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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간 작업 호환 스마트 태그 작업창 분리/고정

안전하게,
문서 작성부터 유통까지 저작권 침해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문서진본확인 서비스 주의 글꼴 알림 악성 코드 차단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 플랫폼의 한계를 벗어나 빠르고 스마트한 
문서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한컴스페이스 연동 OCR 기능 음성 인식 문서 작성

(*문서진본확인 서비스는 B2B, B2G 제공 기능으로 별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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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톡
한컴오피스 챗봇 서비스인 오피스 톡에서 	
필요한 기능에 대해 질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기능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캡션 스타일
그림 혹은 표에 캡션 스타일을 적용하여 서식이나 	
스타일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글 프레젠테이션
별도 프로그램 없이 한글에서 프레젠테이션용	
보기가 가능합니다.

PDF/A로 저장
작성한 문서를 별도 프로그램 없이 
PDF/A 표준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저장 시 옵션 메뉴 추가
별도 탭에서 설정하지 않아도, 문서 저장 시 	
자동 저장과 암호에 대한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HTML 형식으로 저장
문서의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 웹페이지(HTML) 	
형식으로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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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맞춤형 피벗 테이블
사용자의 기호에 맞추어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피벗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 저장, 오류 값 표시 등	
다양한 옵션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찾기/바꾸기
날짜, 시간, 백분율과 같은 표시 형식이나 글꼴, 	
글자 크기 등 서식 기준을 통해 문서에서 내용을 	
찾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강화
차트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추세선, 오차 막대, 하강선 등 	
다양한 보조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 저장
한쇼에서 동영상 길이를 조절하고 미디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프레젠테이션 시 복잡한 표나 차트에서 강조할 
부분만 밝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쇼 프레젠터
무선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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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

프로세서	 Intel Core2 Duo 또는 동급 프로세서 (32비트 및 64비트)

메모리	 2GB RAM

하드디스크	 2GB 이상의 사용 가능한 공간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1366 X 768 이상

그래픽	 Direct X9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운영체제	 PC : Windows 7 이상
	 모바일 : Android 5.0 이상 (한컴 툴즈 사용 시)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9.0 이상

네트워크	 온라인 기능 사용 시 인터넷 연결 필요
	 [한컴 툴즈 사용 시]
	 Bluetooth 또는 Wi-Fi로 자동 연결
		 Bluetooth 4.0 이상을 지원하는 PC 및 모바일 안드로이드 장치
	 Wi-Fi 공유 장치

기타	 .NET Framework 4.0 설치 필요
	 Bluetooth 연결 (한컴 툴즈 사용 시)

 ᄒᆞᆫPDF 한컴 타자연습

한컴 사전  ᄒᆞᆫOCR

한컴 문서찾기 한컴 개인정보탐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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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오피스 플랫폼
PC와 모바일 기기 어디서든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문서 보기 설명
한컴스페이스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PC와  
모바일 어디서든 최적화된 변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통합 관리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에버노트 등 여러 드라이브를  
한컴스페이스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컴 솔루션 통합 라이선스
한컴스페이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의 
월정액제로 한컴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한컴오피스 Online, 한컴오피스 2020, 이지포토 3 VP,  
한컴오피스 for Android, 한컴오피스 for iOS, 한컴오피스 ᄒᆞᆫ글 for MA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한컴타워 10층
대표전화 031-627-7000    고객지원 1566-5192
www.hancom.com

구매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