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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좁은 땅덩어리에 천연자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된 것은 IT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처에서 IT 산업 전체의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이야기할 때, 소위 ‘샌드위치론’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된다. 우리나

라가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 끼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를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증가가 실제 성과로 연결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간정보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매년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

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물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

아보기 힘들다. 이는 개발된 기술들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과거나 현재나 외국 공간정보기술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는 외국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공간정보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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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기술개발 접근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995년 국가GIS 구축사업이 시작된 이후 공간정보기술은 폐쇄적 독점

적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공간정보시장 

환경 변화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선진 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급격한 시장 

환경변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술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폐쇄적 독점적 

소프트웨어 방식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메커니즘을 체계화

하고 활성화시키는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존의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방식과 대비되는 오픈소스 사고와 오픈소스 개발전략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개

념, 접근방법, 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하고,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국가의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서 이 연구가 의도한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공간정

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

다.

2011년 9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iii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연구개요

1995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0년까지 공간정보기술 연

구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물이 어디에서 사용

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개발된 기술들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의 선진 공간정보기술

(SW)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기술이 개발되었다. 과거나 현

재나 외국 공간정보기술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는 외국 공간정보기

술의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공간정보

기술 개발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환경을 극복하고, 공간정보기술개발 가

치사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첫째, 공간정보기술개발 혁신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기

술개발 혁신 접근방법을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연계시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기반으로 플랫폼 개념을 도입한 공간정

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기술개발  범위는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기획부

터 개발된 원천기술을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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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보기술개발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정부가 주도하는 공간정보기술 

R&D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은 공간정

보기술개발(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일련

의 수단(방법)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누구나 라이선스에 따라 수정, 갱신,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정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방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후자 두 경우의 의미는 개방형 

혁신 개념과 상당히 일치한다.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

술개발 혁신체계로 통합한다. 그리고 개방형 혁신 개념이 내재된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개발방식을 「오픈소스 개발전략」, 그 철학을 「오픈소스 사고」라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과 GIS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

한다. 시대적으로 2005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GIS라는 용어를, 그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간정보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연구는 공간정보시장 환경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민간기업 경영자, 최근

의 공간정보기술 발전동향을 관찰하고 있는 대학 교수, 공간정보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원 등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술 개발 추진현황을 포함

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방형 혁신 방법론, 플랫폼 등에 대한 개념, 사례 등을 

문헌 및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분석했다. 또한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 기법을 적용했다. 

제 2 장  공간정보기술개발 체계와 전략

공간정보기술개발은 국가GIS 기본계획 기간에 따라 추진되었다. 공간정보기

술개발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공간정보기술 R&D는 공간정보시장에서 활용

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대상범위는 크

게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공간정보기술 R&D와 R&D로 개발된 원천기술의 시장

에서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 기법을 이용해 <그림 1>와 같은 인과루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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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인지도

외산공간정보기술의시장진입 가능성

국가공간정보기술R&D 예산

공간정보기술R&D환경 전문 인력수요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

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수준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화 마케팅
+

국산 공간정보기술 수익 모델 확보

+

기업공간정보기술개발투자(R&D)

국가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R&D)

+

공간정보기술개발 포트폴리오 전략

국가공간정보기술R&D 정책

+

+

+

+ +

공간정보기술R&D정책 담당자마인드

공간정보기술R&D 성과

+ + +

공간정보기술표준
+

전문인력공급 +

공간정보기술 R&D수행전략

+

+

국산공간정보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
+

+

+

외국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선호도
+

국내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선호도

+

+

공공/민간/해외공간정보시장 규모

+

외국의공간정보정책충족성
+

R1

R3

기업공간정보기술상용화 투자 +

+

국내공간정보기업의기술개발 투자역량

+

+

공간정보기술R&D 산출평가
+

+ -

+

-

-

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
+

+
투자재원확보+

+

외국정책 맞춤마케팅전략
+

판매 마케팅

국내공간정보기업마케팅 전략

+

+

+

+

+

공간정보전문가 집단

+

R2

R4

마케팅전문인력+

전문인력양성
+

기업 공간정보기술 상품화 전문인력

+

+

+

R5R6 외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 사례 루프

공간정보기술실용화 루프(해외시장 진입)공간정보기술R&D 루프

공간정보기술실용화 루프(국내시장 진입)

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루프

외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

전문인력루프

상품화가능성

+

공간정보국내표준 공간정보국제표준

+ +

외국산공간정보기술인지도

+

오픈소스공간정보기술(SW)

-

+

<그림 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인과루프지도



vi

1995년 이후 공간정보기술 R&D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으나, R&D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일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직 목표 달

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간정보기술개발 순환체계

가 정책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유은 순환체계의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의 인과루프지도

를 중심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체계 작동의 장애요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공간정보기술 R&D 루프에서 첫째, 우리나라에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공간정보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

업으로 투자 역량이 부족하고, 수익모델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공간정보 

표준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공간정보기술 R&D정책이 과거의 관

행을 답습하고 있다.

공간정보기술의 실용화 루프에서 첫째,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은 오픈소

스 공간정보기술(SW)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R&D로 개발

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활용사례를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일 계획적인 방안이 없다. 

셋째,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체계, 마케팅 전문인력, 위험

부담 능력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다. 넷째, 현재 공간정보기술 R&D사업에서 외

국의 선진 공간정보기술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미흡하다.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그

림 2>). 첫째, 공간정보기술 R&D가 실제 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둘째, 많은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된 연구 산출물이 전 사회적으

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셋째, 연구기관이나 연구진들이 각 연구과제를 폐쇄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이미 개발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거의 동일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된 산출물이 일종의 ‘무형 자산’으로서만 연구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에 존재한다. 여섯째,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전형

적인 ‘짧은 꼬리(Short Tail)’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 자체에만 집착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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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재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추진 모형도

이상에서 분석한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

의 메커니즘, 개발환경, 개발전략 등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

개발 전체 메커니즘이 체계화 및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정

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이 시장 환경과 조화를 이뤄 작동하게 하는 개발전략이 적

절하지 못하다. 셋째,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메커니

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흡하거나 미숙하다는 것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기술개발환경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개발전략의 역할은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가치사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 3>과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개

발전략-개발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인 폐쇄적 독점적 기술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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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간정보기술개발 체계와 전략의 개선방향

제 3 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소프트

웨어와 소스 코드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

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비되는 개념은 ‘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혹은 ‘폐쇄 소스 소프트웨어(Closed Source Software)’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 관점에서 공간정보기술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

한다는 것은 기술개발의 경제성이 높고,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시장경쟁과 기술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잘 활용할 경우, 선진국과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격차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선도국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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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개발자 그룹이 커뮤니티를 통

해 소프트웨어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그림 4>). 이는 ‘핵심 

소프트웨어(Core Software)’ 개발에 집중하고,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철학을 유지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이다(<그림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처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라이선스에 따라 수정, 갱신,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자체를 총칭했다. 그러나 현재 특정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방식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그림 4>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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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개념

전통적인 연구개발(R&D) 관리모델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서 기술혁신을 이

룬 후,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

는 선순환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인력이 개발되

고, 이러한 인력은 외부로 나가 벤처창업을 할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도움을 

받아 주식시장 상장을 수행한 후 다시 새로운 기술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그림 

6>). 이는 조직 외부에서도 중요한 혁신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이 연구개발을 위해 내부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이디

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제품화는 해당 조직의 내적 경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경영전략이다. 이는 개방형 혁신 방법론으로 자

리잡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개념적 관점에서 기술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일 밑바닥의 기술개발로부터 혁신하는 상

향식 접근으로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과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를 기술개발 혁신체제로 통합한다. 그리고 개방형 혁신 개념이 내재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오픈소스 개발전략」이라 하고, 그 철학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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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오픈소스 사고(open source thinking)」라고 한다. 오픈소스 개발전략과 오

픈소스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의 참여와 교류에 의한 개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 참여와 교류를 촉진시켜 공간정보기술개발을 가장 잘 실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플랫폼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공간정보기술개

발의 다양한 참여자 그룹의 요구를 중개해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참여자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적인 유무형의 구조물 

혹은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오픈소스 

개발전략에 따라 구축되고, 오픈소스 사고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갖

추어야 한다.

<그림 6> 전통적 연구개발 선순환 모형의 붕괴 과정

제 4 장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공간정보기술개발이란 공간정보기술 R&D부터 개발된 기술을 상품으로 만드

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크게 공간정보기술 R&D, 개발기술 관리, 개발기술 상품

화로 구분된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의 가치사슬을 의미하며, 이 가치사슬이 

끊김 없이 이어져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

사슬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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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R&D 혁신전

략’, ‘중매전략’, ‘비즈니스전략’ 등으로 기술개발전략을 구분한다(<그림 7>).

그리고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핵심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그림 8>과 같이 적용한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기술

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

을 제시한다. 공간정보기술 R&D 특성에 적합한 Outside-In 전략을 바탕으로 「오

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이미 성능

과 안전성이 검증된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를 공간정보기술 R&D에 적극 활용

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개발기술 관리의 특성에 적합한 Inside-Out 전략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중매」전략을 제시한다.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기술을 과감하게 공개하

여, 조직 외부에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과 

공유의 전략이다. 개발기술 상품화 특성에 적합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바탕

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개방과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이 

‘플랫폼’이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연계

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실현하는 장으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그

림 9>). 공간정보기술개발 인프라는 기술, 정보 등을 저장 및 관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정책, 지침, 표준 등으로 구성된다. 

오픈소스 사고는 개방형 혁신 개념이 내재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의 

철학이나 사상이다.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와 Outside-In 및 Inside-Out은 공간정보

기술개발의 혁신전략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술 개발활동은 플랫폼을 기

반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모든 가치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국내외의 전문가, 기업, 정부 등 참여자에 의해 오픈소스 사고

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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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발전략

<그림 8> 공간정보기술개발 혁신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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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개념모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 결과로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는 첫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통합 체계화한 기술개발 접근방법의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 둘째,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전체 가치사슬을 끊김 없이 연결시킨 개발전략을 제시했으

며, 셋째,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을 플랫폼 사고 기반의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했

다는 것이다. 정책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현재 공간정보기술개발에서 나타나

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을 체계화하고 재정비

하는 틀로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단계(부분)와 전체를 동시에 고려

했으며, 둘째, 가치사슬 활동 메커니즘의 체계화를 위해 상향식 개념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향식 개념의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접목했고, 셋째, 메커니즘의 

작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전략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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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고, 또한 법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참여 유인방안,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의 파

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본 연구의 한계 모두가 향후 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구체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전환된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모의실험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에 개방형 혁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을 접목하여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이 전략을 수행할 체제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기본 사고(thinking)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개방적 수평적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개

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취사선택해 이용하고, 현재 사장되어 있는 공간정

보기술 연구개발 산출물을 과감하게 오픈소스로 전환해야 한다. 향후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에서 오픈소스 개발을 의무화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색인어 _ 공간정보,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GIS, 공간정보가치사슬, 개방형기술혁신,

개발전략, 오픈소스 사고, 오픈소스 개발전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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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공간정보기술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

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의 발

생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그래

서새로운 기술개발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 본연구의배경이다. 이를 위해공간정보

시장 환경에적응성이 높은 공간정보기술을개발할 수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연구는공간정보기술개발가치사슬에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발전적개념, 개방형

혁신방법론, 플랫폼등의개념을융합적용한다. 연구방법은산 학 연협동연구로추

진하고,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

기법을 활용한다.

1. 연구배경 

2년 전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지금과 같

이 절대적일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언론, IT 전문

가, 정부 기관 관계자 등은 아이폰의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많이 예상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의 경쟁능력과 시장 예측력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아이폰이 한국에 도입된 지 2년, 그리고 아이패드가 한국에 도입된 지 1년 6개

월이 조금 지난 지금, 우리나라 IT 산업 전체의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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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말이 소위 ‘샌드위치

론’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들의 추격 속에 끼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한 휴대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업체의 위기 또한 이러한 ‘샌드위치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를 증가시키고 있다(<표 1-1>)1).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투자 증가가 실

제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Rank Country
Expenditures on R&D

(billions if US$, PPP)
% of GDP PPP

1 United States 405.3 2.7%

2 China 153.7 1.4%

3 Japan 144.1 3.3%

4 Germany 69.5 2.3%

5 South Korea 44.8 3.0%

6 France 42.2 1.9%

7 United Kingdom 38.4 1.7%

<표 1-1>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비 순위(PPP 기준, 2011)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과거와 달라진 세계 시장환경 변화 때문이다. 최근의 시장환경은 변화의 

불확실성, 높은 위험, 짧아진 제품생애주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서 무조건적인 연구개발 투자증가는 과도한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둘째, 단기간

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해서 빠른 속도로 선진국과 선도기

1)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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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따라 잡겠다는 소위 빠른 추적자(Fast Follower) 전략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뒤쳐졌을 때는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방(Copy Cat) 전략으로 세계적인 혁신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선도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고급기술 확보는 모방으로 어

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GIS 분야의 연구개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산출물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개발된 기술들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기술은 외국의 선진 공

간정보기술(SW)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과거나 현재나 외국 공간정보기술의 국

내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는 외국 공간정보기술의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한 기술을 개발했는지 모르나,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

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공간정보기

술개발 가치사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1995년 국가

GIS 구축사업이 시작된 이후,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은 독점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따르고 있다. 현재의 환경변화, 공간정보시장의 수요특성, 우리나라의 공

간정보기술 역량 등이 고려된 기술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공간정보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간정보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

자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공간정보기술개발은 세계적인 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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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해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하고, 공간정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한정된 연

구개발 자원을 더 중요한 곳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속도와 질을 향상

시킬 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 외국기업의 특정 공간정보기술(소프트웨어)의 종속성

을 극복하고, 공간정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공간정보기술개발 혁신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을 공간정보기

술개발 가치사슬과 연계시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기반으로 플랫폼 개념을 도입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용어 개념정의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공간정보기술개발 범위는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기획부터 개발된 원천기술을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과정(process)을 공간정보기술 R&D, 개발기술 관리, 개발기술 

실용화로 구분한다. 공간정보기술 R&D는 R&D 기획부터 기획된 기술(SW, HW 

등)의 개발까지를 의미한다. 개발기술 관리는 R&D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유지관

리, 제공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개발기술 실용화는 R&D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로 만드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간정보기술 R&D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은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의 목표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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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일련의 수단(방법)들을 총칭하는 의미

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은 공간정보기술개발정

책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기술 개발방법이 

독점적 소프트웨어 방식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하자. 그

런데 공간정보기술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로 개발할 것인지는 정책담당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와 같

은 행위는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수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다. 다시 말해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법)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

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선택한 수단들을 총칭해서 공간정보기

술 개발전략이라고 한다. 

