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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S/W 도입 사례

60.5%15.6%

15.5%

⚫오픈 소스 브라우저 점유율
(전세계)

⚫세계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업
체들은 오픈 소스를 활용

⚫클라우드 기술은 오픈 소스 기
술이 선도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90.1%
(국내)

59%
Source: StatCounter2016



“누군가가 나의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내 등잔의 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



상용 소프트웨어 이슈

고가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 비용 고액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불

도입 규모에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증가로 인해 ROI를 맞추기 힘들어짐

기술 종속성 M&A 를 통한 제조사 대형화와 대형 제조사와의 협상력 저하

짧은 제품 주기를 통해 라이선스 리뉴얼 강요

IT 환경의 변화 IT 투자비용이 계속 삭감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짐

고객이 상용SW의 도입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비용증가로 선택이 어려운 상황임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움 고객은 소프트웨어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며, 기술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함

단순 개발자 이상의 수준이 되기 어려움

대부분의 모듈이

오픈 소스 SW로 제공

순수하게 개발하여 제품을 만들기 어려움

오픈 소스 SW를 활용해야지만 최소한의 투자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음

HW와 같이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

으로 전환 중

도입SW 및 솔루션의 성공을 보장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음

그리고 대체 가능한 다양한 상용SW 가 존재함



오픈 소스에 대해 고객이 생각하는 이점

비용절감

오픈 소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 

보안 취약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성능이나 신뢰성이 높다.

패치나 버전업이 빈번하다.

경쟁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다.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벤더 의존에서 탈피 할 수 있다.

엔지니어 기술력이 향상된다.

시스템 개발 속도가 향상된다.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구매에서선택사항이 넓어져 자사에유리한구매가가능하다.

원시 코드를 참조하여 수정이나 개선이 가능하다

제품의 로드맵이 공개 되어 있다.

벤더종속성탈피

개방성

경쟁력 (차별화) 확보



오픈 소스에 대해 고객이 생각하는 문제점

서브스크립션
(기술지원서비스)

오픈소스라이선스(GPL , Apache 라이선스등)를이해하는것이어렵다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도입 비용 증가

오픈 소스 특허나 라이선스 소송에 대한 위협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기술지원이 어렵다.

오픈 소스 제품과 그 커뮤니티의 존속이 걱정된다.

사내에 오픈 소스를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안 취약성에 대해 커뮤니티의 대응이 신속히 행해지지 않는다

장래의 개발 계획이 보여 오지 않는다

벤더나 파트너의 지원이 어렵다.

오픈 소스에 대한 기술 정보가 적다

패치나 버전 업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번거롭다.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성능이나 신뢰성이 뒤떨어진다

교육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오픈소스보증프로그램

무료라이선스

오픈소스전문파트너



• 오픈 소스를 도입하는 기업은 Big-Bang(빅뱅) 방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방법

• 프로젝트 카탈로그(Project Catalog) 작성하여, 오픈 소스 인프라스트럭처의 적용 범위를 단계별로 선택

• 초기 컨설팅과 교육 비용 등이 소요 되지만, 오픈 소스 내제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과 증대

Open Source Adoption Success Factor

Projects

Intelligence & Integration

Application Framework

Application Server

OPERATING SYSTEM

Virtualization

A B C D E F

Cost Curve Over Time

time

Cost



오픈 소스 발전 방향

• 범용 컴퓨팅 제품들이 Price-Performance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오픈 소스 제품이 기존 독점 벤더 시장을
잠식

• 타임투마켓(Time-to-Market) 단축, 혁신 그리고 품질
향상

빅데이터, No-SQL, 클라우드 , 

가상화, 모바일

OS , RDBMS ,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서버 , IT 관리도구 오
픈
소
스

상용
소프트웨어
일상용품화
(Commodity)

오픈 소스를
통한 혁신

비용절감

새로운
가치창조

Commoditization of Software 는 S/W 가 전력이나 수도와 같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SaaS는 IT를 Commoditization 하는 것이다. 

