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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클라우드�큰손'�아마존,�러시아�보이콧�합류

MS도 러시아 신규 판매 중단… 빅테크 ‘보이콧’ 확대

오라클, 러시아 내 모든 사업 중단

구글,�러시아에서�온라인�광고�판매�중단



https://zdnet.co.kr/view/?no=20220308150636

https://zdnet.co.kr/view/?no=20220308150636


https://www.phoronix.com/scan.php?page=news_item&px=Open
BLAS-Russia-Elbrus-Issue

https://zdnet.co.kr/view/?no=20220304082530

OpenBLAS 러시아산 프로세스 지원 제거?

https://www.phoronix.com/scan.php?page=news_item&px=OpenBLAS-Russia-Elbrus-Issue
https://www.phoronix.com/scan.php?page=news_item&px=OpenBLAS-Russia-Elbrus-Issue
https://zdnet.co.kr/view/?no=20220304082530


https://github.com/xianyi/OpenBLAS/issues/3551

OpenBLAS 러시아산 프로세스 지원 제거?

https://github.com/xianyi/OpenBLAS/issues/3551


Github 공개 피드백 토론 - “Github은 러시아 개발자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https://github.com/github/feedback/discussions/12042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Github 접근 제한 제안

5일간 게시된 토론
 - 292개의 제안된 답변
 - 1,397개의 답글

대부분 부정적 반응

Github 담당자에  답변 후 토론 잠김

https://github.com/github/feedback/discussions/12042


Github 공개 피드백 토론 - “Github은 러시아 개발자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정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을 보고 그들의 고립 정책이 얼마나 
건전했는지 판단하십시오. 
- mlavik1

GitHub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 serhioli

포괄적인 제한은 나쁜 생각같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모든 시민이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 vrinek

국가 전체를 지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미 
정기적으로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있고 푸틴 지지자가 
아닌 더 세계주의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젊은 러시아인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 friday

매우 기발한 제안입니다. 미안하지만 러시아 github 
사용자는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눈가리개 
스트라이크가 될 것입니다. 푸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깃허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행사로, 
지금 러시아에서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깃허브 사용자들이다. 대부분 민주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 rvkochnev



“Github은 러시아 개발자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청원

https://www.change.org/p/github-ban-github-for-russian-developers

https://www.change.org/p/github-ban-github-for-russian-developers


Scarf, 러시아 오픈소스 패키지 액세스 제한

https://thenewstack.io/where-does-open-source-fit-into-russias-war-with-ukraine

https://thenewstack.io/where-does-open-source-fit-into-russias-war-with-ukraine


libreplanet 토론 - “러시아에 우리 소프트웨어 Access 제한 조치를 해야합니까?

https://lists.gnu.org/archive/html/libreplanet-discuss/2022-02/msg00055.html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커뮤니티  프로젝트인  
libreplanet 토론에 러시아에  대한 조치 의견이 올라옴

다양한 의견들

리차드 스톨만 
- “4가지 자유”에 따라 제한이 없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실행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이유
https://www.gnu.org/philosophy/programs-must-not-li
mit-freedom-to-run.html

https://lists.gnu.org/archive/html/libreplanet-discuss/2022-02/msg00055.html


libreplanet 토론 - “러시아에 우리 소프트웨어 Access 제한 조치를 해야합니까?

https://www.gnu.org/philosophy/free-sw.html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0)

-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1)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2).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3).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가지 자유

https://www.gnu.org/philosophy/free-sw.html


libreplanet 토론 - “러시아에 우리 소프트웨어 Access 제한 조치를 해야합니까?

전세계의 정부나 군부에 의한 
프리·오픈·소스·테크놀로지의 채용의 확대를 동시에 
축하할 수 없습니다.또,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의 작업이 
이용되거나 악용되어 피해를 주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프리덤 제로(Freedom Zero)에 기술 중립을 주장하는 
전통주의 FLOSS는 글로벌 영향의 현실과 점점 더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잠재적인 
남용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Ehmke, FSF 입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

Organization for Ethical Source
설립자 , 전무이사

Coraline Ada Ehmke



libreplanet 토론 - “러시아에 우리 소프트웨어 Access 제한 조치를 해야합니까?

