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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피스(Office)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고, 인

터넷 사용이 원활한 것이 사무용 컴퓨터의 필수 조건이

다. 특히 오피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

에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분투 리눅

스(Ubuntu Linux, 이하 우분투)는 오피스 프로그램인‘오픈오피스

(OpenOffice.org)’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또한 한 과컴퓨터

의 워드프로세서인‘한 ’의 리눅스 버전이 있으며, ‘한 과컴퓨터

오피스2008 리눅스’의최신버전이정식출시를앞두고있다.

우분투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웹 브라우저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파이어폭스(Firefox)’를 비롯해, 메일 클라이언트인‘에볼루션

(Evolution)’과‘선더버드(Thunderbird)’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

넷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오피스 프로그램, MS 오피스와 호환이 관건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설치된‘오픈오피스’와‘한 과컴퓨터 오피

스(이하,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의오피스(이하MS 오피스)

와 호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씽크프리(ThinkFree) 오피스’와

같이크게세가지의오피스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우분투를 사무용 운 체제로 사용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MS

오피스 문서와 호환성 문제다. 부분의 기업은 사무용 문서 작업에

MS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은 일반 문서

에 MS 오피스의‘워드(WORD)’ 신에‘한 ’을 이용하고 있다.

‘한 ’의 경우에는 한ㆍ중ㆍ일이 협력해 만든 리눅스인‘아시아눅스

(ASIANUX)’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한 과컴퓨터’에서 리눅스

용‘한 ’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반면 MS 오피스는 현재 마이크

로소프트의 윈도우 환경만 지원하며, 리눅스용 프로그램이 출시되지

않아사용자들의불편을야기하고있다.  

리눅스 환경에서 오픈오피스, 씽크프리 오피스 그리고 한컴 오피

스는 기본적인 사무 업무에 있어‘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호환

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표와 그림이 삽입된 복잡한 구성의 문서 혹은

OLE 객체가 삽입된 경우에는 문서의 틀이 깨지거나 아예 내용을 열

어볼수없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한컴 오피스’는 물론이고, ‘오픈오피스’나‘씽크프리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어, MS 오피스 문서

를 읽을 수 있지만, MS 오피스는 이같은 프로그램과 호환할 수 있는

파일 저장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 문서 환경을 제한하고

있다.

우분투 데스크톱의 마지막 연재인 이번호에는 오피스와 인터넷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특히 오픈오피스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인‘임프

레스(Impress)’에 새롭게 추가된 3D 슬라이드 전환 효과와, 우분투

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한 2008 리눅스용 체험판(이하 한

2008)’, ‘씽크프리 오피스’의 설치방법을 소개한다. ‘한 2008’은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문서 업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부터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FTP 프로그램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웹 서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윈도우에 비해 생소하지만 리

눅스 환경에서 이같은 사용자 요구와 기 를 충족시키고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리눅스에서문서작업과인터넷의사용

1. 우분투 리눅스 소개와 설치(2008년 1월호) 

2. 3D 데스크톱 소개(2008년 2월호) 

3. 리눅스 데스크톱 사용을 위한 기본 기능과 설정의 이해(2008년 3월호)

4.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소개와 설정 방법(2008년 4월호)

5.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편집 작업 방법(2008년 5월호)

6. 메신저 등 기타 주요 애플리케이션 소개(2008년 6월호)

7. 오피스와 인터넷 프로그램(2008년 7월호)

연 재 순 서

이정우

sakuragi@sakuragi.org

(주)다음기술 신기술 사업부 개발팀, 

우분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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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식버전이 아닌 60일로 사용일이 제한된 체험판만이공개됨에

따라이버전을기준으로한다.

오픈오피스, 3D 슬라이드 전환 효과

맥OS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인‘키노트(keynote)’는 화려한 효과

를 내는 기능들을 제공해 보는 이가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다. 키노트의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픈오피스는 2.4 버전부터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임프레스에도 몇 가지 3D 슬라이드 전환 효과

를지원하고있다(화면2).

임프레스의 3D 슬라이드 전환효과는‘시스템 - 관리 - 시냅틱 꾸

러미관리자’를실행한후, ‘openoffice.org-ogltrans’패키지를설치

하면슬라이드전환효과목록에3D 전환효과가추가돼사용할수있

다. 이 효과는‘OpenGL(개방형 그래픽 라이브러리)’을 사용하므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OpenGL이 활성화돼 있어야 하며, OpenGL

을 통해 3D 효과를 가속해 주는 컴피즈(Compiz)를 구동시킬 수 있

는환경이라면무리없이사용할수있다.