2) 용어 개념정의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의미로 사용한

다. 첫째는 누구나 라이선스에 따라 수정, 갱신,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나 

OSI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조건에 부합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셋째

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후자 두 경우의 의미는 개

방형 혁신 개념과 상당히 일치한다. 개방형 혁신은 개념적 관점에서 기술혁신방

안을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이라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일 밑바닥에서 기

술개발로부터 혁신하는 상향식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한 기술개발 혁신체계로 보고자 한

다. 이는 개념과 그 개념을 실현하는 기술개발을 하나로 체계화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 개념이 내재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

식을 「오픈소스 개발전략」, 그 철학을 「오픈소스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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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간정보기술과 GIS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보통 공간정보기술은 전통적인 GIS뿐만 아니라, RS, GPS, LBS 등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은 전통적인 GIS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시대

적으로 국가GIS를 도입하던 1990 년대 중반에는 GI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

만, 현재는 공간정보기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2005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GIS라는 용어를, 그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

우는 공간정보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산 학 연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공간정보시장 환경을 가장 잘 파

악하고 있는 민간기업 경영자, 최근의 공간정보기술 발전동향을 관찰하고 있는 

대학 교수, 공간정보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원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참여기

관의 역할을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민간기업 경영자는 공

간정보기술 R&D로 개발된 결과의 상용화 전략을 연구했다. 대학 교수는 공간정

보기술 R&D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다. 연구원은 전체를 국가 정책 관점에서 통합

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수행했다. 공간정보기술 개발 추진현황을 포함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방형 혁신 방법론, 플랫폼 등에 대한 개념, 사례 등을 문

헌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술개발체계를 분석

하기 위해 공간정보기술개발에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 기법을 적용해 분석

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인 독점적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틀과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 개방형 혁신 방법론, 플랫폼 등의 기본 개념을 접목하고 융합해 공간정보기

술 개발전략을 도출한다. 하향식 접근인 개방형 혁신 개념과 상향식 접근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적 개념을 접목해 본 연구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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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과 개선과제

본 장에서는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된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체계, 전략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각 기본계획 기간에 추진된 공간정보기술

개발의현황을분석한다. 현재 공간정보기술개발이이뤄지는체계를대상으로시스템

사고 기법을 적용해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발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사업을추진하는실무적관점에서공간정보기술연구개발전략의문제점을분석

한다. 이상의분석을종합하여공간정보기술개발의개선과제를도출하고, 과제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1. 공간정보기술개발 추진현황2)

1)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한 공간정보기술개발

처음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당시(1995년) 우리나라의 GIS 관

련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했다. 대학에서 GIS 관련 전공학과는 측량, 토목, 전산 

등이 전부였다. 공간정보를 다루는 편집,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수의 소

프트웨어가 있었을 뿐이다. 국가GIS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핑 소프트웨어, GIS 기

본소프트웨어, DB Tool 등이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소프트웨어는 GeoGPG(IBM), ArcInfo(ESRI), MGE(Intergraph) 등이 

2) 여기에서 공간정보기술개발은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한 R&D 중심의 기술개발을 의미하며, GIS활용

체계 개발 등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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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GIS 활용은 광주광역시(GeoGPG, 상수도관리), 국토연구원(ArcInfo, 공간

자료분석 등 연구지원) 둥 몇몇 공공기관이 도입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국산 GIS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GIS 구축사업을 추진해 관련 시

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경우, 외국산 기술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GIS 기술

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

원회의 기술분과위원회가 GIS관련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건설교통부, 2002).

GIS기술개발사업은 매핑기술, 기본S/W개발, DB Tool개발, 시스템통합 기술의 

네 가지 중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중과제는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

다. 기본 소프트웨어 중과제는 중간진입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영국 Laserscan사의  ‘Gothic’이라는 상용 GIS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구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GI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GIS 기술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와 민간이 50%의 동일한 비율로 투

자하였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적

으로 필요한 GI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GIS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참여도에 따라 개발

된 소프트웨어의 상품화 권리를 갖는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는 기업의 영

역이고, 또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GIS개발사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하는 유인책이기도 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 동안의 1단계 사업의 전체 연구비는 정부의 국가

지원금 114억6천 3백만 원과 민간투자비 107억 2천 7백만 원을 합쳐 총 229억 

1천만 원으로 계획되었다(건설교통부, 2002). 사업추진 과정에 계획의 변경 등으

로 2000년까지 204억 원이 투입되었다(건설교통부, 2006). 

2002년도 GIS 소프트웨어 사용경험 조사 결과 67.6%가 ArcInfo, ArcView, 

ArcGIS 등의 ESRI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건설교통부, 2002). 그 밖에 

AutoCad, AutoCADMap, MapInfo, GEOMania, MapObject 등의 GIS 소프트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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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GIS활용체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사용된 GIS

소프트웨어가 국내 제품보다는 외국 제품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GIS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국내 GIS 

S/W의 기술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2)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한 공간정보기술개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공간정보기술개발(국가GIS 기술개

발)은 제1차 기본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은  

기술분과위원회가 담당하고, 종합적인 공간정보기술(GIS)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

러나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 기간 중에는 개별분야별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정

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과 GIS 활용체계 구축사업에 필요한 GIS 기술

을 개발하고자 했다(건설교통부 2006). 

기술개발분야는 개방형 LBS컴포넌트, 고정밀 위성영상처리, 개방형 GIS컴포

넌트, 3차원 GIS소프트웨어,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통합 처리 등이다. 국가GIS 

기술개발 부문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GIS 기술개발 부문사업에는 약 227억원

이 투입되었는데, 이 예산은 당초 계획예산 805억 원의 약 28%에 해당된다. 전체 

집행예산 중에서 약 34%는 멀티센서공간영상정보통합처리기술개발사업에 투자

되었으며, 33%는 고정밀 위성영상처리 기술개발 사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은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

태에서 추진되었고, 국가GIS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였다(건설교통부, 2006). 또한 타부문의 사업에 비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

은 것으로 인식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첨

단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활용 고도화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민․관의 소

극적인 협력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생산된 기술의 상용

화 추진이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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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한 공간정보기술개발 

제3차 국가GIS 계획기간 중의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공간정보기술 R&D 사업3)으

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GIS와 융․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세

대 GIS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 시설물 지능화 

기술, 공간정보 기반인프라 기술, 국토 모니터링 기술, u-GIS 기반 건설정보화, 

u-GIS 핵심 융·복합 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사업

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47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비전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단장이 연구과제를 전체

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있다4).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 시험평

가 - 성과확산 연구사업의 전 주기적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사업단장에게 핵

심 및 세부과제 구성, 연구팀 편성, 연구비 배정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조직은 R&D 사업시행을 실무 대행하는 기관과 실제 연

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단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실무대행기관으로 한국건설교

통기술평가원은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단 사전기획, 진

도점검, 단계(중간)평가, 기술확산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

회, 평가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 사무국과 과제총괄

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과제총괄위원회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

요 사항의 심의·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단 사무국은 세부과제 기획, 선정·평

가, 진도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련된 업무 수행한다. 사업단은 사무국 - 핵심주관

기관 - 세부연구기관 - 위탁기관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었다.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고려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추진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성과지표를 준용하되, 실용화 관

3) 이 연구는 이상의 사업을 총칭해서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이라고 함

4)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평가원. 2006.9.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로드맵(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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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표들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강화했다.

2. 공간정보기술개발 체계와 전략 분석

1) 공간정보기술개발체계 분석

(1) 공간정보기술개발체계의 인과관계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범위와 단계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개발된 공간정

보기술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최종소비자는 구매한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공간정보기술개발 활동의 특성에 따라 보

면, 공간정보기술 R&D, 개발기술 관리, 개발기술 실용화(활용 포함)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을 구성한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술개발은 공간정보 원천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범위는 전체 가치사슬 활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공간정보기술 R&D

는 공간정보시장에서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 대상범위는 크게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공간정보기술 

R&D와 R&D로 개발된 원천기술의 시장에서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 기법5)을 이용해 <그림 2-1>와 

같은 인과루프지도6)를 작성할 수 있다. 

공간정보기술 R&D의 산출물(outputs)은 공간정보기술(SW)이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간정보기술 R&D 환경이며, 이 환경은 여러 영향요인들

5) 시스템 사고란 어떤 현상을 구성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고리들의 연결 관계로 파악하여, 현상

을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현상(시스템)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패턴

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는 접근방법

6) 화살 끝의 (-) 부호는 화살 시작 부분이 화살 끝 부분에 음의 영향을, (+)부호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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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경제적 측면의 영향요인은 국가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이다. 기술

적 측면의 요인은 공간정보기술 전문인력이다. 기술개발정책 측면의 요인은 공

간정보기술 R&D 수행전략이다. 수행전략은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지침

으로 정책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공간정보기술 개발방

식 중에 폐쇄적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하며, 이

는 일단 결정되면 사업수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수행전략이나 국가 

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는 공간정보기술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책은 

담당자, 전문가 집단 등에 의해 수립되고, 단기적으로 전차 사업의 산출물의 평

가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공간정보기술 R&D 성과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영향요인들의 관계가 공간정보기술 R&D 루프(R1)(파란

색 링크)를 형성한다.

공간정보기술 R&D로 개발된 산출물(outputs)인 공간정보기술(SW)은 공간정보

시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은 공간정보기술 R&D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바

탕으로 상품화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공간정보기술(SW)을 상품으로 만든다. 그

리고 판매 마케팅을 통해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 인지도를 향상 시키는 투자를 

수행한다. 이는 국내외 고객의 국산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시장진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수익모델 확보 

가능성도 높아진다. 수익모델이 실현되어 투자재원이 확보되고, 이는 다시 기업

에 의한 기술개발투자와 마케팅 전략에 투자되는 재원이 된다(국내 시장 진입 루

프 R3). 또한 외국의 공간정보정책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당 국가의 공간

정보정책에 충족성을 높일 경우, 외국 고객의 국산 공간정보기술 선호도가 높아

지고, 이는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의미한다(해외 시장 진입 루프 R4). 

이와 같은 영향요인들의 관계가 공간정보기술 실용화 루프(루프 R3과 R4)(빨간

색 링크)를 형성한다.

국산 공간정보기술의 시장 진입은 활용사례를 만들고, 이는 다시 국산 공간정

보기술 상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루프 R5). 그러나 국내외 고객의 

국산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경우, 외산 공간정보기술의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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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외국산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사례를 향상시키며, 결과

적으로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 인지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루프 

R6). 

또한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공간

정보기술 R&D를 위해 고난이도 기술수준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정보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 공간정보 전문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

는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공간정보기

술개발과 전문인력은 루프 R2와 같은 인과루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은 여러 순환루프들이 연결되어 크고 복잡한 전체 

순환루프로 이루어진다. 공간정보기술 R&D 루프(R1)는 링크 (R&D로 개발된 공

가정보기술(SW)→상품화 가능성→공간정보기술 상품 수준)로 공간정보기술 실

용화 루프(R3, R4)와 연계된다. 반대로 공간정보기술 실용화 루프(R3, R4)는 링크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역량→기업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R&D)→

공간정보기술 R&D 환경)로 공간정보기술 R&D 루프(R1)와 연계된다. 공간정보

기술 활용사례 루프(R5, R6)는 링크 (국산 공간정보기술 활용사례→공간정보기

술 R&D 성과→국가공간정보기술 R&D 정책)로 공간정보기술 R&D 루프(R1)와 

연계된다.

(2) 인과관계 분석에 의한 공간정보기술개발체계의 문제점

1995년 이후 공간정보기술 R&D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으나, R&D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일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직 목표 달

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공간정보기술개발 순환체계가 정책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순환체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의 인과루프지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체계 작동의 장애요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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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인지도

외산공간정보기술의시장진입 가능성

국가공간정보기술R&D 예산

공간정보기술R&D환경 전문 인력수요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

국산공간정보기술상품 수준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화 마케팅
+

국산 공간정보기술 수익 모델 확보

+

기업공간정보기술개발투자(R&D)

국가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R&D)

+

공간정보기술개발 포트폴리오 전략

국가공간정보기술R&D 정책

+

+

+

+ +

공간정보기술R&D정책 담당자마인드

공간정보기술R&D 성과

+ + +

공간정보기술표준
+

전문인력공급 +

공간정보기술 R&D수행전략

+

+

국산공간정보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
+

+

+

외국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선호도
+

국내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선호도

+

+

공공/민간/해외공간정보시장 규모

+

외국의공간정보정책충족성
+

R1

R3

기업공간정보기술상용화 투자 +

+

국내공간정보기업의기술개발 투자역량

+

+

공간정보기술R&D 산출평가
+

+ -

+

-

-

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
+

+
투자재원확보+

+

외국정책 맞춤마케팅전략
+

판매 마케팅

국내공간정보기업마케팅 전략

+

+

+

+

+

공간정보전문가 집단

+

R2

R4

마케팅전문인력+

전문인력양성
+

기업 공간정보기술 상품화 전문인력

+

+

+

R5R6 외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 사례 루프

공간정보기술실용화 루프(해외시장 진입)공간정보기술R&D 루프

공간정보기술실용화 루프(국내시장 진입)

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루프

외국산공간정보기술활용사례-
+

전문인력루프

상품화가능성

+

공간정보국내표준 공간정보국제표준

+ +

외국산공간정보기술인지도

+

오픈소스공간정보기술(SW)

-

+

<그림 2-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인과루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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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기술 R&D 피드백 루프

공간정보기술 R&D 루프(R1)는 국가 공간정보기술 R&D 정책→공간정보기술 

R&D 환경→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공간정보기술 R&D 산출평가→

국가 공간정보기술 R&D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루프 R1의 핵심 요인은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이고, 이는 공간정보기술 R&D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술 R&D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전문인력 

공급이다. 새롭게 발생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은 증가

하게 된다(전문인력 수요 →전문인력 양성). 그러나 양성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

리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공급이 늦어진다(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공급)7). 문

제는 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기술 R&D에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을 보유한 기술

인력이 충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기업의 공간정보기술(SW) 개발투자가 공간정보기술 R&D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투자는 현재이든 미래이든 수익창출을 전제로 한다. 따라

서 기업이 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창출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이는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을 상품화하

기 위한 추가 기술개발, 마케팅 등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그림 2-1>에서 영역 

㉮). 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기업이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한 투자를 할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공간정보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기업으로 투자 역량이 부족하고, 수익모델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히 표준

을 적용해야 한다. 표준은 공간정보기술 R&D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표준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적합성을 검토해 적용해야 하고, 없는 경우 신규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내 표준을 어떻게 국제 표준으로 만들 것인

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공간정보기술 R&D에 적용된 국내 표준과 그 이

7) <그림 2-1>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공급을 잇는 링크 위의 두 사선은 시간지연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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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개발된 국제 표준이 상이할 경우,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의 글로벌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는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R&D에 적용할 국내 및 국제 표준으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할 표준전문가가 충

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공간정보 표준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국가 공간정보기술 R&D정책이 공간정보기술 R&D 루프(R1)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정책은 루프 R1의 주관기관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공간정보기술 R&D정책은 공간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정책 

담당자의 마인드로 결정된다. 이 정책에 의해 국가의 공간정보기술 R&D의 예산, 

포트폴리오 전략, 정책시행전략 등이 결정된다. 또한 전기의 공간정보기술 R&D 

의 산출(outputs)8)과 성과(outcomes)9)가 차기의 공간정보기술 R&D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은 처음에는 기존의 공간정보기술 R&D 환경

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마련되지만, 한번 결정되고 나면 이것이 공간정보

기술 R&D 환경의 핵심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기술 R&D정책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기술혁신 촉진보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실용화 피드백 루프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은 사장되거나 공간정보시장에서 활용된다. R&D

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실용화 피드백 루프는 기업 공간정보기술 상용화 투

자/마케팅→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 수준→국산공간정보기술 상품 인지도→국

내외 고객의 국산공간정보기술 선호도→국산 공간정보기술 시장 진입 가능성→

국산 공간정보기술 수익모델→투자재원→기업 공간정보기술 상용화 투자/마케

팅으로 구성되는 중심 순환체계(루프 R2)에 또 다른 몇 개의 순환체계가 연결된 

8) 이는 공간정보기술 R&D의 산출물(outputs)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의미함

9) 이는 공간정보기술 R&D의 성과(outcomes)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의미함(<그림 2-1> 공간정보기술 

개발성과 루프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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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은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SW)10)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SW)과 비교 경

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은 공간정보시장에서 

적용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미 개발되어 소스 코드가 공개되고,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이 있다면, 기업은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R&D는 국가 주도로 추진되지만, 개발된 이후 상품화는 기

업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은 R&D로 개발된 원천기술에 추가투자를 통

해 상용기술로 만들고, 또한 포장, 매뉴얼, 홍보 등을 위한 마케팅을 통해 새로 

개발된 기술의 상품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의 상품화 투자는 

새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수익모델 확보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결

정은 새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국내외 공간정보시장 진입 가능성에 의해 이

루어지는데, 이는 국내외 고객의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고객의 

선호도는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 인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그림 2-1>에서 

영역 ㉯).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의 인지도는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기

업의 추가투자와 국산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사례로 형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

움이 있다. 첫째, R&D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일 경우 활용사례가 없어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활용사례가 발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그림 2-1>에

서 국산 공간정보기술 활용사례 루프(R5), 국산 공간정보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

성 → 국산 공간정보기술 활용사례). 이와 관련하여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예 : 적용사례)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개발 성과의 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계획적인 방안이 없다.

둘째, 외국 고객에 대한 국산 공간정보기술 선호도는 해당국의 공간정보정책

10)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커뮤니티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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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 공간정보시장과 전혀 다른 시장을 위해 

새로운 마케팅을 해야 하고,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자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해외 공간정보시

장 진출을 위한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체계, 마케팅 전문인력, 위험부담 능력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다. 

