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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와지적재산권
표준화및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대한 향을중심으로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서론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Free”라는 단어는“자유”의 의미와 함께“무료”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일반공중으로하여금자유소프트웨어를“무료”로이용할수있는것, 다시말하면아무런권리도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 고 나아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 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MS 등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반대하는 독점 소프트

웨어 업체들의 공격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켰다. 지난 2002년 4월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정

부지도자 컨퍼런스(Government Leaders’Conference)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게이츠 회장은 자유소프

트웨어(Free Software)가 지적재산권 체계를 파괴하며,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 다. 그에 의하면

각국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투자의 결과

물에 대한 상업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자유소프트웨어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 하지만 자유소프트웨

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 리차드 스톨만은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유소프트웨

어 운동은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MS가 이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사유화하거나 통제

할수없는소프트웨어의 역을만들어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2

본 은 자유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공개소프트웨어3가 기존의 지적재산권체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4

를 살펴보면서 공개소프트웨어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최근 W3C의 특허정책

1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근 MS의 주도로 ISC(Initiative for Software Choice)가 만들어졌는

데,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호 또는 강제구매를 배제하고 소프트웨어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각국의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여 반대 또는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탈리아, 페루 및 캘리포니아 주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의 정책

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 다. http://www.softwarechoice.org

2 ZDNet News, “Stallman takes to task over GPL attacks”, 2002. 5. 1,  at  http://news.zdnet.co.uk/story/0,t269-s2109466.00html

3 “Open Source Software”를“오픈소스 소프트웨어”혹은“개방 소프트웨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본 에서는 특별한 정의가 있지 않는 한

“Free Software(자유소프트웨어)”를 포함한“Open Source Software”를“공개 소프트웨어”로 번역하기로 한다. 

4 “License”를“사용(이용) 허가서(약정서)”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그냥“라

이센스”로 표기하기로 한다.



(Patent Policy)을둘러싸고활발히논의되고있는표준과지적재산권의문제에서공개소프트웨어가어떠한의미

를주는지, 마지막으로공개소프트웨어가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어떠한 향을미치는가를살펴보기로한다.

2. 공개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1)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주요 라이센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및 자유소프트웨어재

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

“자유(Free)”를추구하는것을이념으로하고있다. 하지만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해커(Hackers5)”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IT산업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에릭 레이

몬드(Eric S. Raymond), 브루스 페렌스(Bruce Perens) 등이 OSI(Open Source Initiative)를 조직하여 자유소

프트웨어를 포함한 보다 넓은“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라는 개념을 만들었다.6 공개소프트웨

어운동은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한계를극복하는한편Sun, IBM 등 IT산업의주요멤버들을참여시켰으며, “라

이센싱으로부터서비스로(From Licensing to Service)”라는소프트웨어산업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주장하

면서 크게 성공하 다. 하지만 GCC를 포함한 GNU 소프트웨어 및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의 대다수가 자유소

프트웨어에포함되기때문에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연장이라고보아도무방하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공개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센스로, GNU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GNU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7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PL을 통해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독점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항(이른바“copyleft”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8 GPL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특정한 배포조건(distribution terms)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 배포조건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프

로그램의 코드를 사용, 수정, 배포할 권리와, 원래의 조건과 동일한 배포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

그램을재배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조건에의하면일단특정소프트웨어가GPL 라이

센스에 의해 부여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가 GPL 라이센스에 구속되는데, 이를“바이러스 효

과(viral effect)”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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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에서는“해커(Hacker)”를 시스템 불법칩입자인“크래커(Cracker)”와는 구별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6 OSI는 현재 30개 이상의 라이센스들을 공개소프트웨어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7 GPL 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된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리누스 토발즈가 최초로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한 리눅스 커널(Linux kernel)이

다.

8 GNU General Public License, Article 4.



37[제85호] TTA저널

공개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공개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라이센스는 GPL 이외에도 30여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OSI에 의해 지속적으

로 추가되고 있다.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 개발자의 소속 등에 맞게끔 현재에도 다양한 라이센스가 만들어

지고 있다.9 [표]에서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 GPL, LGPL, MPL, BSD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있

다.10

[표] 주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차이

2) 공개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문학·예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 예술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권리와 산업,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3 전통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

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과 관련된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등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관련해서는소스코드보호를위한저작권· 업비 ,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의보호를위한저

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소프트웨어에사용된알고리즘보호를위한특허권등의지적재산권이중요하다.

