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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중심으로 원시코드의 공개와 외부 개발자의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
어1) 개발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소프트웨
어 관련 대기업들에서도 오픈소스 정책을 펴는 상황이고 보면, 이러
한 원시코드의 공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
* 본 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이하겠으나, 일반적으

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혼용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소
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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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 것 같다. 물론, GNU의 GPL(GNU Public License)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원시코드
의 공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시코드의 공개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것
조차 기업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이유는 어떤 소프트웨어이든 라이선스를 
고려한다면, 저작권 및 기타 권리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
작물이라는 점에서 라이선스는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과거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고, 이
것은 자유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
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은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이겠지만, 이 
이상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리차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도 라
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랄 것이다. 또한 원래 의미에서 GPL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상업적 목적
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하여 GPL과 차별화 한 것이라는 점에
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라이선스 위반 시 기업의 위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관리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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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라이선스의 의미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허락 계약을 의미한다. 해당 라이선
스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상호 해당 계
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즉, 저작권자는 라이선스에 프로그램 사
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의 사용방법 및 조건을 규정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에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규정이 존
재하는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사용
허락이다.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는 “프로그램저
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허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라이선스의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프로
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제2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2.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라이선스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직접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3)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2) 윤선희,「지적재산권법(9정판)」, 세창출판사, 2007.8, 502-504면 참조.
3) 위탁개발 시의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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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눠, 전자는 계약, 후자를 약관으로 보고 있다. 후자는 상호 협
상을 통해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서 마련되어 
있는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4)이다. 쉬링
크랩(Shrink-wrap) 라이선스나 클릭랩(Click-wrap) 라이선스가 대표
적인 약관으로 인정된다.5) 

이러한 라이선스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독점적 사용
을 인정하는 특약이 있는 배타적 사용허락과 이와 같은 특약이 없
는 단순사용허락의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6) 

다만 전자의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컴
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모두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권자가 사용허락 범위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저작권자가 라이선스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는 계약 당
사자의 문제로 제3자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7) 다
만, 사용권자의 초과복제의 경우 사용권자 당사자는 단순한 사용허
락 계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저작권 침
해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CD를 복제하거나, 크랙된 프로그램 파
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등은 MP3나 동영상 파일과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윤선희, 상게서, 502면; 김규성,「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2, 102면 참조.

6) 윤선희, 상게서, 502면; 송영식․이상정․황종환․이대희․김병일․박영규․신재호,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8.11, 795면.

7) 송영식․이상정․황종환․이대희․김병일․박영규․신재호, 상게서, 295면; 中山信弘,
「著作権法」, 有斐閣, 2007.10, 329-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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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침해간주 행위가 된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

호8)).

3.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소 소프트웨어의 개념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Source 

Software)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기 때문에, 자유9)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굳이 차별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즉,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GNU 웹사이트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와는 다소 다른 면이 있지
만, 거의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으
며10),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도 대표적인 프리 소프트웨어

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
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
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
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
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9) “자유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에 있는 것이
지 무료라는 금전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유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료 맥주(free beer)”가 아닌 “언론의 자유(free speech)”와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http://www.gnu.org/philosophy/free-sw.k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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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GNU GPL 라이선스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에 포함11)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간의 차이는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문제이며, 법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12)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
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통
칭하기도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거나 이를 복
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원시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이를 학습하고 수정, 개선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자유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자유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유를 모
두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13) 

-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1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시코
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자유 3 :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4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
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

10) <http://www.gnu.org/philosophy/categories.html> 참조.
11) <http://www.opensource.org/licenses/category> 참조.
12) 깁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창작과 권리 2004년 봄호(제34

호), 세창출판사, 2004.3, 40면.
13) <http://www.opensource.org/licenses/categor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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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OSI에서 다음과 같은 10개의 조건으로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고 있다.14)

- 자유로운 재배포(Free Redistribution)
특정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나 전부가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배포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재배포되
지 못하도록 배포나 판매상의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배포판에 대한 판매나 양도에 있어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
을 징수할 수 없다.

