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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의 ‘구름OS’을 토대로 한글과컴퓨터에서 자체 개발한 OS이며, 리눅스 커널

4.19기반의 데비안(Debian) 리눅스를 기반

주요기능
• 구름 브라우저 사용
• 한글 2020 viewer Beta
• 소프트웨어 센터(앱 설치)

대분류 • 시스템SW 소분류 • 운영체제

라이선스
고지

• https://www.hancom.com/board/devgo
oroomList.do?admin_preview=admin_pr
eview&artcl_seq=10430

사전설치 솔루션 • 없음

버전 • Hancom-Gooroom-2.0-amd64

특징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보안프레임워크
• 공공업무 최적화
•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동개발 및 협업 환경 조성

개발회사/커뮤니티 • https://github.com/hancomgooroom

공식 홈페이지 • http://hancomgooro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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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hancomgooroom
https://hancomgooroom.kr/


2. 기능요약

•  한컴구름 주요 기능

구름브라우저

• HTML5기반 웹 표준 준수

• 브라우저 종료 시 사용자 데이터 완전 삭제

• 접속사이트에 따른 사용자 권한 차등화

• 특정URL 및 유해사이트 차단

한글문서편집
소프트웨어

• 윈도우에서 작성한 한글 문서를 자유롭게 읽고 편집
• 익숙한 열림 상자 방식과 드롭다운 방식의 메뉴 제공
• 윈도우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 도형, 표, 이미지 삽입 및 편집 기능 제공

한컴오피스
문서뷰어

• 2020 한글/한셀/한쇼 뷰어 제공( 한셀/한쇼는 2020년 말 제공 예정)
• 한컴오피스의 문서 포맷에 대한 열람 기능 제공

보안프레임워크

•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4단계 보안프레임워크

• 신뢰부팅

• 운영체제 보호

• 실행파일 보호

• 브라우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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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환경

•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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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사양 권장사양

CPU(x64) Intel Pentium Gold Intel Pentium i3

Memory 4GB 4GB

HDD 8GB 40GB 이상

비고 한컴구름은 Intel 아키텍처의 PC, 노트북을 지원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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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팅USB 만들기

2. 한컴구름 설치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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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rufus.ie/

사이트 접속

2. 최신 버전 파일

다운로드

https://rufus.ie/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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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hancomgooroo

m.kr 사이트 접속

2. 최신 버전 파일

다운로드

https://hancomgooroom.kr/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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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2. 우측 창이 팝업

3. 선택을 클릭 후

4. 한컴구름 ISO 파일을

열기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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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컴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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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컴구름용

부팅USB를 사용하여

부팅하면 우측 화면이

실행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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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ㅎ” 클릭 후

2. 프로그램 클릭

3. 한컴구름 설치 클릭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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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 Korean＂선택

후

2. “앞으로” 버튼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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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의합니다” 체크

2. “ 앞으로 “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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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한 시간대

“ Asia/Seoul” 선택

2. “ 앞으로“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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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보드 선택 후

2. “ 앞으로“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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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정보 입력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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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크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설치될

경우

2. “ 앞으로” 클릭



4. 설치 및 실행

1. 설치 개요 화면

2. “ 설치“ 클릭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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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중 화면

2. 설치 완료 후 화면

3. 컴퓨터 재시작을

위해 “ 예“ 클릭



4. 설치 및 실행

- 22 -

1. 재 시작 후

2. 로그인 화면



4. 설치 및 실행

1. 로그인 하면

업데이트 관리자

팝업

2. 패키지 선택 후

업데이트 설치

3. 사용자 암호

입력창이 팝업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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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데이트 완료 화면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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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2020 Viewer 

Beta 설치하기

2. 해당 창이 안보일

경우 네트워크 연결

후

3. PC 재부팅



4.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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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중 화면

2. 설치 완료 화면



5. 기능소개
세부 목차

5.1 한컴구름 메뉴 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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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구름이 설치된 장치를 시작하면 로그인 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이 없다면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로그인 버튼

계정 입력

암호 입력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 로그인 화면



로그인하면 한컴구름의 바탕 화면이 표시됩니다. 바탕 화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런처 작업 표시줄

한컴구름 도움
말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화면 구성



작업 표시줄은 시작 관리자 및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포함된 바탕
화면 하단의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아이콘으로 제공됩니다.

런처

업데이트 안내

네트워크 연결

알림 표시

키보드 설정

전원 상태 표시

스피커 설정

한컴구름 보안
상태날짜 및 시간 표
시 창사용자 아이콘

바탕 화면 보기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 작업표시줄 기능안내



업데이트 관리자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패키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설치 버튼을 눌러 패키지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관리자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업데이트 관리자 화면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설정 > 연결 편집 > 설정( ) > IPv4 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 네트워크 연결



키보드 설정을 통해 키보드 입력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키보드 > 입력기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한글
키를 핫키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핫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설정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키보드 설정



전원 상태 , 스피커 설정 , 시간 표시창, 사용자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상태 표시

스피커 설정

날짜 및 시간 표시 창

사용자 계정

바탕화면 보기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작업표시줄 기능 세부



다음 순서에 따라 한컴구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클릭

2

1

종료 버튼 클릭

3

시스템 종료 클릭

5. 기능소개
5.1 한컴구름메뉴소개-시스템 종료



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사용자 암호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설정메뉴 소개



