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 Open Source SW(OSS) 커뮤니티에 대한 탐구와 시사점

본 내용은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NIP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2018. 5. 7. 지역SW신산업진흥팀 유경훈 수석 (khyoo@nipa.kr)

□ 개요
ㅇ 대용량 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및 예측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잡음

ㅇ 4차 산업혁명의 명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으나,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통신으로 발생하는 빅데이터(Big Data)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성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ㅇ

최근 바둑계에서 벌어진 알파고 이벤트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 인공지능 핵심 기술 심층학습의 이해
ㅇ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이라는
:

심층학습 기술과 GPU를

기반으로 한 고속병렬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
- 심층학습1)은 실제 인간의 뇌 구조와 같이 많은 수의 계층을 쌓아

만든 신경망 회로(즉, 심층 신경망 회로)를 학습하는 기술
1) 심층 학습이 처음 제안된 1990년대 후반에는 많은 수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 회로를 학습하기 위해 수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예를 들어, 32x32 픽셀 크기의 필기체 영상 인식을 위한 8계층신경망 회로 학습 시
2~3일이 소요), 최근 GPU를 기반으로 한 병렬처리 기술로 인해 학습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심층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1 -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 심층학습 기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

-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어진

심층 신경망 회로 내 계층 간 가중치(Weight, 계층 간 연결된 선에
해당하는 값)를 계산한다는 의미

* 예) 현재 사과 영상을 입력으로 넣어주고 마지막 출력 계층에서 계산된 값과 사과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또는 필터(Filter)라고 불림)를 재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사과 영상을 입력으로 넣어 주더라도 계산된(즉, 학습된) 가중치 값과의
선형 연산(Linear Combination)을 통해 사과로 인식할 확률 값을 정확하게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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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학습이 기존 기계학습 기술과 달리 인간 수준의 인식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계층 간 추상화(Abstraction)
- 이는 계층이 거듭될수록 이전 계층 보다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의 다양한 변이
(Variation)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점

* 예를 들어, 사람이 빨간 사과, 한 입 먹은 사과, 깎아 놓은 사과, 녹색사과를 모두 ‘사과’라고
인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사과에 대한 개념이 이미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
- 바로 심층학습은 이러한 사람의 학습 과정을 그대로 모사한 기술

이기 때문에 기존 학습 기술 대비 뛰어난 성능 도출 가능

출처: Y. Taigman et al., CVPR 2014 논문

ㅇ 인공지능 기술의 근간이 되는 영상 및 음성 인식의 경우, 현재 대부분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서로 다른 신경망 회로 구조를 채택
- 먼저 영상 인식 분야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구조(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한 객체 인식, 장면 인식, 시맨틱
(Semantic) 영상분할 연구를 활발히 진행
- (영상인식) 입력 데이터 크기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합성곱

연산(Convolution)을 통해 가중치를 공유(Share)함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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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인식) 반복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의 한

종류인 LSTM(LongShort-Term Meomory) 기법을 이용한 방법이 활용
- 음성의 경우 시간 축에서 정보 흐름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망 회

로 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결합된 다소 복잡한 형태를 지님
- 이를 통해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최근 음성인식 기반 스피커에도 널리 적용 중이며, 이와
같은 심층 신경망 학습 기술로 인해 기존에 구현이 어려웠던 많
은 기술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자 산업계에서는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짐

□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사회적 파급 효과
ㅇ 현재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시
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5.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시장규모는 2016년 80억(약 9조3000만원)달러에서 2020년 470억달
러(약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여러 분야에서 나타
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효과를 볼 때 대부분의 산업 분야
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출처: KT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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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외 업체別 인공지능 기술 현황
-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Google)의 경우,

꾸준한 연구 개발 투자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노하우가 효과적
으로 축적되어 왔고 그 결실이 최근 다양한 분야에 적용

· 거리뷰(Street View)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개발한 문자 인식 기술이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의 영상 인식 분야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남.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장면 이해 기술에 있어서 한 장의 영상만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위치,
신호 인식, 주행 자동차 인식, 차선 인식 등 다양한 인식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 가능
· 보유한 포탈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축한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베이스(DB)를 학
습에 적용하여 주어진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번역의 경우, 이미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 의미론적 번역이 가능한 수준이며, 어린
아이의 발음까지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음성인식 알고리즘 또한 제공. 더 나아가
효과적인 심층학습을 위해 자체 개발한 학습 프레임워크(텐서플로우, TensorFlow)를 공
개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저변을 급격히 확대
·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도 스탠포드大 의 페이페이 리(Fei-Fei Li) 교수를 영입
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박차를 가함
·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社 역시 구글의 자회사로 현재 대용량 의료 영상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 시스템을 완성하여 테스트를 앞두고 있음. 최근 심층학습
기술과 번역, 인식, 검색의 기술을 결합한 구글 렌즈 개념을공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에 접근
-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마존(Amazon)의

경우, 에코 스피커에 탑재된 알렉사(Alexa)라는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적용 분야를 빠르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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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유통망과 결합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주문 및 결재 시
스템을 구축또한, 직관적 소통 수단인 음성 정보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홈(Smart
Home) 시나리오, 예를 들어, 음성인식을 이용하여 조명이나 온도 조절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 중. 뛰어난 확장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의 연계가 가능하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음성기반 차량상태
확인 및 제어 기능을 추가
· 호텔 업계에서도 더 이상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가 아닌 음성인식 기반 자동 룸서비
스를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 아마존은 이미 2012년 인수한 키바(Kiva)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류 관리 자동화를 수행. 현재까지 입고, 배송 및 재고 관리와 같은 일련
의 작업이 로봇 기반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
해 2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중. 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기본 구조와도 유사한 면이 있어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생산 시스템 설계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아마존은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무인마트(UnmannedMart) 아마존고(AmazonGo)
를 미국 시애틀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 사용자는 물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필요
없이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바로 퇴장이 가능하며 이 때 자동으로 결제된 금액을
통보해주는 신개념 서비스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심층학습(Deep
Learning), 센서 결합(Sensor Fusion) 기술을 기반으로 함. 아마존은 또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홀푸드社를 약15조원에 최근 인수하여 보유한 인공지능과 결합한 강
력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 IBM은 보유한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을 기반으로 전장,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시도 중. 특히,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시장의 선두기업인

모빌아이를 약 17조원에 인수하여 인공지능 기능의 하드웨어 구현
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

* 왓슨의 경우, 우리나라 길병원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환자의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그 파급효과로 많은 병원에서 왓슨 기반
진단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
-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최초로 인간 수준(인식률 97%)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구현하여 학계에 발표 하였
으며 (2014), 가상 현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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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메신저의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즐로社를 인수하는 등 인
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경우, 얼굴 인식을 이용한 개인 컴퓨

터 로그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반 개인 비서 알고
리즘 코타나(Cortana)*를 윈도우에 적용

* 코타나는 사용자의 개별 사용 패턴 및 선호 사항을 학습하여 약속 시간이
나 장소를 미리 알려 준다거나, 검색을 자동으로 해주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새로운 심층학습 구조(ResNet)를 제안하여 이를 기반으
로 영상 인식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표(ICCV 2015).
- 애플(Apple)도 최근에는 감정 인식 관련 스타트업(Emotient

인수하고,

영상기반

인공지능

大

Salakhutdinov) 카네기멜론

전문가인

러슬란

社)을

(Ruslan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해서 발 빠른 행보를 보임
- 소프트뱅크(Softbank)의 경우, 모든 역량을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에 집중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로봇과의 효과적인 결
합을 위해 노력

