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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모니카OS 소개



하모니카OS는 2014년 초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개SW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방형 OS 프로젝트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방형OS로 데스크톱 사용자를 위한 하모니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oss.hamonikr.org/

완벽한오픈소스생태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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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OS는 국제 및 국내 표준을 준수하여 사용자 경험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방형OS 환경에서 운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이식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RAM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00여모델의 프린터, 스캐너와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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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금융 사이트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인식과 호환성 패키지를 지원 합니다. 또한 정부 민원 업무 서비스, 백신, 보안SW 등 호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사이트의 공인인증서 및 호환성 패키지 지원

설치방법 : https://hamonikr.org/board_hkrme/68658

지원목록 : https://hamonikr.org/hamoni_notice/67852

정부24 민원업무(등본출력)

홈텍스(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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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OS에서 제공되는 보안기술은 커널 보안, 응용프로그램 보안, 사용자 보안의 레이어로 구분됩니다. OS의 각 단계별, 영역별 보안을 적용하여
OS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신뢰성을 향상 시킵니다.

시스템 바이오스(BIOS)

커널모듈

시큐어 체인
서명검증

보안체인
형성

시스템바이오스에서시작되어커널모듈까지

이어지는과정에서보안체인을형성.

인가되지않는불법적인SW 사용을차단하는

커널시큐어체이닝기술적용

응용프로그램의 경우커널의리눅스보안

모듈(LSM : Linux security Modules) 

인터페이스를이용하여관리자가프로그램별

사용권한을제한할수있게합니다.

User-space applications

U
s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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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Policy utilities

GNU C library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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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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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User-space applications

User-space applications

Security 
policy

Security 
module

Response

Request

암호화된저장공간, USB 보안프로그램, 

개인방화벽, 바이러스백신을제공하고있으며,

업데이트서버는공개키기반의암호화와

TLS를이용하여데이터를제공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암호화된
저장공간

USB
보안프로그램

개인방화벽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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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리한 사용자 환경

2. 주요 도입 및 활용 실적

3. 경쟁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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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OS는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고 편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테스트와 개선을 반복해왔습니다. 또한 하모니카 커뮤니티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이며 안정화 되어있습니다. 

손쉬운 설치 익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우스클릭과정보(사용자, 네트워크)입력
설치시간약 15~20분소요

iso 파일로부팅 USB 만들기 사용지역, 시간대설정

사용지역, 시간대설정 설치진행

Ⅱ. 국내환경에 최적화

시작 메뉴
시스템 설정
(제어판)



국내외 리눅스OS, 오픈소스SW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용되고 있는 SW 중 국내 OS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SW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유용한 SW 제공

Ⅱ. 국내환경에 최적화

네이버웨일웹브라우저 텔레그램메신저 ZOOM 클라이언트

Kdenlive(동영상편집툴) Celluloid 동영상플레이어 동영상녹화



국내외 리눅스OS, 오픈소스SW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용되고 있는 SW 중 국내 OS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SW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유용한 SW 제공

Ⅱ. 국내환경에 최적화

이미지뷰어 그림판 리브레오피스

ablert검색 Fsearch빠른검색 작업공간선택



사용자가 OS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백신, 방화벽, 백업 및 복구SW 등을 제공합니다.

OS 최적화 관리를 위한 SW 제공

Ⅱ. 국내환경에 최적화

시스템및서비스관리 ClamTk백신 업데이트관리

시스템설정(제어판) 백업/복구매니저 원격데스크톱



하모니카OS는 커뮤니티에서 14만 건이 넘는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개인 사용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다운로드 이외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은 설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및소속기관스마트워크업무환경구축

국방부 화상면회 및 사이버지식정보방

경찰청 캠코더 단속영상 편집프로그램 운영체제

봉선초등학교 등 실습실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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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OS는 PC용 뿐만 아니라, 서버용 OS, IoT 단말기, 교육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안정성과 호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공공, 교육, 민간 등에서 도입

민간(iwinv) 클라우드PC VDI 서비스 개시

매체제어

네트워크제어

상용SW 및 시스템 호환

VMS 운영서버 교육 콘텐츠 플랫폼 스틱PC

Ⅱ. 국내환경에 최적화

약 14만여건의 누적 다운로드



하모니카OS는 OS의 기본기능에 충실히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내외 오픈소스SW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SW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W들을 통해 사용자는 하모니카OS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Ⅱ. 국내환경에 최적화