설정 > Wi-Fi 목록에서 원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암호가 설정된 네트워크는 보안 설정
및 암호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와이파이 설정



설정 > 배경에서 바탕 화면 배경과 잠금 화면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두 번 클릭하여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 선택 창으로 이동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배경설정



설정 > 글꼴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글꼴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글꼴설정



설정 > 테마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설정메뉴 소개



설정 > 지역 및 언어에서 표시 언어, 날짜, 시간, 숫자 및 단위 표시 형식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지역 및 언어 설정



설정 > 접근성에서 한컴구름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 지역 및 나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비, 큰 글씨 및 커서 크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접근성 설정



설정 > 전원에서 전원 관련 설정을 관리합니다. 노트북인 경우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절전 모드 정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전원 설정



설정 >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VPN 또는 네트워크 프록시를 구성합니다.
아래는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할당하는 예제를 보여줍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네트워크 설정 #1



네트워크 설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으며,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한컴구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1 2

마우스 클릭

3

IPV4 선택

수동 선택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네트워크 설정 #2



설정 > 장치 >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 등을 변경하여 최적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2 3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디스플레이 설정



잠금 해제 > 프린터 추가를 눌러 네트워크 또는 USB로 프린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제조사에 따라 프린터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은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프린터 설정



자세히 보기 > 날짜 및 시각에서는 표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날짜 및 시각



자세히 보기 > 사용자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먼저 잠금
해제를 실행한 다음 암호 입력란을 두 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사용자 암호 변경



자세히 보기 >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능소개
5.2 한컴구름 설정 기능-기본 프로그램 설정



6. 활용예제
세부 목차

6.1 기본프로그램 사용

6.2 VPN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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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폴더 > 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두 번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탑재된 뷰어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이미지 뷰어



런처> 기타에서는 한컴구름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안랩의 V3 데스크톱
제품을 설치했을 때의 예시 화면을 보여줍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3rd party 프로그램 확인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기능 외에 공학용 계산 및 프로그래밍 계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계산기



보조 프로그램 > 스크린샷에서는 전체 화면을 캡처하거나 영역을 지정하여 일부 화면을 캡처한 다음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화면 캡쳐



보조 프로그램 > 텍스트 편집기는 메모장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사용하여 텍스트 문서를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텍스트 편집기



한컴구름 v2.0 프로그램 사용하기 런처 > 시스템도구 > 소프트웨어 센터

시스템 도구 >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공간입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소프트웨어 센터



한컴오피스 한글 2020 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한글 문서를 두 번 클릭하면 뷰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문서 뷰어 사용



MP4와 같은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동영상 파일을 두 번 눌러 아래와 같이 재생해보세요.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동영상 재생



Chromium을 기반으로 개발된 구름 브라우저는 강력한 보안 뿐만 아니라 Chrome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Chrome 브라우저 사용자라면 언제든지 손쉽게 구름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활용예제
6.1 기본프로그램 사용- 웹 브라우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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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6.2 VPN 활용

한국정보화진흥원(NIA) NiCloud 서비스에 적용하여 보안 단말기로 활용

- 2017년 NIPA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2017.6 ~ 2017.11)을 통해 레퍼런스 확보

협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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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6.2 VPN 활용

VPN을 활용한 사업 적용 검토

VPN

연결

KVM 실행

• KVM 활용 / VM 탑재

VM Guest 활용

• Win10 VM 활용

DaaS 접속 VM Guest 활용

키오스크

모드

전용 어플리케이션
운영

• DaaS 클라이언트 탑재

• 한컴구름 지원 SW 및 브라우저 기반 업무 활용

일반업무용 보안단말 도입 검토
(정보검색 / 리눅스 활용가능 업무)

대규모 기관/기업 도입 검토
Win10 환경을 N:N 매핑하여 할당/활용
(Pooled VDI / Dedicated VDI 방식)

소규모 기관/기업 도입 검토
Win10 환경을 1:1 매핑하여 할당/활용

리눅스/클라우드 업무환경 활용

전용업무용 보안단말 도입 검토
(정보제공용 키오스크 및 무인기기 운영)

• WIN10 및 리눅스 활용

• 키오스크 환경 구성 • 용도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필요



7. FAQ

Q 한컴구름은 어떤 제품인가요?

A 데비안 리눅스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구름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구름OS를
기반으로 한글과컴퓨터의 오피스 제품과 개발 노하우를 더해 만들어진 OS가
한컴구름 입니다.

&

Q 오픈소스 구름과 한컴구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한컴구름은 오픈소스 구름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 기능
은 동일하며, 아래의 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컴구름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구독형 구매가 필요합니다.

한컴오피스 2020 한글 (2020년 4Q 제공예정)
한컴오피스 2020 한셀 (2021년 제공 예정)
한컴오피스 2020 한쇼 (2021년 제공 예정)

구매는 기업/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및 가정은 무료로 제공되며,기술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한컴오피스는 상용제품으로 별도 협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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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Q

Q 한컴구름의 소스는 어디에 공개되어 있나요?

A 한컴구름은 구름OS 를 기반으로 제작되며, 구름OS의 전체소스
는 gooroom.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Q 한컴구름 오픈소스 사용고지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컴구름 제품의 오픈소스 사용고지문은 한글과컴퓨터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개발자센터 > 한컴구름 개발 메뉴얼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왼쪽의 한컴구름 2.0문서를 펼쳐보기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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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ro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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