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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21세기는 인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지식, 상품 등의 무형자산이
주요한 자원인 창조경제시대로 이러한 창조경제 시대에 인간의 소비 패턴
중심 역시 유형 재화에서 무형 재화로 옮겨짐에 따라, 저작권의 가치는 문
화 향상 발전을 위한 문화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
츠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가경제와 전체 산업구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저작물 등 콘텐츠 이용환경은 아
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단일채널에서 멀티채널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기능향상과 확산이 저작물 수요를 확대시키는 반면, 불법저작
물 또한 빠른 시간에 넓은 범위로 확산되면서 저작권자는 물론이고 저작
권산업에 커다란 침해를 가져오고 있음
ㅇ 저작권은 본래 시, 소설, 음악, 미술 등의 문화적 생산물인 저작물을 창작
한 저작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출발되었으나, 저작권법이 저
작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거래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저작권산업의 발
전을 도모하고자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상 저작물 유통의 주요 매개자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자율적인 사전 예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ㅇ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유통,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저작권 클린
사이트’로 지정하여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저작권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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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토대이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
라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
ㅇ 한편 2015년 11월 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113개 인증제도를 정비하고자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축산물/식품분야의 HACCP, 탄소성적
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36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용과
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 인증제도를 비용절감으로 개선하며,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유지로 결정하고 2014
년 8월 5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된 36개를 포함하여 총 72개
인증을 2016년 말까지 폐지할 예정임
ㅇ 따라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인증 개념보다
는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규정지어야 할 것이고 제도의
정립이나 활성화 방향도 이러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범위 확대 및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ㅇ 저작물별 온라인 유통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
- 온․오프라인 저작물 유통 프로세스 분석
※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 변화에 대해 음악, 영화, 방송, 만화(웹툰), 출판,
뉴스, 교육콘텐츠의 유통 방법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함
ㅇ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특성과 유통 방법에 따른 이슈 분석을 통하
여 실제 음악, 영상, 만화(웹툰), 뉴스, 출판, 교육콘텐츠 등의 저작물을 제
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클린
사이트 가이드라인 지정 범위 분석 및 개정(안)을 제안함
- 온라인 상 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률적 이슈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 개정
안에서 음악, 만화(웹툰), 출판, 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각 저작물 유형별
세부 평가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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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와 유사 제도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도출
ㅇ 저작권인증, 콘텐츠서비스품질인증,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등 유사제
도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연계 및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분석 및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제안
- 저작권 클린사이트 유통 프로세스 및 현행 가이드라인 개선
-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의 개정 사안 및 평가체계 제안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확대 방안 제안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방안 제안
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안)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
정안 마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저작권법상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

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사제도를 비교하고, 유사제도에서 시행중인 업무지침 등도 아울
러 비교·분석함
ㅇ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 법적, 정책적 및 실무적으로
제도로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유사 인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실무자와 함께 연구방향
성 및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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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 체계도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즉,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절차 등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가
이드라인과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클린사
이트 지정 제도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적법한 저작물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유도, 온라인 저작물 등 콘텐츠 서비스
향상 및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ㅇ 또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
화 확산을 통해 저작권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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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물 유통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1. 저작물 유통 환경의 개요
가. 저작물과 콘텐츠
(1) 저작물의 개념
ㅇ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
2조제1호), 첫째 저작물은 인간 생각의 산물이어야 하고, 인간의 생각이
배제된 자연 현상의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고, 둘째, 저작물은 저작자 자
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셋째
저작물은 글이나 그림 등을 통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반드시 표현하
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2) 저작물의 종류
ㅇ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하 저작물 표현 방법에 따라 분류함
- 어문저작물 : 말과 글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강
연, 연술, 각본, 대사 등을 말함. 암호나 점자 또는 수학 공식으로 표현
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함
- 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악보, 가사, 악기나 사람
에 의해 연주되거나 부르는 노래 등이 음악저작물에 속함
-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로
서, 몸으로 표현된 안무나 글로 서술된 무보 등이 연극저작물에 속함
- 미술저작물 :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조각, 판화 및 공예 등을 말하며, 디자인 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 중
산업적으로 이용 되더라도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술저작물에 속함
- 건축저작물 : 건축물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건축물 뿐 아니라 건
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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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저작물 : 사진의 방법에 의해 사진촬영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는
저작물
- 영상저작물 :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밖에 도형에 의해 작성자
의 창작성이 표현되는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나 정보처리능
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나 명령으로 표
현되는 창작물
ㅇ 본 연구의 대상인 만화(웹툰), 뉴스, 출판, 교육콘텐츠는 위 저작물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어문, 영상저작물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합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저작물과 콘텐츠의 공통된 영역을 중심으로 용
어를 저작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분류 등 필요시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
용함
(3) 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
[그림 Ⅱ-1] 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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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
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
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
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를 준용하고 있음

나. 저작권산업, 콘텐츠 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1) 저작권산업의 개념1)
ㅇ 저작권 산업이란 “저작권 보호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산업” 또는 “저작권
이 그 산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저작권기반 산업
(copyright-based industries)’ 으로 표현하나 편의상 ‘저작권산업’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함

ㅇ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서는 저작권산업을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저작권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통신업 등 일반 산업에 널리 분포하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으며, 저작권산업의 범주는 국가마다 정한 산업분류 안에서 문
화산업과 연관된 영역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WIPO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를 2011년 11월 제정하였음

(2) 콘텐츠산업2)

1) 이경미·강대오, “저작권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특성과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 이경미·강대오,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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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산업은 12개 영역 출판, 만화, 음악,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을 산업의 범위로 정하였고,
저작권 산업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은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오페라, 영
화․비디오, 라디오․텔레비전, 사진,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시각과 그래
픽아트, 광고서비스, 저작권협회 9개 영역으로 정하고 있음
ㅇ 두 산업에 대한 대분류 또는 세분류의 기준 차이는 있으나 한국 표준산업
분류(KSIC) 코드 연계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산업
영역을 두 산업이 모두 포괄하고 있음
ㅇ 핵심 저작권산업에 콘텐츠산업과 중복되는 비중이 75.5%(106개 세세분류
산업 중 80개 산업)가 되며, 반대로 콘텐츠 산업이 핵심 저작권 산업을
포함하는 비중은 87%(131개 소분류 산업 중 114개 산업)로, 핵심 저작권
산업의 9가지 영역 중 ‘109 저작권 협회’ 영역을 제외한 8개 산업 영역이
콘텐츠산업과 중복되는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12개 영역
역시 핵심 저작권산업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인 콘텐츠산업을 국가경쟁력과 성
장의 가능성의 동력으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활동과 그 규모를 측정해왔으며, 여기에 저작권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보호하여 그 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 역시 문
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2011년 11월 저
작권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WIPO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2012년 저작
권 산업 규모를 측정 발표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여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사
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ㅇ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문화와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
에 타산업의 부가 가치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5G, 센서, 고
성능 컴퓨터 등 ICT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며, 문화·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타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융·복합 시장을 창출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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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는 콘텐츠 제작에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여 표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네트워크, 정보기기, SW 및 콘텐츠가 하나의
가치사슬 안에서 유기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되고 있으며, 디지털콘
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을 생산-유통-소비의 3단계로 보면 생산은 저작권자
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자가, 유통은 포털과 통신사업자가, 소비는 기기
사업자가 주요한 가치를 창출하여 가치사슬을 견인하고 있음

ㅇ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출발된 저작권산업과 콘텐츠산업은 문화원형과
문화예술의 창조적인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저작물 등 콘텐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CG,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음
- 新시장 창출을 통한 비즈니스 발굴·육성,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및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콘텐츠(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인 권
리인 저작권을 기반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
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은 상호 연계되어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음
[그림 Ⅱ-2] 콘텐츠·디지털콘텐츠·디지털콘텐츠산업의 관계

출처 : (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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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산업과 콘텐츠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 체계
가. 저작권산업 분류 체계
(1) 개요
ㅇ 저작권산업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안,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함3)
ㅇ FTA 발효 등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이에 따른 통계 생산 필요
성 증대
-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에
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 독
려 및 지원
ㅇ 저작권산업의 측정에 필요한 통계기반체계 부재
- 국내저작권산업의 범위 및 분류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이 어려움
ㅇ 2011년 2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우리
나라에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연구제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WIPO의 연구 제안을 수락하여 연구 수행
- WIPO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저작권산업 분류 제정 필요
* WIPO의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를 참고하여 한국의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pyright-Based Industries」 연구보고서 작성 추진
* 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는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연구결과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남에 따라 국제적 협
3) 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2011,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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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3년 발간하여 동 가이드를 토대로 현재 17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보고서 작성
(2) 저작권산업 분류체계 주요 내용
ㅇ (포괄범위) 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
게 포괄범위 설정
- WIPO는 저작권산업을 저작권 보호에 기반 하여 영위되는 산업 혹은 저
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
[표 Ⅱ-1] WIPO 저작권 산업 분류체계
포 괄 영 역
핵심저작권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부분저작권 산업
저작권지원산업

정의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
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
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
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ㅇ (분류 구조) 분류구조는 1단계(WIPO 저작권산업의 4개 포괄 영역), 2단계
(3자리), 3단계(5자리), 4단계(7자리)로 구성

[표 Ⅱ-2]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
구분

저작권산업
분류코드 (예시)

분류명(예시)

분 류 정 의

1단계 1

핵심저작권 산업

WIPO guide 4개 포괄 영역 중 첫 번째 영역

2단계 101

출판 및 문학

WIPO guide의 53개 세부 항목 준용

3단계 10101

작가, 필자, 번역가 출판 및 문학분야 주요 창작활동의 주체
독립적으로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비공연 예
비공연 예술가
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서비스업
산업활동

1010101
4단계
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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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저작권산업 특수 분류
분류코드
(대분류)

1단계

분류명

핵심저작권산업

분류코드

비고

(중분류)
101

출판 및 문학

102

음악, 연극, 오페라

103

영화, 비디오

104

라디오, 텔레비전

105

사진

106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107

시각과 그래픽 아트

108

광고서비스

109

저작권 협회

2

상호의존저작권산업

200

상호의존저작권

제조업,

3

부분저작권산업

300

부분저작권

업
도소매업,

4

저작권지원산업

400

저작권지원

업,

서비스
운송

여행사업,

통신,정보서비스
업

나.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ㅇ 기존 문화산업통계는 문화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기준 조사까지 10회 진행되었
으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대변 하는 통계로 디지털콘텐츠 산업통계는 2005
년 기준 조사부터 2008년 기준 조사까지 4회 진행되었음

ㅇ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일원화됨으로 인해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가 통합된 통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기준 조사부터 콘텐츠산업통계는 디지털콘텐츠산업 통계
의 통계청 승인을 폐지하고 문화산업통계와 통합하였으며, 2010년 통계청으
로부터 문화 산업통계에서 콘텐츠산업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ㅇ 2016년 2월에 발표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에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를 12개 영역인 1.출판산업, 2.만화산업, 3.음
악산업, 4.게임산업, 5.영화산업, 6.애니메이션산업, 7.방송산업, 8.광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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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9.캐릭터산업, 10.지식정보산업, 11.콘텐츠솔루션산업, 12.공연산업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공연산업은 격년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콘텐
츠산업 전체 규모에 공연산업을 제외한 11개 산업 규모만을 포함하여 11
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98개 소분류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
음
[표 Ⅱ-4]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적 출판업 (종이매체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산업
인쇄업

인쇄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출판 도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신문배달판매)
온라인 출판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출판 임대업

서적임대업(만화제외)
만화 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만화 출판업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만화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제작･유통업
만화산업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만화책 임대업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만화 서적 및 잡지류 도매

만화 도소매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소매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악제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산업
음악 및 오디오물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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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복제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배급업
음반 도매업

음반 도소매업

음반 소매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원 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악 공연업

게임산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게임 유통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영화 수입

영화 제작, 지원 및

영화제작 지원

유통업

영화 배급

영화산업

극장 상영
영화 홍보 및 마케팅
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온라인 상영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유통및

애니메이션 유통, 배급 및 홍보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업 (인터넷,

유통업

모바일)
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방송산업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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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영상물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제공업

종합광고대행

광고대행업

광고매체대행
인쇄광고제작업

광고제작업

영상광고제작업
광고사진스튜디오
브랜드컨설팅
마케팅조사

광고산업

광고전문서비스업

PR(Public Relations)
SP(Sales Promotion)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인쇄업

인쇄
온라인종합광고대행

온라인광고대행업

온라인광고제작대행
온라인광고매체대행
옥외종합광고대행

옥외광고대행업

옥외광고제작대행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상품 제조업

캐릭터산업

캐릭터상품 도매업

캐릭터 상품 유통업

캐릭터상품 소매업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e-learning업

제공업(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지식정보산업

기타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가상세계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가상현실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저작툴
콘텐츠솔루션산업

콘텐츠솔루션업

콘텐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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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타
컴퓨터그래픽스 (CG)
제작업
총 43개

총 11개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총 98개

다.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
ㅇ 2015년 11월에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
조사’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를 14개 영역인 1.e-book, 2.디지
털만화, 3.e-learning, 4.디지털게임, 5.디지털콘텐츠 솔루션, 6.디지털영화,
7.디지털방송, 8.디지털 애니메이션, 9.디지털 광고, 10.디지털 음악, 11.
디지털정보콘텐츠, 12.디지털커뮤니케이션, 13. 디지털콘텐츠 유통 플랫폼,
14. 기타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하여 콘텐츠산업 분류체계보다 2개 더 많
은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표 Ⅱ-5]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구분

정의
단행본, 간행물, 전자출판물을 별도의 뷰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여

1. e-book

일반

볼 수 있도록 제작 및 서비스하는 사업체
[e-book, 앱북, 이펍 등]

실감형

증강현실 등 실감형 기술을 이용한 전자책 콘텐츠
만화/만화잡지 등을 온라인/모바일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및

2. 디지털만화

서비스하는 사업체
[온라인/모바일 만화, 웹툰 등]
온리인/모바일 교육 및 스토리지 저장형 학습 프로그램, 교육용

일반
3. e-learning

4.
디지털게임

콘텐츠를 제작 및 서비스하는 사업체
[인터넷 e-learning, 모바일 e-learning 등]

실감형

증강현실 등 실감형 기술을 이용한 e-learning 콘텐츠

온라인

게임회사나 ISP의 서버에 게임을 장착하여 접속한 이용자들이

게임
모바일

동시에 진행하는 게임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등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게임

통해 서비스 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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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VR게임, 스마트TV게임, AI게임 등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한

게임

차세대 게임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편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솔루션

저작툴
콘텐츠
보호
모바일
솔루션
5. 디지털

과금

콘텐츠

/결제

솔루션
CMS

CDN

[CG/영상,게임, LMS, e-Learning 등]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고 유통
과정 중 발생되는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추적하기 위한
솔루션(DRM 등)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모든 서비스
및 플랫폼 (MMS/SMS의 문자서비스,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송
관련 서비스 및 모바일플랫폼 등)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솔루션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PG 등]
온라인 상의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삭제,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캐시서버(임시저장장치)를 설치하고, CP가
제공하는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이 캐시서버에 미리
옮겨 놓고 수요가 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고 데이터손실을 막아주는 솔루션
디지털콘텐츠 저장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Iaas, Saas, Paas, 기타 등]
영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여 배급 하고 고화질의

6.

일반

디지털영화
실감형

일반

디지털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체
[영화, DVD 등]
4DX, ScreenX 등 실감형 기술과 결합한 영화 콘텐츠 및 제공
서비스
PC, 케이블, 위성, 지상파, 무선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는
방송서비스
[D-TV방송, 모바일방송, 인터넷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다차원 실감미디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7.
디지털방송
실감형

차세대 방송 서비스, 3DTV와 UHDTV 등의 방송 서비스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감을 보고⋅듣고⋅느낄 수
있는 서비스
3차원적인 이미지를 CG 특수 효과로 캐릭터와 셀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처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및 서비스하는
사업체

8.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캐릭터, 디지털·합성·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 셀 애니메이션 : 종이에 그린 그림을 투명한 셀룰로이드에
그대로 옮긴 뒤, 그 뒷면에 채색을 한 다음 배경 위에 놓고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

9.

