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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의미



국내 Open Source Software 회사

• 활용 측면
– 모든 IT 대기업

• 모든 기업이 Open Source Software를 적극 활용

• 통신, Software/Cloud 플랫폼 영역은 Open Source만 경쟁력을 가짐
– 따라서, 삼성, LG, KT, SKT, Naver, Kakao 등은 생산, 활용 모두 적극적

– 모든 Service Startup
• Open Source Software가 없다면 빠른 서비스 개발이 불가능

• 거의 모든 Cloud 기반 서비스는 (Managed) Open Source 기반

– 제조업 (Embedded – 자동차, 의료, 각종 단말, …)
• Linux기반으로 표준화된 Software Stack을 활용

• 생산 측면
– Database - CUBRID, ALTIBASE : DBMS, Tadpole Hub : DB 관리, …

– Web/Cloud – Arcus, NexCloud, Tajo, Reef, Mina, …

– OSS 관리 도구 – LG : FOSSLight, Kakao : OlivePlatform, …

– Linux 배포판 – Hamonica, Goorm, Tmax-OS, …

– AI – Common Computer : AIOps, Lablup : Backend AI, …



우리나라 기업들의 Open Source 생산



우리나라 기업들의 Open Source 의지

• 주요 tech 기업들이
✓ OSS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
✓ 자기 프로젝트를 공개
✓ OSS 관련 도구도 공개

• 기타 기업들도
✓ OSPO를 구성하기 시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 목표 (인재상)

• 소프트웨어 기술에 능한 개발자 (오픈소스보다 더 중요 !!)

그리고

• 오픈소스의 가치를 이해하는 개발자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분석을 통해 기술을 체화한 개발자

•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경험으로 그 절차를 아는 개발자

• 개발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그 문화를 경험한 개발자

• 오픈소스 라이선스,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개발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 주제 (1/3)

• 오픈소스 개발 환경

– 실행 시스템

• Linux, GUI / CLI,

• Virtual Machine, Container, …

• Headless 환경 (Raspberry Pi, 임베디드 환경)

– 개발 도구와 언어

• 모든 언어와 주요 Framework

• IDE, Debugging Tool

• Version 관리 도구 (git)

– 팀 단위 프로젝트로 협업 개발 프랙티스

• 협업 및 소통 도구, 협업 경험 자체

• 소스 관리 + alpha (이슈관리, CI/CD, 품질) – Github++

• 코드 리뷰 Practice의 경험

• Slack 과 같은 communication 도구와 다른 도구의 연동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 주제 (2/3)

• Computer Science 지식
– 오픈소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 CS 지식을 잘 배우기 위해 오픈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음

• (그 지식을) 오픈소스 코드로 배우면 더 의미 있고

• 프로젝트로 경험하면 지식이 체화 됨

– 과제, (짧거나 긴) 프로젝트에서 기존 오픈소스 활용

▪ 거의 모든 이론 주제에 Open Source 적용이 가능

• 개발도구, 플랫폼, Framework, Solution 등

▪ 상당히 많은 꽤 알려진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는

• 문서화가 비교적 잘 되어 있음

• 동영상 튜토리얼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블로그 등 자료가 많고, Q&A 경로가 많음



오픈소스 교육 주제 (3/3)

• 오픈소스 문화, 커뮤니티, 경제적 효과
– 오픈소스 문화와 역사

•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철학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장의 의미

–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기여
• 오픈소스 커뮤니티

•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의 참여

–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
• 오픈소스 사용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비지니스 모델

•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거버넌스
– 저작권에 대한 이해

• 저작권,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비지니스

– 오픈소스 거버넌스
• 라이선스 정합성, Dos and Don’ts



현실적인 문제들

• (오픈소스) 개발자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교수님

→ 진짜 개발자, 진짜 회사와의 만남이 필요

→ 커뮤니티 리더와 학생들 사이의 만남 (세미나)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의 프로젝트, 강의 참여

• 협업 개발 경험 부족

→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활성화

• 고객이 있는 프로젝트

• 현업 개발에서 사용하는 도구, 방식 적용

– Agile, Code Review, CI/CD, Issue Tracking, Slack 연동,…

• 현업 개발자의 멘토링

→ 조교 확충 및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

• 커뮤니티/현업과 학교와의 (물리적, 심정적) 거리

– 온라인 conference / 멘토링 프로그램

• 오픈소스 라이선스 / 거버넌스 교육

– 표준적 동영상 활용



NEAOSS Forum, Model Curriculum, 2012

대분류 교육 주제 대분류 교육 주제

Basic

Knowledge of OSS

Network

Network Architecture

Legal Affairs Network Management

Computer System and Architecture Network Programming

System Architecture

Development

System

Development Frameworks

System

Concept of Linux and Basic Operations Development Tools

Kernel of Linux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Linux System Management Software Testing

Linux System Programming

Security

Fundamental of Cryptography

Network Server Management Network Security

Cluster System Architecture OS Security

Concurrent System Programming

DB

Basic Skills in DB

Java EE Application Server DB System Management

Cloud System DB Applications Development

Node.js

Embedded

Software

Embedded System Development

Programming

Java Embedded Development Environment

C Embedded Application Development

C++ Embedded System Optimization

Script Language Device Driver Development

GUI IOT Engineering

Web Programming

Mobile

HTML5

Multimedia

System

Multimedia Programming Mobile Programming

Multimedia Service Platform Mobile Backend



오픈소스 프로젝트 교육 사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프로젝트저장소: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slabs-saver

프로젝트협력회사: 씨네룩스

프로젝트결과물: 뉴스서비스모바일웹, 네이티브앱과관리자서비스

서비스주소: https://thesaver.kr

Androi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oul42.saver_android

iOS: https://apps.apple.com/kr/app/세이버/id1578257370

관리자페이지: https://thesaver.io/author

스타트업 서비스를 바닥부터
앱 출시까지 오픈 소스로 만든 이야기

뉴스 브리핑 서비스

* 2021년 12월, 한국정보과학회 KSC2021 튜토리얼 발표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slabs-saver
https://thesaver.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oul42.saver_android
https://apps.apple.com/kr/app/%EC%84%B8%EC%9D%B4%EB%B2%84/id1578257370
https://thesaver.io/author


오픈소스 프로젝트 교육 사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_ie5KkX3Xs
슬라이드: https://bit.ly/innoaca-saver

https://www.youtube.com/watch?v=V_ie5KkX3Xs
https://bit.ly/innoaca-saver


오픈소스 프로젝트 교육 사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Github이 만든 Open Source Guide

https://github.com/github/opensource.guide

https://opensource.guide/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https://github.com/iitp-rnd/oss-guideline



NIPA 오픈소스 가이드 (기업을 위한)

https://nipa-openup.github.io/oss-governance-guide/

https://github.com/NIPA-OpenUP/oss-governance-guide



OSPO 101 교육자료 (Linux Foundation, 번역: Innovation Academy)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ospo101

https://github.com/todogroup/ospo101



해커톤 매뉴얼

https://github.com/KMU-OSS-Laboratory/Hackathon-Manual



위키백과로 기여를 시작해보자

1,106,158
(2022.08)

(2021.07)

(2022.08)



요약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세이다.

• 모든 개발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 오픈소스 교육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 전공지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 전공지식을 오픈소스로 배우자.

• 오픈소스 개발 방식은 성장을 촉진한다.

• 조교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 오픈소스 교육에 필요한 리소스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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