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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사용하기 해서는 개발자가 정의한 라이선스를 반드시 수해야 한다. 이를 

반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수정/재작성, 재배포 라이선스 변경, 특허권 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 트웨어를 다수의 개발자가 함께 개발하는 경우, 오 소스 소 트웨어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라이선스간의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라이선스 규정 때문에 상

황에 따라 혼용할 수 없는 오 소스 소 트웨어 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사용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의 인 라이선스 규정 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 소스 소 트웨

어 라이선스 컴 라이언스 검증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오 소스 소 트웨어란 소스코드를 구나 수정  개

선할 수 있는 소 트웨어를 칭한다. 오 소스 소 트웨어

의 활성화는 임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 빅 데이

터 등 모든 ICT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상용을 목 으로 

하는 소 트웨어에 반하여 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오 소스 운동은 공유 경제의 표  사례로 꼽힌다. 

오 소스 소 트웨어는 “Open”이라는 단어로 인해 무

료라고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엄연하게

는 라이선스 의무 조항을 수해야 한다는 제하에 자유

롭게 사용 가능한 소 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 조항을 수하지 않아 

련 분쟁과 소송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용자뿐만 아

니라 오 소스를 배포하는 개발자도 라이선스에 한 인

식이 미비한데, 가장 규모가 큰 오 소스 장소인 

GitHub에서 라이선스 일의 부재를 지 하는 게시 이 5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다.

재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는 2,40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러한 오 소스 라이선스

는 자유롭게 수정, 배포 가능한 조항부터 소스코드 공개, 

라이선스 강제와 같은 강제성을 띄는 조항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특히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강제

성이 강한 라이선스인데, GPL로부터 생된 로그램도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야 하고, 생된 로그램 한 강제

로 GPL 라이선스 는 그 호환 라이선스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재귀  염성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 소스를 사용하면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 한다.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 소스를 활용하여 

상용화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소

스코드를 강제로 공개당하거나 리콜, 매 지 사태가 벌

어지기도 하 다. 

2015년 2월 기 , 라이선스 유율은 GPL 2.0이 25%

으며, 자유도가 높은 라이선스인 MIT 라이선스와 Apache 

2.0 라이선스가 각각 19%, 16%의 유율을 보 다. 2009

년부터 2015년까지의 라이선스 유율 추세는 GPL 라이

선스가 21.4%의 유율을 잃은 반면, MIT 라이선스와 

Apache 2.0 라이선스는 각각 15.7%와 12.4%의 성장세를 

보 다. 2017년 기 으로는 MIT 라이선스가 29%로 유

율이 가장 높으며, GPL 2.0이 19%, Apache 2.0 라이선스

가 15%의 유율을 보 다. 이는 까다롭고 강제성이 높은 

GPL 보다 사용하기 자유로운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2]. 

소 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오 소스 소 트웨어가 

활용되는 경우는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여러 라이선스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각 라이선스 별로 수해야할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경우를 라이선스 충돌이

라고 하는데, 강제성이 높은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호환되

지 않는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GNU Operating System

은 GPL을 기 으로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에 해 명시

해두고 있다[3]. 

GPL의 경우는 논쟁이 된 사례가 많아 라이선스 호환 

여부에 한 정보가 많지만 앞서 말했듯이 존하는 라이

선스는 2,400개 이상으로 매우 방 하기 때문에 특허 사용

권 허락, 보복 조항, 소스코드 공개 조항, 라이선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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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등 다양한 이유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이선스 호환 문제로 인한 잘못된 오 소스 소 트웨

어 사용은 법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 라이선스 

간의 호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 호환 여부를 검증하는 

일련의 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라이선스 컴 라이언스 검증 도구 요구사항

오 소스 소 트웨어 라이선스간 호환 여부를 검사하기 

해서는 해당 오 소스 소 트웨어들의 라이선스를 식별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 식별은 로젝트 일 내에서 라이선

스 련 내용을 추출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라이

선스인지를 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안타깝게도 오 소

스 소 트웨어 라이선스는 로젝트 일 내에서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한다. 리 스 재단의 워킹그룹인 FOSSBazaar에서

는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라는 소 트웨

어 패키지의 구성요소, 라이선스  작권에 한 표 을 

발표하 지만 아직 활용은 미비하다.

2.1. 라이선스 추출

오 소스 소 트웨어 라이선스는 로젝트 패키지 내에

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표 인 경우가 1) 라이선스

에 련된 내용이 별도의 일로 존재하는 경우, 2) 라이선

스 내용이 소스코드의 주석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1) 라이선스 련 내용이 별도의 일로 존재하는 경우

로젝트 패키지의 최상  폴더에 “README”, 

“COPYRIGHT”, “LICENSE” 등의 일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일에는 개발자의 이름, 로젝트 명, 개발 

일자, 사용법 등 로젝트와 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

며, 라이선스와 련된 내용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최상  폴더의 일들  라이선스 정보를 담고 있는 

일을 구분하기 해 SPDX의 라이선스 일들을 분석

하 다. SPDX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322개(2016년 1월 

6일 기 ) 라이선스를 공개하고 있다. N-gram은 표

인 확률  언어 모델로 n개의 단어의 연쇄를 확률 으로 

표 하는 것을 뜻한다. 불용어(stop words)를 제외한 

n-gram을 정규식을 통해 수집하 고, 해당 어 들을 토

로 라이선스 정보를 담고 있는 일을 구분하 다.