- 원시코드(Source Code) : 원시코드의 배포와 자유로운 재배포
프로그램 저작물은 반드시 원시코드가 포함해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뿐만 아니라 원시코드의 배포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원시
코드를 제외한 상태로 배포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
체를 이용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으로 원시코드를 제공해야
만 한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원시코드
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시코드는 프로
그래머들이 개작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의로 복
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처리기(preprocessor)나 번
역기(translator)에 의해서 생성된 중간형태(intermediate forms)의 코
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14) 깁병일, 상게논문, 43-45면; The Open Source Definition 
<http://www.opensource.org/docs/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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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s) : 2차적 저작물 작성․배포의 허락
라이선스는 프로그램 원저작물의 개작이나 이를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의 코드를 지칭한다. 이용한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파생적 프로그램들은 최초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라이선스의 규정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어
야 한다.

- 저작자의 원시코드의 완전성(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원시코드 수정 제한

빌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목적으로 원시코드와 패
치 파일을 함께 배포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빌드를 보장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안에 원시코드의 수정을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된 원시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소
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배포를 허용해야 하며, 수정된 원시코드
를 통해서 만들어진 2차적 프로그램을 원래의 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름과 버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라이선스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

-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No Disc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라이선스 안에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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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의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유전연구나 상용 사업체
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
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의 배포(Distribution of License)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에 따른 별도의 라이선스 

승인이나 양도 과정 없이도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
일하게 적용된다.

- 특정제품에 의존하지 않을 것(License must no be specific 
to a product):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 과정에서 특정한 배포판
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만 유효하지 않고, 모든 배포 단계에서 동
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
램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포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받
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던 최초의 배포판 상태에서 발생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다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제한하지 않을 것(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라이선스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는 제
한으로 인해서 다른 라이선스 기준을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배
포될 수 있는 형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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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선스의 기술적 중립성(License Must Be Technology- 
Neutral)

라이선스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기술 또는 인터페이스 형태에 기
초하여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종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일반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따르고 있
고, 각각의 라이선스는 사용허락의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각각의 라이선스를 선택하면서도 저작권자가 개별적인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라이선스들에 대하여 OSI에서
는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GNU는 
일부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GPL

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5)

(1) GPL v2
GPL v2는 GNU의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 적용되는 라

이선스로써,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이다. 이것의 의무사항들이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
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 v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1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는 GNU 
<http://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
OSI <http://www.opensource.org/licenses> 참조.

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컴퓨터프로그
램보호위원회, 2007.11, 1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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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정적 링크
와 동적 링크 모두) 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
해야 한다.

- 목적 코드 또는 실행가능한 형태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
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
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 GPL v2의 경우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자가 개발중인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하거나 링크시켜 이를 배포하는 경우 개발
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원본 프로그램
과 별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은 GPL 2.0 제2조 후단에 따라 GPL 

프로그램과 단순히 동일한 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는 경우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배포할 수 있다.

(2) GPL v3
GPL v2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새로운 용어, 

DRM,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상게서,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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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 v3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 정보를 함께 제고해
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
야 한다.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
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
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종료된다.

- Apache 라이선스 2.0 및 Affero GPL과 양립 가능하다.

(3) LGPL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GPL보다 약한 수준

의 GNU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LGPL도 v.2 이후 v.3가 발표되었다. 

이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배포 시에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 없음 표시 및 LGPL에 의한 배포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
고,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
의 소스코드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만,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
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다(일반 상용 프로그램과의 링크 
허용).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
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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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하다.

