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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hain 3차 모임

개발자 커뮤니티 소개 - T hub

1. 그간의 활동

처음 참여 : 와 좋다, 전문가들이 많군…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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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ub (개발자 커뮤니티) 소개 1. 그간의 활동

Software 역량 강화를 위해 그룹 개발자간 Software 기술과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자발적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개발 문화 혁신의 場으로 활용 중

API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 지원 도구

OSS
취약점
분석

시스템

성능
테스트
플랫폼

기술 커뮤니티

Master

Master

SK
개발자

[SK 전문가 그룹]

Contributor

기술 이슈 해결
컨설팅 제공

전문 지식 &

노하우 공유UX
Studio

thub.sk.com

Tech
세미나

Tech Blog Tech Q&A

사내
전문가

1:1 컨설팅
(협업)

사람

문화 시스템

Level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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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ub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 현황

[ ’18년, ’19년 T hub 오프닝 행사 ] [기술 세미나 27회 ][ 마스터 Offline 모임 ]

T hub
기획

2018 2019

T hub 
마스터선발

T hub 
확대오픈

4月 6月 8月

T hub
오픈

8月

ICT 
Tech 

Summit

10月

SK그룹사
확대

개발 툴킷
제공

5月
‘SK telecom

개발자 대상 활성화 추진’

‘SK ICT 관계사 개발자 대상 활성화 추진’

SK 그룹

16개 社

참여

개발자
2,219명

공유&협업
1,860건

T hub

마스터

152명

+ +
SK telecom, hynix, C&C, broadband, planet, 

communications, 11번가, infosec 

9月

Opening 
Ceremony

※ 9.27 Opening Ceremony 박성욱 부회장님 축사

※ 2019.10.14 부터 전그룹사 개발자 대상으로 확대 Open

[ 최우수 활동상 시상 ]

2020

3月2月

T hub 
마스터 추가

모집

T hub 
협업 기능

오픈

[통계 : 2020년 5월 기준]

접속자수

일평균(주말제외)

105.2명

+

https://o365skt.sharepoint.com/sites/WG_/Shared%20Documents/10%EC%9B%94%EC%98%88%EC%82%B0%EC%8B%A0%EC%B2%AD.xlsb?w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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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사용 사례 분석 시, OSS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7가지 Risk가 예상됨

【 OSS 사용에 따른 Risk 사례 】 【 이 슈 】

① 유사 OSS 난립

② 보안취약점 대응력 미흡 (패치개발 및 조치)

③ License 위반

④ 서비스 안정성 검증 필요

⑤ 과거 버전에 대한 기술지원 중단

⑥ 유지보수 방안 확보 미흡

⑦ 지속사용 불가(정책변경, 업데이트 중단 등)

• 개발자 특성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오픈소스를 사용, 개발하여
전체 종류의 증가

•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App. OSS를 대상으로 원격코드 실행가능한 보안
취약점(위험등급 :상) 이 다수 발생하여 조치에 많은 기간 소요

• 오픈소스 License 위반으로 소스코드 전체 공개 또는 배상 합의 ‘17년 12월 23억

(사례 : 한글과 컴퓨터 PDF 변환 오픈소스 부정 사용)

• 성능/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장애 발생

• 오픈소스 유지보수 역량 미확보에 따른 긴급상황시 신속한 지원 불가

• 업데이트 불확실 및 OSS 비용 유료화

• OpenStack의 경우, 6개월 주기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2년 이전
버전은 Community 사이트 기술지원 중단

T hub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 배경 1. 그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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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의 Risk 관리/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포함한 전사적 노력 추진 중

【 Risk 대응 추진 중 】

▪ OSS 거버넌스 Committee 구성 및 OSS Governance Framework 수립

▪ OSS 도입 관리 및 도입 권고 Pool 선정

▪ 신규 OSS에 대한 취약점 위험평가발생가능성, 영향도 및 조치/완화 방안 수립

▪ 정기적인 사후진단을 통해 최초 배포 이후 발생가능한 위반사항 대응

-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대외 서비스 개발/배포 시 License 의무점검을 수행 중

도입∙검증

거버넌스

체계 수립

▪ OSS 정보 공유/문제 해결 위한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T hub)

▪ 내·외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OSS 개발 문화 정착

▪ 권장 OSS 최적화 가이드 확대

▪ 개발자 활용 Toolkit 제공 (OSS License, 보안 취약점 점검 도구 등)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 서비스 개발자가 운용 및 장애 지원을 수행하여 안정성 보장 및 역량 전이

▪ 서비스 안정성 검증 수행을 위한 운용 요구사항 제시

- 개발 단계의 검증이 아닌 상용화 단계의 검증 절차 강화

운용

안정성

강화

【 Risk 】

① 유사 OSS 난립

② 보안취약점

대응력 미흡

③ License 위반

④ 서비스 안정성

검증 필요

⑥ 유지보수 방안

확보 미흡

⑤ 기술지원 중단

⑦ 지속사용 불가

T hub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 배경 1. 그간의 활동



2. 지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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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나… 2. 지난 6개월

