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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프로젝트, 프로세스, 책, 보고서 및 모범 사례뿐 아니라 
재단, 회사, 커뮤니티 및 개인이 기여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오픈 소스 여정에서 매우 귀중한 리소스가 되고 각 주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깊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픈 소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픈 소스를 
위한 코드, 도구, 레슨, 방식 및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오픈 소스를 지지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헌으로 오픈 소스에 기여해온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유용한 제안을 주신 Cecilia Donnelly와 
Karl Fogel, James Vasile, Chris Aniszczyk, Deborah Nicholson, Shane Coughlan, 
Ricardo Sueiras, Henri Yandell, Adrian Cockcroft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소스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지원해 주신 
O’Reilly Media와 AWS 팀에 감사드립니다. 

—Andy와 Zah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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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에서의 오픈 소스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컴퓨팅 분야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GNU/Linux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고 Android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가장 일반적인 운영 체제입니다. 
Apache Hadoop 및 그 후속 오픈 소스 기술은 광범위한 조직에 빅 데이터 혁명을 
가져왔으며, Docker 및 Kubernetes는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고, 인공 지능(AI)은 압도적으로 TensorFlow 및 Apache MXNet과 같은 
오픈 소스 기술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Huawei, 
IBM, Intel, Microsoft, PayPal, Red Hat 및 Twitter와 같은 컴퓨팅 분야의 주요 
업체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변혁 또는 클라우드에서의 서비스 
구축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과 정부는 비즈니스와 미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와 모든 규모의 조직이 전략에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얻은 수십 년간의 
교훈을 요약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효과적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에 기여하며, 심지어 자체적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으로 작업할 때의 역동성이 회사 내에서 창의력과 협업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열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오픈 소스에 관여하지 않는 기관은 
오픈 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관보다 뒤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에 관여하면서도 영업 비밀과 기밀 사업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미국 국가 안보국과 영국 비밀 정보국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inuxfoundation.org/
http://hadoop.apache.org/
https://www.docker.com/
https://kubernetes.io/
https://www.tensorflow.org/
https://www.tensorflow.org/
https://mxnet.apache.org/
http://bit.ly/2JJuEt3
http://bit.ly/2JJuEt3
https://github.com/g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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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정부가 오픈 소스로 전환하는 이유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원하고 개발하는 데는 비즈니스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투자 가치 배가 
오픈 소스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경우는 없다"는 유명한 법칙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혁신의 에코시스템은 
오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성과를 낸다는 증거는 세계은행의 후원으로 작성된 최신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oNode라는 지리 공간 소프트웨어 형태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를 신중하게 추적한 결과, 세계은행의 자회사가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1백만 달러이지만 실제로 얻은 혜택은 다른 
조직에서 투자한 약 2백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의 이점 활용 
소개 부분에서 언급한 AI 프로젝트가 좋은 예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가장 
최신이자 최고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구현은 대개 오픈 
소스일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얻을 수 있는 
도구와 기존 코드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식 확산 
코드가 공개되면(특히 이를 중심으로 강력한 커뮤니티가 성장하면) 도입이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회사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지만, 업계 전체에서 
코드와 기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발자 기반 확대 
소스 코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함께 더 폭넓게 도입되면서 회사에서 
코드 및 관련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개발자 풀이 
확대됩니다. 

사내 개발자 스킬 업그레이드 
지식 확산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개발자들은 이미 훌륭한 코딩 스킬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최고의 코더가 하는 작업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오픈 소스 개발자를 고용하는 회사로 확대됩니다. 

평판 쌓기 
사람들은 대부분 자랑할 수 있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오픈 
소스(코드 및 이에 수반되는 방식 모두)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멋진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체 코드를 오픈 소스로 릴리스하고 
다른 곳에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 여러분의 조직이 최고의 개발 방식에 
능숙한, 해당 분야의 리더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2JVyrqQ
http://bit.ly/2JFavs4
http://bit.ly/2JFavs4
http://bit.ly/2JFavs4
http://geon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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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채용 및 유지 
좋은 개발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의 스킬과 기여한 부분이 널리 인정받기를 바라며, 
전 세계 동료들과의 상호 작용을 즐깁니다. 이 모든 고려 사항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끌리게 됩니다. 경쟁사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개발자들은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라 이러한 경쟁사에 자신의 능력과 평판을 쏟게 될 것입니다. 

신규 회사와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시작 
오늘날 정신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사회 및 기업 환경에서는 스타트업 또는 
신규 사업부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개념에서 제품 단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와 자체 혁신 부문 모두에서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경쟁력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직원들의 제한된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에서 주요 오픈 소스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오픈 소스 사용에서 오픈 소스 개발과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픈 소스 
우선' 전략을 채택하여 공급업체와 사내 개발자가 가능한 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는 모든 
기관이 앞으로 오픈 소스로 코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실패와 과도한 비용 초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낡고 비싸고 느린 조달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오픈 소스는 다른 분야에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입증된, 가장 
최신이자 더 응답적인 소프트웨어 방식을 위한 준비 기반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관별 요구 사항이 국가 및 전 세계의 다른 기관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픈 소스는 한 기관의 투자가 나머지 모든 
기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관들이 전형적인 오픈 소스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하여 어디서든 정부가 시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픈 소스 협업은 소규모 회사, 시민 
개발자 및 비영리 조직이 정부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에서 상호 운용성을 조성하는 
공통 표준을 만듭니다. 

http://bit.ly/2HLvO5v
http://bit.ly/2JTtTko
https://cod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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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또는 심지어 코드 그 이상 
오픈 소스에서 생산적인 커뮤니티와 그에 수반되는 방식은 코드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오픈 소스는 라이선스에 의해 정의됩니다. 인기 
있는 라이선스로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NU General Public License), 
Mozilla Public License(Mozilla 공중 라이선스) 및 Apache 라이선스가 있으며, 
모두 버전이 이따금 변경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코드 이전에 커뮤니티'라는 원칙을 
인용합니다. 컨퍼런스에서 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 리더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코드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사람들은 떠나고 코드는 
퇴화할 것입니다. 코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지만 훌륭한 커뮤니티가 있다면, 
사람들이 코드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 회사의 문화에도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팀의 개발자들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더 큰 프로젝트 커뮤니티에서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픈 소스 여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와 더불어 이러한 사례를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링크입니다. 

