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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Season’s Greetings
[ 戊戌年 ]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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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태용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큰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시대,
우리의 입지(立地)에 대한 질문과 불안도 계속 되겠지요.
저는 긍정적인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365일이 지나야 새해가 오듯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구축했으며,

아무리 빨라도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후 적발뿐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문화’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전 탐지까지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기계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우리 사회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홍보, 인증사업을 펼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예술적인 새로움을 느끼고,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저작권 화두를

또 그 작품들이 어떤 문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한

‘창조성’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서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도

새해에도 ‘저작권 컨트롤 타워 구축’,

바로 이 ‘창조성’입니다.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확립’,

하나의 창작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의

‘저작권 보호 선순환 생태계 조성’,

고민과 땀방울을 쉽게 복제하고 소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이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4대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이슈인 이유도,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은 흐르고 우리 개개인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문화는 남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창조성과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한민국 문화를 받치는 기둥이라는 사명감으로
2018년 한 해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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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또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마다의 계획과
성취 사이로 뿌듯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억 아닐까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달려온 2017년,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열두 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07 JULY

마련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이름이 빛났던 순간들을 재조명하며 모두의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OK를 알리다

06 JUNE

10 OCTOBER

불법캐릭터 복제물
합동단속 현장으로

12개월 간의
저작권 보호 기록
A d i e u

보호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글과 컴퓨터·한국폰트협회와 MOU 체결

2 0 1 7

11 NOVEMBER
‘ICOTEC 2017’ 개최

05 MAY
2017년 디지털 포렌식 춘계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1기 저작권OK 리포터즈 활동 시작
초등학생을 위한 ‘2017 정품이 흐르는 교실’

04 APRIL

09 SEPTEMBER

대학생들과 만화 저작권 토크콘서트,

‘2017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개최

‘저작권 열린 포럼’ 개최

보호원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미래비전 2021 선포식 개최

01 JANUARY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시장 침해율
12.9%로 최저치 기록

03 MARCH
02 FEBRUARY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

08 AUGUST

12 DECEMBER

보호원-일본 CODA 업무협약 체결

‘2017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발족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2017
KC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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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를 위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의 징검다리,

대학생들과 만화 저작권 토크콘서트,

2017년 디지털 포렌식

시장 침해율 12.9%로 최저치 기록

가두 캠페인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저작권 열린 포럼’ 개최

춘계 국제학술대회 개최

J A N U A R Y

F E B R U A R Y

01

M A R C H

02

A P R I L

03

M A Y

04

05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을 적

4월 6일, 4년제 대학 최초로 만화애니메이션학

5월 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저작권보호

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대

발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조

과를 개설한 세종대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

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포렌식학회, 대

침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

구, 광주, 부산 지역에서 동시 가두 캠페인을 펼

직된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

션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상생의 길’이라는 주

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공동 개최한

니다. 2016년 침해율은 12.9%로 2015년 대비

쳤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캐릭터 ‘콩순이’와

를 담당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오프라인 유

제로 ‘제24회 저작권 열린 포럼’이 열렸습니다.

‘2017 디지털 포렌식 춘계 국제 학술대회’가 열

0.7%p 감소했고,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자두’ 인형 탈을 쓴 직원들이 ‘홍대 앞 걷고 싶

통 현장을 감시하는 ‘실버 감시단’ 모두를 뜻합

기존의 산업계, 법조계 중심의 포럼에서 국민,

렸습니다. 주제는 ‘각국의 컴퓨터 포렌식에 관

추이를 보였습니다.

은 거리’를 행진하며 약 2,000여 장의 전단지를

니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청

특히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며 소통하는 행사로

한 기술 동향’으로, 총 4개 섹션에 걸쳐 미국, 일

2016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 간접적인 생

배포해 학생과 젊은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

년, 어르신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지킴이’들은

변화해 더 뜻깊었습니다. 포럼장을 가득 메운

본,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발표와 토론,

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2조 5,000억원, 우

습니다.

3월 10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세종대 학생들은 변호사와 에이전시 관계자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 9,000억원인 것

시작해 1년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不

부터 직접 저작권 교육을 받고 선배 웹툰 작가

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

撤晝夜) 노력했습니다.

들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실질

산업에서 약 2만 5,000명, 전체 산업에서 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8. C-Story vol. 08

12

13

07

09

06

08

10

11

제1기 저작권OK 리포터즈

초등학생을 위한

불법캐릭터 복제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보호원-일본 CODa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활동 시작

‘2017 정품이 흐르는 교실’ 열려

합동단속 현장으로

저작권OK를 알리다

업무협약 체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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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콘텐츠를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업체와

초등학생들이 저작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보호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열린 제20회

보호원과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저작권OK 지정업체와 예비지정업체를 대상으

매장을 ‘저작권OK’로 지정하는 ‘저작권OK’사업

하도록 교육하는 ‘2017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

원 오프라인총괄팀은 대규모 불법 캐릭터 유통

‘부천국제만화축제’는 1,000여 명의 만화가,

(CODA)는 양국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화 확

로 전문 저작권 컨설팅을 제공하는 ‘저작권 공

을 홍보하고 대국민 저작권 보호의식을 개선하

5월 17일, 서울 숭인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

업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인

2,000여 명의 만화산업 관계자, 400여 명의 해

산을 위해 8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사용 및 침해예방지원단’이 8월 29일 발대식

기 위해 탄생한 ‘제1기 저작권OK 리포터즈’가

다. 저작권 특별강사 개그맨 안상태 씨가 초등

합동단속을 펼쳤습니다. 인형뽑기방 4곳, 온라

외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

보호원과 CODA는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을 가졌습니다. 지원단은 저작권 공정 사용 상

5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레크리에이션 형식으

인 쇼핑몰 유통업체 5곳 등 총 9곳에서 이루어

습니다. 보호원도 저작권OK 홍보부스를 운영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자국 내 저작권

담, 계약 및 공정거래, 공공저작물 관리, 콘텐츠

나섰습니다. 대학생 18명으로 구성된 리포터즈

로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도가 무척 높았습니

졌으며, 압수된 불법 캐릭터는 모두 28,971점

하며 다양한 저작권 보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

침해 유형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저작

수출 및 유통, 소프트웨어 등 총 6개 분야의 전

들은 이어진 1박2일간의 워크숍에서 저작권 교

다. 이후 인천 강화초등학교, 경기도 한가람초

(16톤 분량), 피해예방금액은 6억원에 달했습

다. 저작권OK 리포터즈들도 나서 저작권 보호

권 보호에 대한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 ▲저작

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용 상담실도

육과 미디어 활용 교육을 받고 팀별 친목의 시

등학교, 충청도 창리초등학교 등 전국 총 10개

니다.

관련 설문조사와 투표를 하고 관람객들에게 저

권법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의 정보 교류 ▲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간도 가지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정품이 흐르는 교

작권OK 제도를 알렸습니다.

저작권 인식, 홍보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교

실’을 열었습니다.

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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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보호원 창립 1주년 기념식

보호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ICOTeC 2017’

’2017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미래비전 2021 선포식 개최

한글과 컴퓨터·한국폰트협회와 MOU 체결

성황리 개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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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

9월 27일, 상암동 S-Plex Center에서는 각계

보호원은 초·중·고 교육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

12월 12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저작

지원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

에서 ‘2017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

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보호

권보호원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미래비전 2021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7’이 11월 1일,

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안전정

인력 워크숍’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선포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1부와 2

한글과 컴퓨터, 한국폰트협회와 10월 13일 공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인

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간 개최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의

부로 나뉘어 열렸으며, ‘미래비전 2021’ 제막식

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토대로 네

공지능 시대,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저작권 기

형사정책 분야의 최근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

저작권 담당자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저작

과 중점 추진전략 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기관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조성을 위

술의 ‘조화와 발전’, ‘도전과 극복’, ‘새로운 지평’

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

권 보호집행 관련 협력체계 및 전략, 민·형사

세부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보호원 윤태용 원

한 이용자 보호활동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콘퍼런

다. 또,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한국저작권보

상 대응조치와 관련 법제, 저작권 보호기술 연

장은 4대 경영목표로 ‘저작권 컨트롤 타워 구축’

을 위한 저작권 보호활동 ▲건전한 저작권 생

스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400여 명이 모여

호원이 주최하는 제5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구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울렀습니다. 특히

, ‘저작권보호 협력체계 확립’, ‘저작권 보호 선

태계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활동 등에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또, ▲제6회 저작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9개 개발도상국의 저작

순환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을 제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 ▲저작권 기술 전시회 ▲

권 보호집행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각자의

시했고, 이를 통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R&D 기술이전 설명회 ▲디지털저작권

경험을 나누고 차후 협력방안도 논의한 귀중한

선진적 저작권 보호 수준 달성’이라는 종합 경영

학술대회 ▲찾아오는 비즈니스 설명회 등 다양

자리였습니다.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대행사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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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출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1956년에 인지 과학자 존 매
카시(John McCarthy)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20세기 중반 컴
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를 통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으나, 컴퓨터 성능과 용량의 한계로
인해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한동안
암흑기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향상되고
저장 장치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도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음성 인식, 영상 처리, 검색 엔진 등 다양한 곳에 적용
되었다.
특히, 2006년 제프리 힌튼(Geofrey Hinton) 교수가 딥러닝 논
문을 발표하면서 이전보다 강력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시작했

Deep
Learning

다. 얼굴 인식의 경우 사람 이상의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알
파고의 출현은 그동안 기계가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
던 분야까지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딥러닝으로 인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최근 인공지능의 가파른 발전 속도는 딥러닝(Deep Learning)

영상 인지 분야에서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계 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다양한 작업에 적용되었다. CNN이 적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준다. 신

용된 인공지능 기술로 사물 인식(Object Recognition)과 사람 자

경망(Neural Network) 이론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서

세 추정(Human pose estimation)이 있는데, 이들은 영상 속에

2000년대 중반에 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면서 가파

나타난 사물을 찾아내고 사람의 자세를 추정한다. 사람이 찾아내

르게 발전하였다.

