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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의 가치 

공개SW의 가치 

공개SW는 SW공급기업 기술혁신, SW산업에 고급 SW개발인력 양성/공급,  

수요자의 비용 절감 및 특정 컴퓨팅 환경에 대한 종속성 극복의 주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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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개SW 정책 동향 

해외 공개SW 이용확산 

글로벌 SW기업에 대한 종속성 탈피, 자국 SW산업 육성,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공개SW 이용 확대 중 

뮌헨시는 시청 및 산하 51개 기관의 15,000대 데스크톱을  
공개SW 기반으로 전환하는 LiMux 프로젝트 완료(01~13년) 

프랑스 헌병대는 14년까지 67,000여 대의 데스크톱에 우분
투 리눅스 기반 업무환경을 도입, 지속 전환 예정(02~14년) 

캐노니컬과 합작, PC용 우분투 기린 공동 개발·배포(13년) 

자체 수퍼컴퓨터인 탄허(銀河)-2용 리눅스 기린을 개발/탑재 

전자정부 오픈소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캐비넷 오피스
(CabinetOffice), 홈오피스(HomeOffice) 프로젝트 시행(12년) 

EU 회원국 간 데이터 교환 프로그램을 공개 SW기반으로 추진
하여 비용 절감 및 종속성 탈피(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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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 정책 추진경과 및 평가 

공개SW 산업기반 조성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공공부문의 공개SW 선도적 도입 및 적정 대가 지급 유도 

부요 리눅스 등 국내 주도의 공개SW 개발·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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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 활용환경 

시사점 : 특정 OS에 편중되지 않는 컴퓨팅 환경 조성이 필요 

윈도우가 국내 데스크탑 OS의 97.2% 윈도우 외 여타 OS환경에 많은 제약 

윈도우 

(97.2%) 

맥OSX 

(2.3%) 

리눅스 

(0.5%) 

[ PC OS 점유율(IDC 2013) ] 

* ID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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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 R&D 

시사점 : 공개SW 국책 R&D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표 R&D 추진 

SW 생태계는 제3의 플랫폼 위에 
첨단기술 개발에 공개SW 적극 활용중  

R&D제도에 공개SW 특성 반영이 미흡 

국책 R&D에서 공개SW 개발사례 극소수 

Source : IDC 201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Am0BK7zSwXV_4M&tbnid=c6g6mOKXIBmKvM:&ved=0CAUQjRw&url=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cid=303949&iid=5434745&oid=293&aid=0000005821&ptype=011&ei=tXipUuinG_C5iAewjYG4DA&bvm=bv.57967247,d.aGc&psig=AFQjCNFGkAzZmIWUZIjjonPLQYDKIQJHtQ&ust=138692455385840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AV6ujD8ilj4HzM&tbnid=lJoOE3gDk79wNM:&ved=0CAUQjRw&url=http://lab.kossa.kr/xe/936231&ei=a3qpUoqqFo6FiAe3uYH4AQ&bvm=bv.57967247,d.aGc&psig=AFQjCNETjNkSuSF2jC5e7hAtJ4Y4afRBwQ&ust=138692502309497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Bwsso9ChTnq0cM&tbnid=iKD7EGeAVvZDxM:&ved=0CAUQjRw&url=http://rosdreambinary.blogspot.com/2011/04/web-applications-designing-open-source.html&ei=qXypUrnoA5GwiQeMlYD4CQ&bvm=bv.57967247,d.aGc&psig=AFQjCNFGkAzZmIWUZIjjonPLQYDKIQJHtQ&ust=138692455385840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hZgQfloWMc3_PM&tbnid=pB7I3XvrEzQFHM:&ved=0CAUQjRw&url=http://www.mimul.com/pebble/default/2012/03.html&ei=fn2pUqq-HYe1iQeRl4FY&bvm=bv.57967247,d.aGc&psig=AFQjCNGOQlCVkaCPNFrNq0pG2L7wGsh4RQ&ust=13869257522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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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양성 

시사점 : 공개SW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대학의 공개SW교육 활성화 

공개SW 인력은 커뮤니티에서 공개SW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육성되나,  
국내 커뮤니티 및 개발자 활동은 미진 

SW 선진국과 같이 공개SW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자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
원할 민간 후원자 부재 

대학에서는 공개SW 교육의 필요성 인
식 미흡 및 커리큘럼 부족 

24.1% 

75.9% 

[ 개발/사용 커뮤니티 비중 ] 

개발 사용 표본 113개 커뮤니티 
(NIP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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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 시장 

시사점 : 정부/공공의 선도적 공개SW 도입을 통한 성공사례 확보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개정(12.5월)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서버, DBMS 등 
의 공개SW 활용이 점차 증가하나, 

상용SW처럼 문제 발생시 책임지고 유지
관리를 담당할 공개SW 전문기업이 부족 

MS, 오라클 등 글로벌기업 제품과 호환
되는 SW 중심의 사용자 환경 때문에  
공개SW 활용에 한계 

공개SW 전문기업 매출이 301억원(12년)

에 그치는 등 아직은 공개SW 기반의  
비즈니스 시장이 미성숙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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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SW활성화 추진 목표 

공개SW기반  
컴퓨팅환경 보급 

OS환경의 제약없는  
인터넷 접속 

개방형 OS용 
응용SW 확산지원 

공개SW특성을 반영한 
R&D 제도 마련 

공개SW방식  
SW R&D 확대 

기존 R&D 결과물 
공개SW 전환 

커뮤니티 등의 
공개SW 개발지원 

대학의 공개SW교육  
활성화 

온라인  
공개SW교육 확대 

공공 정보화사업 
공개SW 도입확대 

공개SW 도입  
기술지원 

공개SW 성공사례 
보급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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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OS에 편중되지 않는 컴퓨팅 환경 조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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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OS에 편중되지 않는 컴퓨팅 환경 조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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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개SW R&D 활성화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 공개SW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SW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공개SW R&D 추진 

공개SW방식의 SW 원천기술 
R&D 과제 확대 

기술이전이 미진한 R&D결과물 
중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공개 
SW로 전환 지원 

R&D 제도 개선 공개SW R&D 확대 R&D결과 공개 전환 

과제 선정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면제 

ICT R&D 관리규정 중  
관련 부분 개정 추진 

과제 평가시 공개SW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국가 R&D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방식 추진 검토 

학교/연구/산업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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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공개SW 개발자 양성 

개발자가 공개SW개발과 
커뮤니티에 전념하도록 지원 

『공개SW개발자센터』를  
  설치하고, 상주 개발 지원 

대학 공개SW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 
검토 

공개SW교육포털(OLC)을 통한 
공개SW 온라인 교육 확대 

일반인을 위한 공개SW 교육 
과정 개설 및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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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ㆍ공공부문의 공개SW 도입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 공개SW 도입을 위한 정보화사업 제도 개선, 

 공개SW 기술지원 등을 통해 공개SW 시장 확대 및 신뢰성 제고 

정부 정보화 공개SW 도입 확대 공개SW기술지원, 교육‧홍보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