• Linux Foundation에서 제공한 광범위한 읽기 목록. 아마도 이 목록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Karl Fogel의 Producing Open Source Software(O’Reilly, 2018년)와 Eric 
Raymond의 고전인 The Cathedral and the Bazaar(O’Reilly, 2009년)일 것입니다. 

• Linux Foundation의 종합적인 안내서 세트. 이러한 안내서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사무소와 오픈 소스 원칙, 방식 및 도구를 도입한 회사의 기여자 
간 협업으로 TODO Group 회원들이 작성했습니다. 

•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리소스가 있는 Opensource.com. 

오픈 소스 방식 및 커뮤니티 활동은 매우 강력하여 많은 회사가 
InnerSource라고 불리는 프로세스에서 내부적으로 오픈 소스 기술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에 참여하면서 다른 O’Reilly Media 보고서에 설명된 이 
프로세스를 병행하거나 이 프로세스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한 조직이 아닌 한, 
대부분 조직이 오픈 소스 문화의 역할을 크게 과소평가합니다. 이 문화는 
오늘날 대부분 회사의 비밀스럽고 계층적이며 관리 중심의 문화와 현저히 
다릅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가치에는 듣는 기술, 투명성, 협업, 전문 지식 
공유, 멘토링, 사람들이 장점을 드러낼 때마다 이를 인정, 요구와 의견의 다양성 
존중, 비판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자존심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http://bit.ly/2HRdIz4
https://mzl.la/2MrPfnr
https://mzl.la/2MrPfnr
https://www.apache.org/licenses/
http://bit.ly/2JUsrOO
http://bit.ly/2yhvkoy
https://producingoss.com/
https://producingoss.com/
http://bit.ly/2Mq1uRG
http://bit.ly/2Mq1uRG
http://bit.ly/2HPlyZX
http://bit.ly/2MsWpI3
https://opensource.com/resources
http://bit.ly/2JCC71i
https://oreil.ly/2JBV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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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가 회사 내외부에서 오픈 소스를 조성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공유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사무소(OSPO)를 
설립합니다. OSPO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과 기여에 상당한 투자를 한 
대규모 조직에 필수적입니다. 여러 회사의 OSPO 또한 협력하여 오픈 소스 
개발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OSPO는 TODO Group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이해를 위한 토대 
세 가지 측면(다른 곳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방법,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방법, 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근거 없는 소문을 빠르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품질 또는 보안 수준이 낮음 
현재는 주요 회사들이 오픈 소스에 참여하고 있어 이 소문은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종종 암묵적인 태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달 
프로세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상으로 배포되는 것의 품질이 높을 수 있다고 
믿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다른 여러 자금 지원 
전략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강력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귀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채택할 
만한 엄격한 품질 프로세스를 채택한다는 점입니다. 보안의 경우, 결함은 오픈 
소스와 클로즈드 소스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어느 쪽도 침해 
방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오픈 소스의 투명성과 대규모 개발 
커뮤니티가 더 빠른 수정과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더 빠른 배포로 이어집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지원이 부족 
인기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조직과 개인 모두로부터 많은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한 회사의 지원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종속 오픈 코드가 큰 
장점입니다. 규모가 작고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아직 지원 
에코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커뮤니티에서 비공식적인 
도움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버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무관심한 공급업체가 수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사 개발자를 활용하거나 개발자를 고용하여 버그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http://bit.ly/2t7oonT
http://bit.ly/2yciGa1
http://bit.ly/2yciGa1
http://bit.ly/2yciG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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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관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무료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성공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의사 결정, 
코드 검토, 귀사와 같은 사용자와의 협력 등을 위한 잘 정의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코드를 사용할 때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코드에는 라이선스가 있지만, 소유 
코드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발자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찾은 
코드를 귀사의 제품에 복사하는 경우, 거의 틀림없이 라이선스를 위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법적인 이유와 다른 이유로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이 부분은 
Open Source Initiative 및 Software Freedom Conservancy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조직에서 오픈 소스 코드를 수용하기 위한 
현재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하려면 자신의 코드를 공개해야 함 
이는 앞의 소문과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라이선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라이선스에는 변경 사항 
재기여 규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용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바이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싫어합니다. '저작권'이 좀 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코드 재기여 규칙이 있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여 
대부분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라이브러리로 배포되므로 직접 작성하는 
함수를 공개할 필요 없이 자체 코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GNU 
Lesser 일반 공중 라이선스). 

코드를 퍼블릭 리포지토리에 릴리스하여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음  

이렇게 안일하게 코드를 개방하면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채택 시 소유 프로젝트보다 유리하지만,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전략의 합당한 요소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활성 커뮤니티의 일부여야만 가치가 실현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상호 작용 자체가 참가자들에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소스 역학은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비활성 
프로젝트는 정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점이 반감됩니다. 