온라인/

DA광고, 검색광고, 리워드앱 광고 등의 유형을 포함한 온라인 및

디지털광고

모바일

모바일을 통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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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LCD,

사이니

LED 등)를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지
기타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방송광고, 위성, IPTV, 위성DMB, 옥외광고 등
음원을 제작하여 온라인/모바일 음악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10.
디지털음악

-

종합정
보
전문정
11.
디지털정보콘
텐츠

보
생활정

사업체, 제공받은 음원을 온라인/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디지털 음악, BGM, Full Track, 배경음악,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텍스트 기반 정보로 온라인에서 기사가 업데이트되어 제공되는
모든 인터넷 간행물(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 디지털
신문/웹진 및 온라인 잡지 서비스)
금융/경제, 의료(건강), 법률 등 전문지식관련 정보 제공서비스
여성, 육아, 패션/뷰티, 컴퓨터, 종교, 여행, 이민, 취업, 날씨

보
엔터테

e카드, 심리테스트 등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서비스
영화/연예/공연/문화, 스포츠, 퀴즈/경품/복권, 운세, 유머, 취미

인먼트
위치기

등 흥미 및 오락성 정보 제공 서비스

반정보

위치확인 정보 및 이와 연동된 정보제공 서비스
메시지(SMS, MMS, e-mail 등), 모바일커뮤니티, 모바일 블로그

12.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등 콘텐츠서비스
[mVOIP, SNS, 메신저, 영상통화 등]
생산자·중개인·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품 및

13. 콘텐츠유통플랫폼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 등]

디지털
공연·전시
14. 기타

VR, CG, 홀로그램 등 디지털기술과 결합된 공연·전시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기타

e-book, e-learning, 게임, 영화, 방송, 디지털광고,

콘텐츠

실감형

디지털애니메이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감형 콘텐츠

콘텐츠

(VR, AR, CG, 홀로그램 콘텐츠 등)

기타

상위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기타 디지털콘텐츠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 2015.11.

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대상에 대한 제언
ㅇ 저작권과 콘텐츠는 분리되거나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콘텐츠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기반으로 콘텐츠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 포
함)을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저작권 제도의 정
책 수립은 필수 불가결하므로 두 산업은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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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유가 없음

ㅇ 또한 저작권산업은 콘텐츠산업과 중복되는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콘텐
츠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 포함) 분류 역시 핵심 저작권산업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제도의 저작물 분류는 콘텐츠산업분류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
중 온라인(모바일웹 포함)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
며, 공공저작물 등 유통의 중심축인 정부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도
지정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임4)
[표 Ⅱ-6] 저작권 클린사이트 대상 산업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출판산업

온라인출판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인터넷서점(만화유통제외)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만화
만화산업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제작･유통업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만화 도소매업

인터넷서점(만화유통부문)

음반 도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음악산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원 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

게임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모바일 게임
PC 게임

4) 2013.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같은 해 12월 「저작권법」상 ‘공
공저작물의 자유이용’조항의 제정으로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통한 저작권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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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영화산업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온라인 상영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업

유통업

(인터넷, 모바일)
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방송산업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인터넷 영상물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제공업

광고대행
매체대행
광고산업

온라인광고업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제작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업
e-learning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지식정보산업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기타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저작툴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콘텐츠솔루션산업

콘텐츠솔루션업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타
정부기관

공공

정부 및 협·단체

법정기관
신탁관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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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 유통 환경 변화
가. 개요
(1) 저작물 유통 플랫폼의 확대
ㅇ 저작물 유통 플랫폼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진화하였으며 저작물
은 컴퓨터, 셋톱박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특히 웹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갖는 이동성, 편리한 U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
한 모바일웹으로의 접속 같은 속성은 저작물 이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음
ㅇ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웹으
로 유통되어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커넥티드 기기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스마
트TV로 불리는 커넥티드TV임5)
ㅇ 스마트 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2019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연평균
성장률은 57%가 될 것으로 보이며,6) 모바일 저작물의 종류별 트래픽 점
유율은 2019년 기준 용량이 큰 동영상이 72%로 가장 점유율이 높으며 모
바일 데이터가 1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2) 저작물 이용 행태의 변화
ㅇ 개별 저작물에 대한 소비가 아닌 접근성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소유’에서
‘접속’으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7)
5)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치는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TV를 1. basic connected tv(방송
사나 OTT 주도 가입자 기반 서비스로 가장 기본적인 양방향성을 제공), 2. set maker controlled
(제조사 포털에 의존, 가입자 기반, 자체OS/구글 OS 기반 제조사 포털, 앱 선택폭 및 질은 제조사에
달려 있음), 3. consumer controlled(TV제조사는 구글 OS 탑재 H/W만 판매, PC 웹처럼 선택폭이
크고 질적으로 다양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함.
6) Cisco,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 전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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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콘텐츠 온라인 전송 매체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 2015.11.

ㅇ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들의 유무선 인터
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텍스트 기반에서 비디오 기반의
저작물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비디오 기반의 저작물 이용은 2014년
50.2%에서 2019년 52.1%로 증가하고, 텍스트 기반의 저작물은 2014년
31.1%에서 2019년 28.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화, 비디오 등 영
상저작물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이용 입장에서 저렴하고 쉽게 소비될 것
으로 예측됨8)
ㅇ 2014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의하면 TV 이용시간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으로 스마트TV 보급, 유료방송 서비스의 다양화로 매
체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 보유율의 증가 등으
로 스마트폰의 평균 이용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컴퓨터기기
와 종이매체의 이용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ㅇ 온라인 영상저작물 이용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로는 데스크탑 PC이
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스마트폰과 같은 전화기를 이용하
7)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앞으로 경제생활에 대
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서비스와 경험에 대한 접속이 될 것이며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8) PWC(PricewaterhouseCooper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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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라인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이용시간의 비율은 [그림 Ⅱ-4]와 같이
2011년 18.7%에서 2014년 23.9%로 지속 증가함
[그림 Ⅱ-4] 매체별 평균 사용시간(전체 응답자 기준)

출처 :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4.

ㅇ 이와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PC가 대중화 되면서 TV 시청과 디지털 기기
를 이용하는 멀티스크린 이용행태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TV
의 무료함과 광고를 회피하는 수단인 동시에 영상저작물을 즐기는 또 하
나의 스크린으로 활용되고 있음

(3) VR 등 최신 동향

ㅇ 최근 저작물 등 콘텐츠 제작에 CG 등 디지털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가
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과, 가상현
실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과 이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으로 기
존의 콘텐츠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VR/AR서비스 위한 다양한 HMD(Head Mounted Display) 출시가
되고 있으며, 군사, 의료, 교육 등 특화된 시장을 시작으로 사물인터넷
(IoT), 실감 콘텐츠, 인공 지능 등 관련 기반 기술의 동반 활용이 예상되
는 2020년경에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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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VR 시대를 공격적으로 대비하고 있고,
2010년 Qualcomm이 오스트리아 AR 회사인 이미지네이션(Imagination)
을 인수하여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VR(Oculus VR) 인수, 구글의 매직리프(Magic Leap) 투자, 마이크로소프
트의 홀로렌즈(Hololens) 발표, 애플의 메타이오(Metaio) 인수, 인텔의 레
콘(Recon)인수, 삼성의 포브(FOVE) 인수 등 VR산업과 관련된 인수 및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나. 음악저작물 분야 유통 환경
(1) 음악저작물 시장 현황
ㅇ 음악의 디지털화, 온라인화는 이미 인터넷 등장 초기인 2000년대를 전후
로 본격화되었으며, 당시에는 ‘MP3’ 파일을 음성적으로 공유해 음악을 소
비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은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쇠퇴로 큰 손실을 입었음
ㅇ 2006년 서비스 유료화가 시작된 후에야 디지털 음원 시장이 외형을 갖추
기 시작했고,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장규모의 확
대를 가속화하여, ‘소유’의 개념으로 일일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감
상하던 방식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2) 음악저작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
ㅇ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소비 트렌드는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방금 전에 TV로 들었던 노래도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통해 곧바로 찾아서 들어보는 즉시성이 현저하며, 이는 스마트폰과 LTE
의 보급으로 음원서비스의 이용 환경이 고도화된 덕분으로 초고속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음원서비스
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음악방송, 라이브 공연, 스타와의 소통 등 음악을
즐기는 방식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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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음악시장 전체 매출 중 스트리밍
(실시간 듣기)의 점유율은 2013년 25%에서 2014년 32%로 증가하였는
데,9)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실물 음반(12.4% 감소)과 다운로드(12.5%
감소)에 비해 괄목할 만한 수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ㅇ PwC에 따르면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09년 5억 달러(약 5,769
억 원)에서 `18년 17억 8,000달러(약 2조 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하였는데, 스트리밍이 다운로드(16억 5,000달러)와 실물음반(15
억 8,000달러)를 뛰어넘어서 음악시장에 최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 스트리밍(Streaming)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
었음
ㅇ 음원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급격히 재편된 음반 시장 구조에서, 단순히
음반을 ‘듣기’위해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층은 해마다 감소 중이
나, 아이돌 그룹의 실물 음반 판매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
은 결과는 ‘음반을 구매한다’는 행위가 ‘음악을 듣기 위함’ 보다는 해당
가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음반
을 ‘음악을 재생하는 매체’가 아닌 ‘애정의 발현’이나 ‘소장’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함

ㅇ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접근이 쉽다는 장점과 동시에 TV 채널을 습관적
으로 돌리는 재핑(Zapping)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감상 패턴이 변화하였다
는 점에서 ‘수집’과 ‘보관’이라는 기존의 유료 음악시장이 가지고 있던 특
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는 각자의 취향에 따른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호하는 추세임
ㅇ 애플 뮤직(Apple Music)의 경우 ‘추천 음악(For You)' 카테고리를 통해
사용자가 최근 자주 이용한 장르나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추천과, 자주
이용한 장르 내에서 자주 듣지 않은 음반을 추천하는 두 가지 형태를 실

9) 미국에서는 5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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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중이며, 우리나라 멜론의 경우 유명인을 적극 활용한 큐레이션 코너
‘아티스트 플러스’와 ‘멜론 라디오’를 운영 중으로 이런 큐레이션은 음원,
스트리밍 시장뿐만이 아니라 개성 있는 큐레이션으로 마니아들의 뜨거운
호응을 모으고 있는 소규모 음반점들과 같이 음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
다. 출판 분야 유통 환경
(1) 전자책 이용의 지속적 증가10)
ㅇ 2015년 현재 단행본 기준으로 약 30만 건 이상의 전자책이 유통되고 있
으며, 종이책과 전자책 동시 출간과 전자책 전용 도서는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며 웹소설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며 연재 채널도 증가하였는데, 문
피아를 비롯하여 대형유통사 및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도 확대 추세를 보
임
ㅇ 특히 웹 셀프 퍼블리싱과 POD(Publish on demand, 주문형 제작)방식을
통한 전자책 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2만여 종 제작되는 단행본 전
자책 중 웹 셀프 퍼블리싱이 약 1만여 종을 차지하고 있고, 타인의 시선
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19금 도서가 전자책의 주요 부분으로, 로맨스,
판타지, 무협지 독자가 탄탄한 소비계층을 형성
(2) 인터넷서점 매출 감소, 모바일 쇼핑 증가
ㅇ 인터넷서점의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속으로 성장하였으나 2012년
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3/4분기 기준 전년 대비
10.4% 감소하여 전년 대비 연간 매출 15%대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모
바일 쇼핑은 20% 이상 증가 추세로 상대적으로 영풍문고 등 온·오프라인
병행서점보다는 Yes24 등의 온라인전용서점이, 도서 전문몰보다는 종합몰
의 매출 및 이용 비중 증가11)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발행실적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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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시장의 감소 및 공유경제의 확산
ㅇ SNS, 게임, 영상콘텐츠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반
면, 독서율과 도서소비는 하락하였으며12) 알라딘과 같은 대형 직·매입 중
고서점에 대한 이용도가 증가하였는데, 저가 구매 욕구와 책에 대한 소유
습관 감소, 베스트셀러 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리사이클링 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공유경제와 협력소비의 확산 및 소유 개념에서 이용 개념으로 도서에 대
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대형 중고서점과 헌책방,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온
라인 중고서점 등이 주목받고 있음
(4)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하는 전자책 시장13)과 오프라인서점의 변화14)
ㅇ 수익은 낮지만 기회 요인의 증가로 전자출판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웹소설 등 스낵컬쳐 문화 확산으로 장르분야 전자책은 활
황세

ㅇ 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전자책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교과서뿐만 아니
라 일반 소비자 대상 전자책의 경우 장르 소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특히 로맨스 소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 관련 기업들
은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 이용자를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단순 플랫폼을 넘어 최신 미디어 기술과의 결합 시도
ㅇ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자사의 전자책 2,400여 권을 기존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Streaming) 방식으로 제공하고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캐
쉬를 충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99원의 이용료를 부
과함
11) 통계청 2015년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2)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200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이며,
2015년 상반기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17,727원으로 역대 최저
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출판산업 실태조사’.
1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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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팟캐스트 등 미디어의 영향력
ㅇ 독자들의 SNS 참여를 통해 책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스토리를 활
용하여 수다를 떨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단순
하게 책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을 벗어나 팟캐스트 내용을 출판 콘텐츠
로 활용하는 추세
ㅇ tvN의 ‘비밀독서단’에 소개된 도서의 판매력은 일정한 화제성을 나타내었
으며, 토크쇼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스토리에 예능을 더하면
서 시청자를 독자로 만드는 파급 효과 및 입소문을 통해 책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하여 롱테일셀러를 만드는 데 효과적
[그림 Ⅱ-5] tvN ‘비밀독서단

출처 : 교보문고 웹사이트[www.kyobook.co.kr]

(6) 출판 분야의 스낵 컬처 확산
ㅇ 출판만화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라이트노벨과 같이, 웹툰의 후속 콘텐츠
로 웹소설이 등장하여, 정통 웹소설은 무협, 판타지, SF, 추리, 로맨스의
5대 장르문학이 중심, 포털 웹툰 플랫폼이나 웹툰전문서비스사에서는 로
맨스 장르를 중심으로 웹소설 콘텐츠가 형성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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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웹소설 시장은 2014년 400억원 시장을 넘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데, 선발주자인 문피아와 조아라를 비롯해서 후발주자인 카카
오페이지까지 연재형 장르소설이 모바일 시대에 적절한 콘텐츠로 주목받
으면서 제2의 웹툰 현상과 같은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웹소설 원작 웹툰
제작 등 다양한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형태가 나오고 있음
ㅇ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고 비용부담도 저렴한 초간단 콘텐츠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
며 독자적인 소비자층을 형성하여 일반도서의 경우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
해서 읽을 수 있는 단위분량이 적은 콘텐츠나 파트별 판매가 가능한 데이
터형 전자책 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라. 만화 분야 유통 환경
(1) 만화산업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산업으로 발전
ㅇ 웹툰 유료매출의 증가와 웹툰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의
확대로, 연 7~8천억 원 수준을 유지해왔던 만화산업의 규모가 급성장하여
전통적인 출판업에서 웹툰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종으로 변화
되고 있음
ㅇ 1980년대 붐을 이뤘던 대본소 중심의 극화 스타일부터 90년대 붐을 이뤘
던 코믹스계 만화, 교양만화부터 3세계 만화까지 웹툰형식을 취한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 시장 확대에 따라 기획물 이용 또한 증
가하고 있음

ㅇ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윤태호 원작 <내부자들>), 애니메이션(강풀 원작
<타이밍>), TV드라마(최규석 원작 <송곳>, 윤태호 원작 <미생>), 게임(박
용제 원작 <갓 오브 하이스쿨>) 등이 제작되어 소비자의 관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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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카오톡 등의 SNS를 기반으로 한 이모티콘 류의 디지털 상품에서, 웹툰
을 원작으로 한<노블레스> 피규어, <마음의 소리> 상품을 비롯하여 윤태
호 작가의 손글씨체를 기초로 한 ‘미생체’ 컴퓨터 폰트 등 다양한 온·오프
라인 상품 출시

(2) 포털 웹툰 중심 이용에서 웹툰 전문 서비스 이용으로 변화
ㅇ 레진코믹스는 2013년 6월 모바일앱에 이어 같은 해 9월 웹사이트 오픈으
로 서비스 개시하여 성인 이용자 대상 콘텐츠 표현 수위 확대, 작가 자율
연재 주기 지정 및 유료결제를 통한 수익 배분 등 포털 웹툰 플랫폼 대안
성의 강조와 ‘친 작가 중심 정책’을 통해 시장 안착
ㅇ 탑툰은 2014년 3월 웹사이트 오픈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레진코믹
스의 유료 성인 웹툰 서비스 정책에 대응하며 양자 구도 형성
ㅇ 네이버웹툰 및 다음웹툰의 경우 ‘미리보기 유료’ 서비스와 ‘완결작 유료’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존 무료로 형성되었던 웹툰 시장의 유료화 가속
ㅇ 레진코믹스의 경우 일본성인만화 서비스 제공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국내 접속차단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작품 게재 중지 및 사이
트 로그인 전 성인 콘텐츠 목록 노출제한 등의 자율 규제를 통한 개선 진
행

ㅇ 웹툰의 설정과 소재가 다양화 되며 성기노출(<태양초고추장연구소>), 여성
혐오(<레바툰>), 미성년자 준강간(<1626>) 등과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되
었거나 해당 내용이 연상되는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이 사회적 논란이 되
었으며,
- 이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웹툰의 자율등급심의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고, 우리만화연대는 웹툰 심의 등과 관련한 업계 세미나 개
최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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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툰 시장 활성에 따른 채널 다양화
ㅇ 스포츠신문 중심의 연재만화 서비스가 경제신문 및 영자신문으로 확대, 언
론사닷컴의 만화서비스 확대와 함께 ‘만화/웹툰’ 관련 기사 게재 수도 급
증15)
ㅇ 관련 공공기관들은 만화에 대한 뉴스 제공 및 시장 진흥을 목적으로 웹사
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관련 사이트를 개선하
여 운영 중16)
ㅇ 웹툰 시장의 성장은 웹툰 콘텐츠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서적 출시
로 이어지고 있으며, 초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영화와 드라마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게임, 캐릭터 등으로 콘텐츠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
며, 작가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함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과 이용 또
한 확대되고 있음
마. 영상·방송분야 유통 환경
(1) 미디어 환경 변화
ㅇ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
으로

