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편리한 개방형 OS



왜, 개방형 OS인가?
공공기관 외산 운영체제 종속문제 해결
윈도우 기술종료에 따른 보안위협 해결 및  
합리적 비용의 운영체제 도입

오피스 독립에 이은  
OS독립을 위한 새로운 도전,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오피스 독립

1990년 2020년

한컴구름
OS 독립



한컴구름용 오피스 편집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2022 (gooroom@hancom.com 사용문의)

한컴오피스 2022의 모든 것을 한컴구름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글 문서는 기본이고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프리젠테이션 문서들을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생산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산 운영체제 종속 탈피를 위해 
한글과컴퓨터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개방형OS

한컴구름 이란,

HANCOM GOOROOM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보안프레임워크

• 신뢰부팅
• 실행파일 보호
• 운영체제 보호
• 브라우저 보호

안전한 한컴구름

공공업무 최적화

• DaaS기반 망분리 지원
- 데스크톱 가상화(VDI) 지원

• 공공기관 필수 보안SW 호환
 ,계연망 ,BSU안보 ,신백  -

내PC지킴이, NAC 등

편리한 한컴구름

오픈소스 프로젝트

• 공동개발 및 협업 환경 조성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개발
- 30여개 민간기업 참여
- 연구소 및 대학교 공동연구

함께 만드는 한컴구름

연구소

검찰·경찰

교육기관

소방

국방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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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구름
Client 영역

HANCOM GOOROOM

한컴구름OS 보안프레임워크

공공기관 업무를 위한 리눅스 기반 안전하고 편리한 개방형 OS

한컴구름OS

보안기술을 강화한 크로미엄 기반의 개방형 브라우저

• HTML5기반 웹 표준 준수
• 브라우저 종료 시 사용자 데이터 완전 삭제
• 접속사이트에 따른 사용자 권한 차등화
• 특정URL 및 유해사이트 차단

구름 브라우저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을 위한 4단계 보안프레임워크 

신뢰부팅

운영체제 보호

실행파일 보호

브라우저 보호

HW 영역보호

OS 영역보호

Kernel 영역보호

Application 영역보호

보안프레임워크

구름 브라우저

한컴구름
OS

구름 보안프레임워크 기술적용 Lifecycle(버그/보안패치),  
커뮤니티 영속성

Intel, ARM 등 
다양한 아키텍처 플랫폼 지원

업무용 필수 소프트웨어 탑재
편리하고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DaaS용 
OS

PC용 
OS

특수단말용 
OS

보안성

사용성 호환성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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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구름
Server 영역

HANCOM GOOROOM

온프레미스
(On-premise)

클라우드
(Cloud)

한컴구름 단말의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관리 서버솔루션 한컴구름용 소프트웨어 배포, 업그레이드관리, 원격모니터링

• 안전한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
• 개발사 및 소프트웨어 인증 관리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원격 통합 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 제거, 업데이트 통제

한컴구름 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센터

한컴구름
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센터

Provisioning

보안SW 업무용SW 펌웨어

어플리케이션
 센터

행정단말 특수단말교육단말 보안단말

사용자관리

• 사용자 인증 · 인가 관리
• 사용자 계정 · 조직 생성 및 관리
• 사용자 권한관리 및 자원 통합관리

단말정책관리

• 통합 단말인증 정책
• 매체 및 주변기기 접근제어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보안정책관리

• 보안정책 생성 및 단말적용
• 통합 인증 · 인가 현황 모니터링

리관 합통 의반기 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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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 최적화된
개방형OS 제공

한컴구름
구축 레퍼런스

HANCOM GOOROOM

구축 레퍼런스

DaaS 기반의
인터넷 망분리 PC

도입효과

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SW 개발기간 단축

보안 강화

보안 중심 설계
필요한 보안기술 지원

SW 선택권 확대

개방형OS 도입 · 확산
벤더 종속성 탈피 

안전한 클라우드  
업무환경 단말기

재난안전통신망
치안업무용 무선단말기

공공 클라우드 기반
원격교육시스템 단말기

국방행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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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참여업체 및 기관
㈜안랩, ㈜휴네시온, ㈜세이퍼존, ㈜넷맨, ㈜지인소프트, 
㈜소만사, ㈜아신아이, ㈜틸론, ㈜구름연구소, ㈜이액티브, 
㈜구루미, ㈜클라우드림, ㈜조은I&S, 세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외 다수

30여개 공공기관 보안SW 개발사,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 참여

개방형OS 활성화를 위한
한컴구름협의체

HANCOM GOOROOM

한글과컴퓨터

SW
개발사

HW
제조사

공공기관

연구소 및
교육기관

한컴구름협의체

"한컴구름협의체"란,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개방형OS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협의체 구성 및 정의

• 공공기관 개방형OS 도입 사업 정보 공유
• 개방형OS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 협력
• 개방형OS 유관 기관 · 기업의 상호 교류
• 협의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공동 연구 · 개발

협의체 주요 역할

한컴구름협의체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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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문의
  031-627-7000              gooroom@hancom.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한컴타워 10층

www.hancomgooroom.kr

|  외산 운영체제 종속 문제해결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보안기능 탑재  | 

|  클라우드 기반 업무에 최적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