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1 도입
공개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복제, 개작, 배
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1].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유해서 공
동으로 개발하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정신이 상용 소프트웨어 일변도의 산업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1). 실제로 공개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아래 <그림 1>
과 같이 현재 공개소프트웨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분야인 스마트 모바일(Smart Mobile), 빅데
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 인터넷(Intern of Things)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핵심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공개소프트웨어가 꽤 오랫동안 사회적 오해
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계의 집요한 견제를 뚫고 지금의 핵심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살펴 볼 때 이러한 성장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분가 지속
되고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1>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핵심가치
1) 본 해설서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원래는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유하여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공부
하고 복제하고 수정하고 배포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얻자는 정신은 프리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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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공개소프트웨어의 유년 시절은 매우 불우하고 성장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적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가입과 참여의 문을 개방한 공개소프트웨어의 이념과 철학은 높게 평가되
었지만 그 산출물의 품질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공
개소프트웨어는 실제로 공짜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보호에 대한 의식이 없이 제 마음대로 배포하
여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었으며,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단으로 인하여 확산과 보급의 길이 막혔
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사용한 무보증
(no warranty) 배포 조건이 도리어 믿고 쓸 수 없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신규 도입과 상용 대체
의 장애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공개소프트웨어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까닭에
상업적인 마케팅과 영업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마진으로 벌어들
인 수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이로써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용 소프트웨어 업계의 훼
방과 배척을 제재하거나 반전시킬만한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활동과 불리한 여건
에도 불구하고 공개소프트웨어만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인 개발 역량의 강화, 원가 및 비용의 절
감,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기회의 창출이라는 차별적 혜택은 날이 갈수록 우려와
불신을 꺾고 확신과 신뢰를 얻게 되는 이유로 충분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역량은 개념적인 이해나 이론 교육만으로 확보되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는 창의력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실제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하
기 때문에 상식과 이론만으로는 자판을 두들겨서 동작하는 구현체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아이디어, 논리, 공식, 절차 등을 실질적인 언어로 풀어 주고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 주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실습과 응용을 통해 창의력을 배가시킨다. 공
개소프트웨어를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상용 제품을 대체할 수 있어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스 코드 자체가 기술이요 지적재산이므로 기
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데 이용하면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성능으로 고품질의 신제품을 출시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듯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유익한 공개소프트웨어의 진가는 현재 세
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 기업을 통해 확증되고 있다. 반면에
공개소프트웨어는 모르면 못쓰고, 또 잘못 쓰면 도리어 독이 되는 단점도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와는 달리 누구도 먼저 새롭게 출시된 공개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으며 잘 쓰는 방법
을 자세하게 알려 주지도 않는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기업 내부적인
운영 방법, 관리 방안, 외부와의 협업 체계 등에 대해서 가이드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
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단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
재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표준이라 하면 원래 공통적인 요건으로부터 필수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어 단순화시킨 규약의
결정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별한 성격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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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된 의미와 활용 방법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해설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최
대한 활용하고 보급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정된 표준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념적인 이론에 머무르는 수준
을 탈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현장 상황과 여건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참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교과서에도 참고서가 필요한 것처럼 공개소
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활용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본 해설서를 참고서로 활용하면
공개소프트웨어 본연의 혜택을 누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쉽게 설명하
려 할지라도 공개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수하게 쓰이는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어내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번역이 될 수 없는 외래어나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해설서 말미에 용어집으로 일괄 정리되어 있다.

1.2 배경
공개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자체이다. 다만 하나의 소프
트웨어는 두 가지의 다른 표현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프로그램 형태의 소스 코드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이진 프로그램 형태의 실행 코드
로 나누어진다. 이는 하나의 동일한 물체가 외국에서는 다른 말로 일컬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
치로써,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스 코드와 실행 코드는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하다. 언어가 달라서 소통
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언어 차원에서는 통역사가 필요하고 문장 차원에서는 번역가가 필요하듯
이, 통역사에 해당하는 인터프리터(interpreter)가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실행 코드로 변환시
키고 번역가에 해당하는 컴파일러(compiler)가 저장 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에서
실행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스 코드는 인간 영역에 속하
는 표현체이고 실행 코드는 소스 코드가 번역되어 기계 영역에서 실행되는 표현체이다. 결국 실
행 코드는 소스 코드만 있으면 기계적인 방법으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반
면에 아이디어, 로직(logic), 알고리즘(algorithm), 공식(formular), 자료 구조(data structure)
등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소스 코드는 인간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하나의 소프트웨어라 할지라
도 두 가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형태에 대한 접근 방법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용의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배포되지 않았던 소스 코드가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해 나누
어짐으로써 지금까지는 불가능 했던 접근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수행
하는 대표적인 주체가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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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실행 코드의 동일성

소프트웨어, 즉 공개소프트웨어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도 소스 코
드를 만드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실행 코드의 사용에 집중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로 나누어진다.
개발자 커뮤니티가 창설 후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확산
과 보급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커뮤니티가 발전하여 자체적인 생존이 가
능하게 되면 설계, 구현, 테스트, 통합 등 본연의 개발 업무에 전념하게 되어 소스 코드 생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활동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 대신에 유력한 개발자 커뮤니티
를 돕는 사용자 커뮤니티가 생겨나와 개발자 커뮤니티가 소홀 할 수 있는 실행 코드의 활용과
보급에 전담함으로써 개발자 커뮤니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된다. 이렇듯 공개소프트웨어
가 상이한 표현 형태에 따라 이를 다루는 커뮤니티가 달라지는 것처럼 공개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표준도 용도와 사용자를 달리하여 개발되고 제정될 수밖에 없다. 즉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가
양분되어 상호 협력 구도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공개소프트웨어 표준도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기술에 도움을 주는 개발자 표준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용자 표준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해설서가 설명하고 있는 표준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 커뮤니티에
더욱 밀접한 표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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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개소프트웨어 표현 형태에 따른 표준화 활동

기술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기술이 표준
으로 만들어 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업이 후원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대게 유력한 여러 기
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보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기술이 사실 (de facto) 표준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실 표준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열거한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통신 프로토콜(Protocol), 호출 방식(Calling Method), 질의
어(Query)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API, OSI 7 layer,
TCP/IP, HTTP, HTML, System Library, SQL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표준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
다. 즉 공개소프트웨어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서 사실적인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상용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표준화 단체가 명시한 사양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다. 일례로 개인의 호기
심을 충족시키고 취미 활동 수준에서 운영되는 개발자 커뮤니티는 표준 생성에 기여하기가 어렵
겠지만,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유력한 개발자 커뮤니티는 산업계에 사실적 표준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
다. 즉, 개발자 커뮤니티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사실적 표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
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 업체들이 혹 동일 시장의 경쟁 업체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구성원

012

모두가 참여해서 기여한 소스 코드가 배포되기 때문이다.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고 이들의 시장 영향력이 클수록 업계에서 관련 업종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사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실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원리이다. 일례로
리눅스(Linux)는 소프트웨어 벤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하드웨어 벤더들이 적
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부터 모바일 장치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
든 하드웨어에 설치가 가능하고 수많은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체제와 시스
템 라이브러리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사실 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 매우 오래 되었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JBoss도 사실 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일한
카테고리(Category)에 속하는 WebLogic이나 WebSphere의 호환성을 시험할 때 우선적으로
JBoss에서 연동성을 테스트 하고 모든 기능이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JBoss에 자리에 자사
WAS(Web Application Server)를 대체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
니라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실적인 표준으로써 제공하는 가치는 고착(Lock-in) 현상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매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스택(Stack) 또는 수이트(Suite) 형태
로 판매하는 회사는 전속 시장(Captive Market)을 확보하는 전략의 하나로 자사의 상용 제품이
연동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거나 동작에 불리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마련이다. 이에 뒤질
새라 하드웨어 회사 또한 자사가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만 자사 하드웨어에 설치되도록 하거나 타
사 제품은 성능과 기능에 큰 손해를 보도록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개소프트웨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여 고착의 문제를 풀어 주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기술 아키텍처
(Technical Architecture)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Software Architecture)를 구축할 수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표준 전략으로 활용해서 사업적 이득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혜택을 누린 경
우도 있다. IBM은 Eclipse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사의 개발자가
표준 공통 개발 플랫폼을 얻게 되었다. 즉, 전 세계 수많은 작업장에서 이질적인 형태로 개발되
면 모든 프로젝트가 Eclipse라는 통일된 개발 플랫폼 위에서 동일한 개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
어 제품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개발환경 구축, 개발자 투입, 기술 교육 및 개발 실습에 효율성이
배가되어 개발 생산성, 테스트 효과 증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가 소스 코드의 생성과
보급을 통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 기반의 도입과 적용으로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고 볼 수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에 이처럼 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예상보다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보급이 저조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공개소프트웨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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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용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영업, 고객 지원, 품질 보증, 교
육, 컨설팅 등이 공개소프트웨어에는 부족하다. 그 결과 홍보와 보급 차원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에 비해 공개소프트웨어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는 자발적인 참
여와 협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징계 등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황도 고객 구
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공개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1)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모름
2) 용도에 맞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찾았어도 어떤 공개소프트웨어가 가장 적당한지 모름
3) 운영 중에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체 가능한 공개소프
트웨어를 모름
4)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모름
5)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
하는 방법을 모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PG602(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룹)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단체 표준을 제정하였다.
①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및 프로파일: TTAK.KO-11.0110
②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 TTAK.KO-11.0133/R1
③ 공개소프트웨어 교환명세: TTAK.KO-11.0182
④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TTAK.KO-11.0176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및 프로파일은 1)번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준으로써 필
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에서 찾으려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소
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은 2)번과 3)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된 공개소프트웨어들을 비교하여 그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능
에서 2)번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
용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자 할 때 공개소프트웨어와 상용제품을 비교하여 대
체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3)번 문제를 해결한다. 공개소프트웨어 교환명세는 4)번을 위한
표준으로써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전달되는 소프트웨어에 공개소프트
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메타(Meta) 정보로 요약된 표준 문서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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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침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공개소프트웨어 거
버넌스 프레임워크는 5)번을 위한 표준으로써 사용자의 조직 규모가 기업과 같이 거대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운영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
다. 그러므로 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표준들은 사용자 커뮤니티에게 특히 활용 가치가
높으며 실행 코드 수준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더욱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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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요

2.1 공개소프트웨어의 의미

서두에서 공개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으면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공부, 복제, 설
치, 사용, 변경,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내렸다. 비록 이 용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
확하게 전달하도록 번역되지는 못했지만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2-4]

<그림 4>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실행 코드의 예시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리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밖에는 없다고
해고 과언은 아니지만 두 소프트웨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프리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
의 공유와 개방을 통한 협업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개작된 프리 소프트웨어
의 소스 코드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며 회수를 위한 반환의 의무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프리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무료로 소스 코드를 공부하고, 복제하고, 바꾸고, 나누어 쓸 수 있
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반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를 배포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실행 코드를 만들거나 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제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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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강제성을 더하기 위해서 프리 소프트웨어 진영은 반
환의 의무를 라이선스 규정에 명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최초의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선포되었다. 그 이후 프리소프트웨어 진영은 라
이브러리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없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와 통신 인터
페이스로 연결만 되어도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등
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프리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요구 변화를 수용하였다.
반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OSI(Open
Source Initiative)에 의해 탄생하면서 복제, 수정, 배포 등 기본적인 자유는 프리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Apache, BSD, MIT와 같이 소스 코드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라이
선스도 포함시킴으로써 반환과 공유보다는 확산과 보급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보급에 따른 사용자의 저변 확대로 인하여 기술지원, 유
지보수,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의 증대와 이로 인한 사업적 기회 창출이라는 암묵적
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지금까지는 소스 코드와 실행 코드라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두 가지의 큰 구성 요소를 통해 내
부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비교를 통해 대외적인 위치를 파악할
순서이다. 우선 공개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기초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 등식과 같은 등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공개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2) 공개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 }

그리고 공개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 공개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 소스 코드 , 실행 코드 }
(4) 소스 코드 = 인간 언어 = 프로그래밍 언어
(5) 실행 코드 = 기계 언어 = 이진 코드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이 기존의 프리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용어를 만들어 낸 의도를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
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98년 OSI(Open Source Initiatieve)
가 출범한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내에 포함된 지적재산 까지도 공개해야 하는 반환의 의무가 상용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레드햇(Red Hat)과 같이 프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짜를 의미하는 프리(free)는 수익 모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프리 소프트웨어가 왕성하게 확산되고 보급되어야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생길 기회
가 있었으나 GPL과 같이 반환 조건이 강력한 Copyleft 라이선스와 프리라는 용어는 기술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훼방꾼이 될 수밖에 있었다. 따라서 사업적 관점에서는 반환이 불필요한 허용(permissive) 라이
선스가 필요하였고 유료 기술 지원 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프리라는 말을 대체할 당위성이 필요하였다. 결국 OSI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반환의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지금도 프리 소프트웨어 진영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은 이타주의 정신과 금전적 이익 관점에서 충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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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공개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같지 않으며, 교집합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여집합에 해당하는 다른 요소도 있다.
(6) 공개소프트웨어

≠ 상용 소프트웨어

(7) 공개소프트웨어

- 상용 소프트웨어 ≠ { }

(8) 상용 소프트웨어 - 공개소프트웨어 ≠ { }
(9) (공개소프트웨어

- 상용 소프트웨어) ≠ (상용 소프트웨어 – 공개소프트웨어)

위 부등식에서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공개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차이점

여기서 공개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무료(free)와 유료 조건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상용 소프
트웨어라 할지라도 애드웨어(Adware), 쉐어웨어(Shareware), 프리웨어(Freeware) 등은 무료이
지만 소스 코드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드웨어는 광고의 대가로 무료로
보급된다. 쉐어웨어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평가판 형식으로 무료로 보급된다.
프리웨어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2.2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및 프로파일(TTAK.KO-11.0110)의 요약
본 표준의 목적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 분류
체계와 공개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Implementation)과 전환(Migration)에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래 <그
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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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보완하여 미리 정해진 유사한 공개소프트웨어 묶음을 계층 체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
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필요로 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개소프트
웨어 프로파일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경우에 실질적인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한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및 프로
파일은 활용도 높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선별할 수 있는 통일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및 민
간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개소
프트웨어 활용으로 인한 정보 시스템 구축의 자원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림 6>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2.3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TTAK.KO-11.0133/R1)의 요약
본 표준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
로 대체하는 데 있어 성숙도와 적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표준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적용 분야에 적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사용
목적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며, 설치 후 운영상 이슈가 없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 준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수는 수십만 종에 이르며 나날이 공개소프
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막상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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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공개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어떠한 수준인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지를 판단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표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속성을 기본 속성으로 선정하였고, 더 나아가 상업적 용도에
맞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자를 확장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본 속
성과 확장 속성을 정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정량
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의 성숙도와 적용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 방
법은 <그림 7>에 개념적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최선의 결정을 내리
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후보로 도출된 여러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해 각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어서 사용을 주저하거나 유사한 상용 제품 대비 완성도가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할 수 없어서 도입과 대체를 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된다.

<그림 7> 공개소프트웨어의 성숙도와 적용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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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개소프트웨어 교환명세(TTAK.KO-11.0182)의 요약
본 표준은 외부로 전달 또는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관한 메타 데이터의 표준 서식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공급망 내에서 전달되는 과정 중에 공개소프트웨어에 관
련된 제반 정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즉 이 표준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내에 포함된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될 수 있는 관리 작업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법성까지 개선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준법 활동에는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독자적으로 라
이선스를 분석하고 소스 코드에 연관된 라이선스를 확인하여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수행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 걸쳐 동일한 공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더라도 분석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
스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 정보를 중복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중적인 노력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Linux Foundation)에서는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 워킹그룹이 구성되었고
현재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관련된 정보의 항목과 표현 형식을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림 8> 공개소프트웨어 정보 교환 명세의 내용과 구성 방안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SPDX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패키
지에 대한 정보와 관련 내용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통 서식을 표준으로 만들게 되
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DX 문서는 생성정보, 패키지 정보, 라이선스 정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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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토자 정보 등의 메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표준안은 최신의 SPDX 사양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눅스 파운데이션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요구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표준은
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어서 공
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준법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업 간 라이선스 정보의 교환을 용이
하게 한다. 또한 서로 다른 고객에 의해 동일한 소스코드 패키지가 여러 차례 분석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라이선스 정보 교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법성을 개선하고 간소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2.5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TTAK.KO-11.0176)의 요약

<그림 9>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의 개념도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는 위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의 흐름에 따라
정책, 프로세스, 조직, 교육, 라이선스, 시스템, 커뮤니티 등 다양한 내부 요소가 연결되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가 수많은 분야에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1) 내부적 사용,
2) 외부 배포, 3) 외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가각의 상황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활동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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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미리 정의해 놓고, 이후 적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형편에 따라 응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
크(Framework)를 제시 한다. 즉,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세 가지 관점으로 조명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데 본 표준의 목적이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는 내부 사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외부로 배포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그리고
외부에 설치된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 적법
성과 활용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입장을 공개소프트웨어가 흘러가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순차적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각 단계 별로 실행하고 점검해야 하는 필수 항
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부사용 단계
조사, 분석, 평가, 요구분석, 설계, 개발, 시험, 패키징(Packaging), 계약, 설치,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정책수립, 조직구성, 교육, 커뮤니티 참여

2) 배포 단계
전달, 공개, 커뮤니티 참여, 컴플라이언스

3) 외부 서비스 단계
계약, 설치, 운영, 유지보수, 기술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이 표준은 공개소프트웨어가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실행 항목을 정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
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 표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는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므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
스의 입력과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정보교환
명세를 생성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활동이 거버넌스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표
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각 거버넌스의 단계 별로 공개소프트웨어의 정보교환명세를 만드는데 필
요한 활동을 정의하였다.
비록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이 자유롭고 가격이 무료라고는 하지만 공개소프트웨어 마다 부여
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라이선스의 의무 조항을 준수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구
나 법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어 왕성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외면되는 일은 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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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활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법적 관리 요소
를 점검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표준이 필요하다. 공개소프트웨어의 안전한 활용은 사용자
내부의 이슈만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
어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 자 사이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표준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 배포 또는 외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필요한 실행
항목과 점검 사항을 공통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용도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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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및 프로파일(TTAK.KO-11.0110)

3.1 배경
최근 공개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발원지로써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
라 공개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어도 어떤 종류와 제품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쓰는 웃지 못 할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 서버
(Web Server),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eb Application Server), 프레임워크(Framework), 미들
웨어(Middleware) 등 범용(General Purpose) 분야에 속하는 공개소프트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어느 정도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빅데이터, 임베디드 분
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만 알아서 찾아 쓰는 상황이
다.[6] 그래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기본 속성(Basic Property)을 도출
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본 표준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
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속성
을 프로파일(Profile)로 정의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환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2 공개소프트웨어 분류체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
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색엔
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색을 시도한 사람이면 대부분 처음 몇 페이지 정도에서 검색 결
과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보통 하나의 검색 질의문에 대해서 관련성(Relevance) 순서에 따
라 출력된 수백만 건이 정렬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과 병행해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공개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급격한 속도로 새로운 공개소프트웨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지라 어떤 종류에
무슨 공개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류체계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필요는 상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상용 소
프트웨어는 개발 동기, 개발 방식, 사용 분야, 개발 인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개소프트웨어
와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만을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여 국내 단체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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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전혀 독자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을 분류
하고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술참조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을 공개소프트웨어
분류체계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TTA가 제정한 범정부 기술참조모델 2.1도 사용하였다3).

<그림 10>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참조모델

3) 기술참조모델을 구성하는 최상위 단계는 서비스 영역이라 하며, 5개의 서비스 영역(서비스 접근 및 전달, 요소기술,
인터페이스 및 통합, 플랫폼 및 기반구조, 보안)으로 구성된다. 각 서비스 영역은 이를 지원하는 기술분야로 구성된다.
현재 범정부 기술참조모델 2.1에서는 22개의 기술분야를 정의하고 있다. 각 기술분야는 세부기술 분야로 구체화 된다.
최종 세부기술 분야별로 이에 적합한 기술 표준을 정의했으며 이러한 표준들의 집합을 표준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술참조모델을 개발하거나, 재사용 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선택할 때 범정부
기술참조모델에서 기술한 서비스 분류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조직은 범정부 기술참조모델에 기술된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정보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해당 조직의 기술참
조모델을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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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정부 기술참조모델의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범정부 기술참조모델 체계도

본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 협업하여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4).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래 <그림 12>
와 같이 일본 정부의 TRM(Technical Reference Model)도 하나의 참조 모델로 사용되었다. 이
4) 활동 주체는 동북아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 내의 WG3(공개소프트웨어 표준화 분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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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협업의 결과, 다음과 같이 대분류인 메인 카테고리, 중분류인 서브 카테고리, 소분류인 서
브 서브 카테고리로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메인 카테고리

→

→

접근 채널

웹브라우저

서브 카테고리 (레벨1)

→

FireFox, Google Chrome ...