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사물 인식 알고리즘은 영상 속에 나타난 사물의 위치와 종류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 기술

알려준다. 사물에 해당되는 영역을 사각형으로 표현하며, 사물이
전체 또는 일부만 영상에 나타나거나 사물을 보는 위치에 관계없
이 영상 속에 존재하는 사물을 찾아낸다. 알고리즘에 정의된 사물
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사
물을 학습 데이터에 추가하여 새롭게 학습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침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유투브(YouTube)와 동영상 사이트에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 영상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영상저작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최신 저작권 보호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글 이상훈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사람 자세 추정 알고리즘은 눈, 어깨, 무릎과 같은 신체의 위치
를 알려준다. 영상에는 편의를 위해 각 부분을 연결하여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주며 이를 스켈레톤(Skeleton)이라고 지칭한다.
사람 자세 추정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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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방식과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존재한다. 탑

다. 이러한 변형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신호 처리 기술로는

다운 방식은 영상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은 다음 그 영역

식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에서 스켈레톤 전체를 추정한다.

18

19

Artif icial
Intelligence

복잡한 변형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반대로 보텀업 방식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팔꿈치, 골

있는데, 이는 사람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영상을 식별한다. 사람

반, 발목 등 신체의 위치를 찾은 후,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은 여러 가지 변형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있

연결하여 스켈레톤을 추정한다. 보텀업 방식이 탑다운 방식에 비

다. 어떤 것이 콘텐츠이고 변형 공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

해 더욱 유연하고, 신체의 일부분만 영상에 나오는 경우에도 스켈

럽게 정보를 걸러내면서 영상 식별에 필요한 정보만을 남긴다. 최

레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자세 추정 분야에서는 보텀

근 유투브에서 나타나는 변형 영상을 보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추정된 사람 자세를 통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어떠한 행동을

업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를 아무 관련 없는 영상의 일부분으로 삽입하여 기존 저작권 보호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기술로는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존 기술들은 영상에 대한 인

가 된다.

저작권 보호 기술이 인공지능을 만나다

식 정보 없이 영상의 픽셀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영상을 인

만화, 드라마와 같이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들은 신호 처리 기술

식하여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영상저작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

을 통해 식별하고 콘텐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함으

반면, 인공지능 기술은 변형 영상으로부터 어떤 영역이 실제

지능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

로써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술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분리하여

공지능을 활용해 변형 영상으로부터 콘텐츠 영역을 찾아내고, 사

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으로 공유하는 콘텐츠가 저작권에 걸리지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사물 인지 알고리즘을 통해 콘

않도록 회피하기 위해 콘텐츠를 변형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텐츠 영역을 인식할 수 있다. 사물 인지 알고리즘에서 사물의 위치

이상의 식별 정확도를 보였다.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추출한 사람

화질 열화, 로고 삽입, 영상 자르기 등을 통해 원본과 달라지도록

및 크기를 학습하는 대신 콘텐츠 영역의 위치 및 크기를 학습하여

자세라는 인식정보를 통하여 영상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변형하여 저작권 보호 기술이 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변형 영상으로부터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다.

인할 수 있었다.

사람 자세 추정과 사물 인지

람의 자세 인식정보를 활용하여 30개의 영상물을 대상으로 95%

하지만 저작권 보호 기술로서, 인공지능의 한계점도 존재한
다. 인식 정보에 의존하는 만큼 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인식정보
가 없다면 식별이 불가능하다. ‘사람 자세’를 영상 식별에 활용할
경우 사람이 자주 나오는 영화, 드라마는 식별 가능성이 높지만,

변형 공격으로부터 콘텐츠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인지 식별하는
과정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변형 공격으로부터 콘텐츠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

다큐멘터리와 같이 사람이 자주 나오지 않는 영상의 경우 사람 자

상인지 식별하는 과정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사람

세 정보가 추출되지 않아 식별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

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출연 배우들의 정보를 통해 어떤 드라마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지 알아내거나, 배우들의 행동과 관련 있는 사물들을 통해 어떤 장

이다.

면인지 인식하게 된다. 사람처럼 얼굴 인식, 사람 자세 추정, 사물
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영상을 식별할 수 있다. 얼굴 및
사물 인식을 위해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와 사물 정보를 인공
지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알려주는 것을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한다. 특
정 데이터에 대해 인공지능이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
당 데이터에 대한 지도 학습이 필요하다. 미국 사람의 얼굴로 학습
한 인공지능이 곧바로 한국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한국 사람의 얼굴 데이터에 맞도
록 재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사람 자세 추정 인공지능
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학습된 알고리즘은 사람에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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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umn II

비트코인의
익명성
그리고
디지털 과학수사를 통한
추적 방안

20

21

비트코인 사용의 빛과 그림자

코인이 소위 범죄 수익 및 자산의 은닉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장점

이러한 현상은 비트코인 제재론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반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채택하

적으로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이용

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원장 체계에서 온다. 실물 통화와

되어도 추적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비교할 때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바로

익명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다.

거래의 신속성(Immediacy)2)과 익명성(Anonymity)일 것이다.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상은 지갑 소유자의 신원정

비트코인은 ‘전자적으로 구현된 통화’로 발행, 보관, 거래 등의

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위해 지갑 주소를

모든 과정이 전자식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실물 통화에 비해 월등

생성하는 데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

하게 빠른 거래 속도, 즉 신속성을 자랑한다. 또한 개인의 신상 정

에 사용된 비트코인 지갑을 특정하더라도 해당 지갑의 실제 소유

보 없이 지갑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알고 있

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보장한다. 거래의

Bitcoin
Anonymity
2008년 공개된 한 논문1)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
이나 거래 수단을 넘어, 실제적 화폐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몇
몇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실물 화폐
(통화)로 환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 본 원고
에서는 실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온 비트코인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영철 수사관

신속성은 통화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강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거래내역의 투명성

부작용을 거의 동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익명성의 경우 큰 부작용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내역(Transaction)을 감추지는 않는다.

을 동반한다. 아니, ‘동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오히려 거래내역을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거래내역을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공익

보증한다는 것이 비트코인 거래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

적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징을 악용하

다. 비트코인은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를 이용하여 거래를

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비트

보증하는 실물 통화와 달리, 거래내역의 무결함을 통해 거래를 보

실물 통화와 비교할 때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바로 거래의 신속성과
익명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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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

(보통 콘텐츠 또는 서비스)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접점이 발생한다.

모든 참여자가 원장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를 가리켜 분산 3) 원장이라고 한다. 모든 송신인과 수신인의 지갑

수사의 시작과 끝, 기존 재화와의 접점

주소, 거래 액수, 거래 시간을 담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

다크웹(Dark web)4) 이용 범죄나 비트코인 이용 범죄와 같은 익

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지 어떤 거래 내역이든 열람할 수 있

명성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는 이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고, 그 거래에서 사용된 비트코인이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익명성 범죄 수사가 접점에서

추적할 수 있다. 때문에 혹자들은 기존 통화에 비해 오히려 비트코

개시되고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에

인이 추적하기 쉽다고 말하기도 한다.

서 운영자를 검거한 다크웹 내 최대 블랙마켓(Black Market) 5)인

비트코인은 기존 경제 환경에 등장한 새로운 통화다. 그러

알파베이 마켓 사례를 보아도, 운영자를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표

므로 기존 경제 환경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어떤 형태

면웹(Surface web) 6)에 작성한 정보를 토대로 운영자가 이용하

이든 기존 재화와의 접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접점을

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이 지갑 주소와 거래한 가

이용하면, 비트코인 거래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상화폐 거래소의 회원 가입 정보로 이용하여 운영자를 특정한 것

결국 기존 경제 환경의 재화로 처분될 수밖에 없다. 취득한 비트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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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내역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추적 및 감시를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관

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이같이 접점을 이용한 수사 기법들은 ‘비트코인 이용 저작권

은 개인 신원정보의 일부를 광고 회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체물(有體物) 또는 무체물(無體物)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범죄에 비트코인이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비트코

다른 접근 방식의 다양한 수사기법들의 개발이 절실하다.

을 구매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종전에 계좌이체 등으

인 지갑 주소를 광고 업체에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토대로 거래

아울러 비트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비트코인으

있다.

로 받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광고 수익 등)을

내역을 추적하면 최종적으로 재화로 전환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로 범죄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체물 구매방법에는 ‘비트코인을 취급

비트코인으로 받는 형태로 전환한 경우 정도가 ‘비트코인 이용

있을 것이다. 만약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인출했다면, 거래소의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9)의 도입과 같이 건전한 비트

하는 쇼핑몰을 이용한 유체물 구매’, ‘개인 간 비트코인을 이용한

저작권 관련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범죄에서도 접점은

가입 정보 및 출금 정보를 토대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며,

코인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유체물 거래’ 등이 있으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발생한다.