서비스 로봇 페퍼(Pepper) 응용 예
* 이미 2015년 6월에 판매 시작, 개인, 관공서, 호텔 등에서 활발히 활동중

·페퍼(Pepper) 로봇은 왓슨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현재 공공서비스, 호텔 등 다양한 분
야에 실전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음성 및 영상 인식 알고리즘은 꾸준히 갱신되어
업데이트 중. 최근에는 두 발 로봇으로 유명한 보스턴다이나믹스社를 인수하여 인공지
능과 결합된 로봇 개발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 중국의 바이두(Baidu) 역시 음성 및 영상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

발에 많은 역량을 투입 중이며, 그 결과 학계에서 이미 얼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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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물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발표하고 있고,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Deep Speech 시스템을 통해 오류 발생 빈도 면에서
구글의 음성인식 성능을 추월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에서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얼굴인

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탑재하여 화면 잠금 해제에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빅스비(Bixby)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반 개인 비서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 S8의 얼굴 인식 기능 (잠금 해제에 사용)

※ 기업別 인공지능 기술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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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ㅇ 영상 및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 주행 시스템 으로 인해
2)

자동차 및 운송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가 아닌 전자제품으로써의 자동차를 위한

제조 방식 변화가 예상
-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IT기업에서 자율 주행 시스템 구축에 관심

을 보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에서 개발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시범 운행거리가 이미 300만 Km를 넘어섰고, 삼성전자
와 네이버랩스에서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

자율 주행 시스템의 도로 상황 인식의 예 (네이버랩스)

-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는 현재 악천후 조건에서의 객체(차량, 차선,

보행자 등) 인식, 의미론적 행동 패턴 해석 등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근 시일 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 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
되기 시작하면, 우선적으로 물류 운송 수단이 자동화 될 것으로 예상
-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한 물류 수송은 (국내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 운전 대비 자율
운행이 수월하며 운송 효율 또한 효과적으로 증가 가능
2) 자율 주행 시스템은 LIDAR 및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로 부터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정밀 영상 지도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 추정, 차선, 표지판, 장애물 인식 등을 통해 사람의 수동 조작 없이도 감속 및
가속, 차선 변경이 가능한 무인 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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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주행 시스템이 도심 운행에 적용된다면, 차량이 더 이상 소

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도착 후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
에 차량은 하나의 서비스 재원으로 간주 될 수 있음에 따라 운송
관련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
- 또한, 자율 주행 관련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
- 자율 주행 기술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드론(Drone) 및 서비스 로

봇에도 적용이 가능
- 특히, 드론을 이용한 운송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아마존에서는 꾸

준히 드론을 이용한 배송 관련 연구를 진행
- 드론의 경우, 움직임의 자유도로 인해 운송 뿐 만 아니라, 자율

주행 기술을 이용한 군사목적의 경계 감시(위험 행동 발생 감지),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사람 검출) 등에서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자율주행 기술은 서비스 로봇에도 유용하게적용 가능하다. 자율

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도된 행동인식, 장애물 제거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

社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보행로

-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피아지오

상황을 인식한 후 사용자만을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 무거운 짐을
대신 운반할 수 있는 로봇(Gita)을 개발하여 상용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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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반 짐꾼 로봇 지타(Gita)출처: 피아지오社 홈페이지

ㅇ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많은 변화가 나타남.
- 의료영상 내 병변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영상만으로 고정밀

진단을 수행하는 IBM 인공지능 왓슨에 의해 진단이 이루짐
- 가천대학교의 길병원에서는 2016년 12월 이러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암 진단에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이에 따라 국내 다른 병원(부산대학교 병원, 건양대학교 병원)에

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암 진료 및 처
방에 많은 변화가 예상
- IBM은 의사, 의료 연구원, 의료 장비 관련 기업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플랫폼 제공을 위해 왓슨을 기반으로
하는 대용량 헬스 클라우드(Health Cloud) 시스템을 구축

社는

- 딥마인드 (DeepMind)

암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상에

서의 병변 영역 검출 및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 을 이미 완성하여
테스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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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社에서 X-레이 영상 및 병리학 영상 분석을

- 국내에서는 루닛(Lunit)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유방암을 포함한 다
양한 질병 진단 이 가능

□ 인공지능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ㅇ 기업 관점에서의 나아가야할 방향
,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기술 교류에 대한 관

심이 필요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개발한 알고리즘을 대부분 공개하여 재생산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풍토가 있으나, 국내 기업은 대부
분폐쇄적인 보안 정책으로 인해 기술 교류가 부족한 실정
- 오픈 커뮤니티 특성을 기반으로 자사의 알고리즘 또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이므로 이는 기업의 자

산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기술 공유를 통해
성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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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자산 중 하나는 바로 인력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중요시 했
던 제품의 사양이나 제조 일정에 기반한 연구 성과가 아닌 소프트
웨어적 관점에서 연구 결과 도출 과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

ㅇ 정부 관점에서의 나아가야할 방향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

업이나 학교, 연구소가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

* 예를 들어,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율 주행용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도로 환경을 촬영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관련 커뮤
니티에 제공하고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과정 등이 필요
-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심층학습

중심의

뛰어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팅적

사고방식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

大의 경우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을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St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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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매년 여름마다 여름학교를 개최하고 관심 있는 고교생을 초
청하여 교수 및 구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
한 심도 있는 교육을 수행
-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관련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절차(Procedure)를 수립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
를 반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즉,

코딩)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
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하며,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
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기반으로 해결 과정을 구축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코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서의 프로그래밍 교육 접근이 필요
-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필요

[참고문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동향(한국정보산업연합회,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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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W(OSS) 커뮤니티에 대한
탐구와 시사점
2018. 5. 16. 공개SW진흥팀 김도형 수석 (dhkim@nipa.kr)

□ 검토배경
ㅇ 4차 산업혁명 구현의 인프라이자 개방형 혁신 수단(enabler)인
OSS, 특히 커뮤니티에 대해 탐구·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 OSS커뮤니티 정의, 유형, 그리고 구조, 설립 절차, 거버런스, 참여 동기, 기업의 운영 방법 등
주제를 세부적으로 탐구하고 시사점을 도출

□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체)란 ?
ㅇ 커뮤니티 개념은 사회학에서 시작되어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전
으로 가상, 온라인, OSS 커뮤니티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장3)
- (사회학) 지리적 접근성을 근간으로 내부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의식 등이 공유됨으로써 구성원 간에 일체감 및 동질감이
형성되어, 내부적으로 동질감, 외부적으로 이질감을 보이며 구성원
들 간에는 도덕적 책임도 존재(Anderson, 1991)
ㅇ (경영학의 브랜드 커뮤니티)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체계화된 일련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지리적 제약
이 없이 묶인 공동체(Muniz & O’guinn, 2001)4)
※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 원천을 제공하며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감성적 혜택과 이에 따르는 유대감까지 제공
※ 기업이 강력한 브랜드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마케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3) 이하 내용은 이문규, 김태영, & 김현경. (2004). 브랜드 커뮤니티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19(3),
197-224.를 요약
4) Muniz, A. M., & O'guinn, T. C. (2001). Brand commun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4),
4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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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브랜드, 제품, 소비자, 마케터가 상호
작용하는 커뮤니티(McAlexander et al., 2002)
- 사용자 자발형(소비자)과 기업 개설형(기업) 으로 구분(심재희와 김장용, 2003)5)
※ 전자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좋아해서 커뮤니티를 개설한 경우로 포털형과 독립호스팅형, 후
자는 기업이 브랜드 사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커뮤니티로 포털
사이트와 자사 브랜드 사이트로 각각 구준(심재희외, 2004)
※ 또한 물리적 vs. 온라인, 가상(virtual)), 모바일 커뮤니티로도 구분