셋째, 국산 공간정보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산 공간정보기술과 경쟁해야 

한다(<그림 2-1>에서 외국산 공간정보기술 활용사례 루프(R6)). 국산 공간정보기

술의 상품 인지도가 낮을 경우, 국내외 고객의 선호도도 낮고, 이는 외국산 공간

정보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국내외 공간정보시장에서 국산 공

간정보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

국산 공간정보기술이 국내외 공간정보시장에 진입할 경우, 외국산 공간정보기술

의 활용사례는 많아지고, 이는 다시 국산 공간정보기술 상품 인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2-1>에서 루프 R6). 공간정보기술 R&D 투자가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공간정보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런 현상 때문이다. 외국산 공간정보기술과 경쟁은 국내외 공간정보시장 모두에

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산 공간정보기술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공간정보기술 R&D사업에서 외국의 선진 공간

정보기술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미흡하다. 

2) 공간정보기술 R&D 개발전략 분석

국가의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공간정보기술 R&D로 시작된다. 이 가

치사슬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시작점인 국가가 주도하는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간정보기술 R&D는 공간정보기술

개발에서 첫 단계인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현재 공간정보기

술 R&D 사업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방법 등을 통해 5년 정도 기간의 개발사업을 

확정한 후, 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과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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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세부과제, 세세부과제 등으로 분류되고,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수

행한다. 수행기관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같은 전담 부서를 만들고 연

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국가와 기술개발에 참

여한 기관에 있다. 소스 코드는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기술 R&D는 폐쇄형 혁신 방식과 독점적 소프트웨어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2-2>). 첫째, 공간정보기술 R&D가 실제 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적절

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간정보기술 

R&D가 추진되었으나, 국산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림 2-2>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추진 모형도

둘째, 많은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된 연구 산출물이 전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연구 성과물이 있고, 또 어디에서 해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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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구하

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연구기관이나 연구진들이 각 연구과제를 폐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과제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향후 시스템 통합을 위

해 정보의 공유 및 교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 

사이에 수평적 수직적 정보공유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연구과제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무엇이 최종 성과인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연구 기관, 대학 내에서조차 잘 공유되지 못하고 개발에 참여

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밀로써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그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참여 연구진 몇 명에게만 공유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기관 및 대학의 연구 성과물

들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 공유 교류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이미 개발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거의 동일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C 언어로 개발한 뒤, 이를 다시 JAVA 

언어 기반으로 바꾸고, 다시 OGC 표준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재개발했다고 하자. 

이러한 과정은 IT의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

래한 결과가 된다. 

다섯째, 연구개발된 산출물이 일종의 ‘무형 자산’으로서만 연구기관이나 기업

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이 되겠

지만, 문제는 이 ‘무형 자산’이 기술 이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술의 유지보수나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고, 과거의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은 기간과 

예산에 맞춰 개발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개발이 종료되면, 그 상태에서 개발이 멈

추게 된다.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개발과 개선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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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여섯째,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전형적인 ‘짧은 꼬리(Short Tail)’ 전략

을 채택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 자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발된 기

술이 다른 기술들과 서로 융복함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가치와 틈새시

장을 발굴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간정보기술개발의 개선과제

인과루프지도 <그림 2-1>은 공간정보기술개발 영향요인들을 인과관계로 표현

한 것이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체계, 정책, 가치사슬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순환관계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순환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공간정보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간정

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이 정책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공간

정보기술개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메커니즘, 개발환경, 

개발전략 등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표 2-1>).

공간정보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는 첫째, 기술개발 전체 메커

니즘이 체계화 및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메커니즘이 <그림 2-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간정보기술개발 R&D 루프(R1)에서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이 공간정보기술 실용화 루프로 연계되어 작동되어야 한다. 국

가GIS 구축사업에서 공간정보기술의 R&D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공간정보기

술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R&D로 개발

된 공간정보기술을 공간정보시장에서 활용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R&D

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품질이 좋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아서 공간정보기술 

실용화 루프로 연계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이 루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

나 공간정보시장에서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사례를 찾아보기 어렵

다. 외국산 공간정보기술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활용사례가 없다는 것은 기업이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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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의 공간정보기술 개발투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을 체계화시키고 활성

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이 시장 환경과 조화를 이뤄 작동하게 하는 

개발전략이 적절하지 못하다.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의 구성과 작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앞에서 지적한 공간정보시장 환경이다. 공간정보시장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한 환경의 요구(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술을 생

산하면, 공간정보기술개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할 경우 막대한 개발비용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공간정보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개발전략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제표준활동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아 공간정보기

술개발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기업이 공간정보기술 개발했을 때 수익모

델 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기업이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SW)에 추가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

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는 현재의 폐쇄적 

독점적 기술개발방식이 시장 환경 특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기술 R&D의 개발전략을 개방형 기술혁

신 방법론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흡하거나 미숙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 개

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공간정보기술 R&D 환경이 열악하다. 공간정보기

술개발의 주체로 전문인력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의 공

간정보기술 수준에 비해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다. 국내 공간정보기업

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이다. GIS 중심의 전통적 국내 공간정보시장 규모가 근

본적으로 협소하고, 미래 시장 규모 또한 획기적으로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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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막대한 R&D 투자로

도 공간정보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상품화는 기업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화 투자가 매우 어렵다. 정부가 R&D로 개발

된 기술의 상품화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

업의 상품화 투자는 수익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의 상품화 지원에도 불구

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

게 된다. 또한 정부의 상품화 지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야기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개발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간정보기술개발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공간정보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과 같은 개발환경 개선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구분 개선과제 개선방향

메커니즘 - 공간정보기술개발 전체 순환체계가 형성되지 않음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체계화 
및 활성화

개발환경

(시장환경)

- 공간정보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
- 공간정보기업 역량 부족
- 공간정보 표준 인력 부족
- 공간정보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부족
- 협소한 공간정보시장

공간정보기술 개발 
역량 강화

개발전략

- 폐쇄적 독점적 기술혁신 한계
- 개발된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전략적 계획 미비
- 개발된 기술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 미비

공 간 정 보 기 술 
R&D의 개방형 기
술혁신전략

<표 2-1> 공간정보기술개발의 개선과제와 개선방향

3.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의 개선방향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은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연결로 이루

어진다. 이는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하는 가치사슬이다. 가치사슬은 상품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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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재료가 처음 투입되어 1차 재화가 생산되고, 이것이 2차, 3차 중간 생산 

및 유통을 거치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가치가 부가되는 현상을 설명하

는 이론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기획부터 개발된 원천기술을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림 2-3>)11). 공간정보기술 R&D는 국가 R&D 자금을 이용해 산학연 전문가

들이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개발 및 공급하는 개발자 중심의 활동이다. 개발기술

의 실용화는 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혹

은 서비스로 전환하는 수요자(기업) 중심의 활동이다. 그리고 개발기술 관리는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을 관리하고 공간정보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활동이다. 

<그림 2-3> 공간정보기술개발 체계와 전략의 개선방향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기술개발환경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개발전략의 역할은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을 

11) 최병남·신동빈. 2011.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정보기술 R&D 추진전략. 국토정책 브리프 제

327호.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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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가치사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 2-3>과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

개발전략-개발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인 폐쇄적 독점적 기술

개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6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3장∙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 27

3
C  ․ H  ․ A  ․ P  ․ T  ․ E  ․ R  ․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

본 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적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개방형 혁신 개념과

통합하여 공간정보기술개발의 기본 사고(thinking)와 개발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에서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지속적인발전가능성을 분석하기위해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오

픈소스소프트웨어가산업의중요축으로정책의관심대상인지를분석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적 개념과 상당히 일치하는 개방형 혁신 개념을

통합한기술개발혁신체계로오픈소스개발전략과오픈소스사고의개념을제시한다.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해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소프트

웨어와 소스 코드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용 소프

트웨어(Commercial Software)’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

12)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함



28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웨어에 대비되는 개념은 ‘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나 ‘폐쇄 소스 소

프트웨어(Closed Source Software)’가 더 가깝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Free)가 꼭 공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무료 소프트웨어(Freeware)’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표 3-1>). 

오픈소스소프트웨어(Open Source SW) 무료 소프트웨어(Freeware)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접근하고 이를 개작
할 권한을 가짐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는 공개되지 않고,

실행파일 형태로 무료로 배포됨 

원 저작자가 사라지더라도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사용자 그룹이나 개발자 그룹이 
소스 코드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개발

원 저작자가 사라질 경우 최종 버전이 마
지막 프로그램이 되며, 추가적인 개선이나 
개발이 불가능함 

이중 라이선스(Dual License) 등을 채택하
여 ‘유료’ 버전이 배포될 수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권
한 및 개작권한은 지속적으로 사용자나 
개발자에게 부여됨 

원 저작자의 사정에 따라 ‘유료’ 소프트웨
어로 전환되거나 라이선스가 바뀌는 경우
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표 3-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무료 소프트웨어의 차이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만족하여야만, 자유 소프

트웨어로 인정하고 있다. 

①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②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개작할 자유(따라서 소스 코드의 공개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③ 자신의 주변인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 

④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선한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전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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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에 혜택이 되게 하는 자유

이와 함께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비영리조직인 Open Source 

Initiative(OSI)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10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① 자유 배포(Free Redistribution)

특정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나 전부가 포함된 프로

그램 배포판을 재배포되지 못하도록 배포나 판매상의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 또

한 이러한 종류의 배포판에 대한 판매나 양도에 있어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소스 코드 공개(Source Code Open)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반드시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뿐

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배포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소스 코드를 제외한 상

태로 배포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체를 이용해서 제작 실비에 준

하는 비용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

터넷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머들이 개작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의로 복

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 처리기나 번역기에 의해서 생성된 중

간 형태의 코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s)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원 저작물의 개작이나 이를 이용한 2차적 프로그램의 창

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적 프로그램들은 최초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

던 라이선스의 규정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빌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목적으로 소스 코드와 패치 파일을 함

께 배포할 경우, 정상적인 빌드를 보장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안에 소스 코드의 

수정을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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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배포를 허용해야 하며, 

수정된 소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2차적 프로그램을 원래의 프로그램과 구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름과 버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⑤개인이나단체에대한차별금지(NoDiscriminationAgainst Persons or Groups)

라이선스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⑥사용분야에대한제한금지(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라이선스 안에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상의 제한

을 설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유전연구나 상용 사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⑦ 라이선스의 배포(Distribution of License)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에 따른 별도의 라이선스 승인이나 양

도 과정 없이도 프로그램을 배포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⑧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 과정에서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만 유효할 수 없고, 모든 배포 단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포한다

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 받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던 최초의 배포판 

상태에서 발생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⑨다른라이선스의포괄적수용(License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라이선스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라이선스 기준을 따

르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배포될 수 있는 형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⑩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기술 또는 인터페이스 형태에 기초하여 규정하

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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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비되는 

독점 소프트웨어와 구분되는 조건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픈소스

의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철학은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각종 버그의 수정은 물론이

고, 원 소스 코드를 개작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의는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

램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자에게 부여한다는 원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공간정보기술개발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의미

국가가 공간정보기술 R&D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정보기술 

종속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버 OS의 64%, PC OS의 98%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13). GIS 분야는 70% 이상의 

시장이 해외 독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의 공

간정보기술 R&D사업으로 이와 같은 해외 독점 소프트웨어의 국내 시장점유율

을 대폭 낮추고, 기술 종속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은 국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을 실현하는 공간정보기술 R&D사업의 추진전략으로 오

픈소스 개발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술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독점 소프트웨어에 대항해 기술 종속성을 극복하

는 공간정보기술 R&D에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소스 코드가 공개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한다는 전략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방식 측면에서 ‘개발-공개-보완(지속적 수정)’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 공간정보기술 R&D를 위해 오

13)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플라자, http://www.o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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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미 개발된 소스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그 만큼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뛰어난 개발

자 능력을 내재화하는 방식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 R&D사업 추진전략으로 오픈소스 개발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독

점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에 비해 개발비용과 개발기간을 단축하면서 세계적 수준

의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공간정보기술 R&D는 고난이도 수준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간정

보 원천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지식, 아이디어 

등을 소유한 전문 개발자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세계 1위의 GIS 소

프트웨어 회사인 ESRI는 약 2,500 여명의 직원들이 ArcGIS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전문가들

의 양적 질적 수준이 어느 부분에서는 세계적 기업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술 R&D 전략이 바로 오픈소스 개발전략이다. 개발자들은 신뢰성이 

확보되고 공개된 소스 코드를 통해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할 수 있다. 또

한 개발자들이 국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개

발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 R&D사업 추진전

략으로 오픈소스 개발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외부의 뛰어난 개발자의 능력이 

내재화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국내 부족한 전문 개발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참여 개발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국가기관이나 기업은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특히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많은 사용료,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불

해야 한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무료 혹은 저

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 R&D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 개발기술이 실용화되고,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이를 이용할 경우, 독점 소프트

웨어에 비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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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추진전략으로 오픈소스 개발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활용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많은 개인이나 기관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경우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오픈소스 개발전략은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시장경쟁

과 기술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잘 활용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 현황 및 전망

1) 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 현황 및 전망 

가트너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이 연평균 11.7% 성

장하여, 2005년 3,87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6,7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그림 3-1>)14). 또 가트너는 이 기간 동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연평균 28.5% 성장해 2010년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25%를 점유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가트너는 또한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응용 소프트웨

어 시장에서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연평균 성장률이 

44%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90억 달러 규모의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5).

14) Gartner, http://guide.flossmetrics.org/index.php/6._FLOSS-based_business_models
15) Sanghee Shin. 2010. Open Source Busines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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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IT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관련 기술의 수용도가 높아지

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수익이 2013년에는 81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수요는 점차 크게 확

산되고 있는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 세계 수익 또한 연간 22.4%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DC는 IBM, Sun, Dell, HP, Oracle과 같은 대기

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간접적인 수익을 창

출하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였다16). 

UNU-MEIRIT는 유럽의 2007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은 220

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전체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의 2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는 2010년까지 유럽 전체 IT 

서비스의 32%에 달할 것이며, 이는 유럽 전체 GDP의 4%에 달하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7).

특히, 2008년의 전 세계적 금융 위기 이후 각종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렴하면서

도 안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공개SW Governance V2.0
17) Sanghee Shin, 2010, Open Source Busines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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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선도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 소프트웨어 전

략의 일환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에서는 2005년을 전후하여 공공 부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이 확대

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의 서막이 올랐다. 이후 연구소, 포털 사업자, IT

기업 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한 IT 혁신을 일구어 내고 있다.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의 등장으로 모바일 기기 및 임베디드 시스템 전 

분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많은 IT투자가 지연 혹은 취소됨에 따라 국내 IT서비스시장은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크게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시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국내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19).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은 2008년 

133억 원 정도로 국내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1%가 되지 않는 시장으로 파악되

고 있다. 전 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 점유율이 전체 소프트웨어시장 대비 

1.5%이상인 것에 비하면,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율이 낮다기보다는 아직 상업적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2013년까지 연평균 7.1%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하면서(<그림 3-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은 이보다 높은 11.1% 성장을 기록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그림 3-3>)20). 

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공개SW Governance V2.0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한국 공개SW 시장 현황

2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한국 공개SW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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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 3-3>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시장 현황 및 전망 

이러한 가운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시장은 1.4% 정도 시장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2013년까지 연평 균 8.4%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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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그림 3-4>). 특히 통신시장 내 새로운 수요와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을 화두로 하는 컨설팅, SI 서비스 영역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4> 우리나라 IT 서비스 시장 전망 

<그림 3-5> 우리나라 오픈소스 서비스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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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 활용현황

(1)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 GIS 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는 영어로는 

GeoFOSS(Geospatial Free Open Source Software)나 FOSS4G(Free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는 전 세계적으로 300 ~ 400 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1). 그러나 실제 

활발하게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50개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

요한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그림 3-6>에서 MapGuide, MapServer는 WebGIS Server이며, OSSIM은 영상 처

리 소프트웨어, GRASS와 QGIS는 데스크탑 GIS이다. PostGIS는 공간정보관리 데

이터베이스이며, FDO와 OGR/GDAL은 각종 GIS 자료의 입출입을 맡는 라이브러

리들이다. Proj4는 좌표계와 투영법과 관련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이다. 