현물로 전환했다면 현물 배송에 사용한 배송 정보를 이용하여 범

할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전’, ‘ATM을 이용한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광고 계약을 해야

현금 출금’ 등의 방법이 있다. 이 중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무체물

만 한다. 그리고 광고 실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자를 구

인을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범인들도 비트코인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 내역을 은닉하려고 할 것이다. 비트코인 에스크로

1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Escrow)7)나 믹싱(Mixing)·블렌딩(Blending)8)과 같이 거래내

2 다른 나라 사이의 거래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국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역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거래 내역 은닉 서비스(비트코

3 장부의 일부분씩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부를 여러 명

인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접점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산 원장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개 원장이라는 용어가

한다.

좀 더 적절하다.

늦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4 토르 네트워크 등의 익명성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웹 사이트를 가리키는 단어로 일반 인

래 내역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추적 및 감시를 자동

터넷(표면웹, surface web)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보통 구분 없이 사용되지만,

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장에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싸
이퍼트레이스(Ciphertrace), 블록시어(Blockseer) 등의 다양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 추적 및 분석 도구들이 출시되어 있다. 이런
도구들을 도입하는 것도 거래 내역 은닉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
일 것이다.

그 은닉 정도에 따라 딥웹과 다크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범죄 관련 웹 사이
트는 다크웹에 해당한다.
5 암시장(暗市場)
6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 딥웹 또는 다크웹과 대비대는 개념
7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세탁 요청 받은 금액을 다른 트랜잭션의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송하는 방식
8 전통적인 자금 세탁에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추적을 피하던 방식을 그대로 비
트코인에 적용한 것으로, 다수의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서로 섞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
하는 세탁 방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과 접점 분

9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단말기 정보와 사용자의 접

석을 통해 비트코인을 추적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하고,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컴퓨터나 모바일 디

까지 이러한 접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소를

바이스 등의 단말기 정보와 사용자의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한 현금 전환 또는 물품 구매와 같은 유형을 제외한 몇몇 유형에

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나 오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

범죄나 오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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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판면은 저작물을 구성

신고 수리 절차 규정

하는 외관으로서 필연적으로 저작물과 독립적
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 이

정부는 2017년 1월 4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로 인한 저작자와 출판자 권리 보호의 불균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문제, 저작물 이용활성화 저해 문제, 현재 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판환경에서의 판면권 도입의 불필요성 문제

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판면권을 인

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민원

보이는 상황이다.

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
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안 제10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은 허가

ISP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근거 마련

사항인 저작권신탁관리업과는 달리 결격사유
의 확인 등 형식적 심사만을 거치는 신고사항에

김정재 의원이 2017년 2월 28일 대표발의한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

어 있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

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여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작권대리중개 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안 제103조

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1항 개정).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고 있다.

도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내
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

출판자에게 판면권 부여

2017년 저작권법 개정
이슈 소개

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곧 ISP를 의미하는

노웅래 의원이 2017년 1월 11일 대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ISP에게 복제·

개정안은 출판자에게도 판면권을 부여함으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써 판면에 투자한 정신적 노동 및 노력에 대한

개정안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

2016년과 2017년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한

출판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안 제2

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ISP는 직접 저작물을

이후 저작권법에 관한 일부 개정 및 이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ISP

조 37호,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4 신설).

복제·전송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근거 마련이나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등, 저작권보호원
출범 이후 국회에서 개정 혹은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글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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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이란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

가능케 할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불

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의 일반적인 외관

과하기 때문에 ISP에게 직접 복제·전송을 요

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면권이란 이와 같은 외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관에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런데 ISP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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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하였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

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

으로 명백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이용

우 접속차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

자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으나, 명확한

련하는 내용이다(안 제133조의3).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

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

텐츠가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전

색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송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저작권 등의 권

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

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

요되어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

을 사용하더라도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

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

다. 개정안과 같은 절차를 도입할 경우, 방송통

들에게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하였

신심의위원회의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저작권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

다. 또한, 대규모점포 중 기존 권리행사 대상에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곧바로 접속

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

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

차단을 명하게 되어 현행법상의 조치 기간에 비

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공연권)을 행사할

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게 되어 보다 실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료를 부담

효성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

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고자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

50㎡ 이하의 영업장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제외하였고,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4,000원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2017년 8월 22일 개정, 시행일 2018년 8월 23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

그 동안 이러한 규정은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록 설계하였다. 또한,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커피숍, 호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해 한국 저작재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

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다양한 배경음악이

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

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징수 제도를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현행 저작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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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호를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의 유포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의 내용에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불법복제물 유통자들은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추가

국내 단속을 회피할 목적에서 서버를 해외로 이
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김정재 의원이 2017년 7월 10일 대표발의한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해당사이트 접

개정안은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속 차단 조치가 현행법상의 유일한 대응 수단에

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불과하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의

등을 송신·경로지정·연결제공 또는 자동적·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할 경우 문화체육관

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복제물 등에 대한

에서 심의하는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는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심의 및 방송통신심의

하는 내용(안 제133조의2)과 (ii) 저작권보호원

위원회의 심의안건 과다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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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속 차단이 되기까지 수개월의 긴 기간이 소

불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효과가 미미
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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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의
유포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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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ift

Hector
and

꾸뻬 씨의 행복수업,
세상을 다시 보다
다시 또 새로운 해가 밝았다. 매년 모든 순간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
해 노력하지만 진정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
약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꾸뻬 씨
의 행복 여행》을 저술한 작가 프랑수아 를로르가 찾은 행복의 비밀과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글 프랑수아 를로르 정신과 의사, 작가

행 복 은
주 변

환 경 에 서

오 는

것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두 가지 가설로 나누어 생
각해 본다. 하나는 주변 환경이 행복의 필요조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상향식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선천적 기질을 갖고 있
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는 ‘하향식 가설’이다.
우선, 환경과 관련된 상향식 가설에 대해 살펴보자. 특히
회사에서 매니저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소설 《꾸뻬 씨의
행복여행》 중 행복에 관한 몇 가지 배움을 예로 들어 보자. 꾸
뻬 씨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과 프랑스 근로자의 1년 근로 시간을 비교했을 때 한
국이 프랑스보다 25% 이상 많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 꾸뻬 씨는 행복에 대해 ‘집과 정원
을 갖는 것’, ‘파티를 여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 그리스
철학자 중 에피쿠로스는 “축제와 파티가 없는 삶이란, 여관이
없는 여행길과 같다”고 했다. 프랑스인은 이 말에 세계 최강
으로 공감할 것이다. 결국 행복은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주변 요소들로 인해 행복을 느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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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복 을

망 치 는

지 름 길

우리는 사회적 개체이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의 비교는 불가
피하며 대상도 다양하다. 주위의 친구, 동료, 가족, 이웃, 심지
어 자기 자신조차 비교 대상이 된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뿐 아
니라 동물들도 다른 동물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하니 비교하는
행동은 본능적,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경우 경쟁심과 공격성이라
는 두 가지 욕망이 함께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웃이 고가의 좋
은 차를 산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멋진 차를 사고 싶다’는 경
쟁심과 ‘저렇게 비싼 차를 사다니 저 사람은 너무 어리석다’는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는 경쟁심과 적대
감을 불러일으키며,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행 복 은

세 상 을

방 식 에

달 려

보 는

있 다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나는 1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나’,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 ‘나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

다음으로 ‘하향식 가설’을 살펴보자. 꾸뻬 씨는 스님을 만나

며 스스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과 비교한다. 이와 같이 자

러 가면서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에 달려 있다”는 중

기 자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등과 비교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

요한 배움 하나를 얻는다. 그리스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복의 조건을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이 아닌, 그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깊다고 보았다.
꾸뻬 씨는 또한 “행복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for
Happiness

비 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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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신을 통제하고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작업을 통제할 수 있으
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것이 업무 환경에서 행복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유지하
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며 행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와 지속 방법 등에 대

라는 배움도 얻었는데, 명상이나 자신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
을 가질 때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행 복 을

이 가설은 주변 환경보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 행

유 지 하 는

해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
방 법

쟁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행복을 일에서만 찾을 수 있

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설 외에 인
성과 기질에 따라 근로 환경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행복, 만족, 웰빙에 대해 더 많

는 것은 아니다. 감각적, 쾌락적 즐거움도 있고 스스로의 선택

르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은 관심을 갖게 됐다. 또한 행복이 학술 분야로 편입되면서 지

에 의해 자유행동을 할 때 오는 기쁨도 있다. 또한 사랑하는 가

말이 맞을 경우 근로 조건을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

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연구

족에게서 얻는 행복도 있으며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때 오

이다. 또한 행복은 체중이나 혈압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 변

내용 중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

는 행복도 있다.

했다가 곧 일정 수준으로 되돌아온다는 ‘세트 포인트(Set

해 알아본다.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주변에

Point)’이론도 있다. 특히 이 수준은 유년기에 어떤 생활을

첫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꾸뻬

다양한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것, 다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

했는가에 달려 있으며, 상황이 어떻든 일정한 행복 수준을 유

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을 기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

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맞지만, 완전히 옳은 이론이라

를 맺으며,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해야 한다.

고는 할 수 없다.