<브랜드 커뮤니티 개념과 유형의 발전6)>

□ OSS 커뮤니티(open source software community)
ㅇ (OSS의 정의) 개발자가 특정 라이선스 하에 공개된 독점 SW의 전형적
인 지적 재산권의 제한 없이, 소스 코드를 보고, 읽고, 수정하고, 재배
포 할 수 있는 SW개발 모델(Martínez-Torres Diaz-Fernandez, 2014)7)
- OSS 프로젝트가 가상 개발 커뮤니티로서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수십 또는
수천 명의 개발자의 개별 기여에 기반(Lee & Cole 2003)
- 전통적인 SW 엔지니어링 관행과 혁신적인 SW 개발 방식에서 급
진적인 변화를 의미(Moody 2001, Raymond 1999)
※ 기본 철학에서 OSS 기업은 회사 외부의 자원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고 독점 SW 개발
기업은 내부 자원의 소유권이나 통제력에서 경쟁 우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차이점을 보임
※ 전통적인 이론 및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인해 점점 더 주목을 받음
5) 심재희․김장용, ｢커뮤니티로 승부하는 브랜드 전략｣, 이디자인, 2004.
6) 강명수,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구축, 마케팅, 2004. 3.
7) Martínez-Torres, M. R., & Diaz-Fernandez, M. D. C. (2014). Current issues and research trends on
open-source software communitie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6(1), 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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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집단적으로 생산된 공공재(Kollack, 1998; Lerner & Tirole, 2002a)8)
- 회사 및 개인 개발자 외에 여러 대학 및 연구 센터가 OS 프로젝
트에 참여, 특히 OSS 운동은 대학과 연구 센터에서 태생
ㅇ (OSS 커뮤니티) OSS를 개발하는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커뮤니티(Piva et al., 20109)
- 표준의 제약에 구속 받기로 동의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집단
(Lynn et al., 2003)
□ OSS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분야
ㅇ 연구 분야는 OSS 커뮤니티의 구조, 성공 요소, 가상 조직으로서의
커뮤니티, 집단지성, 동기 부여, 지식 공유, 혁신 및 학습과 관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Aksulu andWade 2010)
※ 학제별로는 SW 공학, 사회 과학, 정보과학, 경영과 같은 다양한 지식 영역에 걸쳐 연구

<OSS 커뮤니티 연구 분야>
OSS 커뮤니티 관점
집단지성
Community 구조

Focus
개인과 사회의 창의성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할

Community 성공요인
가상조직(Virtual
organisation)

학습조직의 구조
커뮤니티의 선행 및 결과요인
TAM, BM, Quality of
communication

Community 참여 동기

내, 외생적 동기

Community와 지식공유

참가자의 상호작용적 관계
지식공유와 성과와의 관계

Community와 학습

참여 메카니즘의 모델링

Community와 혁신

혁신 프로세스, 개인-집합 모델
개방형 혁신 모델

학제
컴퓨터사이언스, 정보시스템
컴퓨터사이언스, 정보시스템, SW공학
경영,컴퓨터 과학, SW공학
Business Software Engineering
Management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Business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Education
Management

□ OSS 커뮤니티의 분류 및 유형

8) O’Mahony, S. (2003). Guarding the commons: how community managed software projects protect their
work. Research policy, 32(7), 1179-1198.
9) Piva, E., Rentocchini, F., & Rossi Lamastra, C. (2010). Is Open Source about innovation? How
interactions with the Open Source community impact on the innovative performances of
entrepreneurial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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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OSS 커뮤니티를 분류하고 특징을 제시
ㅇ 설립 주체, 목표에 따라 자발적(self-managed) vs. 기업 스폰서(후원)
OSS커뮤니티로 구분(West & O'mahony, 200810))
※ 자발적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모집한 개인 또
는 그룹이 설립한 자체 관리 커뮤니티
※ 스폰스 커뮤니티는 Mozilla 프로젝트(1988)가 시작된 이래 기업은 OSS 커뮤니티를 설립하거나 후원하기 시작
※ 기업이 OSS 커뮤니티를 후원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개방형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West &
Gallagher, 2006)
※ 기업 후원 커뮤니티는 OSS에 제한되지 않음, 비디오 게임(Jeppesen & Frederiksen, 2006), 오토
바이 개발(Finotto & Di Maria, 2010)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후원

ㅇ 설립주체에 따라 개별적(individually-founded, organic)

vs. 조직적

(organizationally-founded, synthetic) OSS 커뮤니티로 구분
- 태생은 기업에서 주도(혹은 개인주도) 되었으나 개인 설립 조직으로 변모
※ Netscape의 Mozilla는 기업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출시 이후에

완전히 자율적으로 변모

- 모든 OSS 커뮤니티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오늘날 대
성당(레이몬드) 원형은 상대적으로 매우 희귀함
<자발적 vs 조직적 OSS커뮤니티 비교>
individually-founded, organic

organizationally-founded, synthetic

-현재 어느 한 회사와 커뮤니티 관리와
독립적 인 것( O'Mahony, 2007)

-하나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법인이 커뮤니
티의 장단기 활동을 통제하는 커뮤니티

설립주체

-개인

-기업 혹은 정부

구성 및
성장 방법

-고용관계에 포함된 권한 범위밖에서 운영
-의사 결정은 작업장을 안내하는 고용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진행, 풀뿌리
(grass root) 커뮤니케이션
-기여자를 거르지 않음

-기업이 의도하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성장
-의사결정 체계로 기업이 직접적으로 통제와 개방
스펙트럼에서 적절히 관리
-의사결정 일부분에 대해 특권(획일적)권리 보유,
일부는 공유하지만 타 부문은 공유 않음
-기여자를 반드시 선별함

목표

-공유 기술의 기능을 개선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

사례

-Apache, Linux, Debian

-Mozilla(Netscape), Eclipse, OpenOffice, MySQL

-비영리 재단이 지원가능 하지만, 재단은 회원
에 대한 권한이 없음 (O'Mahony, 2005)

-정부가 특정 학교나 기업을 정책 자금으로 지
원 가능

정의

정부
지원방법
공통점

-OS 라이센스로 보장되는 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해당 코드에 대한 액세스의 투명성을 높여 주며 코드가 없으면 쓸모가 없음

10) West, J., & O'mahony, S. (2008). The role of participation architecture in growing sponsored open
source communities. Industry and innovation, 15(2), 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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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적 공동창작(autonomous co‑creation vs. 스폰서 공동 창작(Sponsored
co‑creation) 커뮤니티11)로 구분
- 자율 및 후원 공동 창작 커뮤니티를 결합한 커뮤니티도 존재
※ Polyvore 전자 상거래 사이트는 소비자가 다양한 쇼핑몰의 의류, 신발 이미지를 소비자의 스타일
의견을 수집토록 해 줌

<자율적 vs. 스폰스 공동 창작 커뮤니티 비교>
구분
목표
예시
공통점

자율적 공동 창작
(autonomous co‑creation)

스폰서 공동 창작
(sponsored co‑creation)
-소비자 커뮤니티 또는 조직(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 의한 가치 창출
개인이 수행하는 공동 창작 활동
-Wikipedia
-Procter & Gamble 및 IBM
-자발적 OSS 커뮤니티
-기업후원 OSS 커뮤니티
-소비자의 선호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중요한 실시간 정보를 산출
-소비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생산자에게 판매 가능
-생산 영역에서 개인/소비자/사용자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취급

ㅇ 사용자(소비) vs. 생산자 커뮤니티(Franke & Shah, 2003), 혹은 사용자
혁신 커뮤니티(user innovation communities, von Hippel, 2001)로 구분
ㅇ 생태계(echosystem) 커뮤니티는 SW를 개발 혹은 사용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것은 사용자(user)와 개발자(developer)
커뮤니티로 구분(Goeminne & Mens, 2013)
□ OSS 커뮤니티의 구조(structure)
ㅇ OSS 커뮤니티 구조에 대한 연구
연구자
Nakakoji et al(2002)
Dinh-trong & Bieman(2005)
Yu & Ramaswamy(2007)
Robles et al(2009)
Tercerio et al(2010)