이걸 바꾸고 싶다 ㅠㅠ

내가 오픈소스 담당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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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부터 하지? 2. 지난 6개월

관리 미흡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오픈소스 생태계 주도

• 오픈소스관리체계미흡

- 개발자 및 협력업체

오픈소스 임의 사용

방치

• 오픈소스관리 체계도입

- 관리정책 수립

- 분석 Tool을 활용한

검증체계도입

- 개발자/협력업체관리

• 오픈소스를지식

자산으로적극 활용및

관리

- 오픈소스 Repository 

통합 운영(GitHub 등)

- 오픈소스 공개/기여

활성화

• 오픈플랫폼개발주도

- Global Project 참여

- IOT 분야: 삼성전자

- AI, Cloud 분야: 구글, 

아마존, MS

현수준

우리의 수준은??

[출처]  오픈소스 중요성과 시사점, NIPA 이슈리포트 2019-20호

[출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SUPEX추구협의회 보고자료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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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개발자들과 인터뷰 2. 지난 6개월

Metatron

TACO

KoBERT / 
KOGPT2

프로젝트명 공개목적

Global AI개발그룹

Cloud Labs

Data Labs

사회적 기여

프로젝트 홍보 / 사용자 확대

https://github.com/openinfradev

https://metatron.app/

개발조직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https://github.com/SKT-AI/KoGPT2

프로젝트 홍보 / 사용자 확대

SONA Cloud Labs
https://github.com/sonaproject

생태계 확장

Hwangsaeul Security Labs
https://hwangsaeul.github.io/

프로젝트 지속

▪ 오픈소스 공개 정책/가이드

- 공개 준비 시 회사 정책/가이드 부재로 어려움 겪음
정책/
가이드

▪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 특허 관련 가이드 필요

컨설팅
▪ 오픈소스 관련 문의할 수 있는 창구 필요

- 문의/요청이 있어도 Contact Point가 모호함

인프라

▪ 분산된 Repository에 대한 일원화 요구

- 회사의 공통 GitHub Repository 필요

▪ CI/CD 인프라 및 가이드

- 오픈소스 개발/검증 환경 최적화 위한 인프라/가이드 필요

리소스 ▪ 오픈소스 프로젝트 전담 인력

- 오픈소스를 공개했으면 이를 전담할 인력 할당 필요

PR
▪ 오픈소스 홍보

- 개발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건 한계. 특히 해외는 어려움

커뮤니티

▪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 국내외 비영리 오픈소스 재단 및 커뮤니티와 협력 필요
- 이를 주도할 회사 내 오픈소스 전문 조직 및 전문가 필요

【 인터뷰 주요 결과 】【 자사 오픈소스 공개 현황 】

https://github.com/openinfradev
https://metatron.app/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https://github.com/SKT-AI/KoGPT2
https://github.com/sonaproject
https://hwangsaeul.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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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들은 뭘 하고 있지?? 2. 지난 6개월

https://blog.syone.com/top-5-takeaways-from-open-source-lisbon-2019-la-redoute

A central open source program office is a designated place where 
open source is supported, nurtured, shared, explained, and grown 
inside a company. 

https://www.linuxfoundation.org/resources/open-source-guides/

What is OSPO? OSPO Roles

기업이오픈소스로부터최대한의이익을취하고자한다면

오픈소스정책을수립하고가이드와도구를제공하는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이러한프로그램을 Open Source Program이라고

하고, OSPO (Open Source Program Office)는이러한역할을

수행하는조직입니다.

Responsibility Areas in OSPO

정책 수립 / 가이드 / 교육

Strategy

Compliance Contribution Release

Tools & Automation

Code Scanning

Community

Open Source Portal

Policy Process Guide Consulting Training

Vulnerability Software Inventory Container Dependency CI/CD

Developer Relation Measuring Open Source Foundation

https://twitter.com/ibrahimatlinux/status/1094660138277920769/photo/1

Communication

https://blog.syone.com/top-5-takeaways-from-open-source-lisbon-2019-la-redoute
https://www.linuxfoundation.org/resources/open-source-guides/
https://twitter.com/ibrahimatlinux/status/1094660138277920769/pho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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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O가 있는 조직들.. 2. 지난 6개월

Web Scale Companies

https://opensource.google/

https://opensource.facebook.com/

https://netflix.github.io/

https://twitter.github.io/

Korean Companies Telecom Companies

https://opensource.samsung.com

https://naver.github.io/

https://tech.kakao.com/opensource/

https://engineering.linecorp.com/ko/opensource/

https://about.att.com/sites/labs_research/open_source

https://github.com/telekom

https://verizon.github.io/

https://comcast.github.io/

부럽다.. 만들고 싶다!!