(4) BSD License(original)
BSD 라이선스 중 수정되기 전의 라이선스는 GPL과 호환되지 않

는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도 볼 수 없다. 이것은 
BSD 광고 조항 있기 때문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특징 및 사용을 언
급하는 광고물에 U.C.Berkeley(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및 그 공헌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명시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5) BSD License(revised)
BSD 라이선스를 수정한 것으로 GPL과 호환된다. Original 판의 

광고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그 특정으로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 공개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넗은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Apache License
자유 소프트웨어이기는 하지만, GPL v.2와는 호환되지 않고 GPL 

v3 에는 호환되는 라이선스이다. 우선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
표권에 대한 침해가 금지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
작권을 표시해야 하고,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7) MPL
MPL(Mozilla Public License) 은 자유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지만 

GPL과 호환되지 않는다. MPL은 파일기준으로 적용되고, 개작된 소
프트웨어 일부에만 MPL이 미칠 수 있으며, GPL 모듈과 MPL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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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 링크될 수 없다. 이외에 M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배포의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한다.

-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한다.

-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가 없다.

-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파일에 대한 라
이선스는 MPL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

-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
에 기록하여 배포한다.

(8) CDDL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은 자유 소

프트웨어이기는 하지만, GPL과 호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GPL 모
듈과 MPL모듈은 상호 링크될 수 없다. CDDL은 MPL(Mozilla 

Public License)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MPL을 선택한 이유
는 수정 부분의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즉 
Copyleft 조항을 포함), 실행파일을 다른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가능
하도록 한 점, “파일”을 기준으로 ‘수정’의 개념과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 특허 라이선스를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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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18)]

무료이용 배포허용 무이용제한 소스코드 취득 소스코드 수정 2차적 저작물 재공개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결합가능

GPL ○ ○ ○ ○ ○ ○ ×

LGPL ○ ○ ○ ○ ○ ○ ○

MPL ○ ○ ○ ○ ○ ○ ○

CDDL ○ ○ ○ ○ ○ ○ ○

BSD-L(Orig) ○ ○ x ○ ○ × ○

BSD-L(Modi) ○ ○ ○ ○ ○ × ○

Apache L ○ ○ x ○ ○ × ○

Shareware ○ ○ × × × × ×

Freeware ○ ○ ○ × × × ×

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적 효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효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상기한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국내법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들은 사용허락 계약임에는 틀림이 없고 쉬
링크랩 라이이선스나 클릭랩 라이선스에 관한 문제19)에서도 동일한 
18) 깁병일, 상게논문, 53면.
19) 쉬링크랩 라이선스 및 클릭랩 라이선스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전통적 계약법적 원칙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대
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라이선스 규정이 법원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종종 불분명하다.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기본적 개념은 사용자는 
그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봉할 때부터 라이센서가 제시한 라이선스 조건
들에 구속된다는 데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이용되는 클릭랩 라이선스 및 
클릭랩 라이선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쉬링크랩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중
요한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이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는가이다. 
쉬링크랩 라이선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없으며, 국제조약도 이 문
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강제집행성
은 국내법 및 법원의 실무에 달려 있다.: 깁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
이센싱’, 창작과 권리 2004년 봄호(제34호), 세창출판사, 2004.3,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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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20) 오히려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쉬링크랩 라이선스
와 유사하게 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공개소스 소프트웨어의 
쉬링크랩 라이선스계약과는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쉬링크랩 
라이선스계약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21)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은 오픈소스 개
발자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2) 

이들 라이선스에 위반한 복제, 개작, 배포는 적어도 정당한 권원없
이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배포 등을 한 것으로써 저작권 침해라고 
볼 것이다.23)

미국에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계약법적 취급에 있어 미국 판례법
의 발전은 크게 ①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효력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다
가24) ②그 다음 단계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단계25)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26) 대부분의 법원은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강제력을 인
20) 깁병일, 상게논문, 54-55면; 김영문 외19,「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 

-법적 문제와 외국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12, 
56-57면.

21) 깁병일, 상게논문, 55면.
22) 깁병일, 상게논문, 55면.
23) 김영문 외19, 상게서, 56-57면.
24) UCC(Uniform Commercial Code, 통일상법전) 제2-207조를 적용하여 쉬링크

랩 라이선스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로는 Step-Saver Data Systems, Inc. v. 
Wyse Technology, 939 F.2d (3rd Cir. 1991).; Arizona Retail Systems, Inc. v. 
Software Link, Inc., 831 F. Supp.(D. Ariz. 1993) 등이다.

