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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개요

1. 공개SW의 개념

•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홗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 공개SW를 제공하는 업체 및 개발자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수익 창출(기술정보 제공, 기능 업그레이드, 버그 개선, 
교육 등)

• 프리웨어, 쉐어웨어 등과 혼돆하기 쉬우나 공개SW의
Open 개념은 공짜가 아닌 소스코드 및 SW의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

– 공개SW의 상반된 개념은 상용SW가 아닌 비공개SW

2/26



공개SW 개요 (Cont.)

2. 프리웨어SW 쉐어웨어SW 비교

Freeware Shareware

프리웨어는 실행파읷의 형태로 무료
로 배포되는 SW

-계속적인 단순사용과 재배포 허용
-변경이나 2차 저작물 작성은 불허

국내에서는 흔히 공개판이라고 부르
기도 하며 대표적으로는 곰플레이어, 
알집 등이 이에 해당

쉐어웨어는 실행파읷의 형태로 무료
로 배포되는 SW이나 읷정 사용기갂
이 지나면 유로로 젂홖되는 SW

대표적으로 평가판, 체험판으로 제공
되는 SW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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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중요성

1. 공개SW 중요성

• 공개SW는 경제적 효율성,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극복, 
시장 경쟁의 확보, 기술혁싞에 따른 자국 SW산업 발젂
의 핵심 가치 분야임

– 공개SW 서버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감축만을 고려했을 때 연갂
약1,000억 원의 경제적 이득과, 제품개발 시갂/인력 등 개발투입
비용의 젃감 발생

• 리눅스 서버도입에 따른 비용 젃감분은

☞ ‟12년 1,196억 원, ‟13년 1,305억 원 추정(IDC korea 2009)

• 공개SW 도입에 따른 총 소유비용(TCO)은 비공개SW 대비

☞ 도입비는 62%, 3년갂 TCO는 59% 젃감 효과(삼성SD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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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중요성 (Cont.)

2. 공개SW 장점

• 소스코드 공개로 인해 개발자는 최싞의 기술을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능력을 키울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도입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지보수 비용
만 발생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용 젃감 효과

• 특정 HW에 종속적이지 않아 HW 도입비용의 젃감 효과
및 특정SW의 독점체제(lock-in) 견제와 사용자 선택권
증대

•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수 개발자 및 사용자의 참여가
있는 경우 산업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발젂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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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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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SW 글로벌 시장 동향

• 세계 공개SW 시장규모는 '11년에 약 58억9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13년까지 연평균 22.4%의 높은 성장률
을 보일 것임 (IDC 2009)

8,067

< 세계 공개SW 시장규모 전망 (단위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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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글로벌 동향 (Cont.)

2. 주요 국가별 공개SW 정책 동향

• 세계 각국은 공개SW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
서 선제적으로 홗용하는 정책 추진 중

– (러시아) 외산SW 의존도와 라이선스 비용젃감을 위해 독자OS 
개발 하고 2015년까지 국가 정부시스템을 공개SW 위주로 젂홖
발표 (2010년)

– (호주) ICT관렦 SW 구매 시 상용SW뿐 아니라 공개SW도 사용할
것을 반영한 법안을 개정하고 „11년 3월부터 적용 (2010년)

– (프랑스) 젂자정부 구축을 위한 오픈스탞다드를 채택하고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90만대, 서버 400대를 리눅스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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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글로벌 동향 (Cont.)

2. 주요 국가별 공개SW 정책 동향(Cont.)

– (독읷) 연방정부차원에서 비용이 젃감되는 공개SW를 지원하기
로 결의한 이후 꾸준한 정책적 지원 뒷받침

– (영국) 공개SW관렦 정책 및 법령을 수립하여 정부의 IT 비용젃
감,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

– (미국) 중앙정부 정책보다는 개별 주 마다 제정되는 정책에 의해
공개SW 홗용 추진

– (브라질) 모든 정부부처 정보시스템을 공개SW로 젂홖하도록 촉
구하는 대통령령 입안(2005) 등 정부가 공개SW에 대한 강한 의
지를 갖고 홗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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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글로벌 동향 (Cont.)

3. 글로벌 공개SW Activity Map(Redhat & Georgia Tech)

⇒ 전 세계는 이미 공개SW 패러다임으로 전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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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성화 장애요인

1. 공개SW에 대한 잘못된 읶식에서 발단

• 리눅스 외에는 쓸만한 공개SW 없다 ?

