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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 개요-개발 목적과 배경 

 Flexer  Server 

(프로그램) 

▶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서 파일 포맷 (hwp, xls, xlsx, pdf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편리한 생성과 전달의 장점은 있지만 해당 파일을 보기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모바일 기기의 활성화까지 더해 다양한 파일 포맷을 하나의 표준포맷 으로 통일화  
    시킬 필요가 불가피 해 졌습니다.  

▶ 이에,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전자문서를 웹상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준포맷(HTML)으로 변환하는 플렉서 서버(FlexerServer)를 개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2.제안 개요-도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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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정부는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 시대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상용포맷 파일의 사용을 지양하고 오픈포맷 방식의 파일을 
    사용하는것은 “정부3.0” 정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입니다. 

• ActiveX 설치나 별도의 상용뷰어 프로그램 없이  

  모든 환경에서 정보 접근 가능 

• 다양한 시스템(Windows,Linux,Unix)에 적용              
가능하며 추가기술 도입시 별도의 개발시간이 
불필요 

• 모바일 단말기 종류 및 OS에 상관없으며 단말기 
크기별로 전자문서를 최적화 시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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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 솔루션 관련 웹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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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제안 솔루션 -시스템 구성도 

 Flexer Server 

Program 

 Web  Server  

Program 

 Web  
Browser 

   홈페이지 / 그룹웨어  

  홈페이지 방문자  

Web Server 

▶ Flexer Server는 다양한 문서파일을 인터넷 표준언어인 HTML5로 변환하는 솔루션이다. 



4.제안 솔루션 - 제품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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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기기에서 2가지 형태의 Dual-Viewing 방법을 제공 함. 
   (① 앱 Type      ②Reflow/nScreen Type(반응형문서 형태) 

☞원본 문서에 사용된 서체를 변환된 문서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서체로 
   자동변환시켜 법적 분쟁 발생요인 차단.  

☞ ActiveX 및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Viewer 설치 없이 PC나 모바일  
    기기 에서 문서보기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제공  

☞ 100%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및 GS인증 획득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지속적 기능개선 가능 



5.제안 솔루션 - 적용기술(Reflow/n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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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low / nScreen 기술은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화면 size 별로, 보고자 하는 문서의    
      크기,형태를 각 기기의 size에 자동으로 반응,조절케 하여 사용자가 편안하게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용 前 : 불편한 화면 

PC/Notebook 

Tab / Pad 

스마트폰 

적용 後 : 편안한 화면 



1. 뷰어 다운로드 및 설치 

한컴뷰어의 경우 다운로드 
용량 및 시간이 각 
128MB/2분 소요. 

 

2.파일 다운로드 

인터넷 접속망에 따라 시간소요 

 

3. 첨부파일 클릭 

 

4.파일 열기 

     첨부파일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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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안 솔루션  -“PC 환경적용(前) 예시 ” 



1. ”           ” 클릭 

 

2.HTML로 바로보기 

 첨부파일 확인 절차 

• ActiveX 및 어플리
케이션이(뷰어) 필요 
없이 모든 OS 및 웹브
라우저에서 문서를 열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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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제안 솔루션 - “PC 환경적용(後) 예시 ” 

원 클릭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별도 Viewer 또는  
어플리케이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음. 



1.뷰어 다운로드 

 

2.파일 다운로드 

 

3.첨부파일 클릭 

 

4.뷰어를 통한 파일      
열기 

 첨부파일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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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안 솔루션 - “스마트폰 환경적용(前) 예시 ” 



1.”           “ 터치 

 

2.HTML로 바로보기 

 첨부파일 확인 절차 

•  뷰어 및 어플리케
이션 필요 없이 다양
한 단말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문서를 열
람 

Reflow 기능이 적용
되어 모바일 단말기
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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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제안 솔루션 - “스마트폰 환경적용(後) 예시 ” - ①  

원 클릭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별도 Viewer 없이 
Reflow/nScreen화 된 HTML 파일을 모바일 단말기에서 
확대 및 좌,우 스크롤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음. 

        Dual-Viewing  ① 



1.”           “ 터치 

 

2.HTML로 바로보기 

 첨부파일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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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제안 솔루션 - “스마트폰 환경적용(後) 예시 ”- ②   

원 클릭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별도 Viewer 없이 볼 
수 있으며 Reflow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 뷰어 형태
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거부감없이 보여 줄 수 있음. 