세부 내용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서 주변 개발자(버그 보고자, 버그 수정자)
와 , 활동적인 개발자, 핵심 멤버, PM으로 구분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기준으로 핵심 개발자, 관련
개발자 등으로 구분
-시간에 따른 핵심 개발자의 진화를 연구
-OSS 프로젝트에서 핵심과 주변 개발자를 비교, 핵심 개발자는 덜 구조적
인 복잡성을 보임(vs. 주변개발자), 안정적이고 건강한 핵심 팀 구성원이
개발 커뮤니티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감

11) Zwass, V. (2010). Co-creation: Toward a taxonomy and an integrated research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15(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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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luppi et al(2003)
Abreu & Premraj(2009)
Mockus et al(2002)

Madey et al(2002)
Van Antwe & Madey(2010)
Martinez-Romo et al(2008)
Stunder et al(2007)
Goeminne & Mens(2013)

-개발자가 수행한 변화의 량에 기반하여 안정적(stable)과 이행적
(transient) 개발자로 구분 개발자의 책임과 역할
-개발자의 의사소통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아파치와 모질라 프로젝트를 비교하여 개발자들 간에 묵시적인 합의, 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 아파치 프로젝트는 구성원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핵심으로 작동
-OSS 프로젝트 개발자들간의 쇼설 네트워크를 분석, 1사람 프로젝트에 관
여하는 개발자와 다양한 쇼설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개발자
로 구분
-OSS 프로젝트는 힘의 법칙이 작동하는 쇼설 네트워크의 집합의 함수
-OSS 프로젝트 커뮤니티와 기업 간의 관계를 탐구
-KDE 생태계를 분석
-커뮤니티를 사용자와 개발자로 구분,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동에 따라 세
분화, 즉 코딩, 테스트, 디버깅, 다큐멘테이션, 이미지, 멀티미디어, 라이
브러리, UI, CONFIG, META, 로컬라이즈 활동 커뮤니티로 구분

ㅇ 전형적인 OSS커뮤니티 구조는 양파 모형으로 많은 크기(many size)
를 보임(Crowston & Howison (2006)12)
- 안쪽으로 이동할수록 적은 수의 개발자가 존재하며 크게 개발자와
사용자 커뮤니티로 구분 가능
※ IT 전문가로서 OSS에 관여코자 한다면 개발자, 리더, 활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조사하여 그것
이 건강하고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가장 중요한 인력은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관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 개발자
<OSS 개발자 커뮤니티의 양파 모형>
OSS 커뮤니티 구조

구성원
ㅇ핵심개발자(core developers)
-프로젝트 기여도가 높은 소스 코드 저장소에 대한 커밋 권한이
있는 개발자, 이 그룹은 매우 작을 수 있음(대부분 3-10명)
-sourceForge에 등록된 100,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중 1% 미
만이 10명 미만의 개발자를 보유
ㅇ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s)
-종종 창립자, 독재적 vs. 민주적 리더쉽을 보임

ㅇ코드 작성자(codevelopers)
-코드를 작성했지만 아직 커밋 액세스를 얻지 못함
12) Crowston, K., & Howison, J. (2006). Assessing the health of open source communities. Computer,
39(5),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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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기반에 포함되기 전에 핵심 개발자가 검토 할 패치를 제출
하고 관심과 능력을 표시함으로써 주변에서 핵심으로 이동 가능

ㅇ활성 사용자(active users)
-새로운 릴리스를 테스트, 버그 보고서 게시, 설명서 작성
-타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 구성, 관련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함, 개발자와 주변 사용자간에 자연스러운 버퍼
형성, 1~2 명의 장기 참가자들에 의해 주도

□ OSS커뮤니티 구축(building) 및 관리(governance)방법
ㅇ 기업의 커뮤니티 구축 절차(Brun et al., 2011)13)는
- 1)소스 코드와 문서를 개방 2)신SW를 발표 3)발표된 SW가 사용
됨 4) 개선을 위한 에러 보고서와 아이디어 접수 5)문서화, 교정,
확장이 주체에게 되돌아옴 6) 3기관이 핵심 SW를 개선, 7)기업이
SW에 대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
<기업의 OSS 커뮤니티 구축절차>

13) Brun, J., Kobelt, F., Aeberhardt, R., & Stürmer, M. (2011). Open source software in business-critical
environment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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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커뮤니티 주도와 스폰스 커뮤니티 구축 방법 비교(West & O’Mahony, 200714))
-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라이프싸이클 단계에서도 뚜렷한 차
이점이 존재
<커뮤니티 주도 & 기업 주도 스폰스 커뮤니티의 비교>
Community Initiated

Sponsored Initiated

커뮤니티 시작
이유

-문제 해결
-사적 SW에 대한 free SW 대안을 창조

-SW 채택 확대
-회사의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한 개발
지원을 받음

핵심 이슈

-자원 확보
-건강한 공동체 구축, 재능 있는 개발자 유치
-최소한의 마케팅으로 'mindshare'를 얻
는 SW 배포

-정당성 확보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 능력 있는 기여자유치
-통제와 소유간의 모호함 해결

-SW를 만들려고
-성취하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우기
-개인적 및 전문적 문제 해결

-기여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을 완성
하려고
-괜찮은 고용주에 의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폰서의 보상적인 프로젝트와 커뮤니티간
의 일치에 영향을 주기위해

통제
(control)

-민주적, 투명한, 일반적으로 실용주의적
-일부 리더쉽과 계층적

-다양하지만 보통 후원자 보유,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

사례

-Linus Torvalds의 Linux, NCSA 웹
서버(Apache)

-Netscape(Mozilla),
IBM(Jikes),
OpenOffice(Sun), Eclipse(IBM)

시작
단계

-핵심 설계, 우선순위 지정, 구현 방법은
창립자의 도움을 받아 타 개발자가 커뮤
니티에 참여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
-구성원은 코드 기반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평가로
선발
-모듈형 아키텍처로 설계하여 분산된 방
식으로 향후 확장되도록 해줌
-창립자의 평판이 개발자 모집에 중요

-스폰서로부터 상당한 금액 투자로 시작
-지속적인 스폰서십은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
이기 위해 자원, 정당성 및 기술적 능력을 제공
-동기 부여와 조정이라는 상당한 문제에 직면
-외부 참여를 추구하는 스폰서는 커뮤니티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스폰서 프로젝트 참여자는 개발에 도움이 된 코
드를 사용, 수정 및 배포 할 미래의 법적 권리에
대해 우려 할 가능성이 더 큼

성숙
단계

-일련의 릴리스를 개발
-회원 기준이나 경계를 정의
-상업적, 법적 환경의 관리 메커니즘인
비영리 재단을 창설
-자신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의 생태계
를 보유

-스폰스는 이중 라이선스 정책을 채택
-후원사가 SW개발을 통제하는 무거운 손을 보유
하고 있다면 보완물을 공급하는 외부인과 같은 외
부인에 대한 투명성은 더 높지만 프로젝트는 폐쇄
된 개발 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제한된 라이센스로부터 최대 가치를 받는 사용자
(대학)로부터 기여자를 유치하는 데 더 성공적

기여자 동기
(Contributor
Motivation)

단
계
별

14) West, J., & O'Mahony, S. (2005, January). Contrasting community building in sponsored and
community founded open source projects. In System Sciences, 2005. HICSS'05. Proceedings of the
38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196c-196c).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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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단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철회하고 커뮤니티
에 통제권을 넘기는 경우
-적극적인 후원자와 활발한 외부 공동체가 복잡한
진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책
임을 공유

