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OFFICE, PDF 및 JPEG 파일 사이즈 축소 



NXPowerLite 제품 개요 

Microsoft Office ( PPT, Excel, Word 등), PDF 문서 및 JPEG 이미지의 크기사이즈를 획기적
으로 축소하는 문서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축소된 문서는 원본문서의 확장자(포맷) 및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압축형태가 아니므로 압축 및 해지 과정 없이 바로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NXPowerLite로 변환 

http://www.allegrosoft.co.kr/


NXPowerLite 도입효과 - 1 

- 저장장치의 추가공간 확보 
NXPowerLite는 Microsoft Office, PDF 및 JPEG 이미지의 크기를 최소화하므로 각종 디스크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하드웨어의 도입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서버 백업 시간 절감 및 도입비용 절감 
     최적화된 작은 크기의 문서와 이미지 자료들은 주기적인 파일 서버 백업 시 작업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주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입전 도입후 

http://www.allegrosoft.co.kr/


- 이메일 첨부 문서의 크기 최소화      

     중요한 업무자료의 반송이 빈번한 경우 업무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XPowerLite는 Microsoft Outlook, Outlook Express 및 Lotus Notes 제품군에 서 
     첨부하려는 문서를 저장, 송부 시점에 실시간 최적화합니다. (데스크톱 버전)  

NXPowerLite 도입효과 - 2  

-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5년 초순)      
     Exchange server를 이용한 메일 송신 시 Microsoft Office, PDF, JPEG & TIFF 첨부 
     파일의 크기를 최적화하여 송신합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hotTxMrSEGUO-M&tbnid=TpZRxJcWPW-0KM:&ved=0CAUQjRw&url=http://slownews.kr/13233&ei=6oXHU935IouA8gXliIDgAw&bvm=bv.71198958,d.dGc&psig=AFQjCNFLHUMjfNw2qr81jTrkEcG4OnAw0A&ust=140567125236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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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owerLite 도입효과 - 3 

- 모바일 기기 및 SSD, mSATA 등의 디스크 대응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 등에서 문서 읽기, 편집 등의 작업에 큰 문서파일은 로딩 및 다운로드  
시간, 데이터 사용량 등의 증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NXPowerLite는 동일한 문서를 최대 50분의 1로 축소하는 경우 별다른 과정 없이도 바로 보고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NXPowerLite vs. 압축 프로그램 비교 

- 압축 프로그램의 문제점 
     많은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나 도표의 경우 이미 압축된 형식이기 때문에 압축을 시도 
     해도 거의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압축 과정 중 데이터의 손실 및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압축 및 해지의 과정을 반복하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NXPowerLite 최적화 기술 
     NXPowerLite는 문서파일 내의 불필요한 요소 및 이미지를 최적화하여 원본과 같은  
     포맷으로 축소, 압축 및 해지 과정이 없이 그대로 문서를 보거나 편집이 가능합니다. 

원본 문서 크기 

일반 압축 크기 

NXPowerLite 최적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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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owerLite는 업무용 문서파일 (PDF, PPT, DOC, XLS, JPG, TIFF)에 들어 있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메타 데이터’를 제거하고 이미지를 가장 효율적인 포맷과 해상도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PPT 문서를 최적화 하는 경우 그대로 파일 크기만 줄여주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파일을 바로 열어 사용 / 편집 / 인쇄할 수 있으며 문서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NXPowerLite  최적화 기술 

일반 작성 
 표준 문서 

전체적인 문서크기 
최소화 

문서내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최적화 

http://www.allegrosoft.co.kr/


NXPowerLite는 Adobe社의 공식 PD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PDF 압축 시 신뢰성을 제공
합니다. 이 기술은 Adobe가 Acrobat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과 동일합니다. 

NXPowerLite 최적화 기술의 특징 

이미지 비가역압축 
12년 이상, 수 만장의 파일을 최적화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의 화면에서 동일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http://www.datalogics.com/products/pdfl/
http://www.allegrosoft.co.kr/


NXPowerLite Scanner 
 
NXPowerLite는 제품 도입 / 설치 이전에 
해당 스토리지, 데스크톱 등의 특정 폴더 
또는 드라이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해주는 검사 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툴의 설치로 저장 공간의 예상 확보량을 
통해 향후 스토리지 도입을 대비할 수 있습
니다. 
 

지금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allegrosoft.co.kr/


제품 안내 및 시스템 사양 

NXPowerLite for File Server 
 

Windows Server 2003 / 2003 R2 / 2008 / 2008 R2 / 2012 / 2012 R2 / Windows XP (SP 3) 
Windows Vista / Windows 7 / Windows 8/8.1 
 
* 위의 모든 운영체제에 .NET framework V2.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XPowerLite Desktop 
 

Windows XP SP3 이상 모든 윈도우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 다음 제품에 연동됩니다.  
 