JAVA 계열의 데스크탑 GIS로는 gvSIG와 uDig이 유명하다(<그림 3-7>). 

WebGIS Server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GeoServer와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에 특화되어 있는 DeeGree가 있다. 

웹 클라이언트 계열의 오픈 소스 GIS 중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단연

코 OpenLayers다(<그림 3-8>). 이러한 OpenLayers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강화한 GeoExt 등이 최근에 점차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OpenScales는 

Adobe Flash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한다. 

.Net 언어 계열의 오픈 소스 GIS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NASA에서 

개발한 3차원 GIS 소프트웨어인 World Wind이다(<그림 3-9>). 초기에 .Net으로만 

개발되었던 World Wind는 최근에 오픈 소스 진영의 노력에 따라 JAVA 버젼과 

Android 버전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다. 

21) www.sourceforge.net 검색과 OSGeo의 정보 참조



제3장∙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 39

<그림 3-6> C 언어 계열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그림 3-7> JAVA 언어 계열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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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웹 클라이언트 계열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그림 3-9> .Net 언어 계열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2)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 활성화 수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그 성능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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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 검증받고, 기존의 독점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

로 급성장하였다. 이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미

국 Rad Hat의 성공, 그리고 OpenGeo, Simple Geo 등과 같은 상업적 오픈소스 GIS 

회사의 등장 등으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IS 분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리눅스와 같이 잘 알려진 일반

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플라

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협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비

해 GIS 분야에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은 민간 부분의 OSGeo 

한국어 지부의 활동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09년 Red Hat이 발표한 전 세계 국가의 오픈소스 활동량 순위에 따르

면 한국은 세계 20위를 기록하였다(<표 3-2>)22). 여기서 특기할 점은 정부의 활

동 순위는 세계 5위인 반면, 산업계 활동 순위는 41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순

위는 26위라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오픈소스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

고 있으나, 실제 산업계의 활용단계로 아직 못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GIS 분야에서 한국 활동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지수

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픈소스 GIS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는 비영리 기구인 

OSGeo(Open Source GeoSpatial)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FOSS4G(Free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 컨퍼런스 참석자 수로 한국의 오픈소스 GIS 분야의 활동

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23). <표 3-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연평

균 9.2명 정도가 FOSS4G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절대 참석자 수 측면에서는 노르웨이에 이어 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2) 출처 : Red Hat, Open Source Index Ranks
23) http://spreadsheets.google.com/ccc?key=0Al9zh8DjmU_RdEZoOUtSeVZRVWtKQzV6R2N5ekdSdlE&hl=en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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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Index Ranks

Country
Activity

Rank

Government

Activity Rank

Industry

Activity Rank

Community

Education

Activity Rank

Environment

Rank

Government

Environment

Rank

Industry

Environment

Rank

Community

Education

Environment

Rank

France 1 1 25 3 15 18 18 17

Spain 2 2 22 10 20 20 29 21

Germany 3 4 19 5 16 14 23 18

Australia 4 14 4 11 11 7 16 10

Finland 5 19 1 18 5 12 5 8

United Kingdom 6 7 15 7 8 8 13 4

Norway 7 14 2 29 3 4 17 3

Estonia 8 45 5 1 21 21 49 14

United States of

America
9 28 13 2 2 3 7 2

Denmark 10 12 8 31 4 2 9 6

Italy 11 8 20 15 22 25 34 23

Brazil 12 3 43 14 45 40 65 42

Netherlands 13 19 7 17 9 5 12 7

Japan 14 11 27 6 13 6 14 11

china, People's 15 6 69 4 50 70 8 59

Republic of

Singapore
16 34 3 21 14 35 1 22

Belgium 17 10 18 32 18 17 22 19

Sweden 18 22 11 20 1 1 4 1

Ireland 19 32 14 9 19 19 11 24

South Korea

(Korea, Republic of)
20 5 41 26 12 16 10 12

New Zealand 21 45 10 13 6 9 6 9

<표 3-2> 2009년 현재 세계 오픈소스 활동 순위

그러나 FOSS4G에 지난 5년간 참가한 국가별 참가자 수를 인구로 나누어 1,000

만 명당 참가자 수를 검토해 보면 순위가 다소 바뀐다. 인구 1,000만 명당 

FOSS4G 컨퍼런스 참가자 순위에서 한국은 <표 3-4>에서와 같이 28위를 기록하

고 있다. 여기에서 모나코, 뉴 칼레도니아, 룩셈부르크, 피지, 보츠와나와 같이 인

구가 극히 적은 도시 국가를 제외한 순위로 보자면 2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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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순위는 Red Hat이 발표한 오픈소스 활동량 순위 20위와 상당히 유사

하다. 다만, 래드햇의 순위에서는 국가의 오픈소스 관련 활동 순위가 매우 높은

데, GIS 분야에서는 오히려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계의 활동이 높은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정부 차원에서 오픈소스 GIS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거

의 전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참석자 수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참석자(5년)

UNITED STATES

OF AMERICA
52 265 28 28 33 81.2

ITALY 54 21 18 12 25 26

GERMANY 50 11 11 13 31 23.2

CANADA 37 253 15 24 14 22.5

FRANCE 43 18 18 9 20 21.6

THE NETHERLANDS 16 12 16 8 15 13.4

SWITZERLAND 156 11 16 3 22 13

UNITED KINGDOM 20 15 9 6 14 12.8

JAPAN 8 11 7 15 21 12.4

SPAIN 16 12 11 4 70 10.75

SWEDEN 3 4 9 7 25 9.6

NORWAY 8 6 10 4 20 9.6

KOREA, SOUTH 0 11 3 17 15 9.2

NEW ZEALAND 0 3 2 25 1 6.2

BELGIUM 10 5 8 6 1 6

AUSTRIA 4 5 4 2 10 5

PORTUGAL 3 2 2 2 13 4.4

CZECH REPUBLIC 9 4 2 1 3 3.8

BRAZIL 5 4 5 4 0 3.6

SOUTH AFRICA 2 5 301 2 4 3.25

<표 3-3> 지난 5년 간 평균 FOSS4G 컨퍼런스 국가별 참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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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파이어폭스, 오픈 오

피스 등과 달리 GIS 소프트웨어 자체가 각종 컴포넌트들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

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GIS 소프트웨어

의 다양한 모든 컴포넌트를 모두 직접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산업

계나 연구계를 중심으로 재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는 

노력을 직접 수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10>와 같은 복잡

하고 다양한 GIS 컴포넌트를 모두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계와 연구계가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이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의 적

용사례는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GIS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적

용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먼저 GIS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GIS시장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3-10> GIS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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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참석자 수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천만명 당

참석자 수

MONACO 0 0 0 1 0 60.7

NEW CALEDONIA 0 0 0 4 0 35.2

NORWAY 8 6 10 4 20 20.6

SWITZERLAND 156 11 16 3 22 17.1

NEW ZEALAND 0 3 2 25 1 14.7

LUXEMBOURG 0 1 0 0 2 12.2

NAMIBIA 0 2 10 0 0 11.4

SWEDEN 3 4 9 7 25 10.6

SLOVENIA 3 1 1 0 5 10.0

THE NETHERLANDS 16 12 16 8 15 8.0

CANADA 37 253 15 24 14 6.7

FIJI 0 2 0 1 0 6.4

AUSTRIA 4 5 4 2 10 6.1

BELGIUM 10 5 8 6 1 5.8

FINLAND 8 3 2 0 2 5.7

ITALY 54 21 18 12 25 4.5

PORTUGAL 3 2 2 2 13 4.1

CZECH REPUBLIC 9 4 2 1 3 3.7

DENMARK 1 2 0 1 6 3.6

FRANCE 43 18 18 9 20 3.4

SOLOMON ISLANDS 0 0 0 1 0 3.4

GERMANY 50 11 11 13 31 2.8

SPAIN 16 12 11 4 70 2.7

UNITED STATES OF

AMERICA
52 265 28 28 33 2.6

IRELAND 4 0 1 0 0 2.4

UNITED KINGDOM 20 15 9 6 14 2.1

BOTSWANA 0 0 2 0 0 2.0

KOREA, SOUTH 0 11 3 17 15 1.9

SWAZILAND 0 0 0 0 1 1.8

JAMAICA 2 0 0 0 0 1.4

<표 3-4> 국가별 1,000만 명당 FOSS4G 컨퍼런스 평균 참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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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동향

1) 외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동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각국의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선도국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

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다. 몇몇 국가들은 단독입법, 기존 관련법 조항의 일부 

개정, 전자정부체제의 수정 등 다양한 형태로 입법 작업을 완료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유행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으

로 이해할 수 있다24).

EU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을 권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개발 및 표준안을 구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유럽 각 국

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법이나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 그 중 잘 진행이 되고 모범이 되는 프로젝트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에 EUPL v1.1을 내

는 등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매우 적극적이며, 

국가적 정책을 통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

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을 결의한 이후 

꾸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안을 줄이

기 위해서 2004년에 3년 동안 90만대의 컴퓨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공개소프트웨어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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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아시아 권역에서는 말레이시아가 MAMPU(Malaysian Administrative 

Modernization and Planning Unit)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

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적용이 지난 3 년

간 연평균 10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는 확산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공공기관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적용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공기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

는 최고 책임자가 내각장관급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12월 현재 691

개 기관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다. 

태국 또한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한 지원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NETEC)는 약 50%까지 오픈소스 사용률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태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SIPA)은 정

부, 공공기관 및 학교와 대학에서 Linux 등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전체 연설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할 만큼 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표 3-5>). 그러나 최근 추세는 중앙정

부 차원에서 몇몇 주요 대기업들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정책을 대거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미국

이 전 세계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3년 미국의 국

방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규정을 수립 및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

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증명되고 있다. 미국의 기획예

산처는 2004년에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신규 도입되

는 정보시스템의 차별을 개선하려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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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으로 도입 

되는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활성화가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

할 만한 사항으로는 2008년에 미 해군에서 다년간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고안정성, 저비용, 고생산성 및 보안성에 대한 신뢰성 등을 

검토 완료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Bold IT Policy'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미 해군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앙정

부 차원에서 미국 국방성 CIO(Chief of Information Officer)가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가이드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예하 기관들이 보다 효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명 년도 승인/제안 상태 추진기관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길잡이 2009 승인 DoD

IT 정책 대담 2008 승인 US Navy

정부 조달 기관은 기술과 기업에 중립적이
면서 데이터의 보안, 객관성, 위험성,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해야 함

2004 승인 OMB

미국 국방성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2002 승인 DoD

<표 3-5> 미국 중앙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

이러한 미국 중앙 정부의 오픈 소스에 대한 정책 변화의 핵심에는 미국 정부는 

특정 기술이나 기업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픈 소스 관련 기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

을 확보하고 있다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어와 차별 없이 채택

되어야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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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동향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IT 산업에서 소

프트웨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

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매우 취약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

이 과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육성을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지식경제부

와 산하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정비작업을 함께 진행

하고 있다.

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은 2004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2007년까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

제 적용사례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 그 결과 정부 부처의 리눅스 서버에 대한 신규 도입사례가 2004년 이후 꾸

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그 동안의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이 초기 시장 창출과 인식개선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면, 2008년부터는 자생력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을 위해 생산기반 강화, 수요창출, 저변확대/국제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표 3-6>)25)

한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확산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

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 한․중․일 3국간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포럼 및 3개 분과(기술, 인력, 표준) 운영을 통한 동북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그림 3-11>)26).

25)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플라자, http://www.oss.kr 
26)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플라자, http://www.o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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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공기관 중심 수요 
창출

․전자정부 31대 과제, 공공정보화 사업 중심 수요 유도
․공공기관 시범사업 및 우수 적용 사례 전파
․성공사례, 인식개선 등을 위한 마케팅 활동

공개SW 기술지원 
불안감 해소

․공개SW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기술지원 체계 구축
․리눅스에서 운영 가능한 서버용 솔루션개발 및 시험 지원

공개SW 기반환경 
조성

․구매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내외 시장 확대 위한 한중일 협력 및 글로벌 표준화 추진

우수 공개SW

운영인력 양성
․시스템 엔지니어 등 리눅스 기반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공개SW수요 확대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 프로젝트
- 파급효과와 시장규모가 큰 특수 분야 공개SW적용
․디지털교과서 등 특정업무의 공개SW기반 고정기능형 PC

도입 촉진

생산기반 강화
․기업, 대학(Lab 등) 등 공개SW 프로젝트 지원 및 공모 대전
․공개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개발 지원 및 환경 구축

공개SW 국제 협력 및 
저변 확대

․동북아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 및 국제협력 강화
․공개 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표 3-6> 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방향

<그림 3-11>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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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1월 ‘공개 소프트웨

어 역량프라자’를 설립하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식기반과 생산기반을 구

축하고, 신뢰성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시장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수요를 창출하고, 전략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육

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 기술 공헌도를 제고하여 산업생태계의 선순환구

조 형성을 위한 선도그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플라자’

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

림 3-12>)27). 

① LSB 인증및공개소프트웨어적용테스트수행을통한공개소프트웨어신뢰

성 확보

- 글로벌IT 기업,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Linux

Foundation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호환성 테스트 및 인증 업무 수행

② 공개 소프트웨어 지식정보 생성 및 제공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경영가치의 극대화와 공개 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한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개발 및 보급

-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참조모

델인 TRM(Technical Reference Model)의 개발 및 보급

- 공개 소프트웨어 정보제공 사이트인 공개 소프트웨어 Repository를 통하여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참

조모델, 공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공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

③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성화

-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와 

대표적 글로벌 커뮤니티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

27)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플라자, http://www.o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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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의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맨토 지원 및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

하기 위해 기술세미나 및 각종 소모임 활동을 지원

④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촉진

-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분야 확대를 위해 활용도 높은 공개 소프트웨어 발굴,

개발, 테스트, 정보제공,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기관 또는 기업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림 3-12>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의 핵심 기능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장애요인과 노력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장애요인

□ Raymond Lane의 6대 장벽

Oracle의 이사를 역임했던 Raymond Lane은 200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

최된 Open Source Business Conference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이용을 

막는 6가지 장벽을 제시하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해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성

공적으로 상업적 소프트웨어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제3장∙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 53

Fortune 500대 기업에서 근무하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와 인터뷰를 기반

으로 한 것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을 막는 6대 장벽은 다음과 같다.  

① 공식적 지원의 부족

그가 지적한 첫 번째 장벽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공식적 지원

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후 기존 독점 상업

적 소프트웨어 수준의 지원과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하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서비스와 회사에 대한 평판을 중

시하는 관계로 이러한 ‘공식적 지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리눅스 회사인 Red Hat 같은 경우, 기존 독

점 상업적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24시간 지원체계와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공하고 있다. 

②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빠른 변화 속도

공개 소프트웨어의 장점 중 하나는 많은 개발자들이 직접 소스 코드에 접근해 

빠르게 성능을 개선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공개 소프트웨

어의 취약성을 제거하고, 보안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무한대의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복잡성과 비용

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핵심 코어 소

스 코드에 기반한 다양한 아류 제품이 등장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기업체나 

기관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고객

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리눅스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동

적 변화 상태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그대로 제공하기 보다는 자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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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 안정화된 버전을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③ 개발 청사진의 부재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은 CIO들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그 미래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CIO들은 자신들의 미래 계획과 벤더 선정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가 

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러

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청사진과 특정 기업의 목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 고객과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

뮤니티 사이에서 이 둘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상업적 공개 소프트웨어 회사

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실제 시장에서 기술동향이나 사용자의 

요구가 공개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개발 청사진에 반

영하는 경향이 많다. 

④ 기능적 차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성능이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부족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적 차이는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노력으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리눅스가 단지 저사양 서

버로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Google, Yahoo 등을 포함한 세계적 IT 기업

의 근간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racle 등과 같은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독자적으로 리눅스를 직접 패키징해 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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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라이선스 문제

공개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라이선스 구조와 불명확성 또한 CIO가 공개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특히 SCO가 특허 침해를 이

유로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 간의 결합 시 야기될 

수 있는 라이선스 문제 또한 CIO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

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는 OpenCore, Dual License 등과 같은 새로운 혼합 라이선스 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 OpenCore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기존 공개 소프트웨

어의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가운데, 특화된 기능이나 플러그인을 독점 소프트웨

어 형태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Dual License 방식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되, 그 개작된 버전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고객에 

대해 비공개 조건 소프트웨어를 특정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MySQL이 

사용한 방식으로서 일반 공개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합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의 보증 문제

CIO들은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산업계는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 

및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리

눅스는 이미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며 전 산업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고, Red Hat 리눅스는 주가가 대표적인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인 

Microsoft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공개SW 도입저해요인 실태조사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현황 

및 도입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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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하기 위하야 ‘공개SW 도입저해요인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림 3-13>). 