이전

이후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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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는 표준



•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에 주/시 차원 공개SW 사용 정책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공개SW 자체 보다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오픈 거버먼트 구현 관점에서 도입 활성화 노력
• OSFA(Open Source For America) : 공공부문 공개SW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주요 권역별 공개소프트웨어 정책 선도국 (출처:http://www.oss.kr/oss_intro04)

• 영국 국무조정실은 2009년 공개SW, 오픈 스텐더드, 재사용에 관한 법을 개정한 이후, 2011년에 정부차원의
공개SW 구매 및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 목적 : 보다 낮은 비용, 보다 효율적으로 IT에 기반 한 공공 서비스 제공

• 유럽연합은 디지털 아젠더 내 공개SW 개발과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주도
* 표준기술과 공개SW 활용을 통한 원활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EUPL(European Union Public License)를 통해 회원국에서 라이선스 검토 없이 재사용토록 함

• 인도는 2009년에 공공부문에서 공개SW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 발표
• OTC(Open Technology Center) 를 통한 공개SW 스택 도입 장려, 공개SW 스택 지원

• 러시아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공개SW 전환계획 발표
• 2015년까지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추진 중이며, 공개SW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주요 스택으로 채택

• 브라질은 연방정부와 공공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공개SW이여야 한다는 법률 제정
• 2010년 연방정부 소프트웨어 구매 참조 가이드라인 발표

• 호주는 2011년 3월부터 공공부문 IT 프로젝트 추진 시 조달 프로세스 상에서 공개SW 도입 검토를 권고
• 8만 호주달러 이상 : 공개SW 도입 검토를 수행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

국가별 공개S/W 도입 정책 동향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비젼 및 전략

출처: -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방향

60%

50%

40%



공개SW 성공사례 집

Sourc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오픈소스S/W 표준

스마트
전자정부

Cloud

Computing

IT예산
절감

OS
( 운영체계)

하드웨어

가상화

DBMS

WAS

Web

X86 서버

• Windows 2008
• RedHat Linux

RedHat 
Virtualization

Cubrid / Tibero / 
Alibase

JBoss  EAP

JBoss EWS

1.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설계
2.개발 및 관리 환경공개기반구축
3.개발프레임워크는‚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제공

1. x86기반의 표준 아키텍처 구조 설계
2. x86 CPU 구조의 블레이드 또는 랙마운트장비구축
3. 저비용․고효율위주의중소형장비구축
4. 스케일 아웃(Scale-out) 확장구조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

▪ 자원통합사업(2010년~

▪ 클라우드풀(2011년): RHEV/RHEL/Jboss Web, WAS

▪ Unix to Linux(x86)

▪ Open Standard 환경에서의 IaaS/PaaS 기반 구축



G-클라우드 전환 현황 및 사례

’12

42

’13

119

’14

260

’15

418

’16

562

’17

740

전환 현황 (누적 418건)

초과 달성

전환 실적

누적 목표

기관별 주요 전환 사례

기관 업무

감사원 차세대e-감사,자료관시스템 등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지방경찰청통합홈페이지 등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증시험,교육비원클릭신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허브시스템,업무지원시스템 등

국민안전처
긴급이송정보,구급상황관리,119소방현장통합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안전신문고포탈 등

국토교통부 세움터, 유가보조금관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등

기상청 국가수문기상재난안전공동활용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정보망시스템, 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종합지원포털, 농수산사업정보 등

법제처 국가입법지원, 법령입안시스템 등

산림청 자연휴양림예약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인증통합관리체계, FTA포탈,
전략물자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이력추적, 의약품안전관
리, 의료기기안전관리 등

행정자치부 클라우드저장소,공공데이터포털 등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신상공개, 아이돌보미,
청소년활동통합관리 등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관리 등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남북회담본부홈페이지등

특허청 헤이그국제디자인심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등

해양수산부 무인도서관리,어촌어항관리,해역이용협의시스템 등

5%
8%

87%

38%

62%

Linux

Unix

Windows

공개

상용

Source: 정부통합전산센터

OS 현황 DB 현황



어떤 버섯을 믿고 드시겠습니까? 