인하여

상황성(Context),

즉시성(Immediacy),

개인화

(Personalization)를 특성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 보급 및 1인 가구 확산
으로 기존 고정형 TV 시청에서 벗어나 비 실시간 모바일 중심 개인화·주
문형 콘텐츠 소비의 대중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모바일 동영상 시청
증가로 VOD 및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 전망
ㅇ IPTV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5) 네이버 뉴스의 경우 동기 기준, `14년 25,321건에서 `15년 33,414건으로 증가
16)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크리틱엠’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에이코믹스’ 사이트를 개설, ‘웹툰인사이트’
는 웹툰 데이터 제공, ‘웹투니스타’는 뉴스 중심 팟캐스트, ‘웹툰가이드’는 웹툰 리뷰 제공, ‘유주얼
디어’는 웹툰 관련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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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등 통신과 방송의 벽을 허무
는 큰 변화의 중심에 있음
ㅇ 방송사업 부문에서는 VOD, OTT, MCN(Multi-Channel Network) 등 디
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 확대로 웹드라마, 웹예능 등 온
라인 전용 콘텐츠 제작 및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음
(2) 스낵컬처의 확산
ㅇ 국내 및 중국에서 콘텐츠 수익 모델 수립에 성공한 <신서유기>의 사례나
MCN 콘텐츠 소비 확대 등은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스낵
컬처’가 트렌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

ㅇ 전통적인 TV와 온라인 간의 유통 채널 경계를 넘나드는 ‘마이 리틀 텔레
비전’류의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고, 온라인과 모
바일의 발전으로 인해 기획, 출연, 제작까지 모두 1인이 수행하는 1인 미
디어 산업이 새로운 니치 마켓(Niche Market)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바. 뉴스분야 유통 환경17)
(1) 뉴스와 콘텐츠의 분리
ㅇ 디지털 시대에 매체와 분리된 뉴스의 수집, 가공, 전송이 유연해지면서 뉴
스 유통이 중요해짐. 단일 매체에서 벗어난 ‘뉴스’는 메시지 못지않게 정
보 상품(콘텐츠)으로 다뤄지며, 이로 인해 유통의 중심에 선 포털 사이트
들과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2) 뉴스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모바일 및 SNS로 전환
ㅇ 인터넷 이용이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소비자들의 뉴
1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https://spri.kr/post/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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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콘텐츠 소비 행태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특히 모바일
이용자들이 SNS에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SNS 플랫폼을 통한
뉴스콘텐츠의 유통은 더욱 늘어날 전망
ㅇ 주요 글로벌 언론사들은 뉴스 공급 및 마케팅을 위해 모바일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며, 페이스북, 스냅챗 등 SNS 전문기업들이 뉴스 유통에 참여하
는 등 미디어 기업들도 모바일 및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체적
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개별 뉴스 판매 등 새로운 유통방식
출현
ㅇ 주요 글로벌 언론사들인 허핑턴포스트, 버즈피드 등 글로벌 뉴스 미디어
전문업체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뉴스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전
통적인 신문사들도 자체적인 유/무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적으로 대응
(3) 국내 주요 포털사의 동향
ㅇ 네이버와 다음도 기존 언론사 뉴스 형식과는 차별화된 형태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 네이버는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포스트’ 출시, 오픈형으로 차별화된 콘
텐츠를 보유하면 누구나 테크 중심의 포스트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주
요 특징이며 현재 몇몇 언론사는 자체 콘텐츠를 포스트를 통해 발행 중
이고
- 다음은 뉴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뉴스펀딩’ 서비스를 2014년 3월 출시, 8개로 시작한 콘텐츠는 2016년
현재 57개로 늘었으며 전체 후원금은 8억 원을 돌파
사. 교육 분야 유통 환경
(1) 개인 이러닝 분야 이용 현황18)
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5 이러닝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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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닝 이용 방법으로는 ‘교육방송 시청’ 27.7%와 ‘인터넷 전문교육 제공
강의’가 17.2%로 이러닝 이용 방법에 중요한 축이며, ‘교육기관 온라인
강의’ 11.7%, ‘교재 CD 및 인터넷 강좌용 CD’ 11.2%, ‘학원운영 온라인
강의’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개인 특성별 이러닝 이용방법은 3~9세 및 10대 학생층은 교육방송 시청의
활용비중이 높은 반면, 50대는 ‘공공기관 온라인 강의(13.9%)’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이러닝 이용매체로는 ‘인터넷 사이트’ 67.2%, ‘교육방송’ 20.5%로 인터넷
사이트가 중요한 이용매체이며 그 외의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 이용’
9.4%, ‘CD 및 DVD 저장매체’ 2.7% 등의 순이며, 개인특성별로 3~9세는
교육방송 시청이 높은 반면, 대부분의 연령대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러닝 이용매체로 활용하고 있음
(2) 다양한 무료 교육 플랫폼 이용 증대
ㅇ 주요 대학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온라인 교육 서비스 중 하나인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
인 무크 서비스로는 <Coursera>가 있음
ㅇ 무크는 공개 교육자원에 교수학습 기능과 학습관리 측면을 추가한 대규모
온라인 공개 수업 플랫폼으로, 기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의 강의를 제공하여,19) 공유경제의 가치 확산, 대학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연관 비스니스 기회 제공 효과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
음
(3) 교육콘텐츠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19)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인기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고, 교육 수료증 및 학위제공과 관련
하여 부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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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BS에서는 2015년 10월, 엄마들이 육아 전문 멘토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아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EBS 육아교육 Pin>을 ‘다음TV팟’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20)

아. 저작물 유통 환경의 시사점과 저작물 이용 사례21)
ㅇ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확대와 스마트폰 확산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
(웹)이 저작물 유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뉴스 분야에서는, 향후
디지털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의 40~60%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유
입될 것임
ㅇ 영상분야에서는 영화, 드라마 등 프리미엄 동영상 시청의 메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2) 해외 주요 방송사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시청 가능한 OTT 서비스를 출시하며, 이와 같은 미디어 이
용행태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ㅇ 또한 음악, 만화, 영상 시장에서 1인 창작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저작물 분야에 관계없이 스트리밍 방식의 저작물 소비가 더
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

ㅇ 20대 남자 대학생의 저작물 이용사례
이전에 미국드라마를 볼 때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동영상을 직접
다운받고, 시청하고 나면 삭제하는 것을 반복했었으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는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 없이 재생 가
20) EBS 육아교육 Pin은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영유아식품전문가, 산부인과 전문의, 시인 등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육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부모들이 쉽게 소비
할 수 있게 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126만 명의 순이용자를 확보했으며, 월평균 체류시간은 60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21) 저작물 이용사례는 연구책임자의 2016년 1학기 ‘콘텐츠 비즈니스’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인터뷰를
재구성함
22) 미국 최대 VOD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인터넷
유료가입형 VOD 서비스의 작품 공급조건에 대해 영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소비자대상 영화서
비스 제공 사업자(SP)가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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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미국드라마를 케이블TV에서 가끔 틀어주긴 하지만 그 시간을 맞
춰서 시청하기는 어려우므로 가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시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아마추어가 작
업한 저급한 자막, 또한 좋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다운로드를 해야 하는데, 한번 시청이 끝나면 다시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을 겪었다.
OTT를 접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편리하다는 점이었다. 조
작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작품들을 추천해 주
기도 하며, 한 시즌을 한 번에 풀어 버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음 방영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매우 간편
하다. 반면에 이러한 방식은 불법 저작물의 유출 위험이 크며 어떤 미국
드라마의 경우 한 시즌이 공개된지 하루만에 토렌토 사이트에 업로드 되
기도 하였다.
OTT의 큰 장점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시청을 종료한 뒤, 다시 접속하
면 그 전에 내가 시청했던 장면에 그대로 이어서 시청이 가능하다. 더
놀라운 점은 다른 기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
로 콘텐츠를 시청하다가 집에 와서는 TV에서 바로 이어서 시청이 가능
하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나 IPTV도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만, 이용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장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
한다.
ㅇ 20대 여자 대학생의 저작물 이용사례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손안에서 쉽게 콘텐츠
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나 곰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등 동영상
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핸드폰, 노트북 같은 디바이스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 긴 직장인, 학생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이동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만해도 등하교 시간이 평균 1
시간 30분씩 걸리는 긴 이동시간에 핸드폰에 영화나 드라마를 넣어서 보
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동시간에도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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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소소한 기쁨이 된다.
흔히 움짤, 짤방이라고 하는 짤막한 동영상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긴 영상을 보기 힘들고 싫어하는 나에게는 짧은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것
이 굉장히 호의적이며 지하철, 버스를 타고 조금만 둘러봐도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시빌워 같은 경우에도 앞의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운데, 인터넷 검색과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에 올려
진 간추린 영상들을 보고 이해를 하고 시빌워를 보러 간다. 이러한 영상
들은 마블매니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만들곤 하는데, 마블은 매
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요즘 같이 인터넷과 디바이스가 발전한 요즘에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
지 상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더욱 더 다양한 콘텐츠를 굳이
짬을 내서가 아닌 남은 시간에 소비해봐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4. 저작물 유통 유형별 저작권 관련 이슈
가. 음악 관련 주요 이슈
(1) MP3 음악파일을 블로그에 스트리밍하거나 게시판에 자료로 올리는 행위
ㅇ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
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

ㅇ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님

ㅇ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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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
(2) 음악저작물 링크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ㅇ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으며(｢저작권법｣ 제16조), 링크
(Link)를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은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23)
(3)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ㅇ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
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
용자는 이를 복제 가능 (｢저작권법｣ 제30조)
ㅇ 그러나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제3자가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
(4)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ㅇ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단지 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것
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메일 발송행위가 자동적 또는 수
동적으로 반복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됨

23)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 38 -

(5)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UCC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ㅇ UCC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작사·작곡
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함
-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
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
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24)
ㅇ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
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나. 출판 관련 주요 이슈
(1) 개요
ㅇ 출판분야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콘텐츠 사업의 경우 12.7%가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솔루션사업 8.3%, 서비스 사업은 4.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작권료는 매출의 0.3%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닝 개발 시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 ‘권리자의 확인의
어려움’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
는 것의 어려움’과 ‘이용 허락 시에 높은 비용’이 각각 24.8%, 23.2%로
나타남
ㅇ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77.0%가 보호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워터마킹’은 18.4%, ‘접속
24)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어린이 UCC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는 법원은,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
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하여 "미쳤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부당한 권리행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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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는 4.6%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의 이러닝 산업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이러닝 관련 사업자
들의 인식수준에 대해 58.4%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 기업의 3.5%에 불과하여 부정적인 인식
이 높음

(2) 출판 저작권 관련 이슈

ㅇ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
- 출판업자가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
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출판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
락을 얻어야 함

ㅇ 복제의 방법 중에서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만을 명시하고 있으
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문서 또는 도화”
라고 하였으므로 서적이나 잡지 또는 화집이나 사진집, 악보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 전자책(e-Book, u-Book,
모바일북) 등은 여기 해당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종이책 시장에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출판권만으로는 출판
사들이 온전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 발생
- 즉, 통상적인 출판권 설정계약서에는 전자출판을 대비하여 출판사가 해
당 출판물을 ‘전자출판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단지 출판사가 해당 출판물에 관하여 전자출판을 할 수 있다는 채
권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
- 제3자가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출판물을 전자적인 형
태로 무단사용하고 있더라도 출판사는 그 스스로가 제3자에 대하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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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게 됨

ㅇ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기존 종이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인 권리를 전자출판 등 다른 저작물의 발행 등에도 인정하는 ‘배타
적발행권’을 신설
-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
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

(3) 출판권과 전자출판

ㅇ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
- 그러나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
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된 2011년 3월 15일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

다. 만화(웹툰) 관련 주요 이슈
(1) 웹툰의 저작권법상 지위
ㅇ 웹툰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하며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있음
- 인용 범위가 양·질적으로 현저히 적을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음

(2) 번역한 웹툰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 여부

ㅇ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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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이 사회통
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기하여 새로운 창
작성을 부가하여야 함25)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저작물인 ‘라파에트’ 영화의 DVD에 한글번역
자막을 삽입한 것에 대하려 새로운 창작성 부가를 인정하여 2차적 저작
물에 해당한다고 판시26)
- 따라서 창작된 웹툰의 글 부분을 번역한 결과물 역시 2차적 저작물에 해
당될 수 있음

(3) 웹툰을 온라인상 웹드라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락의 범위
ㅇ 웹툰을 2차적저작물인 웹드라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가진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하여도 저작인격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음

ㅇ 따라서 웹툰 내용을 변경하여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
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림 및 글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임
(4) 만화 단행본 스틸컷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ㅇ 만화 단행본의 연속된 페이지를 업로드할 경우 저작재산권 위반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연속되지 않은 2페이지 이하 등을 단순히 리뷰나 인용 등을 위해
첨부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인용 범위 규정’에 해당
될 수 있음

(5) 웹툰을 캡쳐하여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25)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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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웹툰을 캡쳐해서 사적이용을 하는 경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
로, 복제한 저작물을 다른 용도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저작권법」 제30조)27)

라. 영상(방송 및 영화포함) 관련 주요 이슈
(1)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
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한 경우 저작권 위반여부
ㅇ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
저 업로드 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

ㅇ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줌
-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 영화 등을 사적인 이용을 위해
MP3 파일, Divx 파일 등 단순히 포맷을 변환하는 것이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함
(2)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
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여부(링크)
ㅇ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
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
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27)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
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3 -

아니함28)
(3) 방문자가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게시판운영자의
책임 여부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29)

(4) 소위 짤방의 저작권 위반성
ㅇ 짤방은 ‘짤림(잘림) 방지’를 줄여 부르는 말로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판에
글만 올릴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의 내용과 아무
관련 없는 이미지 등을 올리는 것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기존 저작물 등
콘텐츠를 재가공해 페이스북 등 인맥구축서비스(SNS)에 유통하기 편하게
만든 읽을거리 등을 의미
ㅇ 짤방은 기존 저작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즉 기존 저작물을 수집해 편집
하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소위 ‘불펌’ 행위를 하는
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가 존재
ㅇ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을 비롯해 음악, 소설, 시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
- 이러한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
28) 이른바 “츄잉사이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하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링
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
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
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
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29)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
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저작권
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
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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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함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인용 범위 규정'에 해당)
- 다만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정당한 인용의 범위에 포함될
것임
마. 뉴스 관련 주요 이슈
(1) 뉴스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ㅇ 뉴스 저작물이란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
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

ㅇ 신문·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 ‘어문 저작물’에 해당

ㅇ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 ‘사진 저작물’에 해당

ㅇ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 :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

ㅇ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 : ‘음악 저작물’에 해당

ㅇ 방송·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 : ‘영상 저작물’에 해당
(2)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행위와 저작권 침해여부
ㅇ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기사를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한 사건
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30)
- 각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저작권 침해로 인
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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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도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
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ㅇ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화
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함
ㅇ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
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ㅇ 소속 기관 또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기사
는 자유롭게 게재가능
-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가 기자에 의한 별도의 창작 노력
없이 그대로 기사화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뉴스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해 새로운 창작물
을 작성할 수 있음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예외조항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
정을 두고 저작물의 이용을 지원.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언론
사의 허락 없이도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31)
ㅇ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
31) 저작물 인용 요건으로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
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
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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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링크’, ‘직접링크’ 방식의 이용 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
(4)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ㅇ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
접 뉴스 상품을 구매해야 함
바. 교육 관련 주요 이슈
(1) 교육목적의 저작권 제한 규정

ㅇ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음(제23조 내지 제38조)
- 특히,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
요성과 교육기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
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5조)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일부분의 이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있음32)

[표 Ⅱ-7]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조건
구 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

저작물
이용주체

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

이용기간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

32)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목적 저작권이용 가이드라인”, 2016.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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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용 요건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장소
일부분
판단 기준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
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
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허용되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않는 이용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
(이용허락

공하는 이용

대상요건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
)

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판매되는 음원ㆍ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저작인격권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
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2) 시험문제의 복제, 배포 및 전송

ㅇ 학교는 수업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소속된 교원과 학
생에게 복제, 배포, 전송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음
ㅇ 교육기관은 수업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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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음
ㅇ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학교 수업이나 수업연구 활동 등을 위한 수업자료 온라인 공유 여부