이 연구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저해요인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개별 항목별

로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전혀 저해요인이 아니다.’를 1, 

‘저해요인이라고 매우 그렇게 인식한다.’를 5)로 조사하였다. 이 결과 <그림 3-13>

에서 보듯이 주요 도입 저해요인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의 미비, 보안성의 미비, 

교육 및 지원 부족, 관련 기술의 미확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의향이 있더라도 응용프로그램의 미비와 이들 프로그

램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비용절감 가능성에 대한 미확신’이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저해요인 중에서 가장 낮은 저해요인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공개소프트웨어

의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 외에 더 많은 다른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3-13>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저해 요인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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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 상황의 분석 결과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

다(<표 3-7>)28). 이 연구 분석결과와 비교한 해외 사례는 2002년에 발표된 문헌

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2011년 현재의 공개 소프트웨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필요한 응

용 프로그램의 미비’, ‘보안성의 미비’, ‘교육 및 지원 부족’, 그리고 ‘관련 기술의 

미확보’ 등이 주요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개 소프트웨어의 성능성, 기능성, 보안성 등이 확보되고, 

상업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저해요인 또한 많이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공개 SW 도입 저해 요인 한국 사례(순위) 해외 사례(순위)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미비 1 2

보안성의 미비 2 2

교육 및 지원 부족 3 1

관련 기술의 미확보 4 2

공급자들의 낮은 신뢰성 5 5

다른 플랫폼에서의 운영성 미비 6 3

공개 SW 운영 인력 부족 7 6

납품 실적 자료의 미비 8 4

기존 SW 도입 관습의 맹목적 추종 9 6

기능성(사용편의성 포함)의 미흡 10 6

구매 전 사전 검토 단계의 불확실 11 5

비용 절감 가능성에 대한 미확신 12 5

<표 3-7>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저해요인 국제 비교

28) 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2003. 공개S/W 도입저해요인 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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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른 저해요인

상업적 공개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는 

Pentaho의 James Dixon은 공개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지체되는 것은 공개 소프트

웨어 진영의 시장에 대한 접근법과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핵심 제품(Core 

Product)’만을 고객에게 제공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실제 최종 고객의 본질적인 수

요(Needs)를 만족시키는 ‘완비 제품(Whole Product)’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14>). 그래서 고객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는 상용 독

점 소프트웨어와 기능, 성능, 보안,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비견할 제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3-14> 제품의 단계 구분 

마케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 제품이란 사용자가 경험이 가능한 기본 기능

만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런 핵심 제품(Core Product)

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기업들은 핵심 제품에 품질보

증, 독특한 디자인, 포장, 특별한 기능, 브랜드 가치 등을 더한 실제 제품(Real 

Product)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객에게 필요하다면 교육,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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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설치, 기술적인 지원과 인증 등을 함께 제공하는 완비 

제품(Whole Product)을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후 실제 고객이나 시장의 상황

에 맞춰 타 회사 제품과 함께 자사의 제품을 제안하거나 다량 구매에 대한 가격 

인하, 특수 조건 제안 등의 마케팅 제안(Marketing Offer)을 수행하게 된다. 

James Dixon의 주장은 현재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앞서 언급한 제품

의 마케팅적 접근을 간과한 채 핵심 제품만을 고객에게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래

서 고객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현재 Geoffrey Moore가 주장한 캐즘(Chasm)에 

빠져 있으며(<그림 3-15>)29), 이러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를 핵

심 제품이 아닌 완비 제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림 3-16>)30). 

<그림 3-15> 캐즘(Chasm)에 빠져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캐즘(Chasm)이란 초기 시장(Early Market)과 주류 시장(Mainstream Market) 사

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간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컨설턴트인 Geoffrey 

29) Wikipedia 자료를 재구성

30) Geoffrey Moore의 Whole Product 개념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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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가 최초로 차용한 개념이다. 이 캐즘 사상의 핵심은 기술이나 제품이 아무

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실용적이지 못하면 주류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James Dixon은 첨단시장의 초기 수요자와 주류 시장의 수요

자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러한 

첨단 시장의 초기 수요자에 집중함으로써 실용적인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

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림 3-16> 핵심 제품을 완비 제품으로 개발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노력

앞서 언급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도입 저해요인을 크게 구분해보면, 아마도 성

능적 요인(기능, 안정성 등)과 신뢰적 요인(보안성, 책임 소재, 각종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의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신뢰적인 요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러한 공개 소프

트웨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장∙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 61

□ OSGeo(Open Source GeoSpatial) Incubation

OSGeo(Open Source GeoSpatial)는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과 사용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세계 최대 오픈소스 GIS 관련 비영리 재단이다.  OSGeo는 

신뢰성 있는 고품질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차

원에서 OSGeo Incubation이라는 신뢰성 확보 과정을 가지고 있다. OSGeo 

Incubation 과정의 목적은 OSGeo의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

련된 다음과 같은 OSGeo의 지침을 따랐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SGeo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①본 프로젝트는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개발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본 프로젝트는 소스 코드 차원에서 분명한 지적재산권적인 검토를 받았다.

③ 본 프로젝트는 OSGeo와 OSGeo의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④ 본 프로젝트는 Incubation 과정 동안 OSGeo의 조언을 받았다. 

OSGeo Incubation 과정은 전 세계 모든 오픈소스 GIS 관련 프로젝트에 개방되

어 있다. OSGeo Incubation은 Incubation 신청, Incubation 허가 여부 결정, OSGeo에

서 조언자 지정, 프로젝트 발전 과정 감독, 졸업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OSGeo 

Incuation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표 3-8>)31)와 같은 검토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OSGeo Incubation 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되면, OSGeo는 해당 프로젝

트에 ‘OSGeo Project’라는 인증을 주게 되며, 이러한 ‘OSGeo Project’ 인증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유력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로 인정받게 되

는 것이다. 

31) 출처 : http://www.osgeo.org/incubator/proces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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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선스

측면

- 소스 코드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가 각종 라이선스를 
적절히 지키고 있음을 보장해야함

- 모든 소스 코드 공여자가 본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정책에 동의해야 함

프로

젝트

운영

및

개발

과정

측면

- 본 프로젝트가 적절한 거버넌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종 의사 결정 
등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여야 함

- 개발자 커뮤니티는 새로운 회원에 개방적이며 각종 의사결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건전한 조직이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개발자 지침과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통해 관리 과정을 
문서화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개발자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Subversion과 같은 소스 코드 관리 체계를 가져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이슈 추적자(Issue Tracker)를 사용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공적이고 공개된 의사 소통 채널(메일링 리스트와 같은)을 
가져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자동화된 프로그램 빌드 프로세스를 가져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자동화된 테스트 프로그램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품질 
관리를 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규정화된 릴리즈 과정이 있어야 함 

<표 3-8> OSGeo Incubation 졸업을 위한 점검표 

□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의 공개 소프트웨어 신뢰성 테스트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는 국내외 공개 소프트웨어 수요창출과 산업생태

계의 선순환 구조형성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산하에 설립된 조직이다.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는 신뢰성 있는 공개 소프

트웨어 제공을 통해 공공 및 민간시장의 공개소프트웨어 수요를 창출하고, 전략

적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 및 대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발굴함으로서 커

뮤니티 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 국제 기술 공헌도를 높이는 것 등을 그 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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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항목 범 위

기능 테스트
- 단위 기능 및 기능 시나리오를 활용한 공개 SW 기능별 정확성 시험
- 요구 사항, 개발 정보 등이 존재하지 않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반영한 Test Case 및 시나리오 설계

비기능 테스트

- Stress Test

- Endurance Test

- Usability Test

- Redundancy Test

<표 3-9> 공개 소프트웨어 신뢰성 테스트 항목 및 범위 

하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제품 구매비용 및 라이선스 비

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개 소

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성능 자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는 이러한 사실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는 공개 소프트웨어 신뢰성 

테스트를 크게 기능 테스트와 비기능 테스트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표 3-9>)32).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 제공함으로써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

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를 제고하려 하는 것이다. 공개 소프트웨어 신뢰성 테스

트를 통해 검증된 공개 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되며 이러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인증을 받게 된다. 

32)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플라자 외. 2010. 공개SW 신뢰성 테스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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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 혁신 개념으로 오픈소스 개발전략과 오픈소스 사고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적 개념 

(1) 독점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비되는 ‘독점’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

어개발회사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해당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

작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개발회사 내의 소수 개발자에게만 

허용된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소수의 소프트웨어 설계자에 의해 프로그

램 디자인이 기획된 후,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거나 혹은 별도의 계약

을 맺은 다른 회사에 의해 개발되어진다. 물론 최근의 많은 독점 소프트웨어들은 

전 세계적인 하청, 계약, 협력 등을 통해 개발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는 여전히 계약이나 소프트웨어개발회사로부터 위임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는 많은 제약과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성당 모델(Cathedral Model)’이

라고 일컫는다(<그림 3-1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철학은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각종 버그의 수정은 물론이고, 원 소스 코드를 개작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

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복제하

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자에게 부여한

다. 

1인이나 소수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존

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중의 사용자, 개발자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협력적 방식으로 개발되어진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에 사용자나 개발자로 참여하는 데 거의 아무런 제약이나 장벽

이 없다. 소프트웨어의 향후 개발 방향이나 기능 또한 사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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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토론이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시장 모델(Bazaar Model)’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림 3-1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비교 

(2)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의 발전

전통적인 의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다수의 개발자 그룹이 커뮤니티

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그림 3-18>)33). 이

를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핵심 소프트웨어(Core Software)’ 개발에 집중하고, 실제 최종 사용자의 필요와 

이용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시도로 출현한 것이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

다.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영리 목적을 가진 회사나 기관이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방향과 개발 자체를 주

도하는 방식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34).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철학을 유지한 채 상업적 이익을 지향하는 관계로 그 

33) James Dixon의 The Bee Keeper
34) Dirk Riehle, “The Economic Motivation of Open Source Software: Stakeholder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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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식이나 마케팅 방법론이 기존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상당 부

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19>)35). 특히, 상업적 이익이 상업적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의 ‘필요(Needs)’를 만족시

키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18>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개념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완비 제품(Whole Product)’을 개발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완비 제품’이란 핵심 소프트웨어 외에 최종 사

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각종 하드웨어, 부가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치, 교육, 

제품 보증, 지속적 버그 수정 등을 포함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가 상업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인 ‘고객 만족’

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수익

35) James Dixon의 The Bee 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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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하는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

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9>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개념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적 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발전, 활용확산,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개념

적으로 발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누구나 라이

선스에 따라 수정, 갱신,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

이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나 OSI의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조건에 부합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철학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두 경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제일 밑

바닥에서 기술개발로부터 혁신하는 상향식 접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는 다음에 설명할 개방형 혁신 개념과 상당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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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전통적 연구개발 선순환 모형 

2) 개방형 혁신 방법론

(1) 전통적 연구개발 선순환 모형과 폐쇄형 혁신 방법론

전통적인 연구개발(R&D) 관리모델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서 기술혁신을 이

룬 후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일종의 선순환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그림 3-20>). 이러한 선순환 과정은 다

양한 연구프로젝트 중에서 선별

된 중요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

품이 개발되고 시장에 나가게 

되고, 전 과정이 단일 기업의 연

구개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그림 3-21>)36). 이와 같은 

방식은 ‘계획과 통제’, ‘분업과 

표준화’ 등에서 그 장점을 보일 

수는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개별 연구사업이 폐쇄적으로 

각각 수행됨에 따라 각 연구성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재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통합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은 항상 대규모 투자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

만, 최근의 경영 환경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변화 속

도가 빠르며, 제품과 기술의 생애주기 또한 짧아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내부 역량만으로 모든 연구개발 과정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나친 자만에 다름 아닐 것이다.

36) Chesbrough, H.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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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폐쇄형 혁신 방법론 

(2) 전통적 연구개발 선순환 모형의 붕괴와 개방형 혁신 방법론

20세기의 말에 이르러서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핵심 기술인력의 손쉬운 이동, 

대학 및 각종 연구교육기관을 통한 지식 확산,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벤

처 캐피털의 증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품화 기간 단축, 고객 및 공급자의 지식 

수준 향상, 국경을 넘어 펼쳐지는 글로벌 경쟁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순환 사슬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림 3-22>37)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 외부에

서도 중요한 혁신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인

력이 개발되고, 이러한 인력은 외부로 나가 벤처창업을 할 수 있으며, 벤처캐피

탈의 도움을 받아 주식시장 상장을 수행한 후 다시 새로운 기술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정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기업들이 내부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외부에서 개발된 기술 또한 신제품개발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품화를 위해 해당 기업을 통한 내적 경로뿐만 아니

37) 이규호. 2004. 개방형 혁신 – 새로운 지식 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재구성



70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라, 다른 기업에 의해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부의 아이디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해당 기업의 현재 사업범위 밖의 외부 채널을 이용

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림 3-23>). 

<그림 3-22> 전통적 연구개발 선순환 모형의 붕괴 과정

<그림 3-23> 개방형 혁신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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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 내부의 폐쇄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서 벗

어나 적극적으로 내 외부의 다양한 원천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혹은 기술은 내부/외부/경쟁사에 상관없이 획득

해야 하고, 이를 제품 개발과 연결할 때도 필요할 경우 외부의 아이디어,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개방형 혁신’이란 기업들이 연구, 개발, 상업화 

과정에서 대학이나 타 기업, 연구소 등의 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전략이다. 

3) 오픈소스 개발전략과 오픈소스 사고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서 IBM이나 인텔처럼 엄청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

업은 분명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기반 기술의 저변이 

그다지 넓지 않고, R&D 여건도 불충분한 환경에서 그들과 동일한 전략으로 대하

는 것은 승산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을 시장의 상품처럼 대하고 

적절한 아웃소싱과 사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형 혁신 개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 발전 그리고 구현 

방향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IBM, Oracle, Google 등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방형 혁신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개

방형 혁신은 개념적 관점에서 기술혁신방안을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라이선스에 따라 수정, 갱신, 배

포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래서 자유 소프

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나 OSI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독점 소프트웨

어와 구분되는 조건 충족여부 중심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방식을 의

미하거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이나 사상을 의미하는 경우로 개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일 밑바닥에서 기술개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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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적 개념과 개방형 혁신 개념은 상당히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한 기술개발 혁신

접근방법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개념과 그 개념을 실현하는 기술개발을 하나로 

체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 개념이 내재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오픈소스 개발전략」, 그 철학이나 사상을 「오

픈소스 사고(open source thinking)」라고 한다. 

오픈소스 개발전략과 오픈소스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의 참여와 교류에 

의한 개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 참여와 교류를 촉진시켜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 IT 인프라로서 플랫폼은 ‘다양한 IT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무형적 체제, 약속 그리고 구조’

로 정의된다.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은 ‘복수 그룹의 요구를 중개함으로써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적 토대’로 정의된다. 플랫폼을 좀 더 일반적

으로 정의하면 “다양한 용도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무형의 구

조물”38)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정의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다양한 참여자 그룹

의 요구를 중개해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참여자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적인 유무형의 구조물 혹은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오픈소스 개발전략에 따라 구축되고, 

오픈소스 사고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38) 최병삼. 2010. 성장의 화두, 플랫폼. 삼성경제연구소



제4장∙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73

4
C  ․ H  ․ A  ․ P  ․ T  ․ E  ․ R  ․ 4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이 장은 제3장에서 제시한 오픈소스 사고와 오픈소스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기술을성공적으로개발할추진방안을제시한다. 이를 위해공간정보기술개발가치사

슬에개방형 기술혁신방식을접목하는 개념으로공간정보기술개발혁신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이기술혁신체제를가장효율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개념인플랫

폼과 접목해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

폼은개념적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가치사슬의핵심 활동과개방형기술혁신 방식을

연계한오픈소스 사고기반의「공간정보기술 R&D 혁신」과 「공간정보기술중매」

및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로 구성된다.