한 과컴퓨터의 오피스 체험판 설치

‘한 과컴퓨터 오피스 2008 리눅스 60일 체험판’을 설치하기 위

해서는 우선 다운로드 사이트(www.haansoft.com/hnc/down/expe

rienceDown.jsp)에서 현재 최신 버전인‘Hoffice 20 08_trial_

32_080515.tar.gz’파일을 다운로드한다. 파일명 뒤쪽의 6자리 숫자

는 날짜를 의미하므로 때에 따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된다. 

받은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우분투 데스크톱 환경인 Gnome용의

압축 관리자로 파일 인스톨러가 실행돼, 원하는 위치에 압축을 푼다.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래드햇 계열의 패키지 관리 툴인

‘rpm’와 QT GUI 라이브러리인‘libqt3-mt’와 같은 패키지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우분투 데스크톱 화면 상단의‘시스템 - 관리 - 시냅

틱 꾸러미 관리자’를 실행후 rpm과 libqt3-mt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한컴 오피스의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로

이동해 인스톨러를 실행하는데, 이 작업의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터미널을열어서작업을진행하도록하겠다.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로 이동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

면 인스톨러가 실행되며, 밑줄친 부분이 사용자가 입력할 부분이다.

인스톨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터미널을 이용한 작

업은 일시적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인‘sudo’를

사용하는것이편하다.

인스톨러를 실행하면 설치 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프로

그램설치방법과크게다를것없이익숙한방식으로진행된다.

한컴 오피스의 설치 완료 후 남은 한 가지의 작업은 터미널을 열고

폴더 위치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이는

한컴 오피스의 설치 프로그램이 아시아눅스용으로 개발됨에 따라,

동일한 라이브러리라도 우분투에서 사용중인 라이브러리 파일명과

미세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이로써 한컴 오피스 실행을 위한 작업은 최종 완료된다. 터미널에

입력한 명령어 중에서‘ln’은 파일에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명령어이

며, ‘-s’는 심볼릭 링크(Symbolic link) 옵션으로 원본의 위치를 담

고있는파일을만드는명령어다.

한컴 오피스의 실행은 좌측 상단의‘프로그램 - 오피스’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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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1 | 오픈오피스라이터(Writer) 실행화면

화면2 | 오픈오피스의임프레스(Impress) 3D 효과

$ sudo ./haansoft-office7-installer

[sudo] password for sakuragi: (암호입력)

$ sudo ln -s /usr/lib/libtiff.so.4 /usr/lib/libtiff.so.3

$ sudo ln -s /usr/lib/libcrypto.so.0.9.8 /usr/lib/libcrypto.so.6



할수있다.

씽크프리 오피스의 설치

씽크프리 오피스의 설치 방법은 앞서 소개한 한컴 오피스와 유사

하다. 씽크프리 오피스의 다운로드 사이트(myoffice.thinkfree.com/

domain.se-method=goDownloadTfoPage)에서 현재 최신 버전인

리눅스용‘TFO-3.5.0989.30-linux-en-gui-online.sh’를 다운로드

받고, 터미널을 열어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이동한 후,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인스톨러를 실행한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인스톨러가실행된다. 

인스톨러를 통한 설치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3D 데스크톱 효

과적용시주의할점이있다. 컴피즈(Compiz)를사용할경우에는씽

크프리 오피스가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바 기반

으로 개발된 씽크프리 오피스에서 자바와 컴피즈(Compiz) 간의 충

돌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씽크프리 오피스

의 실행시에만 3D 데스크톱 효과의 적용을 끄고, 실행 후에는 3D 데

스크톱효과를재활성화시키는것이다.

전자 결제가 제한된 리눅스 웹 브라우저

우분투에서 인터넷 사용시, 특히 웹 서핑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우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 국내 부분의 쇼핑몰 업체와 금융권의

온라인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할수있기때문이다.

국내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부분 액티브X(ActiveX)를 통해 사

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액티브X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제

공되고 있다. 부분의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기본 웹 브라우저로 채

택하고 있는 파이어폭스(Firefox)에서는 액티브X를 실행할 수 없어,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액티브X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는

웹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 개발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액티브X를 신해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은 점차 개선되리라 예

상된다. 

