투 

          - 색인 :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색인 만들기 및 포함. 



        

          - 역변환 기능(1) : PDF 를 Office 문서로 역변환 

             변환기 : Convert Assistant 를 사용하여 선택한 페이지 또는 모든 페이지를 편집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 

           



        

          - 역변환 기능(2) : PDF 를 Office 문서로 역변환 

             기타 변환기 도구 기능 제공 

             XPS, WORD,EXCEL,PowerPoint,WordPerfect,MRC PDF, 검색가능 PDF 로 변환 

                       



        

          - 역변환 기능(3) : PDF 를 파일 유형으로 역변환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 기능 적용 



          - 파일 첨부 기능 

             파일 및 음성을 PDF 에 직접 첨부 

             첨부파일 패널을 통해 확인 



          - 소리내어 읽기 기능 (Text-to-Speech) 

             파일  옵션  음성  텍스트 음성 변환  20개국 언어 중 선택  확인 click 

             최초 PDF 설치시 같은 순서로 텍스트 음성 변환 창에서 다운로드 실행으로 설치. 

          - 소리내어 읽기 기능 (Text-to-Speech) 

             “현재 페이지” 또는 “끝으로” 선택 

             “파일로” 선택 : 음성을 파일로 저장하여 청취 가능 



       10. 보안 기능 

          - 암호보안 

          - 인증서 보안 

          - 서명 

          - 문서서명/문서인증 

          - 개정(redaction)관리 



             2) PDF 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필드 생성 

       11. 양식 기능 

          - PDF로 보내온 양식에 직접 입력  

          - 입력 완료 후 저장하여 송부 

          - 장점 : 양식 프린트 및 Manual 작성 후 paper 를 제출 또는 스캔후 PDF 로 전환하여 제출하는 번거로
움 및 비용 문제 해결. 

 

            1) Form Typer 실행  



             3) PDF 필드에 필요한 내용 입력 

             4) 양식 필드 강조 Click – 입력해야 할 양식 부분 강조 



       12. 도움말 기능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움말 기능을 통해 실시간 도움말 엑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