1.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국가나 기업의 정책활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21세기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은 폐쇄형 혁신 방법론에 기반한 독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세기적 가치인 '권한과 위계', '통제와 계획', '분업과 표준화' 등의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21세기의 경영 환경특

성에 20세기적 경영이론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간정보기술개발이란 공간정보기술 R&D부터 개발된 기술을 상품으로 만드

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크게 공간정보기술 R&D, 개발기술 관리, 개발기술 상품

화로 구분된다(<그림 4-1>)39).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의 가치사슬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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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활동 주체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로 구분된

다. 공간정보기술 R&D는 R&D 자금을 이용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공간정보 원천

기술을 개발 및 공급하는 개발자 중심의 활동이다. 개발기술의 실용화는 R&D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혹은 서비스로 전환하

는 수요자(기업) 중심의 활동이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술 중매는 개발된 공간정보

기술을 관리하고 공간정보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활동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에서 중개자의 역할이나 존재는 미약

했고, 공간정보기술 R&D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끊김 없이 원

활하게 작동되어야 할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림 4-1>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발전략

공간정보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 가치사슬이 끊김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이 끊어져 

39) 최병남·신동빈. 2011.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정보기술 R&D 추진전략. 국토정책 브리프 제

327호. 국토연구원



제4장∙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75

있다는 것은 기술개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이 성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고,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R&D 혁신전략’, ‘중매전략’, 

‘비즈니스전략’ 등의 기술개발전략을 제시한다(<그림 4-1>).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핵심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개념을 <그림 4-2>와 같이 접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정

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기술 개

발전략을 제시한다. 공간정보기술 R&D 특성에 적합한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Outside-In 전략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R&D 혁신」

전략을 제시한다. 개발기술 관리의 특성에 적합한 개방형 혁신 방법론의 

Inside-Out 전략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중매」전략을 

제시한다. 개발기술 상품화 특성에 적합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4-2> 공간정보기술개발 혁신 방법론



76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각 

가치사슬의 혁신 방법론은 각 사슬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따

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는 전체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 여부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공간정보기술개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개방

과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이 ‘플랫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

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연계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

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2.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R&D 혁신

1) 선택과 집중의 Outside-In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추진환경이 충분

하지 않다.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연구개발비용 확보도 

쉽지 않다. 더구나 공간정보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국가

의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에 따른 R&D사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방안은 과감하게 외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것

이다. 이미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를 공간정보기술 

R&D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혁신 역량을 과감하게 내재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혁신을 달성하는 개방형 혁신의 ‘Outside-In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세계적인 IT 기업인 IBM, Oracle, Yahoo, Google 등이 채택

하고 있다. IBM과 Oracle은 시장 확대 전략으로 서버의 운영체제(OS)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자사 운영체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거나 혹은 자체 제작하기 보다는 외부의 혁신 기술인 리눅스

를 과감히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IBM은 자체 유닉스 기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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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체제인 AIX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IBM의 IT 컨설팅시장 확대를 위해

서 외부 혁신기술인 리눅스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리눅스에 대한 과감

한 투자를 전개한 바 있다. Oracle은 자신들이 집중해야할 분야는 DBMS 시장이

라고 인식하고, DBMS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의 운영체제시장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 리눅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자사의 DBMS가 리눅스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Yahoo나 Google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대부분은 사실 오픈소스 기반이다. 

Yahoo나 Google이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프라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Yahoo나 Google이 집중해야할 분야가 바로 포털 비즈니스와 인터넷 검색광고시

장이기 때문이다. Yahoo나 Google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IT 인프라

의 전체적인 비용과 도입 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남는 역량을 자사들의 핵심 

부분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독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했을 때, 세계적인 GIS 

선도 기업인 ESRI, Intergraph, MapInfo, ERDAS 등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세계적

인 GIS 선도 기업인 ESRI, Intergraph, MapInfo, ERDAS 등은 고객에게 다양하고 

막강한 기능의 소프트웨어와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공간데이터

베이스관리시스템, GIS 서버, 지도 편집기, 데스크탑 GIS, 웹 클라이언트 등 GIS 

분야에서 요구되는 거의 모든 제품군을 직접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현

재 세계 1위의 GIS 소프트웨어인 ESRI사의 ArcGIS 계열의 소프트웨어는 약 

2,500 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의 개발자와 적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선도 기업이 제공

하는 모든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는 경쟁 제품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인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개발하고 있는 MapServer, GeoServer, GRASS, QGIS 등의 유명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는 이미 ESRI의 기술적 수준과 안정성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하여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특화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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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차별성과 시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경우 OGC 

표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

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공간정보기술 R&D 혁신전략의 실현방안

우리나라는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한 정부의 R&D 투자로 공간정보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이후 2010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일부는 외국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한국

형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있었고, 일부는 순수하게 독자적인 기술개발사업도 추

진했다. 그러나 그 동안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R&D로 개발된 공간정보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지표를 독자

적인 원천기술을 개발에 두기보다 공간정보시장에서 활용성에 두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 등과 같은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오

픈소스 사고 기반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취사 선택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

발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하고, 다른 커뮤니티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능력이 뛰어난 커뮤니티의 관심을 유발시

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교류하는 장으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3) 공간정보기술 R&D 혁신전략의 기대효과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R&D 혁신의 기대효과는 비교적 짧은 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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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적은 개발비용으로 세계적인 공간정보 원천기술 수준을 확보할 있다는 것

이다. 공간정보기술 R&D 사업이 오픈소스 사고로 진행될 경우,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유명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첫째,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공간정보 원천기술(소프트

웨어)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의 구글 안드

로이드 플랫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정 기업이 자사의 인력자원과 비용만

으로 컴퓨터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하지만 구글

은 오픈소스 기반의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뒤,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조합하

고, 또 이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자발적인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개발함으로써 애

플의 iOS에 비견하는 제품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또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계로 외부의 뛰어난 개

발자를 특별한 비용 없이 내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3>는 구글

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아키텍처이다40).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컴퓨터 

운영체계를 만드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한다. 구글은 과연 이러한 천문

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직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구글은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조합하여 <그림 

4-3>과 같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했다. 실제로 구글은 적은 투자로 오픈소

스 개발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체계를 개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의 제일 하부에 위치한 핵심은 리눅스 커널이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핵심이 되는 리눅스 개발에는 오직 1.1% 만의 기여를 하고 

있을 뿐이다(<표 4-2>)41). 나머지는 자발적인 프로그래머들의 기여와 Red Hat, 

Novell, IBM, Intel 등의 기여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안드로이드의 핵심 모듈 

중 하나인 Dalvik 가상머신도 마찬가지다. Dalvik은 Dan Bornstein이라는 프로그

래머가 최초로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다. 

40) Wikipedia
4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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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안드로이드 시스템 아키텍처

Company Name #of Changes %of Total

None 11,594 13.9%

Unknown 10,803 12.9%

Red Hat 9,351 11.2%

Novell 7,385 8.9%

IBM 6,952 8.3%

Intel 3,388 4.1%

Linux Foundation 2,160 2.6%

Consultant 2,055 2.5%

SGI 1,649 2.0%

MIPS Technologies 1,341 1.6%

Oracle 1,122 1.3%

MontaVista 1,010 1.2%

Google 965 1.1%

Linutronix 817 1.0%

HP 765 0.9%

<표 4-1> 리눅스 커널 개발 기업 및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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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중매

1) 개방과 공유의 Inside-Out 전략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

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제표 상 ‘무형 자산’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별다

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조직 내부에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스 코드를 과감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미 기술이 개

발되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기술을 과감하게 공개하여, 조직 외

부에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활용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내부의 혁신이 조직의 경계를 넘어 외부에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달성하는 개방형 혁신의 ‘Inside-Out’ 전략이다. 

 이러한 기술을 과감하게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공개한다면, 기술이 필요한 기

업이나 개인이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혹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GIS 관련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GRASS GIS 프

로젝트와 NASA의 World Wind 프로젝트일 것이다. GRASS GIS는 원래 미국 공

병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GIS 프로그램이었으며, 실제 미국 공병대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프로그램이다. GRASS GIS는 198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95

년까지 미국 공병대의 주도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산과 정책

의 문제로 미국 공병대가 더 이상 GRASS GIS를 개발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 

공병대는 GRASS GIS의 모든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한 뒤, 이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였다. 이후 베일러(Baylor) 대학이 모든 소스 코드를 인수한 

뒤, 다른 오픈소스 개발자와 함께 GRASS GIS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GRASS GIS 커뮤니티의 활발한 추가 개발을 통해 

GRASS GIS는 현재 버전 6.4까지 출시되었다. 과거에는 Unix에서만 구동되던 것

이 Windows, Mac 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매우 강력한 GIS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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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과감한 소스 코드 공개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추가

적인 개발을 통해 GRASS GIS는 이제 NASA, NOAA, 미국 농림부, 독일 우주항

공센터, 미국 국립공원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

은 대학, 민간기업 등이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데스크탑 GIS 소프트웨어인 QGIS의 플러그인으로 탑재되어, 그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만약, 미국 공병대가 GRASS GIS를 오픈소스로 전환

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발전과 혁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활용을 기

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NASA의 World Wind 또한 유사하다. World Wind는 2004년에 NASA에 의해 오

픈소스로 공개되었다.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환경 기반에서만 구동되

는 GIS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오픈소스로 공개된 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적극

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많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2007년에는 JAVA 

기반에서도 구동하는 World Wind Java가 발표되었다. 현재는 Google의 안드로이

드 기반에서도 구동되는 ‘World Wind for Android’가 나와 있다. 만약 NASA가 

World Wind를 계속 폐쇄적으로 내부에서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NASA의 예

산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와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NASA 관계자가 FOSS4G(Free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현재 World Wind는 NASA, NATO 등의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파연구소 등

이 World Wind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전파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내부에서 사장되어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과감하게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 조직 외부에

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혹은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

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들이 

사업종료와 동시에 그 상태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을 고려한다면, 더욱 과감하게 연구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연구 성과물

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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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라이선스는 각 기관의 이해에 맞

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공간정보기술 중매전략의 실현방안

우리나라 GIS 사업의 특성은 대부분 정부 부문, 혹은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선례가 없이 새로운 

GIS 소프트웨어 도입을 극히 꺼린다는 점이다. 즉, 다른 곳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직접 도입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GIS 

부문에서도 리눅스 도입이 활발하지만, 이는 리눅스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스

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그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GIS) 정보를 제공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안정성, 신뢰성 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오픈소스 GIS 소프트

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오픈소스 GIS는 전 세계적으로 300 종

류가 넘지만 이 중 안정성, 신뢰성 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소프트웨어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OSGeo Incubation을 졸업한 소프트웨어나 혹은 우리나라의 공

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의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 소스 GIS 소프트웨어 사용을 단순히 규정하는 것

이 아니라,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이 실제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저해

요인 등을 참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권장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오픈소스 GIS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GIS 시범사업

을 통해 오픈소스 GIS의 성능, 안정성, 신뢰성을 검증한 후, 이러한 경험을 성공

사례로 삼아 타 분야와 시스템에 오픈소스 GIS의 활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4-4>). GIS의 주된 소비자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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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이 경제성이 보장되고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이라면,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성공적 오픈소스 GIS 시범사

업의 정보와 경험은 다시 오픈소스 GIS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선순환 과

정을 통해 오픈소스 GIS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인지 친숙 고려 구매 충성도
주변
전파

오픈 소스 GIS 정보 제공

오픈 소스 GIS 활용 활성화

오픈 소스 GIS 관련 정보 제공
해외 유명 오픈 소스 GIS 사례 소개

오픈 소스 GIS 시범 사업 전개
오픈 소스 GIS 사업 경험 공유

<그림 4-4>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활성화 방안 개념 

3) 공간정보기술 중매전략의 기대효과

독점 소프트웨어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특정 모듈의 소스 코드는 대부분 한 두 명에 의해 개발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채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발 일정 준수, 성능 향상 등

의 사유로 표준이나 보안 측면을 간과한 채 개발되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다

른 사람에 의해 해당 소스 코드가 검토되지 않고, 그저 바이너리 실행 파일만이 

최종 성과물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릴리즈 이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실

제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가 아니고서는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문제

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시장

에 출시된 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면적인 재개발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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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픈소스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경우 개발 당시부터 커뮤니티와 타 프

로그래머에 의한 검토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조금 더 신중하고 표준에 기반한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실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관심 있는 타 프로

그래머나 커뮤니티에 의해 소스 코드가 검토되고 개선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과

물의 안정성, 보안성, 표준 준수 여부 등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나 단체가 재

활용하고 싶어도 현실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선, 해당 기술을 자사의 기술

과 통합할 수 있는지부터가 걸림돌이 된다. 바이너리 실행 파일로는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이를 소스 코드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 국가 연구기관은 기술 이전을 모듈 단위가 아닌 

통합 프로그램 전체 차원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필요한 기술이 일부임

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체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면, 일단 해당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해 본 후 

바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호재활용이 촉진

될 수 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을 경우 무단 복제 등을 우려할 수 있으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권 관련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받

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단으로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4.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

1) 수요자 중심의 개방적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

현재의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이 중심

이 되고,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수직적 구조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주도의 기술혁신 방법론은 전형적인 순방향 연

구개발 방법론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시장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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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기술혁신 방법론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미

래 시장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순방향 기술혁신은 투자 대비 성과가 기

대보다 매우 낮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추진모형을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부터 개방적 수평적 네트

워크 구조 위에서 수요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정부가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진국

에 비해 뒤떨어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상용화와 실용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시장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주도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필요

한 기술사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요구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기

술적 솔루션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공간

정보기술 연구개발 추진모형을 기업 위주의 수평적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참여를 한국의 대학, 국책연구기관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 불특정 다수의 기술 공급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검증된 기

술을 시장에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전략의 실현방안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그대로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는 방법이다. 둘째는 기존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재활용하여 중복되는 개발

을 방지하면서 그 기반 위에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다. 셋째는 처음부터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을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방법이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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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이미 독점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어느 방법이 되든지 오픈소스 GIS 자체에 대한 인식, 정보 등이 어느 정도 전

제되어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구매자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그림 4-5>)42).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기 위해서 일단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을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독려하려면, 우선 오

픈소스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4-5> 구매자 의사결정 과정 모델 

현재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인식단계는 대부분 구매자 의

사결정 과정 중 ‘인지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SGeo 한국어 

지부 회원들과 같이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대부분

의 기관, 사용자, 소비자, 생산자 등은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의 존재 정도만 인

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와 민간의 오

42) 동아비즈니스리뷰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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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사용자,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관련 인식 수준을 최소한 ‘고려 단

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자체에 대한 인식 제고, 검증된 오

픈소스 공간정보기술 정보 제공,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의 장단점, 각 구성 요소

별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프로젝트 소개, 해외 유명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사

례 소개 등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사

용자들은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친숙해지지 않는 한, 구매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매 자체를 절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오픈 소스 공간정보기술정보

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경부 산하의 공개 소프트

웨어 역량센터가 오픈 소스 공간정보기술정보센터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간정보기술 비즈니스전략의 기대효과

공간정보시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국내외 독점 소프트웨어

를 사용할 경우, 정책적 기술적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유수 

소프트웨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도한 의

존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 개발회사가 

폐업할 경우, 이미 적용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응용체계를 개발할 경우, 과도한 외산 소프트

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정부의 교섭력이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업

체의 폐업 시에도 소스 코드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유수보수 

걱정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간정보시장의 주요 소비자인 정부의 우려

를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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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1)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개념모델

플랫폼 전략은 ①둘 이상의 관련 있는 그룹이 존재하고, ②관련 그룹이 서로 

연결되거나 조율될 때 이득이 발생하며, ③ 중개자는 관련 그룹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David S. 

Evans, 2006). 특히 두 번째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플랫폼 전

략 자체가 둘 이상의 다수 참여자에 기반한 일종의 커뮤니티 전략이기 때문이다. 