• Microsoft PowerPoint / Microsoft Word / Microsoft Excel 
 
NXPowerLite는 다음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Microsoft Outlook 2000 – 2003 / Lotus Notes (6.0-8.5) / Outlook Express / Windows Mail (6.0+) 

NXPowerLite for Exchange server (2105년 초순 출시 예정) 
 

Microsoft Exchange Server 지원 에디션으로 2015년 초순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http://www.allegrosoft.co.kr/


현재자동차1,500유저사용,  기아자동차,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KB국민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존슨앤드존슨,  
대한민국해군, 코카콜라,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충남도시가스,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삼성의료원,  삼성SDS,   
삼성탈레스, 농심켈로그, 베리텍,  소니코리아, 스타브뤄시, 포스코, 신세계,  하이네켄(주),  헨켈,  (주)비주얼팬텀, 실력산업,  
(주)퍼스트몰드, (주)플랙트우즈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아모레퍼시틱,  오토엔지니어링, 부천대학, 샤넬듀티프리,  창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노디자인,  녹십자이엠,  GE코리아, 모토로라코리아, 미디어리서치, 한라비스테온공조, , 델콤, 나이키,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한국프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펜디코리아, 퍼스트뷰코리아,  플랙스우주코리아,  S&TAMT(주),   
삼창하이테크,  삼호IND, 삼송INDUSTRIES,  WartsilaKorea Ltd,  WEALTH FIRM, 동희산업, Yamaichi Electronics, 덴소,  
Yamatake Korea, YeonilHoldings Incorporated, 자라, 쥴릭파마코리아, 가람, 갑을오토텍, 건국대학교,  디비코아(주),  
디와이엘라센,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 반도코리아(주), 비앤피디자인,  삼보에이앤티,  서진오토모티브,  에스엔텍,  에스엘라이팅,  
에어프로덕츠한양기공,  에어프로덕츠,  엠제이텍, 유텍솔루션, 이앤비정보통신,  인비트윈,  인지컨트롤스,  제일금속,  ㈜드림텍,   
진건종합건설,  커뮤니크,  케이씨더블류,  코리아오토글라스, 템퍼코리아,  티아이오토모티브, 구찌코리아, IBM Korea, 왓슨스,  
ICMC해외인증경영센터,  SE Systens,  하니웰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포스트비쥬얼,  피앤텔, 판코리아여행, 팬디, 
Christian Dior Couture Korea, 콤비코리아,  세진,  서한산업,  세원섬유,  KCW주식회사, , CommScopeKorea,   
CusphilKorea, 다다 C&C, DaeHyun Meta,  대동하이렉스 보배드림링컨,  프랑스럭셔리브랜드롱샴,  대동하이렉스,  태광산업,  
테일러메이드코리아,  테사코리아, 타파웨어 브랜즈 코리아,  DaekiAutomotive,  동희오토, 도어노크, 프로매치코리아,  대성엘텍 
델파이코리아, 덴소풍성전자,  디아지오코리아,  금강오길비그룹,  Dong In High Technology,  에코플라스틱, 이스펙디자인,  
General Mills Korea,  GivaudanKorea Co Ltd,  GMCR Inc,  GP선교회, 네스프레소,니프코코리아, 일진베어링, 마텔코리아,  
스미후루코리아,  피자헛코리아,  신영, 레미코리아,  HanwookTechnoglass,  Hitachi-LG Data Storage,  Hong Creation,  
HufKorea, HUYCK.WANGNER,  IFF Korea., INBETWEEN,  International Paint (Korea), JinroBallantines,  JK CORPORATION,   
JK Trading, Johnson Controls Automotive Korea, WT AdeventureLtd,  KAMTEC Inc,  Kellogg Asia,  KeurigKorea,   
KOBEAK FOODS, LEARLVMH, MAHLE DonghyunFilter Systems, MillwardBrown,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National Starch & Chemical, Nippon Electric Glass Korea,  Ogilvy & Mather Korea, PernodRicardKorea Imperial,  
Personal, Plus Electronics, Postal Savings & Insurance Association Corporation,  quicksilver & roxykorea,   
RhodiaPolyamide,  SeyeongTech, SIW Inc, Swiss MasaiCorporation,,  US Army Garrison Yongsan,  US Army HQ USFK  
외 200여 개 업체  

레퍼런스 



제품문의 
㈜알레그로소프트 

02)761-1110
sales@allegrosoft.co.kr 
www.allegro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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