서브 카테고리 (레벨2)
카테고리에 속하는
공개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의 수준 정의

<그림 12> TRM for Japan Government 2010

이 분류체계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쉽고 빠르게 찾아내도록 돕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차적인 목적은 이렇게 찾은 공개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 이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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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까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공개소프트웨어들 사이의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index)를 통해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속성들이 필수적이므로 프로파일(profile)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정리하
였다. 이를 위해 본 표준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프로파일을 양식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표 1> 공개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의 속성과 양식
CATEGORY
서비스영역
기술분야
세부 기술분야

프로파일 최종 변경일

식별번호(Code)

버전 관리를 위해 필요

공개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주요 키(primary key)
역할을 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개소프트웨어 정보
명칭 및 버전
공식 사이트
버전
소스코드 저장소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결함 추적 시스템
라이선스
개발 후원
개발 프로그램 언어
언어지원
지원 OS
하드웨어 사양
테스트정보
기술문서
공개소프트웨어 설명
활용 사례
업체
국내
커뮤니티
개발
그룹
업체
국외
커뮤니티
업체
국내
커뮤니티
기술
지원
업체
국외
커뮤니티
소스코드
설치
리눅스
파일
제공
윈도우
방식
Mac / OS X
교육과정(국내)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고유 명칭과 버전 정보를 명시한다.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 공식 웹사이트 URL을 명시한다.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 사이트 등에서 공표한 현재 시점의‘안정화 버전’과 ‘최신
버전’을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가 공식적으로 릴리즈 되는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저장소(예 : 소
스포지닷넷 등)의 URL을 기입.
공식 소스코드 저장소가 복수 개인 경우 모두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공식 메일링리스트를 기입.
메일링리스트는 개발자 메일링리스트, 사용자메일링리스트 등 운영 중인 모든 메일링
리스트를 모두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공식 결함추적시스템(BTS : Bug Tracking System) URL을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가 준수하는 모든 라이선스(예 : GPL, LGPL 등)를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을 후원하는 업체 또는 단체를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기입. 각 모듈 별로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었다면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모두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언어를 모두 기입.(예 : 한국어, 영어 등)
해당 공개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는 모든 운영체제를 기입. 단, 해당 공개소프트웨
어가 운영체제인 경우 본 항목은 Not Applicable로 기입.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최소사양과 권장사양으로 기입
필요한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버전 별로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을 기입
신뢰성 테스트, 기능 테스트, 벤치마크 테스트 등의 결과 존재 유무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URL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백서, 가이드, 논문 등 대표적인 관련 기술문서의 종류와
접근 가능 URL을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공식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기입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도입에 대한 최신의 대표적 성공사례 정보를 위치와 함께 기입
개발 능력이 있는 국내 업체
개발 능력이 있는 국내 커뮤니티
개발 능력이 있는 해외 업체

해당 공개소프트웨어 또는 분기된
공개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및 커뮤니티를 기입

개발 능력이 있는 해외 커뮤니티
기술 지원이 가능한 국내 업체
기술 지원이 가능한 해외 커뮤니티
기술 지원이 가능한 해외 업체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서비스를
수행 중인 국내외 기업 및 커뮤니티를
기입

기술 지원이 가능한 해외 커뮤니티
문자 파일
리눅스 설치 가능한 실행 코드
윈도우 설치 가능한 실행 코드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의 설치 바이너리
제공 방식을 운영체제별로 기입

Mac에서 설치 가능한 실행 코드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외 교육 과정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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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전 방향
최근 인터넷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가
유통되고 축적되어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 빅데이터의 성격을 설명할 때 용량
(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V로 시작하는 세 개의 영어 단어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본 해설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도 빅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공개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그것도 아주 빠
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공개소프트웨어 분류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기존에 분류된 카테고리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생겨나는 분류 항목은 즉각적으
로 반영되어야 분류체계에 실용성이 유지된다. 일례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공개소프트웨어는 아
래와 <표 2>와 같이 기존에 분류되었던 기반구조 서브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표 2> 기반 구조 서브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레벨 (2)
가상화 기반구조

정 의
가상화 기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예 : KVM, VirtualBox, Xen

가상화 관리도구

가상화 관리도구 소프트웨어

(Virtualization Management Tool)

예 : Convirt, OpenNebula, oVirt, virt-manager
(Cloud Infrastructure)

클라우드 기반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

(Cloud Infrastructure)
예 : Enomaly, Eucalyptus
(Cloud Management Tool)
클라우드 관리도구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도구 소프트웨어

(Cloud Management Tool)
예 : abiCloud
클라우드 컴퓨팅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API (Cloud API)
예 : Deltacloud, OpenStack

현재 표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본 표준이 발표된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결
과 지금은 다음 <그림 13>과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기에 그만큼 세목이 집
중되고 관련된 수효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현재의 분류체계는 이러한 니즈를 충분히 수
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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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최신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되는 공개소프트웨어와 분류체계의 사례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책도
이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재정비는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5]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임베디드, 빅데이터 분야의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테고리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전반적인 정비와 보안 작업이 개정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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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
(TTAK.KO-11.0133/R1)

4.1 요약
본 표준은 공개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성숙도뿐만 아니라 적용성까지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지금까지 성숙도를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평가했던
기존 방식을 보강하여 공개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거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판단 지표를 제공한다.[5] 단순히 이론적 허구에 불과한 비실용적
모델 설계로 끝내지 않기 위하여, 최종적인 평가 결과까지 점수로 산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현하였다.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 속성들의 중복을 제거하고 단순화시켜서 입력 오
류로 인한 정확성의 손실을 최소화시켰다. 다음 단계로 단순화된 속성 집합으로부터 성숙도 평
가에 사용되는 기본 속성과 적용성 평가에 사용되는 확장 속성을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설문과
인터뷰 결과에 따라 이들 평가 속성 별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속성 정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속성 정량화를 위해서 변수와 지표 그리고 변환 공식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측정
지표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각도로 비교하여 적용성
수준을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숙도와의 상대적 가중치를 반영하여 실용적 활용 가치로 인
정할 수 있는 최종 평가 점수를 얻게 된다. 이 최종 평가 점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
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현재 운연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
체하고자 할 경우에 긴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2]. 이 표준이 다만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음 <그림 14>를 예로 들고자 한다.

<그림 14>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모델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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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신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
가 모델의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홈 쇼핑을 사업 모델로 계획하고 있는 창업자가 데이터베
이스 부분에서 구입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하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는 무엇이 있
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 사용자는 TTA의 표준 공개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참조하게 되고, 그
결과 CUBRID, Derby, MySQL, PostgreSQL 등이 적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임을 알게 된다. 이
후 홈 쇼핑이라는 특수한 사업 형태를 파악해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위주로 사용되므로 초
기에는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의 용량이 초대형 엔터프라이즈 급은 아니지만 구매 정보가 시즌과
절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에 공개소프트웨어 사이의 성능과
기능을 성숙도 지표로 측정한 결과 MySQL과 PostgreSQL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한
편, 신규 도입이기 때문에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환(migration) 작업이 필요하
지 않고 향후 사업이 커지고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확장성이 뛰어나고 기록 관리가 잘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이 표준에 반영하면 MySQL이
PostgreSQL 보다 높은 평가 점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종 점수에 따랄 MySQL을
선택하게 된다.

4.2 기존 공개소프트웨어 평가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프리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등장한 이래로 품질과 규모 측면에서 발전에 발전
을 거듭하여 지금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의 전반적인 영역
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소프트웨어가 오랜 시간
에 걸쳐 꾸준히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더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적용 사례는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개소프트웨어를
더 잘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사용처에 알맞은 공개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용 분야
에는 맞는 공개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용 클로우즈드 소스 소프트웨어(Closed
Source Software)에 비교해서 손색은 없는지 등 기초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졌다.[7-10] 그 결과 OpenBRR(Open Business Readiness Rating), QualiPSo(Quality
Platform for Open Source Software), QSOS(Qualification and Sele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OSMM(Open Source Maturity Model) 등 다양한 공개소프트웨어 분류체계와 성숙도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11-14]

5).

5)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제품 비교에 따른 커뮤니티의 반발이 우려되어 정량적 모델링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TTA를 통해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모듈이 단체 표준으로 채택된 이래 한국의 WG3는
중국, 일본과 함께 국제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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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세계적으로 인지도6)가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성숙도 평가 모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실행(Best Practice)로 소개된 사례는 많지 않다[15]. 또한 웹
사이트의 갱신이 미진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7)은 이들 평가 모델들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내외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모델
평가 모델

소유자

속성 분류

세부 속성

특징

Open Source
Maturity Model

Capgemini,
Navicasoft

6개

19개

선정, 평가 및 구현 등 3개 단계로
구성

OpenBRR

Intel, O’Reilly Code
Zoo, Carnegie Mellon
Univ.

12개

32개

Filtering, Categorizing, Tailoring,
Using 등 4개 평가 단계로 구성

QSOS

Atos Origin

16개

43개

정의, 평가, 인증, 선정 등 4개
단계로 구성

QualiPSo

Siemens

27개

43개

CMMI 모델과 유사한 프로세스
모델

공개소프트웨어 for
Government
Assessment Model

England Government

7개

36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모델이나
일반 기업의 활용을 고려함

논리적 품질평가 모델

숭실대

6개

12개

속성의 정량적 평가 공식 제공

연구 결과 이런 활용 문제의 원인들이 실용성, 정확성, 공정성 측면에서 발견되었다. 실용성
관점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공개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이나 단체 내부적인 용도를 넘어서 사업 제안과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 클로우즈드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Closed Source Software)8)를 대체
하거나 전환하는데 실용적 지표를 제공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정확성 관점에서
는 측정의 오류를 낮출 수 있도록 평가 기여도에 따라 속성을 정의하고, 한명이 여러 차례 측정
하거나 여러 명이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정확한 정량화 공식이 수립되어야 한
다. 현실적으로는 속성 값을 찾을 수 없거나, 여러 개의

속성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미지

(unknown) 상태9)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된다. 공정
성 관점에서는 속성의 정량화 방법과 가중치 할당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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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는 논문, 기술 문서, 참조 사례, 웹 사이트, 커뮤니티 등으로 평가됨
OpenBRR (http://openbrr.org/)
상용 비공개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지칭함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으므로 Null이나 N/A로 표기함

적으로 정성적인 속성을 정량화시키는 방법이 애매하며, 속성의 중요도인 가중치를 할당하는데
있어서도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딜레마(Dilemma)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표
준은 기존의 성숙도 평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용성 지표를 보완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
의 활용과 보급에 실용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5> 단계적 평가 속성에 의한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체계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의 성숙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 속성을 사용
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적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확정된 속성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교함으
로써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를 세분화시키게 되
지만 단계를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정량적인 정
확성이 도리어 저하되므로 여기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3단계로 나누었다. 최종 평가 점
수를 얻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M(d) = ∑ M(d-1)i x W(d-1)i where d >= 2 and i = 1 ... n and
M(d-1)i = Maturity of attribute i in depth d-1
W(d-1)i = Weight of attribute i in depth d-1
n = number of attributes in depth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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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d)은 d 단계에 있는 속성의 성숙도(Maturity)를 나타내며, 바로 하위 단계에는 n
개의 하부 속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결국 정량적인 값으로 변환된 속성이 중요도에 따라 가중
치를 할당 받음으로써 최종 점수가 계산된다. 이 표준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속성 정량화는 다음
의 설계 방법론에서 설명된다.

4.3 설계 방법론
현재의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평가 모델은 공개소프트웨어 자체적인 수준 평가에 충실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적용 차원에서는 실용적인 적합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표준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숙도 측정에서 평가 정확도에 대한 손실이 없고 상업적 적
용성의 척도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림 16>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표준의 개발 방법론

이 표준을 개발한 과정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분류 체계
참조 단계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국내외 다양한 모델을 참조하고 있다[16-19]. 특히 속성
을 선정하는 기존 모델 분석단계(Phase I)에서는 평가에 기여도가 있는 속성을 중복 없이 채택
하여 입력 오류에 따른 정확도 손실을 줄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속성을 기본 속성과 확장 속성
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을 계층적으로 세분화시켜 속성 구조를 대 중 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최
하위 세부 속성을 측정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량화에 필요한 변수와 지표를 사용하여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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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정의하였다. 가중치는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설문 결과에 따라 배정하여 성숙도와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기능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 세부 속성과 확장 세부 속성을 정의
하고 가중치를 두어 중요도를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분류에 상용 비공개소프트웨어를
할당하고, 기본 속성과 확장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직관적인 정량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전
문가 검토를 통해 속성 분류를 검증하고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정량화에 방
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델 설계 기법은 실용성, 정확성 공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7단계의 평가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확장 분류 체계 정의
이 단계는 공개소프트웨어 평가의 준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분류한다. 이를 위해 미국방성 및 일본 정부의 분류체계를 참조
하였고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TRM2.0 표준을 최대한 반영하였다[17-9]. 이 분류 체계의 전반적
인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루어진 3중 계층구조이다. 추후 적용성 평가를 위해 최하
위 카테고리인 소분류에 공개소프트웨어10)와 상용 비공개소프트웨어가 할당되었다.11) 원래 모든
공개소프트웨어를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에서 가시적이고 사용자 또는 고객의 지명도가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12). 상용 비공개소프트웨어는 이미 할당되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여 상호 대체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4> 공개소프트웨어의 확장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개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Service Access
and Delivery

Access Channel
포함 3개 항목

Web Browser
포함 18개 항목

Firefox

Internet Explorer

Component
Technology

Package 포함 3개
항목

츤 포함 22개 항목

SugarCRM

Microsoft Dynamic
CRM

Security

Application Security
포함 4개 항목

Anti-Virus 포함
10개 항목

Clam AntiVirus

Norton AntiVirus

Interface and
Integration

Integration 포함
2개 항목

Web Service 포함
6개 항목

Apache Axis2

Microsoft .NET F/W

Platform and
Infrastructure

OS 포함 6개 항목

Linux 포함 40개

Ubuntu

AIX

10) 최초 공개소프트웨어 할당 작업은 동북아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의 WG3를 통해 이루어 짐
11) 본 작업의 결과는 정보통신단테표준(TTAK.KO-11.0110)으로 채택됨 (2011.12.21)
12)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제품은 WG3에서 운영하고 있는 Rep공개소프트웨어 웹 사이트(www.rep공개
소프트웨어.org)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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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성숙도 평가 모델 분석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성숙도 평가 모델 중 지명도13)가 있는 모델들을 분석하여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 속성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대표적인 모델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평가 모델을 참조하면서 모델
별로 속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총체적으로 속성을 취합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모든 속성과
용어를 일관성 있게 재정의 할 필요가 있었다.

<표 5> 기존의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평가 모델에 관련된 연구 목록
No

연구자(연도)

평가 속성분류

계량화 평가

4개 대분류 내 12개
인디케이터(Product
indicators)와 15개
인디케이터(Application
indicators)

1 to 5(점수)

(공개소프트웨어)
IMPLEMENTATION GUIDELINES

8개 영역별 원칙

원칙에 대한
설명만 제시

SpikeSource, Carnegie
3 Mellon West, and
Intel Corporation(2005)

Business Readiness Rating for
Open Source(Open BRR)

11개 대분류, 28개 메트릭

1 to 5(점수)

Gonéri LE
4 BOUDER (Atos
Origin)(2006)

Method for Qualication and Sele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QSOS) v1.6

3개 정의와 3개 평가
카테고리로 구성

정의 및 1 to
2(점수)

Davide Taibi, Luigi
5 Lavazza, Sandro
Morasca(2007)

OpenBQR

6개 대분류

각 분류별 가중치
포함한 다양한
점수 부여

6 Görkem Çetin(2008)

A Measurement Based Framework for
Assessment of Usability-Centricness
of Open Source Software Projects

6개 카테고리, 21개
인티케이터

절대평가, Yes or
No, 및 5점
스케일복합

Frans-Willem
1 Duijnhouwer, Chris
Widdows(2003)
2

Government of
Malaysia(2004)

모델명 또는 연구제목

Open Source Maturity Model

공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평가모델
Quality Platform for Open Source
Software(Qualipso) version 3.0

8개 평가요소

없음

3개 레벨, 25개 평가
카테고리

1 to 3(점수)

9 김정숙(2009)

IFCS에 의한
공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선정기법

4가지 평가, 14개
평가요소

절대평가, 0 to
2(점수)평가 등
복합

10 김지혁 외(2009)

응용 공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특징에 적합한 논리적 품질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6개 주특성, 12개 부특성
및 12개 매트릭

매트릭별
별도계산

13개 이슈

없음

4개 관점, 11개 사용요인

0 to 4(점수)

7개 원칙, 25개 세분류

Positive,
Intermediate,
Negative

7 송지훈 외(2008)
8

Marion Wittmann,
Siemens AG(2009)

How to Evaluate Open Source
11 David A. Wheeler(2011) Software / Free Software
(공개소프트웨어/FS) Programs
12 Arif Raza(2011)

A Usability Maturity Model for Open
Source Software

13 Tariq Rashid(2011)

Open Source Software for
Government Assessment Model

13) 지명도 평가 기준으로는 웹 사이트 운영, 문헌 출간, 인용 사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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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에 공개소프트웨어 평가모델을 비교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모델
들은 대부분 공개소프트웨어만의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만들었으므로,

실무자가 실

제로 사용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다[20]. 이는 실무자 입장에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
어를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공개소프트웨어의 수준만 알아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이러한 비실용적인 연구와는 달리 공개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량화된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7>과 같이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의 표준인 ISO 9126를 기반으로
모집합이 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속성들을 추출하였다. 다만 ISO 9126에서 제시한 효율성 부분
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개소프트웨어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
외시켰고, 대신 공개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커뮤니티 속성을 추가하였다.

<그림 17> ISO 9126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특성

다. 기본 속성 도출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평가 모델에서 취합한 속성으로부터 공개소프트웨어라면 필수적으로 소
유하여야 하는 속성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이를 위해 중복적인 속성은 제외되며, 유사성 정도에
따라 속성군을 정의하여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분류되고 정리된 속성은 공통적
이고 필수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본 속성으로 정의되며 공개소프트웨어 사이의 성숙도 평가에
사용한다. 즉, 이들 속성은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본 속성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자체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측정 결과의 정확도에 손실이 없으면서, 속성의 입력 성공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복적이거나 유사한 속성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처럼 속성
단순화 작업은 속성 값이 없거나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속성 입력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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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게 된다. 자의적인 단순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에서 산출한 모집단 속성을 <표 6>과
같이 ISO 9126 품질 표준에 근거하여 분류하였고 제품 외 속성인 커뮤니티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기본 속성과 6개의 속성군을 정의하였다. 각 기본 속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기본 속성의 분류와 정의
속성군

기능성

이식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기본 속성

설명

기능 적합성

분류 체계의 해당 카테고리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목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수준

지원성

설치 툴, 패치, 관리, 모니터링 등 목표 기능을 최상의 조건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수준

상호운용성

다양한 운영체제(Linux, Unix, Windows)에서 설치 및 작동이 가능한 수준

대체성

동일한 기능의 다른 공개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전환 및 대체(migration)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표준 수용성)

대체후기능성

유사 공개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대체한 이후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설치성

다양한 플랫폼에 이식될 수 있도록 구성 파라미터(configuration parameter)의 조작
이 용이하고 설치가 간단하고 편리한 수준

가용성

에러, 버그, 정지, 종료 등 비정상적인 동작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도

회복성

문제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대응이 잘 되는 정도

최신성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신속하게 발전하는 정도

성숙성

커뮤니티의 인력 구성, 역할 분배, 운영 및 관리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체계적
인지 나타내는 수준

이해성

매뉴얼, 가이드, 튜토리얼 등 제품 사용 및 이용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의 제공 수준

학습성

제품 구성,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문, 컨설팅, 교육, 인증(자격증) 등에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수준

운용성

사용, 운영, 관리에 편리한 기능 수준 (예 GUI 환경)

분석성

에러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원인과 상태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메일링, 버그 리포팅, 이슈 트랙킹 등 소통 수준

전문기술

해당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문 업체 또는 커뮤니티의 기술 지원 서비스가 가
능한 수준

시험성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품질 측정 수준

나이 및 규모

오랫동안 활동이 왕성하게 지속되고 최근에도 활동이 활발하여 발전하고 있는 수준

주체

커뮤니티가 쇠약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인력적, 사업적 지원이 있는 정도

접근성

상위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커뮤니티 참여와 지적 자산의 공유에 편리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 (이메일, 게시판, 페이스북)

관리체계

커뮤니티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 소스 코드 기여, 수용 여부 심사, 품질 테스트, 로
드 맵 수립 등 개발과 품질에 관련된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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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장 속성 도출
이 단계에서는 적용성 평가를 위해 사업적 관점에서 연관성이 있는 속성을 확장 속성으로 도
출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확장 영역에 속하는 속성들은 제품 이외 속성이 많으며, 사업 관련
속성, 회사 정책 및 라이선스14)에 관련된 속성들이 포함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상업적 용
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 척도가 되는 속성들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적용성 평가는 동
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만 비교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일례로 WAS(Web Application Server)의
HA(High Availability) 속성을 PHP와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 영역에서 비교
할 수 없는 이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확장 속성은 공개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성숙도
지표를 제공하는 기본 속성과는 달리, 특정 속성 카테고리 내에서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
표를 제공하게 된다. 공개소프트웨어를 상업적 용도로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기관의 전문가15)를
통해서 델타 기법으로 도출한 확장 속성은 총 10개로 축약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적용성 평가를 위한 확장 속성의 정의
속성군
타제품
이식성

