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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 Welcome & Greetings


• OpenChain Update / Shane (Linux Foundation)


• Olive,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 / Robin, Sean (Kakao)


• SK텔레콤, 오픈소스 이렇게 준비합니다. / 김상기 (SK텔레콤)


• Case Study : 오픈소스 기여/공개 정책


• Free Discussion



“Welcome & Greetings” 



–Shane Coughlan, Linux Foundation

“OpenChain Update” 



–Robin (황민호 / 카카오)

“카카오의 오픈소스 관리시스템, Olive 소개” 



–Sean (김영환 / 카카오)

“Olive 의존성 분석 구조 및 스펙” 



–김상기 (SK텔레콤)

“SK텔레콤, 오픈소스 이렇게 준비합니다.” 



오픈소스 기여 / 공개 정책

“Case Study” 



오픈소스 기여/공개정책
• 기여 : 구성원이 외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 

• 회사가 구성원들의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의 기여를 허락하는지?


• 구성원들이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기여하기 위한 절차가 정의되어 있는지?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특허, 라이선스 관점의 Risk 관리 절차가 있는
지?)


• 구성원들이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의 기여를 회사가 장려하는지? 그렇다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지?


• 기타 오픈소스 기여정책 관련 특이사항


• 공개 :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오픈소스로 공개 

•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의 공개를 허락하는지?


• 오픈소스로의 공개를 위한 절차가 정의되어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특허, 라이선스 관점의 Risk 관리 절차가 있는지?) 


• 오픈소스로의 공개를 장려하는지? 활성화를 위해 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 기타 오픈소스 공개 정책 관련 특이사항


• 승인시 보고 라인은 어디까지인지? 팀장? 임원? CTO? CEO?



“Free Discussion” 



가입 조건

• 현재 

• “Software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한국 기업에서 Open Source Compliance 업
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변경(안) 

• 정부기관, 로펌, 컨설팅사 등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회
사의 관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



Planning Group 신설

• OpenChain Korea Work Group의 운영진 역할을 수행하는 서브 그룹 

• 자원자 모십니다. *^^*



any more?

•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광고” 



OpenChain 해설서
https://openchain-project.github.io/OpenChain-KWG/resource/

https://openchain-project.github.io/OpenChain-KWG/resource/


Supplier Leaflet
한국어 번역


https://github.com/OpenChain-
Project/supplier-leaflet-1.0-kr 

https://github.com/OpenChain-Project/supplier-leaflet-1.0-kr
https://github.com/OpenChain-Project/supplier-leaflet-1.0-kr


Open Source Compliance Emoticon
https://github.com/soimsoim/open_source_compliance_emoticon

https://github.com/soimsoim/open_source_compliance_emoticon


Scheduled

• 7th Meeting : 3rd quarter of 2020 (Organizer : Kakao) 

• 8th Meeting : 4th quarter of 2020 (Organizer : NCSoft) 

• 9th Meeting : 1st quarter of 2021 (Organizer : Line)



“Q&A”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