https://opensource.google/
https://netflix.github.io/
https://opensource.facebook.com/
https://twitter.github.io/
https://opensource.google/
https://opensource.facebook.com/
https://netflix.github.io/
https://twitter.github.io/
https://opensource.samsung.com/main
https://naver.github.io/
https://tech.kakao.com/opensource/
https://engineering.linecorp.com/ko/opensource/
https://comcast.github.io/index.html
https://verizon.github.io/
https://about.att.com/sites/labs_research/open_source
https://github.com/telekom
https://opensource.samsung.com/
https://naver.github.io/
https://tech.kakao.com/opensource/
https://engineering.linecorp.com/ko/opensource/
https://about.att.com/sites/labs_research/open_source
https://github.com/telekom
https://verizon.github.io/
https://comcast.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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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목표 셋업 2. 지난 6개월

오픈소스

도구 및 인프라

개선

오픈소스

활용 활성화

T hub(개발자 커뮤니티) 활용을 통한
오픈소스 문화를 SKT 개발 문화로 정착

OSPO(Open Source Program Office) 조직을 통한
오픈소스 정책/가이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오픈소스

정책/가이드

수립

“SKT구성원 모두가 지켜야하는
오픈소스 사용/공개/기여의 원칙 정립”

“SKT만의 고유한 개발 문화 정착”

• Tech Asset의 오픈소스 개발 방식 Transformation 통해 Tech Asset Global 化 추진 및 R&D 경쟁력 확보

• 오픈소스 사용 및 외부 공개에 대한 가이드 제공 과 검증을 통한 기업 이미지의 훼손 방지 2019년 Metatron 경품 Event 
배경

SKT Tech Asset들의 오픈소스 Project化
추진 및 Enabling 인프라 구축

“SKT만의 오픈소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R&D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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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Map 수립 2. 지난 6개월

정책
/

프로세스

도구
/

인프라

커뮤니티

오픈소스 정책 수립 / 가이드 제공

사용/기여/공개

202220212020

R&D 프로세스연계

오픈소스 프로세스 전사 확산 오픈소스 프로세스 관계사 확산

FOSSology 도입

라이선스 스캔 도구

License Finder 도입

Dependency 분석 도구

SW360 도입

오픈소스 Tracking 도구

Tern 도입

Container 분석 도구

Blackduck 활용 Compliance 자동화

보안취약점 분석

CHAOSS 도입

오픈소스 프로젝트 측정 도구

GitHub Repository 확보
http://github.com/sktelecom

오픈소스 공개 사이트 개설
http://sktelecom.github.io

GitHub Enterprise 

도입 검토

외부 홍보용 Tech Blog 공개

T hub 연계

오픈소스 전문가 Pool 확보

T hub 연계 진행중 과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자동화

오픈소스 개발/
공개 인프라

오픈소스 개발 방식 인프라 구축

(Git, CI/CD, Release 도구 등)

http://github.com/sktelecom
http://sktelecom.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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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 보고 2. 지난 6개월

팀장 보고 임원 보고 CTO 임원 간 보고

전사 기술 협의체 보고
끝없는 보고…

아직도 안 끝남 ㅋㅋㅋ



3.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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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교육 정례화 3. 앞으로의 방향

계속 해야…HR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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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O를 통한 가이드 / GitHub / 포털 운영 3. 앞으로의 방향

돈 들여서 만들고 싶다… 일단은 컨텐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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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성화 3. 앞으로의 방향

오픈소스 분야 별 전문가들끼리의 네트워킹 모임을 주관하고, 

오프라인 밋업를 통한 마스터들간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활동 추진

오프라인 Meetup(2시간)

예) 자유토론, 사례 공유
(Lean Coffee 형식)

분야별 커뮤니티
전문가 구성

* 자발적 모집

뒷풀이(회고)

예) I’M HERE

분야 멤버 외부 커뮤니티

Agile …
Agile Korea 

Meetup

AI

UX

MSA

OSS OpenChain

QA

K8S
Facebook 

Kubernetes, Ceph

(추가)

❖ 대상

사진(Agile )

[‘20년 1월 SK 그룹 Agile Meetup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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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관리 자동화 3. 앞으로의 방향

갓카오 부럽다 이걸 벌써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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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거….

오픈소스

도구 및 인프라

개선

오픈소스

활용 활성화

T hub(개발자 커뮤니티) 활용을 통한
오픈소스 문화를 SKT 개발 문화로 정착

OSPO(Open Source Program Office) 조직을 통한
오픈소스 정책/가이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오픈소스

정책/가이드

수립

“SKT구성원 모두가 지켜야하는
오픈소스 사용/공개/기여의 원칙 정립”

“SKT만의 고유한 개발 문화 정착”

SKT Tech Asset들의 오픈소스 Project化
추진 및 Enabling 인프라 구축

“SKT만의 오픈소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R&D 경쟁력 제고”

꼭 한 조직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 아님
➔ Virtual 팀 (하지만 정기적으로 현황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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