지원 요청 때문에 모든 개발자의 시간을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빼앗기게 될 것임 
오픈 소스에서는 지원에 사용하는 시간과 커뮤니티로부터 얻는 기여와 
맞바꾸게 됩니다. 물론 지원을 위한 시간을 계획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투입할 시간을 제어할 수 있으며 내부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맞추거나 과도한 
지원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며 한 회사에서만 이를 제공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ttps://opensource.org/
https://opensource.org/
https://sfconservancy.org/
http://bit.ly/2MoTuAt
http://bit.ly/2MoT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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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코드 채택 및 사용 
오픈 소스 코드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줄 코드를 찾길 간절히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오픈 소스 코드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주요 프로세스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리소스에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부 오픈 소스 정책을 수립 및 문서화 
개발팀에서는 어떤 오픈 소스 코드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추적 작업은 OSPO에서 수행하거나 OSPO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경우 가상의 직원 팀에서 수행합니다. 추적 작업에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감사 트레일을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사 오픈 소스 
종속성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개발 주기 
내에서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 이를 수행합니다. 

전략 문서를 작성하면 관리자와 직원을 교육하는 데 유용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상태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동시에 비즈니스 
성과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고 개괄적인 목표를 수립하십시오. 다음은 오픈 
소스가 조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몇 가지 항목입니다. 

• 인재 유치 및 유지 

• 민첩성 향상, 혁신 추진, 비즈니스 가치 창출 가속화 

•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직원들이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 

용어: 무료 및 오픈 소스 
무료 및 오픈 소스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서로 바꿔서 표시됩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의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무료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오픈 소스의 정의에 해당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자유, 프라이버시 및 공유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오픈 소스라는 용어는 실용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이점을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프리웨어라는 구식 용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개발자가 소스 코드는 
비공개로 유지하며 실행 파일만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무료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무료(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되려면,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라이선스에서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http://bit.ly/2l7Jkrh
https://opensource.org/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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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또는 사고 리더십을 통해 수익 창출 또는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을 마일스톤으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주인 의식을 갖게 되고 필요한 여러 
프로세스의 제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오픈 소스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더 광범위한 회사에 명확히 
알려주는 오픈 소스 거버넌스 및 정책 

• 개발자가 외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역할 및 투자 
시간)을 명시하는 정책 

• 기술 리더십 및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룹에 시작할 때부터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방형 정책 장려 

• 회사 전반에 걸쳐 내부 개발에 오픈 소스 방식을 채택하는 InnerSource 
모델을 동시에 시작 

오픈 소스 채택은 많은 조직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조직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발자가 이러한 구조에서 내부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뜻을 옹호하는 고위 후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 섹션에 설명하는 고려 사항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전략 문서를 설득력 있게 
만들면 이러한 후원자가 높은 수준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게 될 것입니다. CTO 
또는 CIO의 지원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전에 다루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라이선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 및 홍보팀도 오픈 소스가 업무, 품질 및 
고객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픈 소스 방식을 
연구하고,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데 협력하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그리고 아마도 채용 
대상인)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이벤트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케팅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팀은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시할 때 코드 사용 및 확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명확한 프로세스가 없다면, 누군가 모범 사례를 따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오픈 소스 코드를 통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드의 
라이선스를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코드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요한 버그 수정 사항을 릴리스합니다. 수정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명확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면 직원들이 커뮤니티의 소중한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에서 회사의 요구 사항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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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명확하고 잘 전달된 정책은 회사 전체에서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와 인식을 현격히 향상시킵니다. 

OSPO를 통해 전략 공식화 
개발자들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혜택을 누리려는 회사는 법률 조사, 프로젝트 조사, 코드 작업을 할 개발자 
채용, 프로젝트와 이벤트 후원,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관계 관리 등 오픈 
소스 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을 중앙 집중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픈 소스를 
시작하는 대부분 회사는 CSPO를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러 OSPO 선두업체들은 Linux Foundation의 TODO group을 통해 
협력하여 회사들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샘플 오픈 소스 템플릿 및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OSPO는 이후 섹션에서 설명하는 활동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서 유대 관계 형성 
정책을 생성한 후에는 모든 개발자가 이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팀 및 
조달팀과 같이 회사의 많은 다른 영역도 동참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내에 오픈 소스 실무자들을 위한 지원 커뮤니티를 만드십시오.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개발자와 다른 사람들은 경영진의 지원과 
지침이 없어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정기적인 점심 세션, 웹 세미나, 팀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오픈 소스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회사의 모든 개발자에게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 모두가 오픈 소스 사용 및 
기여에 대해 동일한 이해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지원 활동은 직원들이 오픈 소스를 쉽게 이해하고 오픈 소스 문화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으로 다른 잠재적 
옹호자를 발굴하여 일찍부터 이들과 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프로젝트 평가 
오픈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GitHub와 GitLab은 잘 알려진 두 
개의 코드 호스팅 사이트입니다(둘 다 원래 Linus Torvalds가 개발한 인기 있는 Git 
버전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키워드(예: '직원 관리')를 
검색하면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가 
정말 요구 사항에 맞는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Linux Foundation 
guide는 프로세스를 주로 다루며, Dan Woods 및 Gautam Guliani(O’Reilly, 2015년)의 
Open Source for the Enterprise는 프로젝트 준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확인 사항 목록입니다. 

https://github.com/todogroup/policies
https://github.com/
https://about.gitlab.com/
https://www.linuxfoundation.org/using-open-source-code/
https://www.linuxfoundation.org/using-open-source-code/
http://shop.oreilly.com/product/978059610119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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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품질 
코드를 검사하고, 프로젝트가 GitHub에 있다면 등급(별점)을 확인하고, 
보고된 버그 수를 보고, 온라인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코드에는 오류가 있으며 
사람들이 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므로, 중요한 버그가 수정되는 
한, 버그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활발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새로운 릴리스를 내놓았는가 아니면 최소한 버그 
수정 사항이 있는가? 코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풀 요청이 많은가? 