위의 조건을 현재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개발 사업에 대입해 보면 <표 4-2>와 

같이 플랫폼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이 플랫폼 전략으로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플

랫폼 전략’의 개념적 전략적 특성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

을 연계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실현하는 장으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플랫폼의 조건 공간정보기술개발의 플랫폼 관련 특성

둘 이상의 관련 그
룹이 존재

- 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대학, 연구소
- 상업화를 주도하려는 기존 기업
- 관련 기술을 빠르게 이용하려는 벤처 기업
- 주요 소비자인 정부 기관, 공공 기관
- 국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 

관련 그룹이 서로 
연결되거나 조정될 
때 이득이 발생

- 최종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공급받는다면 
소비자 효용 증가

- 상업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거나 내재화할 수 있다면 기업의 수익 증가

- 예산, 일정 등을 이유로 사장된 연구 성과물이 오픈소스 커뮤니
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증가

중개자는 관련 그
룹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조정 

- 관련 그룹 간 정보 소통 촉진 필요
- 거래 비용과 검색 비용 최소화 필요 
-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있는 장(場) 필요

<표 4-2> 공간정보기술개발의 플랫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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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은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기반으로 끊김없는 메커니즘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는 앞장에서 정

의한 오픈소스 사고와 오픈소스 개발전략에 의해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사슬 활동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무대로 플랫폼 전략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 촉진을 위한 장으로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

정보기슬개발 플랫폼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개념모델을 <그림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6>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개념모델

공간정보기술개발 인프라는 기술, 정보 등을 저장 및 관리하고 교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정책, 지침, 표준 등으로 구성된다. 오

픈소스 사고는 개방형 혁신 개념이 내재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의 철

학이나 사상이다.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와 Outside-In 및 Inside-Out은 공간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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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의 혁신전략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간정보기술 개발활동은 플랫폼을 기반

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모든 가치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오픈소스 사고에 기반한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부 등 참여자

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간정보기술 개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생태계를 활성

화시키는 것이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근본 역할이고 구축 목적이다. 

2)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1) 국내외 관련 커뮤니티들 사이의 정보교류의 장 제공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실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

업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벤처기업, 최종 사용자, 국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 등

이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는 만남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보가 거래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활동무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간

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구축의 목적이다.

이 플랫폼은 과거에 어떤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으며, 어떤 기술이 현

재 개발 중이며, 향후 미래의 기술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제공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에 기반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사용

자 또한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어떤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플랫폼이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사장

되어 있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공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기술보유

기관들에게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서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어, 소스 코드 무단복제

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은 대부분 저작권 자체가 기술을 개발한 기관에 있다. 이 경우는 

소스 코드를 전통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닌 상업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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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라이선스(Dual License)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그

룹은 자신들의 내적 목적으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기술개

발기관에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Freemium(Free + Premium의 

합성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다수가 실제 기술을 사용하게 한 

뒤, 상업화를 시도하는 그룹으로부터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7>). 

오픈 소스
기술 공급자

일반 사용자

상업적 사용자

구전 효과 발생
사용자 증가

무료 사용(Free)

상업적 사용

기술료 지불

<그림 4-7> Freemium(Free + Premium) 방식의 플랫폼 선순환 구조 

독점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던 기술 중에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

는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이를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개

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소개한 GRASS GIS나 World 

Wind 사례와 같은 경우를 기대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외부의 자원을 이용

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추가적인 연구 성과물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플랫폼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특정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참여자 수의 증가가 특정 임계값(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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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에 도달할 수 있느냐와 그러한 임계값을 넘어서는 참여자 수를 꾸준히 유

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출범하자마자 바로 참여자 수가 임계값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지속

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당 플랫폼의 이득과 규칙을 관련 그룹에 알림으로써 플

랫폼이 성장하고, 참여자 수가 임계값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또한 <표 4-3>와 같

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성과에 기반하여 다시 

플랫폼의 진화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순환적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단계 실천 전략

1단계
․본 플랫폼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과 그 한계의 분명한 정의

-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오픈소스 기반에 한정

2단계
․초기 목표가 되는 관련 그룹을 명확히 결정

- 국책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국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선정

3단계

․플랫폼 내의 관련 그룹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기존 해외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연결
-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나 메일링 리스트 혹은 포털 사이트 준비 

4단계

․소위 킬러 앱 혹은 킬러 콘텐츠를 제공
- 기존 국내 연구개발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공개
- 과거 연구개발 성과, 현재 연구내용, 미래 추진계획 등 공개
-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구인과 구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

5단계

․플랫폼의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
- 무단 오픈소스 코드 사용 등에 대한 징계
- 적극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6단계
․앞서 진행한 단계별 실천에 대해 평가하고, 플랫폼의 진화전략 마련

- 단기간의 과도한 성과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효과에 집중 

<표 4-3> 플랫폼 참여자 확보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플랫폼의 참여자 증가 혹은 성장은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다. 즉, 플랫폼에 참

여하는 A그룹의 참여자가 많아지면, 이 그룹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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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여자가 증가한다. 그리고 다시 B그룹의 참여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A그룹의 참여자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B그룹의 참여자가 적거나 혹은 

거의 없는 경우, A그룹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

서 특정 그룹이 아직 플랫폼에 많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그룹들을 플랫폼

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된다.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에서 이러한 닭과 달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정책으

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①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물 

중 현재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여러 기술을 과감하게 이중 라이선스(Dual 

License) 기반의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술에 관심이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사용자, 기업 등을 해당 플랫폼으로 유

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존 연구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국책연구기

관, 대학, 기업 등에는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을 통해 발주되는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요 연구개

발 기관들을 본 플랫폼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③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에서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신뢰성, 성능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를 발주하도록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사용자 그룹인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

해 본 플랫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용자 그룹은 자

신들의 의견을 본 플랫폼을 통해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플랫폼 참여자의 비용절감 및 가치창출 기회제공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관련 비용(Cost)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 비용으로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검색비용(Search Cost)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관련 

비용절감을 위해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일상품

(Commodity)으로 간주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화 전략이 필요하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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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공간정보기술(GIS)을 상품으로 간주하여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에서 제

공하기 위해 우선 공간정보기술(GIS)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GIS는 DBMS, 공간DBMS, GIS서버, GIS미들웨어, 편집기, 데스크

탑GIS, 웹 클라이언트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된 복잡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 모듈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가 OGC 

표준에 기반해 존재하고 있다(<그림 4-8>). 이에 따라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자, 교수 등의 전문가를 제외하고, 많은 관련 그룹들이 GIS의 구성이 어떻게 되

고, 또 자신의 목적에 어떤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가 적합한지에 대해 잘 인식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Data

DBMS

Server

Middleware

Client

Open Street Map Open Aerial Map GeoNames

PostgreSQL + PostGIS

MapServer MapGuide GeoServer Deegree

Squid TMS GeoWebCache

QGIS

uDIG

Open Layers GeoExtMap Window

OWS Interface

World Wind Map FishOpen Scales

GRASS GeoNetwork

<그림 4-8>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또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찾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 소프트웨어가 신뢰할만하고 성능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전형적인 경험재로서 실재 사용해 보기 전까

지는 그 효용을 직접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재의 전형적인 사

례로 영화, 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재화의 특성은 타인의 추천이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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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구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GIS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기존 시스템 및 자료와 연동성 등 

이것저것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하는 전형적인 고관여(연관) 상품(High Involving 

Goods)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찾는 검색비용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은 이와 같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 이를 위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기능구성 예를 <그림 4-9>와 같이 들 

수 있다. 이 또한 플랫폼의 잠재적인 참여자의 참여를 유인하고, 플랫폼을 활성

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9>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기능구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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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 H  ․ A  ․ P  ․ T  ․ E  ․ R  ․ 5

결론 및 정책제언

본장은이연구의결론부분으로연구의기여도, 특징및한계, 향후연구과제와정책

제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의 기여도는 학술과 정책 관점으로 구분해 서술한다.

이어서 본 연구가 타 연구에 비해 갖는 특징을 기술하고,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한다.

1. 연구의 기여도

1) 학술적 기여도

1995년 국가GIS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은 폐쇄적 독

점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전략으

로 폐쇄적 독점적 개발방식이 적절하다는 연구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간

정보기술 연구개발 전략으로 폐쇄적 독점적 개발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굳이 따

진다면, 1995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당시, 타 분야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는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채택을 위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가 간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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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개발은 가치사슬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치사슬 활동

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기술개발환경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술개발

전략의 역할은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

거나 최소화시켜 가치사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공

간정보시장 환경은 공개 공유 참여 소통의 사회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폐쇄적 독점적 개발방식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 목

적 달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폐쇄적 독점적 

개발방식과 대비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가 예상

된다.

첫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통합 체계화한 기술개발 

접근방법으로 오픈소스 사고와 오픈소스 개발전략의 개념적 틀을 마련했다.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일 밑바닥에서 기술개발로부터 혁신하는 상향식 접근이

라면, 개방형 혁신은 개념적 관점에서 기술혁신방안을 제시하는 하향식 접근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해 공간정보기술개발 혁신 방법론을 제시

했다.

둘째,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전체 가치사슬을 끊김 없이 연결시킨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이 끊김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성공적

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단위 가치사슬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전

략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체 가치사슬의 활동

도 끊김 없이 작동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

슬 활동이 하나의 통합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개

념을 제시했다.

셋째,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 실현을 플랫폼 사고 기반의 새로운 접근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은 개방과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이 플랫폼이다. 이는 ‘플랫폼’의 개념적 전략적 특성이 공간정보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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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책의 대상영역을 체계화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연계

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실현하는 장으로 플랫폼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구

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정책적 기여도

1995년 제1차 국가GIS 구축사업 이후 공간정보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노력

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물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개발된 기술들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기술이 외국의 선진 

공간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로 외국 공간정보기술(SW)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는 외국 공간정보기술의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공간정보기술개발의 최상위 전략으로 기술개

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공간정

보기술 개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접근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틀을 만드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시장 적응성이 높은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중심의 방안은 공간정보기술

개발정책을 체계화하고 재정비하는 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간정

보기술개발정책은 끊김 없어야 할 가치사슬을 끊어서 보고, 시장환경 범위를 제

대로 못 잡고, 환경적 특성인 개방 및 공유와 반대로 폐쇄적 독점적 접근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간정보기술개발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과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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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 이를 실현하는 장으로 플랫폼 구축방안은 이와 같

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을 정립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 연구의 특징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 메커니즘을 

체계화하고, 이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특징은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단계(부분)

와 전체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영향요인의 인과관계를 중심으

로 전체와 부분을 파악하고, 단위 가치사슬과 전체 가치사술의 작동을 전제로 하

는 시스템 사고로 접근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가치사슬 활동 메커니즘의 체계화를 위해 상향식 개념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하향식 개념의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개

방형 혁신 방법론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개념을 통합해 하나의 기술개발 접근 개념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특징은 메커니즘의 작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전략을 도입했다

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개발 사업이 플랫폼의 조건을 충족시

키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간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 활동이 플랫폼 전략으로 충족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의 효율적

인 실현방안이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현재의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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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접근방법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기본 방향과 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첫째,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미

흡하다. 기존의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 접

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 공유 참여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상호작

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정보기술개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시행방법 등이 기존의 정책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현재까지 추진된 공간정보기술 연구개

발 산출물을 오픈소스화 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정책 전환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제시도 미흡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플랫폼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공간정보기술개

발정책이 협소한 국내 공간정보시장을 넘어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많은 외국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국의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참여자

만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을 것이다. 

넷째, 오픈소스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가 없었다.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의 실행과 그에 따른 예상성과를 기반

으로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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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제언

1) 향후 연구과제

앞에서 지적한 본 연구의 한계 모두가 향후 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폐쇄적 독점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새로운 오픈소스 

개발전략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첫째,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구체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공간정보기술개발은 여러 영향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개발전략이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치사슬의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전략의 

추진은 다양한 영향요인뿐만 아니라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틀을 기반으로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환된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모의실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환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개발전략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급변하는 사회환경,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술 역량 등을 감안할 때 공간정보

기술 개발전략은 독점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이 더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기술혁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을 

결합하여 오픈소스 사고 및 오픈소스 개발전략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를 공간

정보기술개발 가치사슬에 접목하여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이 전략

을 수행할 체제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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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플랫폼’은 포털 사이트와 같은 물리적 IT 인프라로서 플랫폼이 아니

라 ‘관련 그룹을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해당 그룹들이 함께 공생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유무형적 장(場)’을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간정

보기술개발 플랫폼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공간정보기술개발

정책에 적용하는 이유는 ‘플랫폼’의 개념적 전략적 작동 특성이 공간정보기술개

발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 접근방법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정보기술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고(thinking)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모형을 대학과 국책 연구 기관 중

심의 폐쇄적 수직적 구조에서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방적 수평적 구조로 변경

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는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짧아진 제품과 기술의 생애주기 등이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이나 10년 뒤의 시장을 예측하고, 이에 기반하

여 모든 것을 직접 스스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을 공간정보기술개발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 기반의 개방형 혁신을 채택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오픈소스 GIS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해외 유

명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를 적극 재활용하고,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은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GIS 선도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는 경쟁 제품을 한국의 내적 역량만

으로 모두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외부

의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하면,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기술을 활

용할 수 있고, 연구개발의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시간과 

비용을 특화된 연구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해당 연구 프로젝트

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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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안드로이드가 있다. 

셋째, 현재 사장되어 있는 과거의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 산출물을 과감하게 

오픈소스로 전환해야 한다.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제표 상 ‘무형 자산’

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조직 내부에 사장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을 과감하게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공개한다

면, 그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전

체적으로 GIS 관련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미국 공

병대의 GRASS GIS와 NASA의 World Wind가 있다. 

넷째,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에서 오픈소스 개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 등과 같은 공간정보기술 연구개발의 일부분을 강제적으

로 오픈소스에 기반하여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의 두 경우는 이미 개

발되어 있는 해외의 유명 오픈소스 GIS를 잘 활용하거나 혹은 과거의 연구개발 

산출물을 오픈소스로 전환하여 해당 기술을 부활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에서 오픈소스 개발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 오픈소스 GIS 생태계에 뛰

어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외 유명 개발자의 내재화, 연구개발 

산출물의 품질 향상, 연구개발 산출물의 상호교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 차원의 오픈소스 GIS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픈소스 GIS를 활성화

해야 한다. 국내 공간정보시장의 특성은 공공부문에서 관련 매출의 대부분이 발

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문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선례가 없

는 새로운 도입을 극히 꺼린다는 점이다. 즉, 다른 곳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을 선제적으로 직접 도입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공간정보기

술 부문에서도 리눅스 도입이 활발하지만, 이는 리눅스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

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그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오픈소스 GIS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오픈소스 GIS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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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ies on Building the Platform for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Open Source Thinking

Byong-Nam Choe, Sang-Hee Shin, Kwang-Woo Nam

Significant amount of budget was invested in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GIT) R&D from 1995 when South Korea started its first

national GIS project to 2010. However, it is still unlikely to find a feasible

result from the R&D and how the output is used. Foreign GIS SW takes

high proportion in the domestic market up until now.

In these situations, this paper considers the following three

approaches. First of all, this paper focuses on the GIT development

strategy. Second, such strategy should be associated to the value chain

of the GIT development. Third, the concept of platform should be

implemented as the effective basis for the development strategy.

The issue of the current processes of GIT development is that the

mechanism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as a whole is unmanageable.

The reason is that the development strategies are not enough to activate

the mechanism for GIT development. Another issue is that the each

component of the mechanism is below the required level. It i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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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in many different forms.

The role of the development strategy is to minimize or eliminate this

issue so that the value chain for GIT can work effectively. This paper

organiz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lue chain,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environ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that

is interconnected and circulating. Based on this idea, this paper suggests

transforming the current closed and proprietary development strategy

into the one that is founded on open innovation methodology.

Open innovation is a top-down method that conceptually approaches

innova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whereas open source software

is a bottom-up method that starts from the practical technology

development. This paper integrate these two different methods into the

innovative framework for GIT development. Here, the strategic part of

this framework is called「open source development strategy」and the

relevant idea「open source thinking」.

The range of GIT development includes from R&D to

commercialization. It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arts of GIT

R&D, technology management,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se

parts also form the value chain of the GIT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GIT successfully, it is important to assure that these parts work

as the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This paper thus provides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GIT according

to each of the three parts. First strategy is「R&D innovation for GIT

based on open source thinking」which is founded on the outside-in

strategy from open innovation methodology. This is a strategy that

utilizes open source GIS software that is already proved to be reliable

and safe. Second strategy is「bridging GIT based on open source

thinking」. This is based on inside-out strategy also from open

innovation, which is suitable for technology management. It is to open

the technology that is already developed but not used well yet. By doing

so, an organization can generate new value from outside the group. Last

but not least, this paper suggests「GIT business based on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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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which is appropriate for 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developed by R&D. It is to build up the relationship, which is wide-open

and interconnected, the entity that does GIT R&D and the one that uses

it.