라이선스
이슈

고객
충실도

확장 속성

설명

상용 대체 용이성

상용 비공개소프트웨어로 대체(신규 도입)하거나 전환하기 용이한 수준

대체 후 기능성

전환 이후 상용 비공개소프트웨어를 대체해서 목표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

대체 방법론

상용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가 제공되는 수준

라이선스 충돌

배포된 버전에 대해서 라이선스 문제가 있는 정도

면책 서비스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적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특허 침해성

특허 침해 문제가 있는 정도

SLA 충실도

고객 서비스가 수준 별로 정의되어 있고 지원되는 정도

문제해결 능력만족도

문제가 발생했을시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

기술보증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 보증되는 수준

선호도

고객이 선호하는 정도

마. 속성 검증
이 단계에서는 설문을 통해 이미 도출한 기본 속성과 확장 속성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다. 신뢰성 분석은 측정도구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본 표
14) 라이선스는 공개소프트웨어의 공통적인 속성이지만 사업적인 정책에 주요한 영항을 미치므로 기본 속성이 아닌
확장 속성으로 분류함
15) 락플레이스, 삼성SDS, 아비도스, 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글과 컴퓨터 등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가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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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는 내적 일치성을 평가하는 크롬바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크롬바 알파 값이 기본 속성과 확장 속성 모두에 대해서 0.6 이상을 보여 줌
으로써 속성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타당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
확히 측정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 표준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에 맞추어 기본 속성을 재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인 기본 속성은 4개
의 속성군과 19개의 속성으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확장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크롬바 알

파가 모든 속성에 대해서 0.6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기본 속성에는 19개, 확장
속성에는 10개의 평가 항목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표 8> 속성 분류 및 가중치
분류

속성군

사용지원

표준속성

기능지원

커뮤니티

신뢰성

타제품 이식성

라이선스
확장속성

이슈

고객 충실도

042

속성군 가중치

25%

26%

22%

27%

36%

31%

33%

속성

속성 가중치

1. 이해성

5.65 / 7

2. 학습성

5.40 / 7

3. 운용성

5.49 / 7

4. 분석성

5.62 / 7

5. 전문기술

5.36 / 7

6. 시험성

5.62 / 7

7. 관리체계

5.24 / 7

8. 대체성

5.42 / 7

9. 대체 후 기능성

5.58 / 7

10. 설치성

5.88 / 7

11. 지원성

5.74 / 7

12. 상호 운용성

5.54 / 7

13. 나이 및 규모

4.54 / 7

14. 주체

4.30 / 7

15. 접근성

5.25 / 7

16. 성숙성

5.38 / 7

17. 기능 적합성

5.94 / 7

18. 가용성

6.08 / 7

19. 회복성

5.85 / 7

20. 상용 대체 용이성

5.03 / 7

21. 대체 후 기능성

4.92 / 7

22. 대체 방법론

5.08 / 7

23. 라이선스 충돌

5.90 / 7

24. 면책 서비스

5.88 / 7

25. 특허 침해성

5.89 / 7

26. SLA 충실도

5.35 / 7

27. 문제해결 능력 만족도

5.58 / 7

28. 기술보증

5.57 / 7

29. 선호도

5.36 / 7

바. 속성 정량화
이 단계에서는 정량적인 평가 점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속성을 정량적인 수자로 변환시킨
다.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 도출한 29개의 속성을 정량적인 값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수행된다.
정량화를 위한 변환 공식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량화에 편리한 5점 척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정량화 작업은 정성적인 특성을 수자로 변환시켜야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평가 모델들은
구체적인 정량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주관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
량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관점에서 신뢰성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속성 별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와 평가 지표를 설
정하였고 어떻게 점수가 결정할 수 있는지 정량화 공식을 고안하였다. 이 변환 공식은 현실적으
로 조사가 가능하고 정확한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 값의 개수보다는 종류를 세는 것이 특징
이다. 예를 들어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념, 사용법, 구조, 알고리즘 등 지식 습득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인 이해성이라는 속성을 정량화시킬 때 관련 문서의 개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문서의 종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서 개수를 정확히 조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세는 것보다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따라서 여기에 소개된
정량화 공식들은 모두 정확한 입력이 결국 정확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의된 것
이다16). 아래 <표 9>는 속성 별로 정량화에 필요한 변수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사
용해서 정량적인 속성 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9> 속성 별 정량화 공식과 적용 방법
속성

변환 공식

적용 방법

변수 = {제품 기술 자료}
지표 = 제공하는 기술 문서 종류
/ 전체 기술 문서의 종류
이해성

전체 기술 문서의 종류 = 5
1. 매뉴얼: 사용자, 기술자, 관리자

1 점: 0.0 <= 지표 < 0.2

2. 데이터 시트: 테스트 결과

2 점: 2.0 <= 지표 < 0.4

3. 교육 자료: 이론, 실습

3 점: 4.0 <= 지표 < 0.6

4. 기술 보고서: 논문, 백서, 제안서

4 점: 6.0 <= 지표 < 0.8

5. 가이드: 프로그램 샘플, 패턴

5 점: 0.8 <= 지표 <= 1.0

16) 변환 공식은 절대 불변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이나 정책에 근거
하여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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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변환 공식

적용 방법

변수 = {학습 지원 서비스}
지표 =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의 종류
/ 전체 기술 서비스의 종류
학습성

전체 기술 서비스의 종류 = 5
1. 컨설팅 서비스

1 점: 0.0 <= 지표 < 0.2

2. 교육 서비스

2 점: 2.0 <= 지표 < 0.4

3. 인증서 발급 서비스

3 점: 4.0 <= 지표 < 0.6

4. 콜 센터 지원 서비스

4 점: 6.0 <= 지표 < 0.8

5. 원격 지원 서비스

5 점: 0.8 <= 지표 <= 1.0
변수 = {운용 지원 유틸리티}
지표 = 제공하는 유틸리티의 종류
/ 전체 유틸리티의 종류
운용성

전체 유틸리티의 종류 = 5
1. 웹 기반 관리 콘솔

1 점: 0.0 <= 지표 < 0.2

2. 서버 설정

2 점: 2.0 <= 지표 < 0.4

3. 디플로이(deploy)

3 점: 4.0 <= 지표 < 0.6

4. 환경 설정

4 점: 6.0 <= 지표 < 0.8

5. 모니터링

5 점: 0.8 <= 지표 <= 1.0
변수 = {이-메일, 게시판, 이슈 트랙킹, FAQ,
Q&A, 위키, 블로그}
지표 = 제공하는 분석 지원 종류
/ 전체 분석 지원 종류의 수
분석성

1 점: 0.0 <= 지표 < 0.2
2 점: 2.0 <= 지표 < 0.4
3 점: 4.0 <= 지표 < 0.6
4 점: 6.0 <= 지표 < 0.8

전체 분석 지원 종류의 수 = 5
1. 이-메일 연락
2. 게시판 운영
3. 이슈 트랙킹 지원
4. FAQ 또는 Q&A 제공
5. 위키 또는 블로그 운영

5 점: 0.8 <= 지표 <= 1.0
변수 = {지원 방식}

전문기술

1 점: 기술 지원 불가

상위 점수는 하위 점수의 배점기준을 충족시킬

2 점: 커뮤니티 기술 지원

수 있음

3 점: 해외 업체가 직접 지원

4점: 국내업체는 지사 형태도 가능함

4 점: 국내 업체를 통한 간접 지원

해외업체의 기술 지원을 연결함

5 점: 국내 업체의 직업 지원
변수 = {버전 종류, 테스트}
1 점: 품질 측정 불가

시험성

2 점: 안정화된 버전이 1.0 미만임

릴리즈 버전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 점: 안정화된 버전만 배포

상용 적용이 어려움

4 점: 안정화된 버전 이전에 1개

테스트 버전으로는 Alpha, Beta, Gamma 등이

이상의 테스트 버전 배포
5 점: 안정화된 테스트 수준에 따라
복수개의 다양한 버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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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속성

변환 공식

적용 방법

변수 = {로드맵, 커미터, 프로세스, 테스트, 운영자}
지표 = 진행하는 관리활동 종류의 수
/ 전체 관리활동 종류의 수
관리체계

전체 관리활동 종류의 수 = 5
1. 로드맵 발표

1 점: 0.0 <= 지표 < 0.2

2. 복수 커미터 활동 (단독이 아님)

2 점: 2.0 <= 지표 < 0.4

3. 심사 프로세스 운영

3 점: 4.0 <= 지표 < 0.6

4. 품질 테스트 수행

4 점: 6.0 <= 지표 < 0.8

5. 복수 유지 운영자(maintenance operator) 활동

5 점: 0.8 <= 지표 <= 1.0
변수 = {대체 기간}
1 점: 4주 <= 대체 기간
대체성

2 점: 3주 <= 대체 기간 < 4주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공개소프트웨어로

3 점: 2주 <= 대체 기간 < 3주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

4 점: 1주 <= 대체 기간 < 2주
5 점: 0주 <= 대체 기간 < 1주
변수 = {기본 기능}
지표 = 제공 기본 기능
/ 기본 기능 수
대체 후 기능성

1 점: 0%

지표 <= 60%

2 점: 60% < 지표 <= 70%

대체 전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

3 점: 70% < 지표 <= 80%
4 점: 80% < 지표 <= 90%
5 점: 90% < 지표 <= 100%
변수 = {설치 파라미터}
1 점: 이기종 플랫폼으로 설치 불가

설치성

2 점: 일부 리눅스 기반 플랫폼

플랫폼 전환의 용이성

3 점: 모든 리눅스 기반 플랫폼

OS 변경에 따른 환경 변수 조작에 대한 용이성

4 점: 모든 리눅스 및 2개 이하

상용 플랫폼의 운영 체제로는 Unix, Windows,

상용 OS 기반 플랫폼

Mac OS 등이 있음

5 점: 모든 리눅스 및 대부분의
상용 플랫폼
변수 = {툴, 패치, 가이드, 모니터, 알람, 콘솔}
지표 = 제공하는 지원 종류의 수
/ 전체 지원 종류의 수
지원성

1 점: 0.0 <= 지표 < 0.2
2 점: 2.0 <= 지표 < 0.4
3 점: 4.0 <= 지표 < 0.6
4 점: 6.0 <= 지표 < 0.8
5 점: 0.8 <= 지표 <= 1.0

전체 지원 종류의 수= 5
1. 별도의 설치 툴 제공
2. 패치 및 가이드의 다운로드 제공
3. 제품 모니터링 툴 제공
4. 장애 알람 제공
(SMS, Push e-Mail)
5. 웹 콘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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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변환 공식

적용 방법

변수 = {호환성}
1 점: 단일 리눅스에서만 이식 가능

상호운용성

2 점: 일부 리눅스에서 이식 가능
3 점: 모든 리눅스에서 이식 가능
4 점: 모든 리눅스 및 2개 이하
상용 OS에서 이식 가능
5 점: 모든 리눅스 및 대부분의
상용 OS에서 이식 가능

나이 및 규모

설치성과는 달리 인터페이스가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동성 및 최적의 운용 상태
유지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 용이성 등을 측정함

변수 = {버전 번호, 연령}
지표 = 최종 버전 번호 x 나이

지표는 최종 버전 번호와 월 단위의 커뮤니티
나이를 곱해서 산출함

1 점: 0 <= 지표 < 12
2 점: 12 <= 지표 < 24
3 점; 24 <= 지표 < 72

버전 번호가 1.0 이상이고 커뮤니티 나이도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자생력이 있는
커뮤니티로 인정함

4 점: 72 <= 지표 < 180
5 점: 180 <= 지표

버전이 3.0 이상이고 연수가 5이상이면 최상위
수준으로 인정함

변수 = { 후원 단체 유무}
1 점: 지원 없음
주체

2 점: 하나의 중소기업 지원
3 점: 복수의 중소기업 지원
4 점: 하나의 대기업의 지원

인력 및 자금에 대한 후원 단체의 유무로 측정함

5 점: 복수의 대기업의 지원
전체 접근 방법의 종류 개수 = 5
변수 = {게시판, 포럼, 위키, 검색성, 인터넷}

접근성

지표 = 제공하는 접근 방법의 종류 /
전체 접근 방법의 종류 개수
1 점: 0.0 <= 지표 < 0.2
2 점: 2.0 <= 지표 < 0.4
3 점: 4.0 <= 지표 < 0.6
4 점: 6.0 <= 지표 < 0.8
5 점: 0.8 <= 지표 <= 1.0

1. 게시판 운영
2. 포럼 운영
3. 위키 운영
4. 인터넷 검색 시 첫 페이지 출력
5.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 제공
외부에서 커뮤니티로 연락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대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는 ohloh.net,
wikipedia.org 등이 있음

성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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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 {기간, 버전 출시, 관리 체제, 평가
방법, 위원회 운영}
지표 = 충족하는 성숙지표의 종류 /

전체 성숙 지표의 종류 개수 = 5
1. 최초 버전 출시 이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규 버전 출시

전체 성숙 지표의 종류 개수
1 점: 0.0 <= 지표 < 0.2
2 점: 2.0 <= 지표 < 0.4

2. 최근 배포한 안정된 버전이 1.0이상
3. 관리 운영자(maintenance operator),
커미터(심의자), 개발자 등의 운영 체제 확립

3 점: 4.0 <= 지표 < 0.6
4 점: 6.0 <= 지표 < 0.8
5 점: 0.8 <= 지표 <= 1.0

4. 기여도 및 참여도에 따른 개발자의 등급 체제 확립
5. 이사회 운영-개인의 독단적 판단이 아닌
위원회에 의한 의사 결정 방식

속성

변환 공식

적용 방법

변수 = {기본 기능, 기능 별 가중치}
지표 = SUM(기본 기능
X 기본 기능 가중치)
기능 적합성

1 점: 0.0 <= 지표 < 0.2
2 점: 2.0 <= 지표 < 0.4
3 점: 4.0 <= 지표 < 0.6

기본 기능은 공개소프트웨어가 속하는 소분류
카테고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임
가중치는 평가자에 의해 결정됨

4 점: 6.0 <= 지표 < 0.8
5 점: 0.8 <= 지표 <= 1.0
변수 = {연간 가동률}
지표 = 연간 실행 시간 / 1년
1점: server

- 99% 이하

application - 90% 이하
2점: server
가용성

- 99.9% 이하

application - 94% 이하
3점: server

- 99.99% 이하

application - 96% 이하
4점: server

연간 가동률은 제품의 추전 사양 환경에서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실행되는 수준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초단위의 가용한 시간
비율이 사용됨

- 99.999% 이하

application - 98% 이하
5점: server

- 100 %

application - 100%
변수 = 지표 = {회복기간}
1점: 1일
회복성

<= 회복기간

1일:

참을 수 없음

2점: 1시간 <= 회복기간 < 1일

1시간: 참을 수 있으나 불만이 큼

3점: 10분 <= 회복기간 < 1시간

10분:

불만 없이 참을 수 있음

4점: 1분

<= 회복기간 < 10 분

1분:

지연을 느끼지 못함

5점: 0초

<= 회복기간 < 1분

변수 = 지표 = {대체기간}
1점: 12주 <= 대체기간
상용 대체

2점: 8주 <= 대체기간 < 12주

용이성

3점: 4주 <= 대체기간 < 8 주
4점: 2주 <= 대체기간 < 4 주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데 걸리는 시간 =
데이터 이전을 포함하여 테스트까지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주단위 기간임

5점: 0주 <= 대체기간 < 2 주
변수 = {확장기능, 기능 별 가중치}
SUM(확장 기능 X 확장 기능 가중치)
1 점: 0.0 <= 지표 < 0.2
대체 후 기능성 2 점: 2.0 <= 지표 < 0.4
3 점: 4.0 <= 지표 < 0.6
4 점: 6.0 <= 지표 < 0.8

확장기능 =
공개소프트웨어가 속하는 소분류 카테고리
안에서 표준 이외에 제공하는 기능
가중치는 평가자에 의해 결정됨

5 점: 0.8 <= 지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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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방법론

변환 공식

변수 = {대체 방법론}
1점: 대체 방법론 없음
3점: 개념적 방법론만 있음
5점: 실용적 방법론도 있음

적용 방법
개념적 방법론:
유즈 케이스(use case), 다이어그램, 흐름도,
문장 서술, 활동 단계(phase) 수준의 전환
방법론
실용적 방법론:
Data type, parameter, procedure, API, 활동
단위(activity) 수준의 전환 방법론

라이선스 충돌

변수 = {라이선스 충돌 개수}

충돌: 배포하는 제품과 그 내부에 사용된

1점: 충돌 존재
5점: 충돌 부재

공개소프트웨어 간의 라이선스 의무 사항이
불일치함

변수 = {면책 서비스 조건}
면책 서비스

특허 침해성

SLA 충실도

문제해결 능력
만족도

1점: 면책 서비스 불가
5점: 면책 서비스 제공
변수 = {특허 참해 개수}
1점: 특허 침해 있음
5점: 특허 침해 없음

특허 소송 보복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라
할지라도 제3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없음

변수 = {기술 서비스 정책 충실도}
지표 =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의 종류
/전체 기술 서비스의 종유 개수

전체 기술 서비스의 종유 개수 = 5
1. 기술지원 서비스의 가격 정책이 수립되어 있음

1 점: 0.0 <= 지표 < 0.2
2 점: 2.0 <= 지표 < 0.4
3 점: 4.0 <= 지표 < 0.6

2. 최초 지원 요청 후 응답 시간이 지정되어 있음
3. 상시 패치 및 업데이트 서비스가 지정되어 있음
4. 고객 창구가 개설되어 있음

4 점: 6.0 <= 지표 < 0.8
5 점: 0.8 <= 지표 <= 1.0

5. 교육 또는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변수 = {해결기간}
1 점: 2주 <= 해결기간
2 점: 1주 <= 해결기간 < 2 주
3 점: 2일 <= 해결기간 < 1 주
4 점: 1일 <= 해결기간 < 2 일
5 점:
해결기간 < 1 일
변수 = {보증 조건, 보상 조건}

기술보증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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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서비스: 사용자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서비스

1점: 제품 보증 및 보상 없음
3점: 제품 보증 제공 및 보상 없음
5점: 제품 보증 제공 및 보상 제시

2주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기간으로 설정함
당일 접수된 문제를 당일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함

공개소프트웨어 자체는 보증(warranty)가 없으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
서비스를 제공함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약속할 수 있음

변수 = {점유율, 레퍼런스 개수}
1 점: 점유율 = 0%, 레퍼런스 0개
2 점: 점유율 < 2%, 레퍼런스 < 2개

점유율과 레퍼런스 개수 중에서 큰 변수를
선택함
점유율은 상용 제품을 포함해서 copy 개수

3 점: 점유율 < 5%, 레퍼런스 < 5개
4 점: 점유율 < 8%, 레퍼런스 < 8개
5 점: 점유율 > 10%, 레퍼런스 >10개

기준으로 산정함
레퍼런스는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사이트 개수임

일반적으로 품질 평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 속
성 중 하나인 기능 적합성과 확장 속성 중 하나인 대체 후 기능성 모두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는 기능 속성 별로 기여도 차이가 없는 기존 공식17)과는 달리, 기능에 속하는 항목들에 대해
서 차별적인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세부 기능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생기는 부정확성을 감
소시키려는 목적이다.