25) 1990년대 후반 이후 쉬링크랩라이선스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판례로 
ProCD, Inc. v. Zeidenberg, 86 F.3d (7th Cir. 1996).; Hill v. Gateway 2000, 
Inc., 105 F.3d at 1147, 1148, 1150 (7th Cir. 1997) 및 법원이 쉬링크랩라이선
스상의 손해배상제한조항은 강제가능하다고 판결한 Mortenson Co. v. 
Timberline Software, 970 P.2d 803 (Wash. Ct. App.1999) 사건 등이다.

26) 이에 관한 상세는 S.J., Spooner, "T도 Validation of Shrink-Wrap and Click- 
Wrap Licenses by Virginia's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7 RICH. J.L. & TECH. 27 (Winter 2001)의 제Ⅲ장(The Law of Shrink-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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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아니면 그 강제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그 계약조
건의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는 특정한 경
우27)에 쉬링크랩의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다.28)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에서는 이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상기한 바와 같이 약관으로 보
고 있다. 

프리웨어의 경우에 저작자가 직접 배포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유
로운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직접 저작
자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자 이외의 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위반한 복제, 배포 등은 정당한 권원
이 없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또한 이용허락의 실체가 
금지를 해제하는 것, 즉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손해배상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는 형사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것에 있다29)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즉, 소프트웨어를 획득했을 때,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
스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Licenses prior to UCITA): 한병완, ‘디지털정보의 사용허락계약(license) 
-UCITA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vol.28,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11, 57면 각주 37 재인용.

27) ①합리적으로 추후 계약조건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②추후에 
제시된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제품의 반환권을 가진다. 
③ 동 반환권에 근거한 변환은 무비용이다. ④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보려고 
시도하던 중 이용자의 컴퓨터시스템에 어떤 변경이 초래된 경우 이용자는 
동 시스템의 합리적인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⑤ 쉬링크랩 라이선스
는 양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 한병완, 상게
논문, 57면.

28) 한병완, 상게논문, 56-57면.
29) 中山信弘, 상게서,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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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은 라이선
스의 사용허락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사용은 정
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즉, 적어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 개작, 배포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그러한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이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현행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모두 법
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법률상 벌칙 규정의 저작권 위
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인 본인만 처벌한다면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그 법인이나 사용자 등에 대하
여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30) 

또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
문하고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며, 법문상 “과한다”로 되어 있으
므로 행위자가 처벌되면 법인 등은 당연히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이
다.31) 따라서 본 조는 그 위반행위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처벌
하여 그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이라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에 있어 책임주의의 예
외를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견해32)가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판례33)도 존재한다. 

현행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
30) 허희성,「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하)」, 명문프리컴, 2007.7, 640면.
31) 허희성, 상게서, 641면.
32) 김형준(정상조 편),「저작권법 주해」박영사, 2007.12, 1379면.
3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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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벌규정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과실책임설’, ‘과실추
정설’, ‘무과실책임설’에 입각한 것으로 나눠지지만, 근래 경향은 
‘과실책임설’에 입각한 것이 다수이며, 헌법재판소34)는 ‘과실책임설’

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35)

이에 따라 근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의 의
원입법36)으로 제안되었다가 정부에 의해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해당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철회되었다. 정부는 2008년 10월 10일 
양벌규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을 제출하였고, 이어 11월 27일 강승규의원등 11인에 의해 정부안을 
수정한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의원입법안의 단서 규
정도 정부안과 동일37)하다.

따라서 상기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양벌규정에 단서규정이 신

34)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35) 양벌규정 판례 및 동향에 관하여는,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9;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法學論叢.제24집 제3호, 한양대
학교출판부, 2007.8. 참조.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외 171인), 2008월 10월 8일 제안, 
2008년 11월 28일 철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동일. 

