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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
Free, Open Source Code  Software

전세계 volunteer들이 개발중 (community)

무료, 소스코드 공개

자유 -- run, study, modify, redistribute 

라이센스 준수해야

Examples of FOSS:

Operating System Linux

Web server Apache

Mail server SendMail

Web Browser Mozilla

Windows Gnome KDE

Office suite OpenOffice.org

Language C Perl …

Database MySQL …

Repository of open source projects

Sourceforge.net 

more than 276,980 projects

2,000,000 registere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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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의 신뢰성

고장율 – OSS가 월등히 좋다 [출처: Fuzz studies , Univ. of  Wisconsin]

웹서버의 Downtime은 절반 [출처: Syscontrol AG]

OSS more Modular –관리 용이 [출처: MacCormack, Harvard Bus. School]

Crash (6개월간 측정) [출처: ZDNet]
Windows NT  --- 6주 간격 crash  
Linux --- crash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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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le  

• Linux는 가장 많은 기종에 돌아감
– PC, 휴대폰, TV, PDA, 대형컴퓨터, 클러스터, 슈퍼컴퓨터(75%, ‘05)

– 다양한 CPU  - 인텔, 모터롤라, ARM 등

• 초대형 software system
– Red Hat Linux 7.1 - 30million SLOC

– approximately 8,000 person-years

– $1 Billion USD 가치

[출처: “Gigabuck” - Wheeler]

• 따라서
– 확장성

– Interoperability

Linux Linux Linux

MotorollaSparcsIntel

Linux

ARM

Linux

SUPER
Computer



[출처: OSS의 전략적 중요성 - IBM  Korea  사장]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미래 – 빠른기술변화, 융합, 고유영역(?)

확장성/Interoperability의 중요성



Scalability - 융합의 시대
Interoperability/확장성



[출처: OSS의 전략적 중요성 - IBM  Korea  사장]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미래 – 빠른기술변화, 융합, 고유영역(?)

다양한 Player 들과의 협업 가능이 중요

Open Standard, Open Technology가 중요

Flexibility,  Speed가 중요

확장성/Interoperability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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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Traq is a full disclosure moderated mailing list for 
discussion &  announcement of computer security vulnerabilities: 
what they are, how to exploit them, and how to fix them. 

smallest  신고 접수 OpenBSD
worst 신고 접수 Windows

출처:  http://www.dwheeler.com/numbers

보 안



개인정보 유출(PC broadband users)
91% Proprietary OS 
0% OSS 
[출처:  National Cyber Security Alliance, May 2003] 

바이러스
60,000 Windows, 

40 Linux

웹사이트 손상
66% Windows 
17% Linux 

Browser “unsafe” days (2004) 
98% Internet Explorer 
15% OSS - Mozilla/Firefox



Survey - 6,344명의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
[출처: April 2005 BZ Research]









독일 – 외무부 (p. 1405)

• 전세계 해외공관 기계 OSS로 (226곳-11,000대)

• 예산절감

• 보안 이유 때문

“This OSS success story is bound to continue. 

Due to lacks of security, Windows is increasingly

only used in virtual containers with very tight

security settings”



미국방성의 공개S/W정책

항목 주 요 사 항

보안측면 - OSS 도입시 오히려 보안적

시스템 안정성 - 상용 S/W 보다 안정성이 높은 경우 존재(웹 서버 등)

정보체계개발 - OSS 에 대한 의존도가 예상외로 높음

비용절감 - OSS  도입이유가 비용 절감만은 아님

가격경쟁 - OSS 도입 – 경쟁 유발 - 비용 절감

상호운영성 -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실태 조사 후 도출된 결과

[출처] Use of Free and Open-Source Software (FOSS) i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MITR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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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 주 요 내 용

Approach #1 - Ban All DoD Use of FOSS(공개S/W도입금지)

Approach #2 - Limbo Status(미온적 태도. 현재상태)

Approach #3 -Selective FOSS Approvals

(이미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OSS만 도입)

Approach #4 -Security, Infrastruc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분야별로 안정성이 검증된 공개S/W목록을 만들어 보급하기)

Approach #5 - Advocating FOSS Products (OSS 장려)

• 미국방부의 공개S/W정책

- Approach #3과 #4를 혼용하여 적용하기를 권고함.



OSS 도입 시 예측되는 결과

Short Term Long Term

Low

High

Cost

Security

Capability

(baseline)

단기적
비용 상승

장기적 - 보안, 가동율 향상

[출처] Use of Free and Open-Source Software (FOSS) i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MITRE, 2002.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