프로젝트 성숙도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활성 커뮤니티가 있는가? 코드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자금이 있는가? 책, 비디오 및 다른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는가? 

지원 수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문서가 있는가? 

커뮤니티 상태 
메일 발송 목록이 활성화되었는가? 버그가 보고될 때 개발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가? 문제에 대응할 때 생산적이고 정중한가? 성장하는 
커뮤니티는 좋은 신호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용자 
기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적합한 프로젝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활성 또는 쇠퇴하는 커뮤니티는 경고 신호입니다. 

공공 의사 결정 
모든 결정이 공개 목록을 통해 논의되는가? 리더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메일 발송 목록 또는 리포지토리에 결과를 보고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 이는 프로젝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 나중에는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커밋 액세스 
새로운 기여자가 커밋 액세스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법이 있는가?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시간과 전문 지식을 투자했다면, 늘어난 
여러분의 책임을 프로젝트에서 지원해주길 바라게 될 것입니다.  

보안 보고 
전문 프로젝트에서는 보안 결함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보안 결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지도부와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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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준수 
또한, OSPO 또는 오픈 소스 코드 사용을 추적하는 조직 내 담당팀은 조직에서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이선스의 기술적 영향을 
이해하는 개발자와 법무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참가자들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더 간단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할 수 만들어 
더 많은 회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OpenChain Project를 
구성했습니다. 라이선스 또는 코드 속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ClearlyDefined라는 또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규정 준수 정보를 
찾고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Ibrahim Haddad의 Open Source Compliance in 
the Enterprise라는 책(The Linux Foundation, 2016년)은 규정 준수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십시오. 법무팀은 분명히 오픈 소스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작업을 
승인하고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코드를 제출할 때 따르게 되는 기여자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오픈 소스의 익숙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을 기회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여 개발 및 
개발자에게 더 유리하게 오픈 소스 정책을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 담당자와도 유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오픈 소스 관련 조달 계약에 
특정 항목을 추가하도록 추천하고 조달팀에서 타사와 계약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코드를 자신이 작성한 코드처럼 진지하게 
관리 
오픈 소스 코드를 개발한 것은 외부 조직이지만, 조직 내에서 그 사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백도어와 다른 결함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코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코드를 자체 코드와 
통합하기 위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리소스를 투입해야 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경우 일부 작업이 다릅니다. 코드를 유지 
관리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를 
커뮤니티의 버전 제어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itHub 또는 
GitLab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코드를 호스팅하는 리포지토리의 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17페이지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 해당 버전의 버전 제어 시스템 브랜치를 구성하거나 
자체 내부 버전 제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openchainproject.org/
https://clearlydefined.io/about
http://bit.ly/2HKTXt7
http://bit.ly/2HKTXt7
https://github.com/
https://about.git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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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과 오픈 소스 

창조적인 산출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Donald 
Knuth가 혼자 TEX와 Metafont를 개발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발한 영감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는 팀 작업이 필요하지만, 
팀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다 보면 고유한 공유된 정체성이 생깁니다. 또한, 팀은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긴밀한 
그룹에서는 각 구성원이 상대방의 장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기여를 기반으로 연봉 인상과 
승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 및 관리 구조 변경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는 개발자들은 클로즈드 프로젝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의사 소통과 협상에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상 구조에는 이러한 개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추가 업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익히고, 채팅과 메일 발송 목록에 
참여하고, 경험이 부족한 동료를 멘토링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여한 코드를 
확인 및 수정하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위한 컨퍼런스 또는 리더십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개발자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자들과 다른 직원들이 특정 팀의 결과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원과 담당 관리자를 위해 성과 평가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해당됩니다. 회사 내 목표와 인센티브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와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컨퍼런스에 참석 및 발표하고,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면, 
직원들의 기여로 인해 회사가 좋게 인식되어 새로운 개발자를 채용하는 등 
나중에 회사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직원을 위한 보상 계획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승인하는 것 외에도, 관리자는 소프트웨어 마감일은 내부 직원들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동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마감일은 온전히 내부 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에 대한 새로운 의존성은 경영진이 현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귀사에 필요한 기능의 
우선순위가 낮다고 결정하는 경우, 자체 리소스를 사용하여 적시에 완료하고 
추가 기능을 커뮤니티에 기여하십시오. 다른 회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할 
것이므로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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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보상 구조는 오픈 소스에서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각 개발자가 오픈 소스의 맥락에서 어떻게 개인적 성취감을 얻고 기여에 
대한 인정을 받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참여할 때, 팀은 어느 정도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며 동기 부여가 된 목표가 각기 다르고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형태 없는 
그룹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더 많습니다. 기여한 모든 것을 전 세계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조차 못 했던 관련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채택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기여도를 보여주면 구직 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픈 소스는 코딩 기술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및 
인력 관리, 디자인, 웹 개발, 문서화, 번역 등에 스킬이 있는 사람들을 보상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기여가 중요합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뛰어난 가시성은 자사의 최고 기여자들이 경쟁사에서 
제시하는 더 높은 급여 또는 더 권위 있는 일자리에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관리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그 경쟁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코더로서 그리고 리더십 역할로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기여할 시간을 내도록 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자유를 주고 개발자 또는 
팀에서 제안하는 유용한 도구를 구현할 리소스를 제공하십시오. 스타 기여자가 
있다면, 이사회에 참가하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사를 다른 최고의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참여 
이제 회사의 상태와 성공은 크든 작든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상태와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들이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만 아니라(12페이지의 '보상 및 관리 구조 변경' 섹션에 자세히 나와 있는 주제) 
회사도 귀중한 리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풀 요청, 버그 수정, 변경 요청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사의 경험은 커뮤니티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코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는 다른 기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질문, 아이디어 및 버그 보고서 게시 