사. 평가
이 단계에서는 모든 속성을 정량화시킨 이후에 속성별 가중치를 대입하여 전체 점수를 계산한
다. 속성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설문결과에 근거하여 할당하였다18). 평가하는 방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으로 WAS 분야에서 Geronimo, Glassfish, JBoss,
JOnAS,

Resin, Tomcat 등을 선정해서 평가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용 비교를 위해서는

WebLogic, WebSphere, JEUS 등 국내외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였다. 데이터
수집 결과에 따라 평가의 정확성이 좌우되므로 최대한 모든 속성을 입력하도록 한다. 만일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자료 간 불일치로 인하여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널
(null) 값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널 값이 평가에 기여하는 영향이 작을수록 정확도는 향상될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최하위 점수인 1점을 부여하여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정량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르는 값을 임의대로 추측하여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중치 할당에 있어서는 평가자 주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WAS 평가에 사용된 표준 기능 속성과 확장 기능 속성은 각각
<표 10>과 <표11>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표 10> 표준 속성 평가를 위한 표준 기능 속성의 정의 및 평가 기준

표준기능
속성군

표준
지원성

표준
기능
속성군
가중치

0.2

표준
기능
속성
웹
서비스
표준준수
Java API
표준지원

표준
기능
속성
가중치

속성 정의

평가 기준

0.6

SOAP 1.1, WSDL 1.1,
UDDI 2.0 등 웹서비스
표준을 준수 하는 정도

1점: 지원 없음
3점: 중간 수준 지원
5점: 최신의 모든 웹 서비스
표준을 지원

0.4

JAX-RPC, JAXM등의 Java
API 표준을 지원하는 수준

1점: 지원 없음
3점: 중간 수준 지원
5점: 최신의 모든 API 표준을 지원

17) 속성 값 = 지원하는 기능 수 / 전체 기능 수
18) 가중치 할당은 사용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 WAS 카테고리의 기능 평가의 항목은 Red Hat과 Wikipedi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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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능
속성군

표준
기능
속성군
가중치

표준
기능
속성

웹
시스템
개방성

0.5

다양한 DBMS DRIVER 지원
- DB2, Informix, Oracle,
SQL Server, Sybase
Adaptive Server등 모든
Relational Database 지원

웹 서버
접속력

0.5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공개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용 웹 서버에
접속됨: Apache, Tomcat,
IIS, SunOne, Web2B 등

1점:
2점:
3점:
4점:
5점:

1개 웹 서버 지원
2개의 웹 서버 지원
3개의 웹 서버 지원
4개의 웹 서버 지원
5개 이상의 웹 서버 지원

아키넥처
개방성

0.1

개발 툴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개발 환경을
보장함

1점: 개발 툴에 종속
5점: 개발 툴에 독립

개방형
모델링

0.5

EJB Container를 지원하여
서버 컴포넌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1점:
3점:
서버
5점:
서버

Axis 지원

0.3

Web Services Engine
Axis2 지원

1점: 지원 불가
5점: Portlet 지원

포틀렛 지원

0.1

Portlet Support
"5점:
Axis2 최신 버전 지원

1점: 지원 불가
5점: Axis2 버전 지원

0.4

0.1

0.3

보안 패치
용이성

보안 체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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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1개 RDBMS 지원
2개의 RDBMS 지원
MySQL, Postgres, 1개 이상
RDBMS 지원
MySQL, Postgres, 2개 이상
RDBMS 지원
MySQL, Postgres, 3개 이상
RDBMS 지원

검증 기능

보안성

속성 정의

1점:
2점:
3점:
상용
4점:
상용
5점:
상용

Multiple
Data
Source 접근
기능
접속력

표준
기능
속성
가중치

0.2

File Realm/ DB Realm 등
다양한 보안 검증 기능 제공

지원 불가
EJB 컨테이너 지원 OR
추가가 가능함
EJB 컨테이너 지원하고
추가가 가능함

1점: 지원 불가
2점: 1개 지원
3점: 2개 지원
4점: 3개 지원
5점: DB Realm, File Realm,
JDBC Realm 모두 지원

0.3

패치 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상시 다운로드를 제공하여
보안 패치 작업을 수월하게
함

1점: 지원 불가
3점: 1개 지원
5점: 패치 가이드 및 온라인
다운로드모두 지원

0.5

SSO(Single Sign On),
CA(Certificate Agent),
SSL(Secure Socket
Layer)등을 제공하여 사용자
인증 관리 및 기존 보안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체계를
용이하게 구성함

1점:
3점:
4점:
5점:

지원 불가
1개 지원
2개 지원
SSO, CA, SSL 모두 지원

<표 11> 확장 속성 평가를 위한 확장 기능 속성의 정의 및 평가 기준
확장
기능
속성군

개발 및
관리
편리성

확장
기능
속성군
가중치

확장
기능
속성

확장
기능
속성
가중치

속성 정의

플러그 인

0.1

이클립스 기반으로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함

1점: 지원 불가
"5점: 이클립스 플러그 인 지원

개발 툴 제공

0.4

자체 통합개발환경 툴을
제공함

1점: 지원 불가
5점: 자체 통합개발환경 툴을
제공

DML 테스트
용이성

0.2

CRUD를 실행시키는
테스트를 간편하게
실행시키는 환경 구성

1점: 지원 불가
5점: DML 테스트 환경 제공

메모리 용량
제어

0.1

Heap memory 사용량
모니터링 및 자동 대응
알림 기능 제시

1점: 지원 불가
5점: 메모리 용량 제어 가능

0.2

IP, ACCESS, USER, 에러,
디버그 모드 등을 설정하여
분류 별로 로그를 처리함

1점:
2점:
3점:
4점:
5점:

1개
2개
3개
4개
5개

1개 이하 지원
2개 지원
3개 지원
4개 지원
주요 통신 프로토콜 5개
지원

0.4

로그 관리

설정
설정
설정
가능
설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0.7

HTTP, RMI, IOP, JMS,
JNLP, COM BRIDGE,
DCOME 지원

0.3

Built-in Messaging
Engine과 Java-Based
Messaging Engine

1점: 지원 불가
3점: 1개만 지원
5점: Built-in 과 Jaba Based
Message Engine 모두 지원

클러스터링

0.6

가용성 증대를 위한 복수
서버 동시 운영 기능

1점: 지원 불가
5점: 클러스터링 지원

부하 균형

0.4

고속 처리와 병복 제거를
위한 부하 분산 능력

1점: 지원 불가
5점: 로드 밸런싱 지원

0.4

메시징 엔진

고가용성

이하 모드로
모든 모드로
모든 모드로
모드로 설정
모든 모드로

1점:
2점:
3점:
4점:
5점:
이상

통신
프로토콜
네트워크
통신
기능

평가 기준

0.2

이렇게 속성 점수, 속성 가중치, 속성군 점수, 속성군 가중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성숙도와 적용성에 대한 가중치는 사업
적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차별적인 비율을 배정하였다.20) 이제 최종적인 평가 점수는 다음
과 같이 산출된다.

20) 본 사례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성숙도 보다 상용 적용성에 비중을 두어 각각 40 대 60의 비율을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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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개 속성 점수 = 속성 별 정량화 결과 점수
>> 기본 속성 중 기능 적합성 = 기본 기능 속성 점수
>> 확장 속성 중 대체 후 기능성 = 확장 기능 속성 점수
>> 기본 속성군 점수 = Sum(기본 속성 점수 x 기본 속성 가중치)
>> 확장 속성군 점수 = Sum(확장 속성 점수 x 확장 속성 가중치)
>> 평가점수 = 기본 속성군 점수 x 기본 속성군 가중치
+ 확장 속성군 점수 x 확장 속성군 가중치

위의 산출 방법에 따라 구해진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성숙도와 적용성이 반영된 최종 평가 점수의 예시
분류

Web Application
Server

상용 소프트웨어

JEUS
WebLogic,
Websphere

공개소프트웨어

평가 점수

JBoss

4.95

Tomcat

4.32

Glassfish

4.09

Geronimo

3.69

JOnAS

2.99

Resin

2.97

위 평가 점수는 설명을 위해 실험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카테고리가
다른 공개소프트웨어 간에는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OS 카테고
리의 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RDBMS 분야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평가 점수는 하나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만 평가 지표로 참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에 있
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Operating System 분류 내에 속하는 Linux들은 Web
Application Server에 속하는 WAS 제품들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Linux는
Operating System 분류 안에서만 그리고 WAS 제품은 WAS 분류 안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
으므로 측정 결과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4.4 적용 사례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 중의 하나로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지원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선정 작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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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래부와 안행부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공개소프트웨어 선정 작업에 적용되었
다.[] 이로써 구글 앱엔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외산 중심으로 개발 플랫폼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 PaaS 시장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개소프트웨
어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현격하게 비용을 절감하고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
라를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떤 공개소프
트웨어를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21)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을 위해서 다음 <그림 18>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8>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표준의 평가 항목 재구성

>> 국내 평가 속성 재정의
국내 표준과 해외 표준을 융합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평가 속성을 통합시켜야 하므로 <그림
18>과 같은 항목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표준의 평가 속성을 재분류함

>> 국내외 평가 속성 융합
선정 기준의 당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인 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표준과 국제표준인 ISO 9126-1를 아래 <그림 19>와 같은 방법으로 융합하여
21) 클라우드 파운드리, 오픈쉬프트, 클라우드파이, 스택아토, WSO2 등이 대표적임

053

성숙도 및 적용성 중심의 TTA 표준과 품질 중심의 ISO 표준이 병합되어 맞춤형 평가 속성이
개발됨.

>> 가중치 결정
클라우드 플랫폼의 운영 환경인 IaaS(Infrastructure as-a Service)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부처
와 담당자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도출하고 기준이 되는 항목 별로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여 평균치로 가중치를 확정함

>> 정량적 평가 및 심의
선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 전문가, 수요기관, 학계,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와 선정을 위한 심의 작업을 수행함

<그림 19>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선정을 위한 평가 속성 도출

이 평가 속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ISO 9126-1의 속성 영역은 공개소프트웨어 성숙
도 및 적용성 평가 표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TTA 단체 표준의 활용 사례로 충분하다. 더 나아
가 수행 기관은 해당 표준의 지침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부가적인 항목과 지표를 추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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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속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량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본 표준을 발전적으로 응용한 성공
사례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공개소프트웨어의 평가에 특화된 측정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
트웨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인 기능, 성능 및 보안 이외에 적용성이라는 확장된 측정 항목을
최상위 분류에 추가시켰다. 또한 <그림 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적용성 항목에는
사용성, 이식성, 호환성, 시장성, 성장성, 기술지원, 커뮤니티 성숙도, 정책 부합성, 커뮤니티 정
보 제공 서비스 등 공개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세부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선과 맞춤형 작
업의 결과 최종적으로 3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107개 소분류가 공개소프트웨어의 측정 항목으
로 도출되었다.

<그림 20>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PaaS 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세분화

평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1차적인 필터링 작업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클라우드 파
운드리(Cloud Foundry)22)와 오픈 쉬프트(Open Shift)23)가 평가 후보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은 수행 항목과 수행 방법으로 최종 선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2) 클라우드 인프라와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구축, 실행/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써 HP, IBM, Intel, Pivotal 등 43개 기업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재단에 의해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개발되고 있음. 기술지원 업체는 VMware와 Pivotal임
23)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써 OpenShift Origin 개발자커뮤니티에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개발되고
있음. 기술지원 업체는 레드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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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공개소프트웨어 선정 추진 과정
단계적 수행 항목

추진 방법

추진 주체

의견 수렴

전문가 추진 방향 검토

전문가 실무 협의회

테스트

기능성 및 성능 측정

개발팀

선정 기준 확정

선정 기준 검토 회의

선정 기준 전문가 위원회

선정 기준 별 가중치 확정

수요 기관 서면 및 방문 조사

수요 기관

선정 기준별 점수 산정

테스트, 문헌 조사 (인터뷰,설문 반영)

개발팀

결과값 분석

선정지표, 가중치, 결과값 비교 검증

선정협의회

공개소프트웨어 선정 전략 공개

선정 기준 및 방안 발표

공개세미나

선정

선정 결과 종합 검토

개발팀

여기서 두 후보 제품의 최종평가 점수는 절대적인 비교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참조
척도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이 결과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용도, 규모 등 다양한
제약 조건 하에서 상대적 비교에 사용되는 참조 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연관된 모든 변수, 데이터, 수식, 가중치가 공개되어 객관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선정
에 대한 논란이 없고 공정성이 확보된다. 한편 본 표준의 사용자 역시 평가 지침의 오용 가능성
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는 평가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판단과 조작에
대한 유혹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종 순위를 먼저 결정해 놓고 필요한 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일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하며 어떠한 상위 기관
도 관여할 수 없는 장치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평가는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이 진행해야 하며, 제품을 사용할 당사자의 입장만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
다. 즉, 사용자의 요구사항, 니즈, 고충, 제안, 필요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분석하여 공정하게 가
중치를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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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개소프트웨어 정보 교환 명세(TTAK.KO-11.0182)

5.1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공개소프트웨어는 쓰면 쓸수록 사업 경쟁력 강화, 기술 역량 제고, 개발 및 운영비용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최근
공개소프트웨어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네트워크 등 신
규 ICT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공개소프트웨어의 본래 취지인 이타주의
정신을 외면하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그만큼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경각심도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마땅히 지켜
야 할 공개소프트웨어의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무임승차 하는 기업들이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흐리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공개소프트웨어의 전파와 가이드가 목적이었던 단체 또는 협회들은
컴플라이언스 감시 활동도 강화하여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단속, 적발, 제소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합의금, 소송비용, 손해 배상, 리콜 비용, 사후 처리 비용 재무적 실패 비용에 유의하여
야 한다. 더구나 기업 이미지 실추, 사업 실주-철수-포기, 기회비용 등 비재무적 실패 비용도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컴플라이언스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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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감시 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Software Freedom Law Center(SFLC)
>> 홈페이지: http://www.softwarefreedom.org
>> 개요 및 활동 내역

SFLC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개발자들에게 법
적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출범하면서 콜롬비아
법대의 에벤 모글렌(Eben Moglen)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오픈소스 개발 연구소
(Open Source Development Labs)에 미화 4백만불을 출원하였다. SFLC는 현재 공개소프트웨
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글렌 & 레비셔
(Moglen & Ravicher LLC) 라는 유한회사는 기업들에 유료 컨설팅 사업을 개진하고 있다.
SFLC 뉴욕(New York) 이외에도 SFLC 인도(India)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Russia와 China에서
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먼저 FSF, Debian, Samba, GNOME,
X.ORG, MYTHTV, BusyBox 등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Google, Oracle,
IBM, HP, Red Hat, Novell 등도 주요한 비즈니스 후원자들이다. 한편 컨설팅을 제공한 업체나
단체로는 Qualcomm, OIN(Open Invention Network), Infosys, Linux Foundation, Mozilla
Foundation, Canonical, Huawei, Tomtom 등이 있다. 한편, 정부에 관련해서는 CPTN/Nortel의
스마트폰 특허 (Smartphone Patent)를 위해서 미국 법무부(Dep. of Justice)에 법률 자문을 제
공하였으며 소프트웨어와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국 해군(U.S. Navy)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
였다. 또한 이-거버넌스(e-governance)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인도 정보통신부 (Dep. of IT)
에 자문한 경력이 있다. 현재 대표적 협력 기구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유럽 정보체제 컨퍼런스
(ECIS), 미국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연합(NASSCOM), 인도 이동통신 연합, 인도 산업 연합,
일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JIPA) 등이 있다.
>> 실적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SFLC는 BusyBox의 핵심적인 개발자인 Erik Andersen and Rob
Landley,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러한 소송은 GPL2.0의 침
해에 해당된다. 2007년 9월 20일 SFLC Monsoon Multimedia, Inc.를 상대로 회사 멀티미디어
제품에 사용한 BusyBox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진 않은 대가로 GPL2.0 위반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케이스는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GPL 위반 사례로 인지되고 있다. 이
사건은 Monsoon 이 GPL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원고에게 일정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007년 10월 30일에 종료되었다. 2007년 11월 20일에는 Xterasys Corporation 과 High-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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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s,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Xterasys에 관련된 소송은 Xterasys가 GPL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법적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종
료되었다. 또한 High-Gain Antennas 관련 소송은 2008년 5월 6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되었
다. 2007년 12월 7일에는 Verizon Communications, Inc.alleging 등을 상대로 Actiontec
MI424WR MoCA 무선 라우터에 사용된 BusyBox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대가로 GPL 위
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8년 3월 17일 소스 코드 공개와 합의금 지불의 조
건으로 취하되었다. 2008년 6월 10일 SFLC Bell Microproducts, Inc. 과 Super Micro
Computer, Inc.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12월 14일 SFLC는 Best Buy, Samsung,
and Westinghouse 등 14개 기업을 상대로 판매 제품에 사용된 BusyBox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v2를 위반한 대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Free Software Foundation
>> 홈페이지: http://www.fsf.org
>> 개요 및 활동 내역

FSF는 1985년 10월 4일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서 창설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와 협업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완벽히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립 초창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FSF의 자금은 대부분 GNU 프로젝
트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 중
반부터 FSF의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의 업무 대부분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법적이고 구조적인 이슈에 연관되어 있다.
>> 실적

2008년 12월에 시스코를 상대로 Linksys에 포함된 GPL 라이선스 컴포넌트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스코는 2003년도에 동일한 라이선스 이슈로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무
시하고 GPL의 의무사항 준수를 외면하여 왔었다. 2009년 5월에 시스코가 FSF에게 재무적인
배상을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회사의 라이선스 준수 활동을 수행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책임자를
선정하면서 법적 소송을 철회하였다

3.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 홈페이지: http://conservancy.softwarefreed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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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활동 내역

SFC는 프리 앤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프로젝트로 구성된
단체이다. FOSS 프로젝트의 재무적인 후원자로써 이 단체는 무료 관리 서비스를 멤버 프로젝트
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소프
트웨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혜택에는 프로젝트에 속한 개인으
로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크다. 또한 세금 공제의 혜택도 부가적이다.
멤버 프로젝트로는 Amarok, ArgoUML, Bongo, Boost, BusyBox, Darcs, Foresight Linux,
Inkscape, jQuery, K-3D, Libbraille, Mercurial ,OpenChange, Samba, Sugar, Labs, SurveyOS,
Twisted, uCLibc, Wine 등이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판매되기 보다는 상용 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object code) 수준에서 병합이 가능하므로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수준의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 복
잡하고 개선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 컴포넌트 또는 모듈이 내부에서 개발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조달되어 통합되기도 한다. 이때 외부에서 조달되는 소프트웨어에 공개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중간 제품 또는 최종 제품의 일부로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유통되는
공급망에서는 내부적인 관리만큼이나 외부 업체와의 계약, 외주 개발, 검수, 인수, 설치 단계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순차적 구조 연결되는 공급
망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최종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있다. 최종 배포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 순서의 역순으로 배
상과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중간 업체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도산할 경우에는
낭패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공급망에서의 이러한 사고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가 제안되었다. 이 명세가 공개소프트웨어의 컴플라이
언스 규약을 준수하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이 명세에 기초하여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를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어 현실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공개소프트웨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거의 대부분 배포 시에 발생한다.24) 일반
적으로 연구, 테스트, 실습과 같이 내부적인 용도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전하다. 그러
나 공개소프트웨어를 외부로 배포하는 순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컴플라이언스

24)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의 경우에는 실행코드가 배포되지 않더라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한다.
즉, 두 개의 별개 프로세스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연동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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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최종적으로 배포한 주체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중간 과정에서 배포
한 주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배포의 역순으로 책
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누구도 컴플라이언스 이
슈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아래 <그림 22>는 이러한 현상이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가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2>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공개소프트웨어 정보의 왜곡 현상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사용 주체의 관리 소홀과 외부 배포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공개소프트웨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통째로 가져 오거나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소스 코드의 일부만을 잘라 붙이기(cut and paste) 방법으로
가져오는 습관에서 결정적인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렇게 오래된 버릇이 일순간에 고쳐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리눅스 파운데이션(Linux Foundation)은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라고 하는 국제적인 워킹 그룹을 결성하여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유통되는 공개소프
트웨어에 관련된 정보 명세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5) 이 작업의 주요 골자
로는 문서 생성 정보, 패키지 정보, 라이선스 정보, 파일 정보, 검토자 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
표준 명세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통용되도록 표준을 개발하는 방
식은 아래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컴플라이언스 툴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정보를
얻었든 상관없이 표준적인 명세만 제공하면 된다. 즉, 사람에 의해서 라이선스 정보를 찾아내었
25) http://spd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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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개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였든 아니면 상용 제품을 사용하였든 개의치 않는다. 따라서 고
객이 특정한 컴플라이언스 툴을 사용하고 있다는 핑계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필요
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표준 명세 하나만으로 모든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첫째는 컴플라이언스 툴 채택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둘째는 정보교환
명세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서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의식하게 되므로 결국 공급
자와 수요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23>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의 쓰임새

5.2 공급망에서의 대표적인 컴플라이언스 위반 유형
공급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급사는 최종 고객을 전제로 두고 있으며 협력
사는 공급사에게 최종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거나 납품하는 회사이다.
한편 협력사의 입장에서 공급사가 최종 고객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패턴에서 다시 공급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적용 라이선스를 GPL로 통일하였다.

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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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패턴

이 패턴에서 협력사는 공급사에게 GPL 소스 코드를 주지 않고 완제품의 구성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며, 공급사는 소스 코드 공개 없이 완제품을 다수의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다.
현재 B2C(Business to Customer) 시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 유형이며 스마트 폰 공급망이 대표
적이다. GPL 저작권자는 완제품을 직접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GPL로 배포한 소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사에게 공개뿐만 아니라 판매 중지도 요구할 수 있다. 공격을 받는
공급사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법적 비용과 영업 손실을 협력사에게 청구하게 되며 협력사는 자
체 비용으로 GPL 코드를 제거하기 위한 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배포되는 카피(Copy)의 수
가 워낙 많고 분해하여 역컴파일(reverse compilation)하기 편리한 크기와 무게이므로 컴플라이
언스 위반이 적발될 소지가 가장 큰 유형이라 볼 수 있다.

