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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최애 에디터는 무엇입니까?

• How old is it?

• 1976년 빌 조이에 의해 개발됨

• How good is it?

• 매우 가볍고 빠름

• How do they like it?

• “vim 으로 50라인을 작성하고 나면 당신은 vim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 대부분의 Editor가 vim plug-in 제공

• Why is it still so popular? 



무엇이 많은 개발자들을 Vim에 열광하게 하는가?

• 매우 가볍고 빠름

• 어디서나 동일한 인터페이스

• Vim plug-in을 설치하면 어느 editor 에서나 사용 방법이 동일함

• 독특한 키보드 철학

•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 한다. 방향키도 사용하지 않는다.

• 오타를 최소화 하는 단축키(숫자, 동사, 명사): 3dw, 100u, yyp

• 무한한 확장 가능

• 원하는 명령어를 사용자가 만들어 낼 수 있다. 

• 스크립트를 통한 일정관리, 게임, 음악 플레이어 실행

• Is that all?



Vim의 독특한 운영 철학

• 오픈 소스: GPL Compatible

• 조건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

• 내가 기능을 확장하여 배포할 수 있음

• Vimscript 플러그인을 만들어 공유

• Vim.org에 기부

• 기부금은 우간다의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됨

• 기부자는 투표권을 갖게 되어 vim 개발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Vim is rock stable and is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to 

become even better”

• 어떻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

• Twitter profile: “web developer”

• URL, HTTP, HTML, …

• No patent, Shared everything as open source

• 그가 후회했던 것

• http://~

• What if

• 특허를 냈더라면?

• 오픈 소스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 표준화하지 않았더라면?



초고속 통신과 SDN

• Software Defined Network: 네트워크 장비의 주요 기능을 Hardware에서 Software로 대체

• 네트워크 벤더 업체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통제 가능

• 네트워크 인프라 셋업 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 감소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LG전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도구: FOSS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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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의 필요에 의해 개발하였으나, 외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외로 공개함: https://fosslight.org

• 공급자, 사용자, 고객이 일관된 표준을 준수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고자 함

https://fosslight.org/


공개하라, 표준화 하라, 그리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 공개 → 사용자의 집단 지성에 의한 표준화 →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5천년 전 2021년 2022년 ~

• 창작자, 기여자, 사용자 모두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