ㅇ 기업의 OSS 커뮤니티 설계 및 운영 방식
- OSS커뮤니티를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인은 생산,
거버런스, 지적재산권임
<OSS커뮤니티 설계(design) 변수>
커뮤니티 구축 설계시 세부 고려사항
Sub-project
Public commit process
creation

Production

Live code access

Governance

Non-profit
foundation

Membership
-개인 혹은 기업, both

Member fee
-Y/N

Intellectual
property

Subproject
ownership
-재단 혹은 스폰스

Software license
(아파치, GPL 등)

License type
(Permissive 혹은
Reciprocal)

Community
release
authority

- OSS커뮤니티의 개방성의 정도와 참여 아케텍쳐 차원으로 매트릭
스 조합으로 선별하여 사용가능
<오픈소스 차원에 대응하는 개방성의 형태 매핑>
투명성
(Transparency)

참여
아키
텍쳐의
차원

생산조직
-커뮤니티가
생산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커뮤니티
거버런스
-커뮤니티내에
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지적재산권
-커뮤니티의
산출물을 사용할
권리의 할당

개방성의 형태(Form of openness)
접근성
사적
(Accessibility)
(Proprietary)모델

코드를 읽고 생산 프로
세스를 관찰하거나 준수
하는 능력
공개적으로 통용되는 거
버넌스는 관찰자가 결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를 이해할 수 있음

코드 사용 권한 및 소스
코드 사용 권리

코드를 직접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능력

단일 법인 내에서 생산

거버런스에 참여하기 위
한 능력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림

코드를 재사용하고 재결
합하는 기능

제한된 사용 권한은 라
이센스 비용으로 회사에
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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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점 SW를 채택한 기업이 소스를 오픈하고 지속 가능한 OSS 커뮤니티 를
만들고 유지 관리를 할 때 고려 요소(Kilamo et al., 2012)15)
구성원
SW

코드 리팩토링에서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품질을 향상, SW의
다운로드, 설치, 배포 및 사용은 가능한 쉽게

인프라

커뮤니티와 저장소는 모든 OS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 회원 간 의사
소통, 조정 및 저장소에 대한 쉬운 액세스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및 기술(개발자 토론 포럼 및 메일링 리스트) 구비

절차

오픈 소스 개발은 개방 된 유지 관리 프로세스이므로 SW의
발전, 유지 관리 작업 및 릴리스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커뮤니티 관행과 회사의 요구 사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프
로세스가 필요

적법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유형 및 라이센스 체계를 선택, IPR 및
저작권 문제에 대해 소스 코드를 합법적으로 삭제, SW에 사용
된 상표 및 이름의 가용성을 확인

마케팅

잠재적 인 사용자 및 개발자에게 도달하려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 기존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대상 고객으로 선택
하는 것은 상당한 성공 요인

커뮤니티

기부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제공, 회사가
공유하고자하는 모든 개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

ㅇ OSS 생산에서 기업의 참여 동향과 참여 방법(Bccorsi et al., 2006)16)
- 이탈리아 기업대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OS 코드를 사용하여
SW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대기업 포함)가 보편화
(Dahlander & Magnusson, 2005)
- 소스코드 오픈과 독점 2개를 혼합한 hybrid BM을 채택하고 있음
- 기업이 OSS 커뮤니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이 점
진적으로 자발적 커뮤니티를 대체하고 있음
ㅇ OSS 활용(vs. 활용 않는) 벤처 기업은 성과가 높은가?(Piva et al., 201017))
15) Kilamo, T., Hammouda, I., Mikkonen, T., & Aaltonen, T. (2012). From proprietary to open source—
Growing an open source ecosystem.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85(7), 1467-1478.
16) A. Bonaccorsi, S. Giannangeli, and C. Rossi, “Entry Strategies Under Competitive Standards: Hybrid
Business Models in the Open Source Software Industry”, Management Science 52, 2006, pp. 1085-1098.
17) Piva, E., Rentocchini, F., & Rossi Lamastra, C. (2010). Is Open Source about innovation? How
interactions with the Open Source community impact on the innovative performances of
entrepreneurial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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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S 커뮤니티와 협력한(vs. 협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상대적으
로 더 탁월한 혁신 성과를 보임
- OSS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는 인적 자본, OSS 경험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혁신 성과는 CIS(Community Innovation Survey)로 2005-2008 년 동안 매년 자사가 도입한
새로운 SW 제품/서비스의 수로 측정

- OSS 커뮤니티와의 공동 작업하는 벤처기업은 재원부족을 보완 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은 R&D에 투자를 위한 내부 유동성이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품질을 신호화하기
가 어려워 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 들이지 못함. 하지만 OSS를 이용하는 경우
높은 품질 등으로 VC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음
※ OSS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벤처기업은 SW생산에 사용된 OSS 프로그램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
을 지불하지 않아 원가절감이 가능(Lerner and Tirole, 2005)
※ 이러한 벤처기업은 금융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여 혁신 활동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자원을 자유
롭게 만들 수 있음(Antonelli, 1995)
※ 또한 SW부문의 대형 업체(예 : IBM 및 Sun)는 OSS 진입을 하면 OSS는 높은 품질이라는 시그
널링 효과로 실무자 및 VC에게 호감을 줌(Feller & Fitzgeral, 2002, Alexy, 2008)

ㅇ 기업이 OSS를 활용하여 상업화할 때 접근법(Dahlander, 200718))
- 상업화를 시작하는 주체(기업 vs. 커뮤니티)와 기업의 참여 수준
(높음 vs. 낮음)에 따라 4가지 접근법을 제시
- 기업이 OSS를 활용하여 상업화를 시작하고, 기업의 참여 수준이
높은 접근법#1로 다양한 OSS기반 SW기업 창업이 가능
- 1990년대 다양한 패키지 SW기업은 이 접근법으로 태생
<OSS 활용 상업화 접근법>

라이센싱
정책에서
독특한
특징

접근법#1

접근법#2

접근법#3

접근법#4

기업 시작/높은 수준 기업
참여

커뮤니티 시작/높은 수준
기업 참여

기업 시작/낮은 수준
참여

커뮤니티 시작/낮은 수준
참여

-기업이라이선스 스킴을 선택
-기업은 기존 라이센스 중
하나 채택 혹은 신규 라이
선스 제정

-커뮤니티가 라이선스 스
킴을 선택

-기업이 라이선스 스킴을
선택
-기업은 기존 라이센스중
하나 채택 혹은 신규 라

-커뮤니티가 라이선스 스
킴을 선택

18) Dahlander, L. (2007). Penguin in a new suit: a tale of how de novo entrants emerged to harne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communiti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6(5), 9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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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스 제정

커뮤니티
개발

-기업이 커뮤니티를 시작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자원
을 투입
-기업들이 동료 역할을 함

-동료는 커뮤니티를 시작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또는 저렴한 비용
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회
사에 가치가 있음

-기업은 커뮤니티를 시작
하여 중요한 대중을 만
들려고 시도하지만 실패
-회사 비즈니스에 중요하지
않은 소스 코드만을 공개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

비즈니스
모델

-BM과 커뮤니티 구축은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커뮤니티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
공

-BM 구축 시도는 커뮤니
티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커뮤니티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은 소스 코드를 공
개하고, 적극적으로 커
뮤니티를 구축하지 말
것

-직원 배치로 커뮤니티 방향
에 영향을 미침
-커뮤니티에서 상호 작용을
일부 통제
-라이선스 실험을 강화
-원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사
람에게 주변혜택을 제공