2) 패키지 또는 솔루션

<그림 25> 패키지 또는 솔루션 공급망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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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는 공급사에게 GPL 소스 코드의 공개 없이 실행 코드만 납품하고 공급사는 기업 또는
개인을 상대로 완제품을 납품하는 상황이며, B2B(Business to Business)와 B2C 사업 모델에
모두 해당된다. 이 완제품은 단일 제품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며
보통 서버 수준의 컴퓨터에 설치된다. 따라서 라이선스 위반이 발각될 위험성은 매우 적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납품된 제품에서 GPL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급자에게 소스 코
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소스 코드가 공개 된다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패
키지 또는 솔루션이라는 특성에 따라 대용량의 고급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곧 협
력사에게 핵심 기술, 특허, 영업 비밀 등을 노출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경쟁 업체는 곧 바로 자
사의 지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므로 문제 원인을 제공한 협력사가 변상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3) 고객 정보 시스템

<그림 26> 고객 정보 시스템 공급망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패턴

이 패턴은 전형적인 B2B 사업 모델의 공급망 구조로써 하나의 대표 기업이 특정 고객의 업무
및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고객 정보 시스템에 담아 납품하는 유형이다. 시
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사업의 특성 상 공급사가 고객에게 납품하는 정보 시스템은 고
객 소유 또는 공동 소유가 되므로 해당 소스 코드 또한 고객의 손으로 넘어 가게 된다. 따라서
공급망 경로를 통해 어떠한 공개소프트웨어가 들어오더라도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는 자동적으
로 준수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소스 코드 내에 GPL을 확인한 고객이 고의적으로 GPL 하에서 공개 범위에 속하는 모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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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제 3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망의 어떠한 업체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컴플라이언스 차원이 아니라 계약 가격에 직관
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고객이 소스 코드 내에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했다면 고객은 절감 공수에 따른 개발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협력사는 제품의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고 정작 개발 공수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
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4) 고객 운영 시스템

<그림 27> 고객정보시스템 공급망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패턴

이 패턴은 고객의 정보 시스템이 납품된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형적인
B2B 사업 모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납품한 공급사가 최초 운영
자가 되기 때문에 비록 소스 코드가 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GPL 하에서 해당 소스 코드를 외부
로 배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누구든 GPL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의 서버를
해킹하고 실행 코드를 역으로 분석하여 소스 코드를 추적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기 않는다. 따라
서 이 패턴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컴플라이언스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나 또는 불편한 관계의 문제로 현재의 유지보수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상황이 달리질 수 있다. 즉, 2차 공급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스 코
드를 받게 되고 이것이 곧 배포를 의미하므로 소스 코드 안에 GPL을 발견하게 되면 고객의 시
스템이라 할지라도 외부에 재배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배포된 소스 코드는 이전
공급사의 경쟁사에게 자유롭게 재배포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B2B 상황이 마찬가지이지만 회
사의 프로세스나 계약 사항에 우선해서 GPL 소스 코드를 회사 밖으로 배포하려는 시도는 감정
적인 요인이나 보복과 같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065

5.3 컴플라이언스 툴의 이해

5.3.1 개요
현존하는 컴플라이언스 툴에는 FOSSology, FOSS-barcode, FOSS-dependency checker,
Code Janitor, binaryanalysis, Windriver, Antelink, Protex, nexB, OpenLogic, Palamida,
Protecode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분류가 편리하다.

>> 상용 제품 대비 공개소프트웨어 제품
>> 문자열 비교 방식 대비 프로그램 패턴 비교 방식
>> 온-라인 분석 대비 오프-라인 분석

비록 현존하는 컴플라이언스 툴이 다양하고 많이 있더라도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완전하게 해
결해 주는 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스 코드의 문자열과 패턴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사용
된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추천해 줄 뿐이다. 특정한 프로그램 파일에 대응하는 공개소프
트웨어 라이선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석 툴의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라이선스를 확정
하는 작업은 사람의 몫이다. 툴이 라이선스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문제 중 하나는 소스 코드 내
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저작권 선언문 또는 라이선스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별도의 파일에 일괄적으로 라이선스를 선
언한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선언문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모든 공개소프트웨어의 원본 파일에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선언한 원문을 복구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 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문자열 대조 방법만으로 라이선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컴플라이언스 툴도 완벽하게 라이선스를 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훼손되거나 유실된 저작권 선언문을 찾아 주
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5.3.2 상용과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툴의 비교
상용 컴플라이언스 툴을 판매하는 회사로는 Antelink, Black Duck Software, nexB,
OpenLogic, Palamida, Protecode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들 회사는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제품
만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법적 자문, 교육, 컨설팅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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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LSWare 회사가 CodeEye라는 제품을 개발하
였고, 이 제품이 정부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인 컴플라이언
스 사업에는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툴 중에서 상용 제품이 공개소프트웨어 프로
젝트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유사성 비교 방식에 있다. 즉, 상용 제품은 라이선스를 선언하는
문자열은 물론이고 소스 코드 수준의 프로그램 유사성까지 분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소스
코드의 패턴 분석 기능이 컴플라이언스 툴을 상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차별성이 된 것이다. 대
부분의 상용 컴플라이언스 툴의 일치성 판별 과정은 매우 흡사하지만 소스 코드 패턴을 인덱스
(Index)로 만드는 방식과 인덱스를 저장하는 구조, 인덱스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속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최대 소스 코드 용량, 수집해 놓은 공개소프트웨어의 최신성 등이 상품
적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하는 단체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은 HP에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개발했던 FOSSology라
는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윈드리버(WindRiver)라는 회사는
FOSSology에 SPDX 기능을 추가하여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5.3.3 상용과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툴의 비교
문자열을 비교하는 방식은 정규 표현(regular expression) 기법을 사용하여 인터프리터
(Interpreter)와 컴파일러(Compiler)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 단어 안
에 특정한 글자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거나 한 문장 안에 특정한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느 파일이 GPL 계열의 라이선스로 선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PL' 앞뒤로 붙어 있는 글자를 검사하게 된다. 즉, AGPL과 LGPL 과 같이 앞에 A가
있는지 뒤에 L이 있는지 단어의 유형을 구분하고 'GPL' 뒤에 있는 숫자를 보게 된다. 이 숫자는
보통 소수점으로 구분되고 쓰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GPL2.0과 같이 글자와 붙어 있을 수도 있
고 GPL 2.0과 같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문자의 대소 여부에 관계없이 라이선스 제목이 나
오면 숫자 열에 따라 라이선스의 버전을 판별된다. 결국 모든 라이선스 제목의 문자열과 숫자의
유형을 사전에 분류해 놓으면 코멘트 영역에 선언된 라이선스만큼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라이선스 제목의 유형은 FOSSology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공개되어 왔
으므로 상용 컴플라이언스 툴이 문자열 비교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용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무료인 공개소프트웨어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프로
그램 패턴을 비교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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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상용 컴플라이언스 툴의 소스 코드 분석 사례 (참조: 블랙덕 소프트웨어)

5.3.4 온-라인 분석 대비 오프-라인 분석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모든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미리 분석하여 비교에 편리한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정리해 놓은 인덱스의 용량
도 무시 못 하지만 연관된 소스 코드의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입출력 시킬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사용된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용량이 큰 데이터베이스를 본사의 서버에 두고 온라인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분
석하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다.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 중에서 OpenLogic이 대
표적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에서는 별도로 클라이언트(Client)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
용 절감에 유리하여 초기 사업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보안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를 제공
하는 업체도 소스 코드가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전송되는 방식에 부정적인 고객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 비록 암호화를 통해서 지적 재산의 유출이 방지된다고 주장할지라도 지나치게 의심
이 많은 고객이 설득하기 어렵다. 성능 면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향상된 지금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방식이 월등히 빠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보안과 성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고객 내부에 전용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려는 니즈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분석 툴의 성능과 편의성이 증대한다면 완전이 오프-라인에서
라이선스 분석 환경을 설치하여 라이선스 검증을 진행하려는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3.5 온-라인 분석 대비 오프-라인 분석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의 본문
에서 라이선스 제목과 버전을 찾거나 소스 코드의 프로그램 패턴의 유사한 정도를 분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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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이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러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 구조,
매크로, 함수, 클래스 등이 타인이 작성한 소스 코드나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26)를 재사용
하게 되면 라이선스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툴이
재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외부
에서 유입되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추적하는 기능을 종속성 검사(dependency check)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속성 검사 기능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파일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 함수의 이름 등을 다
른 파일에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가 아
니라 실행 코드인 경우에는 이진 코드 파일의 유사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또한 보조 기능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이진 분석(binary analysis) 기능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실행 코드
로 변경된 라이브러리, 클래스, 패키지 등은 문자열이 이진 코드로 변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
너리 매치(binary match)가 수행된다. 다만 이 기능은 부분적인 일치성을 판정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진 파일은 통째로 대조해서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일치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이진 코드를 문자 코드로 변환시키는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4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와 정보교환명세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 표준은 리눅스 재단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공개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규격으로 제안한 SPDX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처럼 리눅스 재단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공개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규격으로 제안한 SPDX는 공
개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공개소
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효과적이다. 이 재단은 오픈 프로젝트 형태로 SPDX 표준 규격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한 여러 기업, 공개소프트
웨어 커뮤니티, 학교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
성원으로는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ARM, Black Duck 소프트웨어, 시스코, HP, 리나
로(Linaro), 마이크로포커스, nexB, 팔라미다(Palamida), 펠라지코어(Pelagicore), 프로테코드
(Protecode), 소스 애디터, 퀄컴, 삼성,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브래스카 오마하 대학, 빅토리아
대학, 윈드리버 등이 있다.
이 규격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관련된 저작권, 라이선스 컴포넌트들의 정보를 전달하
26) 실행 코드는 CPU에서 사용되는 절대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오브젝트 코드는 상대적인 주소(offset)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 실행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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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표준 서식을 정의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는 라이선스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규격은 기업과
커뮤니티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 서식
을 제공함으로써 반복적인 작업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활동을
간소화하고 공급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본 규격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전달 또는 배포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는 정보를 기술한다. 이 정보는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며 크게 문서 생성, 패키지,
라이선스, 파일, 검토자 정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은 서로 상충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공개소프트웨어
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배포한 자만이 법적인 피의자가 된다. 또한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는 공급망에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소프트
웨어의 공급과 수급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위험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정보
교환명세 표준 규격을 사용하여 공급망 내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SPDX의 구성
>> 생성 정보(Creation Information)
>> 패키지 정보(Package Information)
>> 기타 라이선스 정보(License Information)
>> 파일 정보(File Information)
>> 검토자 정보(Reviewer Information)

2) 생성 정보
생성 정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DX 문서를 만드는데 관여한 개인, 조직 및 도
구들의 정보를 의미한다. 생성 정보에는 생성자, 생성 일시, 생성자 의견 그리고 라이선스 목록
버전을 포함한다. 생성자는 이름 그리고 SPDX 문서를 만들거나 만들었던 개인, 조직 또는 도구의
연락처를 의미한다. 생성 일시는 SPDX를 만들었던 날짜와 시간을 의미한다. 이 값은 협정세계시
(UTC)에 기반 한 ISO 8601을 따라야 하며 표준 시간대 지표로 'Z' 값을 가져야 한다. 생성자
의견은 생성자가 SPDX를 만들기 위해 만든 일반적인 또는 관련한 의견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목록 버전은 생성자가 SPDX를 만들었을 때 작성한 SPDX 라이선스 목록의 버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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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키지 정보
패키지 정보는 SPDX 문서를 만드는데 관여한 개인, 조직 및 도구들의 정보를 의미 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패키지명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패키지 이름을 제공하는 항목이다. 이것은 패키지 이름과 함께 해당
버전도 포함되어야 한다.

>> 패키지 버전

<그림 29> SPDX의 구성과 생성 정보의 표현

SPDX문서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의 버전 및 변경 정보를 의미한다.

>> 패키지 파일명

패키지 실제적인 파일 명칭을 의미한다.

>> 패키지 공급자

사용자에게 패키지를 공급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미한다. 공급자는 소프트웨
어가 다시 패키지로 만들면 패키지 원작자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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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원작자
패키지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미한다.

>> 패키지 다운로드 위치
패키지를 다운로드 가능한 URI 정보를 의미한다.

>> 패키지 검증 코드
목록 기반 인증 코드를 의미한다. 이것은 데이터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패키지가 데이터가 생성된 패
키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패키지 체크 섬
패키지 내 각 특정 파일의 분석 정보와 일치하는 고유한 식별자를 제공하여 패키지 내용의 무결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 패키지 홈 페이지
패키지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주소를 의미한다.

>> 출처 정보
패키지의 출처 정보와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 확정 라이선스
SPDX의 저작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라이선스를 기재하거나 관리할 라이선스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대체
값을 기록한다.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 파일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정보
패키지 안에서 포함된 모든 라이선스의 목록을 의미한다.

>> 선언된 라이선스
패키지 내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자 또는 패키지 관리자가 선언하는 라이선스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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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설명
저작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선스 관련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다. 패키지의 라이선스
가 파일의 라이선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 설명을 이곳에 입력할 수 있다.

>> 저작권 문구
저작권자 정보, 릴리즈 일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다.

>> 패키지 요약 설명
패키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의미한다.

>> 패키지 상세 설명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4) 기타 라이선스
기타 라이선스는 패키지에 포함된 라이선스 중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타 라이선스들에
대해 LicenseID: LicenseRef-1 포맷으로 라이선스 이름과 원문, 출처를 제공한다.

>> 할당된 식별자
파일 혹은 패키지에 포함된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라이선스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제공한다.

>> 추출된 원문
파일 혹은 패키지에 포함된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원문을 제공한다.

>> 라이선스 이름
파일 혹은 패키지에 포함된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이름을 제공한다.

>> 라이선스 상호 참조
파일 혹은 패키지에 포함된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공식 출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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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코멘트
파일 혹은 패키지에 포함된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라이선스에 대한 일반적인 코멘트를 제공한다.

5) 파일 정보
파일 정보는 아래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일의 라이선스 및 저작권을 포함하여 중
요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그림 30> SPDX의 파일 정보와 표현 방법

>> 파일명
파일 정보 중 파일의 전체 경로가 포함된 파일 이름을 의미한다.

>> 파일 유형
식별된 파일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라이선스 준수 요구사항의 결정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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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체크 섬
이 항목은 패키지 내 각 특정 파일의 분석 정보와 일치하는 고유한 식별자를 제공하여 파일 내용의 무
결성을 보증하는 정보이다.

>> 확정 라이선스
SPDX의 저작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라이선스를 기재하거나 관리할 라이선스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대체
값을 기록한다.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 파일의 라이선스 정보
실제 파일에서 발견되는 라이선스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실제 파일의 다른 영역에 있을 수도 있
지만 일반적으로 파일의 헤더에서 발견되는 정보이다.

>> 라이선스 설명
저작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선스 관련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다. 패키지의 라이선스가
파일의 라이선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 설명을 이곳에 입력할 수 있다.

>> 저작권 문구
저작권자 정보, 릴리즈 일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다.

>> 파일 출처 프로젝트 명
파일의 출처가 되는 프로젝트 명칭을 의미한다. 파일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기록하여
SPDX파일의 사용자가 쉽게 파일의 원본 소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파일 출처 프로젝트 홈페이지 파일의 출처가 되는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파일이 획득된 프로
젝트의 홈페이지 위치를 기록한다.

>> 파일 출처 프로젝트 URI
DOAP(Description of a Project) 문서의 프로젝트 자원에 대한 링크 정보를 의미한다.

075

>> 파일 설명
파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정보를 의미한다.

>> 파일 고지 사항
파일에 대한 법적 고지 사항을 의미한다.

>> 파일 기여자
파일의 기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저작권자의 이름 또는 저작권자가 아니지만 파일 내용에 기
여한 저작자의 이름도 포함된다.

>> 파일 종속성
파일의 빌드에 필요한 다른 파일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6) 검토 정보
검토 정보는 공개소프트웨어 SPDX의 검토를 완료한 사람, 단체, 툴을 의미한다. 공개소프트웨어
SPDX의 원본이 만들어 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자를 더할 수 있으며 원본에 첨부된 정보이다.

>> 검토자
공개소프트웨어 SPDX의 검토를 완료한 사람, 단체, 툴을 의미한다. 공개소프트웨어 SPDX의 원본이 만
들어 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자를 더할 수 있으며 원본에 첨부된다.

>> 검토 일자
언제 검토를 완료하였는지 알려 주며 그 표현 형식은 ISO 8601 표준을 따른다.

>> 검토 설명
분석에 대한 검토자의 독립적인 평가 의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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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보교환명세 표준의 발전 방향
최근 리눅스 재단은 기존의 SPDX 1.2 규정을 개선하여 SPDX 2.0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
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문서 생성 정보(Document Creation Information)
>> 패키지 정보(Package Information)
>> 파일 정보(File Information)
>> 기타 라이선스 정보(License Information)
>> 관계성 정보(Relationships Information)
>> 주석 정보(Annotations Information)

그리고 개선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일 SPDX 문서 안의 다양한 패키지 설명. 반드시 함께 보관되어 져야 하는 정보의 통합을 허용
>> 주석의 확장. 교체된‘리뷰(review)’를 포함하고 SPDX문서의 모든 규격 요소에 제공. 주석은 유연
성을 증가시킴
>> 새로운 라이선스 표현 구문이 향상된 라이선스 가이드라인과 함께 소개됨. 향상된 구문은 파일의 복
잡한 라이선스 수집을 더 쉽고 정확하게 만듦
>> 추가적인 파일 종류와 검사 합계(checksum) 알고리즘 지원. 파일 종류가 확장되면서 파일의 정확한
식별이 가능하게 됨
>> SPDX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버전 관리시스템에서 온 소프트웨어도 참조 가능.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인식

앞으로 이렇게 개선된 부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보교환명세 표준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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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TTAK.KO-11.0176)

6.1 개요
기존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의 정의는 여러 가지 의
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및 구현을 위한 통치(governing)하기 위
한 절차 또는 공개소프트웨어 공급 및 수요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
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구성원의 집단적 활동 등이 대표적인 정의가 될 수 있다[22].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상호규약 측
면에서도 정의될 수도 있다. 즉 공개소프트웨어 개발프로젝트에서 기여하는 조직과 개인들의 조
정, 통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23]. 이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 아래 <그림 31>과 같이 공개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와 관리 포인트를 연결시켜 전사 프로
세스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그림 31> 공개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와 관리 포인트 기반의 전사 프로세스 구현 사례
(엑센추어의 기업형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참조)

따라서 본 표준은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078

“공개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사용․적용 및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제시한 틀”.
실질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돕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용자 유형에 적합한 활동요소에
대하여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의 주
요 활동 요소 중 컴플라이언스 관련 활동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동일
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해서 각 단계별, 각 사용자 유형별로 상이한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표준에서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공개소프트웨어 활동을 단위 요소
로 나열하고 각각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따라 사용자 유형별 활용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전체 활동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전체 활동 요소
활동 요소

특성

설명

정책수립

목표와 전략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 지침을 수립함

컨설팅

공개소프트웨어 적용과 전략수립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조직구성

효율적인 인력 구성과 역할과 책임에 따른 운영 방안을 제시함

요구분석

고객 또는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 요구사항 등을 분석함

조사

새로운 공개소프트웨어 또는 특정 분야에 적합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찾음

분석

공개소프트웨어의 속성을 구분하고 상태나 수준을 정리함

평가

각 속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채점함

계약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활용, 배포에 대한 일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조건과 규정을
체결함.

설계

순차적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기능과 사양을 미리 구성함

개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경 및 결합함

패키징

공개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편리하도록 단일 프로그램으로 묶음

시험

요구 수준에 맞는지 품질과 성능을 확인함

배포

공개소프트웨어를 저장매체, 웹사이트, 장비 등을 통해 전달함

설치

공개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에 탑재함

운영

공개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정상적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동시킴

유지보수

최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반 작업을 수행함

기술지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이나 문제 해결 등 공학적인 공개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함

커뮤니티

소스코드 기여, 재정적 지원, 활동 교류, 참여방법을 제시함

컴플라이언스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문제를 해결함

교육
모니터링

비순차
비정기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 활용, 배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을 전달하고 스킬을
향상시킴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수렴함

079

6.2 활용 방법
본 문서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ed)
원칙하에 사용 주체를 <그림 32>와 같이 내부사용, 외부 배포, 외부 서비스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 내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실행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주체는 자신이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해당되는
분류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실전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32>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성도

이 거버넌스의 사용 지침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사용 주체는 어느 분류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함
1.2 사용 주체가 하나의 기관일지라도 내부 조직과 인력 구성에 따라 복수개의 분류 항목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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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당된 분류 항목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맵에서 순차적인 실행 항목과 비순차적인 실행항목을
확인함
1.4 해당 분류 내에서 순차적인 실행 항목은 순서에 따라 진행함
1.5 순차적인 실행 항목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으로 이동함
1.6 비순차적인 실행 항목은 모두 동시에 진행함
1.7 비순차적인 실행 항목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무시함
1.8 비어있는 실행 항목일지라도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점검 사항이 발견되면 프레임워크 발행 기관
으로 보고함

거버넌스의 최대 목표인 활용 극대화와 위험 극소화라는 관점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쓰이는 장소와 시점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체
가 어떻게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무슨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떠한 사항에 유
의해야 하는지 등 모든 실행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세부
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의 상세한 구축 방안은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
사용 주체가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 목적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사용이라는 분류는 사용 주체가 공개소프트웨어를 내부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포털, 그룹웨어, 인사관리시스템, 재무시스템 등 내부 임직
원을 대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
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모두 동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렇
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충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
용 주체도 있고, 그런 기술 수준이 못되거나 TCO(Total Cost Ownership) 이슈로 인해서 외부
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6.3 적용 범위 및 대상
본 표준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활용 라이프 사이클의 전체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이 라이프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 획
득, 적용, 운영, 유지보수, 관리, 개선 등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다.
1) 정책수립의 단계에서는 해당 조직의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및 순응도 수준을 측정하여 그에 따른 정
책과 전략 그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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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획득 단계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적용을 위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3) 적용 단계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요소 및 관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5) 관리 및 개선 단계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성
과를 측정하여 조직의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입장도 소스코드의 획득경로, 공개소프트웨어의 관리주
체,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방식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공
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내부사용자, 외부서비스 및 외부 배포 관점으로 나누어 구분
하였다.
내부사용이란 공개소프트웨어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단순 평가, 테스트, 패키징, 맞춤 개발, 기
존 상용 소프트웨어 대체, 자체 솔루션 개발, 내부 시스템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주체
의 내부에서만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외부의 소스코드를 직
접 가져와서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관점과 특정 벤더사로부터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및 기술지원
을 받게 되므로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 여러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로부터 소스 코드를 직접 가져 외부의 지원이나 간섭이 없이 자체적으로 공
개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반면에 두 번째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
여 외부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며, 쌍방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관
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각의 관점에 해당되는 실행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사용 관점이란 조직 내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측면으로써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일반
업무조직이 내부사용자 관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사용자를 나누어 보며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외부의 소스코드를 직접 가져와서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
>> 특정 벤더사로부터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및 기술지원을 받으며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

외부 서비스 관점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외부 사용자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고 컨설팅
을 수행하는 경우로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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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분류에는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사용 주체도 여기에 속한다. 이 관점에 속하는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개소프트웨어가 내부에 있고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공개소프트웨어가 외부에 있고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외부 배포 관점이란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소스 코드를 기여하는
경우와 공개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외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 공개소프트웨어 또는 공개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이 관점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 주체 밖으로 내보내지는 상황이므로 개발 결과로 만들
어진 공개소프트웨어를 버전 관리 시스템과 같이 내부 시스템에 저장하는 활동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소스 코드를 기여하는 경우, 사용 주체 간에 공급 체인에서
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디지털 매체 또는 기기에 탑재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등
이 외부 배포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
스 위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외부에 직접 판매 또는 배포하는 기
업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분류이다.