구분

기본제공
보조프로그램



1. 데스크톱 PC는 하모니카OS 환경의 일부

2.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제공

3. 교육과 기술의 만남 에듀테크 산업의 약진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안정적인 운영체제인 하모니카OS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HW와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작게는 IoT 기기에, 크게는 서버 시스템에 적
용되고 있습니다.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Amazon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우분투가 차지하는 비율
124만개 인스턴스 중에 40만개를 차지하고 있음

Canonical 은 AWS에 최적화된 Ubuntu Linux를 제공

최신프로그램에적극대응

편리한사용성

저렴한구축 /운영비용

클라우드 VDI 서비스, 서버 시스템

iwinv Cloud VDI 서비스

대학교, 기업, 공공기관등WEB/DB서버



스틱PC와 같이 휴대용PC, IoT 기기에도 하모니카O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휴대용스틱PC Single Board Computer



특수 목적의 SW를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해 HW일체형 플랫폼에 하모니카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VMS 영상관제 시스템의 서버와 엣지 컴퓨터
의 운영체제로 하모니카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Touch Cloud 사의 AI 영상분석 솔루션의 운영체제로 하모니카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VMS 영상관제플랫폼운영서버

대만 AI 영상분석솔루션, 엣지
디바이스개발업체. Touch Cloud

출입통제, 공사장위험감지, 이동동선파악

AI 영상분석솔루션의운영체제로 Ubuntu, HamoniKR OS사용



조직의 중앙 관리자가 타지역에 있는 원격지 PC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원격으로 PC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카OS
를 사용하는 PC에 원격관리 솔루션 Hamonize를 설치하여 PC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부팅 및 재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현장 방문이 필요없는 원격지 PC 관리

하모니카OS
Intel vPro 지원 PC
Hamonize Agent 설치

원격지 PC

백업 / 복구 설정
보안 설정
사용 정보 로그 수집

PC 장애발생, 부팅 불가

Hamonize Center

관리PC를통한원격접속
Hamonize Console

로그 수집

정책 배포
사용통제

- 원격접속
- 상태 확인
- 재부팅 시도
- 백업본으로
재설치 진행



미니PC를 활용한 전자칠판을 구현할 경우 기존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SW 코딩 교육용 운영체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크롬북과 같은 태블릿 형태의 저사양 PC에서도 원활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미니PC와대형모니터, IR센서를활용한전자칠판

Intel 셀러론 프로세서
4GB RAM

어썸봇, 어썸카, 어썸키트등
SW코딩교구활용



하모니카OS는 PC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SW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W 개발을 하고 싶은 사용자와
SW개발을 직업으로 하는 사용자에게도 유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Ⅲ. 다양한 분야에 활용

Windows 환경에서개발하여 Linux 환경에서
서비스하는모순된개발환경

하모니카OS는개발환경을기본지원

Qt VSCode

gcc java

python



1. 하모니카OS 사용자를 위한 교육자료 배포

2. 사용자를 위한 지원 체계

Ⅳ. 배포 및 지원



개방형OS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커뮤니티의 운영, 하모니카OS의 사용 매뉴얼 배포, 기술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Ⅳ. 배포 및 지원

하모니카OS교육과정개설, 매뉴얼
교육동영상배포예정

유튜브를통한교육영상및매뉴얼배포

교육내용은 하모니카OS에 국한되지 않고, 

개방형OS (Linux OS)의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

개방형OS 기본과정 (6H)

개방형OS 고급과정 (7H)



하모니카OS는 하모니카OS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 향상과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해 온라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Ⅳ. 배포 및 지원

신속한 1:1 온라인 기술지원체계

문의/기술지원 요청

답변/온라인지원하모니카OS
사용자

바탕화면 App을
통한 문의

신규사용자를 위한 체험서비스 제공

iwinv Cloud VDI를통한
체험 서비스 제공

WIndows10
사용자

원격 접속



서울시서초구사임당로8길 17, 201호

02-2039-3977

sales@invesume.com

인베슘사이트 www.invesume.com

하모니카커뮤니티 www.hamonikr.org

㈜인베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