ㅇ 학교 교사가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수업자
료를 제작하고,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행위이나,
-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나 불특정다수(일반인)에게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상금제도의 목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물 이용에 대
한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
ㅇ 그러나, 학교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업연구 활동의 중요성과 교육현
장에서의 수업자료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부담하고 있
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공유
(전송)하는 것을 허용
- 다만, 교육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일반 포털사이트의 모임, 카페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온라인 수업 시 필요한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그밖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법에서 정한 아래의 기술적 보
호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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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①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
근제한조치
②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
제방지조치
③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④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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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안) 및 운영 규정(안)
1. 현행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분석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요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웹사이트)를 관리
하여 이용자의 합법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저작물(콘텐츠) 제
공 웹사이트를 의미33)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는 합법저작물과 불법저작물 서비스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합법적인 저작물
제공과 관련한 평가제도로서 의의가 있음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은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위해 마련된 가
이드라인임

ㅇ 동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저작물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신청을 하면 저
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준수실태와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현황,
저작권 보호제도의 도입 및 운용, 저작권 보호수준 등에 대한 평가 과정
33) 기존 제도는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체제상 개정 이후의 용어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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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음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이러한 자문위원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지정하였
음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부여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임을 인증함과 동시에,
대외적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며, 지정된 이후
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지정시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저
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추진 체계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주관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업무를
담당하였던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수행하였
으며,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지정절차와 주요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제도를 운영하였음34)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심사는 저작권 관련 외부전
문가들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자문위원 풀을 구성하고, 이러한
자문위원 중에서 5~7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음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지정된 이후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 및 저작권
클린마크를 부여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임을 지정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던
바,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 활동 및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다시 심사평가
34) 동 제도는 2016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어 수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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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통한 재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현황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총 178개의 웹사이트가 지정
되어 있으며,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에서는 영상, 음악, 출판, 만화(웹툰), 교육, 기타, 앱, B2B의 8가지로 구
분하고 있으나,35)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내부 분류에 의하면 음악, 영상, 만
화(웹툰), 출판, 이미지, 뉴스, DB·SW·공공저작물의 7가지로 구분하고 있
음

[표 Ⅲ-1] 음악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서비스명

악보, MR,
음악 관련

음악정보(DB)

k-pop아카이브, 음원매니저, 가온차트, 멜론

정보
음반

CD 구매

핫트랙스,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YES24

구매

LP 구매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YES24

벨소리, 컬러링
음원 및 음반
구매

다운로드

음원
이용

B2B

벨365
지니, 멜론, 몽키3, 벅스, 소리바다. Mnet, 벨
365

스트리밍

지니, 멜론, 몽키3, 벅스, 소리바다, Mnet

뮤직비디오

몽키3, 지니, 멜론, 벅스, 소리바다, Mnet

매장음원서비스

샵앤지니

[표 Ⅲ-2] 영상(영화, 방송)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서비스명

영화 정보

맥스무비, 인디플러그

영화 예매

맥스무비

영화

35) http://www.cleansi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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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구매
영화
감상

다운로드

헬로키노, YES24 VOD, 씨네폭스, 인디플러그,

스트리밍

헬로키노, 무비쇼, 씨네폭스, 미스터블루

DVD 구매
방송

방송
감상

핫트랙스,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핫트랙스, 반디앤루니스, YES24

다운로드

헬로키노, YES24 VOD,

스트리밍

헬로키노, 씨네폭스

[표 Ⅲ-3] 만화(웹툰)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서비스명
만두코믹스, 애니툰, 피너툰, 플레이뷰, 짬툰,
탑툰, 리디북스, 인터넷만화방, 오이북, 바로

만화책

북, 레진코믹스, 짱만화, 만화365, 미스터블
루, 이코믹스, 북큐브, 코믹뱅, 코믹플러스, 뉴
키, 봄툰, 레알코믹스, 무툰, 학산문화사, 마녀

온라인상 이용

코믹스, 빅툰
만두코믹스, 애니툰, 피너툰, 플레이뷰, 짬툰,
웹툰

탑툰, 조아라, 레진코믹스 , 미스터블루, 북큐
브, 코믹뱅, 봄툰, 레알코믹스, 무툰, 조이코믹
스

온라인 구매를

신규 서적 구매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중고 서적 구매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통한 오프라인
이용

발해커뮤니케이션, 플레이뷰, 알라딘, 반디앤
출판콘텐츠 정보 제공

루니스, YES24, 피우리, 코믹뱅, 창비, 학산문
화사

[표 Ⅲ-4] 출판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서비스명
리디북스 , 인터넷만화방, 오이북, 문피아, 교

전자책

보문고 eBook, 바로북, 짱만화, 만화365, 북
레일,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YES24, 북큐브,
피우리, 이코믹스,
북팔, 애니툰, 플레이뷰, 문피아, 조아라, 바로

온라인상 이용
웹소설

북, 레진코믹스, 북큐브, 피우리, 이코믹스,
코믹플러스,

뉴키,

미스터블루,

ME미소설,

YES24e연재, 리디북스
온라인 구매를

신규 서적 구매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YES24, 고시마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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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윌비스온라인서점(전문서적), 창비

통한 오프라인
이용

중고 서적 구매

B2B

온라인 콘텐츠 유통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YES24
대원씨아이

[표 Ⅲ-5] 이미지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미술 이미지

사진이미지
이미지 구매,
이용

일러스트

서비스명
KORRA이미지,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

저작권 관리, 이미지코리아
KORRA이미지,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

저작권 관리, 오픈애즈, 이미지톡, 아이투투,
이미지클릭, 이미지코리아, 모지스톡, 모지차
일드
오픈애즈, 아이투투, 이미지코리아, 모지스톡,
모지차일드

만화 이미지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 저작권 관리

뉴스 이미지

뉴스뱅크

디자인콘텐츠

오픈애즈

동영상

이미지클릭

[표 Ⅲ-6] 뉴스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서비스명
수완뉴스, 뉴스토피아, 문화뉴스, MBN, 시빅

뉴스 정보

뉴스기사

제공
뉴스이미지
B2B

뉴스 콘텐츠 제공

뉴스, 팁팁뉴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뉴트
리션
뉴스뱅크, MBN, 시빅뉴스, 팁팁뉴스, 대한민
국청소년기자단, 뉴트리션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아이서퍼, 클리핑온

[표 Ⅲ-7] DB·SW·공공저작물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관광정보, 통계
문화정책, 문화통계

DB

보건복지 정보
학술·논문 정보
DB 상품 구매

서비스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셈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카피킬러채널, 카피킬러라이트, 카피킬러저널,
카피킬러캠퍼스, 카피킬러에듀
디비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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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공공저작물

SW 구매

한컴샵

공공저작물 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신탁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표 Ⅲ-8] 교육 분야 지정 현황
분류

분야

서비스명

전화/화상영어

망고아이, SLP 망고아이, 매드포스터디
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윌비스공무원, 윌비스경찰, 윌비스행정고시, 윌비스사
법고시, 윌비스변호사, 윌비스임용고시, 윌비스국립외

고시

교원
비타에듀
메가스터디
에듀아이 원격평생교육원
한국 HRD 원격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전문
온라인 교육

동영상

자격증

강의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여기스터디
배론원격평생교육원
배론한국어교원과정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윌비스공인노무사, 윌비스감정평가사
배움 IT자격증센터,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민간
자격증

배움원격교육연수원
성덕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한국 HRD 원격평생교육원
매드포스터디

기타

백미인
윌비스취업

오프라인 교육

연수
교육서적 구매

유니텔연수원
고시마트(고시서적), 윌비스온라인서점(전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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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선 방안
가. 사업추진 관점의 변화
ㅇ 지금까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
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는 실적에 일부 치중해 왔으므로 “지정”에
서 “지원”으로 사업추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되
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므로 저작권 클린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가 없는 정품이라는 인식을 확
산시켜야 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참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적
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를 정비 및 운영해야 함

나. 제도의 명칭 변경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란 올바른 온라인상 저작권보호 및 건전한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법 저작
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정기간(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ㅇ 다만 단순히 클린사이트 또는 클린서비스라고 불리는 다양한 제도, 즉 한
국인터넷진흥원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36) 매일경제신문의 ‘U클린 캠
페인’37) 등 클린(cle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타 제도 및 서비스와의 구

36)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란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기관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이용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I-PIN 인증 내역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https://www.eprivacy.go.kr/
37)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에티켓, 정보접근 등 정보사회 신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2006
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http://uclean.mt.co.kr/campaign/ucAboutC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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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로 명
칭을 변경하여 온라인상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함
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확대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
권법」 제122조의2에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정법인이므로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제도’의 대상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온
라인이나 모바일웹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특수한 유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ㅇ 다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접수 및 평가절차, 통계 등의 행정적,
사후관리 목적을 위해서 지정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유형을 실제 유
통 및 거래되는 콘텐츠 장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의 구분은 현행 지정 제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현실적 분류체계를
인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분류’ 등 공적인 분류체계를 기
본으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 제도의 저작물 분류는 콘텐츠산업분류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
중 온라인(모바일웹 포함)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공
공저작물 등 유통의 중심축인 정부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 또한 장
르별 구분 이외에 추가하여 지정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표 Ⅲ-9] 저작권 클린사이트 대상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

출판

온라인출판 유통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
인터넷서점(만화유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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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만화
만화(웹툰)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제작･유통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만화 도소매

인터넷서점(만화유통부문)

음반 도소매

인터넷 음반 도소매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

음악
온라인 음악 유통

음원 대리 중개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

게임

게임 제작 및 배급
모바일 게임
PC 게임
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영화

디지털온라인 유통
온라인 상영

애니메이션

온라인 유통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인터넷, 모바일)
지상파방송

지상파 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방송

일반위성방송
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영상물 제공

인터넷프로토콜TV(IPTV)
광고대행
매체대행

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제작

뉴스

온라인뉴스

온라인뉴스 제공
e-learning 기획
e-learning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지식정보

이러닝(e-learning)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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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 제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저작툴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콘텐츠솔루션

콘텐츠 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타
정부기관

공공

정부 및 협·단체

법정기관
신탁관리단체

ㅇ 따라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식정
보, 콘텐츠솔루션, 공공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평가 절차
ㅇ 평가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국가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의 경우는 사부문의 경우와 달리 재무상황,
저작물등 콘텐츠 거래 방식 등에서의 차이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
로, 별도의 평가체계 또는 평가표를 다르게 규정하여 지정 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ㅇ 단일 법인이 저작물 유형별 또는 콘텐츠 장르별로 상표나 최상위 도메인
을 달리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별 웹사이
트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음

- 60 -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앱’) 자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
하는 웹사이트로 볼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이는 저작권인증
의 대상이 되는 개별 저작물임
ㅇ 따라서 모바일앱의 경우는 온라인과 동일한 저작물을 모바일웹으로 연결
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 구체적인 콘텐츠 장르
확대보다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IPTV, OTT, MCN 등 저작물
유통플랫폼 확대와 같은 현 상황에 비추어 타당할 것임
마. 지정 및 사후관리 시 유의사항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전에 「저작권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표시(「청소년보호법」 제13조), 등급분류
표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준수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강행법규 수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러한 강행
법규에 저촉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 부서의 모니터링 또
는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강행법규 위반 등의 사유는 물론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가이드라인’ 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 등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며,
일정기간(1개월) 내 소명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경
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이트에 대해 최소
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
하고 이후 지정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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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진행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함

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간격의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정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이트와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 및
기관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한국데이터진흥원의 콘
텐츠 서비스품질인증 등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관련 제도에 참여시 일정
한 가점이 부여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정절차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정된 이후 사후관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외 저작권 관련 교육시 제도에 대한
소개 등을 병행할 수 있음

ㅇ 별도로 ‘이달의 우수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지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홍보
마케팅과 이러한 이달의 우수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의 우수
저작권 클린사이트 등으로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또는 한국
저작권보호원장 표창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원사업 참가 시 가
산점 부여 등에 대한 제도화로 지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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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달의 우수게임38)
□ 사업소개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국산 우수게임에 대
한 시상 및 홍보를 통하여 국산게임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
제작업체의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바지하고 있음
ㅇ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작품에 대하여는 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작 온·오
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함
□ 선정부문

□ 선정작 지원 및 혜택
ㅇ 국내홍보
-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배포
- 기획기사 및 인터뷰 기사 등 연계지원
- 선정작 홍보영상 제작
- 게임전문 커뮤니티 연계홍보 (이달의 우수게임 홈페이지, 기능성 게
임포털 등 유관 온라인 사이트 내 홍보)

38) https://bestgame.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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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산점 부여 등
- 게임분야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 시 배점적용(10점/100점)
ㅇ 기타지원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상패 수여
- 선정작에 이달의 우수게임 인증마크 활용가능
-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작 등록

3.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안)
제1절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의 유통활성화로 인하
여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
서 국가경제와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ㅇ 저작물 등 콘텐츠 이용환경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단일채널에서 멀티
채널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기능향상과 확산이 저작
물 수요를 확대시키는 반면, 불법저작물 또한 빠른 시간에 넓은 범위로
확산되면서 저작권자는 물론이고 저작권산업에 커다란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ㅇ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므로 온라인상 저작물 등 콘텐츠 유통의 주요 매개인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주요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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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통,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토대이
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설명
o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는 저작권보호를 전담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에 출범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에 승계 및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저
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물론이고 동 제
도의 수범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동 제도를 수범하고자 하는 사업자
에 대해 동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o 저작권 클린사이트 관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법상 업무(제122조의
5)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나.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
방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
를 온라인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은 물론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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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o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저작
권자와 이용자 둘 다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주요 용어와 적용 범위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저작권 클린사이트
o ‘저작권 클린사이트’란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온라인상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저
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로써 한국저
작권보호원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
이트를 말한다.

□ 설명
o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
청에 의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며, 동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할 수 있음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절차에 대해 운영규정
을 마련하고 평가표 등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로 저작권 클
린사이트를 지정함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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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
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3) 저작물등
ㅇ ‘저작물등’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
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콘텐츠

ㅇ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호·
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온라인으로 유통될 수 있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영화, 방송),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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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말한다.
(5) 기술적 보호조치
ㅇ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저작
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
적 조치와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
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
적인 복제·전송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전송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한다.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하
여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7) 자기 평가

ㅇ ‘자기 평가’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신청단계에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운영규정에서 제공하는 절차와 방
식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설명
o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물
론이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사용
되는 용어에 대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 68 -

□ 관련 법령
o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
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
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
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
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
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
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o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
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
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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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범위
ㅇ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에
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별도의 평가
체계를 통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의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연결화면)를 통하여 모바일웹으로 연결되어 애플리케이
션에서 표시 또는 광고하는 동일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식정
보(이러닝포함), 콘텐츠솔루션 등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그 자체화면 또는
링크 등 연결화면을 통하여 온라인 전송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로서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며 단순히 광고 및 홍
보 등을 전용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제외한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대상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

출판

온라인출판 유통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
인터넷서점(만화유통제외)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만화
만화(웹툰)

제작･유통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음악

만화 도소매

인터넷서점(만화유통부문)

음반 도소매

인터넷 음반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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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
온라인 음악 유통

음원 대리 중개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

게임

게임 제작 및 배급
모바일 게임
PC 게임
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영화

디지털온라인 유통
온라인 상영

애니메이션

온라인 유통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인터넷, 모바일)
지상파방송

지상파 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방송

일반위성방송
위성방송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영상물 제공

인터넷프로토콜TV(IPTV)
광고대행
매체대행

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제작

뉴스

온라인뉴스

온라인뉴스 제공
e-learning 기획

이러닝(e-learning)

e-learning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

지식정보
기타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 제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저작툴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솔루션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 71 -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타
정부기관
공공

정부 및 협·단체

법정기관
신탁관리단체

□ 설명
o ‘저작권 클린사이트’는 온라인상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사업자는 법
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공공기관과 협·단체 등 공공부
문을 포함
o 단순히 기업 또는 기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단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닌 모바
일웹으로 연결되어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함
o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의 분류
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디지털형태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며,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분류한 콘텐츠 분류와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서

분류하고 있는 콘텐츠 분류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는 접수 및
지정평가, 통계 등에 사용하고자 분류한 것이므로 필요시 변경가능함
o 따라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
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
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공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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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사항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
ㅇ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ㅇ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
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ㅇ 온라인상에서는 저작물 등 콘텐츠가 게시되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므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신속하게 중단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는바, 정당한 권리주장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인터넷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의 삭
제)을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하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 ‘즉시’와 ‘지체없이’의 차이점(법제처 「법제업무 편람」)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함.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ㅇ 다만,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
터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
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저작권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30조 제2항).
※ 정당한 권리 없이, 삭제·재개 요구 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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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업무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 제1항 제6호).
ㅇ 권리주장자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할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
※ 권리주장자는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청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
용 가능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 요청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40조)
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2)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
-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 요청서만 제출해도 됨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
령인)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
령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하단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

수령인의 공지방법(예시)
♣ 수령인(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
- 성명(직위)
- 소속부서
- 연 락 처 : (전화)
- 주

(팩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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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등 요청 절차]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복제·전송자 재개
요구(30일이내)

복제·전송 재개 및 통보

• 권리자임을 소명,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제출

•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일 경우 즉시 중단
• 3일 이내 복제·전송자(게시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

• 정당한 복제·전송자임을 소명, 재개 요청서 제출

• 복제·전송자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 복제·전송 재개
• 권리주장자에게 통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저작물 등 게시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
ㅇ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

ㅇ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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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권리자
o 기술적 조치 등 요청서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비교를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
기 위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등 조치

♣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 등을 요
청시 제출 서류(「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1) 기술 조치 등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45호)
2)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
-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
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
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동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문자·부
호등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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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세부 절차 개요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는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평가 신청과 자기 평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평가대
상 자료 확인 및 요청,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 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과 평가결과 통보 및 지정서, 지정마크 부여 등의 절
차로 진행된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세부 절차]
업무 절차
1. 평가 신청

업 무 내 용

담당

o 신청서 접수 및 방식 심사

- 제도 담당 부서

2. 자기 평가

o 평가표에 의한 자기 평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3. 평가대상 자료

o 평가대상 자료 검토

↓

확인 및 요청
↓
4. 평가 수행 및
평가서 작성
↓
5. 평가결과 통보

o 필요시 자료 요청

- 제도 담당 부서

o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o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장

o 평가 결과 통보

- 보호원장

- 지정서 및 지정마크 부여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평가 신청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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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에 해당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구체적인 URL), 대표자명, 주소, 상
시 회원 및 유료회원수와 실무 담당자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참고 사항
으로 자본금 및 월평균 업로드 양 등을 기재한다.