6.4 실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6.4.1 개요
이번에는 이전에 소개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실제적인 적용 방안으로 소스
코드의 최대 활용과 안전 사용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통치(governing) 체제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버
넌스 체제를 구축한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외부의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중심으로 공개소프
트웨어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여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공개소프트웨어의 혜택을 극대화시키고 반면에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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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언스 위험은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본문의 목적이
있다.

6.4.2 현황 진단
공개소프트웨어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과 라이선스 위험 관리 수준
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성숙도를 진
단을 위한 측정 지표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정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과 성숙도
측정 기법에 따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진단 방법론이 제안되었고 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일례로 Forester 에서 발표한 공개소프트웨어의 성숙도 발전 단계는 <그
림 33>과 같다[24].

<그림 33>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채택 관점의 성숙도 발전 단계

위 그림의 순차적 단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고 최
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공개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체제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일례로 공개소
프트웨어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엑센추어는 다음과 같이 공개소프트웨어 거
버넌스 구축 방법론을 <그림 34>와 같이 매우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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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공개소프트웨어의 조정과 관리 차원의 성숙도 모델

엑센추어의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축 과정은 크게 준비 및 설정 그리고 조정 및 관리 활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준비 및 설정을 위해서 진단과 전략 수립 활동이 진행되며,
조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선정, 인증, 도입, 운영 활동이 전개된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는 어떤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라이선스를 검증하
여 초기 공개소프트웨어 인벤토리(inventory)를 생성한다. 라이선스 검증 프로세스에서 자동화
도구가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을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식별한다. 그리고 공개소프트웨어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과의 격차를 분석한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제적인 구현과 적용을 위해서 참조 관
리 프로세스(Reference Management Process )를 정립한다.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공개소프트
웨어의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 및 위험 완화를 위한 활동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전 단계
에서 검토한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을 정의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흐름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 및 조
직관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법무 조직의 협조 하에 수용 가능한 공
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선별 작업, 거버넌스 체제의 시범 적용,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
육 등이 포함된다. 조정과 관리 활동의 첫 단계인 소프트웨어 선정 작업에는 최신 시장 동향 파
악, 정책에 부합하는 표준 공개소프트웨어 채택, 참조 사례 분석, 기업 수준의 기술 지원 역량
등에 대한 분석, 필요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인벤토리 조사, 라이선스 및 컴플라이
언스 가이드 제공, TCO 분석 등이 수행된다. 또한 인증 단계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상
에서 역할자의 배정, 라이선스 식별 및 승인, 라이선스 검증 툴 지원 여부 확인,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직과의 정책 부합성 확인,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험 등이 수행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요구되는 Compliance수준을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도입 단계에서는 선택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품질을 재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추후 단일한 저장소
를 통해서 배포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의된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이드와 매뉴얼이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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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며 자체적으로 기술 지원이 가능
한 수준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라이선스 분석 툴을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사용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한 프로세스 상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auditing)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의무 사항 준수를 확인하게
된다.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이 업데이트되고 패치(patch)
가 적용된다. 이렇듯 일련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개소프트
웨어를 활용하고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상태를 진단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으로 판정된 사항을 개선하여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전
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또 다른 일례로 HP는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의 수준을 다섯 가지 단계로 측정할 수
있는 성숙도 모델을 다음 <그림 3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26].

<그림 35> HP의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성숙도 발전 단계

>> 1 단계: 교육과 인식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써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변화관리를 추진함

>> 2 단계: 정책과 프로세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검증 정책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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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 정책 및 절차가 필요함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따라야 하는 개발 프로세스가 표준화 되어야 함

>> 3 단계: 자동화 툴과 업무 흐름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전반적인 오픈소스 검토와 관리가 필요함
관리 단계와 기능 별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함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전 승인 및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사후 검증 방안을 수립하고 공개소프트웨어
검증 도구와의 연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함

>> 4단계: 소프트웨어와 메타 데이터의 통합 저장소
내부적으로 오픈소스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하고 운영함
라이선스 검증 툴과 공개소프트웨어 저장소를 연동하여 컴포넌트 단위로 관리
오픈소스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재사용이 활성화됨

>> 5 단계: 공개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관리와 품질 보증
공개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구축된 방대한 오픈소스 저장소와 컴포넌트를 지적 재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석 툴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별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파악함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을 파악하고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물의 품질을 측정함

6.4.3 적용 방안
공개소프트웨어는 무료이고 사용, 변경, 배포가 자유로운 대신에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소스 코드 공개 및 고지의 의무와 같이 사용자에게는 귀찮은 의무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의무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자 중에서 이윤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
히 안전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사후 대응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히 인력 투입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위험과 비용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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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예방 효과를 얻어 내는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3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위험과 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림 36> 공개소프트웨어의 컴플라이언스 위험과 비용의 상관관계

그림에서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위험도와 비용은 반비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
적의 컴플라이언스 합의점은 법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최소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타협점에
서 사용되는 비용은 100% 법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외적인 감시와 사고 측면에
서 소송이나 클레임(Claim)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최소 예방 비용을 의미한다. 이 예
방 비용에는 기업의 전유 자산으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 특허, 영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컴플라이언스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운동 및 컴플라이언스 사고의 중재 활동을 생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조차도 어느 정도가 100% 안전한 컴플라이언스 수준인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
다. 실제로 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선의 컴플라이언스 수준 정도만을 가이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저작권 보호 단체와 연락하고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라는 정도의 권고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안될 수 있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도출하고 득과 실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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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현실화
안전한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비용 사이에서 최선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작은 발생 확률과 미약한 사고를 감수해서라도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다. 즉,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 가장 실
효성이 있는 실행 방법은 고객 정보 시스템 구축(NSI: Network and System Integration)과 정
보 시스템 운영 사업(ICT Outsourcing)을 통해 고객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최하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 두 사업 영역에서는 고객에게 저작권과 소스 코드를 모두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연스럽게 배포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원리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의 적용 분야 별
위험 요인과 위험 수준의 심각성을 측정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27) 그렇다고 비
용 절감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고지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배포 자체를 꺼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며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 추궁의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신중히 대응 수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고지의 의무의 회피
비록 소스 코드를 고객에게 배포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안에 어떤 Copyleft 라이선스가 있는
지 일체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행 코드만 사용하고 소스 코드를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고지의 의무
를 준수하지 않으면 외부로 배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라이선스 검증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유료인 라이선스 분석 툴
의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공수 초과와 일정 지연과 같은 손해 요인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도
이다. 그리고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객이 알게 되면 납품하는 시스템의 개발 공수 부분에
대해서 공개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의 빌미가 잡힌다는 상황을 우려한 결과이기
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숨기게 되면
최종 배포자는 아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예
상이다. 그러나 적발에 따른 실패 비용과 예방 및 관리 비용 사이에서 재정적 득실만 고려하지
말고 이미지 실추나 미래 사업 기회 상실과 같은 비재무적 손실도 반드시 고려하여 고지의 의무
를 회피해도 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27)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IE: Solution Integration for Export, NSI: Network
and Syste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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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의무의 회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컴플라이언스 위험만큼이나 소스 코드 공개에 따른 지적
자산의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
는 상황에서도 소스 코드는 넘겨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개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면 유지보수 사업과 ITO outsourcing 사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물
론 배포 대상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발각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이미 고객에게 넘어 간
소스 코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안에 Copyleft 라이선스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제3자 유지
보수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 어떤 회사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고치다가 그 안에 GPL 라이선스
를 발견하게 되면 연결된 모든 소스 코드를 재배포 할 수 있으며 이를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급 업체가 결과물 납품 시 사용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까지 이전시켰지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한 고객이 제 3자에게 소스 코드 작업을 요청할 수 있고
소스 코드에서 Copyleft 라이선스가 발견되면 어느 제3자도 재배포 할 수 있다. 즉, 유지 보수
업체가 반환 의무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코드를 재배포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자사의 핵심 기술, 특허, 영업 비밀 등이 경쟁사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고객의 비즈니스 아키텍처, 고객 데이터, 보안 모듈 등도 유출 대상이 되므로 현재 및 차기 사업
에 치명적이 악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따라서 고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라이선스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비용은 절감되지만, 여전히 위험한 미봉책이라는 사실이 회사 수준에서 인
지되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헌과 학회에서 발표되고 게시된 정보와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라 실무적
이고 보수적인 수준으로 도출한 안전 수준 가이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GPL 소스 코드는 텍스트 프로그램 형식으로 인용하지 않으며 GPL 라이브러리는 링크하지 않는다.
>> AGPL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동하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GPL 계열(family)의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에 명시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한다.
>> 공개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라이선스 간 충돌이 있는 상태로 배포하지 않는다.
>> 코멘트가 없거나 코멘트에 라이선스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되도록 소스 코드 일부도
분석할 수 있는 라이선스 검증 툴을 사용한다.
>> 소스 코드를 고객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타사가 유지 보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Copyleft 라이선스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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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사업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는 해당 커뮤니티에 소스 코드를 기여
(Contribution)하거나 물질적으로 기부(Donation)하여 되도록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FSC(Free Software Conservancy), gpl-violations.org,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등과 같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정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세계
적인 협의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6.4.4 적용 지침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은 기업 내에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과 관리의 기준이 된다. 이 정책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위험을 극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 지침, 교육 교재, 업무 프로세스, 라이선스 검증, 현장 지원 등 모
든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문서와 활동은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 정책에 포함되
어야 하는 항목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공개소프트웨어의 정책 항목
정책 항목

설명


전사 내부적으로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범위

소스 코드 공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라이선스 검증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검증 방법
라이선스 별 조치 대상 선정 방법
외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충돌 해결 방안

회사 외부 커뮤니티 활동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외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 정책

커뮤니티 생성 및 운영



공개소프트웨어를 위한 커뮤니티 수립 방안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공개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또는 프로세스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서 운영, 유지보수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전사 R & R



공개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각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정립



유사 항목에서의 우수 공개소프트웨어를 선택하기 위한 평가 모델 선정 및
평가 방법

공개소프트웨어 교육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 및 사용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시행 방법

주요 라이선스별 적용 방안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별로 안전하게 사용 및 적용하기 위한 정책

조직별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방안



조직의 특성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 개발 또는 유지보수 하기 위한
정책

공급업체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이행



공개소프트웨어를 공급 받을 시 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 준수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공개소프트웨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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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에 GPL과 같은 반환 라이선스(Reciprocal License)는 공개소프트
웨어와 함께 연결된 소소 코드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라
이선스 하에 공개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전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에는 전유 소프
트웨어에 대한 공개의 범위가 첨예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장사하는 기
업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자사의 소스 코드를 숨기려 하겠지만, 공개소프트웨어 진영은 이러한
라이선스를 통해서 개방과 공유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칼자루는 공개소프트웨어 진영
에 있다. 그러므로 라이선스 저작자가 어떤 조건으로 공개의 의무를 부여했는지를 정확히 알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만들어 지기 시작할 당시 저작자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이었고 본인이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사용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최
초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할 수 있고 반환 라이선스로 분류되는 GPL의 공개 범위를 소
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1.1 프로그램의 구조에 따른 공개의 범위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다. 실행 가능한 형태란 컴퓨
터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문(command)이 포함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간단히 코드(code)라
고 부른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표현 방식에 따라서 크게 소스 코드와 실행 코드로 나누어진다.
소스 코드는 사람이 육안으로 읽고 작성할 수 있는 문장(text)으로 표현된 프로그램이다. 반면에
실행 코드는 소스 코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번역(compile, interpret)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계
적 언어로 변환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구조를 소스 코드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도식적인 방법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영역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림
37>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스 코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영
역을 세분화시킨 이유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영역에 따라 공개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GPL의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그램 내에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포함되면 자신의 모
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이 그림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이 붉은 색 상자로 표시되었는데
이 영역에 공개소프트웨어가 없었더라도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삽입 명령문
을 사용하면 소스 코드 번역 단계에서 외부에 있는 소스 코드가 유입되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소
스 코드도 자신의 프로그램 영역 안으로 흘러들어 오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삽입 명령

092

문을 사용하면 자신의 프로그램 내부에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포함된 상태와 동일하게
된다. 자신의 프로그램 내부에 공개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공개 의무를 발생시키는 다른 경우도
있다. 즉, 외부에 선언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이다. 함수 호출은 소스 코드를 유입시키지 않고
기능이나 서비스만 이용하게 되므로 공개의 의무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실행
단계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실행 코드가 자신의 프로그램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개의 의
무가 발생한다. 함수 호출에 의해서 실행 코드가 들어오지 않고 데이터만 상호 교환된다면 공개
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스 코드이든 실행 코드이든 GPL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
된 공개소프트웨어가 자신의 프로그램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다. 그러면 실행 코드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프로그램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프로세스 개념
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37>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구성 사례 (C 언어)

1.2 프로세스의 구조에 따른 공개의 범위
GPL이 공개의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도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혜택을 본 사람은 반
드시 그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철학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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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로 배포된 공개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반
드시 배포한 이에게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작도 가능하도록 모
든 필요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신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실행 코드만 있으면 동일한 환경 내에서 설치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실행 코드이지만 시스템 환경이 바뀌면 여러 가지 환경 변수가 달라지는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실행 코드만 제공한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
능 개선을 위한 소스 코드의 편집이 불가능하여 개작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개작된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작된 부분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제공
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38>은 어떤 부분이 같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
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8> 공개소프트웨어의 공개 범위 (GPL 사례)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GPL 하에서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는 주프로그램
(Main Program), 헤더(Header) 부분, 정적 라이브러리, 동적 라이브러리에 해당된다. 이 요소
에 속하는 어느 부분이라도 GPL이라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
다. 즉, GPL의 공개 범위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핑(Mapping)되는 프로그램 전체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하나의 프로세스는 유일한 pid(process id)를 가지며 동일한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됨
>> 하나의 프로세스는 Header, Main Program, Static Library, Dynamic Library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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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컴퓨터 내에서 연동하더라도 pid가 다른 프로세스는 공개 범위가 아님
>> 외부 프로세스는 pid가 같아도 다른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되므로 공개의 범위가 아님

2.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검증
모든 공개소프트웨어에는 만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때 저작권
이 성립한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커뮤니티 내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여러 명이 저작권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대한 분명하게 저작권을 명시하기 위
해서 저작물의 최소 단위인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이 파일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한
명령문(Command) 영역이 아니라 실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석(Comment) 부분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일 그리고 사용 조건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선언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 조건은 라이선스에 해당되며 상용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배포 시 라이선스의 충돌 조건 제
거, 소스 코드의 공개, 라이선스의 고지, 특허권 행사 포기 등 해당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미리 이 라이선스를 확인하여야 법적인 사고
의 발생으로 치러야 하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듯 공개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Verification)이다.

2.1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 라이선스와 구성 라이선스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표 라이선스란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프로
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어느 파일에 저작권 선언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라이선
스가 이 파일의 디폴트(Default) 라이선스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구성(Component) 라이선스라는 개념과 함께 라이선스 검증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먼
저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 라이선스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개
소프트웨어 전체에 부여되는 단일한 라이선스이다. 그리고 구성 라이선스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파일 별로 명시된 하부 라이선스가 된다.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성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최상위 디렉터리인 루트로부터 시작하여 중간 디렉터리와 디렉터리에 속하는 파일로 전개된
다.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 제품의 이름을 Linux라고 가정한다며 이 제
품 전체에 부여된 라이선스는 대표 라이선스이며 여기서는 GPL2.0 이 대표 라이선스가 된다.
따라서 별도의 라이선스 선언이 없는 파일에 대해서는 대표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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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대표 라이선스와 구성 라이선스

마찬가지 방법으로 lib 라는 하부 디렉터리에 LGPL2.0 라이선스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 아래
에 있는 모든 파일은 기본적으로 LGPL2.0 라이선스를 따른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파일 내에 별
도로 선언할 수 있으므로 GPL 라이선스가 LGPL2.0으로 선언된 lib 디렉터리 아래 존재할 수도
있다.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검증은 주어진 대표 라이선스 안에는 어떠한 구성 라이선스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동일하다. 만일 대표 라이선스와 어떠한 구성 라이선스가 사용 조
건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 공개소프트웨어를 외부로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성 라이선스들 사이에서 사용 조건의 충돌이 발생해도 배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
개소프트웨어의 배포 주체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기관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라이
선스 검증은 산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소프트웨어 커
뮤니티도 배포의 주체이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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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검증 절차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검증에 필요한 활동은 원본 프로그램의 조사와 라이선스 판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조사는 주어진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질의 프로그램)에 연
관되어 있는 모든 라이선스를 찾아내는 활동이고 라이선스 판정은 연관된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서
저작자가 최초로 부여한 라이선스만 걸러 내는 작업이다. 프로그램 내에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 활동 자체가 필요 없지만 라이선스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원본 파일을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저작권자가 최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질 때 원본 파일 내에 라이선스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원본 파일에도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파일이 최초로 작성된 공
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대표 라이선스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의 라
이선스 검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질의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없거나, 라이선스
선언 문구가 원본 소스 코드 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없더라도 개발에 지장이 없으므로 실행 파
일만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각별히 조심하는 개발자가 아닌
이상, 소스 코드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명령문 부분만 인터넷에서 잘라 내기 (Cut and Paste)로
복사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이선스 선언문이 들어 있는 주석이 같이 따라 오지 않는다.
한편, 프로그램 작성자라 할지라도 라이선스를 파일마다 일일이 선언하기란 다소 귀찮은 작업
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개발 편리성을 위해서 readme.txt, license.txt, notice.txt 등의 텍스트 파
일에 하부 디렉터리 내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 구성 라이선스를 일괄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라이선스 선언 파일이 속해 있는 디렉터리와 어떠한 하위 프로그램을 열어 보
더라도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듯 구성 라이선
스가 소스 코드가 아닌 별도의 파일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 소스 코드와 일치하는 소스
코드를 특정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여 그 프로젝트의 대표 라이선스를
최종 라이선스로 판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소스 코드에 기재된 라이
선스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중
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는 질의 프로그램의 용량에 상관없이 자동화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석 툴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은 라이선스 분석 툴은
어디까지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후보로 참조할 만한 라이선스를 제안할 뿐, 확정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는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다.

3.1 전형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 프로세스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비롯해서 각종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그리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
스 분석 툴을 개발하는 회사에 이르기 까지 제각기 라이선스 검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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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있다[27]. 이들 프로세스들은 용어와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공
통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동소이 한 작업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대
기업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검증 프로세스를 직접 적용하고 최적화시키는데 노력한 당
사자라면 기존에 발표된 검증 프로세스들에 오류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분히 추
상적이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상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전문가의 이론적 근거와 근무
현장의 실제적인 체험을 융합하여 실무 적용에 더욱 용이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검증 프
로세스를 모델링하면 <그림 40>과 같다.