현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독점적인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웹 브라우저는 넷스케

이프(Netscape) 다. 최근에는 넷스케이프가 없어지고, 파이어폭스

가그뒤를이어유닉스와리눅스환경에서주로사용되고있다.

파이어폭스는우분투에서사용할수있는웹브라우저중기능적으

로 유연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도 좀 더 편하게 웹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부가기능(Extension)’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테마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같은 부가기능에

익숙해진사용자는다른웹브라우저의사용을불편해하기도한다. 

한국 모질라 업데이트 사이트(update.mozilla.or.kr)는 주로 사용

되고 있는 파이어폭스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기능에

한 설명을 한 로 지원하고, 한 화한 것도 많다. 사용자들이 즐겨

쓰는 파이어폭스의 부가기능 중 몇 가지를 소개한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경우가 드물고, 종류가 다양

하지않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다.

우분투에서 지원되는 메일, FTP, P2P 프로그램

웹브라이저 이외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메일 클

라이언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아웃룩 익스프레스(Out

look Express, 이후 아웃룩)’, 아웃룩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우분투

의기본메일클라이언트인‘에볼루션(Evolution)’이있다.

부분의 리눅스 사용자들은 에볼루션보다 리눅스나 윈도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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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sh TFO-3.5.0989.30-linux-en-gui-online.sh

[sudo] password for sakuragi: (암호입력)

Unpacking JRE ...

Preparing JRE ...

Starting Installer ...

................(이하생략)

화면4 | 씽크프리오피스라이터(Writer) 실행화면

화면3 | 

씽크프리오피스

설치화면



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메일 클라이언트인‘선더버드(Thunder

bird)’를 선호하고 있다. 선더버드는 아웃룩이나 에볼루션과는 달리

일정관리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이같은 기능을 라이트닝(Light

ning)이란 부가기능으로 제공한다. 일정관리 기능인 라이트닝은 선

더버드의 부가기능이 아닌 독립적인 일정관리 프로그램으로도 존재

하며, 이를선버드(Sunbird)라고 명칭한다. 선버드는특히 부가기능

을통해구 캘린더와연동을통한일정관리기능을제공한다.

우분투는 아직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FTP 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며, 그중인기있는것은

다양한 플랫홈을 지원하는 파일질라(FileZilla)와 간단한 인터페이스

의gFTP이다.

또한‘푸르나’와같은eMule 기반P2P 프로그램을제공하며, ‘시

스템 - 관리 - 시냅틱 꾸러미 관리자’를 통해 aMule을 설치하면,

P2P 프로그램이 설치된다(화면 9). eMule 기반의 P2P 프로그램을

사용해본사용자라면이용하는데큰어려움은없을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로의 원격접속을 위한 터미널 서버 클라이

언트도 제공되는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원

격데스크톱연결(mstsc)’과같은기능을가진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부분 상단의

‘프로그램- 인터넷’에서찾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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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파이어폭스의부가기능

All-in-One Gestures 뒤로가기, 창닫기, 새창열기, 탭이동등다양한동작을마우스로

실행할수있도록해주는부가기능

FasterFox l파이어폭스의네트워크를최고의속도가나오도록설정해주는

부가기능

FastDic 단어를Ctrl+클릭과같은조합으로입력하면네이버미니 어사

전등과같은사전을통해단어의뜻을보여주는부가기능

Flashblock 리눅스용의플래시는프로세서부하가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

에비해심해웹브라우저에서플래시를차단하는부가기능

LightSMS 네이트무료문자기능을파이어폭스사용시간편히이용할수있

도록지원하는부가기능

Adblock 웹페이지에뜨는각종광고이미지를차단하는부가기능

Foxmarks Bookmark 북마크를인터넷서버에올려두어서어느컴퓨터에있는파이어

Synchronizer 폭스의사용시에도북마크를동기화시켜주는부가기능

CompactMenu 상단의메뉴를보다작게(compact) 조절할수있는부가기능

우리말도우미 간편하게한 맞춤법검사를가능하게해주는부가기능

화면5 | 에볼루션실행화면

화면6 | 파일질라(Filezilla) 실행화면

화면7 | aMule 실행화면

화면8| 

터미널서버클라이언트

실행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