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배움을 얻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
람과 일할 때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므
로 회사의 부서장들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팀원 간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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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저작권 보호 현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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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생의 열정으로 뛰다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 해단식

지난 5월 야심차게 시작한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가 11월 2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해단식을
갖고 약 7개월 동안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 해단식 현장을 통해
02

저작권OK 지정사업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홍보하기 위한 리포터즈 18명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03

글 편집실 사진 김영선

01

저작권OK 리포터즈의
공식 활동은
해단식과 함께
종료됐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들의 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OK 지정사업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홍보
하기 위한 ‘저작권OK 리포터즈’를 올해 처음 선발했다. 저작권OK 리포
터즈 1기로 뽑힌 대학생 18명은 지난 5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7
개월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97일 동안의 온·오프라인 활동 성과 공유

11월 24일, 해단식이 열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로 저작권OK 리
포터즈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들은 활동소감을 정성스럽게 써서 저작권
OK 희망나무에 걸며 리포터즈 활동을 추억했다.
해단식에선 저작권OK 지정사업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알리기 위해
C-CO(콕) 팀, 저작거리 팀, OK알려조 팀, 동공지진 팀, ABC 팀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197일 동안 달려 온 리포터즈의 활약상 소개가 이어졌다.
리포터즈는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20회 부천국
제만화축제에서 저작권OK 지정사업을 홍보했다. C-OK(콕) 팀은
‘PRODUCE 101’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불법복제물 유통채널 투표 이벤
트를, 저작거리 팀은 온라인 상 만화콘텐츠 이용 설문캠페인을, OK알려
줘 팀은 불법다운로드 실태파악 및 저작권 인지도 조사를, 동공지진팀은
저작권OK 지정사업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를, ABC 팀은 인스타그램
을 활용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관람객들과 소통했다.
이번 리포터즈의 최대 미션은 저작권OK 지정 유통사 탐방취재 활동
을 담은 ‘우리 동네 저작권OK’ 영상제작이었다. 이를 위해 리포터즈는 9
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교육을 받고, 10월 탐방취재를 진행하며
영상을 직접 기획·제작했다. 리포터즈는 tvN ‘신서유기’ 프로그램에 등장

01 11월 24일 열린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 해단식
에서 윤태용 원장과 1기 리포터즈들 02 리포터즈들
이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봤다. 03 팀별 발표 후 이어
진 수료증 수여식

하는 ‘기묘한 힘’ 인형을 등장시켜 친근감을 높이거나 데이트 코스를 콘셉
트로 저작권OK 지정 유통사를 소개하는 등 대학생 특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상을 만들어 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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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선 리포터즈가
‘저작권 보호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해단식에선 리포터즈의 오프라인 활동 못지않은 온라인 활동 성과

35

7개월 동안 대학생들의 열정을 보여준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 이
들의 공식 활동은 해단식과 함께 종료됐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열정은 계속 될 것이다.

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리포터즈들이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기
사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널리 알린 결과, 한국저작권보호원 공
식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약 10배 증가한 3만 5,000명에 달하는 성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 우수 활동 수상자

과를 이뤄냈다. 또한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 결과, 팔로워 수는
최우수상

173% 증가했다.
박수와 환호 받은 1기 리포터즈

개인
부문

06

우수상
공혜민 씨(대진대 문헌정보학과)

팀별 활동내용 발표 후 수료증 수여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장려상

시상식 개인 부문에서는 정승홍 씨(서울시립대 경영학과)가 성실한 참
04

정승홍 씨(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여와 뛰어난 과제수행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의 주인공

김민주 씨(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염지우·전재홍 씨(이

이 됐다. 팀 부문에서는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한 동공지진 팀이 최우수상

상 경기대 지식재산권학과)

과 상금 5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보내며 함께 활동해 온 동료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TEAM
부문

동공지진 팀 _ 박진용 씨(한양대 경영학과), 공혜민 씨(대

개인 부문 최우수상

진대 문헌정보학과), 염지우 씨(경기대 지식재산권학과),

● ● ● ● ●

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확산

김동혁 씨(강남대 법학과)

정승홍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리포터즈에게 “해단식

우수상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이후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C-OK 팀 _ 정승홍 씨(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김예림 씨(성

“저작권OK 리포터즈가 저에게는 첫 대외

고 말했다.

신여대 독어독문학과), 김민주 씨(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활동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

장려상

회를 주셔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감사합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2018년 상반기에 저작권OK 리포

저작거리 팀 _ 박세훈 씨(가톨릭대 경영학과), 조민규 씨

니다. 리포터즈로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터즈 2기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항주 씨(상명대 지적

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재산권학과), 서지수 씨(경희대 경영학과)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저작권OK 리포터즈 활동이 국민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OK 리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선발·운영할

05

Interview

최우수상

수상자와 수상팀이 호명될 때마다 리포터즈는 커다란 박수와 환호를

이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뜻깊
었습니다. 앞으로도 2, 3기가 계속 이어져
많은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팀 부문 최우수상
04 개인 부문 우수 활동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 ● ● ● ●

있다. 05 이번 해단식에서는 우수 활동 팀도 선정해
시상했다. 06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리포터즈 07 리

동공지진 팀

포터즈들의 소감 발표를 경청하는 청중

박진용, 공혜민, 염지우, 김동혁
“최우수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기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덕분
에 저작권에 대해 알아가며 활발히 활동할

REPORTERS

수 있었습니다. 리포터즈 활동은 끝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이 보호받
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7

THINK +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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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저작권 보호 현장 II

36

37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의
미래를 논하다
제27회 저작권 열린 포럼
02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와 전문성을 더하고 있는 저작권 열린

저작권 보호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

포럼, 그 스물일곱 번째 자리가 지난 11월 17일 상명대학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

에서 열렸다. 저작권 보호를 연구하고 집행하는 전문가들과

부가 후원한 제27회 저작권 열린 포럼이 11월 17일 상명대학교 미래백

향후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 간에 열
린 소통의 시간. 저작권 보호를 연구하고 집행하는 전문가들
이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글 편집실 사진 문영진

년관 밀레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의 미래’라는 대주
제 아래 학계와 법조계, 관계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여 4시간 동안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상명대는 지난 2008년 세계 최초로 저작권보호학과가 개설된 학교인
만큼 이날 현장에는 관련 인사뿐 아니라 평소 저작권에 높은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도 다수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인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이슈에 관한 토론을 통해 미래를 조망할

01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물론 파릇파릇한 20대 청춘들까지 참석한 현
장은 때 이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다.
02 윤태용 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포럼의 가치와 의의를 밝혔다. 03 본격적

01

OPEN FORUM

인 시작에 앞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윤태용 원장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을
맡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했고, 윤태용 저작권보호원 원
장은 축사로 화답하며 “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클라우드 등 누구나 관
심 있는 주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새로운 시
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포럼의 가치를 밝혔다.

03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의 발현과
저작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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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맞춰
‘링크’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38

39

저작권 전문가 한 자리 모여 뜨거운 토론의 장

포럼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첫 주제는 ‘링크사이트에
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이었다. 사회는 한국저작권법
학회 최경수 부회장이 맡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

07 세션 발표에 이어 토론을 펼치고 있는 발제자와 패널들의 유쾌

가 발표자로 나서 일명 ‘핫팡69’ 사건으로 불렸던 임베디드 링크 사건의 1

한 모습.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08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을 진행해 청중들

심, 2심,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경향과 판례와도 비교해
07

국내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열린 포럼의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발표 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판사와 임상혁 변호사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규홍 판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링크’에 대한 대법
원의 정의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의
04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학계의 비판이 있지만, 현
재 계류 중인 합당한 사건이 없어 이러한 입장은 당분간 변화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상혁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방송 포맷의 저작권’이 새롭게 인

저작권 보호 현안에 대한 법률 측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된 이

정되고, 2심 법원에서 ‘안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시장의 요구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다소 고조된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가진 휴식시간

번 포럼은 저작권 보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최신 저

가 있다면 판례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링크

동안 참석자들은 편안히 인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학계 차원의 연구논의 확대를 기대하게 했다.

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섣불리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반대지만, 최소

했다.

한의 민사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05

저작권의 미래를 굳건히 다지는 초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마지막

두 번째 주제는 ‘저작권 침해 수익원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간접 방조

세션의 주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수사에 대한 이슈’,

적용의 가능성’이었다.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를 수사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아

자로,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창화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교수는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차이를 설명하

딥웹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환경과 디지털 포렌식을 발표

고 “침해사이트의 광고 중지와 철회는 여러 위험요소와 문제 등을 고려해

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정용욱 연구관은 실제 수사현장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줘 큰 호응을 받았다, 세종대학교 법학부의 최

이어진 토론에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불법행위·범죄

승재 교수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진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의 문제로 확장시켜 이야기를 나눈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박사와 서강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는 광고차단·중지를 위한 입법의

편, 법령이나 기술적인 장치 등 보다 실용적인 규제수단의 필요성을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대한 소감과 함께 다양한 문
화 콘텐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

06

한 현실적인 정책의 발현과 저작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의 냉철한 지성과 청춘의 뜨거운 열정이 만난 열린 포럼 현
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참석자들의 열정은 대한민국 저작권의 미래를
한층 굳건하게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판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바뀌어 가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

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8

04 세션 1의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저작권 소송으로 야기되는 민
사 그리고 형사상 책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05 세션 2 ‘저작권 침해 수익원 제공자의 방조책임 적
용 가능성’을 발표한 김창화 교수(한밭대 공공행정학과)가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06 마지막
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해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주제 소개와 더불어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CHANGE +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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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C군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저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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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다들 회의실에서 보자고 합니다”

권 보호가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공유와 공개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 제작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책임을 확
립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 하동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저자

김 대리가 무거운 얼굴로 말을 건넸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인지 다들 고민이 많다. 인터넷 때문이다. 요즘 젊은층은 구글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 셀프여행을 많이 간다. 팀장도 이 사실
을 알고 있기에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 해야겠습니다”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고민 끝에 말을 꺼냈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할인행사는 역효과
가 크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신입사원이 입을 열었다.
“요즘 대부분 기업들이 활용한다는 IT기술 말이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팀장이 관심을 보이며 진지하게 묻는다.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데이터를 모으면 됩니
다. 나이, 여행지, 시간대, 선호하는 패키지 상품별로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겁니다.”