• 버그 수정 및 새로운 기능에 기여, 기여한 코드에 대한 프로젝트 권한을 
부여하는 기여자 계약에 서명 

• Code-a-Thon 및 컨퍼런스 참석, 항상 소속 회사에 대한 투명성 유지 

•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리더십 역할로 성장하면서 커미터(핵심 코드 
리포지토리를 변경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가 되고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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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 자신의 업무와 회사의 지원을 위해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Apache 방식으로 
잘 알려진 커뮤니티 원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회원들이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리더들이 정의한 것과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원칙은 프로젝트의 일상적인 활동에 잘 나타납니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지닌 채 회사에 들어오거나 오픈 소스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서 이를 배우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모든 
조직에서 경험하듯이 특정 영역에서 기밀성이 요구되어 약화된 유사한 가치가 
개발자를 통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픈 소스 작업 
옹호자들은 경영진과 논의 일정을 잡고 오픈 소스의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커뮤니티 참여의 가치는 관리자가 
회사의 모든 레벨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개발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할 때 개발자가 해야 할 몇 가지 활동입니다. 

• 준수해야 하는 행동 강령 및 기여자 계약 확인 

•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능숙해지기 

• README 파일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설명서(포괄성과 완전성에 따라 
다름) 검토 

•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기여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기 

• 메일 발송 목록 또는 그룹에 참여하여 질문하고 다른 기여자와 친숙해지기 

• 프로젝트 TODO 목록에서 작업할 항목을 가져오기 시작 
• 버그 수정 사항 제출 

직원들이 오픈 소스 코드를 이해한 후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확한 기능이 프로젝트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성능 트레이드오프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이 모든 변경 사항을 프로젝트 리포지토리에 
'업스트림'으로 다시 보내도록 권장합니다. 라이선스 및 코드 사용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설계된 프로젝트는 모듈화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적용한 변경 사항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를 채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ache.org/foundation/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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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을 메인 프로젝트 또는 코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용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해당 추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버그가 많거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문화적 장벽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단순히 커뮤니티의 관심과 신뢰를 얻을 정도로 커뮤니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결하고 
혼자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작업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개발용으로 별도의 브랜치를 설정하거나 코드를 복제하여 조직 내부로 
가져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크(fork)라고 합니다. 핵심 커미터가 동의하는 
경우 보통 나중에 포크를 메인 브랜치에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 사항을 기여하거나 이를 다시 푸시하는 경우, 철저하고 엄격한 코드 
검토를 통해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코드는 제출한 
코드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버그가 적고 성능이 뛰어나며 아키텍처는 향후 
사용을 위해 더 일반화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코드가 코어에 포함되는 경우,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여러분의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포크하는 경우, 새로운 버전 받기를 포기하고 원래 코드에 포함된 보안 
결함과 버그로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버전에 추가 기능을 다시 적용하고 
신중하게 테스트하고 자체 작업을 무효화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지루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포크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커집니다. 원래 
프로젝트에 다시 기여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회사는 원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업스트림 버그 수정 사항, 보안 패치, 기능 개선 사항을 다운로드하여 
통합하지 않습니다. 원래 버전과 사용자 지정 버전이 나뉘면서 원래 
프로젝트를 조율 작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코드 변경 사항이 코어에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규제 또는 경쟁의 이유로 코드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보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별도 브랜치를 유지 관리하고, 추가 기능을 새로운 버전에 다시 
적용하는 힘들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변경 사항 
일부를 기여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보류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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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보안: 오픈 소스와 클로즈드 소스 비교 
제품을 사기 전에 공급업체의 품질, 우수한 비즈니스 사례, 고객 지원, 일반적인 
평판을 평가하는 것처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평가해야 합니다. 9페이지의 
'잠재적 프로젝트 평가' 섹션에서는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위험은 기대했던 품질을 얻지 못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기여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후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도 떠나야 합니다(물론 코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속 유지하도록 다른 개발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오픈 소스에는 클로즈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비교하여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더는 여러분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오픈 소스는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 사업을 중단하거나, 현재 분야를 포기하고 제품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거나, 제품 비용을 급격히 늘리거나, 버그 수정 또는 중요한 기능 
추가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활동을 추적하는 맬웨어를 삽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유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제어권을 부여합니다. 공급업체를 변경하고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드 소스가 오픈 소스 코드보다 품질이 좋다 또는 나쁘다거나 더 안전하다 
또는 덜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도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개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Linux 
Foundation의 Core Infrastructure Initiative에서는 소스 제어부터 테스트, 코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모범 사례'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오픈 소스 프로세스가 보안 코드 및 표준에 더 
좋다는 데 동의합니다. 어디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널리 배포된 오픈 소스 보안 소프트웨어인 OpenSSL에 수년간 잠복해 있던 
악명 높은 하트블리드(Heartbleed) 결함은 오픈 소스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주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하트블리드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외부적으로 검증 가능한, 중요한 프로세스 변경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Linux Foundation과 함께 작업하는 회사들은 이제 상근 
기여자로 OpenSSL을 담당하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시대의 보안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패치를 부지런히 설치하고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을 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손상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맬웨어가 다운로드되거나 
피싱 사기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은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보안은 기술만큼이나 문화적이며 정책 중심적입니다. 

http://bit.ly/2HNwvve
http://bit.ly/2HNwvve
http://heartble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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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코드를 통해 그리고 다른 방식(후원, 기부 등)을 
통해 재기여함으로써 프로젝트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의 도구, 플랫폼 추가 기능 또는 플러그인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내용을 다루고 다음 섹션에서는 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추가 단계를 살펴봅니다. 