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등 11인) 2008년 11월 27일 제안,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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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처벌되지 않게 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에 대
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
호법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
는 규정으로서 해당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
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는 않는다.38) 그리고 상기 저작권법 개정
안에 따라 양벌규정에 신설된 단서규정은 일종의 면책조항으로써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는 않는다.

Ⅲ.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1. 컴퓨터프로그램 사용 시 라이선스 확인

상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선스는 사용허락 계약이
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므로,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①쉬

38) 대법원 1996.3.12. 선고 94도2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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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랩 라이선스 확인, ②프로그램 설치 시 라이선스(클릭랩 라이선
스)의 확인, ③인터넷 홈페이지의 라이선스 문서 확인, ④프로그램 
폴더 내의 라이선스 관련 문서39) 확인 등이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는 반드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와 연락을 취하여 사용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공탁제도40)를 이용하여 보상
금을 공탁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폴더 내에 README, INSTALL, 

License 등의 이름의 파일에 관련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 사용시 유의 점

상기한 바와 같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 즉, 원시코드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39) 라이선스 문서는 폴더 내에 README, INSTALL, LICENSE 등의 파일을 확

인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적어도 저작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파일들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한다. 

40)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
용) ①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
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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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시코드가 공개가 되었을 뿐, 사용허락 범위에 
있어서는 일반 소프트웨어와 다를 바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원시코드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알고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일반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 즉, 소프트웨어 전체의 관점에서는 일반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검토하여 사
용허락 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나 단순히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
용자 입장에서나 라이선스의 사용허락 범위는 저작권 침해 여부 판
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상기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르고 제작자가 소프트웨어에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제작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에서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는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항상 확
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3. 악의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업무상 사용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복제, 개
작, 배포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업무상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유
의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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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 저작권 침해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41) 

이 규정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 과정 등의 복제 행위 없
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2008년 11월 27일 강승규 의원등 11인에 의해서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하
면서 이 침해 간주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리를 위
하여” 행한 경우 비친고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이면에는 컴
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통합 시에 발생하는 기계적인 
통합으로 볼 수도 있고, 처벌 수준을 낮추면서도 이를 비친고죄로 
4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
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
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
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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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영리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직
접 침해 내지 침해 교사가 아닌 침해 간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얼
마나 있을지 여부, 이러한 개정이 본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의 해당 규정의 입법의도와의 상충성이나 직접 복제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물의 복제와 공중에의 
제공․제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물의 사용 일반(읽
기, 보기, 듣기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권”이라는 
지분권은 없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프로그램을 컴퓨
터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래 자유일 것이고 다만 사용 시에 필
연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42) 그러나 소
프트웨어의 특성상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예외적인 사유로써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불법 소프
트웨어를 업무에 사용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침해 간주 규
정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간주 규정은 저작권 보
호에 있어서 보완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비친고
죄로 규정하여 침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하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이다.

42) 中山信弘, 상게서,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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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복제, 개작, 배포 등의 법적 문제를 고민하고, 라이선스상의 
사용허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외의 원시코드가 단순히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설
치 및 사용에 있어서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개발 시의 문제이지 단순히 설치하여 사용할 때의 문
제가 아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이들 라이선스와 구분되는 다른 라
이선스를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발 시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배포, 전송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에라도 외부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이 점
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이라면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 일반 소프트웨어 등을 구분하지 
말고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허락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를 체계화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자
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SAM)이다.43) 소프트웨어 자산
43) 소프트웨어가 회계상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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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자산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구매, 배포, 관리, 회수,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44)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시작은 소프트웨어
를 구매 또는 무상으로 획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개발하는 것
인지에 따르겠지만, 기업에 있어서의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효
율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지침이 된다.45)

Ⅳ. 라이선스 위반 시 위험 및 사례
1. 라이선스 위반 시 기업의 위험

다음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
를 위반했을 때를 중심으로 기업에 있어서의 위험(risk)을 살펴보도
록 한다. 원시코드가 공개되었으나 라이선스가 일반 소프트웨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 소프트웨어와 대동소이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가. 민 ․ 형사상 소송 위험

만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4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

권협회, 2008.4, 469면.
45) 현재 국내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저작권위원회에 통합될 컴퓨터프로그
램보호위원회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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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것
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일반 소프트웨어와 사정이 다
르지는 않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정
지 및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고 손배해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저작
권자의 고소에 의해 침해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들이 병과될 수 있다.