빅데이터,
무턱대고 활용 말고
저작권을 확인하세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려면 서버를 추가로 구매하고, 소프
트웨어도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빅데이터를 이용해 본 적도 없고 시스템도 새로 준비해야하기에
다들 신입사원을 쳐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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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A투어 여행사가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이용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평소 IT와 관련된 법에 관심이 많은 나는 궁금한 점이 생겼다.

42

43

둡을 이용하면 1700여 개의 노드로 분산해 각 노드 당 8개의 스

지에 게시하였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레드로 처리가 되어 15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정리 가능한 10-

복사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다. 피고

20%에 불과한 데이터에만 집중했던 기업들도 빅데이터를 모으

는 가설사설망을 이용하여 IP주소를 여러 개로 분산하여 누가 크롤

고 분석하는 일에 하나 둘 뛰어 들기 시작했다. ‘빅 데이터는 가장

링 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였지만 결국 밝혀지고 말았다.

뛰어난 정보기관 요원보다도 정보력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
“타사가 만든 데이터를 그냥 이용해도 될까요?”

올바른 공유문화 확립의 시작

도로 현재 가장 성공한 IT정보기술로 각광받는다.

“데이터는 공유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개별 소재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에 입

신입사원의 자신에 찬 말을 들으니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대

빅데이터는 그것을 구성하는 소재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베

력된 개별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

학 강의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다. ‘사실이나 데이터를 모으

이스로 나눈다. 저작권법은 소재에 해당하는 글, 사진이나 영상물

제작자의 권리보호가 우선

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비록 ‘개별 소재라도’ 반복적으로 또

고 가공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저작물 보호

은 독창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한다. 사실이나 정보를 담은 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한 부분을

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 등을 함으로써 당해 데

를 받지 못한다’며 교수님은 ‘저작권은 데이터가 아닌 선택과 배

텐츠나 명령어로 이루어진 HTML소스는 대부분 독창성이 없기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열에 대해서만 보호한다’고 강조하셨다. 신입사원 이야기가 맞는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권리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재가 되는 데이터들을 추출

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이 역시 데이터베이스제작권의 권리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간과 돈을 들여 만

저작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다. 데

하는 것과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

든 빅데이터를 그냥 이용해도 된다니... 마치 공들여 만든 남의 디

이터베이스는 선택과 배열에 독창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

조성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보호되는

의 보호기간은 제작 완료의 시점부터 5년이다.

자인을 무단으로 베끼는 느낌이다.

된다. 기사를 편집하여 독자가 읽기 쉽도록 배치한 신문처럼 데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작·갱신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

저작권법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부

터를 선택하고 배열하는데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전화

그램은 제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별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

정경쟁방지법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빅데이터가 세상을 변화시키다

번호부의 인명편, 사전, 주소록과 같이 가나다 혹은 알파벳순으로

기 때문이다. 또한 IP, 이메일 주소를 모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통

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

빅데이터는 3D프린팅, 가상현실, 나노기술과 함께 4대 정보혁명

모은 자료는 선택과 배열에 독창성이 없다. 미국법원은 알파벳 순

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도 제외된다.

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라고 부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쌓인 데

서로 수록한 전화번호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독창성이 없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보충, 검증 등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터의 80%는 정리를 할 수 없어 버려야 할 정보로 취급했다. 클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Feist 판결). 빅데이터를

에 있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타인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

라우드, 모바일, 소셜에서 급속도로 쌓이는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선택과 배열에 독창성이 없는 경우가

권리를 갖게 된다. 물론 ‘상당한 투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어야

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서 이런 광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대부분이다.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중요성이나, 수집과 가공

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타인의 법률상 보호할

의 난이도, 정보의 체계성을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술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빅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가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제작한 자

으로는 부족하다. 적게는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많게는 수 페타바

료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만

이트의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년 전에

들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상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것이 쉽

얼마 전에 법원은 인터넷 및 모바일 사이트인 ‘잡코리아’의 빅

한 과제도 남아 있다. 인간의 활동과 관심사를 취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하둡(Hadoop)’이라는 기술이 개발

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웠다.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각국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

는 개인의 금융, 의료, 관심사 등을 모으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

되면서 빅데이터는 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매개기술로 성장했다.

은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만들어 보

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7.4.6.선고 2016나

문이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작하는 기업들은 빅데이터 처

1테라바이트의 파일에서 특정 단어를 찾기 위해 유닉스 명령어

호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제

2019365).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잡코리아가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

리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를 실행하면 13일이나 걸렸지만, 분산 및 병렬 처리가 가능한 하

작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93조).

재된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다 자신의 홈페이

가 있다.

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

He is...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등을 쓴 저자
하동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이자 법학박사이다. (사)디지
털법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영업장에서 음악 저작
물 공연 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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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44

① 규모(Volume)

⑤ 가치(Value)

생성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는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빅데이터가 추구하는 것은 가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와 빅데이터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치 창출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 정보로 조직이나 기관에

를 판단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다양성(Variety)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의 다양한 종류 및 형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

그렇다면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역할이 매우 중

디오, SNS 등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 분석 관리 및 처리

요한데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 기술에 대해서도 알

등을 한다.

아보자.

③ 속도(Velocity)

①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이란?

데이터의 처리 속도.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 및 처리하는 과정이

텍스트 마이닝은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자연어처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
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일컫는다.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술로는

●

글
─
경민대학교 IT경영학과
최희식 외래교수

최근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물
건을 구입하며 결제를 진행한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소비 패턴을 데이터화
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핵심인 빅데이터(Big Dat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이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1년간 40
퍼센트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게 되었다.
IT 산업계에서도 규모적인 면에서 빅데이터의 성장 기대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의 마윈(Jack Ma) 회장
은 앞으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ata Technology, DT)의 시대가 성공을 이끌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큰 법적 문제는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급성장으로 인해 데이터 수
집 및 활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복제가 필요할 것이며, 데이터 수요 증가로 인한 기술적
인 부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핵심
인 빅데이터(Big Data)의 주요 역할과 데이터 테크놀로지 저작권 관련 분쟁 논란 예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빅데이터(Big Data)란?

2012년 가트너(Gartner)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3V로 요약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트너
의 3V에 정확성(Veracity)과 가치(Value)를 추가해 빅데이터를 5V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 빅데
이터 5V에 대한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④ 정확성(Veracity)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인데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성. 양이 늘어남에 따라 거짓 데이터의 양

이 외에도 언어 모델링, 기계 학습 알고리즘 등에 대한 기술이 있

또한 늘어날 수 있기에 거짓을 제거하고 정확한 데이터만을 필터링

다.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예로서는 웹문서, 오디오, 동영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SNS 등이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술을 활용해 숨어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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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거나 특정한 패턴이나 트렌드를 추출하
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데이터 처리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 캐나다의 저작권법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 음

빅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악, 예술 작품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제하는 과정에

1992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있다. 저작물의 데이터를 수집 및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②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이란?

Agreement, NAFTA)이 체결된 후, ‘편집’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건강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정형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규칙이나 의미

인정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있는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분석 과정

편집의 예로서는 데이터를 선정 또는 각색하여 얻은 결과물

미국, 캐나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에 따라 공정 이

을 일컫는다. 찾아낸 의미 있는 정보는 의사 결정에 이용되며, 데이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편집 과정의 독창성이 데이터베이

용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데이터를

터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성은 증

스가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

수집과 같은 행위는 공정 이용으로 간주하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

가하고 있다. 또한,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에 다양한 알고리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1997년에 있었던 텔레디렉

하지 않는다.

즘들이 개발되고 있다. 정형 데이터는 연산이 가능한 구조적 데이터

트(TeleDirect)와 아메리칸 비즈니스 인포메이션(American

그러나 유럽의 경우 저작권법 역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인 또

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RDMS 파일이 속한다.

Business Information)과의 정보 수집에 대한 소송에서 캐나

는 단체의 데이터 마이닝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저작

다 법원은 선정 또는 각색된 데이터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저작물

권법과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 조항에 따라 데이터 마이닝 행위는

미주지역 빅데이터의 저작물

로서 인정받기 위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캐나다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데이터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시사점

는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다만 테이블, 그래

그럼,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

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특정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는 걸까? 독창성이 있는 결과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독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 된 저작권법에 대해 큰

을 적용할 수 있다.

자적으로 만든 저작물이어야 하거나 데이터를 선택 및 편집하는 과

논쟁적 이슈는 없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되

정에서 저자의 기술, 판단 및 노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고 활용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배제할 수

저자의 기술, 판단 및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결과물이 기계적인

없다고 판단된다.