2) 라이선스 련 내용이 소스코드의 주석문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라이선스의 일부 혹은 문이 소스코드 일의 주석으

로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 주석문은 로그래  언어에 

따라 “/* ··· */”, “<!-- ··· -->”, “//” 등의 형태를 띄며, 

라이선스의 내용은 주로 소스코드의 상단 주석문에 치

한다. 로젝트 패키지에 존재하는 소스코드 일의 주석

문을 일 단 로 수집하고, TF-IDF와 코사인 유사도 기

법을 활용하여, 라이선스 정보를 담고 있는 주석문을 분류

하 다.

2.2. 라이선스 별

추출한 라이선스 정보가 어떤 라이선스의 정보인지를 

별하는 방법은 라이선스의 이름을 비교하는 방법, 라이

선스의 핵심 문구를 비교하는 방법, 라이선스의 문을 비

교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라이선스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

별도의 일이나 주석문에 라이선스의 이름이 명시된 경

우가 있다. 명시된 라이선스의 이름이 SPDX에 등록된 라

이선스의 리스트에 존재하면 해당 라이선스라고 별한다.

2) 라이선스의 핵심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

라이선스 문에는 일반 인 법률 내용뿐만 아니라 라

이선스의 고유한 문구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SPDX

의 라이선스 일들의 문을 분석하여, 각 라이선스 별로 

핵심 문구를 색인하 다. 로젝트 패키지 내에서 추출된 

라이선스 정보 에 핵심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라

이선스로 별한다.

3) 라이선스의 내용만 명시된 경우

라이선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핵심 문구도 추출되

지 않았다면, 라이선스의 문 비교를 통해 별한다. 라

이선스의 문 비교는 기본 으로 코사인 유사도 혹은 리

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코사인 유사도 측정

의 경우 연산 속도가 빠른 장 이 있지만, 내용이 조  변

경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리벤슈타인 거

리 알고리즘은 연산 속도가 느린 단 이 있지만, 정확도가 

높은 장 이 있다.

코사인 유사도 기법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했을 때, 유

사도의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상 집단을 상으로 리벤

슈타인 거리 알고리즘을 실시한다. 즉 빠른검사를 실시하

고 값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 검사를 실시하는 개

념이다.

2.3. 라이선스 호환성검사[4]

라이선스 추출과 라이선스 별을 진행하면, 오 소스 

소 트웨어 패키지 내에 존재하는 라이선스의 항목들이 축

출된다. 라이선스가 1개인 경우는 조항에 맞게 사용하면 되

고, 2개 혹은 그 이상의 경우에는 호환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 소스 소 트웨어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호

환 혹은 호환성에 한 단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 322

개의 SPDX 라이선스를 하나의 일정한 형식으로 맞추었다. 

이를 해서 오 소스 라이선스가 일반 으로 담고 있는 

조항  특수한 조항을 추출하 고, 이를 특징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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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이라고 정의하 다. 라이선스 호환성 계를 분석하

기 해 18개의 특징 을 구성하 다. 정의한 특징 의 항

목은 <표 1>과 같다.

항목

카피 트(Copyleft)

추가제한 지조항(No further restrictions)

소스코드 공개

소스코드 제공 방법의 유무

소스코드 공개 범

재 라이선싱(Relicensing)

실행 일 재 라이선싱

법  공지(Legal notice) 작성의무

특허보복조항

특허실시허락

차별  면책조항

상호, 상표 등 사용 지

라이센서(Licensor)와 자(Author)의 이름 사용 지

수정된 버 이 원본과 다름 표시 의무

특이 보증·면책 부인 조항

작자 혹은 기여자 정보 의무 작성

출처의 그릇된 표시·표  지

거법의 유무

<표 1> 오 소스 소 트웨어 라이선스 특징  항목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 호환성에 있어 카피

트와 추가제한 지조항은 주요 특징 으로 간주한다. 카

피 트조항이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는 동일한 라이선

스 혹은 동일한 조건으로 배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카피 트 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

스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라이선스와 호환성이 발생하게 된

다. 라이선스에 추가제한 지조항이 있다면 해당 라이선스

에 원라이선스에 추가 인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

능해진다. 를 들면,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  추가제한 

지조항이 있는 라이선스(이하 A)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포

해야 하는 라이선스(이하 B)의 오 소스 소 트웨어를 결합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B를 A로 변환하여 함께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다만, B의 수 조건이 A와 불일치 할 경우 

추가제한 지조항으로 인하여 호환성이 발생하게 된다.

3. 결론

시스템 구축이나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가 발주되면  

형업체가 수주를 하게 된다. 이 업체는 다시 자신보다 규모

가 작은 업체들에 하청을 다. 하청 받은 업체들은 다시 

군소업체들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수직  구조를 보인다.

소 트웨어 개발을 수행할 때, 서로 다른 그룹에서 인력

이 투입될수록 로젝트 매니 의 역할이 요해진다. 라이

선스에 한 인식이 향상된 요즘 로젝트 발주 단계에서 

라이선스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라이선스에 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다수의 업체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개발할 때,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개발된 소 트웨어를 병합할 때, 라

이선스 호환성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병합 단계에

서 호환성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로젝트

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로젝트 계획, 진행단계에

서부터 선제 인 라이선스 인식 고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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