오픈 소스 정의와 OSI가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자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ICE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일부 관리자들이 
저장소에 대한 액세스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라이선스를 변경해 
ICE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Maffulli,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확실히 가진 
러시아 군대와 강력한 엘리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러시아 시민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픈소스 배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

라이선스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을 
제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

OSI 전무이사

Stefano Maffulli



2019년, 미국 무역제재 속 Github의 행보

크림 반도, 쿠바, 이란, 북한 및 시리아 사용자를 포함하여 미국 
무역 제재 대상 국가의 개발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를 제한

2019년 7월

GitHub, "사용자는 GitHub.com에서 개발하고 공유하는 
콘텐츠가 EAR(수출 관리 규정) 및 미국 ITAR(국제 무기 거래 
규정)을 포함한 미국 수출 통제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9년, 미국 무역제재 속 Github의 행보

하지만, GitHub는 또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고통스럽게 
인식. GitHub의 다음 Octoverse State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

오늘날 모든 오픈 소스 기여금의 80 %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미국 이외의 오픈 소스 개발 시장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시장에는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있지만 매년 평균 30 % 정도 다른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GitHub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하고 
그곳에 팀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그룹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zdnet.com/article/github-all-open-sour
ce-developers-anywhere-are-welcome

2019년 10월

https://www.zdnet.com/article/github-all-open-source-developers-anywhere-are-welcome
https://www.zdnet.com/article/github-all-open-source-developers-anywhere-are-welcome


2019년, 미국 무역제재 속 Github의 행보

Github, 중국 법인 설립 열망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인 GitHub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제재로부터 주요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중국에 자회사를 개설 하려고 합니다. Brescia 부사장은“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직원을 채용 할 목적으로 중국에 

전액 외국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총괄 책임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합작 투자와 중국에서 GitHub 컨텐츠를 호스팅 

할 가능성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최고 운영 책임자 인 에리카 브레시아 (Erica Brescia)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중국에서의 확장 계획에 대해 

"매우 고무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은 워싱턴이 수출 제재를 확대하면 GitHub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 월 

GitHub이 쿠바와이란과 같은 미국이 승인 한 일부 국가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사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을 지적합니다. 이 회사는 

수출 통제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규제 당국에 로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https://merics.org/en/short-analysis/china-bets-open-source-tech
nologies-boost-domestic-innovation

https://www.caixinglobal.com/2019-12-12/github-looks-to-open-s
ubsidiary-in-china-101493485.html

https://merics.org/en/short-analysis/china-bets-open-source-technologies-boost-domestic-innovation
https://merics.org/en/short-analysis/china-bets-open-source-technologies-boost-domestic-innovation
https://www.caixinglobal.com/2019-12-12/github-looks-to-open-subsidiary-in-china-101493485.html
https://www.caixinglobal.com/2019-12-12/github-looks-to-open-subsidiary-in-china-101493485.html


2019년, 미국 무역제재 속 Github의 행보

중국, Github 대신 Gitee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왔다. 

<테크크런치>는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키우려는 흐름이 일고 있으며, 중국산업정보기술부

(MIIT)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중국용 오픈소스 호스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티를 택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오픈소스 생태계의 선한 영향력

https://github.com/leits/MeetingBar#-ukraine-needs-your-help-now

MeetingBar 오픈소스 프로젝트
- macOS menu bar app
-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운동 참여

https://github.com/leits/MeetingBar#-ukraine-needs-your-help-now


https://github.com/schmittjoh/serializer

serializer 오픈소스 프로젝트
- 직렬화, 역직렬화 라이브러리
-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운동 참여

오픈소스 생태계의 선한 영향력

https://github.com/schmittjoh/serializer


오픈소스 생태계의 선한 영향력

2020년 오픈소스에 퍼진 Black Lives Matter 운동
- 많은 IT 기업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합류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 (OSD) 의 제 5조

"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오픈소스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신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픈소스 
생태계로 확산된 #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이어짐

https://revf.tistory.com/234

https://revf.tistory.com/234


오픈소스는 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오픈소스가 곧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