개인 개발자가 주가 되었고 개발이 독립 사이트를 통해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상당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기업
에 의해 개발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Sourceforge.net이나 국내의 
경우 KLDP.net과 같은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배포, 업데이트 된
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소송의 개연성이 더 높아졌고, 과거 공동체
가 중심이었던 소송 주체가 이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
는 경우 기업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소송 위험이 적은 지금과는 달리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위반 기업의 소송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 소프트웨어 특허 위험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비록 국내에
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특허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와 
결부된 경우에는 가능하고,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
업의 주요 진출 국가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특허 위반에 대한 대응 또한 일반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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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써야 한다. 

다. 대외 이미지 훼손

기업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에 관한 소송은 국내외에 이슈화가 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다. 특히 개발자 그룹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하
여 미리 공유가 되고 이것이 기사화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
이 관련 사안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 사이트
에 포스팅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46)

라. 영업비밀의 공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사후적으로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경우
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원시
4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시에 공동체의 반응은 대체로 다음과 같

을 것으로 생각된다.
  - GNU 사이트(gpl-violations.org)에 위반의심사항 또는 위반사실 포스팅
  - 국내에서는 GNU Korea, KLDP 등 주요 리눅스 공동체 사이트를 통해 포스

팅되고 논의됨
  - 최초에는 경고 공문이 해당 기업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으로 이

어질 수 있음
  - 국내외 개발자 그룹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국 뉴스화

되어 관련 업계에 알려지게 되므로, 법적인 책임 이외에 기업의 대외 이미
지가 실추되는 결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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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목적
코드로만 유통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는 영업비밀로
서 보호를 받게 된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새어
나갈 수 있지만, 개발자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의 공개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른 원시코드의 공개를 통해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
될 수 있다.

 

마.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기업이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에 대한 납
품이 어려워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업체의 제품까지 이미
지 손상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협력업체와 거래관계
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더해, 협력업체에 의한 손해배상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

바. 기업 전략 수정의 불가피

소프트웨어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때에는 원시코드를 통해 전반적
인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와 기존의 소프트웨어와의 마케팅 전략이 상이함에 따라 기업 전
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사. 치명적 결함 위험

드문 일이겠지만 개발자가 임의로 혼입한 원시코드에 치명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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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는 경우에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최종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아닌 기업
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였으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개발자가 치명적 결함을 의도적으로 넣은 경우에는 피해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라이선스 위반 사례 : 하이온넷 사건과 SKYPE 사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의 하이
온넷 사건(http://www.haion.net)과 해외의 SKYPE 사건(http://www.smc.com)

이다. 이들은 각각 네트워크 장비(VPN)와 핸드폰(SMC WSKP100)

에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고 국내외에 수많은 이
목을 집중시켰다.

가. 하이온넷 사건47)

엘림넷에서 근무하던 한OO은 해당 기업에 근무할 당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VTUN)를 토대로 ETUN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
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라이
선스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그는 해당 기업에서 다른 동료 9명과 함
께 하이온넷으로 이직하였고, 이직 후 전 기업에서 개발한 ETUN을 
개작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이온넷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

47) 서울중앙지법 2005. 9. 8. 선고 2005고단2806 판결.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
용은 정진근,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0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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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에서 엘림넷은 하이온넷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다. 

그런데 엘림넷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상태였다. 법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GPL 라이선스의 강제성이 없고 라이선스 위반에 따
른 저작권자의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국내
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엘림넷이 개작한 ETUN에 대해서 개작된 
내용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었다. 