ㅇ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
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여부, 저작권
자 확인, 불법침해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지표 등을 확인한다.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확인 내용]
확인 내용

해당사항

1.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 ○ , X )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2.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자임
을 확인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지표

( ○ , X )

경우를 대비한 처리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는 이용 기간
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공 만료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콘텐

( ○ , X )

츠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가?
4. 최근 1년간 신청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관련 분
쟁이 발생하였거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

( ○ , X )

송의 중단 또는 삭제명령,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ㅇ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재사항은 일반유형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와 동일하나, 지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
조과학부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통신
사업 등록증 첨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확인 내용]
확인 내용
지표

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특수한 유
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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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 , X )

(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첨부 필수)
1.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 ○ , X )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2.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자임을
확인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 ○ , X )

를 대비한 처리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서비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는 이용
기간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공 만료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 ○ , X )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가?
4. 최근 1년간 신청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관련 분쟁
이 발생하였거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송

( ○ , X )

의 중단 또는 삭제명령,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기 평가

o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담당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자기평가표를 신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배부하여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o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신청단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
평가’ 함으로써 지정 평가 결과를 예측하고 부족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
다.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자기 평가를 실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자기 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기 평가 사항]
항목
1. 저작권 정책 고지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력확보

평가 사항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저작권 보
호 ‘정책’, 약관 등의 내용 및 위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한 저작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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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여부
(○/X)
(○/X)

3. 저작물 자료실 존재 여부
4. 저작권 침해 가능성

호 인력 및 전담부서 설치
이용자 블로그 및 카페, 전용 게시
판 또는 자료실 등 존재 여부
신청 웹사이트 내 타 서비스 링크

존재 및 저작권 해결 여부
5. 저작권 침해 고지 및 중단·삭제 정당한 저작권자의 침해고지에 따
절차(일반 유형의 OSP)
5-1. 기술적 보호조치 확보 여부
(특수한 유형의 OSP)
5-2. 기술적 조치의 투명성 확보
(특수한 유형의 OSP)
6.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표시
7. 저작권 보호 매뉴얼 등 절차
8. 침해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9. 이용자 관리

른 중단·삭제 절차 마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및 ‘기술적 조치’ 종류에 대한

(○/X)
(○/X)
(○/X)

(○/X)

기술
기술적 조치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로그데이터 제
공 여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저작물의 저
작권 표시 여부
지속적인 저작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구비 및 모니터링 등
주요 저작권 보호활동 점검 여부
불법 이용자에 대한 조치 및 저작
권 상담 및 분쟁해결 등 안내

(○/X)

(○/X)
(○/X)
(○/X)
(○/X)

라. 자문위원 중 평가위원회 구성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20~30인 이내 자문위원
을 위촉하여 제도 개선 등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위하여 자문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전담 비상설위원회인 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
가위원은 기관, 학계 및 산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하
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장을
선임하여 평가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평가대상 자료 확인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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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담당 부서는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 평가 전 서류심사 단계에서 서류구비, 자료 확인 등의 방
식심사를 하여,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전에 「저작권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표시(「청소년보호법」 제13조), 등급분류
표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준수 및 청소년유
해매체물의 표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의 강행법규 수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러한 강행법
규에 저촉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바. 평가 수행 및 평가서 작성

ㅇ 평가위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업무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가 종결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한다.

ㅇ 평가위원장은 평가서 작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으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ㅇ 평가위원은 평가 시 알게 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지정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사. 평가결과 통보 등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
청 후 30일 이내에 지정 평가 결과를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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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통보와 병행하여
지정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교부해야 한다.

제5절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시 고려 사항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시 정책 고지 등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하단 등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식별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저작권정책 또
는 저작권 보호 내용을 포함한 약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ㅇ 이러한 저작권정책 등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의무 및 책
임범위의 고지는 물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 소재, 게시중
단, 신고절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시 약관에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 및 수단을 제공하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시 서비스 정지
및 중단 절차를 제공하며, 서비스 정지 및 중단 이후 사유 해소에 의한
회복 절차를 제공한다.

예시)
- 본 OOO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 등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
하여 보호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저작권법」 제136조)에 해당하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OOO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등 콘텐츠로 인해 저작권 ·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경우, 게시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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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본 OOO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등 콘텐츠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인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 게시 예시]

나. 저작권 보호 전담 인력 확보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보호
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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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ㅇ 저작권 보호 전담 인력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시 고용 근로자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인정하는 저작권보호 관련 기관의
저작권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
-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보호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인
력이 포함된 저작권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
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수행하는 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 홍보 동영상 등을 배너, 팝업창의 형태로 웹사이트
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메인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지속적
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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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이트 뉴스레터]

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협력활동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은 정당한 권리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통한 저작권 보호로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무 부서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저작권 클린사이트 협의체를 운영
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확산,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저작
권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및 상호 협력 활동 등을 추
진한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해 최소
3개월 간격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한다.
ㅇ 특히,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등

- 85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
련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요
구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기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경우,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실태점검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실태점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QnA

Q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란 무엇인가?

A1.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므로 온라인상 저작물 등 콘텐츠 유통의 주요 매개인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주요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통, 관리함으로써 저
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
트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활
성화되는 토대이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Q2.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는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A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하
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홍보마케팅
등 직접 지원 활동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메일링, 홈페이지 홍보 등 간
접 지원 활동을 통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공지로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저작물 등 콘텐츠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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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Q3.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A3.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
점 사이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
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
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인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가 원칙적인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통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로 지정될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Application)의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저작물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연결화면)를 통하여 모바일웹으로 연결되어 애플
리케이션에서 표시 또는 광고하는 동일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Q4. 저작권 클린사이트의 대상인 웹사이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4.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식
정보(이러닝포함), 콘텐츠솔루션 등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그 자체화면
또는 링크 등 연결화면을 통하여 온라인 전송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써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며 단순히
광고 및 홍보 등을 전용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제외한다.

Q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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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행위 인가?

A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또한 판
례,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그러한 것 등의 편집물이나 번역물 등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4
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 보
고서 등에 대한 제한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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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온라인 활용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일부
또는 전부)한 경우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6. 저작물 활용이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
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그 밖에 「저
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
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이용 등 일부 면제 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
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
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
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
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
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
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
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Q7. 신문기사의 출처를 명기하여 블로그 등에 퍼온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가?

A7. 신문기사 중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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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단순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한
기사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기사들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논평, 해설 등의 기사만이 아니라 보도기사도 사실의 선별 및
기사 내용의 구성, 문장 표현 등에 그것을 작성한 기자의 개성이 반영된
것인 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블로그에 그대로 전재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자인 신문사 등의 해당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널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제
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사
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
현 없이 단순히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퍼온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재 하는 것은 생산적 이용이라 보기 어렵고, 개별 기사를 기
준으로 볼 때 저작물의 전부이용에 해당하며, 신문기사의 온라인 유료 서
비스 등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그 현재 및 장래의 시장이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제하여 블로그에 싣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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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

Q8. 비공개 카페, 블로그 또는 가상의 저장공간(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하여 제
공되는 것 중 공유형이 아닌 것) 등에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저
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8. 본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카페, 블로그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 중 공유형이 아닌 가상의 저장공간등에 자료를 올릴 경우에
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디지털 복제는 개인적인 이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는 것

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39)

□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한 하급심 결정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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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인이 DJ처럼 음악 방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A9.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중
방송이나 전송이 아닌,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며, 만약 이용자가 특정
한 프로그램을 클릭하였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의 비실시간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한다. 비영
리 목적의 공연, 방송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는 방송이 아닌 디지털음
성송신이나 전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공정이용으로 인
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달리 공정이용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고, 가수 등 실연
자와 음반제작자와의 관계에게는 그것이 주문형 서비스로서 전송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비주문형의 서비스로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76조 및 제8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
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
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
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
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
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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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Q10. 만화나 웹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하드 등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10. 저작물이 사적복제나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유
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며 인쇄물인 출판 만화를 무단으로 스캔
하여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63조의 출판권 침해가 되며, 웹툰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에 해당하며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작되는 경우 제7호의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있다. 또한 만
화나 웹툰은 통상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공동저작물
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재산권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되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
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
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
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
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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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규정(안)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 규정(안) 제정 배경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담당하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하
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의무가 있는지, 지정 제도와 관련한 조직 구성은 어
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신청업무, 평
가업무, 관리업무 등)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등을 다루는
보호원 내부의 운영 규정을 제정함

ㅇ 본 운영 규정(안)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전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 제도’를 운영한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사용되었던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토대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자기평가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상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에서 사용되는 평가 규정 등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음

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 규정(안) 개요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련 전문가인 자문위원 중
선정된 지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평가에서 지정된 사업자는
지정서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각종 재신청, 재교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를 한국저작권
보호원에게 신고하고 적정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음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는 1차적으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해 숙지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규정하는 절차와 방식(평가표) 등에 따라 저작권 클린
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스스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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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신청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및 콘텐츠 법제도와 기술, 정책 등 저작권 클
린사이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지정평가 자문위원 풀을 구성하고 이러한
자문위원 풀에서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저작물 등 콘텐츠의 분류에 적합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이러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지정평가위원회에서
지정 평가를 실시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로 선정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 사업자(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각종 재신청,
재교부, 취소 사유 발생,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 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신고하여 재평가 등의 절차를 준수해
야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부여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마크를 활용하여 대외적인 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물론 이용자의 신뢰를 획득하여 사업적
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 참여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됨

ㅇ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사업자(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한국저작권보
호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 참여시 일정한 가
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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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의 ‘저
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온라인 저작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규정은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수행
하였던 기존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업무 연속성
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호원의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여 저작권 보호 및 온라인 저작물 유
통 활성화에 기여하여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본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
통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는 물론이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클린사이트”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그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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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2.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지정 평가를 받
고 보호원장으로부터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 및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부여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
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지정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제7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위원회’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작권 클
린사이트 해당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하 ‘지정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
5. “저작권 클린사이트 평가기준”이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웹사이트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으로서 저작권 보호 수
준, 저작물 제공서비스 기술 및 사업 기반,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말한다.
6. “저작권 클린사이트 자문위원”라 함은 저작권 법제도, 기술, 정책 등의 전
문가 중 본 규정에 따라 보호원장이 위촉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의 운영, 개선방안,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
다)를 말한다.
7.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정 평가 및 취소, 재지정
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호의 자문위원 중 보호원장이 선임하는 자인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위원회(이하 ‘지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말한
다.
8.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보호원장이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교부하는 지정사실 확인서
(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말한다.
9.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그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지(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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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 평가”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하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신청단계에서 보호원이 제공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그 웹사이트가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
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에서는 운영규정(안) 제3조 이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
를 정의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혼동될 수 있는 개념 및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일괄
정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평
가기준’, ‘저작권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
위원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
‘자기 평가’ 등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도모함
ㅇ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이미 정의되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작권법」, 「콘텐츠산
업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제2장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업무 등

제3조(보호원의 역할) 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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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제4조 이하에서 보호원의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
적으로 규정하기 전에 보호원의 역할에 대한 개괄적인 규정을 둠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보호원은 저작권보호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기관으로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 관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한다고 하여 보호원의 기본적이고 중점적인 역할을 선언함
제4조(보호원의 업무) 보호원은 아래 각 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지원체계의 개발, 관리, 개선 및 운영
3. 지정 평가 절차 수행
4. 자문위원 위촉 및 관리
5.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 선임 및 평가 절차 지원 등
6. 지정 평가 수수료 책정 및 징수
7. 지정 평가 결과 통지, 지정서 및 지정마크 발급,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8. 지정사업자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
9. 그 밖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를 위하여 보호원장이 승인한 사항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제3조에서 보호원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규정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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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보호원은 총 9개로 분류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연
구결과를 실제 제도 개선 등에 적용해야 함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지원체계의 개발, 관리,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
라 신청을 처리하며 평가를 진행시키는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를 위한 자문위원 및 지정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하며, 구체적으로 자문위원 위촉과 관리, 지
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절차 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해야 함
- 지정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지정 후 관리 서비스를 지정사업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므로 추후 유료화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료 서비스
로 전환될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수수료를 책정하고 신청한 사업자
에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
에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므로 평가 수수료 책정 및 징수 업무를 수행
해야 함
-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 사업자에게 지정서 및 지정 마크를 발급
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호원 자체적으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향후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경
우 지원 사업 등에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마련함
- 이외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 보호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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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원의 책무)
① 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비
밀과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누설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 대상의 확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체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운영정책의 변경, 지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정평가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한 사업자들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누
출하거나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보호원 내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이에 본 조항은 보호원으로 하여금 저작권 클린
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이 누설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
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제1항)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대상이 되는 저작물등 콘텐츠산업은 ICT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변경 내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산업이므로, 이에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가 기술 변
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개선, 운영정책의 변경 등을 담
당하는 조직체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함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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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자문위원

제6조(자문위원의 구성과 자격 등)
①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과장급 이상의 자
2.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있
는 자
3. 저작권 산업과 관련한 기업 및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호원장이 인정한
자
② 보호원장은 20~30인 이내의 자문위원 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해 자문 시 알게 된 모든 정
보에 대해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업무수행을 위한 목
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자문위원
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설명
ㅇ 보호원장은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
문위원을 위촉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개선 등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제1항)
ㅇ 이러한 자문위원은 20~30인 이내로 구성되며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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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균형있게 배분하여 위촉하여야 할 것임(제2항)
ㅇ 자문위원은 자문 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
록 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자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함(제3항)
제7조(자문위원의 업무)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② 저작권 클린사이트 운영 규정 개정 검토 및 자문
③ 지정 수수료 정책 자문
④ 지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의 검토 및 자문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설명
ㅇ 자문위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운
영 규정 개정 검토 및 자문, 수수료 지정 및 책정에 대한 정책 자문,
지정사업자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의 혜택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며
필요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제8조(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호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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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설명
ㅇ 자문위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는 연임이 필요하나, 무한정 연임이 된다면 오히려 제도 발전에 장애
가 될 수 있으므로 보호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연임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등 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전문가 충원
및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함
제4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위원회

제9조(지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
이트에 대한 지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원 내에 비상설조직으로 지
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정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자문위원 중 제1항제1호의 자를 제외하고 보호
원장이 위촉한 7인이내의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구성되며, 평가위
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보
호원장이 선임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지정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
적이고 공정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 풀에서 선발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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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ㅇ 자문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지
정평가위원회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시에 보호원장에 의하
여 별도로 구성되므로 지정평가위원회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
만을 위한 비상설조직임
ㅇ 평가위원은 자문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자로 규정하고 보호원장은
7인 이내 평가위원 중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장을 선임하여 평가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
제10조(평가위원의 업무)
① 평가위원은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고, 평가된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대해 별지 제8호에 따라 평가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
견을 작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지정 평가 시 알게 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
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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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위원의 주된 업무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업무이므로 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평가를 해야 하며, 또한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종결될 때 별지에서 규정한 일정한
양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제1항)
ㅇ 평가위원장은 평가서 작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함(제2항)
ㅇ 평가위원들로 인해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를 받고자 하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기업정보 등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시 알게 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지정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
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제3항)
제5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제11조(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대상 및 범위)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은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
료로 서비스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며,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의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대상에서 웹사이트 내의 개별 저작물
등 콘텐츠 자체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설치하여 작동하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 중 다른 웹사이트와 연결되지 않고 기기
내에서만 작동하는 모바일앱은 제외한다.
③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여러 개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종류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웹사이트에 대해 별도로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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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대상으로
하는가를 규정하고, 범위에 적합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
는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료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웹사이트를 말
하며,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의 웹사이트도 포함됨
ㅇ 다만 웹사이트 내 게시되어 있는 개별 저작물 등 콘텐츠 자체는 웹사
이트로 보기 어려우며,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설치하여 작동하는
모바일앱 중 모바일웹 등의 다른 사이트와 연결되지 않고 스마트기기
내에서만 작동하는 모바일앱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웹사이트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ㅇ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한 유형의 웹사
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포털이나 게임포털처럼 여러
종류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처럼 여러 웹사이트
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각 웹사이트에 대해 별도
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통해 규
정하였음
ㅇ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여러 개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종류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기준으
로 각 웹사이트에 대해 별도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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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기 평가)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정 신청
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보호원이 제공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보호원은 사전에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
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호원은 자기 평가를 실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기 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 단계
에서 스스로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설명
ㅇ 본 규정의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자기 평가”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
이트 지정을 신청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신청단계에서 보호원이
제공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
기 평가’ 함으로써 지정 평가 결과를 예측하고 부족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항)
ㅇ 보호원은 사전에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 신청 사업자에게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제2항)
ㅇ 보호원은 자기 평가를 실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자기 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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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평가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 확산을 도모함
을 규정함(제3항)
제13조(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과 평가)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별지 제4호
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와 지정 신청서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원은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지정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의 첫 단계로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 지
정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 제도가 규제 성격을 가진다기보다 지정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
는 취지로 시행되는 자율적 제도임을 확인하는 것임(제1항)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함에 있어서는 별
지 제1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신청서에서 정하
고 있는 적합한 관련 자료를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함(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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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정 평가 수수료)
① 보호원은 지정 평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정 평가 수수료 징수여부, 수수료 금액 증감 등의 변경은 보호원장의 승
인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타 지정 평가 수수료 금액, 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호원장이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수수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지정 후 사
후관리 서비스 등을 지정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추후 유료화
될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수료 징수여부, 수
수료 책정, 금액 증감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
가 있음
ㅇ 수시 변경이 가능한 수수료 금액, 징수 절차 등 징수 업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도록 함
제15조(서류심사)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강행법규 및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웹사이트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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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실시한 자기 평가 이후 지정 신청이 이루
어진 경우에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평가 진행을 위한 적합 여부만을 판단
한다.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서류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호원장
의 승인 후 처리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전에 「저작권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표시(「청소년보호법」 제13조),
등급분류표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 준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강행법규 수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러한 강행법규에 저촉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ㅇ 보호원은 자기 평가를 마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 클린사
이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실시하여 지정
평가 진행을 위한 적합여부를 판단함
ㅇ 보호원이 사전에 서류심사를 통한 적합여부만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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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평가가 별도의 지정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며, 다만 신
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신청을 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음
제16조(지정 평가)
①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
서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정 평가를 실시한
다.

