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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의 특징

• 신뢰성

• 성능

• Scalability

• 보안

• 시장점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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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의 특징

• 신뢰성

• 성능

• Scalability

• 보안

• 시장점유 – Total Cost of Ownership 

• 기타



TCO
(Total Cost of Ownership)

• [Cost]
– 공짜 Software

– 저가 Hardware – OSS는 다양한 기종에 거의 모두

Cost Linux

(Any CPU)

Solaris

(Sparcs 만)

Windows

(Intel 만)

Purchase $37,511 $345,400 $38,524

Year 2 $252 $21,083 $259

Year 3 $252 $21,083 $259

Total $38,015 $387,566 $39,042

(Robert Frances group, 2002)



is powered by  thousands of Linux servers 

“Linux offers best price-for-performance ratio”

– Amazon

cut technology expense by about 25 percent,

from $71 million to $54 million



Hidden Cost?



Hidden Cost?

• Software 무료

• Hardware 저가

• 유지보수

• Conversion 비용

• 교육비 등





국내 인력 일자리

국내 기업 – 유지보수/상담/교육

SW 기술축적 – 국내산업 경쟁력

OSS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그 나라 안에서 유통된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은 거의 모든 회사가 리눅스도 쓴다



OSS는 전세계 IT 의 본류 - Mainstream 이다



OS뿐 아니라 OS-위,  OS-아래 모두 OSS 확산중



OSS Trend가 계속될까?
Dirk Riehle, The Economic Motivation of Open Source Software: Stakeholder 

Perspectives, pp. 25-32, IEEE Computer 2007 April.

•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Software Vendor)

– SW는 1등에 크게 유리

– 2등 회사의 선택은?  OSS 화

– Download 수 대폭 증가

– 패러다임의 변화: SW Sales  OSS 교육/유지보수/개발

• OSS를 사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 (예: SAP)

– 원가를 낮출 수 있다 – 최종 소비자는 서비스 질에만 관심

• 소비자

– 불확실한 미래 – 다양한 player과 연계, interoperability가 중요

– Proprietary Software – 비 표준 인터페이스

• 개발자

– 과거: 개발자의 이름은 묻히고 회사의 이름만

– OSS: 개발자의 이름/제품 전세계에 알려짐



당신 미래를

상용 SW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가? 



의사결정 체제

“ OSS는 개발 방향을 결정할 때

특정 국가나 특정 회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비영리기관이

open decision-making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s definition of open standards



기술 종속 탈피



기술 종속문제 해결

• [Source Code is Open]

– Lock-in

– 외국 회사에 종속

• [소프트웨어 교육] 

– 풍부한 교육자료

• 소스코드,   책,   논문,  도우미,   커뮤니티 등

– Free – modify/공유/take home … 모두 허용되어 있음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유일한 길]

– 모든 분야에 SW가 갈수록 중요



산업체별 소프트웨어의 비중



원가의 70%가 SW 

기능의 80%가 SW 

수입의 50%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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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OSS 도입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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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보고

“저개발 국가도

공공기관부터

OSS화 중

mandate로 입법화”





• "... Policy for Free Software Use for the Federal State"
bill was presented to Argentina's House of Congress in
April 2001 and called for mandatory government use
of OSS....

• ... Brazil was the first administration to pass a law
making OSS use mandatory in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non-government-managed utilities ...

• ... Peru congressman Edgar Villanueva has introduced
Bill 1609, "The Use of Free Software in Public
Administration", to mandate the use of OSS in all
government systems...

• ... In October 2005, the Government of Venezuela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mandate the use of
OSS in its public administration ...

UN 보고서







Brazil (p 1406)

• 2003 룰라 대통령 취임하며-major policy.

• 정부 주도 OSS movement

• 공공기관부터 OSS로 갈 것

• 절대다수 정부부처가 OSS로 이행중



독일-Munich 시청 (p. 1405)

• 2003년 부터 기획 시작

• 14,000 대의 workstations 

• €€35 million의 전환비용

– OS Linux

– 문서 OpenOffice.org 

– web browser Firefox  

– e-mail Thunderbird 

– 기타



결론

• 예산 절감

• 외화 유출

• 보안

• 기술종속 탈피

• 일자리 창출

• SW 기술 따라 잡기

•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 “Why OSS/FS? Look at the Numbers!”

http://www.dwheeler.com/oss_fs_why.html
• “Use of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in the US Dept. of Defense” (MITRE,   

sponsored by DISA)
• President's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PITAC)-Panel on Open Source Software for High End Computing, October 2000
• “Open Source Software (OSS) in the DoD,” DoD memo signed 

by John P. Stenbit (DoD CIO), May 28, 2003
• Center of Open Source and Government (EgovOS)

http://www.egovos.org/
• OpenSector.org http://opensector.org
• Open Source and Industry Alliance http://www.osaia.org
•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
•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www.fsf.org
• OSS/FS References

http://www.dwheeler.com/oss_fs_ref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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