행동적 판단으로 만들어졌다면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제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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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데이터와 관련된 조항들은 많지
만 법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

미국의 저작권법도 캐나다의 저작권법과 비슷하며 결과물이

어 있다.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법은 앞으로 도래될 데이터 테크놀로

반면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강한 조치 및 규제가 정부 차원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 및 조립하는 과정에

지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할 필요

에서 진행된다면 빅데이터 시장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서 저자의 독창적인 판단 및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 때문에 저작물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 간의 적절한

한 팩트(Fact)는 창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팩트에 기반을 둔 데이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터를 수집 및 각색한 결과물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더욱 쉽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고 한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현재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저작물로 인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즉,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이

출처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보다는 기계적이고

http://www.ibmbigdatahub.com/infographic/four-vs-big-data

무작위로 수집되기 때문에 현 저작권법으로는 저작물로서 인정받

http://www.rluk.ac.uk/about-us/blog/how-does-european-copyright-law-affectinnovation-in-the-big-data-economy/

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분류됨에 따라 저작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이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588fe0d-64fd-4b84-b3b4ef75efc72d08#_ftn6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mar/12/big-data-greatergood-privacy-invasion

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d68e9fd-7dfb-4071-aa389ce6ea9856a0

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저작물로서도 인정

https://www.cigionline.org/articles/nafta-intellectual-property-talks-should-bewary-big-data-impacts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https://www.sas.com/en_ca/insights/big-data/what-is-big-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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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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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 왔다. 특히 유럽의 저작권법 개혁의 일환으로 유럽의회 법률

파노라마의
자유 의의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바다(Jean-Marie Cavada)가 공공 예술 작품 및 공공건물의 사

의 예외(panorama exception)라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나, 파노라마의 자
유가 인정되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 건물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을 위한 저작물이나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및 재현하는 행위는 저작권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1876년 독일 예술저작권법(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an
Werken der Bildenden K nste, Kunstgesetz)에서 기원한 것으로 유럽 내 다수 국가들의 저작
권법에 명문화되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용
되어왔다. 현행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2nd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 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5조(3)(h)에서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
치된 건축물 또는 조형물과 같은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및
배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로이 허용되며
사진의 영리적 배포 또한 허용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 2항1)에서 파노
라마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유럽 내 논의들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법률위원회(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Reform)는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와 특히 유럽 연합의 저작권법 개혁에 초
석을 닦기 위해 2014년 9월 25일 결성되었다. 위원회는 저작권법 개혁을 위해 의회 문
화, 교육,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저작권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을 교환하고 있다. 주EU대사관, “[지재권정책] Julia Reda 의원의 EU 저작권 개혁작업”
, <http://bel.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

일 투표를 통해 양측 제안 모두를 입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

boardread.jsp?typeID=15&boardid=10421&seqno=1154086&c=&t=&pa-

정하였다.

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

벽에 설치된 미술저작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상시 공개 저작물

도 전반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파노라마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비용까지 지불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한편, 2017년 4월 27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크루즈 선박의 외

을 일반 공중이 사진, 동영상,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진이나 동영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자의
논란이 일었다.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유럽의회는 2015년 7월 9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란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 등

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3) 하지만 이를 반대한 프랑스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장 마리 카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

Parliament)2)는 2015년 독일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줄리아 레
파노라마의 자유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

글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유현우

1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위원회(the Legal Affairs Committee of the European
다(Julia Reda)가 제출한 저작권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48

du=>, (최종방문: 2017년 12월 06일).
3 이수진, “[유럽]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제기”, 「저작권 동
향」 2015-1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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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장 코스를 시뮬레이션 영상화 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파노라마의 자유가 저작물의 이용환경을 반영한 정책적인 규정이라

있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형량을 보다 구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법 해석상의 논

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일체의 영리행위’까지 명
확하게 제한하여 공공장소의 건축저작물의 영리적인 이용을 제한
하도록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8) 이는 가
상의 공간을 통해 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 시뮬레이션 스포츠의 태생적·본래적 의미에도 반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공장소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
작할 수 있게 이용자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용자 권리 확
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9)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이자 시대를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한
유럽의 사례들은 향후
유럽연합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물로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동향」 2017-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년.
5 스크린 골프는 스크린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주로 실내에서 스크린을 향해 골
프공을 때린다고 해서 유래한 한국식 용어로써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가 정확한 표현이다. 서봉한, “스크린골프
의 시뮬레이션이 실제 필드와의 유사성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제26권 제
2호(통권 제81호), 2014년, 339면.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대표하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골프존 사건과 유사한

8 김승열, “스크린 골프장 저작권 논란과 ‘파노라마의 자유’”, 조선 pub, 2017년 5월 24일,

될 만큼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써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

고 보았다.6) 골프존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내

파노라마의 자유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용의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

입법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해 가면서

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법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골프존이 저작재
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만 실제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은 각자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이기 때문에 기존골프장의 골프코스 모습 내지 이미
지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및 제공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경제

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

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을 통해 파노라마의 자유를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예술저작

판시하였다.7)

물에도 확대 적용시켰다. 이처럼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한 유럽
의 사례들은 향후 유럽연합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디지털 시대 파노라마의 자유의 개선방안

된다.4)

위의 골프존 사건에서 보여지 듯 여러 나라에서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골프존 사건과 파노라마의 자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인 것은 아니다. 특히 용어의 정의가

한편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파노라마의 자유를 적용시켜 논의해

확실하지 않아 법조항 자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

볼만한 사건이 있었다. 실제 존재하는 필드 골프장의 코스를 디지털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스크린 골프로 대표되는 시뮬레이

기술로 구현한 스크린 골프장5)의 코스가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션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산업의 발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었던 골프존 사건이다.

을 위해서는 오히려 파노라마의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심에서 법원은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지형, 토양, 일조 방

4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 크루즈 선박의 외벽에 설치된 미술저작물도 상시 공개 저작

입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 등 자연적 요소와 도로, 전기, 통신 등의 관로배치 등을 종합적으

물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 등 특정인들에게만 출입이 한

로 고려해 원고 골프장의 시설 및 구성요소가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

정되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골프존이 골

NewsNumb=20170524797&nidx=24798>, (최종방문: 2017년 12월 06일).
9 이경민,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상>기술변화에 맞게 알쏭달쏭 법체계 정비해야”, 전자
신문, 2017년 8월 15일, <http://www.etnews.com/20170814000351>, (최종방문:
201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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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E R I C A

현실세계와 가상현실의
저작권

●

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세진 선임연구원

가상현실(VR)이란 무엇인가?

VR이나 AR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

2016년 여름, 국내 각종 매체에서는 ‘포켓몬고(PoketMonGo)’의 게임서비스를 일부지역에

해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현실세계의 배경,

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화제를 이루었다. 포켓몬고는 “위치정보 기반 게임인 인그레스

이미지, 캐릭터, 저작물 등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므로 그와 밀접하

(Ingress)의 시스템에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포켓몬스터를 포획하는 게임”으로 SF영화에서나

게 관련된 현실세계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발

존재할 법한 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이처럼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생할 수 있다.

아닌 가상현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1)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디지털콘텐츠가 성장하

일반 건축물들을 VR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물을 VR에서 이용하는 경우

던 2003년 린든랩(Linden Lab)이 발표한 3D의 신

현실세계의 건축물을 VR의 3차원 이미지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개념 소셜서비스(Social Service) 세컨드라이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

(Second Life)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

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빌딩이나 사무

상공간을 펼쳐내는 기술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실과 같이 주거와 사무를 위한 건축물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려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또는

울 것이다.

혼합현실(Mixed Reality, MR)2)로 구분된다. VR은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은 건물의 전체적 외형에서

가상의 캐릭터와 현실이 아닌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

창작적 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높은 창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과 사물의 가상이미지를 만드는 총체적 기술로서 영화

그리고 건축물에 부속된 조각이나 문양 등에 예술성이 강하게 표현

나 영상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리고 AR은 현실의

되어 있다면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일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혼합해 하나

반 건축물들을 VR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1 2016년 VR과 AR시장 규모는 52억 달러였으나, 2020년 1,62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에

두 산업의 수익 절반 이상은 하드웨어 기기 판매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현실(VR) 및 증강

카메라로 길거리를 비추면 검색하는 상점의 위치나 설

관한 정의에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명, 경로 등이 표기되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현실(AR) 기기 수요 증가” 한국무역협회, 2016.12.8.
2 혼합현실은 현실배경에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혼합하는 동시에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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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의 건축물이나
거리 또는 이미지, 작품 등을
3D 이미지로 구현하였다면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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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 제2항은 “가로·공원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건축물이나 조각
또는 회화를 개방된 장소에서의 전시 혹은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
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현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건
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동일한 표현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또
는 건축저작물을 그 자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아니므
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저작물을 VR에서 이용하는 경우

최근 중국의 IT 기업인 청즈 VR이 트랜스포머와 앤트맨 등과 같은
영화들을 VR기술로 무단으로 재편집 및 디지털화하여 VR서비스 플
랫폼에 게시하였고, VR안경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불법 VR영상을
모바일폰으로 시청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바 있었다.3)
VR에서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전시, 공연, 전송 등을 하는 행
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VR의 창작물은 현실세계
또는 VR의 타인 저작물을 번역·편곡·변경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
차적 저작물인 경우가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VR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한 것이
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VR에서의 저작물 이
용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
하며 명확하지 않다.

