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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국내 리눅스 운영체제의 대중적인 보급을 높이고자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리눅스OS 빌드 체계 및 한글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한글화 지원 체계 구축＇과 개방형OS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
한 기반을 마련

출처:위키피디아

주요기능

• 네이버 웨일 웹브라우저 사용
• 금융사이트 및 공인인증서 설치 프로그램 지원
• OS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 제공
• 온라인 기술지원 앱 제공

대분류 • 시스템SW 소분류 • 운영체제

라이선스
고지

• http://pms.invesume.com:8090/hl/os/3-0

사전설치 솔루션 • 없음

버전 • HamoniKR-3.0-64bit

특징

• 스냅샷 기능(원하는 시점에 OS를 백업 및 복구)
• 사용자 편의 중심의 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기본 프로그램 제공
• 스마트기기와 파일 공유
• 사용자에게 익숙한 UI

개발회사/커뮤니티
• https://www.invesume.com
• https://github.com/hamonikr

공식 홈페이지 • https://hamoni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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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monikr.org/


2. 기능요약

•  HamoniKR 주요 기능

인터넷사용

• 네이버 웨일 웹브라우저가 출시하면서 하모니카OS 기본 브라우저로 제공

• 윈도우용 카카오톡 설치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시작메뉴의 검색창에서 바로 구글 검색이 가능

• 3만 여개의 SW를 검색/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매니저 제공

설치프로그램지원
• 금융사이트 및 공인인증서 호환성 지원 설치 프로그램 지원
• 지원목록 : https://hamonikr.org/hamoni_notice/67852
• 설치방법 :  https://hamonikr.org/board_hkrme/68658

스팀게임지원 • steam-installer : 스팀 게임 지원

OS 관리도구

• 데스크탑 검색 프로그램 추가

• 하드웨어 분석, 시스템 벤치 마크 및 보고서 생성기 추가

• 시스템 크리너 유틸리티 stacer

• 시스템 정보, 충돌 보고서, 정보 리포트 등 리포트 도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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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monikr.org/hamoni_notice/67852
https://hamonikr.org/board_hkrme/68658


3. 실행환경

•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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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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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팅USB 만들기

2. HamoniKR 설치



4. 설치 및 실행

- 7 -

1. https://rufus.ie/

사이트 접속

2. 최신 버전 파일

다운로드

https://rufus.ie/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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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2. 우측 창이 팝업

3. 선택을 클릭 후

4. 하모니카 ISO 파일을

열기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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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모니카 ISO 파일

확인

2. 파티션 방식, 대상

시스템 확인

3. 파일시스템 확인

확인

확인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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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을 클릭하면

USB의 Data가

삭제된다는 경고가 뜸

2. USB에 ISO 부팅 파일

생성 중

3. ‘완료’ 확인되면

부팅USB 완료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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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모니카OS용

부팅USB를 사용하여

부팅하면 우측 화면이

실행

2. 아이콘 HamoniKR 

설치 더블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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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한국어＂선택

후

2. 계속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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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보드 배치

2. 한국어(101/104키

호환) 선택 후

3. 계속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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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픽과 와이파이

하드웨어, 플래시, 

MP3 등의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

2. 선택박스 체크 후

3. 계속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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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모니카OS를

단독으로 설치 시

2. 디스크를 지우고

HamoniKR3.0설치

3. 선택박스 체크 후

4. 지금 설치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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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컬(Seoul) 선택 후

2. 계속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 17 -

1. 사용자 정보 입력 후

2. 계속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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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중 화면 예시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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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완료 화면

2. 확인 후

3. 지금 다시 시작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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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시작 후

2. 로그인 화면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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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와인 설치

2. 우측 그림 처럼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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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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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시 입력한 암호

입력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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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중 화면 예시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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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함 체크 박스

선택

2. 다음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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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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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료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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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 뷰어

업데이트 화면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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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 버튼 클릭



5. 기능소개
세부 목차

5.1 인터넷 사용

5.2 음악과 비디오

5.3 그래픽

5.4 오피스

5.5 보조프로그램

5.6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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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1 인터넷 사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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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웨일웹브라우저

인터넷 웹서핑을 위해 네이버 웨일

웹 브라우저가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1 인터넷 사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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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메뉴검색

시작 메뉴의 상단에서 설치된

프로그램을 검색하거나 없는 경우

바로 구글에서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5. 기능소개
5.1 인터넷 사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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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매니저

소프트웨어 매니저는

하모니카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30,000여개의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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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박스

리듬박스는 디지털 음악을 재생하고

관리를 도와주는 오디오 플레이어

입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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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녹화(SimpleScreenRecoder)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 녹화를

지원합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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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C 미디어플레이어

DVD, 오디오 CD, VCD와 다양한

스트리밍 프로토콜뿐 아니라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멀티미디어 재생기

입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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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플레이어

Xplayer는 많은 파일 형식을 읽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기능이 뛰어난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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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nlive

기본 비디오 편집에서 전문적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된 오픈 소스 비디오

편집기 입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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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

Kodi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재생합니다.