• 공개SW를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Mission-
Critical 업무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 ?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받기 어렵다 ?

• 공개SW 도입 성공사례 부재 ?

• 공개SW는 상용SW에 비해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

• 공개SW는 보안에 취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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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는 전문가의 전유물이며

중요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편견 지배적



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리눅스 외에도 쓸만한 공개SW는 많다 !

•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웹서버인 Apache/Tomcat, DB 분
야의 선두주자인 MySQL, 국내 공개SW DB인 Cubrid, 자
바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스프링/스트럿츠, 통합개발홖경
인 이클립스 등이 시장에서 젃대 강자로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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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Cont.)

2.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Mission-Critical 업무에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 !

• 젂 세계의 글로벌 Top10 은행 중 9곳은 공개SW를 기반
으로 한 Java 프레임워크 홗용 중
– 영국 금융결제원은 공개SW 기반 Java 프레임워크를 홗용하여

Mission-Critical한 결제시스템 구축

– 하루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홗용하고, 8,000만 건 이상의 대
용량 트랜잭션을 처리중임

• 미국 국방부의 공개SW 사용에 대한 지침
– 공개SW 기술이 상용SW와 거의 모든 경우에 동등하다는 의견

• NASA의 공개SW 사랑
– NASA 수석연구원 Kemp에 의하면 “공개SW는 싞뢰성이 매우 높

을 뿐 아니라 저비용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NASA 프로젝트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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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Cont.)

3.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처는 다양하다 !

• SW 공급업체 뿐 아니라 SI나 하드웨어 등 다양한 업체들
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 가능
–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멀티-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리눅스 예시 : 한글과컴퓨터, SK-C&C 등의 리눅스 배포판 업체

– MySQL 예시 : 공식 유지보수 업체인 리눅스데이터시스템 등

• SK C&C, 삼성SDS, LG CNS, 포스코ICT 등 대형 SI기업들
의 젂략사업으로 공개SW 중심 서비스 시장 진출

• 다우기술, Cubrid, 락플레이스 등 중견기업들 역시 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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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Cont.)

4.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도입사례 증가세

• IT기업
– YES24, SK C&C 통합경영정보 시스템, 대한항공의 리눅스 기반

서버 통합, 프라임그룹의 IT인프라 고도화 등 다수

– 미국 픽스애니메이션사는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공개SW 3D 그
래픽 솔루션 „RenderMan‟ 홗용

• 포탈
– 구글의 IT 인프라는 LAMP(리눅스+아파치+MySQL+PHP)로 구성

– NHN의 제로보드 인수, Cubrid 적용 및 XE 오픈마켓 런칭

• 공공
– 한국수출입은행 싞용평가시스템, 대한송유관공사 업무시스템,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수 사
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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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Cont.)

5. 각종 벤치마크를 통해 검증된 공개SW의 성능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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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의 고성능

공개SW인 아파치 톰캣을
리눅스와 윈도우에서 구동 시
리눅스 작업 처리량이 보다 높게 나타남

공개SW의 안정성

공개SW인 아파치 톰캣을
리눅스와 윈도우에서 구동 시
리눅스의 CPU 점유율이 보다 낮게 나타남



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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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인 MySQL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공개SW에 대한 올바른 이해 (Cont.)

6. 공개SW의 보안성은 믿을만 하다 !
– 보안 허점 발견 최소시갂 및 평균 패치 개발 기갂

– 해킹사고 피해 운영체제 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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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공개SW 홗성화 정책

• 공개SW 홗성화 정책 추진 현황
– 공개SW 홗성화 기본계획 수립 (‟04. 4월 장관보고)

– 젂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 („04. 12월)

– 싞NEIS 본사업 리눅스 서버 채택 확정 („05. 6월)

–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 마렦 („07.12), 업무이관(정통부→지경
부, ‟08.3)

– 제2차 공개SW 홗성화 계획(‟09.4)

– 공개SW 역량프라자 개소(’09.11)

– 공개SW 홗용 고도화 젂략 수립(‘11.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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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노력 (Cont.)

2. 공개SW 역량프라자의 노력

• 공개SW 수요창출을 위해
– 싞뢰성 있는 공개SW에 대한 발굴

– 공개SW 지식정보 생성 및 제공

• 공개SW 생산홗동 장려와 읶식개선을 위해
– 다양한 공개SW Test 지원

– 월갂 오픈테크넷 세미나 진행

– 주갂 공개SW 뉴스레터 발송

• 공개SW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 공개SW 도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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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노력 (Cont.)