회사 전반에 걸쳐 '왜'를 규명 
지금쯤 오픈 소스를 채택하는 것이 단순히 복사해 붙여넣기의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진지한 헌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관리자는 앞서 
다룬 커뮤니티 참여 형태를 비롯하여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코드와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투자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드 사용이 어떻게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에 기여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개발자의 개별 
목표가 이러한 더 큰 목표와 계속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ozilla와 Open Tech Strategies의 백서에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생성과 실행에 
대한 10가지 전반적인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서에 논의된 거버넌스 구조 
및 동기 부여 프레임워크의 다양성 그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커뮤니티의 인재 채용 
기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한 기여자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리더 또는 핵심 커미터를 채용하고 정직원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작업을 하도록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일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발자가 시간제로 오픈 소스 코드 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코드를 
회사에 통합하거나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내부 업무와 오픈 소스 업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항상 내부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개발자의 
일정에 내부 작업을 점점 더 많이 추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려면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회사의 진심 어린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계약서를 검토하고 개인 시간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개발자를 지원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채용되면, 
관리자와 개발자는 시간 분배에 대한 원래 계약을 고수해야 합니다.  

http://bit.ly/2HONz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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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든지 간에, 적절한 이유로 
채택한 정상적인 프로젝트는 이 책 2페이지의 '회사와 정부가 오픈 소스로 
전환하는 이유는?' 섹션에서 설명한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멘토링 및 지원 개발 
직원들은 새로운 코드로 작업을 하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오픈 소스 환경에서 일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픈 소스에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익숙한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발자들은 다른 개발자들을 멘토링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든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에서든 이것이 개발자 리소스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 참여는 
회사의 개발자 스킬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참여 규칙 설정 
오픈 소스는 단 하나의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채택하는 
모든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조직 내 여러 레벨의 개발자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직원들도 이제 자신들의 대화와 의사 결정을 대중의 시선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온라인 포럼에 올리는 글을 전 세계가 보며 
온라인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참여를 막아야 하는 
이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지만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차별 또는 욕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동 강령과 같이 
온라인 참여에 대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채택할 수 있는 좋은 행동 강령을 제공합니다. TODO 
Group에서는 이미 신중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한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mazon Web Services 등의 회사에서는 이 행동 강령의 개정 버전을 
오픈 소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산업(그리고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여성과 소수 집단의 
기여를 막거나 괴롭히고 비협조적인 환경을 만드는 관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의 시선에 노출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에서 근절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회사와 커뮤니티는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긍정적이고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tp://todogroup.org/opencodeofconduct/
http://todogroup.org/opencodeofconduct/
https://aws.github.io/code-of-condu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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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커뮤니케이션 육성 
존중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개발자들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2~4명이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고 비공식적으로 설계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및 스크럼 방법론 중 일부는 
이러한 행동을 권장하지만, 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 또한 
제공합니다. 따라서 애자일 및 스크럼을 오픈 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픈 소스는 다양한 방법론에 열려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중요한 설계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는 포럼에서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포럼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아카이브합니다. 변경 사항을 커뮤니티에 다시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커뮤니티 메일 발송 목록 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Slack, 
Gitter, Stack Overflow, Google Groups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을 제출할 때 커뮤니티를 당황스럽게 하고 아마도 변경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개발자들은 팀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의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외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중하는 대화 기법이 기업 문화에 스며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자들은 
다른 새로운 스킬도 필요로 합니다. 개발자들은 훌륭한 청취자여야 하며, 
다양한 개발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부적절한 기여는 거부하면서 기여자가 
배우고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복도에서의 대화나 전화로 설계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경우,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메일 발송 목록과 버그 
추적기에서 제공하는 덜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 
전반에 걸쳐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솔직한 의견 차이, 열려 있고 존중하는 
대화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의사 결정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픈 소스 논의 프로세스를 축소하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코드를 유지 관리하고 향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행한 작업 일부를 나중에 롤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부지런히 기록할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부수 이익은 
프로젝트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주요 담당자가 떠나도 
원활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고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https://slack.com/
https://gitter.im/
https://stackoverflow.com/
https://group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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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프로젝트 시작 
조직에서 오픈 소스 개발 모델의 이점을 인식하게 되면, 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을 통해 빠르게 잊히는 실패가 아니라 
번성하고 지속 가능한 코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Linux Foundation 
안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포괄적인 프로젝트 개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전 섹션들의 모든 원칙이 적용되며 추가 고려 
사항은 이 섹션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선택 
법무사는 내부 사용 목적으로 클로즈드 추가 기능을 만들지 여부를 비롯하여 
코드 사용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라이선스가 자체 사용뿐 아니라 
다른 회사와 개인이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의사 결정도 제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수선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선스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Open Source Initiative에는 많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 목록이 있지만, 인기 있는 최신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GitHub에서는 잘 만들어진 라이선스들이 정리된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이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오픈 소스를 시도하려는 동기를 솔직하게 다시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오픈 소스 원칙과 어긋나는 일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코드 공개 
코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퍼블릭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회사 외부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검토하여 독점적 정보와 난처한 의견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코드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코드를 공개하면('오픈 소스 우선' 접근 방식의 일부), 
개발자가 모범 코딩 사례를 따르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이름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예를 들어 Linux는 운영 체제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LibreOffice처럼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마스코트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고, 
하둡(Hadoop)처럼 말이 안 되지만 기억하기 쉬운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상표에 대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검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중복된 이름이 없는지, 다른 언어에서 불쾌감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와 브랜드 홍보에 대한 정보는 22페이지의 '커뮤니케이션 
유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bit.ly/2sWo0cO
http://bit.ly/2sWo0cO
https://opensource.org/licenses
https://choosealicense.com/
https://www.libreoff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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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첫 번째 코드를 오픈 소스 개발이 아니라 내부 팀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든 경우에는 코드가 엉망일 수 있습니다. 미숙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개발자와 관리자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유치와 멘토링에 대한 헌신을 고려하면, 진행 과정과 커뮤니티에 원하는 것을 
문서화하기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외부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개발자 시간을 더 
낭비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코드를 위한 모범 사례 사용 
인기 있는 퍼블릭 리포지토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코드와 문서를 저장하거나, 
공개 액세스를 지원하는 자체 버전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매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변경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개발자는 이 방식을 "일찍 릴리스하고 자주 릴리스"라고 부릅니다. 지속적 통합 
및 회귀 테스트(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는 둘 다 모범 사례로 간주)는 개발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정식 릴리스를 제공하지만(특히 주요 기업 사용자에게), 오픈 
소스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허용합니다. 