② 지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평가를 실시한다.
1.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 정책, 서비스의 안정성 등
2. 경영상태, 사업 조직 및 인력, 정책 준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기
반
3. 저작권자의 불법저작물 신고 접수체계, 접수된 신고 처리체계 등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절차의 수준
4. 기타 지정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③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의 근거와 대략적인 지정 평
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보호원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서류심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정 평가를 실시함(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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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평가위원회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보호 정책, 서비스의 안정성과, 경영상태, 사
업 조직 및 인력, 정책 준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기반과 저
작권자의 불법저작물 신고 접수체계, 접수된 신고 처리체계 등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절차의 수준 및 기타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고려해야 함(제2항)

ㅇ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나머지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별표 1에 따라 75점이상을 합격으로 함(제3항)
제17조(지정사업자 선정)

① 지정평가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수행한 지정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강행법규 및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할 것
2.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총점
의 평균점수가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일 것

② 지정평가위원회는 제1항 제1호의 준수 여부와 제1항 제2호의 지정 평가 점
수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종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격’
2. 제1항 제1호는 충족하나, 제2호는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3. 제1항 제2호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1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적
격’

③ 평가위원장은 제3항의 지정 평가 결과가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종합평가의견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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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원장은 지정평가위원회의 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
하고자 함
□ 설명
ㅇ 지정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강행법규 및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인지 검토하
고, 둘째, 평가기준을 규정한 별표에 따라 7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
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됨(제1항).
ㅇ 지정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합격"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을, 지정대상에는 적합하나 평가 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
격"을 최종 결정하게 됨(제2항)

ㅇ 평가위원장은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된 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를 종합평가의견에 기재하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
(제3항)

ㅇ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자 선정 시 지정평가위원회
의 지정 평가 결과를 따라야 함(제4항)
제18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 보호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정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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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보해야 한다.
②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
스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통보와 병행하여 지정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자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별지
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와 지정 신청서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호원장은 지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정 평가의 결과를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를 해야 함

ㅇ 서면의 방법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제1항)
ㅇ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개선은 물론 불합격한 사업자가 보
완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항)
제19조(지정서 및 지정 마크의 부여 등)
① 보호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별지 제1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와 별지 제2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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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교부받은 지정사업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
실을 알리기 위하여 지정 마크를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정서와 지정 마크에
대한 사항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마
크 등의 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를 신청하여 보호원으로부터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아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서를 수여 받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부
여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함
ㅇ 따라서 지정평가를 통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보호원은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부여해서 대내외적인 효력은 물론 홍
보마케팅 등 지원, 사후 관리 등의 기준으로 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가 활성화 되고 많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등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혜택이 부여되
어야 함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이용자로 하여금 당해 서비스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았다
는 것을 홍보하고, 이를 위해 공인된 마크를 사용하는 것임

ㅇ 이러한 지정 마크는 대부분의 유사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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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운영 규정(안)에서도 지정서를 교부받은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지정 마크를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제20조(불합격·부적격의 경우 재신청)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평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보호원장이 평
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17조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보호원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합격 내지 부적격의
지정 평가 결과를 통보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보호원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합격 내지 부적격의 평가결과
를 통보한 경우 당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판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제출했었던 평가 자료들을 검토·분석하
여 지정 평가에서 미비한 것으로 판정되었던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
한 후 재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유예기간을 두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무리하여 단기간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여 평가위원회 및 보호원의 업무 부담을 줄
이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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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사후 관리

제21조(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유효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호원장은 지정사업자에게 지정기간의 만료 90일 이전에 이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정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에는 지정의 효력을 재지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사업자가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분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변동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 지정신청서에 의하여 재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호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함으로써 지정 제
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본 운영 규정(안)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한 날
로부터 2년으로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번거로움을 적절히 절충하고 있음(제1항)
ㅇ 보호원장은 지정사업자에게 지정기간의 만료 90일 이전에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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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이전
에 재지정신청서를 통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지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제2항)

ㅇ 또한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정의 효력을 재지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백을 제거할
수 있음(제2항 단서)
ㅇ 또한 지정사업자가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분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변동된 때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지정 신청을 하도
록 함으로써(제3항), 지정기간 만료 이외에 지정사업자의 서비스에 실
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다른 재지정신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제3항)
ㅇ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의 지정 평가와 동일한 절차로 수
행함(제4항)
제22조(지정서의 반환 등)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받은 지정서
및 지정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호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이 취소된 때
2.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웹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지정사업자가
폐업한 때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지정사업자에게 교부되는 지정서와 지정 마크의 반환사유
를 규정함으로써 저작권 클린사이트 이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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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ㅇ 보호원장은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교부하나, 한
번 교부된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영구적으로 사업자가 소지할 수는
없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지정을 받은 웹사이트
가 폐쇄 내지 지정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그 지정서 등을 반환하여
야 함
ㅇ 지정서 등의 반환사유를 규정한 것은 사업자에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
고 지정서 등을 믿고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제23조(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지정사업자는 지정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O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보호원장에게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을 하고, 보호원장은 변경 및 재교부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
정서를 재교부한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지정서를 교부 받은 지정사업자가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함으로써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서를 교부받았고 아직 지정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사업자가 지정서
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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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정사업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보호원
장은 변경 및 재교부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
교부하여야 함
제24조(지정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보호원은 적법한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에 지정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 및
지정기간 등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정보에 관한 내용의 게시
2.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마크와 제1호의 지
정 정보 간의 연결 서비스
3.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4. 기타 보호원장이 승인하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② 보호원은 지정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보호원으로 하여금 지정 사업자와 지정된 웹사이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지정된 웹사이트 주소 및 지정기간 등의 지정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웹사이트 주소 및 지정기간 등의 저작권 클린
사이트 지정 정보에 관한 내용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함(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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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원은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품질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제25조(실태점검)

① 보호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사업자의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호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3. 저작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보호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실태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점검대상 지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보호원으로 하여금 지정 사업자에게 실태점검을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지정된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보호원장이 필요한 경우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호원이 지정사업자를 사후에 감독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지정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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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실태점검을 통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제도의 신뢰성
을 유지하기 위함임

ㅇ 특히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ⅰ)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ⅱ)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
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또는 ⅲ) 저작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말함(제2항)
ㅇ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원장에게는 실태점검 대상 지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음(제3항)
제26조(처분)
① 보호원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본 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 마크의 표시를 한 경우
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정 세부 평가 항목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받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라. 부도·폐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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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정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보호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원장
은 시정결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처분을 받은 지정사업자는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고 처
분을 받은 날부터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호원장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시정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조항은 실태점검의 결과로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지도점검의 결과로 보호원장이 내릴 수 있는 처분 또는 조치로는 시
정요구와 지정 취소가 있음
ㅇ 지정사업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보
호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보호원장은 시정결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현장실태 점검을 할 수 있음

ㅇ 만약 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 제도를 신뢰하고 있
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지정취
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보호원장은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것을 공표할 수 있음

ㅇ 보호원장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ⅰ) 본 운영규정을 위반
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ⅱ) 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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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ⅲ) 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지정 마
크를 표시한 경우, ⅳ) 본 운영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정 세부 평가항목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등임
ㅇ 지정취소를 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을 받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ⅱ)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ⅲ)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ⅳ) 부도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지속
하기 곤란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ㅇ 이처럼 저작권 클린사이트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정평가를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평가 이후에도
실태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은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적법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
하게 하여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 보호 및 이용자
보호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하는 것임
제27조(실태조사)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조항의 취지
ㅇ 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호원이 실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보호원장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제도의 수
행은 물론 개선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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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0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사)한국저
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지정한 클린사이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조항의 취지
ㅇ 기존에 지정된 클린사이트를 승계하는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는 보호원 설립 이전부터 (사)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수행한 업무로써 기존 지정한 클린사
이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여 제도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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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발전 방안 및 법제화 방안 검토
1. 유사 제도 검토

가. 저작권인증 제도

ㅇ 저작권법상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
명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33호),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되는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이 있음

ㅇ 권리인증(저작권인증)은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
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예컨대, 이용허락 등의 계약체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사
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이해 당사자들의 보다 투명한 권리행
사를 촉진할 수 있고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저작권법상 인증은 증명에 대한 확정력이나 저작권등록과 같은
법률상의 추정력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 인증은 신
청인의 권리 소명에 대하여 전문단체의 확인을 통해 증명을 보완하는 ‘단
체인정’제도로서 인증기관이 해당 권리에 대하여 ‘책임보증’을 하는 것이
아님(권리와 관련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임)

ㅇ 따라서 해당 권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인증서 또는 인증정보를 활용하
는 계약 당사자 그 밖의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인증기관이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나.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제도

ㅇ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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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거래 촉진 및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를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ㅇ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 중소기업의 우
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활용을 통한 사업 발전 기회 제공, 신규로
상업적 웹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바람직한 설립 가이드라인
제공,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마련 등을 목
적으로 함
ㅇ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제공 인터넷몰 등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확대를 통해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ㅇ 동 제도에서 부여하는 마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
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신뢰안전보장 마크이며, 상업적 웹사이트의 소
비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구매 전 과정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 사이트 운영기업에게 부여함
ㅇ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우수전자거래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
는 아니 됨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거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증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
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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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
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
하여 온라인상의 콘텐츠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
품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디지털콘텐
츠 온라인 유통 활성화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ㅇ 이러한 품질인증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서비스의 특성
상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온라인 거래에 있어 담보되고, 온
라인상의 콘텐츠 구매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안정된 서비스 품
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
우수 사이트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임
ㅇ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은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유·무료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며, 사업자가 복수의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를 보유하
고 있을 경우 개별 사이트별로 인증(서비스 URL 기준)함
ㅇ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나 인증은 포함하지 않으며,
온라인 전송을 포함하지 않은 B2B 거래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함
ㅇ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대상 사이트에 대한 평가는 디지털콘텐츠 품
질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임의 선발된 이용자평
가단에 의한 평가로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품질평가 위원회 평가는 90%,
이용자평가단 평가는 10%의 가중치가 부여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는 경우 우수 사업자로 지정되고 미지정시
불이익은 없으나, 지정된 사업자는 저작권 클린 마크 게시 등으로 저작
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되었음을 적극 홍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사업
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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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발전 방안
가. 유사 제도와 연계 모색 등

ㅇ 온라인으로 저작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와 유사하게 온라인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사
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및 온라인으
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전자거래사업
자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수행하는 기관과 MOU 등의 상호협정으로 개별
평가항목에 가점 부여 등 상호 인정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도 간 상생
및 확대 도모
ㅇ 참고사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하
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인증’간 상호 인정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방송통
신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 Pers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
정보보호 인증(PIPL : Person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으로 별도
로 운영되었음
ㅇ 산업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와 그 외 사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두 인증 선택에 따른 부담
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5년 12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공동 개정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PIMS)’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였음
ㅇ 따라서 지정 대상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써 지정평가절차가 유
사하여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의 협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동 제도를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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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원 내부 규정 및 주무부처 지침을 통한 활성화

ㅇ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에 보호원이 직접 저작권 클린사
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해 홍보마케팅 등 직접 지원 활동과 보호원의 메일
링, 홈페이지 홍보 등 간접 지원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제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니즈(needs) 확대

ㅇ 지원사업 가점부여 방안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에 보호원의 지원 사업 등에 참
여하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가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타 사업자와의 차별화로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의
저작권보호 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 모색
- 보호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원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원하
는 사업 등에서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수립

ㅇ 기타 지원 방안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자에 대해 우수 기업으로서의 문화체육관광
부의 콘텐츠기금 등 자금융자 추천 등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모색
- 관련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지원은 물론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우수 사업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포상으로 내부적으로 저작권보호 의식
고취 및 대외적으로 홍보마케팅 효과 극대화

다. 저작권법상 제재조치 감면 등 법제화 방안

ㅇ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제
도와 유사하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자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 시 일정한 벌칙 완화 등 감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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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 제도화로 관련 세법상 세금감면 혜택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조치 규정 명시
- 기타 자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서비스의 설치, 이전, 보완 또는
확장 등 관련 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 지원

3.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법제화 방안(안)
가. 제1안) 저작권법상 보호원의 업무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규정
(1)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
설하는 방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7. 신설

37.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이란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하여 표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조문의 취지 및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ㅇ 이러한 정의조항은 타 개정안 규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제도에서 추
구하는 방향과 일정한 표지를 부여하여 제도를 확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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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에 규정된 보호원의 업무에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 업무를 규정하는 방안

현행
제122조의5(업무)

개정안

보호원의

업무는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신설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클린
사이트 지정 업무

□ 조문의 취지 및 설명

ㅇ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 규정된 저작권보호원의 업무에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 업무를 규정하는 안 제4호를 신설하여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
이트 지정’ 업무에 대한 기반 마련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지원, 취소, 재지정 등 세부적인 절차는 저작
권보호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저작권 보호는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
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신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온라인상 저작물 등 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제1안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7.신설

37. “클린사이트 지정”이란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표
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22조의5(업무)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호원의

업무는 제122조의5(업무)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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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의

업무는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
원 및 집행

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
성

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클린
사이트 지정 업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

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6.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7.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 8.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탁하는 업무

탁하는 업무

나. 제2안) 저작권법상 별도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규정

(1) 저작권법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근거와 기본적인 규정 신설(안
제1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4조의2(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134조의2(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
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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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으려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클
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의 취지 및 설명

ㅇ 안 제134조의2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
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
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웹사
이트에 대해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적으
로 운영할 수 있음

ㅇ 특히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지정된 웹사이
트에 대해 2년 내지 3년의 유효기간을 제134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기간이 도과한 후 재평가를 통하여 재지정을 받도록 함

(2) 저작권법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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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4조의3(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134조의3(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의 취소) 신설

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클린
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하여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4조의2제3항에 따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 조문의 취지 및 설명

ㅇ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34조의2에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
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지정을 취소함

ㅇ 또한, 안 제13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해 재평가를 통하여 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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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재평가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유효기간이 도과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3) 저작권법에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13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34조의4(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134조의4(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의 표시 등) 신설

의 표시 등)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표시하거
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
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
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조문의 취지 및 설명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웹
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 보호원)이 제공하는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 마크”를 표시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등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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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유통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문
화체육관광부나 보호원에서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가점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는 물론
저작권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음

(4)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업무 수행 주체
ㅇ 현행 저작권법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보호
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절차 수행 및
제도 개선 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40)

[제2안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4조의2(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
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해소에 필요
한 조치를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할

제134조의2(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설

수 있다.
②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으려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클
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40) 저작권법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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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3(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클린
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
제134조의3(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의 취소) 신설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하여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제134조의4(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의 표시 등)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표시하거
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134조의4(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의 표시 등)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
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
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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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사업추진관점의 변화
ㅇ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되
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므로 저작권 클린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가 없는 정품이라는 인식을 확
산시켜야 하며,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적극
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 및 운영해야 함