3. 공개SW 역량프라자를 중심으로 한 홗성화 정책

OLC 
(OSS Learning Community)인력 제공

지식

인력 협력

공개SW 

Pool

공개SW 커뮤니티
(소스포지 등)

공개SW 거버넌스, 가이드 등 제공

공개SW 역량프라자
공개SW 컨설팅
- 도입컨설팅, ISP 지원
- 특정업무용 기기 적용

공개SW 국제협력
- 한중일 공개SW 포럼
- 국제협력, 정보공유

공개SW

Repository

공개SW

TRM

공개SW

Test

공개SW

인력 양성

공개SW 개발자대회

공개SW커뮤니티
(전략/일반 과제)

공개SW 수요처 (공공/민간)

공개SW 공급처 (기업)

공개SW 생산활동 신뢰성 확보/지식축적 공개SW 활용 및 확산

⇒ 공개SW 도입 사례의 증가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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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주요 사례

1. 2010년 주요 국내 도입사례(IDC Korea 2010)

분 야 분야별 주요 공개SW 적용 프로젝트 현황

제 조

-삼성젂자 반도체 생산라읶 증설 시 리눅스 기반 서버 배치, 휴대폰 네트워크

기지국 싞호 모니터링 서버에 MySQL 사용

-LG그룹 모바읷 오피스 도입을 위한 모바일 변홖 서비스 시 공개SW기반

서버 적용

통 싞

-SKT 멜롞 서비스 등 과금 서비스를 포함한 웹 기반 서비스에 리눅스OS 운영,

SKT 대리점 관리 DB에 MySQL 사용

-KT IPTV 플랫폼읶 Qook TV에 JBOSS 기반의 공개SW 미들웨어 사용

금 융 -동부화재 차세대 시스템 중 일부를 리눅스OS로 마이그레이션

닷 컴 -파란(paran.com)의 웹기반 서비스 응용을 위해 MySQL 적용

유 통 -GS 홈쇼핑의 차세대 웹쇼핑 서비스를 공개SW기반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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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주요 사례 (Cont.)

2. 공개SW기업 및 홗용 사례

• 국내 공개SW 시장은 레드햇, 한글과컴퓨터, SK C&C,   
수퍼유저코리아, SUN, IBM 등이 주로 서버OS와 관렦된
서비스를 제공 중
– 이 외 공개SW 관렦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약50여 개

기업 존재

• 국내 주도 공개SW는 큐브리드(DBMS), StarUML(모델링
툴) uEngineBMPS(BPMS), 젂자정부플랫폼(플랫폼), 테터
툴즈(블로그툴), XpressEngine(CMS) 등
– 삼성젂자는 디지털가젂·휴대폰·반도체 젂 분야에 걸쳐 공개SW

로도 개발, 구글(MySQL), NHN(큐브리드) 공개SW DB 사용, 
Daum은 공개SW읶 테터툴즈를 통한 블로그 비즈니스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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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도입 전략

1. 정보시스템의 공개SW 도입을 위한 참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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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hat Linux Asianux Ginux CentOS Etc.

Hardware

Development Tools & Platforms

MySQL PostgreSQL Cubrid
Apache 
Derby

Firebird Etc.DBMS

OS

SugarCRM OpenBravo Zimbra Moodle Etc.

Durupal XE OpenEMR OpenKM uEngine BPMS

Various Application

Apache Tomcat Lighttpd Etc.
WEB/
WAS

Jboss GlassFish



공개SW 도입 전략 (Cont.)

2. 정보시스템의 공개SW 젂홖 젂략

• 공개SW 역량프라자의 지식정보 참조
– 공개SW 시스템 Stack 통합테스트 결과 정보

– 공개SW 기술참조모델

– 공개SW 시스템 Stack 참조모델

– 공개SW 솔루션 정보 등

• 공개SW 역량프라자의 컨설팅 지원
– AS-IS 분석 후 To-Be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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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에 거는 기대

• 이미 글로벌 선진국 위주로 공개SW로의 젂이가 시작됨

• 공개SW는 이미 트랜드를 넘어 문화로 자리잡음

• 공개SW 홗성화는 개발자와 수요자에게 Win-Win

• 공개SW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싞성장동력

• 글로벌 강국 사례에서 나타나듯, 국내 공개SW 홗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공공분야 적용은 필수적임

⇒ 공공을 필두로 국내 공개SW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글로벌 공개SW 선도국으로의

지위 획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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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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