© pim pic / Shutterstock.com

VR 내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귀속

VR서비스 내에서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현실세계를 VR로

약관조항은 고객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규제법 상 무효라

캐릭터를 VR에서 이용하는 경우

구현하는 경우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저작권은 저작물

고 보았다. 그리고 고객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한

포켓몬고는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시각적 캐릭터를 융합

을 실제로 창작한 이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현실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객이 가지므로 이용약관에서 고객의 게시물

하여 성공한 사례로 창작성 있는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만화,

세계의 건축물이나 거리 또는 이미지, 작품 등을 3D 이미지로 구

을 임의로 사용, 복제하거나 미디어,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소설, 영화 등 작품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를 받

현하였다면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

는다.

을 수도 있다.

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야구를 소재로

일반적으로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플랫폼들은 콘텐츠를 창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작하여 업로드 한 이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데 VR의 경우,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 이용자는 VR플랫폼에서 제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

공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VR서비스의 경우에

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는 가입 시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보시키

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실황

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야구’ 캐릭터의 상품화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

그러나 VR 플랫폼이 처음부터 이용자의 VR 콘텐츠의 저작권

3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et, “Pirated films used virtual reality to attract

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4) 따라서 VR에

을 보유하여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는 것은

customers”, 2017.11.27. http://english.cnipr.com/iplaws/201711/

서 창작성 있는 캐릭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구할 필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자의 권리가

가 있다.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의 권리를 처음부터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t20171127_223166.html
4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70 판결.
5 “지식재산 관점에서 본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 월간 SW 중심사회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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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중국 저작권 핫 이슈

●

글
─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김지만 외래교수

GPS 런닝 아트를 저작권 등록

최근 런닝 붐에 힘입어, 자신이 어느 정도 달렸는지, 소비한 칼로리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주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는 대단하게 복잡하며, 소송을 제기하려면

는 휴대폰 앱과 GPS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궤적을 아트 작

시간·비용적인 부담도 크므로, 권리침해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품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중국 내에서도 있었다. 게다가, 그러한 작품이 저작물로서 판권국에 등

것이 중국 내 현실이다.

록되었다고 하는 점이 놀라울 일이다. 2017년 1월 20일자의 중화망에 의하면, 북경의 한 여성이 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3월경 북경에서, 중국 최

양공원을 달리며, 장미꽃의 형태의 주행 루트 궤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완성된 궤적을 중국 국가 출

초로 전문가에 의한 영화·TV드라마의 저작권 감정위원회가 발족

판국에 등록하여, 무사등록증서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런닝 아트를 저작물로서 등록된 중국 최초의

되었다.

사례이다. 이 여성이 런닝 메이트들에게 작품을 소개함에 있어 큰 환영을 받았고, 이러한 영향을 받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각종 저작권 관련사건은 영화·TV드라마

아 중국 내에서 런닝을 보다 재밌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에도 연결할 수

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시나리오 혹은 작품 간의 도작을 어떻게 인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관련 이벤트가 열리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 웹챗(Wechat)상에서도

정할 것인지, 독창성이나 표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 사건 심

이러한 작품을 인터넷 투표하여 상품을 주는 등의 관련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리의 난이도가 높고, 판결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판관도

한편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던 아티스트도 이 뉴스를 접한 후,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은 작품을 제작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취득을 위하여 심사 등을 받을 필
요는 없다. 다만 침해를 받은 경우, 누가 언제 그 작품을 제작하였는지 등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유
로, 출판국에 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감정위원회의 발족 역시 이러한 배
경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3월 22일자 제남시보에 의하면 26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법률 전문가가 14명,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감독 등 문학·예술계
전문가가 12명이다. 감정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재판소의 위탁을 받

영화·드라마 저작권 감정위원회 발족

아 저작권에 관한 도작사건의 감정·조회를 하는 것이며, 감정결과

중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표절 논쟁이다. 도작 등으

는 재판소에서 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특히, 근본적인 해

로 제소당한 작품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 원작과의 비교·검증이 행해지는 등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

결을 위해 제작사나 방송사 또는 법적 수단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시키고 있다.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표절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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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이다. AI 그 자체는 사람과 이익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해결하여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저작물인가의

야 할 것은 AI의 보유자와 그 밖의 사람의 이익의 분할의 문제일 것

논의는 최근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2017년 5월 19일, 북경 마

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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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 소프트(아시아) 인터넷 공학원이 개발한 AI탑재 로봇 웨이란

“현재 AI의 창작능력은
기본적으로
딥 러닝에 의한 것으로
데이터 역시 인간이
기계에 제공된 것을 AI가 새롭게
정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샤오삥(微軟小氷)이, 시집을 정식으로 출판하였다. 이는 1억 명의 유

VR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등록 활발

저가 웨이란샤오삥에게 가르친 희로애락 등의 감정을 10장의 시를

중국 출판보호 센터가 공표한 「2016년 중국 소프트웨어 자작권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100% AI가 창작한 인류 최초의 시집이다.

등록 데이터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

웨이란샤오삥은 1920년 이후의 현대 시인 500명 이상의 작품

권 등록은 40만 건을 넘으며, 전년대비 39.48%의 증가세를 보

을 근거로, 1만회의 트레이닝을 통해 스스로의 문체를 만들 수 있

였다. 2017년 7월 14일자 신화망에 따르면, 금융관련 소프트웨

다. 출판 이전에 이미 웹사이트 상에 익명으로 다수의 시를 공개했

어가 전년대비 100%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

지만, 누구도 AI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높은 창작성을

며 앱이나 게임, 교육, 의료,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소프트웨어

가진 작품을 만들게 된 웨이란샤오삥은 앞으로도 의욕적인 집필활

도 40% 이상 증가했다.

동을 할 예정이다. 그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작품이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일 것이다.

지역별로는, 소프트웨어 생산이 발달하고 있는 동부지구가 전체
의 약 80%를 점유하며, 산동, 북경, 상해가 탑3를 이루고 있다. 이처

4월에 개최된 한 포럼에서, 북경시 고등 재판소의 재판관은

럼 동부지구의 등록건수가 많은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현재 AI의 창작능력은 기본적으로 딥 러닝에 의한 것으로 데이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자

역시 인간이 기계에 제공된 것을 AI가 새롭게 정렬한 것에 지나지

금보조정책 등의 영향이다. 예를 들어 상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등

않는다”며 의식을 가진 주체에 의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록으로 발생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보호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법정대학 법률대학원

한편, 게임, 교육, 의료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VR소프트웨어의

의 교수는, “AI의 법률문제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만 할 것

등록이 856건으로 급증한 것도 특징이다. 빅데이터도 유사한 증가
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 등록건수는 시장의 성장과 일치하
고, 신기술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료(관청비)를 무료화, 전자
서류제출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등록을 활
발화 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 규범」을 공포

서의 견본은 국가 판권국의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야

2017년 8월 중국 국가 판권국은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 규범」의

하며, 마음대로 변경이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 세관 등

관련 사항으로 “각 저작권 등록기관이 발행한 전자판 저작권 등록

기관의 규정 혹은 요구 및 관계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저작권 등

증서의 법률효과는 완전하게 같은 것이며,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

록기관은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를 발행함과 함께, 서면 저작권 등

는 동일 작품의 서면 등록증서와 같은 법률효과를 가진다”는 통지

록증서도 발행해야 한다.

를 발표하였다.

게다가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는, 전국 저작권 등록정보 통

통지에는 「중국 국가 판권국」과 “각 성급 판권 행정 관리 부분을

계 시스템에 입력되고, 등록된 동일 작품의 전자판 증서와 중복되

저작권 등록 기관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조건을 구비하는 기관에

어 통계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 등록기관의 위탁을 받아 전자판

게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의 작성·발행 등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저작권 등록증서를 작성·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 판권

구체적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의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의 규범에 관한 통지」에 위반하여 작

다만,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는 중국 국가 판권국의 「저작권 등

성, 발행된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서는 한결 같이 ‘무효’라고 규정되

록증서의 규범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작성·발행되어야 하며, 정

어 있다.

보를 임의로 변경·추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자판 저작권 등록증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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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크리에이터

혼돈의 트랜스 시대,
변화의 주도권을 쥐어라
휴대전화가 인터넷과 결합하고 텔레비전이 쇼핑과 결합하는 세상, 그리고 이러한 결합들이
더 이상은 새롭지 않은 시대가 왔다.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결합해서 재창조하는

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방향을 전달

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가 미디어에 몰입할 수

하고 있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

있는 경험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커피 판매를 계속하지만 다른

두 번째 척도는 협력적 창조로서 소비자와 소비자, 소

시도를 준비하는 워밍업 기간 동안 맥주를 함께 팔면서

비자와 기업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협업, 대중들의

소비자들의 반응이 훨씬 원만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염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효과적인 크라우

두 해두고 있는 것이다.

드소싱(Crowd Sourcing) 운영관리에 대한 개념이다.
세 번째는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경험이다. 운영하

트랜스 시대, 기업들이 갖춰야 할 생존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장대련 교수

트랜스 브랜딩으로 미래를

고 있는 미디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어떤 총체적인 체

이끌어라!

험, 문화적인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조직에 몸담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리더십에 관심이

네 번째 척도는 지속가능한 아이덴티티가 있다.

