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당당하게
다시
태어나다

'사용자가 주인공이 되는
쉽고 즐거운 오피스 생활'
이것이 한글과컴퓨터가
오피스를 만드는 생각의 시작입니다.
제품구성

사용자를 위한 디테일한 배려와

한컴오피스 글 2014
한컴오피스 셀 2014
한컴오피스 쇼 2014
한컴 개인정보탐색기
한컴 사전
한컴 타자연습
한컴 문서찾기

친절한 생각으로
모두에게 더욱 편리한
Smartwork Place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워진 한컴오피스 2014는
Smart 하게 시작합니다.

뛰어난 기능에 사용자의 편의를 더한
대한국민 오피스,
한컴오피스 2014를 만나보세요!

Why
한컴오피스 2014
Smart Workplace, 한컴오피스 2014
한컴오피스 2014는 실시간 동시 협업을 통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문서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내 악성코드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여 안전한 문서 작업을 도우며,
IT trend에 맞는 Win8 터치프레임 지원으로 문서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문서 작업의 편리함을 말하다!
' 글 2014'는 표준 문서 형식 지원을 통해 문서 유통을 강화하였으며, 유튜브 등
웹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내 문서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어 자유로운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전 검색, 소책자 모양 인쇄, 쪽 가로방향 넘기기 등 세심한
편의 기능으로 사용자의 문서 작업의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는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업그레이드
실시간 사전 검색 및 상용구 입력 지원
낱말 입력과 동시에 뜻을 검색하고 등록된 상용구를 지체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쪽 번호 기능 개선 및 쪽 가로방향 넘기기
문서의 위쪽/아래쪽 여백뿐만 아니라 오른쪽/왼쪽 여백에도 쪽 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시작 번호를 0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화면에서 쪽을 가로 방향으로
넘기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툴
한컴오피스 2014는 오피스 커뮤니케이터를 이용해 실시간 동시 협업을 지원합니다.
글, 셀, 쇼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서를 편집할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사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문서 포맷인 HWPX(OWPML),
OOXML, ODF, PDF를 비롯한 다양한 포맷 문서와의 강력한 호환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Anytime, Anywhere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2014는 Dropbox, Google Drive 등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의 연동을 지원하고, 작성한 문서를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책자 모양으로 인쇄 기능 제공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책처럼 펼쳐지도록 쪽 순서를 자동으로 재배열하여
용지 한 면에 두 쪽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줄 번호 매기기 기능
문서 전체 또는 일부에 줄 번호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기능을 통하여, 문서의 각 줄
앞에 번호를 표시하거나 한 페이지에 포함된 줄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 문서로 변환 기능
별도의 점자 변환 프로그램이 없어도 오피스에서 내가 만든 문서를 점자 문서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준 포맷 지원으로 호환성 강화
KS 표준 문서 형식인 HWPX(OWPML)를 지원하며, DOC, DOCX, ODF와의 파일 호환성을
지원하며, PDF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악성코드와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 없는 보안오피스
한컴오피스 2014는 '악성코드 차단'기능을 통해 문서 내 악성코드 포함 여부를
스스로 탐지하고 사전에 악성코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탐색기를 통해
문서 내 포함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개인식별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IP 주소, 주소, 이메일 등)를 검색, 암호화하여 뜻하지 않은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다 안전한 오피스 환경에서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자료 활용을 자유자재로
유투브 동영상 링크 지원
유튜브와 같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문서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웹 연동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한 번의 Touch, 문서의 완성

인터넷 사전 연동

한컴오피스 2014는 Windows 8 기반의 터치 장비에서 터치 프레임 모드 아이콘을 자동
활성화하여, 각종 핵심 기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 프레임을
지원합니다.

Daum 사전과의 연동으로 문서 작성 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내 문서에서 사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함초롬바탕 폰트 한자자형과 한자사전의 오류
수정 및 내용 보강을 통해 올바른 한자 기반 문서작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다!

프레젠테이션에 나만의 개성을 담다!

' 셀 2014'는 105만 행 지원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는 물론, 한층 업그레이드된
72여 종의 차트와 190여 종의 도형효과, 다양한 수식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피벗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유형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조건을 제공하는 자동필터 등을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분석/가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 쇼 2014'는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한 40여 종의 테마와 150여개의 디자인 서식 및 키워드
검색, 편리한 도형, 표, 스타일 편집, 60가지 이상의 화려한 화면전환 효과 및 테마 쇼 기능,
자유롭게 편집 가능한 동영상 편집 기능 등을 통해 발표자가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임팩트 있는 자료로 디자인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DIY
나만의 Data manager

동영상 편집 & 동영상 삽입

피벗 테이블 계산 필드 추가

'동영상 편집'과 '동영상 삽입' 기능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을 더욱 편리하고 생생하게
만들어, 살아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비디오 변환과 오디오
삽입 기능으로 청중의 시각과 청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참조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에 계산 필드 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원본 데이터의 손상없이 다양한 수식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앨범만들기

사용이 편리해진 자동 필터

'앨범만들기'를 이용해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다양한 앨범 테마에 삽입한 후 슬라이드로
바로 보낼 수 있어, 더욱 센스 있는 자료 작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텍스트, 숫자 및 날짜 필터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데이터 유형을 자동으로 확인해 그에 맞는 기본 조건을 제공하여 데이터 관리가 편리해
졌습니다.

글자 효과 속성 주기

다양한 기능 호환 지원 및 오류 추적 기능

슬라이드쇼 실시간효과 / 화면전환 및 테마쇼

스파크라인 및 다양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Excel 문서를 데이터 손실없이 불러오고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식에서의 오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지원합니다.

발표 중 보여 주고자 하는 내용을 원하는 색으로 강조시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으며, 60가지 이상의 화려한 2D / 3D 화면전환 효과와 청중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테마쇼를 지원합니다.

표준 포맷 지원으로 호환성 강화

풍성한 디자인 서식

ODF 포맷인 ODS 지원 및 표준 문서 포맷인 OOXML 파일 포맷으로의 변경을 통해 문서
호환성을 강화하였으며 VBA 및 VBS를 지원함으로써 대용량 문서의 관리가 한층 용이
해졌습니다.

다양한 탬플릿 ' 쇼 테마'와 카테고리별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디자인 서식', 테마에
어울리는 다양한 도형 서식 등이 담긴 '디자인마당' 등을 통해 자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스프레드시트

자료 작성을 더욱 스마트하게

차트 기능 강화 및 디자인 개선

표 기능 강화

신속하고 편리하게 차트의 종류, 레이아웃 및 구성 요소를 변경하고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트 종류, 축, 범례 등 차트 디자인 요소를 비롯 차트 크기, 위치, 정렬, 회전
효과 등 다양한 차트 개체 속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표 계산식'을 이용해 표에 입력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간단한 계산 결과를 자동으로반영시킬
수 있으며, '표 자동 채우기'로 원하는 내용의 데이터들을 손쉽고 간단하게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화려한 도형 효과

표준 문서 포맷 지원으로 호환성 강화

신규 도형엔진 적용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모양의 도형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림자, 반사,
네온 등 섬세한 효과 적용을 통해 개성 있는 도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PPT, PPTX와의 호환성을 강화, ODF 포맷인 ODP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편리하게 자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형에만 적용되었던 그러데이션, 무늬, 질감 등의 효과를 글자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