공개 토론 포럼 구성 
의사 결정을 숨긴다면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따르고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9페이지의 '공개 커뮤니케이션 육성'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회사의 개발자들은 회사 외부 프로젝트로 몰려들길 바라는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일부입니다. 간단한 메일 발송 목록이 필요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토론에 사용하는 도구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새내기를 배려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코드와 조직 구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 
년간 참여해 온 사람들만 이해하는 배터적인 문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투자하십시오. 

문서 
여기에는 빠른 시작 안내서부터 프로젝트의 고유성과 가치를 설명하는 
아키텍처 설명까지 포함됩니다. 코드를 기여할 스킬이 부족한 많은 사람이 
문서 작성을 반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모집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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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및 Code-a-Thons 
이는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열정을 키워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벤트에 참석한 후 오랫동안 기여자가 됩니다. 이는 새로운 
기여자를 모집하고 기존 기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열정을 
고취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요 의사 결정이 내려질 때 
커뮤니티의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도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지역 모임은 준비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사무실의 공간을 제공하고 
피자와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로 존중을 확립하십시오. 명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서화된 행동 강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더들이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십시오. 단 한 번의 긴장된 대화로 상당한 수의 사용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다른 그룹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큰 규모의 
인재풀을 모집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아마도 영원히). 그리고 나쁜 
평판은 회사에도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할 일 목록 
사람들은 코드를 한동안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이 우선순위로 식별한 중요 
작업 목록을 제공하십시오. 

개발 단계별로 커뮤니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시작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원하는 
기능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들을 잃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은 좋은 투자입니다. 이러한 담당자는 회사 직원 및 
커뮤니티 외부 회원 모두에게 프로젝트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지고 널리 채택되면, 독립적인 
거버넌스 조직에 통제권을 넘겨줘야 할 시기가 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섹션(24페이지의 '프로젝트를 독립적인 거버넌스 조직에 이양')에서 다룹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에는 Jono Bacon의 책인 
The Art of Community(O’Reilly, 2012년)가 매우 유용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유지 
커뮤니티와의 소통은 일반적으로 주요 이벤트에 대한 보도 자료에 집중하는 
홍보 활동 그 이상입니다. 커뮤니티와 전 세계가 각 단계 전, 도중, 그리고 후에 
프로젝트의 발전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블로그에 게시하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식을 알리도록 직원들을 독려하십시오.  

https://opensource.com/resources/conferences-and-events-monthly
https://opensource.com/resources/conferences-and-events-monthly
http://shop.oreilly.com/product/0636920021995.do
http://shop.oreilly.com/product/063692002199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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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트윗과 더불어 커뮤니티의 누군가가 최소한 2주에 한 번씩(대규모 
프로젝트는 더 자주) 정보성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커뮤니티 회원이 노트북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또는 양말, 티셔츠와 같이 
브랜딩에 약간의 투자를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원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커뮤니티 회원들에게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지표와 측정 도입 
우리는 데이터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조직은 유용한 지표를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 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일부 지표는 다른 지표보다 수집하기 쉬우므로 유용한 지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많은 지표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자 및 기여 수,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 소속인지 

• 사용자 수(다운로드, 메일 발송 목록 참여 및 기타 프록시에서 대략적으로 
계산 가능) 

• 기여자 메일 발송 목록의 증가 또는 축소 

• 보고된 문제, 버그 및 수정 수 
• GitHub의 포크 및 별점 수 

• 프로젝트와 관련된 웹 페이지, 블로그 및 트윗의 페이지 뷰 

CHAOSS Community에서는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수집하면 유용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보고된 버그 
수의 증가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고된 버그를 수정하는 속도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풀 요청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프로젝트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프로젝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기여의 대부분이 몇몇 조직에서 비롯되는 경우, 다양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드가 한두 개의 주요 조직에 최적화되어 다른 잠재적 
사용자에게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여자가 갑자기 
떠나는 경우, 여러분은 결정적인 지원 없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풀 요청과 
커뮤니티 참여가 안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https://chaoss.community/
http://bit.ly/2sWYq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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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용도가 제한적이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측정은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리자가 회의와 향후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세스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십시오.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오픈 소스 도구는 지표를 나타내는 
대시보드와 시각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Bitergia는 오픈 소스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Amazon은 OSPO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OSS 
attribution builder 및 OSS contribution tracker를 릴리스했습니다. 