-직원 배치로 커뮤니티 방
향에 영향을 미침
-신규 개발을 위해 커뮤니
티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유익한 경우 통합

성과 보호

-라이선스 제도는 GPL
라이선스와 같이 FSF
또는 OSI에서 확립 된
것 중 가장 흔하게 사용
-동료가 커뮤니티를 시
작, 회사는 관련성이 없
거나 회원이 방해한 이
유로 참여하지 않음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
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
용 할 수 없음

ㅇ 상용SW 기업이 OSS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Popp, 2007)19)
- 상용 SW회사는 OSS 커뮤니티를 SW공급자(생산), 네트워크 및
판매 채널로 활용할 수 있음
<상용SW 기업이 OSS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
활용방법

세부 내용
1)OSS커뮤니티를 개발 리소스, 판매, 유지 보수 또는 지원 리소스로 활용
-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상용SW에는 OS 라이센스하에 있거나 런타임 환경

1)커뮤니티를
SW공급자로 활용
(생산)

으로 OSS를 사용하고 있음(Why, 품질 및 비용 잇점, 커뮤니티에 비용지불 의
무는 없고 라이선스 준수 의무 있음)
2)SW 공급 업체가 OS SW를 제공하는 경우 SW 공급 업체는 OS SW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SW의 지원 및 유지 관리를 담당. 따라서 SW 공급 업체는 OS SW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함

2)제품 소유자,

1)SW 공급 업체는 소스 코드를 커뮤니티에 기부하고 커뮤니티가 유지 관리 활동은

관리자 및

물론 제품 혁신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SW 공급 업체는

후원자로

SW를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자체 비용을 추가로 낮춰준다.

19) Leveraging open source licenses and open source communities in hybrid commercial open source
business models Author. Karl Michael P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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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비용 절감과 제품의 혁신 속도로 이를 교환
가능(breeding ground)

활용(네트워크)

2)소스 기증 사유
- SW 회사의 전문 지식에 대한 가시성 visibility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 기업이
더 큰 주제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가시성과 평판을 얻는 것이 특히 흥미롭다.
- 제품이 제품 수명주기의 후반 단계에 있거나 제품이 상품화되었거나 충분한 수익
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 제품 개발, 유지 보수 및 지원 비용을 없앨 수 있으므로

3)판매채널로
활용(판매)

1)SW 공급업체는 viral 마케팅으로 제품을 보증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활용 가능

ㅇ 기업의 OSS 커뮤니티를 활용 절차(Dahlander & Magnusson, 200820))
- 자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접근(access)하고, 회사의
전략을 커뮤니티의 전략과 일치(align)시키고, 결과를 통합·공유
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것을 동화(assimilate)시킴
<기업이 OSS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절차>
단계

접근
(기업의
자원
기반
확대)

일치
(회사의
전략을
커뮤니
티와
연결)

전술사용

설명

찬성

반대

소스 코드 공개 및
커뮤니티 설립을 통
한 de Novovo 커
뮤니티 개발

1)외부인을 유치하여 회사 제
품에 대한 작업 가능
2)틈새 시장을 매쓰 마켓으로
동적으로 변화시킴
3)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마
케팅 도구
4)커뮤니티의 형성 단계에서 더
많은 통제

1)틈새시장 관리 및 다른
커뮤니티와의
경쟁에서
어려움
2)대규모 전면 투자 필요

기존
커뮤니티
식별 및
사용

다른 회사 나 개인
이 설립 한 기존 커
뮤니티를 사용

1)특정 임계치에 도달 한 커뮤
니티의 합법성 구축
2)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에 액
세스 할 수 있는 유연성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라이선스
정책채택

(1) 회사 자체 제품
및 (2) 다른 커뮤니
티에서 개발 한 통
합 소스 코드에 대
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책 개발

1)기업과 커뮤니티 간의 협력
을 위한 기초를 수립
2)커뮤니티 참여자와의 직접적
인 충돌을 회피

새로운
커뮤니티
설립

1)커뮤니티를 설립할 때와
비교하여 통제 할 가능성이
적음
2)어떤 커뮤니티가 전략적
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불확
실성
1)커뮤니티 참여자들을 화
나게 하는 독점적인 관행
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2)실험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커뮤니
티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조성
3)라이센스 정책의 법적
결과 분석에 많은 시간 소

20) Dahlander, L., & Magnusson, M. (2008). How do firms make use of open source communities?. Long
range planning, 41(6), 62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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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결과의
통합 및
공유)

요
1)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작
업에 대한 간섭은 커뮤
니티의 조직 방식을 혼
란시킬 수 있다.
2)재미없는 일에 개인이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렵
다.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침

커뮤니티에서 회사
와 관련이 있는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개인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창
출함으로써 개발 방
향에 영향을 미침

1)커뮤니티 참가자들에 대한
미묘한 통제 수단을 제공함
으로써 기술 개발 속도를 높
임
2)제품을 사용한 개인으로부터
피드백 및 테스트 받음

소스코드
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정

회사 내부로 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검증, 평가
및 테스트하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

1)조직 내 직원의 수용성
(acceptance)을 높임
2)작업 파티셔닝 - 커뮤니티
참여자는 버그 잡기 및 효율
성 테스트와 같이 덜 자극적
인 작업으로 지능적인 과제
와 직원을 처리 할 수 있음

1)전문화 할 곳을 알기가
어려움
2)소스 코드를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

1)커뮤니티에 합법성을 구축

1)기업 내 발전에 대한 정
보를 경쟁 업체에 간접
적으로 제공

비전략적
소스코드
를
커뮤니티
에 피드백

ㅇ 기업과 OSS커뮤니티 간의 관계(Dahlander & Magnusson, 200521)
- 중요한 자원이 기업에 의해 직접 통제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기업과 공존하는 커뮤니티 내에 존재, 기업이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 갖는 관계는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영향을 줌
- 기업이 커뮤니티와 상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따라 공생(Symbiotic), 공동주
의(Commensalistic), 기생충(Parasitic)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기업 vs. 커뮤니티 관계에 따른 커뮤니티 유형>

관계 특징

확고하게 자리 잡은 커뮤니티를
통해 커뮤니티에 무언가를 제공

공동 주의적 (확고한
이득/무관심 커뮤니티)
Commensalistic
커뮤니티에서
유용한
정보 검색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음

낮음

해결
방법

OSS 커뮤니티의 규범과 가치 존중
라이선스 준수
개발자와 사용자 유치

공생 (회사/커뮤니티 모두 이익)
Symbiotic

존중 규범과 가치
라이선스 준수

기생 (회사 이익 커뮤니티 손실)
Parasitic
규범, 가치 및 규칙을 준수하
지 않고 유용한 입력 검색
없음
직접적인 충돌 방지
개발 커뮤니티의 자원 소비

21) Dahlander, L., and Magnusson, M.G. 2005. Relationships between open source software companies
and communities: Observations from Nordic firms. Research Policy 34: 4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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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이해
관계의 조정
통제와 소유에 관한 모호성 해결
커뮤니티 담당 직원 배
치

커뮤니티 담당 직원 배치

미묘한 통제의
조정 방법

평판 생성 및 유지
부가 혜택
상호작용 툴((예 : 온라인 포럼,
메일 링 목록 등)
개발 과제의 판매
상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커뮤니
티가 개발 한 SW를 사용하고 직
접 충돌을 피하는 것에 대한 수
락을 얻는 것

ㅇ 기업이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5가지 운영수단
- 기업은 특정 방향으로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묘한 통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수단
1)커뮤니티 내에서 또는 커뮤
니티와 함께 일하는 인력을 충
원하는 행위
2)평판 생성 및 유지