<그림 40>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검증 프로세스 개념도

이 검증 프로세스는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내에서의 검증 절차를 공개소프트웨어의 흐름과
사용 주체의 내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프로세스는 활동
(action), 객체(object), 흐름(flow)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프로세스 내서 단일한 작업이 진
행되는 과정으로써 프로그램 수집부터 프로그램 배포에 이르기 까지 모서리가 없는 도형으로 표
기되어 있다. 객체는 프로그램을 주거나 받고 저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써 인터넷, 파트너(제3자),
내부 시스템, 고객 등이 해당된다. 흐름은 활동의 진행 순서와 방향을 나타내며 입력과 출력이
되는 데이터를 옮긴다. 이때 데이터로는 프로그램(소스 코드 및 실행 코드), 담당자 주석, 보고
서, 지시 사항 등 대표적이다. 공개소프트웨어 주체 관점에서 볼 때 공개소프트웨어는 인터넷,
파트너, 내부 시스템을 통해 유입된다. 이렇게 수집된 프로그램은 보통 컴플라이언스 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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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된다. 이후 검증 전문가에 의해서 라이선스가 확정(Approval)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돌
여부가 판정된다. 충돌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분석 경로를 거치게 되며 충돌이 없는 프로그램이
인터넷, 내부시스템, 고객으로 배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라이선스 고지에 대한 의무
사항은 파트너와 고객에게 해당된다.
이 프로세스 내에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활동은 없다. 다만 업무 효율성을 증
대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진행할 뿐이다. 따라서 라이선
스 분석, 라이선스 식별, 결과 보고 등의 활동은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적
프로세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프로세스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본
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프로
세스의 동작 특성에 맞게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활동 담당자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동작 메커니즘을 풀어 보기로 한다.

1) 프로그램 수집
>> 활동 내용

이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질의(Query) 프로그램을 파일 구조로 모으는 일이다. 여기
서 질의 프로그램이란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질
의 대상으로는 소스 코드가 대부분이지만 라이브러리도 해당된다. 질의 프로그램은 다수의 파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트리 구조로 저장된다. 프로그램을 수집할 때 이미 검증했거나 검증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보통 내부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수
집 과정에서 확인이 수월하지만 출처가 인터넷이나 파트너일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집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트너는 그나마 공
급 계약과 구매 정책에 의해서 자체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은 통제나 간섭이 어려운 관
리의 사각 지대이므로 특별한 정책과 지침이 필요하다.

>> 입력

프로그램 수집 활동의 입력은 검증할 대상인 질의 프로그램이다.

>> 출력

프로그램 수집 활동의 출력은 라이선스 분석에 용이한 파일 구조체이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검증이 필요한 프로그램 집합을 트리 형태의 파일 구조체로 모아서 저장하고, 그 구조체의 최상
위 디렉터리의 이름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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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수집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질의 프로그램을
모으는 일은 폴더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수준이므로 누구나 담당할 수 있지만, 업무의 처리 속도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2) 라이선스 분석
>> 활동 내용

라이선스 분석 활동에서는 입력으로 주어진 질의 프로그램을 파일 단위로 하나씩 분석하여 각
프로그램에 저촉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찾는 낸다. 여기서 분석이란 질의 프로그램
을 읽어 나가면서 라이선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없으면 명령어 수준에서 동일한 패턴
을 가지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찾는 작업을 의미한다. 동일한 명령어 패턴이 인터넷 상에서
수도 없이 발견될 수 있으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개소프트웨어를 찾아내어야 한
다. 그리고 명령어 패턴은 프로그램의 일부이므로 한 프로그램에 연관된 라이선스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소스 코드 안에 라이선스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경
우에 기록되어 있던 정보마저 유실된 경우가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 툴을 의지하여 유사한 명령
문 패턴을 검사하고 라이선스를 분석하게 된다. 만일 명령문 패턴이 일치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도 라이선스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 공개소프트웨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개소프트웨어 프
로젝트의 대표 라이선스를 찾아내어야 한다. 다음 <그림 41>은 라이선스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41> 한 파일 내의 복수 라이선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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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질의 프로그램 A에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후보 라이선스가 식별
되는지 설명한다. 화살표 방향과 연결선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A는 공개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명령어 패턴 a-1은 Project B-1의 File B-1으로부터,
명령어 패턴 a-2는 Project B-2의 File B-2로부터, 명령어 패턴 a-3는 Project B-3의 File
B-3로부터 복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편 부분에서는 File B-1, B-2, B-3 가
어떤 복제 경로로 프로젝트에 유입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질의 프로그램 A에 연관되
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복제 경로 상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라이선스들이 된다. 즉, 분석
결과는 File B-1, B-2, B-3, C-1, C-2, C-3, D-1, D-3에 연관된 라이선스가 된다. 만일 이들
파일 안에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각 파일이 속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대표
라이선스가 해당된다. 분석 단계에서는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의 프로그램 하나에
연관된 후보 라이선스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복제 경로에 있는 파일의 개수보다 훨씬 많게 된다.

>> 입력

질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개소프
트웨어가 필요하다. 원래는 공개소프트웨어 검증이 요청될 때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접근하여
공개소프트웨어를 검색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스 코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사
이의 유사성 측정에 필요한 매칭의 속도를 매칭 속도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소스 코드의 인덱스도
미리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놓게 된다. 따라서 분석 활동에서는 질의 프로그램, 최신
오픈소스, 스키마, 인덱스 등이 모두 입력 데이터가 된다.

>> 출력

이 활동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질의 프로그램의 파일 별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이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버전에 따라 사용 조건과 의무 사항이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출
력되는 정보에는 보통 라이선스 이름, 라이선스 버전, 질의 프로그램과 부분적으로라도 일치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름, 파일, 소속 커뮤니티 이름), 그리고 이 출력 데이터에는 보통 유
사한 비율도 포함된다.

>> 담당자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그다지 깊지 않아도 무방
하다. 사람이 직접 라이선스를 분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질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안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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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스 코드 안에서 라이선스 정보를 찾는 일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영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가능하고 영문 키워드를 구별 해 내는 정도로 단
순하다. 그리고 소스 코드에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사람이 분석할 수도 없어서 어차피
자동화 도구의 힘을 빌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분석에 필요한 기능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도 별다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업
무의 처리 속도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라이선스 식별
>> 활동 내용

라이선스 식별 활동은 분석 활동에서 발견된 모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진위 여부를 판
단하는 작업이다.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 파일 단위로 이 파일에 관련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
이선스만을 채택하게 된다. 분석 결과에서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이 있어 보였던
수많은 라이선스들이 대거 탈락하고 몇몇 개의 유력한 라이선스만이 남게 된다. 여기서 유력하
다는 뜻은 식별 담당자 수준에서는 참 값으로 판정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아직 최종적으로는 확정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림 42> 한 파일 내 복수 라이선스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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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식별의 결과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 복제 경로에 있는 라이선스는 모두
사라지고 원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만 남게 된다. 식별 담당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라이선스를
식별하는 방법은 소스 코드 내에 들어 있는 라이선스 문구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질의 프로그램의 명령어 패턴과 유사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원조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찾아내어야 한다. 따라서 위 그림은 a-1, a-2, a-3 등 명령어 패턴
과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원본 프로그램 File D-1, File C-2, File D-3 만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검증 도구는 모든 유사 소스 코드만 찾아 주기 때문에 원본 프로그램을 찾아 라이선스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은 식별 담당자의 몫이 된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공개소프트
웨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많은 라이선스가 후보로 출력되지만 원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에는 거짓 라이선스이므로 결과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은 훗날 불미스러운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록 미약한 근거라 할지라도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입력

이 업무가 필요로 하는 입력은 공개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질의 파일과 이 질의파일에
관련이 있는 모든 라이선스 정보이다. 보통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라이선스가 연관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수백 개의 라이선스 정보가 하나의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 출력

이 업무의 출력은 공개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입력 파일의 라이선스 정보이다. 이 라이선스 정
보는 원본 공개소프트웨어 파일을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출력되는
개수 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 담당자

식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는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개발
경험 그리고 공학적인 전문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는 문법, 호출 관계, 환경 구성 등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개소프트웨어 커뮤
니티를 검색해서 유사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찾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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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보고
>> 활동 내용

이 과정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식별이 완료된 결과를 정제하여 읽기 편하고 해석
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 즉, 식별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이나 양식을, 보고서를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파일 형식, 정렬 순서, 출력 항목 등을 변
경하여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

>> 입력

식별이 완료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기초 데이터가 결과 보고에서 필요한 입력이 된다.

>> 출력

식별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정보가 정리된 보고서가 출력물이 된다. 이 보고서의 양식
에는 제약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 툴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서 미리 정해진 형식으로 출력된다.

>> 담당자

라이선스를 식별한 결과를 받아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 사
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결과 보고를 위한 담당
자로 충분하다. 한편 분석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제되어 보고
서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 작업을 위해 별도의 담당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라이선스 확정 및 충돌 판별
>> 활동 내용

라이선스 확정은 식별된 라이선스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이
확정 결과에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 사이의 라이선스 충돌, 또는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대표
라이선스와 구성 라이선스 사이의 라이선스 충돌도 결정된다. 라이선스 충돌을 해결하지 않고
배포하게 되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귀결되므로 배포 전에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충돌을 해
결하는 방법은 배포 주체의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서 적절한 해결
책을 지침으로 내려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식별된 라이선스만으로 충돌 여부를 판정할 수 없
는 경우가 있다. 즉, 식별된 결과만 보면 라이선스 충돌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결합 형태에 따라 충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배포 상황에서는 충돌 조건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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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상황으로 변경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라이선스 사이의 충돌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야 된
다. 즉, 공개소프트웨어가 전유 프로그램 내에서 소스 코드 수준으로 인용되었는지, 라이브러리
또는 컴포넌트 수준에서 연결(liking)되었는지, 단순히 파일 구조 내에서 묶여 있는지 하는 결합
의 형태를 파악하고 충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된다. 또한 라이선스 충돌은 대부분 대표 라
이선스와 공개소프트웨어 사이에 발견되지만, 공개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이에도 충돌
조건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구성 라이선스 간의 충돌도 확인해야 된다.

>>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는 라이선스 식별 결과 보고서와 식별 시 기록한 라이선스 판단 근거 자료가 된다.

>> 출력

출력 데이터에는 질의 프로그램의 단위 파일 별 라이선스, 충돌이 발생한 라이선스 짝(pair),
충돌 조건, 충돌 해결 지침 등이 해당된다.

>> 담당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라이선스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라이선스 충돌
로 인해 법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
충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해야
하며 기업 또는 기관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이 활동은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팀을
구성하는 전문가 집단으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QAO(Quality Assurance Officer), 변호사,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등이 적절하다.

6) 충돌 해결
>> 활동 내용

수익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라이
선스 충돌은 자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반환 조건 때문에 생긴다. 이 충돌은 일차적으
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의 대표 라이선스와 구성 라이선스 사이에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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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자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다. 소스 코드
의 공개는 당초 공개소프트웨어 진영이 의도하는 바이지만 정작 기업에게는 사업의 핵심인 지적
재산도 소스 코드와 함께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사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더 크고 치명적
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라이선스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충돌을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삭
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사양이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 극단적이고 위험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비스 되고 있는 시스템을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충돌이 없는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허용 (permissive) 라이선스 하에 개발된 오픈소스 중에서 충돌된 프로그램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 코드를 찾아 대체하면 된다. 언뜻 보기에 이 방법은 기존
의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큰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
나 현실은 매우 달라서 실제로는 대체된 소스 코드는 동일한 기능으로 적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하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레고 블록처럼 붙이면 쉽게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라 할지라도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고,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형식(type)이나 순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소스 코드 수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대
조하는 작업 자체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
자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재개
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충돌을 일으키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자사 프
로그램으로 다시 개발하여 대체하는 방법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남이 짜 놓은 프로그램을 고
쳐서 쓰기 보다는 차라리 직접 코딩 하는 편이 훨씬 편하게 느껴 질 때가 많이 때문에 더 깔끔
한 방법일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과 검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최초 개발자가
없어 재개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개발 인력의 투입 해제, 부서 이동, 업무 이관, 퇴
사 등이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라이선스 충돌을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개발과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이차적으로 라이선스 충돌이 구성 라이선스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공개
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 사이의 문제이므로 소스 코드의 공개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충돌에 연
루된 두 개의 공개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는 포기하여야 한다. 라이선스의 포기는 소스 코드의
삭제, 대체, 재개발 중 하나를 의미하며 해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단일
한 공개소프트웨어 파일 내에서 라이선스 충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스 코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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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작권자가 여러 공개소프트웨어를 인용하면서 구성 공개소프트웨어 사이에 라이선스 충돌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저작권자의 과오이지만 최종 소프트
웨어를 통해서 재배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소스 코드를 보유한 공개소프트웨어 커
뮤니티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입력

라이선스 충돌이 발생한 프로그램 파일, 충돌에 관련된 소스 코드, 충돌 라이선스 정보 등이
입력물로 사용된다.

>> 출력

출력물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충돌이 제거된 프로그램이다.

>> 담당자

라이선스 충돌을 해결하는 업무는 최초 라이선스 충돌을 발생시킨 프로그램을 작성한 개발자
가 수행하여야 한다. 투입 해제, 부서 이동, 업무 변경, 전배, 퇴사 등 어떤 사유에서 최초 개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수급할 수밖에 없다. 만일 조직 내부에서 대체
인력을 수급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들여서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나 서비스를 포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CTO 또는 CEO와 같은 의사 결정권자도 담
당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7) 프로그램 배포
>> 활동 내용

프로그램의 배포는 전달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개발 산출물로써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실행 코드만 해당된다. 이 산출물이 배포되는 곳은 크게 고객, 파트너(협력사,
제3자), 인터넷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배포의 방법은 장비, 장치, 저장 매체를 통한 전달, 시스
템 설치, 인터넷 업로드 등 매우 다양하다. 혹시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배
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행 코드를 받는 대상에게만 배포해도 무방하다. 다만 스마트 폰이나 개
인 장비와 같이 배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의성 차원에서 웹 페이지를 통
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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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는 라이선스 검증이 완료된 프로그램이다.

>> 출력 데이터

한편 출력 데이터는 최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설치에 편리하도록 패키지 형태로 배
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지의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이름, 버전, 프로젝트 이름,
라이선스 전문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written offer도 출력 데이터에 포함된다. 외부로 배
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SPDX 또는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
도 출력 데이터에 포함된다. 이들 출력물은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내에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
거나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3.2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 프로세스의 최적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에 관련된 활동은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강제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을 프로세스로 정형화시킬 수 있다면 조직 내에서 라이선스 검
증에 대한 강제성을 구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단 프로세스로 정립이 된 다음에는 자연스럽
게 준수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같이 법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매우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세스로 정형화시키는 방법의 문제는 비용, 공수, 시간(timing)에
있다. 즉,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인력 투입, 활
동 별 신속한 처리 시간, 적절한 검증 툴의 도입과 사내 시스템 운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의 조
정, 정책과 지침의 강화 등 다양한 변수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적화 실현을 위해
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철칙이 필요하며 이 위에서 최선의 프로세
스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분석과 식별 활동은 개발 단계에서 수행한다.
>> 라이선스 충돌은 통합 테스트 단계 이전에 해결한다.

기업의 내적 상태와 외적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검증 프로세스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달라져야 하겠지만, 다음 <그림 43>은 전형적인 개발방법론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검증
프로세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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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개발 프로세스 내의 공개소프트웨어 검증 프레임워크 예시

최적의 검증 프로세스는 사용처마다 다르겠지만 컴플라이언스 위험 예방이라는 목표는 동일하
다. 따라서 민첩한 실행과 저렴한 실행 비용이 최적화의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범위 내에
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증 활동은 줄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기 검증 방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는 개발자가 코딩 하는 동안에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식별하게 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개발 초기에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
방법은 최종 개발 단계인 테스트나 배포 단계에서 한꺼번에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검증 프로세
스보다 조치에 편리하고 신속하나 시스템 환경이 지원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운영 방법이 적용되
어야 하므로 규모가 있는 대기업 이외에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적용 가
능한 검증 프로세스를 역할자 또는 부서 별로 예시하면 다음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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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업형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 프로세스의 예시

다음으로는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인정받은 공개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인증된 공개소프트웨어를 모든 개발자가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무작위 복제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외부 개발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나 고객 현장에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는 공개소프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보안과 접근성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내용이 수정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 차원에서 최신 버전
으로 계속 갱신(업데이트)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상적인
이너소싱(Inner Sourcing) 방안이 대두되었지만 현재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개소프트웨어의 검증 프로세스에 있어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프로세스의 성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결정짓는다. 상용 제품의 도입에 있어서는 구매와
운영에 관련된 조직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지만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관된
조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 조직 간의 역할 분담, 담당자 지정, 책임 소재 명시, 협업 체계 구축
등의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때로는 공개소프트웨어와 관련 조직을 연결시키기 이전에 직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하나의 조직이 공개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의 조직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110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조직 보다는 담당자 우선으로 거버넌스 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공개소프트웨어 검증 프로
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구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개발 조직
여기서는 이해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발의 범위를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패키징까
지로 제한한다.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조직은 현장 부서(profit organization)와 전사 지
원(cost organization) 부서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먼저 현장 부서는 판매할 제품(솔루션) 구현
또는 시스템 통합 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전
사 부서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찾고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시험적으로 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
며 여기에는 연구소 또는 품질 부서가 포함된다. 한편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작
업을 수행하게 된다.

>> 과제별 라이선스 점검 및 검증 활동 보고
>> 라이선스 점검 및 검증 결과 리포팅
>> 사 프로세스 테일러링 및 적용
>>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개작, 연동, 배포
>>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조치

② 기획 조직
기획 조직에는 개발 업무 없으며 대신 기술과 사업 분야에서 계획 및 전략 수립, 사업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업무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조사, 분석, 평가, 활용 방안 수립, 사
업화 전략 수립, 기술 로드맵 작성, 변화 관리, 현장 요구사항 수렴, 포털 및 리파저토리 등 지
원 시스템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다.

③ 운영 조직
운영 조직은 사내이든 사외이든 공개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사내 운영인
경우에는 사내 시스템에 공개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사외 운영인 경우에는 사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개소프
트웨어 운영의 주체는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고 전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는 지원 조직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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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 조직
Copyleft 조건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사의 전유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그 안에 내재된 영업 비밀, 핵심 기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유출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무 조직은 공개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및 특허 침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의 책임을 지게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유입부터 외부 배포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인 흐름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로
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유입되는 경로는 구매와 인터넷이 대표적이므로 공급 계약서 검토와 유
입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확인이 중요하다. 모든 컴플라이언스 사고는 공개소프트웨어
의 외부 배포 시에 발생하므로 사전에 라이선스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컴플라
이언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후 처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야
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 연락 창구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 결정 사항이 분명히 필요하므로 검토 위원회와 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한다.

⑤ 교육 조직
교육 조직은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을 개발하고 차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 교육 대
상자일 경우에는 교육 자체가 비용이 때문에 교육을 제안하는 조직이 교육을 개발하는 조직에게
배경, 필요성, 내용, 효과 등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 교육의
실행에 있어서는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업이라도 대부분 전문 공개소
프트웨어 강사를 확보해 놓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사업화되어
있다. 한편, 외부의 공개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서비스로 사업하는 조직은 교육 교재의 저작권
과 기술적 노하우의 유출을 조심하여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업 모델은 소스 코드만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기술적 경험과 스킬이 상품이자 진입 장벽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지
적 가치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⑥ 구매 조직
구매 조직은 계약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구
매를 요청한 조직이 제품의 사양과 라이선스를 확인하게 되지만 견적 단계부터 구매 조직이 먼
저 필터링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있어서는 독소 조항이 없는지 품질 보증이 되는지
장애로 인한 보상과 배상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소프
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공급 업체에게 요청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다
면 발주한 조직과 협의하여 구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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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파트너 조직
파트너 조직은 사업 또는 내부 과제 수행을 위해서 외부 업체를 섭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외부 업체의 개발 수행 능력이 사업과 과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 등
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다. 즉 우수한 파트너를 전략 파트너 또는 우수 파트너로 구분하여 최
우선 투입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공개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도 동일한 방법
으로 구분해서 차별적인 투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상용 솔루션을 공급
하는 기업과 다른 평가 항목과 비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개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대표 이사의 사업 의지가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발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스 코드를 기여하고 있는
지도 일반 파트너를 평가하는 방법과 큰 차이점이 된다.

