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S TOUS는 4개 분야로 구성되며, TOUS는 불어로 ‘모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산업의 모든 기술과 기

업, 그리고 사람을 담아 내고자 하는 OSS TOUS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LOGO SIGNIFICANCE

• OSS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

• Blue Color는 발전하는 기술과 선도하는 기업을 상징

• 주변의 원형 띠는 역동적인 변화와 글로벌을 상징

• OSS 유관 산업과 관계된 우수 연구, 학문, 협회 등 기관

• Green Color는 지원, 연구, 기관을 상징

•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OSS를 활용하는 우수 기업

• Orange Color는 OSS를 활용하여 앞서가는 우수 기업을 상징

• OSS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스페셜리스트

• Yellow Color는 교육과 경력관리를 통해 육성된 최고의 우수 인력을 상징

(사)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회원 구분 및 혜택

1. 설립목적 (정관 제2조)

  -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회원 간 정보 및 기술 교류

  -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 간 협력

  -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유도

2. 영위 사업별 회원구분 (OSS TOUS Certification Brand Identity)

TOUS



구분 대상
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는 최초 입회 시 연회비와 함께 납부)

회장사 총회선출 대표사 입회비 2,000 / 연회비 3,000

부회장사
(등기등재)

대기업 입회비 1,000 / 연회비 3,000

중견기업이하 입회비 1,000 / 연회비 2,000

이사사
(50개사 이내)

대기업 입회비 1,000 / 연회비 2,000

중견기업 이하 입회비 1,000 / 연회비 1,000

정회원(사) 개인 또는 법인 연회비 600

특별회원 IT 관련단체 - 해당 목적 사업에 따라 결정

개인회원 개인 - 해당 사항 없음. 단, 자격 및 시험 관련 실비 납부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정관 제15조 1항)
- 한중일 동북아 공개소프트웨어포럼 당연직 부의장

- 협회 등기 등재 이사로서 협회의 활동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 정부 용역 및 지원 사업의 우선 추천
- 대정부 건의 및 정책 제안 활동에 공동 참여
- 정부·유관기관 간담회 및 기업간 교류 세미나 개최
- 전문가 그룹 (공개SW 사업 컨설팅 및 라이선스 법률 상담 등) 지원 서비스
- FTA 시대 공개SW 라이선스 문제의 공동대응
-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 한중일 3국에 공식 소개되는 공개SW 기업·기술 디렉토리 국, 영문 등재 등 마케팅, 홍보 서비스
- 임직원 공개SW 기술 교육, 직무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각종 사업, 통계, 정책, 업계동향 자료 등 정보자료 제공
-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공개SW 행사 VIP 초청 (공개SW 데이, 공개SW인의 밤 등)

3. 입회 방식별 회원구분

단위:천원

 ※ 대기업은 종업원 300명 또는 매출 300억 이상의 법인이 해당한다.

 ※ 특별 후원금 등 개별 입회 및 연회비 약정을 협회와 별도 체결한 기업은 그 약정사항을 따른다.

4. 회원의 권한 및 혜택

 1) 회장사

 2) 부회장사



-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
- 정부 용역 및 지원 사업의 우선 추천
- 대정부 건의 및 정책 제안 활동에 공동 참여
- 정부·유관기관 간담회 및 기업간 교류 세미나 개최
- 전문가 그룹 (공개SW 사업 컨설팅 및 라이선스 법률 상담 등) 지원 서비스
- FTA 시대 공개SW 라이선스 문제의 공동대응
-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 한중일 3국에 공식 소개되는 공개SW 기업·기술 디렉토리 국, 영문 등재 등 마케팅, 홍보 서비스
- 임직원 공개SW 기술 교육, 직무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각종 사업, 통계, 정책, 업계동향 자료 등 정보자료 제공
-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공개SW 행사 VIP 초청 (공개SW 데이, 공개SW인의 밤 등)

- 협회 총회 의결권
- 정부 용역 및 지원 사업의 추천
- 공개SW 관련 정부·기관 지원 사업 참여 지원 (정보 및 참여 가이드 제공)
- 클라우드협의회 등 전문 분야 활동으로 사업 기회 창출, 기술 고도화 및 업체간 협력 지원 
- 공개SW 유관 국내,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등의 초청 및 참가비 할인 특전
- 각종 기관 발주사업 정보, 통계, 정책, 업계동향 등 정보자료, 뉴스레터 제공
- FTA 시대 공개SW 라이선스 문제의 공동대응
- 한중일 3국에 공식 소개되는 공개SW 기업·기술 디렉토리 국, 영문 등재 등 마케팅, 홍보 서비스
- 임직원 공개SW 기술 교육, 직무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각종 사업, 통계, 정책, 업계동향 자료 등 정보자료 제공
-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공개SW 행사 참가 (공개SW 데이, 공개SW인의 밤 등)
- 협회 정회원(사) 회원증서 수여

- 특별회원은 공개SW산업발전에 관련되는 정보통신 관련업체, 연구단체, 기타단체로 목적사업에 참여
하고 의결권을 갖는 자로 한다. (정관 제5조 3항)

-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기타 혜택 등은 사업목적 및 참여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한다. 

- 협회 총회 의결권 없음
- 공개SW 관련 커뮤니티 소개 및 취업 지원
- 협회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센터를 통한 기술, 직무 등 체계적 교육 지원
- 협회가 추진하는 교육 시험, 자격 시험에 대한 인증 부여 

 3) 이사사

 4) 정회원(사)

 5) 특별회원

 6) 개인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