3)부가 급부

4)상호 작용 도구의 사용
5)개발 작업 판매

세부 내용
-프로젝트에서 동료로 일하면서 회사 대표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때로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시그널링 동기가 충족되도록 함
-참여자를 숙련된 개인으로 인정해주는 방법
-다양한 종류의 부가 급부가 특정 유형의 행동을
조장하는 데 사용
-회사의 제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커뮤니티를 설
립했을 때만 사용
-기업들은 부가 급여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인식
온라인 포럼, 메일 링 목록 등 개발자와 사용자가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지적 도전에 의해 동기 부여된 개발자에 활용

비고
인건비
커뮤니티
각종 수상

관련

ㅇ OSS 사용자 커뮤니티 참가 선행 요인(Bagozzi & Dholakia, 200622))
- 리눅스 사용자 커뮤니티 참가 요인은 1)인지적(태도, 행동 통제,
오픈 소스 운동으로 식별), 2)정서적(긍정적, 부정적인 예상 된
감정), 3)사회적(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임
※ 특히 우리-의향 참여(participation we-intentions)라는 개념을 사용

22) Bagozzi, R. P., & Dholakia, U. M. (2006). Open source software user communities: A study of
participation in Linux user groups. Management science, 52(7), 10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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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이 OSS 커뮤니티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 OSS 커뮤니티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
※ 커뮤니티를 설립 한 회사는 사용자 및 개발자를 위한 박람회 및 워크샵과 같은 사교 행사를 적
극적으로 만들어 냄

- 적절한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
- 개발자와 사용자 유치
- 커뮤니티 개발과 관련된 자원 소비를 다루는 것
- 업무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
- 통제와 소유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
□ OSS 커뮤니티 참여 동기(개인 개발자 vs. 기업)
ㅇ 기업과 개인 개발자의 커뮤니티 참여 동기에는 차이가 있음
(Feller & Fitzgerald, 2002)23)
- 기업은 개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동기가 더 작용
동기

경제적

기업

개인 개발자(커뮤니티)

-제품이 광범위하게 채택 -> 개발자 확보

-금전적 보상(Hertel et al., 2003), Lerner &

용이 -> 경쟁력 확보( West, 2003)

Tirole, 2005)

-비즈니스 모델 분류(Raymond , 1999b)

-낮은 기회비용(Lakhani & von Hippel, 2003)

-비용절감

-Signaling incentives(Lerner & Tirole, 2002)

-커뮤니티와 소셜 공유 코드(Lerner &
Tirole, 2002)
사회적

-SW가 free 하기를 원한다는 인식(Feller
& Fitzgerald, 2002))

기술적

-지적 도전(Himanen, 2001), Raymond, 1999a)
-애타주의, 일반적인 상호주의(Raymond, 1999a)

-기술적인 이용에 대한 피드백(Lerner &
Tirole, 2005)

-커뮤니티에 소속됨(Raymond, 1999a)

-Learning(Lakhani & von Hippel, 2003)

-확산 및 채택(West, 2003)

-피드백 및 도움(Raymond, 1999a)

-표준 추진

-새로운 기술로 작업하기

23) Feller, J., Fitzgerald, B., 2002. Understanding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Addison Wesley,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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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개발자의 OSS 커뮤니티 참여 동기
- 개인 개발자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동기가 골고루 분포
세부 수준
1)금전적 보상
2)낮은 기회비용
경제적
3)동료들 간에 명성 확보

조사 보고서

Lerner & Tirole (2002a), Feller &
Fitzgerald (2002)

Hertel et al. (2003), Hars &
Hu (2002)

Bonaccorsi & Rossi (2003), Kolloch
(1999)

Lakhani & von Hippel(2003)

Dalle & David (2003), Bezroukov (1999)

Ghosh et al. (2002), Lakhani
& Wolf (2003)
Bates et al. (2002), Ghosh et
al. (2002)

1)프로그램의 즐거움(코딩을
좋아함)

Green (2000), Torvalds & Diamond (2001)

Ghosh et al. (2002)

2)이타주의(선물경제))

Raymond (2001a, 2001b), Bergquiest
& Ljungberg (2001)

Bitzer et al. (2004)

3)커뮤니티에 속한다는 느낌

David & Pfaff (1998), Raymond (2001b)

Hars & Ou (2002)

4)사적SW에 대항하여 싸움

Stallman (1984), Ullman(1998)

Escher(2004)

Bonaccorsi & Rossi(2006)

Lakhani & von Hippel
(2003), Ghosh et al. (2002)

2)커뮤니티로부터 기여와
피드백

Raymond (2001a), Bonaccorsi and
Rossi (2003)

Ghosh et al. (2002)

3)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함

David and Pfaff (1998), Pavlicek (2000)

-

4)개인의 가려움증 긁기

Green (2000), Franke & von Hippel
(2003), Feller & Fitzgerald (2002)

Bates et al. (2004)

1)학습

기술적

이론 제시

Lerner & Tirole (2001, 2002b)

4)미래 경력 혜택 확보

사회적

연구자

<개인 개발자는 왜 OSS를 개발하는가?>

자료 : (Georg von Krogh et al., 2012)24)
24) Georg von Krogh, Stefan Haefliger, Sebastian Spaeth, and Martin W. Wallin "Carrots and Rainb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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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발자의 동기에 대한 연구현황>

ㅇ 기업의 OSS 커뮤니티 참여 동기
주요 동기

연구자

1)대형 SW 회사의 가격 및 라이센스 정책에서 벗어남

Lerner and Tirole (2002a)

2)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보완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익

Feller and Fitzgerald (2002), Wichmann
(2002a), Lerner (2002)

창출)로서의 새로운 SW 모델의 추진
경제적

3)관련 제품을 판매하여 간접 수익을 확보

Lerner and Tirole (2002a), Wichmann
(2002a), Feller and Fitzgerald (2002)

4)혁신 제공(OS커뮤니티의 R&D 활동 활용)

Hawkins (2002), Lakhani et al. (2002)

5)IT 전문가의 채용

Fink (2003)

1)커뮤니티의 가치를 준수(오픈 소스 개발자의 신뢰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2)공동체와의 지식 공유 (협력 유지룰 위해 상호호혜)
3)SW는 독점적 제품이 아니어야한다고 생각(대형 SW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1)개발 비용 절감과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 오픈 소스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피드백 및 기여도 활용

Kuster et al. (2002), Lerner & Tirole
(2002b)
Kuster et al. (2002), Lerner & Tirole
(2002b), Egon and Jungwirth (2002)
Feller & Fitzgerald
Hawkins R. E. (2002), Lerner & Tirole
(2002b), Hecker (2002)

Motivation and Social Practice in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MIS Quarterly 2012, Vol 36
Issue 2, pp. 6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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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W테스트 및 개선을 위한 사용자 커뮤니티의 피드백
및 기여 활용

Aoki et al. (2001), von Hippel (2002),
Fink (2003)
Feller & Fitzgerald (2002)

3)하드웨어 비용 절감

Fink (2003), Wichemann (2002a), Lerner (2002)

4)표준화 추진
5)보안 이슈를 강조

Fink (2003)

ㅇ 개인 개발자와 기업의 OSS 커뮤니티 참여 동기 요약
- OSS는 중소기업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 OSS 커뮤니티의 기여와 피드백은 버그 수정 및 SW 개선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 OSS의 신뢰성과 품질
- 대형 SW회사의 가격 및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독립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 OS 운동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 소스 코드와 기술을 OS 커뮤니티의 처분에 맡기고 타인들도 그
렇게 하길 희망해서
-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연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
- OS 분야에서 쉽게 훌륭한 IT 전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 소스 코드를 개방하여 고객 및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 독점 SW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ㅇ 기업이 기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West & O'mahony, 2008)
- 경로 파괴 혁신은 커뮤니티가 해석, 지원, 확장, 확산시키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음
※ 의료 기기, 자전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전기와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기술의 해석과 사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인간 기관에 의해 형성됨(Bijker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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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집단 모델 연구(collective of innovation)와 커뮤니티 기술 조직
연구는 리드 사용자 커뮤니티는 새로운 혁신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신규 디자인 반복을 정제하여 창작과 발전에 도움이 됨
※ 많은 산업 분야의 기업 (장난감, 엔터테인먼트, 의료 기기, 제조, 스포츠 용품, 음악)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기여로 이익을 얻고 있음(Jepperson and Frederiksen, 2006)