느타리버섯과 비슷하게
생겨 중독사고가 종종 발
생되는 “화경버섯” 독버
섯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명독 버섯

‘네로 황제가 무게만큼 황금
으로 줬다는 달걀버섯’ 영어
로는 ‘시저’라고 불리는데 버
섯 중에 제왕이란뜻으로 제
왕(帝王)버섯, 황금버섯이라
고도 한다.

전문성 - Professional Service 



‘편리함과 브랜드’- Commodity

‘토마토, 식초, 소금, 후추 등은
그야말로 모두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는 물건’ 

케찹



품질과 안정성



레드햇
서브스크립션 모델

Knowledge Base

사용 가능한 선택적 교육 커리큘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증

오픈 소스 보장 프로그램

글로벌 지원 서비스

⚫ 무제한

⚫ 연중 무휴

⚫ 다국어 지원

⚫ 미션 크리티컬 지원 체계

⚫ 여러 벤더의 OEM Case 지원

10년 제품 라이프 사이클로
안정성 보장

업데이트, 패치 및 업그레이드

보안 대응 팀

고객 포털 및 포럼

고객 지원 서비스 수상



독점 소프트웨어 vs.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판매

고객

마케팅 서비스

기술지원교육 지원

사용자

• 커뮤니티참여사용자

개발자

• 전세계프로그래머들

위원회

• 프로젝트 리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벤더 OSS 커뮤니티(무상)

새로운기능 요청버그신고

버그신고 새로운기능 요청

코드
공개

직원고용

직원고용

기업용제품 제공 기업용지원서비스 커뮤니티참여

판매

고객

마케팅 서비스

기술지원교육 지원

독점 소프트웨어 벤더

기업용제품 제공

S/W 개발팀

기업용지원서비스

경영자

파트너

제품공급

• 소스 코드가 공개 되지 않아 블랙 박스
•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짐
• 상업적 목적으로 시장 분석을 통하여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설계, 개발
• 금전적 보상이 최고의 혁신

•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투명함
• 글로벌 집단지성을활용한선구적개발방법으로협력을 통한

혁신
•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경쟁 촉진 및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S/W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
• 능력 있는 프로젝트 리더의 강한 리더쉽 ( like Torvalds)



상용 S/W vs. 공개 S/W 도입 비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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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소프트웨어 vs.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분 독점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비용분석
• 초기 도입비용이 높은

• 유지보수 비용 및 시스템 개선비용 높음

• 초기 도입비용이 낮음

• 유지보수 비용 및 기능 추가 비용이 낮음

제약사항
•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제약사항

(사용료 지급)
• 사용상의 제약사항 없음 (무료)

배포형태
•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바이너리 제공

• 소스코드는 기업비밀로 유지함

• 소스코드가 공개

• 라이센스 조건하에 자유롭게 배포,수정

성능분석
• 비교적 큰 시스템 환경에서의
• 높은 성능 나타냄

•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설정으로 높은
성능를 나타냄 (Intel, PPC, s390등)

기술성
• 문제점 발생시 폐쇄적인 운영으로

취약점 보유

• 소스코드의 공개로 빠른 문제점 해결
•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용이, 

독점피해 방지

확장성
• 시스템 환경에 따라 호환성은 보장
• 높은 적용비용을 지불해야 함
• 제한된 시스템 운영환경에서 용이

• 소프트웨어간 적용 비용이 낮음
• 기능추가 비용이 낮음

공급권
• 최초도입 개발업체 또는 벤더에게 공급

• 개발업체 문제시 도입 고객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동일 솔루션에 대한 다수의 업체로 부터 지원 및 공급이 가
능,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