□ 제도의 명칭 변경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란 올바른 온라인상 저작권보호 및 건전한 저
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법 저작물
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클린사
이트 지정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ㅇ 다만 단순히 클린사이트 또는 클린서비스라고 불리는 다양한 타 제도 및
서비스와의 구분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로 명칭을 변경하여 온라인상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저
작권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의 기본 토대를 마련함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확대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
권법」에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정법인이므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
정제도’의

대상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웹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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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함
ㅇ 다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접수 및 평가절차, 통계 등의 행정적,
사후관리 목적을 위해서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유형을 실제 유
통 및 거래되는 콘텐츠 장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의 구분은 현행 지정제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현실적 분류체계를
인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분류 등 공적인 분류체계를 기본
으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는 12개 영역인 1.출판산업, 2.만화산업, 3.음악산업, 4.게임
산업, 5.영화산업, 6.애니메이션산업, 7.방송산업, 8.광고산업, 9.캐릭
터산업, 10.지식정보산업, 11.콘텐츠솔루션산업, 12.공연산업으로 구성

ㅇ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클린사이
트 지정제도의 저작물 분류는 콘텐츠산업분류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
중 온라인(모바일웹 포함)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
며, 공공저작물 등 유통의 중심축인 정부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 또
한 지정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임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 마련
ㅇ 구(舊)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수행하였던 기존 ‘클
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
론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호원의 내부 규정으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저작권 보호 및 온라
인 저작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의 분류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디지털형태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기본
으로 하며,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분류한 콘텐츠 분류와 기존 (사)한

- 141 -

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에서 분류하고
있는 콘텐츠 분류를 기반으로 제도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이러
한 분류는 접수 및 지정평가, 통계 등에 사용하고자 분류한 것이므로 필
요시 변경 가능함
ㅇ 따라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 콘텐츠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식정
보, 콘텐츠솔루션, 공공 등 12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및 사후관리 시 유의사항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전에 저작권법은 물론 저작물 등 콘텐츠 제
공 관련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등을 판단하여 강행법규
에 저촉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
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
성을 담보함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이후 보호원의 모니터링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강행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가
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정의 효력이 정지되며, 1개월 내
소명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취소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함
ㅇ 지정된 웹사이트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지정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재
지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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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ㅇ ‘이달의 우수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지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홍보 마케팅
과 이러한 이달의 우수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의 우수 저작
권 클린사이트’ 등으로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또는 보호원
장 표창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산점 부여 등 제도화로
지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내부적으로 저작권보호 의식 고취 및 대외적
으로 홍보마케팅 효과 극대화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에 보호원이 직접 저작권 클린사
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해 홍보마케팅 등 직접 지원 활동과 보호원의 메일
링, 홈페이지 홍보 등 간접 지원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제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니즈(needs) 확대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에 보호원의 지원 사업 등에 참여
하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가점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타 사업자와의 차별화로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의 저작
권보호 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 모색
- 보호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원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원하는
사업 등에서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수립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자에 대해 우수 기업으로서의 문화체육관광
부의 콘텐츠기금 등 자금융자 추천 등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모색
- 관련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지원은 물론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
시회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저작권법상 제재조치 감면 등 법제화 방안
ㅇ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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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유사하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자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
지행위 위반 시 일정한 벌칙 완화 등 감면 규정 마련
ㅇ 법정 제도화로 관련 세법상 세금감면 혜택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조치 규정 명시
- 기타 자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서비스의 설치, 이전, 보완 또는
확장 등 관련 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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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저작권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안)
제1절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의 유통활성화로 인하
여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
서 국가경제와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ㅇ 저작물 등 콘텐츠 이용환경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단일채널에서 멀티
채널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기능향상과 확산이 저작
물 수요를 확대시키는 반면, 불법저작물 또한 빠른 시간에 넓은 범위로
확산되면서 저작권자는 물론이고 저작권산업에 커다란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ㅇ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므로 온라인상 저작물 등 콘텐츠 유통의 주요 매개인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주요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고 있다.

ㅇ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통,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토대이
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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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
를 온라인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은 물론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주요 용어와 적용 범위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저작권 클린사이트
o ‘저작권 클린사이트’란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온라인상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저
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로써 한국저
작권보호원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
이트를 말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
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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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3) 저작물등
ㅇ ‘저작물등’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
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콘텐츠

ㅇ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호·
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온라인으로 유통될 수 있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영화, 방송),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
(5) 기술적 보호조치
ㅇ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저작
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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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와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
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
적인 복제·전송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전송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한다.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하
여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7) 자기 평가

ㅇ ‘자기 평가’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신청단계에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운영규정에서 제공하는 절차와 방
식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 범위
ㅇ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에
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별도의 평가
체계를 통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의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연결화면)를 통하여 모바일웹으로 연결되어 애플리케이
션에서 표시 또는 광고하는 동일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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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식정
보(이러닝포함), 콘텐츠솔루션 등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그 자체화면 또는
링크 등 연결화면을 통하여 온라인 전송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로서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며 단순히 광고 및 홍
보 등을 전용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제외한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대상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

출판

온라인출판 유통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
인터넷서점(만화유통제외)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만화
만화(웹툰)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제작･유통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만화 도소매

인터넷서점(만화유통부문)

음반 도소매

인터넷 음반 도소매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

음악
온라인 음악 유통

음원 대리 중개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

게임

게임 제작 및 배급
모바일 게임
PC 게임
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영화

디지털온라인 유통
온라인 상영

애니메이션

온라인 유통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인터넷, 모바일)
지상파방송

지상파 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방송
위성방송

일반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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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영상물 제공

인터넷프로토콜TV(IPTV)
광고대행
매체대행

광고

온라인광고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제작

뉴스

온라인뉴스

온라인뉴스 제공
e-learning 기획

이러닝(e-learning)

e-learning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

지식정보
기타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 제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저작툴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타
정부기관

공공

정부 및 협·단체

법정기관
신탁관리단체

제3절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사항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
ㅇ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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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ㅇ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
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ㅇ 온라인상에서는 저작물 등 콘텐츠가 게시되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므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신속하게 중단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는바, 정당한 권리주장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인터넷에서 저작물 등 콘텐츠의 삭
제)을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하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 ‘즉시’와 ‘지체없이’의 차이점(법제처 「법제업무 편람」)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함.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ㅇ 다만,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
터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상 저작
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저작권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30조 제2항).
※ 정당한 권리 없이, 삭제·재개 요구 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통한 업무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 제1항 제6호).
ㅇ 권리주장자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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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할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
※ 권리주장자는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청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
용 가능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 요청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40조)
1)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2)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
-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 요청서만 제출해도 됨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
령인)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
령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하단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

수령인의 공지방법(예시)

♣ 수령인(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
- 성명(직위)
- 소속부서
- 연 락 처 : (전화)
- 주

(팩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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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등 요청 절차]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복제·전송자 재개
요구(30일이내)

복제·전송 재개 및 통보

• 권리자임을 소명,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제출

•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일 경우 즉시 중단
• 3일 이내 복제·전송자(게시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

• 정당한 복제·전송자임을 소명, 재개 요청서 제출

• 복제·전송자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 복제·전송 재개
• 권리주장자에게 통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저작물 등 게시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
ㅇ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

ㅇ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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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권리자
o 기술적 조치 등 요청서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비교를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
기 위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등 조치

♣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 등을 요
청시 제출 서류(「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1) 기술 조치 등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45호)
2)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
-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
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
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동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문자·부
호등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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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세부 절차 개요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는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평가 신청과 자기 평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평가대
상 자료 확인 및 요청,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 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과 평가결과 통보 및 지정서, 지정마크 부여 등의 절
차로 진행된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세부 절차]
업무 절차
1. 평가 신청

업 무 내 용

담당

o 신청서 접수 및 방식 심사

- 제도 담당 부서

2. 자기 평가

o 평가표에 의한 자기 평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3. 평가대상 자료

o 평가대상 자료 검토

↓

확인 및 요청
↓
4. 평가 수행 및
평가서 작성
↓
5. 평가결과 통보

o 필요시 자료 요청

- 제도 담당 부서

o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o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장

o 평가 결과 통보

- 보호원장

- 지정서 및 지정마크 부여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평가 신청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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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에 해당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구체적인 URL), 대표자명, 주소, 상
시 회원 및 유료회원수와 실무 담당자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참고 사항
으로 자본금 및 월평균 업로드 양 등을 기재한다.

ㅇ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
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여부, 저작권
자 확인, 불법침해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지표 등을 확인한다.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확인 내용]
확인 내용

해당사항

2.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 ○ , X )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2.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자임
을 확인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지표

( ○ , X )

경우를 대비한 처리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는 이용 기간
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공 만료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콘텐

( ○ , X )

츠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가?
4. 최근 1년간 신청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관련 분
쟁이 발생하였거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

( ○ , X )

송의 중단 또는 삭제명령,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ㅇ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재사항은 일반유형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와 동일하나, 지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
조과학부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통신
사업 등록증 첨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확인 내용]
확인 내용
지표

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특수한 유
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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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 ○ , X )

(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첨부 필수)
1.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 ○ , X )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2.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자임을
확인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 ○ , X )

를 대비한 처리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서비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는 이용
기간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공 만료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 ○ , X )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가?
4. 최근 1년간 신청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관련 분쟁
이 발생하였거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송

( ○ , X )

의 중단 또는 삭제명령,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기 평가

o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담당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자기평가표를 신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배부하여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o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신청단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
평가’ 함으로써 지정 평가 결과를 예측하고 부족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
다.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자기 평가를 실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자기 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기 평가 사항]
항목
1. 저작권 정책 고지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력확보

평가 사항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저작권 보
호 ‘정책’, 약관 등의 내용 및 위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한 저작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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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여부
(○/X)
(○/X)

3. 저작물 자료실 존재 여부
4. 저작권 침해 가능성

호 인력 및 전담부서 설치
이용자 블로그 및 카페, 전용 게시
판 또는 자료실 등 존재 여부
신청 웹사이트 내 타 서비스 링크

존재 및 저작권 해결 여부
5. 저작권 침해 고지 및 중단·삭제 정당한 저작권자의 침해고지에 따
절차(일반 유형의 OSP)
5-1. 기술적 보호조치 확보 여부
(특수한 유형의 OSP)
5-2. 기술적 조치의 투명성 확보
(특수한 유형의 OSP)
6.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표시
7. 저작권 보호 매뉴얼 등 절차
8. 침해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9. 이용자 관리

른 중단·삭제 절차 마련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및 ‘기술적 조치’ 종류에 대한

(○/X)
(○/X)
(○/X)

(○/X)

기술
기술적 조치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로그데이터 제
공 여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저작물의 저
작권 표시 여부
지속적인 저작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구비 및 모니터링 등
주요 저작권 보호활동 점검 여부
불법 이용자에 대한 조치 및 저작
권 상담 및 분쟁해결 등 안내

(○/X)

(○/X)
(○/X)
(○/X)
(○/X)

라. 자문위원 중 평가위원회 구성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20~30인 이내 자문위원
을 위촉하여 제도 개선 등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위하여 자문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전담 비상설위원회인 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
가위원은 기관, 학계 및 산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하
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장을
선임하여 평가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평가대상 자료 확인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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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담당 부서는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 평가 전 서류심사 단계에서 서류구비, 자료 확인 등의 방
식심사를 하여,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전에 「저작권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표시(「청소년보호법」 제13조), 등급분류
표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준수 및 청소년유
해매체물의 표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의 강행법규 수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러한 강행법
규에 저촉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바. 평가 수행 및 평가서 작성

ㅇ 평가위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업무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가 종결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한다.

ㅇ 평가위원장은 평가서 작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으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ㅇ 평가위원은 평가 시 알게 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지정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사. 평가결과 통보 등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
청 후 30일 이내에 지정 평가 결과를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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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통보와 병행하여
지정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교부해야 한다.

제5절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시 고려 사항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시 정책 고지 등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하단 등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식별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저작권정책 또
는 저작권 보호 내용을 포함한 약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ㅇ 이러한 저작권정책 등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의무 및 책
임범위의 고지는 물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 소재, 게시중
단, 신고절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시 약관에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 및 수단을 제공하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시 서비스 정지
및 중단 절차를 제공하며, 서비스 정지 및 중단 이후 사유 해소에 의한
회복 절차를 제공한다.

예시)
- 본 OOO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 등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
하여 보호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저작권법」 제136조)에 해당하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OOO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등 콘텐츠로 인해 저작권 ·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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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경우,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게시중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본 OOO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등 콘텐츠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인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정책 게시 예시]

나. 저작권 보호 전담 인력 확보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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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ㅇ 저작권 보호 전담 인력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시 고용 근로자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인정하는 저작권보호 관련 기관의
저작권보호 교육을 이수한 자
-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보호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인
력이 포함된 저작권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
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수행하는 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 홍보 동영상 등을 배너, 팝업창의 형태로 웹사이트
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메인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지속적
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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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이트 뉴스레터]

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협력활동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은 정당한 권리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통한 저작권 보호로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무 부서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저작권 클린사이트 협의체를 운영
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확산,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저작
권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및 상호 협력 활동 등을 추
진한다.
ㅇ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해 최소
3개월 간격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한다.
ㅇ 특히,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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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
련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요
구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기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경우,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실태점검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실태점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QnA
Q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란 무엇인가?

A1.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므로 온라인상 저작물 등 콘텐츠 유통의 주요 매개인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주요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
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통, 관리함으로써 저작
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는
토대이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Q2.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는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A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홍보마케팅 등
직접 지원 활동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메일링, 홈페이지 홍보 등 간접 지
원 활동을 통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공지로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저작물 등 콘텐츠 이용을 할 수 있

- 164 -

으므로 궁극적으로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Q3.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A3.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
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웹사이트가 원칙적인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다
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통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
정될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의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연결화면)를 통하여 모바일웹으로 연결되어 애플리케이
션에서 표시 또는 광고하는 동일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Q4. 저작권 클린사이트의 대상인 웹사이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4.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출판,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뉴스, 지식
정보(이러닝포함), 콘텐츠솔루션 등의 저작물 등 콘텐츠를 그 자체화면 또
는 링크 등 연결화면을 통하여 온라인 전송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사
이트로써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며 단순히 광고
및 홍보 등을 전용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제외한다.

Q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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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행위 인가?

A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
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또한 판례,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러한 것 등의 편집물이나 번역물 등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사진, 동영상, 음악, 파일, 보고서 등에 대한 제
한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Q6. 온라인 활용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일부
또는 전부)한 경우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6. 저작물 활용이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그 밖에 「저작권
법」 제25조 제2항의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이용 등 일부 면제 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Q7. 신문기사의 출처를 명기하여 블로그 등에 퍼온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가?

A7. 신문기사 중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으나, 단순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한
기사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기사들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논평, 해설 등의 기사만이 아니라 보도기사도 사실의 선별 및
기사 내용의 구성, 문장 표현 등에 그것을 작성한 기자의 개성이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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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블로그에 그대로 전재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자인 신문사 등의 해당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널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제
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사
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
현 없이 단순히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퍼온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재 하는 것은 생산적 이용이라 보기 어렵고, 개별 기사를 기
준으로 볼 때 저작물의 전부이용에 해당하며, 신문기사의 온라인 유료 서
비스 등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그 현재 및 장래의 시장이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제하여 블로그에 싣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Q8. 비공개 카페, 블로그 또는 가상의 저장공간(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하여 제
공되는 것 중 공유형이 아닌 것) 등에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저
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8. 본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카페, 블로그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 중 공유형이 아닌 가상의 저장공간등에 자료를 올릴 경우에
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디지털 복제는 개인적인 이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는 것

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41)
41)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한 하급심 결정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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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인이 DJ처럼 음악 방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A9.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중
방송이나 전송이 아닌,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며, 만약 이용자가 특정
한 프로그램을 클릭하였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의 비실시간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한다. 비영
리 목적의 공연, 방송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는 방송이 아닌 디지털음
성송신이나 전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의한 공정이용으로 인
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달리 공정이용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고, 가수 등 실연
자와 음반제작자와의 관계에게는 그것이 주문형 서비스로서 전송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비주문형의 서비스로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76조 및 제8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Q10. 만화나 웹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하드 등 온
라인으로 배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10. 저작물이 사적복제나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유
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며 인쇄물인 출판 만화를 무단으로 스캔
하여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63조의 출판권 침해가 되며, 웹툰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에 해당하며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작되는 경우 제7호의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있다. 또한 만
화나 웹툰은 통상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공동저작물
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재산권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되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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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내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요청서

생년월일

성 명(상호명)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락

주

처

소

※
※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URL등)
생년월일

성 명 (상호명)
대리인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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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 ․ 전송자)

성 명 (상호명)
복제․전송의

전화번호

연

중단 요청자
(권리주장자)

락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

처

소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 (URL등)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복제․전송자

※

○○○○○

월

일

귀하

첨부서류 :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귀하께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복제․전송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④ 주

:

소

③ 전자우편 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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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URL 등)

중단 일시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권리주장자

※

○○○○○

월

일

귀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④ 주

:

소

③ 전자우편 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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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서

성 명 (상호명)
복제․전송의

연

전화번호

재개 요청자

락

(휴대전화번호)
주

처

전자우편 주소

소

※
※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제호등)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의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 (URL 등)
중단 일시
성 명 (상호명)
대리인

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귀하

구비서류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자료
다.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
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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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재개 통보서

복제․전송의

성

재개 요청자

명

전화 번호

(상호명)

(휴대전화번호)

※

복제․전송의 재개 저작물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제호등)

복제․전송의 재개 예정일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셨던 해당 저작물에 대해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옴에 따
라

복제․전송이 재개됨을 통보합니다.