⑧ 가상 조직
일반적으로 가상 조직은 여러 독립된 조직에 소속된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이는 공개소프트웨
어의 특성상 하나의 조직이 책임지고 수행하기 어렵거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 정도의 규모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상 조직으로 수행하기에 효과적인 업무
로는 기술 기획, 전략 수립, 프로세스 정립, 라이선스 검증, 정책 수립, 조치 방안 수립, 의사 결정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며 사무국, 위원회, 커미티(committee), CoE(Center of Excellence)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조직은 Task Force Team과 같이 단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상 조직에 투입되는 인력이 핵심적인 미션을 수행하
더라도 소속 조직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4.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석 기술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도구는 매칭(matching) 기능을 통해서 대상
프로그램 A가 이미 라이선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B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별해 준
다. 두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A의 라이선스도 B와 동일하다고 판별하게 된다. 이러한 공
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툴의 동작 원리는 다음 <그림 45>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구성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칭 기능이 라이선스 분석 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일 수밖에 없다.
매칭은 크게 단순 키워드 비교와 순차적인 명령 문장의 비교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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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공개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툴의 동작 원리

4.1 단순 키워드 매칭을 통한 라이선스 분석
단순 키워드 매칭은 정규 표현(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서 키워드의 일치 여부를 결정
하는 기술로 매우 오래 전부터 컴파일러 서적과 공개소프트웨어로 공개되어 있다.28) 즉 AGPL,
LGPL, GPL 등 GPL 계열은 GPL 이라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GPL 또는 GPL이 들어
있는 문장에서 이 키워드의 앞뒤 글자를 참조하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름과 버전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Apache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CPL(Common Public License), EPL(Eclipse Public License), GPL(General Public
License),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를 나타내는 모든 키워드를 분석 프로그램 내에 미리 저장하고
있다가 소스 코드를 스캔(scan)하면서 매칭 되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전후 글자를 분석
하여 결과 라이선스를 출력하게 된다. 물론 매칭 결과에 따라 결과 라이선스가 여러 개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소스 코드가 없거나, 저작권 및 라이선스 선언문이 누락되어 경우에
는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스 코드의 명령문 일부만 가지고 라이선스를 판단하고
할 때에는 이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28) 일례로 Linux의 쉘(shell) 명령문인 sed와 awk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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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명령문 매칭을 통한 라이선스 분석
순차적인 명령문을 비교하는 매칭은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연속적인 프로그램 명령문을 길이
에 상관없이 비교하는 기술이며 알고리즘, 색인(index) 구조, 질의(query) 방식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이 매칭 기술을 중심으로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편리한 메뉴를 추가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상용 분석 도구가 출현하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매칭 함수는 소
스 코드 대신에 인덱스를 비교한다. 인덱스는 검색과 비교에 편리한 자료 구조로써 소스 코드의
명령어 패턴을 압축한 코드로 볼 수 있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드 소스
코드를 인덱스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다.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알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동일한 변환 알고리즘으로 인덱스를 생성하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인덱스와 비교한다. 인덱스 매칭 결과 입력된 인덱스와 일치하는 소스 코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소스 코드의 라이선스가 사용자에게 출력된다. 이 라이선스는 저장된 소스 코드의 라이선스이거
나 이 소스 코드가 최초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대표 라이선스 중 하나가 된다.
어떠한 매칭 기술이든지 당연히 수작업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라이선스를 분석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대처하고자 하는 수준과 지출 가능한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분석 도구를 평가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용 분석 도구는 유료이기 때문에 구입 비용과 운영비용 측면에서 수작업으로 라이선스를 분석
하는 것보다 월등히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고, 라이선스의 식별 정확성을 높여서 향후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현격히 격감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무료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5. 공개소프트웨어 검증의 어려움과 한계
공개소프트웨어는 개발 특성상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일은 거의 없고 커뮤니티라는 인터
넷 상의 가상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이 커뮤니티에는 협업, 공유, 개방이
라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정신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모이고 검증되며 또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소스 코드는 복제, 개작, 배포 등
의 과정이 사이클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동일한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
며, 개작된 소스 코드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개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던 시기에는 심지어 저작자 자신도 저작권 보호와 라이선스 명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속된 공개소
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부주의, 무관심, 무의식 등으로 현재는 원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또 어
떤 라이선스로 배포되었는지 식별하고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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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가 실제 얼마나 천차만별 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살펴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저작권 선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작자 정보만 간략히 기재됨
초기의 관리 형태로 특별한 제약 사항이나 라이선스 명칭 없이 저작자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사례이다. 동일한 이름의 저작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에 매우 불리하다.

2) 약간의 제약 사항만 기재됨
소스 코드에 이 코드의 사용 시 지켜야 하는 제약 사항을 간략하게 표기해 둔 사례이다. 여기
에서는 이 소스 코드를 누구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전문은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적혀 있다. 이 제약 사항이 사용 조건이므로 라이선스로 간주할 수 있지만 라이선
스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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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사례와 비슷한 유형이며 소프트웨어의 명칭도 dTree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자바
스크립트로 작성된 소스 코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3)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정보가 기재됨
해당 소스 코드가 어떤 라이선스 하에 사용될 수 있는지 표기되어 있다. 라이선스의 제약 사항
이나 내용이 다소 긴 경우에는 라이선스 명칭과 축약된 조건만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라이선스
명칭만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전문이 있는 파일을 따로 생성하여 배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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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에 의해서이든 원저작자가 소스 코드 내에 선언해 놓은 라이선스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원본 파일을 찾아야만 라이선스를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공개소프
트웨어 커뮤니티를 뒤져서라도 유사한 소스 코드를 발견해야 한다. 이처럼 공개소프트웨어 라이
선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원본 소스 코드를 찾아야 하고, 원본의 진위 여부도 판정해야 하
는데 이것이 곧 검증의 어려움이다. 이 어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왜 발생하는지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 46>를 통해 예시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그림 46>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석 결과 예시

그림에서 보이는 네 개의 실선 사각형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즉,
PostgreSQL, JB공개소프트웨어, MySQL 등은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며 이들의 대표 라이선
스는 각각 BSD, LGPL, GPL 순서로 대응된다. 그리고 My Program은 반드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업 내의 전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도 볼 수 있
다. 하나의 파일이 이들 세 개의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상이하게 명명되었지만 cunn.c,
Coon.c, Conn.c 는 완전히 동일한 소스 코드로 가정한다. 또한 이들 세 개의 소스 코드에는 저
작권 선언문이나 라이선스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Con.c는 Conn.c의 소스 코드를 고
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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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석 툴을 사용해서 이 파일의 라이선스를 분석하면 어떤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림 상의 숫자는 어떤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파일이 복제되어 왔
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혹 독자는 가장 최근에 복제된 Conn.c가 속해 있는 MySQL 프로젝트
의 대표 라이선스(GPL)가 분석 결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 도구에 의해서 출
력되는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출력될 수 있다.

<표 16> 컴플라이언스 툴에 의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석 결과 예시
파일 이름

프로젝트 이름

라이선스 이름

버전 번호

일치 수준

Cunn.c

PostgreSQL

BSD

1.0

55%

Coon.c

JB공개소프트웨어

LGPL

2.6

55%

Conn.c

MySQL

GPL

2.0

55%

목록에 열거된 세 개 파일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되었으므로 일치 수준도 모두 동일하다. 따
라서 Con.c 소스 코드의 55%가 다른 모든 소스 코드와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치 수준이
높을수록 원본일 가능성도 올라가지만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복수 개의 후보 라이선스 목록이 최종 결과로 출력되는 형
태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본 소스 코드가 무엇인지 확인될 수 없다. 즉, 사용자가 질의하는
소스 코드와 일치하는 모든 소스 코드의 라이선스를 보여 줌으로써 결국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
하게 만드는 것이 공개소프트웨어 분석 도구의 한계이다. 더구나 상용 분석 도구의 판매 계약서에
따르면 판매 회사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증이나 책임의 의무가 없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언어의 변경, 프로그램 문법의 변경,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의 시차 등이
분석 도구의 한계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들이다. 먼저 프로그램 언어가 바뀌면 동일한 알고리
즘을 구현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나 개념의 유사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는 매칭 함수가 프로
그램 언어의 패턴을 비교하므로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바뀌면 인덱스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성
비교가 어려워진다. 또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른 문법(Syntax)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으므로
문법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매칭을 피해 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처
리하는 루프(Loop)는 while, do, for, goto 등 다양한 명령어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신이 자신을 호출하는 회기적인 함수(Recursive Function) 조차도 비회기적인 명령어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 도구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의 소스 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도 수많은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소스 코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들 새로운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복제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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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도구도 실시간으로 라이선스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공
개소프트웨어를 모두 즉각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에 인덱스를 생성하지 못하고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 코드
는 과거의 스냅샷에 불과하므로 지금 라이선스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전혀 컴플라이언
스 문제가 발견되지 않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라이선스로 인해서 추후에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석 도구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금물이다.
그 밖에도 공개소프트웨어 검증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부분적으로 소스 코드를 인
용한 경우에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충돌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수백 줄의
소스 코드 중에서 한 줄이 공개소프트웨어와 일치 한다고 해서 그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몇 줄까지 또는 몇 퍼센트까지 일치해야 충돌 요건이
성립되는지 알려 진 바도 없다. 더구나 일치하는 부분이 단순한 변수 또는 자료 구조의 선언문
일 경우에는 더욱 충돌에 대한 판단이 몹시 애매하다. 또한 출처가 되는 원본 파일을 도무지 구
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라이선스의 식별이 완료되어서 반환 라이선스와
허용 라이선스가 다수 검출되었지만 어떤 라이선스로 확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처럼 라이선스의 확정이 애매할 경우에 무조건 허용 라이선스로 확정하였다가는 향후 검증 오
류가 발견되어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가 있다. 반대로 무조건 반환 라이
선스로 확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재개발 또는 소스 코드 공개로 재무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유출로 인한 비재무적인 피해도 막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라이선스 검증에 대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즉흥적인 결정이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정책과 가이드에 반영해 놓아야 한다.

4)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의무사항
아래 <표 17>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상용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개소
프트웨어에 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물론 제품 수준에서 설치하고 운
영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해당 소스 코드 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관련이 있다.

<표 17>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와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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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개소프트웨어

대표 라이선스

준수 사항

개발 도구

Eclipse

EPL

개발 도구로서 사용 시에는 특이사항 없음.
플랫폼으로 이용 시 모듈 수정 사용불가.(수정한 코드
공개 의무)

CTIP

Hudson

MIT

별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

구분

공개소프트웨어

대표 라이선스

SCM

Subversion

Apache
Apache

프레임워크

Spring
Framework
Struts

Apache

Apache Web
Server

Apache

Apache Tomcat

Apache

Web/WAS

DBMS

운영체제(OS)

준수 사항

공통 준수사항 준수.
GPL2.0과 Apache2.0은 같이 배포할 수 없음.

파일 수정 없이 사용. 별도의 구동이 아닌 SW에 JB공개
소프트웨어 파일을 포함하여 사용 시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사용가능.(org.jb공개소프트웨어.*)
Enterprise 버전은 상용.

JBoss WAS

LGPL

PostgreSQL

PostgreSQL

MySQL
Community Server

GPL

독립적으로 구동하여 사용. 결합하여 사용 시 GPL 라이
선스를 따르거나 (전체 코드 공개) 상용 라이선스 구매

Linux

GPL

독립적으로 구동하여 사용. Linux 를 수정하여 납품 시
소스 전체를 공개해야 함.

별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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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본 해설서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및 프로파일:TTAK.KO-11.0110”, “공개소프트웨
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TTAK.KO-11.0133/R1”,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
크:TTAK.KO-11.0176“, “공개소프트웨어 교환명세:TTAK.KO-11.0182”

등 TTA에서 개발된

공개소프트웨어 단체 표준을 중심으로 개발과 제정의 배경, 목적, 적용 방안, 적용 사례 등을 살
펴보았다. 이 표준들 중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최대한 적용 범위를 넓게
잡으려는 취지로 개발되어 내용이 다소 광범위하고 피상적인 부분이 없기 않으므로 실질적인 적
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 사례
까지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용적인 표준이 개발되는 과정의 배후에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과 활용의 문제가 있
었다. 즉, 공개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어도 어떤 종류와 제품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쓰는 사례가
빈번히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웹 애
플리케이션 서버,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등 범용(general purpose) 분야에 속하는 공개소프트웨
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지명도가 있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빅데
이터, 임베디드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는 아는 사람만 찾아 쓰는 상황
이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성을 가늠할 수 있도
록 기본 속성(profile)을 정제하는 작업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빈도가 가속화되면서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뿐만 아
니라 자체적인 품질 수준과 성능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였다. 더구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기업인 경우는 신규 도입, 기존 제품 대체 및 전환 차원에서 상용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
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성숙도와 상용 제품과의 비교
수준을 측정하는 적용성을 기반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개관적인 방법을 표준 지
침으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실행 코드 형태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형태로도
유입되고 순환되고 배포되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 보다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와 조직을 거쳐 가게 되므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체계적이고 효
율적으로 도입, 개발, 관리, 배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효
율적인 거버넌스 하에서 체계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더라도 업체와 업체,
업체와 고객과의 소프트웨어 공급 사슬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한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적인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 Linux Foundation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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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 SPDX에 근거하여 공급 사슬에서 유통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표준 형식으로 제정
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표준은 분류체계, 평가모델,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등 본질적인 원천 기술에 연관되
어 있기 보다는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표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표준을 통한
공개소프트웨어의 확산과 보급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오픈소스의 핵심
인 기술 분야로 시야를 넓혀 기술 기반의 표준을 개발하는 로드 맵을 그려야 할 것이다. 즉, 오
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오픈소스 기반 통합 개발 플랫폼 기술, 오픈소스 기반 보안
기술 등이 미래 업무 영역으로 확장되어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에게 실용적인 기술 표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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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 개정 (Revision):
모든 개정, 변경, 증보 및 삭제를 포함하여 고쳐 쓰고 원판과 바꾸기 위해 다시 인쇄한 출판물.

>> 거버넌스(governance):
오픈소스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위험 수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책, 프로세스, 조직,
시스템 등을 관리 통제하는 전사적인 체제

>> 라이선스 검증(Verification):
소스코드 분석, 라이선스 identify, 결과 확인까지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일련의 작업

>> 고지:
소송법에서,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 공개(대상):
오픈소스 SW의 공개 대상은 라이선스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공개 대상자는 오픈소스
SW를 공급(배포) 받은 자를 의미
오픈소스 SW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개 의무는 오픈소스 SW를 배포함으
로써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고 공개 범위는 각각의 라이선스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 라이선스 (License) :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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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서 (Licensor) :
저작권 소유자 혹은 저작권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

>> 라이선시 (Licensee) :
라이선시란 권리를 대여 받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서 특정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판매. 전시 등을 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선
싱으로 부여받은 권리는 법적으로 독점성·배타성이 보장되는 법적 권리로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라이선스 충돌:
두 개 이상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 조건이 서로 상반된 상태로써
특히 배포 이전의 상황을 말 한다

>> 라이선스 위반:
라이선스가 충돌된 상태로 배포된 상황을 말 한다

>> 라이선스 양립성:
두 라이선스의 요구 조건이 서로 달라서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로 함께 사용이
가능하면 compatible, 사용이 불가능하면 incompatible 라고 한다.
(예를 들어, SW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상호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MPL 조건의
A코드와 GPL 조건의 B코드를 결합하여 ‘A+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 경
우, MPL은 ‘A+B’의 A부분을 MPL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GPL은 ‘A+B’ 전체를
GPL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A+B’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 모듈 (Module) :
잘 정의된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일부분. 주 프로그램은 논리적으로 몇
개의 모듈로 나눌 수 있다. 모듈은 여러 프로그램 작성자에 의해 나뉘어 작성되는 성질을 지닌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서 모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현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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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링 리스트 (Mailing List) :
공통된 관심을 가진 인터넷사용자끼리 서로 메일을 주고 받음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만들
어놓은 일종의 전자우편목록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을 하게되면 가입한 특정분야의 정보를 메일로 계속 받아볼
수 있으며 가입한 사람 또한 메일링리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바이너리 (binary) :
바이너리란 2진수라는 의미로서 바이너리 파일은 0과 1, 즉 2진수로 이루어진 파일을 의미한다.
컴퓨터 통신에서는 주로 화상, 음성 등의 대부분 파일들이 바이너리 파일로 처리된다.

>> 반환의 의무 :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수정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함.
공개의무와 동일한 의미

>> 반환 라이선스 :
Reciprocal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동일하게 본인이 만든
소스 코드도 오픈소스로 내어놓으라는 의미로 GPL 라이선스가 대표적임

>>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
하는 행위.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자 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B2B,
B2C, 제품 형태의 유통 등을 포함.

>>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
하는 행위이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자 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B2B,
B2C, 제품 형태의 유통 등을 포함한다.
- 직접적인 실행파일 또는 소스코드의 제공
- Active-X, CD, 인터넷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실행파일 또는 소스코드 제공
- 전송을 통한 저작물 이용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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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Warranty) :
저작물의 사용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독창적인 창작
물이며 계약에 표시된 사람 이외에는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방해하는 권리가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통상 문서로 하는 보증을 말한다.

>> 복제 :
원래의 저작물을 재생하여 표현하는 모든 행위. 인쇄, 사진, 복사, 녹화 등이 해당
*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

>> 사용여부 명시(고시) :
많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들은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한편, SW를 사용할 때 해당 오픈소스 SW가 사용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하는 것과 비슷하여, 이
SW는 오픈소스 SW인 무엇 무엇을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용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라
는 것이다.

>> 상표권 (Trademark right) :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
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
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
서로 다른 오픈소스 SW간의 라이선스 의무조항이 상충하는 문제에 따라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타 라이선스의 수용 여부를 명시하는 조항

>> 설정 파일 (Configuration file) :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가 선택한 시스템 구성 요소의 조건이나 설정한 특성 등을
보관한 파일. 응용 프로그램 측에서 생성되며,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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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Source code) :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형태임

>> 쉐어웨어 (Shareware) :
실행파일의 형태로 무료 배포되지만 일정기간의 시험기간 이후 유상으로 전환되는 SW를 의미
한다. 누구든지 임의대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쉐어웨어와 프리웨어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픈소스 SW와 일면 유사한 점이 있지만, 쉐어웨어나 프리웨어는 저작
권자가 상업적 또는 개인적 이유에서 해당 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불과하다는 점
에서 오픈소스 SW의 공유정신과는 매우 상이하다.

>> 애드웨어 (Adware) :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날짜상의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해당 SW로 작업하는 동안 광
고 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광고가 노출되도록 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등장한 소프트
웨어. 대표적인 예로는 알집, 제트 오디오 등이 있다.

>> 오브젝트 코드 (Object code) :
컴파일러 또는 어셈블러에 의해 생성되는 부호로, 어떤 프로그램의 원시 부호로부터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부호로 번역되어 있거나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부호로 만드는 데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목적(object)이라고도 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저작권이 있으면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 SW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Python/PHP/Perl 언어, Eclipse 툴
등이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차이점이 있다> :
OSI에서 자격조건으로 제시한 10가지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프리소프트웨어 라이선스(Copyleft
license) 뿐만 아니라 허용 라이선스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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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말한다. 오픈소
스 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SW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SW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
해로 인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라이선스로는 GPL, LGPL, BSD, MPL 등
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수
정, 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 응용 프로그램 :
컴퓨터를 사용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 이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는 직접 관
여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운영체제 등을 기본 프로그램이
라고 한다.

>> 이차 저작물 (Derivative works) :
원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만든 프로그램.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는 프로그램 원저작물의 개작이나 이를 이용한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
이 허용 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적 프로그램들은 최초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라이선스의
규정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페이스 (Interface) :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2개의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경계(boundary)나 이 경계에서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

>> 자유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프리웨어는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 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
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작 및 배포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 저작물 (Works) :
저작물은 인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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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Copyright) :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
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다.

>>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SW의 경우 소스코드 상단을 보면 프로그램 이름, 개발자 이름, 버전, 연락처, 라이선스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수정 또는 배포하는 사람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잘 관리되는 오픈소스 SW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소스코드 상단에 개발자 정보와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다
- ex) Copyright (C) 1991, 1994-1999, 2000, 200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전송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Send)하거나 이용에 제공(Upload)하는 것

>> 제품명 중복 방지 :
오픈소스 SW의 제품명은 상표의 의미이므로 동일 이름으로 다른 제품명 및 서비스명에 사용하
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 주석 (Annotations) :
어떤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함, 또는 그 글. 주해(注解).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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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 한다

>> 카피레프트(Copyleft) :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 컴파일 (Compile) :
프로그래머가 CHILL, FORTRAN, COBOL 등의 고급 언어(high level language)로 작성한 프로
그램을 번역하고, 컴퓨터가 실행(execute)할 수 있는 형식인 기계어(machine language)의
(목적)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동작.

>> 컴파일러 (Compiler) :
컴파일을 실제로 행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컴파일러(compiler)라고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program) :
컴퓨터 실행을 목적으로 만든 명령문(선언문, 주석문, 실행문 등)의 집합으로 소스 코드와 실행
코드로 구분됨

>> 특허권 (Patent) :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
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하게 하는 방
식(method)이므로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오픈소스SW 뿐만 아니라 상용
SW에도 마찬가지이다.

>> 파생저작물 (Derivative works) :
다른 기존 저작물에 기초를 둔 저작물을 말한다. 이차적 저작물의 독창성은 기존 저작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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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와 같이 창작적인 요소에 있다. 이차적 저작물을 보호되며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파일 (File)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최소 단위

>> 편집 저작물 (Collective work) :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기존의 저작물, 자료 등을 수집, 선정, 배열, 조합, 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서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선택과 배열 등에 독창성을 인정하여 저
작권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같이 편집 저작물이라고도 한다. 미국 저
작권법에서는 편집물에 수집 저작물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1조) 우리 법의 해석으
로도 편집물은 수집물을 포함한다.

>> 프로그램 (Program)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매체에 담아,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로 하여금 특정의 기능이나 결
과를 지시, 수행 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명령(명령의 집합)을 말한다. 독창적인 프로
그램은 보호받는 저작물이 된다.

>> 프리웨어 (Freeware) :
프리웨어는 실행파일의 형태로 무료로 배포되는 SW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웨어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SW의 계속적인 단순사용과 재배포는 허용하지만 변경이나 2차 저작물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흔히 공개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 공개판이라고 하는
Winzip, realaudio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허용 라이선스 :
Permissive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경우는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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