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0일 00시 37분

목차
목차
뷰어다운로드

2
3

윈도우용
리눅스용
매킨토시용

3
3
4

뷰어다운로드

이용안내 > 뷰어다운로드

윈도우용
[한글 뷰어 (HWP Viewer)]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를 이용하면 한/글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도 모든 한/글에
서 작성한 한/글 문서(*.hwp)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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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벳 리더 (PDF Viewer)]
Adobe Reader는 PDF 포맷으로 된 문서를 볼 수 있는 PDF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편
집 기능이나 PDF 파일 제작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
기능과 인쇄 기능만 제공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PDF 문서를 클릭하면 Adobe
Reader가 바로 실행이 되어 웹 브라우저 창에서 볼 수 있도록 ActiveX Control 및 플
러그인이 함께 제공되므로 다운을 받지않더라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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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뷰어 (XLS Viewer)]
Excel Viewer을 사용하면 Excel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Excel 통합 문서를 열어서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cel Viewer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복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통합 문서를 저장하거나, 새 통합
문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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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뷰어 (PPT Viewer)]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파워포인트는 강력한 기능과 편
리한 사용법으로 많은 개인과 기업등에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에
서 제작한 ppt 문서는 원래 파워포인트가 있어야만 볼 수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
용하면 파워 포인트가 시스템에 설치 되어 있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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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뷰어 (DOC Viewer)]
Word Viewer을 사용하면 Word문서 및 이전 버전의 모든 Windows Microsoft Word
와 Macintosh용 Microsoft Word에서 만든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Word Viewer에서
는 문서 내용을 보고, 인쇄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복사할 수 있지만 열려 있는 문서를
편집 또는 저장하거나, 새 문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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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다운로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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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Download.
[오픈 오피스 (Open Office)]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오피스 스위트입니다.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뛰
어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이 투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뿐
만 아니라 리눅스와 솔라리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Shockwave 다운로드 (Flash Player)]
쇽웨이브는 홈페이지에 사용된 플래쉬가 보이지 않을 경우 플래쉬를 보실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Windows Media Player 다운로드]
microsoft사의 윈도우즈에 기본 보조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재생기
로 거의 모든 종류의 미디어파일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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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벳 리더 (PDF Viewer)]
Adobe Reader는 PDF 포맷으로 된 문서를 볼 수 있는 PDF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편
집 기능이나 PDF 파일 제작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
기능과 인쇄 기능만 제공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PDF 문서를 클릭하면 Adobe
Reader가 바로 실행이 되어 웹 브라우저 창에서 볼 수 있도록 ActiveX Control 및 플
러그인이 함께 제공되므로 다운을 받지않더라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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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오피스 (Open Office)]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오피스 스위트입니다.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뛰
어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이 투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뿐
만 아니라 리눅스와 솔라리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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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용
[아크로벳 리더 (pdf viewer)]
adobe reader는 pdf 포맷으로 된 문서를 볼 수 있는 pdf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편집
기능이나 pdf 파일 제작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 기능과
인쇄 기능만 제공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pdf 문서를 클릭하면 adobe reader가 바
로 실행이 되어 웹 브라우저 창에서 볼 수 있도록 activex control 및 플러그인이 함께
제공되므로 다운을 받지않더라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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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오피스 (open office)]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오피스 스위트입니다. 기존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뛰
어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이 투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뿐
만 아니라 리눅스와 솔라리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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