The value chain of the GIT development should be founded on

the system that supports openness, sharing,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this context, platform is the most applicable concept

that can realize this value chain.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establishing platform for GIT development strategy. In other words, the

platform would work as「a place or structure that facilitates the

interconnection and generates benefit between different participating

groups in the field of GIT development by mediating various demands」.

This paper provides the innovative framework based on the value

chain of GIT development, which converges open source software and

open innovation methodology. This paper also suggests new approach

to the GIT development policy with ideas based on the concept of

platform. In terms of policy-making, the strategies from this paper would

eliminat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GIT development and function as

the new structure that would reorganize and systemize the GIT

development policy.

￭Key words _ geospatial information, open source,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GIS, 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open innovation, open source

thinking, open source development strateg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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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체계에 대한 이해 

1)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를 둘러싼 저작권 체계와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는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독점 사용 소프트웨어와 매우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이용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 범주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라이선스란 ‘사용 허가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

작권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권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국내법 및 관련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또한 gpl-violations.org,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 등의 오픈소스 저작권 보호 단체들이 법적 소송 등의 방법

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단체들은 2004년 이후 120여 건 이상의 소송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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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용에 대해 대응해 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승소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Copyright), 특허

(Patent), 상표(Trademark), 영업비밀(Trade Secret) 등이 있다(<그림 1>)43).

<그림 1> 지적재산권의 종류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

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

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

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이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다. 

특허(Patent)는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특허권자)가 갖는 독점배타권이다. 저작

권과는 달리 일정한 방식으로 출원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

아야만 한다.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

계없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 

상표(Trademark)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

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

를 이용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43) 신상희, 2009,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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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창작과 동시에 발생 특허출원, 심사, 등록 후 발생

권리 내용
-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재산권(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독점배타적 실시권

효력 범위 표현(코드)의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알고리즘, 기능)의 

동일성

<표 1>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

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은 일단 공개되면 더 이상 보호받

기 어렵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

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

3자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용 허가권’이며 라이선스이다. 

일반적인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는 그 대가로 로열티를 요구한다. 국내에서 활

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정의조항, 실시

권의 설정, 계약 기간, 로열티,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만이 포함되

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내용들을 보면 매우 상

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 계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

가 길지 않아서 업계의 표준관행이나 판결 등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되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싶어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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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해지게 된다. 

일반적인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된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용자에

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렇게 거둬들인 수익으로 저작권자는 이익을 남기고, 또 일부는 추가적인 연구개

발 자금으로 재투자하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차보고서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

선스 기반(License-based)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일반 독점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으며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유

롭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복제, 배

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스 코드까지 제공하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

록 허용한다. 하지만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처럼 그에 따르는 로열티를 일반적으

로 요구하지는 않으며, 대신 몇 가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저작

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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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요구 

②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정보의 표시

이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였을 때에는 수정한 사람, 수정 일자 등 수정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원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인격

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림 3> 코드 수정 시 이를 표시하라는 요구 

③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로 하여금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4> 라이선스를 함께 제공하라는 요구  

④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

라이선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GPL을 대표로 하

는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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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림 5>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하라는 요구 

⑤ 소스 코드의 제공

GPL을 대표로 하는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들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실행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소스 코드까지 함께 배포

하도록 요구한다44).

<그림 6>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라는 요구 

4)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11년 8월 현재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인증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라이선스는 7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업 등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만

든 것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모두 OSI가 규정

4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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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픈소스 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들로서 많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OSI가 인증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70여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중 70% 이상은 GPL(General Public License)과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계열이며, 그 뒤를 BSD 계열의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7>)45).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GPL, LGPL, BSD, Apache 그리고 MPL 계열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

스에 검토하고자 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2010년에 발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 라이선스 가이드 2.0”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실제로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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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채택 현황(2008)

45) 신상희, 2009,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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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GPL 2.0은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 SW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이다. 오픈

소스SW 라이선스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다른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

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

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

해야 함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

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표 2> GPL 2.0의 주요 내용

GPL 3.0

지난 2007년 6월 29일 공식적으로 GPL 3.0을 발표하였다. GPL 3.0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서문을 제외하고 제0조부터 제17조까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

17조까지는 기존의 GPL 2.0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제0조와 제1조에서 각종 용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의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제3조를 중심으로 DRM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

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급격한 증가와 양립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제7조에

서 GPL에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 등

은 SW특허문제, 제13조에서는 Affero GPL과의 양립성 문제에 대처하고자 새롭

게 추가된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은 GPL 2.0과 동일하지만 GPL 3.0에서는 몇

가지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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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 3.0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8)를 함께 제공해야 함. 다만 SW가 롬

(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9)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

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종료됨

- Apache License 2.0 및 Affero GPL과 양립 가능함

<표 3> GPL 3.0의 주요 내용

LGPL 2.1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FSF가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10)에 대

하여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

든 라이선스이다. FSF에서 LGPL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픈소스SW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이다. 즉, 상용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

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GPL과 같은 엄격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기때문에 상용SW 개

발자들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상용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LGPL로 배포하여 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이에 사용된 해당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 공개하게 함으로써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소스SW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FSF의 전략이다. LGPL은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선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

자들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위한 라이선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오

해는 일부 한정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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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맞지 않아 LGPL 버전 2.1에서는 결국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다. LGPL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

는 사실을 명시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경우 해당

-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표 4> LGPL 3.0의 주요 내용

BSD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

아도 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이렇게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PL 및 LGPL과 비교하여 덜 제한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가 넓다. 이렇게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SW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

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SW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

록 허가된 것이다.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

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

가능

<표 5> BSD License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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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아파치 라이선스(Apache License)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 재단(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pache’라는 이름

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

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선스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파치 라이선스 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

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GPL 3.0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 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

가능

<표 6> Apache License 주요 내용

MPL(Mozilla Public License)

MPL은 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로 공

개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GPL에서는 

링크되는 SW의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가 모호하

게 정의되어 있지만 MPL에서는 링크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의 소스코드가 

아닌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MPL SW 그 자체는 어떻게 하든 공개를 해야 하지만 원래 소스코드

에 없던 새로운 파일들은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GPL에 비해 

훨씬 명확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6).

4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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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 

-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

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이 아닌 다

른 것으로 선택가능

-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LEGAL’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표 7> MPL(Mozilla Public License) 주요 내용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모델

1)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능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및 신뢰성 등이 상업적 독점 소스 소프트웨

어에 비견할 만큼 성장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하려는 다양한 노력

들이 시도되었으며, 어떤 회사들은 그러한 시도를 통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

두기 시작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회사가 바

로 미국의 Red Hat이다. Red Hat은 대표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Linux를 상업

화한 회사로서 2011년 9월 말의 주가가 약 $42로서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인 $25에 비해 거의 1.7배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Red Hat의 

상업적 성공은 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도 많은 자극을 주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오픈소스 GIS 진영에서도 OpenGeo, SimpleGeo, GeoSolutions 등과 같은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 고객의 

‘수요 만족(Meet Needs)’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해야만 한다. 현재의 많은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그 성격을 ‘개발자

의 개발자에 의한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최종 고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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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상업화의 성공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최종 고객이 원하

는 상업적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든 혹은 독점 소프트웨어이든) 간에

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때만이 상업적으로 성

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Red Hat, Pentaho와 같이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회사들의 주요 경영진이 상업적 독점 소프

트웨어 회사 출신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회사들의 주요 경영진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빠른 혁신)과 기존 독점 소프트웨어의 장점(시장 친화

적)을 잘 이해하고서 이를 회사 제품에 반영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

다. Pentaho의 창업자인 James Dixon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핵심 제품(Core 

Product)와 완비 제품(Whole Product)의 개념을 차용해 적절히 설명한 바 있다. 결

론적으로 최종 고객은 자신의 수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든 혹은 독점 소프트웨어이든 관계하지 않고서 사용할 것

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업체 또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도입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

안을 마련한 뒤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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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저해 요인

1. 공식적 지원의 부족

2. 빠른 변화 속도

3. 개발 청사진의 부재

4. 기능적 차이

5. 라이선스 문제

6. 소프트웨어 보증 문제

해결책

1. 전문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2. 일정 주기에 맞춘 버그 개선과 성능
개선

3. 최종 고객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간의 소통 증대

4. 핵심 기능들 간의 차이는 점차적으
로 줄어들고 있음

5. 라이선스 이슈를 공급자가 책임짐

6. 세계 표준 준수를 통한 보증

신뢰성
문제

신뢰성
문제

기능
문제

핵심제품
에서

완비제품
으로
전환

<그림 8>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6대 도입 저해 요인과 이의 해결책 

도입 저해
요인의 극복

오픈 소스 SW 성공 사례

1. 공식적 지원의 부족

2. 빠른 변화 속도

3. 개발 청사진의 부재

4. 기능적 차이

5. 라이선스 문제

6. 소프트웨어 보증 문제

<그림 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의 상업적 성공한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저해 요인을 극복하여 상

업적으로 성공하는 방안과 더불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독점 소프트웨



부 록․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127

어의 장점을 극복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Barracuda Networks의 조사에 따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주요 이

유로 크게(<그림 10>)47) 첫째, 저렴한 가격, 둘째, 공개된 소스 코드, 셋째,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소스 코드 평가에 따른 안정성 등이 꼽혔다. 그리고 상업적 독

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주요 이유로는 크게(<그림 11>)48) 첫째, 전문적인 서

비스, 둘째, 도입의 편리성, 셋째,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갱신, 넷째, IT 지원 절감 

등이 꼽혔다.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의 장

점이 서로 다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등장하게 된다. 

80%

57%

41%

20%

18%

15%

15%

15%

10%

6%

5%

0% 20% 40% 60% 80% 100%

Price

Source Code Access

Community Code Review

Don’t Know

Bug Fix Turnaround

Security

Code Quality

Best Product Functionality

Easier to Adopt in Organization

Other

IP Protection

<그림 1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유

만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독점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제

공한다면, 고객은 오픈소스와 독점 소프트웨어 양쪽의 이득을 모두 취할 수 있게 

되어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림 12>). 

47) Barracuda Networks 조사

48) Barracuda Networks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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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7%

44%

35%

28%

23%

17%

9%

7%

4%

3%

0% 10% 20% 30% 40% 50% 60% 70%

Vendor Professional Services

Easier to Adopt in Organization

Automated Updates

Reduced IT Support

Best Product Functionality

Security

Code Quality

Don't Know

IP Protection

Other

Price

<그림 11>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 

독점 소프트웨어
의 장점

1.전문적 서비스
2.지속적인 지원
3.사용 편의성
4.신뢰성
5.기능과 성능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의 장점

1.저렴한 가격
2.공개된 소스 코드
3.소스 코드 동료 평가
4.빠른 버그 수정
5.강력한 표준 지원

상업적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완비제품’으로 제공

<그림 12> 독점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 결합



부 록․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129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의 장점 결합은 아래 <그림 

13>과 같은 비즈니스모델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오픈소스와 독점 SW를 결합한 비즈니스모델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는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실제 고객의 수요와 요구를 연결하고 조율해 주는 중개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핵심 제품(Core Product) 

상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급 받아 이를 완비 제품(Whole Product)로 전환

시켜 최종 고객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성과물을 이용만하고 그 성과를 커뮤니티에 환원

하지 않으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원할한 사업

을 수행하는 데에도 여러 제약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d Hat이나 

Pentaho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위 비즈니스모델과 상당히 유사함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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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성공한 OS BM의 선순환과정

이러한 상업적 오픈소스 비즈니스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그림 14>와 

같은 선순환 과정이 확립되며 사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 오픈소스 커뮤

니티, 그리고 고객이 모두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은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가치 사슬 또한 변화시키

게 된다.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

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비 제품 

준비, 마케팅과 유통 채널 확보 등의 

거의 모든 활동이 회사 내부에서 이

루어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하

지만 앞서 언급한 상업적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

발 등의 활동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에 의해 상당 부분 이뤄지게 되며, 여

기에 더해 마케팅과 유통 채널 확보 

등의 활동에서도 오픈소스 커뮤니티

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5> 독점 소프트웨어 가치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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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치 사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독점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상업

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8>)49). 

내용
커뮤니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독점

소프트웨어

상업적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빠른 혁신 높음 중간 높음

제품 디자인 및 구현의 투명성 높음 낮음 높음

소프트웨어의 품질 높음 높음 높음

지원 신뢰성 낮음 높음 높음

개발 계획의 신뢰성 낮음 높음 높음

소프트웨어 소유 가능성 높음 낮음 높음

전문적 서비스 여부 낮음 높음 높음

유사 사례 참조 가능성 낮음 높음 높음

구매 전 테스트 가능성 높음 낮음 높음

라이선스 비용 없거나 낮음 높음 없거나 낮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높음 낮음 높음 

<표 8> 상업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대 효과

49) 출처 : James Dixon의 Bee Keeper Business Model의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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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존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

EU의 지원을 받은 FLOSSMetrics 프로젝트가 조사한 현존하는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17>). FLOSSMetrics의 조사에서

는 크게 10개 정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7> 현존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

① 이중 라이선스(Dual License)

같은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독점 라이선스로 함께 배포하는 방식

이다. 이 모델은 직접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되 재배포할 경우에 소스 코드

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 독점 라이선스를 구매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

다. 이 모델의 단점 중의 하나는 외부 커뮤니티의 기여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프로젝트에 비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외부 커뮤니티는 버그 수

정과 같은 작은 기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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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픈 코어(Open Core)

이 모델은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그 위에서 추가적

인 고부가 기능을 발휘하는 플러그인은 독점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기본이 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플

랫폼 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본 소프트웨어 사용자 수가 많

아야 거기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는 고급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단점 중의 하나는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

스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로 직접 개발하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③ 제품 전문가(Product Specialist)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유지하는 회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모델

이다.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많은 사용자를 유인한 뒤 해당 소프트

웨어에 대한 교육, 지원, 커스터마이징,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

델이다. 이러한 모델이 작동 가능한 이유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나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장 전문가일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단점 중의 

하나는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전문성과 기술을 습득한 

누구나 이러한 비즈니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④ 플랫폼 공급자(Platform Provider)

단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플랫폼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다. 리눅

스 배포 기업이 대표적인 플랫폼 공급자로 간주된다. 리눅스가 각종 서버 프로그

램,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오피스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이 잘 이해될 것이다. 이런 회

사들은 품질에 대한 보증,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 그리고 지원의 확실성 등을 고

객에 대한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으로 삼아 수익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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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품 선정과 컨설팅(Selection/Consulting)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개발 회사로 분류되지는 않

는다.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선정 작업 등을 고객을 대신해 

수행함으로써 컨설팅 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다. 이러한 회사의 평가 

결과는 대부분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이러한 회사의 평가 

결과가 오픈소스 진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⑥ 통합적 지원 제공자(Aggregate Support Providers)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채택하

고 있는 모델이다. 이런 회사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접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거나, 혹은 직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제품 전문가

(Product Specialist)와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⑦ 법적 보증 및 컨설팅(Legal Certification and Consulting)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소스 코드를 개발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다. 대신, 이러한 회사들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해 주거나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법적인 문

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⑧ 교육과 문서화(Training and Documentation)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더불어 각

종 오픈소스 관련 매뉴얼, 교육 문서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일반적

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 고객에게 교육과 문서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⑨ 연구개발 비용 공유(R&D Cost Sharing)

기 개발된 자사의 연구 성과물이나 제품을 오픈소스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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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개발함으로써 외부의 뛰어난 역량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추

가적인 연구개발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모델이다. Nokia의 Maemo 

플랫폼이나 IBM의 Eclipse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⑩ 간접적 수익 창출(Indirect Revenue)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해당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드웨어 업체

들이 자사의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오픈소스로 구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Linux가 

채택된 컴퓨터가 자사의 하드웨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드웨어 업체

는 추가적인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50). 

50) 출처 : FLOSSMetr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