- 기술 커뮤니티는 새로운 기술과 표준 개발에 있어 기업과 개인의
작업을 조정할 수단을 제공(Mowery & 2005)
※ 기술 커뮤니티는 개인의 리더십 기회를 제공(O'Mahony and Ferraro, 2007), 기술 신뢰도를
향상시킴(Hars and Ou, 2002; Lerner and Tirole, 2002)

ㅇ 기업의 스폰스 OSS 커뮤니티 운영 동향 및 이유(West & O'mahony, 2008)
- 기업은 커뮤니티가 개발한 OSS SW를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하
여 활용하는 추세(West & Dedrick 2001, Baldwin, O'Mahony & Quinn, 2003)
※ 기업과 정부가 스폰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수가 증가하는 추세

- 기업은 대중적인 OSS 프로젝트의 보급, 공동 연구 개발 투자의 활용, 솔루션
제공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활용으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경
쟁우위 추구가 가능(West, 2003, 2007, West and Gallagher, 2006).
ㅇ 기업이 스폰스 OSS 커뮤니티 참여 방식(West & O'mahony, 2008)
- 기업은 특정 커뮤니티에 명시적(직접적)으로 참가
- 회사 대표 직원(즉, 후원받는 기여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
ㅇ 사용자 혁신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von Hippel, E. (2001)25)
- 사용자 혁신은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며 가장 진보되고 동기가
있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리드 사용자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이
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
※ 사용자 커뮤니티는 독점적인 지적 재산권의 손실과 확산 비용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혁신을 드러
내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발생
※ 적절한 보상에는 평판 개선, 호혜성 등
25) von Hippel, E. (2001) Innovation by user communities: learning from open-source softwar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2(4), pp.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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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SW개발 조직이 OSS 기반 환경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Sharma, 2002)26)
ㅇ 조직 이론에 근거 전통적 SW개발 조직과 OSS 커뮤니티를 구조,
프로세스, 문화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OSS 모델과 OSS 환경으로
변모할 때 핵심 고려 사항을 제시
- 조직구조, 조직문화, 거버런스, 개발이라는 4가지 영역에서 전통적인
SW개발이 OSS활용 조직으로 바뀔 때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바람직한 OSS 모델>
• 다중 사이트 가상팀
• 동료 감독
• 민주적 의사 결정
• 조직 경계가 없슴
• 비공식 네트워크
• 유연한 정치적 연합
• 권위의 기초로서 평판

• 공유 위험 및 소유권
• 장점에 따른 보상 공유
• 이타주의, 이데올로기에 동기 부여
• 민주적 의사 결정
• 유연한 작업 구조
• 전자적 의사소통
• 글로벌, 다문화
• 공유 신뢰
• 공유 충성도

Structure

Culture

Governance

Development
Process
• 문제 발견
• 자원 봉사자 찾기
• 솔루션 식별
• 코드 개발, 검토
• 코드 작성 및 문서화
• 릴리스 관리

• 회원(핵심 그룹, 커뮤니티)
• 규칙 및 제도
• 모니터링 및 제재
• 평판

- 전통적 SW개발 환경에서 OSS 활용 기업으로 변모할 때 고려해야 할 3가
지 핵심 요소로 커뮤니티 구축, 거버런스,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을 제시
<하이브리드 – OSS 커뮤니티>
전통적 SW 개발환경-------------------------------------------------------->> OSS 환경
커뮤니티 구축
커뮤니티 거버런스
•OSS커뮤니티를 설립
•공유된 거버런스
•자유로운 정보흐름
•공유된 회원 관리
•비공식적 네트워크
•공유된 인센티브나 보상
•전자적 수단으로 의사소통
커뮤니티 인프라
• 저장소 관리
• 버전 관리
• 릴리스 조정
• 개발 및 테스트 도구
Hybrid-OSS Community

26) Sharma, S., Sugumaran, V., & Rajagopalan, B. (2002). A framework for creating hybrid‐open source
software communitie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12(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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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S 커뮤니티는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가?(O’Mahony, 2003)27)
ㅇ OSS 커뮤니티가 자신이 개발한 OSS에 대한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7가지 전술
전술
1)독점적 남용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조

세부 내용
-GPL 등 라이선스 조항

항을 사용
2)법적 및 규범적 제재
3)법인을 설립
4)개인적 지적 재산권을 재단으로 이전
5)상표권과 로고 개발 및 사용
6)상표권을 재단에 이전
7)상표를 활동적으로 방어

-GPL은 기여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목적(스톨만)
-GPL이 재단(FSF)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SW에 위배된다면, 재단은 그것을 강제
-재단 설립,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는 재단을 설립
-아파치 라이선스의 저작권은 재단이 소유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
-재단이 상표권을 소유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소송

□ OSS 커뮤니티 관련 기타 질문?
ㅇ 어떤 회사가 OSS 커뮤니티를 후원하는가?
- 전통적인 SW 생산 프로세스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왜, 어
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OSS커뮤니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
※ 기업 크기, 연령, 역량, 제품 / 서비스 포트폴리오 등 혹은 다른 변수에 따른 차이점 분석

- 한국에서 OSS커뮤니티를 후원하고 운영하는 기업 사례 조사
ㅇ OSS 기업이 커뮤니티 관련 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거버런스적
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각 부문별 해결 과제를 도출

□ 시사점
ㅇ OSS커뮤니티는 지리적 기반에서 태생한 지역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쳐 태생
-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사슬에서 소비 부문은 브랜드 커뮤니티
(마케팅), SW생산(SW공학 등) 관점에서는 OSS 커뮤니티임
27) O’Mahony, S. (2003). Guarding the commons: how community managed software projects protect
their work. Research policy, 32(7), 117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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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가치사슬 붕괴 추세로 생산과 소비관점의 커뮤니티가
OSS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나타남
ㅇ OSS커뮤니티는 개인 개발자가 주도하는 자발적 커뮤니티에서 출발하여 점진
적으로 재단 혹은 기업이 후원(스폰스)하는 커뮤니티로 발전 중
- 자발적 vs. 기업주도 커뮤니티의 차이점이 다양한 관점에서 발
생하므로 정부 육성 정책 방법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
- 최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부상에 따라 정부가 모든 것
을 지원하기 보다는 기업이 OSS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함을 시사
ㅇ 국내에는 기업 주도 혹은 기업 후원 커뮤니티가 소수 운영 중이나 시작 단계
※ DBMS분야의 큐브리드사는 OSS커뮤니티를 최근 시작하였고 SW생산보다는 판매(사용자) 커뮤
니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세미나에서 발표

- 현행 OSS활성화 정책지원 사업 중에서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기업 주도 OSS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필요
※ 정부 정책자금을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커뮤니티 운영 툴, 교육 등에서 사용
※ 기업주도 커뮤니티를 시작하여 운영 중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정책지원 사업을 설계
※ 지원 대상기업은 MIS 미들웨어 공급사, 클라우드, on/off line비즈니스 등 혁신적 모델을 추구
하는 기업으로 선별하고 점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

-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재단이나 공익 연구소
기관 등이 주도하는 체계로 개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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