5. 기능소개
5.2 음악과 비디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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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캡처도구 Shutter

Shutter는 기능이 풍부한 스크린 샷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영역, 창, 전체

화면 또는 웹사이트의 스크린 샷을

찍을 수 있으며 다른 효과를

적용하고 포인트를 강조 표시 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3 그래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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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보기 Xviewer

Xviewer는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5. 기능소개
5.3 그래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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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

픽스는 이미지 뷰어 및 브라우저

유틸리티 입니다. 이미지 썸네일

목록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5. 기능소개
5.3 그래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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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편집도구 GIMP

김프는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오픈소스 그래픽 편집 도구

입니다.



5. 기능소개
5.4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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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e Office

Libre Office는 MS Office의 워드, 

파워포인터, 엑셀 등과 호환되는

문서 편집 도구입니다.

* 공공기관 인터넷 업무용 O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기능소개
5.5 보조프로그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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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보이쪽지

포스트잇 처럼 간단한 메모를

기록하여 바탕화면에 보이게 하는

간단 메모 프로그램입니다.



5. 기능소개
5.5 보조프로그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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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기본 계산, 재무, 공학,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모드로 변경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5. 기능소개
5.5 보조프로그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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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다양한 글꼴을 설치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5 보조프로그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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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릿

다양한 위젯을 선택하여 바탕화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5 보조프로그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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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릿

애플릿을 추가하면 패널(시작 메뉴가

있는 Bar)에 추가됩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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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업데이트 매니저를 통해 일괄 또는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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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사용량분석기

디스크 사용량 분석기는 사용자에게

디스크 드라이브의 내용을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단일 폴더, 

전체 파일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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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복구도구 Timeshift

하모니카OS의 여러 상태에 대한

스냅샷을 저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컴퓨터에 새로운 것을 시험해 보고

업그레이드 등을 하면 간혹

운영체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Timeshift를 이용하면 하모니카OS가

완벽하게 작동하던 지점으로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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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방화벽 설정 프로그램을 통해 PC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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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백신 ClamTk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입니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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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정

하모니카OS에서 설정 가능한

메뉴들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손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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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틱패키지관리자

하모니카OS에 설치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는 패키지라는 단위로

관리됩니다. 패키지 관리자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지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기능소개
5.6 관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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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그룹

하모니카OS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 편집, 제거 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6. 하모니카 사용하기
세부 목차

6.1 주변기기

6.2 디스플레이

6.3 네트워크

6.4 꾸미기

6.5 사용자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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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모니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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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연결

안드로이드, 아이폰 기기와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PC와 연결 시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연결 시 ‘픽스로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6.1 주변기기 (1/5)



6. 하모니카 사용하기

- 60 -

프린터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프린터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설치 없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인식 됩니다. 

자동인식이 되지 않거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작메뉴>관리>프린터를 선택하여

프린터를 검색, 추가할 수 있습니다.

6.1 주변기기 (2/5)

프린터 목록, 드라이버 검색 권장사항 드라이버 선택

모델명에 맞는 드라이버 설치 테스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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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VLC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캡처 장치

열기＇를 선택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장치를 각각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주변기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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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Bluetooth 장치가 켜져 있다면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등과 같은 외부

Bluetooth 장치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6.1 주변기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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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렛펜

와콤 펜 타블렛은 자동 감지되어

기본적으로 지원 됩니다.

6.1 주변기기 (5/5)



6. 하모니카 사용하기

- 64 -

해상도

대부분 하모니카OS 설치 시 자동으로

해상도가 설정이 됩니다. 새

모니터를 추가하거나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시작메뉴>기본설정>디스플레이’를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2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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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결

시작 메뉴 패널 바의 우측 하단의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유선, 무선

네트워크의 상태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3 네트워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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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연결

시작 메뉴 패널 바의 우측 하단의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유선, 무선

네트워크의 상태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3 네트워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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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선택

하모니카OS에서 사용되는 글꼴을

선택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4 꾸미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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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

하모니카OS에서 제공하는

배경화면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이용하면 슬라이드

모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4 꾸미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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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사용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창

테두리, 아이콘, 컨트롤, 마우스

포인터 및 GUI를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제거＇탭에서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4 꾸미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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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사용자 환경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애니메이션 변경이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6.4 꾸미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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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애플리케이션

해당 타입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1/8)

실행할 파일을 ‘우클릭 >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기’를 선택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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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시간

시스템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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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

시작메뉴 > 기본설정 > 바탕화면 을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콘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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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보

시작메뉴 > 기본설정 > 사용자

정보를 클릭하여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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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애플리케이션

하모니카OS 로그인 시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을 추가/삭제 하거나

실행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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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시스템에 사용될 언어 및 지역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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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창

로그인 시 보여질 배경화면 및

테마를 선택하거나 자동 로 그인, 

게스트 로그인 등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로그인 창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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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프로그램

추가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삭제 할 수 있습니다.

6.5 사용자 환경 설정(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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