나. SKYPE 사건

Skype는 SMC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VoIP 핸드폰(SMC WSKP100)를 
판매하였다. 해당 제품은 SMC의 자회사로 추정되는 대만의 Accton에 
의해서 제작(원 제품명은 Accton VM1185T)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해당 제품에는 GPL 2.0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
어 있었으며 Skype는 이들 소프트웨어들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
아 GPL 라이선스 위반한 것이 되었다. 

문제가 일어나자 Skype는 원시코드를 웹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GPL 라이선스 그 자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하여 GPL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결과가 되었으며,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GPL 라이선스 위반을 인정하여 Skype에 €100,000(10만 유로, 한화 
약 1억8천 만원(환율 1800원 기준))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다. 법률문제 검토

하이온넷 사건에서는 비록 엘림넷이 GPL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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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개작 소프트웨어인 ETUN에 관하여
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어 개작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받고 
또한 해당 부분의 영업비밀성도 인정받았다. 따라서 하이온넷은 엘
림넷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SKYPE 사건에서는 SKYPE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된 사례이다. 비록 벌금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자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 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해외 사례
로써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및 핸드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방화벽 등의 경우에는 보안이나 
영업상의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
선스 위반이 비교적 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kype 사례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어 제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부 기업에 의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라이선스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주한 기업에 전가될 수도 
있다.

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

다음에 기업 경영자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
프트웨어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복제, 

개작, 배포 등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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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만 할 때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단순히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일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관리의 대상임을 인식

일반 소프트웨어 원시코드의 불법복제 내지는 무단 사용에 관하
여 기업은 이와 관련된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나,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도 이러한 일반 소프트웨어와 같은 관리의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유자산(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과 같이 생각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처
럼 생각하고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조건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
스코드를 개발 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
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규정에 관하여 이미 숙
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업 경영자나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혼
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화벽 기기의 경우에 방
화벽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꺼리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일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자유롭
게 배포되고 사용된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된다. 이
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라
이선스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일반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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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야 한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사 개발에 사용되는 경
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관리가 소홀한 경우 
언제든지 소송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반 소
프트웨어와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 소프트웨어
와는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원시코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
에, 개발자들이 쉽게 저작권 침해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라이선스 위
반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
한 교육으로 의식교육, 라이선스 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하므로, 

개발자들과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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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이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사전 보고 : 소프트웨어를 개발 과정에 사용할 경우 사전 보고
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 소프트웨어 도입 절차 마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사 : 기업 차원에서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에 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조사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문서화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한글화하고 그 요건 등의 해석을 문서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감사 정책 : 정기・부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라이선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 벌칙 규정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조사하도록 한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든지 특허에 관한 선행조사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특허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감시 및 감사 실시

정기․비정기 감사를 실시함에 의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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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조사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는 전
담 부서 또는 개발자 상호 간 크로스 체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
을 것이겠으나,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의 조사 및 해당 원시코드의 삽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통
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서의 웹사이트 접속 내용이라든지 다운로드 한 파일을 확
인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의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이 경우 개발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GNU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론에 관한 
자료를 얻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6. 기업 간 정보교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기업 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협력 기업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아가, 해
당 공동체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사례를 조사 및 모니
터링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그 라이선스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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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상황 및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안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도록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원시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이미 외부에 공표되었는지 여부, 공표의 수준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시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시 때부터 원시코드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 공표가 되었지만 한정된 공표인 경우, 즉 기계의 
리콜이나 소프트웨어의 교체 등을 통하여 라이선스 위반 사항에 대
한 개선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 상당량의 배포가 된 상태인 경우에는 원시코드의 공
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패치 작업을 통하여 해당 원시코드
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GNU 등의 공동
체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라이
선스료의 지급 또는 원시코드의 공개를 고려하도록 한다.

Ⅵ. 결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원시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소프트웨어 사



184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5호 

용 시에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소프
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도
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
위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
니라 민 ․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라이선스
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시코드가 공
개된 것만으로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나 공개 소프트웨어로 오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라이선스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해당 라이선스에 적합하게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만일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정품 소프트웨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원시코드의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존
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보조적인 도구이며 완전하지도 않으므로, 이
들을 보조 도구로 사용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직
접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