          Dual-Viewing  ② 

•  뷰어 및 어플리케
이션 필요 없이 다양
한 단말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문서를 열
람 

•기존 Viewer Type 



8.제안 솔루션 -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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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Flexer  Server  

버전 2013 V1.1 / 2015 V2.0 / 2016 V2.01-m 

지원 웹 서버 OS 및  
웹 서버  

Windows 2003 서버 이상, Unix, Linux / 
IIS 7.0 이상, 아파치 2.0 이상 

제품 형태 웹 서버와 연동되는 실행 파일  

개발언어 C++ 

지원 Web Browsers PC                                            Mobile 

권장 Core 사양 및  
Memory 사양 

2Core 이상 / 
4GB 이상 



9.제안 솔루션 - 인증 및 조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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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변환기의 자체 기술력 및 품질에 대한 GS인증 

  을 획득하여 제안 제품의 객관적인 기술 우수성 및      

  안전성 제시. 

•  고객이 사용하게 될 실제 운영 환경의 테스트 베드  

  에서 철저히 제품 품질을 검증. 

•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능 및 구매 담당자 면책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번호 : 13-0221 , 2013.09.24) 

▶ Flexer Server는  기술력 및 품질에 대한 GS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2013년 11월 나라장터에 제3자단가계약 물품 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검색에서    

  “플렉서” 혹은 “클라우드나인솔루션” 으로 검색.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 225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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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 사용기관 

순번 기   관   명 도입시기 도입수량 도 입 용 도 웹 주 소 비          고 

1 해양경찰청 2013.10 8core(조) 대표 홈페이지 www.kcg.go.kr 국민안전처 로 부터 이관 예정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1 8 ‘’ nia.or.kr-m 

3 한국공항공사 2014.02 8 그룹웨어 결재시스템 

4 공군본부 2014.03 8 대표 홈페이지 airforce.mil.kr 

5 파주시청 2014.03 8 ‘’  paju.go.kr v2.0 / 문화,관광 사이트 포함 

6 국회예산정책처 2014.04 6 ‘’ nabo.go.kr-m 모바일 웹 만 적용 

7 창업진흥원(창업넷) 2014.05 8 창업넷 포털 startup.go.kr 

8 중소기업청 2014.11 12 대표 홈페이지 smba.go.kr 중소벤처기업부 재설치 예정 

9 중소기업청(기업마당) 2014.11 6 기업마당 포털 bizinfo.go.kr v2.0 

10 충남농업기술원 2014.11 6 대표 홈페이지 cnnongup.net 

11 대한석탄공사 2014.12 4 ‘’ kocoal.or.kr 

12 법무부 2015.02 8 ‘’ moj.go.kr 

13 법무부 / 교정본부 2015.03 4 본부 홈페이지 corrections.go.kr 

14 법무부 / 출입국본부 2015.03 4 ‘’ immigration.go.kr 

15 경기도청 2015.08 12 대표홈피 외 gg.go.kr 

16 전북테크노파크 2015.11 6 ‘’ http://news.jbtp.or.kr v2.0 

17 근로복지공단 2016.02 8 ‘’ kcomwel.or.kr v2.0 

18 한국관광공사 2016.03 8 ‘’ kto.visitkorea.or.kr 

19 포항공과대학(POSTECH) 2016.03 30 그룹웨어 결재시스템 Site license 

20 독립기념관 2016.03 8 대표홈페이지 i81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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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품 사용기관 

순번 기   관   명 도입시기 도입수량 도 입 용 도 웹 주 소 비          고 

21 충남테크노파크 2017 6 홈페이지 cntp.or.kr 

22 충북테크노파크 2017 6 ‘’ cbtp.or.kr 2017년  도입확정 

23 행정공제회 ‘’ 5 ‘’ poma.or.kr 2017.10월 인스톨 예정 

24 성남도시개발공사 2017 4 ‘’ isdc.co.kr 2017년  도입확정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8 그룹웨어 - 

26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12 6 홈페이지 snyouth.or.kr 

27 경기도 성남시청 2017 5 ‘’ 

28 경기도 광주시청 2016.12 4 ‘’ gjcity.go.kr 

29 인사혁신처 2017 4 ‘’ mpm.go.kr 

30 국회사무처 2017 5 ‘’ 2017.09~10 인스톨 예정 

31 서울시교육청-도서관 2017 8 ‘’ ‘’ 

32 의정부시청소년미래재단 2017 6 ‘’ ‘’ 

33 국회 상임위원회 2017 8 상임위 별 홈페이지 ‘’ 

34 중소벤처기업부 2017 6 홈페이지 smba.go.kr 

35 

36 

37 

38 

39 

40 



클라우드나인은 단테의 신곡 중 “천국”편에서 유래된 말로 천국으
로 가는 마지막 아홉 번째 계단을 지칭하며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사용하기 쉽고 편안한 제품을 
만들어 고객(사)에게 최상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의 의지
가 담겨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신생 개발사이지만 우리 구성원 모두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그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름처럼 “클라우드나인”한 제품으로 IT세상의 변화와 혁
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1-17 KT중앙지사 914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50-3자이언트큐브 안산비지니스센터 401-6호 

               T 070.7774.9599   F 050.4414.8292  /  010.7123.8292      H.P www.cloud9sol.com  

http://www.cloud9s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