년

○○○○○

권리주장자

※
※

월

일

귀하

첨부서류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① 성 명(상호명) :
② 전 화 번 호

:

④ 주

:

소

③ 전자우편 주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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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앞쪽)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
(제호 등)

대리인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저작권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
물 등의 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서명 또는 인)

○ ○ ○ ○ ○

귀하

1. 「저작권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첨부서류

나.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1.「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
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첨부서류

중 제1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
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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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의 ‘저
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온라인 저작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클린사이트”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그 저작
물등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2.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지정 평가를 받
고 보호원장으로부터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 및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를 부여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
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를 지정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제7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위원회’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작권 클
린사이트 해당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하 ‘지정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
5. “저작권 클린사이트 평가기준”이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웹사이트가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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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으로서 저작권 보호 수
준, 저작물 제공서비스 기술 및 사업 기반,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말한다.
6. “저작권 클린사이트 자문위원”라 함은 저작권 법제도, 기술, 정책 등의 전
문가 중 본 규정에 따라 보호원장이 위촉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의 운영, 개선방안,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
다)를 말한다.
7.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정 평가 및 취소, 재지정
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호의 자문위원 중 보호원장이 선임하는 자인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위원회(이하 ‘지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말한
다.
8.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보호원장이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교부하는 지정사실 확인서
(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말한다.
9.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그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지(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말한다.
10. “자기 평가”라 함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하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신청단계에서 보호원이 제공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그 웹사이트가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
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업무 등
제3조(보호원의 역할) 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원의 업무) 보호원은 아래 각 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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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지원체계의 개발, 관리, 개선 및 운영
3. 지정 평가 절차 수행
4. 자문위원 위촉 및 관리
5.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 선임 및 평가 절차 지원 등
6. 지정 평가 수수료 책정 및 징수
7. 지정 평가 결과 통지, 지정서 및 지정마크 발급,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8. 지정사업자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
9. 그 밖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를 위하여 보호원장이 승인한 사항

제5조(보호원의 책무)
① 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비
밀과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누설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호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저작
권 클린사이트 지정 대상의 확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체계의 연구개발
및 개선, 운영정책의 변경, 지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정평가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자문위원
제6조(자문위원의 구성과 자격 등)
①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과장급 이상의 자
2.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있
는 자
3. 저작권 산업과 관련한 기업 및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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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호원장이 인정한
자
② 보호원장은 20~30인 이내의 자문위원 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대해 자문 시 알게 된 모든 정
보에 대해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업무수행을 위한 목
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위원의 업무)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② 저작권 클린사이트 운영 규정 개정 검토 및 자문
③ 지정 수수료 정책 자문
④ 지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의 검토 및 자문
제8조(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호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평가위원회
제9조(지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
이트에 대한 지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원 내에 비상설조직으로 지
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정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자문위원 중 제1항제1호의 자를 제외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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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위촉한 7인이내의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구성되며, 평가위
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보
호원장이 선임한다.

제10조(평가위원의 업무)
① 평가위원은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고, 평가된 저작권 클린사이트에 대해 별지 제8호에 따라 평가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
견을 작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지정 평가 시 알게 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
서는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제11조(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대상 및 범위)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은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등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
료로 서비스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며,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공공부문의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대상에서 웹사이트 내의 개별 저작물
등 콘텐츠 자체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설치하여 작동하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 중 다른 웹사이트와 연결되지 않고 기기
내에서만 작동하는 모바일앱은 제외한다.
③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여러 개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종류의 저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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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웹사이트에 대해 별도로 저작권 클
린사이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기 평가)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정 신청
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보호원이 제공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보호원은 사전에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
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호원은 자기 평가를 실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기 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과 평가)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별지 제4호
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와 지정 신청서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원은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지정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4조(지정 평가 수수료)
① 보호원은 지정 평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정 평가 수수료 징수여부, 수수료 금액 증감 등의 변경은 보호원장의 승
인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타 지정 평가 수수료 금액, 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호원장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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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에 따른다.

제15조(서류심사)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강행법규 및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웹사이트이어
야 한다.
②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실시한 자기 평가 이후 지정 신청이 이루
어진 경우에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평가 진행을 위한 적합 여부만을 판단
한다.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서류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호원장
의 승인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평가)
①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청
서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정 평가를 실시한
다.

② 지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평가를 실시한다.
1.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 정책, 서비스의 안정성 등
2. 경영상태, 사업 조직 및 인력, 정책 준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기
반
3. 저작권자의 불법저작물 신고 접수체계, 접수된 신고 처리체계 등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절차의 수준
4. 기타 지정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③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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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제17조(지정사업자 선정)

① 지정평가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수행한 지정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강행법규 및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할 것
2.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총점
의 평균점수가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일 것

② 지정평가위원회는 제1항 제1호의 준수 여부와 제1항 제2호의 지정 평가 점
수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종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격’
2. 제1항 제1호는 충족하나, 제2호는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3. 제1항 제2호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1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적
격’

③ 평가위원장은 제3항의 지정 평가 결과가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종합평가의견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호원장은 지정평가위원회의 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제18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 보호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정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
로 통보해야 한다.
②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
스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통보와 병행하여 지정 평가와 관련한

- 182 -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서 및 지정 마크의 부여 등)
① 보호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별지 제1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와 별지 제2호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와 지정 마크를 교부받은 지정사업자는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
실을 알리기 위하여 지정 마크를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제20조(불합격·부적격의 경우 재신청)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평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보호원장이 평
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17조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사후 관리
제21조(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①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의 유효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호원장은 지정사업자에게 지정기간의 만료 90일 이전에 이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정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에는 지정의 효력을 재지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사업자가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분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변동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 지정신청서에 의하여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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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호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제22조(지정서의 반환 등)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받은 지정서
및 지정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호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이 취소된 때
2.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을 받은 웹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지정사업자가
폐업한 때

제23조(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지정사업자는 지정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보호원장에게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을 하고, 보호원장은 변경 및 재교부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
정서를 재교부한다.

제24조(지정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보호원은 적법한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에 지정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 및
지정기간 등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정보에 관한 내용의 게시
2. 보호원의 저작권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마크와 제1호의 지
정 정보 간의 연결 서비스
3.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4. 기타 보호원장이 승인하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② 보호원은 지정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개선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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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실태점검)

① 보호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사업자의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호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3. 저작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보호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실태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점검대상 지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처분)
① 보호원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본 규정에 따른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 마크의 표시를 한 경우
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정 세부 평가 항목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받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

- 185 -

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라. 부도·폐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정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보호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원장
은 시정결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처분을 받은 지정사업자는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고 처
분을 받은 날부터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호원장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시정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실태조사)
보호원장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0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사)한국저
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지정한 클린사이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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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

제2016-00-000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서
사 이 트 명 클린사이트(http://www.cleansite.org)
법

인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유 효 기 간 2016. 03. 08. ~ 2018. 03. 07.

위 사이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합
니다.
20XX년 XX월 XX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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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마크
1. 표시도형

2. 의미 : 저작권 클린마크는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만든 저작물 등
콘텐츠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모습으로 C(Contents)를 Care하고 Protection하는
감싸 안은 손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표
현하는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정마크이다.

3. 제도법
가. 저작권 클린마크의 재생은 CD 매뉴얼의 해당 도큐멘
트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방법
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확하
게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클린마크의 심볼과 로고타입을 조합한 시그니처는 저작권 클린마크의
공식적인 표기 방법으로 조형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그니처의
사용은 매뉴얼에 제시된 조합 규정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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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번호

체

신청업

사이트명

지정구분
최초지정/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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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일

담

당자

[별지 제4-1호 서식]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일반유형의 OSP)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

기초
자료

- ()

URL
대표자명
우편주소

www.cleansite.org
홍길동
(03925)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0층 저작권보호센터
월평균
50개
50억

자본금

상시 회원 수
실무 담당자 성명
실무 연락처(내선번호)
담당
전자우편

지표

업로드 양
유료 회원 수
직위
휴대전화
팩스번호

(참고용이오니
(참고용이오니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최근 6개월 기준)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1만 명
홍희동
02-3153-2722
clean@cpcmail.or
.kr

확인 내용

1.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2.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
자임을 확인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한 처리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서비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는
이용 기간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공 만료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가?
4. 최근 1년간 신청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삭제명령,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 ○ ○

대 표

XX

20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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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6천 명
대리
010-0000-0000
02-3153-2708

해당사항
(○,X)
(

○,X)

(

○,X)

(

○,X)

XX

인 또는 서명)

월

XX

일

[별지 제4-2호 서식]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특수유형의 OSP)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신청서

기초
자료

- ()

URL
대표자명
우편주소

자본금
상시 회원 수
실무 담당자 성명
실무 연락처(내선번호)
담당
전자우편

지표

www.cleansite.org
홍길동
(03925)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0층 저작권보호센터
월평균
50개
50억

자료업로드 양
유료 회원 수
직위
휴대전화
팩스번호

(참고용이오니
(참고용이오니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최근 6개월 기준)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1만 명
홍희동
02-3153-2722
clean@cpcmail.or
.kr

확인 내용

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특
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무 신고를 완료하였는가?
(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첨부 필수)
1. 저작물 등 콘텐츠 제공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 확약 등을 통해 권리를 처리하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가?
2.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
자임을 확인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한 처리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서비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는
이용 기간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공 만료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가?
4. 최근 1년간 신청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삭제명령,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 ○ ○

대 표

XX

20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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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6천 명
대리
010-0000-0000
02-3153-2708

해당사항
(○,X)
(

○,X)

(

○,X)

(

○,X)

(

○,X)

XX

인 또는 서명)

월

XX

일

[별지 제5호 서식] 접수관리대장

접

수번호

체

신청업

사이트명

신청구분
최초지정/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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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일

담

당자

[별지 제6호 서식] 자문위원 위촉장

제2016-01-002호

위

촉

성

명 * * *

소

속 *****

장

위촉기간 20XX년 XX월~ 20XX년 XX월

귀하를 건전한 저작권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의 자문위
원으로 위촉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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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평가위원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평가위원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
행한다.

2.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또한 내·외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배격한다.

3.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정 평가 신청 당사자로부터 대가
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4.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정 평가 신청 당사자와 본인 사
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다.

5.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지정 평가 신청 당사자의
기밀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
임을 감수한다.

일자 : 20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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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별지 제8-1호 서식]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서(일반유형 OSP)

ㅇ 분류번호

:

[

ㅇ 신청사업자명

]

:

평가항목 분류
1.

웹사이트
(30

2.

점)

-

점)

-

관리운영

-

점)

-

이용자관리

-

점)

-

(15

4.

(10

5.

-

기술적조치
(15

3.

-

저작권침해
가능성
점)

-

점수(V로 체크)
매우적합(30)
적합한편(25)
부족한편(20)
부적합(0)
매우적합(15)
적합한편(12)
부족한편(10)
부적합(0)
매우적합(15)
적합한편(12)
부족한편(10)
부적합(0)
매우적합(10)
적합한편(8)
부족한편(5)
부적합(0)
매우적합(30)
적합한편(25)
부족한편(20)
부적합(0)

저작권 정책고지
이용자 블로그 및 카페, 전용 게시판 또는 자료실
존재 여부
침해대응에 따른 저작권법상 절차 준수 (신청서)
기술적 조치 채택

저작권보호 매뉴얼 (신청서)
모니터링 및 저작권 위반 여부 식별

불법 이용자 조치 (신청서)
저작권 관련 상담 및 홍보사이트 안내

신청 웹사이트 내 타 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웹사이트의 저작권 해결 여부

(30

총합계

100

종합의견

지정 여부

(

찬성

※ 평가위원회의 평균 평가 점수가 기초 점수인
20**

평가위원

년

조건부지정

/

75

/

반대

)

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 여부를 결정함.

**

월

**

일
소속

:

성명

:

(

서명)

[별지 제8-2호 서식]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평가서(특수유형 OSP)

ㅇ 분류번호

:

[

ㅇ 신청사업자명

]

:

평가항목 분류
1.

웹사이트
(30

2.

점)

-

-

기술적조치

-

점)

-

(10

3.

관리운영

-

점)

-

이용자관리

-

(10

점)

-

보호결과

-

점)

-

(10

4.

5.

(40

점수
매우적합(30)
적합한편(25)
부족한편(20)
부적합(0)
매우적합(10)
적합한편(8)
부족한편(5)
부적합(0)
매우적합(10)
적합한편(8)
부족한편(5)
부적합(0)
매우적합(10)
적합한편(8)
부족한편(5)
부적합(0)
매우적합(40)
적합한편(25)
부족한편(10)
부적합(0)

저작권 정책고지, 침해예방 홍보, 게시물 저작권
표기, 권리자 서비스
이용자 블로그 및 카페, 전용 게시판 또는 자료실 기능
기술적 조치 채택(부가통신사업 등록증)
보안조치 수준(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저작권보호 매뉴얼 (신청서)
모니터링 및 저작권 위반 여부 식별
저작권 보호 관련 인력/조직(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증)
접근 제한(부가통신사업 등록증)
불법 이용자 제재(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침해율(5%내외 -> 보호원 모니터링 자료 첨부)
침해대응 테스트(보호원 모니터링 자료 첨부)
총합계

100

종합의견

지정 여부

(

찬성

※ 평가위원회의 평균 평가 점수가 기초 점수인
20**

평가위원

년

조건부지정

/

70

/

반대

)

점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정 여부를 결정함.

**

월

**

일
소속

:

성명

: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확약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 확약서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온라인서

OS

비스제공자(

필

불

써

P)를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요한 자원

낭

비를 방지하고자 본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참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에
의

건

하고, 본 사항을

체

② 적법한

절차

판

의 행위를 하지

않겠

하여

건

추

가 등

으며, 불법 이용자 및 저작권

⑤

습니다.

변
겠

선

에 최

겠

을 다 하

습니다.

웹

사이트에 자작물 등 콘텐츠 유통 방법,

국

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한

저작권

습니다.

영
않겠

확약의 불이행과 저작권 클린사이트 운
트 지정

겠

립

전한 유통질서 확

보호원에 이를 고지하

으며, 저작권법에

에 요구되는 저작권 침해 예방과 저작권 보호

④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종류, 기능

하는

겠

도록 하

겠

영

③ 저작권 클린사이트 운
동

착 데 노력

화를 정

습니다.

에 따라 저작물을 관리하

극 참

문

않

매를 하지

침해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

에 적

)는 온라인 저작물

습니다.

① 저작물의 불법적인 게시나
되는 일

명

과 권리자 및 이용자 보호

수하

촉

체

여하는 ( 업

립
준 겠

전한 유통질서 확

저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취

규정에 따른 저작권 클린사이

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습니다.

년

사이트

대 표

○ ○ ○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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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월

일

[별표 1-1] 클린사이트 지정 심사기준(일반 유형 OSP)
1. 평가항목

항목(배점)

내용

웹사이트
(30점)

- 저작권 정책고지
- 이용자 블로그 및 카페, 전용 게시판 또는 자
료실 존재 여부

기술적 조치
(15점)

- 침해대응에 따른 저작권법상 절차 준수(신청서)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채택

관리운영
(15점)

이용자 관리
(10점)

저작권침해 가능성
(30점)

- 저작권보호 매뉴얼(신청서)
- 모니터링 및 저작권 위반 여부 식별

- 불법 이용자 조치(신청서)
- 저작권 관련 상담 및 홍보사이트 안내

- 신청 사이트 내 타서비스 링크 존재 여부
-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 해결 여부

※ 일반 유형의 OSP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으나 채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함
- 고지 후 삭제 등(Notice & takedown)의 경우 2점, 필터링 기술의 경우 5점
※ 확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기초 점수는 75점으로 산정하며,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가 기초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저작권 클린
사이트 지정 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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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클린사이트 지정 심사기준(특수 유형 OSP)
1. 평가항목

항목(배점)

내용

웹사이트
(30점)

- 저작권 정책고지, 침해예방 홍보, 게시물 저작권
표기, 권리자 서비스
- 이용자 블로그 및 카페, 전용 게시판 또는 자
료실 기능

기술적 조치
(10점)

관리운영
(10점)

- 기술적보호조치 채택
- 보안조치 수준

- 저작권보호 매뉴얼
- 모니터링 및 저작권 위반 여부 식별
- 저작권 보호 관련 인력/조직

이용자 관리
(10점)

- 접근제한
- 불법 이용자 제재

보호결과
(40점)

- 침해율
- 침해대응 테스트

※ 기초 점수는 75점으로 산정하며,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가 기초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저작권 클린
사이트 지정 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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