 

 

 

 

 

    

   

 

       

        

        

        

 

       

 

       

 

       

9 앞으로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원,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를 위한 다양한 라이센스가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라이센스의 장단점 및 추가되어야 할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0 “Shareware”및“Freeware”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개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Shareware”는 무료로 배포된다는 점에서“Freeware”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제한된 기

간 혹은 제한된 기능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12 “Freeware”는 어떤 소프트웨어가“무료”로 배포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free software”의“free(자유)”와는 다른 의미이다. 소스코드가 제공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13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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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가치사슬을살펴보면소프트웨어에대한지적재산권의보호가어떠한역할을수행하는지를잘이

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 및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림-1]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문서화, 패키징, 마

케팅및판매의과정을거치게되며, 특히 ERP 등기업용소프트웨어와같은복잡한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컨설

팅, 구현, 교육 및 지원 등 추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며, 소

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의 보호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패키징 등의 단계에서 투입된 비용을 판매단계에서 회

수할 수 있게끔 한다. 나아가 지적재산권이 강화될수록 시스템통합업체(SI), 판매업체 등과의 관계에서도 소프트

웨어 개발회사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는 경쟁업체들의

진입을차단하게함으로써막강한힘을가져다준다.

[그림-1] 소프트웨어의 가치사슬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자유로이 허용하는 GPL 등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

개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공식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MS는 공개소프트웨어, 특히 자유소프트웨어가 지적

재산권 체계를 파괴하며 나아가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

고본다.

공개소프트웨어도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양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은 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조

건14으로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대한 허락을 하는 것이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소프

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독점소프트웨어 개발의 동기는 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인 판매를 통한 이윤창

출이다. 하지만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의한 이윤창출15뿐만 아니라 표준화에 의한 하드

웨어 비용절감 및 수요확대16,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17 등 여러 가지 요인18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공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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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컨대 GPL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을 GPL 조건하에 재배포하게 한다는 조건 등

15 예컨대 레드햇, 수세리눅스, 한컴리눅스 등 리눅스 배포·판매 업체

16 IBM, HP, Sun 등 주요 하드웨어 업체들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이유이다.

17 ERP 선두업체인 SAP은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업체인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항하고 있다.

18 해커 등 개인 개발자들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커의 인류학자로 불리는 에릭 레이몬드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Eric S. Raymond, “The Cathedral & Bazaar”, O’Reilly 2001



웨어는 소스코드의 공유를 기반으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개발해

야 하는 독점소프트웨어에 비해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가며 따라서 회수하여야 할 비용도 적게 된다. 결국 공개소

프트웨어는지적재산권체계를파괴하기보다는현행지적재산권체계를바탕으로소프트웨어의개발과관련된특

징을수용한바람직한모델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3. 공개소프트웨어와 표준

공개소프트웨어와표준및소프트웨어특허의문제는최근W3C의특허정책을둘러싼논쟁을살펴보면잘이해

할 수 있다. 인터넷의 폭발적 사용에 최대의 공헌을 한 월드와이드웹에 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 단체인 W3C는

최근 특허정책워킹그룹에서 3여 년 동안 작업해 오고 있던 W3C 특허정책 초안을 발표하 다.19 초안의 주요한

내용은 W3C의 표준을 무료-로열티(Royalty-free) 기초로 구현하는 것이며, W3C 회원들 및 비회원들에게 그들

이소유하거나알고있는특허를공개하도록하는데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번 초안에서 발표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이전의 초안은 대부분의 표준화 기

구에서 그들의 특허정책으로 무료-로열티 조건뿐만 아니라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조건20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RAND 조건의 특허도 W3C의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거

센 항의가 빗발쳤다. 비판의 핵심은 월드와이드웹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표준이 무료

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며, W3C는 이러한 이념을 계속 유지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W3C 특허정책워킹그룹

이이러한주장을받아들이게된것이다.

