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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이어가는
새로운 길
모바일 오피스 Polaris Office로 검증된 글로벌 No.1의 제품력과
신뢰,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를 바탕으로
PC 오피스 Polaris Office 2015가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포맷의 문서들을 빠르고, 쉽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열어보고
편집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개발된 제품입니다.
기존의 ‘MS Office 문서’, ‘한컴오피스 한글문서’, ‘ODF문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Office 프로그램의 전용포맷 문서들에 대해 안정적인
View & Edit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사용자 분석을 통해, 문서작업 사용자를 위한 꼼꼼한 배려가
돋보이는 Polaris Office 2015를 만나보세요!

Why Polaris Office 2015?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서작업이 혁신적으로 스마트해집니다.

글로벌 검증된 NO.1 호환성, 다양한 문서포맷 지원
서로 다른 문서 포맷 간, 유연한 문서변환을 통해 MS Office 문서, 한컴오피스 한글문서 (HWP)
포맷은 물론 ODF 및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의 전용문서 포맷의 View & Edit을 지원합니다.

Polaris Office 2015만의 강력한 차별화 기능
Start Center 기능을 통해 오피스 프로그램 간 이동 없이도,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한번에
View & Edit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MS Office와 한컴 오피스의 작업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를
배려하여, 기능 간 동선을 최적화하면서도 프로그램 작업 환경의 익숙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제품 대비 가벼운 용량과 빠른 구동속도를 제공합니다.
PDF import &
Export 기능

화면캡쳐 기능

문서검토 편의를 위한
펜 주석 기능

획기적인 오피스 프로그램 운영비 절감효과
MS Office, 한컴오피스 한글(HWP), ODF, Adobe Acrobat Reader 와 같은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의 대체가 가능해짐으로써 ,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라이선스,
설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우리 회사만의 최적화된 오피스 업무환경 구축
기관/기업의 기존 업무용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세부기능 연동을 통해 최적화된 업무용
오피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커스터마이징은 고객사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양한 문서포맷? 걱정 없습니다!
Microsoft Word, 한글(HWP) 뿐만 아니라 개방형 워드프로세서 문서서식인 ODT포맷을 비롯한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의
전용문서 포맷과의 강력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사용자 편의기능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호환성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MS Word, 한컴오피스 HWP, PDF 및 개방형 문서 포맷인 ODT를 지원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 포맷을 사용할 때마다 새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도 손 쉽게 문서 열람 및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변환 기능 제공
HWP 문서를 ODT 문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모든 문서를 Image 및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단축키 호환기능 지원
MS Office 또는 한컴오피스 아래한글(HWP)로 문서 작성이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해 포맷별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키 호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변경내용 추적기능
문서의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한 눈에 파악하고, 공동작업 중 피드백 및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변경내용 추적기능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부가기능
PDF Viewer
PDF 문서파일도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문서보기 및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과의 강력한 호환지원
사용자가 엑셀 문서의 Data를 정리/분석/가공 및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Microsoft Excel과 개방형 스프레드시트 문서서식인 ODS 포맷을 지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Data Management
데이터의 자동완성 및 정렬, 필터
Sheet에서 데이터 입력 시, 입력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삽입을 편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에 맞게 정렬하거나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필터링하여 데이터를 손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값에 따라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의 셀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값들의 변화를 차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지원
피벗 테이블의 필드를 지원하여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요약, 집계하여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30여 개의 함수지원 및 오류검사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수식의 오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데이터를 더욱 완벽하게 작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직관적인 Data 표현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각종 차트와 스파크라인을 제공합니다. 차트 및 스파크라인의 종류 및 다양한
구성요소를 데이터의 종류에 맞도록 손 쉽게 변경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토리가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PowerPoint와 개방형 프레젠테이션 문서서식인 ODP 포맷을 지원합니다.

최적화된 작업환경! Creative한 결과!
슬라이드 마스터 및 템플릿 제공
슬라이드 마스터 제공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템플릿을 통하여 다양한
문서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화면전환 기능 제공
은은한 효과, 화려한 효과, 동적 콘텐츠 등 40여가지 이상의 화면전환 효과를 이용하여 페이지 이동 시
주목 받을 수 있는 문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 기능 제공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 등 30여종 이상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 내 객체 이동, 표시, 사라짐
등의 효과를 지원하며, 미리보기 기능으로 객체에 적용된 애니메이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 기능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는 물론 하이퍼링크 삽입을 지원하여, 발표 주제에 맞는 다양한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선집중! 중요한 키워드는 임팩트 있게!
워드아트 기능 제공
발표자료 내 중요한 키워드는 워드아트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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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환경
운영체제

Windows7 이상 (최소 Windows XP SP3)

CPU

Intel Pentium 4 이상

RAM

1GB 이상

하드디스크

1GB 이상 (설치 여유공간)

화면 해상도 1600 x 900 이상
그래픽 카드 Open GL 3.0 이상 지원

Web _ www.infraware.co.kr Tel _ 02-537-0538 Address _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26, 반도빌딩 3F (우)137-802
Web _ pc.polarisoffice.com

Email _ support@polarisoffice.com Tel _ 156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