독립적인 거버넌스 조직에 프로젝트 이양 
이 책의 조언과 이 책에서 소개한 리소스를 따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 외부의 사람들에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충분히 크고 안정적이라면, 회사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아마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들이 재정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더 고무될 것입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며 미래가 
회사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고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재단을 만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주요 기여자의 
요청 또는 회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과 같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단 설립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Linux, Mozilla 및 OpenStack과 같은 몇몇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했지만, 대부분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Spark 데이터 처리 도구와 같은 인기 있는 도구조차도)는 기존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 Eclipse Foundation 및 Linux 
Foundation은 원래 미션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후원합니다. 다른 
조직들은 특정 산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HL7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Automotive Grade Linux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오픈 소스와 클라우드 
지난 십여 년간 오픈 소스로의 이동은 인프라, 데이터 및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채택과 병행되었습니다. 사실,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의 주요 동인이며, 서비스 공급자들(상당수가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열거됨)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개발자들입니다. 클라우드 
공급자들은 Linux와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KVM 및 Xen과 같은 시각화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들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고객은 동일한 이유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https://bitergia.com/opensource/
http://bit.ly/2LOzGVL
http://bit.ly/2LOzGVL
http://bit.ly/2JDTA9k
http://bit.ly/2LQAtWa
https://mzl.la/2HOXeaO
http://bit.ly/2LPYjBx
https://spark.apache.org/
http://bit.ly/2JCHspm
http://bit.ly/2JCHspm
http://bit.ly/2MsxzZd
http://bit.ly/2JAiZRr
http://bit.ly/2JAiZRr
http://www.hl7.org/
https://www.automotivelinux.org/
http://bit.ly/2ybjpZ5
https://www.xen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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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공급자와 클라우드 사용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주요 이점은 무료 배포입니다. 최대 10개의 가상 머신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피크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30개로 확장한 다음, 사용자당 비용을 
추적하거나 결제를 조정할 필요 없이 10개로 다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숙련된 개발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깊이 이해되는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는 클라우드 공급자와 고객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며 잘 테스트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구축하면 더 
빠르게 구동하고 더 많은 향상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클라우드 공급자는 딥 러닝과 같은 인기 있는 최신 기술을 모두 추가하여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클라우드 공급자는 오픈 소스 도구를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에게 엄청난 가치를 안겨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고품질 오픈 소스 옵션이 많으면 고객의 개발 노력을 위해 서비스를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플랫폼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클라우드 공급자가 오픈 소스 도구를 사용하면 더 안심하게 
됩니다. 판매업체에 대한 종속 위험이 줄어들며, 고객은 여러 클라우드 
공급자를 사용하거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공급자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자는 서비스를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오픈 소스로서 도구를 
릴리스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형성된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프로덕션과 사용은 지난 1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자비로운 독재자" 중심인 경우가 많은 비공식적인 협업에서 
원칙으로 발전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 오픈 소스 프로그램 사무소, 행동 
강령 및 조직화된 개발 방식의 다른 측면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웹 사이트는 
더 정교해졌고,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프로세스는 TODO Group과 같은 
그룹에서 GitHub와 같은 협업 사이트에 문서화되었으며, 프로젝트에서는 소스 
코드에서 오랫동안 무시해온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향후 전망과 더불어 2018년 최첨단 기술 주도 회사 및 정부 기관이 
진행하는 오픈 소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픈 소스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우려가 될만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리소스와 참고 자료를 
통합했습니다. 예. 오픈 소스 코드를 채택, 사용 및 릴리스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문화 변화를 통해 그리고 오픈 소스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모든 직원을 
지원함으로써 오픈 소스를 채택하는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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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개의 회사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많은 회사가 이에 
기여합니다. 이 책에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개발자 및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오픈 소스 코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이들을 오픈 소스 
관련 정책에 좀 더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하면 커뮤니티는 기꺼이 멘토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문서 중 일부를 읽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인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우수 사례를 따르십시오. 수행하는 작업을 문서화하고 
경험을 활용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하십시오. 

회사의 방식을 조정하고 수정하면, 딥 러닝 또는 웹 개발과 같은 작업에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단계는 자체 코드를 
공개하고 새로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세한 정보 출처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대기업의 오픈 소스 채택은 오픈 소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도구이며 뉴노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변화시키고 정부부터 금융 
서비스, 그리고 농업 및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의 
가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클로즈드 소스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오픈 소스 사용 또는 생성 사이에서 
균형을 선택합니다. 

스타트업 또한 커뮤니티의 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픈 소스 
프로세스는 한정되고 귀중한 개발자 리소스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사한 원칙이 다른 창조적인 프로덕션 분야에도 적용됩니다(각 유형의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Arduino와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 일부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에 따라 릴리스된 아트워크, 오픈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 개방형 표준(영국 정부가 정의한 Open Standards 원칙 등), 
정부의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야에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제 
오픈 소스 도구와 방법을 회사 전략과 문화에 통합하여 경쟁 우위를 향상할 
때입니다.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위한 InnerSource를 비롯하여 오픈 
소스 방식을 도입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정을 진행하면서 알게 될 오픈 소스의 부가적인 선물입니다. 

https://www.arduino.cc/
https://creativecommons.org/
https://creativecommons.org/
https://opendatacommons.org/
http://bit.ly/2JI5H1m
http://bit.ly/2JI5H1m
http://bit.ly/2JBTx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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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penoffice.org/
http://www.netbea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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