개정된초안이발표된직후W3C 회원들의의견은이번결정에대한찬사가대부분이었지만최근에는사용분야

의 제한(field of use restriction) 규정21이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주장하는 GNU의 GPL(General

Public License) 규정22과배치된다는점때문에사용분야에대한제한규정을삭제해야한다는주장이대부분이

다.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W3C의 특허정책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정책에 많은 의미

를 던져주고 있다. 초안을 만든 특허정책워킹그룹(Patent Policy Working Group)에는 20개의 회원사 및 W3C

의 스탭뿐만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 공동체로부터 3명의 전문가가 초빙되어 참여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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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3C Patent Policy Working Group Royalty-Free Patent Policy, W3C Working Draft 14 November 2002

20 이는 특허를 포함한 기술도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다만 로열티를 포함한 라이센스 조건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이다.

21 Working Draft 3. “.....W3C Royalty-Free Licensing Requirements may be limited to implementations of the Recommendation, and to what is

required by the Recommendation......”

22 GPL 제7조는“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들면, 특정한 특허 관

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

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창

훈, “GPL의 법률적 해석과 GPL 벤치마크”http://korea.gnu.org/gl/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는사례이다. 이러한배경이W3C 정책결정의밑바탕이되었다고볼수있다.23

4. 공개소프트웨어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2002년 IDC의자료에의하면2001년세계소프트웨어시장은5230억달러규모인데, 이중패키지소프트웨어

시장이 1740억달러이며컴퓨팅서비스시장이3490억달러로서비스시장이패키지소프트웨어시장의2배이다.

2001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14조 4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2조 2천억원, 컴퓨팅서비스

시장은 12조 2천억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컴퓨팅서비스 시장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6배에 달할 정도로 훨

씬발달해있음을알수있다.

[그림-2], [그림-3], [그림-4]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

그 중에서도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근 수년 동안 적자 폭이 상당한 반면 컴퓨터 서비스업의 경우 수년간 흑

자를기록하고있다.

[그림-2]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입 추이

[그림-3]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입 추이

40 TTA저널 [제85호]

23 무료 로열티 조건이 표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UNIX보다는

GPL 바탕의 리눅스가 호환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점, 최근 ebXML, 웹서비스 표준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특허 문제 등을 살펴보더라도 표준

화 과정에서 무료 로열티 조건이 상당히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림-4] 국내 컴퓨터 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추이

이상과 같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상황을 공개소프트웨어와 관련 지어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첫째 공개소프트웨어는“From License to Service”라는 슬로건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를 자유로이 허용하는 한편 프로그램의 설치, 관리 등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을 추구

하기보다는 서비스 지원에 의한 수익모델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그나마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보다는 컴퓨팅서

비스분야에서경쟁력이있는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적절한모델이라고본다.

둘째,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는 리눅스커널 및 GNU 소프트웨어 등 주요 운 체제(OS)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오픈오피스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인데, [그림-3]에 나타나 있는 주요 수입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등 운 체제와 MS오피스 등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것을 고려하면 공개소프트웨어를 장려함으로써 소프

트웨어무역수지를크게개선할수있다.24

셋째, 국내 시스템통합업체(SI) 등이 외산 독점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는 경우 소프트웨

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때문에 외국 소프트웨어업체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데, 소프트웨어에 대

한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를 허용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내 컴퓨팅서비스 업체가 외

국업체에대한종속성을탈피하는등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본다.25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자유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공개소프트웨어는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를 파괴하기보다

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징을 잘 수용한 바람직한 모델로 볼 수 있다는 점, 나아

가표준화및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긍정적인 향을미친다는것이다.

문제는 공개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시스템 통합 업체, 가전업체 등 각 산업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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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주요 수출품은 주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며 이 분야에서의 공개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5 이 밖에 가전산업 분야에서 임베디드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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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각국 정부가 현재 공개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효율성, 보안성·안전성·프라이버시, 특정벤더에 대한 종속성의 극복, 기술혁신, 시장경쟁의

확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26 이제는 정부지원의 타당성 논의를 넘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적절한 정부구매 기준의 마련 등 지속적

이고체계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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