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한글뷰어’ 설치 전 준비사항 



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1. 한글뷰어 설치 전 준비사항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01. 익스플로어 브라우저 설정 변경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열기 

* 설치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센터 : 1661-0901 /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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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수준 ‘낮음’으로 설정 

해당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낮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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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bedu.co.k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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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bedu.co.kr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2. *.e-hb.co.kr 주소도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3. 닫기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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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눔 글꼴 다운로드 

* 나눔 글꼴이 있는 경우는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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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1. 나눔글꼴 다운로드 

[한글뷰어 실행파일 다운로드] 클릭~!->[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설치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센터 : 1661-0901 /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2. 나눔글꼴 다운로드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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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 

1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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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2. 실행파일 찾기 

* 설치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센터 : 1661-0901 /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바탕화면의 다운로드 한 파일을 찾아 마우스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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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제 

02. 나눔글꼴 다운로드 



03. 한글 뷰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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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1. 한글 뷰어 파일 다운로드 

[한글뷰어 실행파일 다운로드] 클릭~!->[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설치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센터 : 1661-0901 /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3. 한글뷰어 설치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2 클릭! 

3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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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 

1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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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2. 실행 파일 설치 찾기 

바탕화면의 다운로드 한 파일을 찾아  

마우스 더블클릭! 

Window xp인 경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한 파일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Window 7 이상 인 경우  

* 설치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센터 : 1661-0901 /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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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글 사이트에서 문제를 출제 후 문제 파일을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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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글뷰어 설치 



04. 글자나 수식이 깨져 나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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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만족센터 : 1661-0901 /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제지/해답지의 글자나 수식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글꼴을 
저장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세요.) 

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4. 글자나 수식이 깨져 나올 경우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01. 글꼴 다운로드 

     [한글 뷰어 설치하기] 팝업창에서 제공하는  [글꼴 다운로드]! 

글꼴이나 수식이 깨지는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팅 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아래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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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팝업 

보기 기준의 범주에서 큰/작은 아이콘 클릭! 

다운로드 받은 글꼴을 글꼴을 드래그 하여  
폴더에 넣어줍니다. 

02. 글꼴 넣기 

     제어판 > 글꼴 폴더 > 다운받은 글꼴 파일을 넣어줍니다.  

03. 컴퓨터 재부팅 

     재부팅을 하셔야 글꼴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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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 04. 글자나 수식이 깨져 나올 경우 한글뷰어 설치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