크다. 리더십을 트랜스와 연결시키면 체계적인 진화

트랜스 브랜딩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주도권이

트랜스, 변화에 대한

상황의 혼란스러운 점만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혼란

를 보여준다. 과거의 리더십은 경영(Management),

자, 브랜드를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변화관리를 실

새로운 시선

을 초월하고 재개편해서 우리를 이롭게 만들 것인지 마

전략 ( S t r a t e g y ) , 상품( P r o d u c t i o n ) , 수행

행할 수 있는 주도권이다. 트랜스 브랜딩의 4가지 성공

인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Performance), 혁신(Innovation)에 주력했다고

척도와 2F 전략을 도입했을 경우 보다 성공적인 운영관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리더십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

리와 실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Trans)’는 라틴어 어원으로부터 파생된 영어
접두사로 변신력, 초월성 등의 뜻을 담고 있다. 트랜스
브랜딩이란 영화 ‘트랜스포머(Transformers)’에서

트랜스 로드맵을

는가,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도입하는가, 많은 사람들

필요에 따라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듯 브랜드 역시

실행하라

과 공유하고 소통하는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에 잘 운영되는 부분은 F i t에서 브랜드의
DNA와, 브랜드의 일관성 있는 가치 유지 방안, 브랜

그렇다면 트랜스 브랜딩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실

이런 개념들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트랜스 미디어

드 신념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에 대해 전략을 세운다면

기업 역시 ‘트랜스를 잘 반영하자’는 취지로 실행하

무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2F’ 모델이 있다. 이는

환경이다. 기존에 있는 통합 미디어와 크로스 미디어에

Flexible에서는 시간, 장소, 미디어, 고객 요구 등을 반

면 될 것 같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여기에는 크게 두

‘Flexible’과 ‘Fit’을 지칭하는데, 전략에 있어서 둘

이어 트랜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변화를 위한 관리,

영한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달과 표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덩치가 큰 경우다. 대

은 평행노선을 달린다. ‘Fit’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 쉽

공동 창조, 사용자들을 위한 경험, 네트워킹과 연계되어

현방식을 진화시켜 스타일을 통해 브랜드의 확장 경로

기업들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잘 갖췄지만 사람과 조직

게 말해 지켜야 할 것이다. 당분간 현행유지를 할 수 있

있다. 트랜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프로필도 정리할 필요

를 마련하는 실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많을수록 변화는 쉽지 않다. 다른 이유는 사업이 안정

겠지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대로 만족할 수는 없다.

가 있다. 많은 미디어 체험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지적인

권에 있는 경우다. 얼핏 모순적으로 들린다. 사업이 잘

그래서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측면과 체험에 대한 욕구 및 미적인 감각, 새로움에 대

되는데 왜 변해야 할까.

‘Flexible’ 파트에 포함시킨다. 이 파트는 다양하고 가

한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변적이다. 실험적인 전략이며 시도해보는 것이기에 리

대응하는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 많은 기업들이 과거 브

스크가 크지 않아야 한다.

랜드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트랜스

변신력과 초월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핀란드의 네트워크 설비 및 통신장치 제조업체인 노
키아(Nokia)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몰락했다. 인도
나 중국 등 거대 시장에서 제품이 너무 잘 팔린 탓에 눈

스타벅스의 전략을 2F 관점에서 살펴보자. 세계

미디어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제공하고 어떤 성격

앞의 수익을 놓치기 아까웠고 결국 스마트폰이 보급되

커피시장은 포화상태다. 어떻게 초월하느냐의 문제

의 정보 및 콘텐츠·이미지 기반을 닦느냐 하는 점이 기

면서 맥을 못 추었다. 이렇듯 기업의 호황은 미래에 대

를 두고 스타벅스는 커피를 넘어 전방위 음료시장을

업의 평판을 좌우할 것이다.

한 전망을 둔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현재에 안주하고 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규음료를 공략하는

진하기를 주저했기에 새로운 것, 보다 나은 것, 미래지

‘Flexible’ 파트의 중요 전략 중 하나는 주류까지 판매

트랜스 미디어 환경이 제공하는

향적인 것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일부 매장에서는 맥주와 와인을

성공의 길

‘트랜싱(Transing)’은 변화, 더 정확히 말해 혼란 속

판매하는 실행을 통해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갖춰야 하는지 일깨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략을 실행하며 스타벅스가 로

주는 프레임워크(Framework)라고 할 수 있다. 시장

고를 바꾼 것이다. 새 로고에 커피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

트랜스 미디어 환경에서의 성공 척도는 네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첫 번째, 진화하는 상호작용이다. 앞으로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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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47건

107.2%
증가

64.5%

263,808건

감소

2016년 동기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총 412,114점
단속(수거)

183건
65건
~12월
년 11
6
1
0
2

2017년 11월~12월 단속 결과 총 65건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고,
2016년11월~12월 동기간 대비 건수 기준

~12월
년 11
7
1
0
2

118건(64.5%)이 감소한 수치임.

온라인상
(콘텐츠 장르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총 546,547건
2017년 1월 1일~12월 13일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 권
고 결과, 음악·영상·출판·게임·만화·소프트웨어 등 6개 장르에서
총 546,547건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간 263,808건
대비 107.2% 증가한 수치임.

한눈에 보는
통계인포그래픽

오프라인 장르별
불법복제물
음악 4,066,941점으로
압도적 1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2017년 1월 1일~12월 13일 기준 음악 4,066,941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출판 34,980점, 캐릭터 30,708점, 영상 13,761점 순서임.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저작권법 제133조에 의한 수거·폐기 및 삭제 실적.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

악

9 8 . 1%

FFline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
485,396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209,148건) 기준
약 132.1% 증가
2017년 12월 13일까지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는 485,396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209,148건 대비 약 132.1% 증가하였고
포털 시정권고 건수는 54,651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52,852건 대비 약 3.4% 증가함.

온라인상(콘텐츠 장르별)
불법복제물
영상 417,841건으로
압도적 1위
2017년 1월~12월 13일 기준
■ 영상 417,841건 ■ 만화 45,886건
■ 음악 38,330건

■ 게임 19,357건

■ 출판 16,620건

■ 소프트웨어 8,380건

Online
상

영

2 0 1 7 년 불 법 복 제 물 단 속·시 정 권 고

2017년 현재

7 6 . 5%

SEE +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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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단속·시정권고 통계

불법복제물 단속 · 시정권고 통계

불법복제물 단속 · 시정권고 통계

오프라인

온라인

65

오프라인 단속실적

2017년 12월 13일 기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음악·영상·출판·캐릭터 등 장르에서 총 65건 412,114점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2017년 12월 13일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결과, 음악·영상·출판·게임·만화·소프트웨어 등 6개 장르에

통계 분석

단속 수거 조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 기준 118건(64.5%)이 감소한 수치임.

시정권고 통계 분석

서 총 546,547건 권고 조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간 263,808건 대비 107.2% 증가한 수치임.

>>>

장르별 특별·상시단속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함.

>>>

2017년 12월 13일까지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는 485,396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209,148건 대비 약

• (특별단속) 단속 사각지대(제주도) 음악·출판 집중단속을 추진함.

132.1% 증가하였고 포털 시정권고 건수는 54,651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52,852건 대비 약 3.4% 증

• (상시단속) 전국 주요거점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함

가함.

• (업무협업)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현장점검 기술지원(2017. 10. 13. ~ 2017. 11. 30.)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함.(저작권법 제 133조의2,3)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거점 확대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총 42개 권역(서
울 25개, 수도권 17개)을 중심으로 뽑기방·DVD방 거점 조사를 추진함.

(단위 : 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유통 매체별

유형

웹하드

P2P
(단위 : 건, 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통계

구분

오
프
라
인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
합계

2017년
1.1~12.13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포털 등

건수

수량

575
157
503
-

4,066,941 920
13,761 432
34,980 456
30,708
10
4,146,390 1,818

46
1,281

2015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7,678,109 996 14,420,282 935 15,320,691 741 13,544,783 326
380,419 596
184,107 535
106,748 382
84,028 527
21,443 510
16,697 392
33,576 460
13,225 537
2
208
1
409
5
1
33,218
2
5,030
29
1
1,085
7,816,798 2,037 14,548,965 1,710 15,735,124 1,798 13,743,205 1,399

412,100
209,539
17,224
427
639,290

저작권법 제133조에 의한 수거·폐기 및 삭제 실적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시정권고 내용

2017년
1.1~12.13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경고

256,443

119,990

69,147

24,112

214,122

72,516

삭제/전송중단

228,800

112,843

68,245

21,249

20,059

63,270

153

182

68

-

-

175

소계

485,396

233,015

137,460

45,371

41,909

135,961

경고

2,420

21

-

18

16

172

삭제/전송중단

2,388

21

-

18

16

172

-

-

-

-

-

-

계정정지

계정정지
소계

4,808

42

-

36

32

344

경고

27,434

31,243

56,676

107,374

64,545

44,543

삭제/전송중단

27,217

30,954

56,216

105,524

64,294

43,552

-

-

-

-

-

-

소계

54,651

62,197

112,892

212,898

128,839

88,095

경고

887

1,512

7,323

19,208

44

13,073

삭제/전송중단

805

1,511

7,307

18,847

43

12,566

-

-

-

-

-

-

소계

1,692

3,023

14,630

38,055

87

25,639

총계

546,547

298,277

264,982

296,360

170,867

250,039

계정정지

계정정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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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콘텐츠 장르별

저작물 종류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
웨어

시정권고 내용

2017년
1.1~12.13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단위 : 개)

온라인 불법복제물

2012년

2017년
1.1~12.13

구분

유통분석 시스템
운영현황

2016년

경고

20,293

4,948

1,755

2,884

519

2,133

삭제/전송중단

18,037

4,256

1,565

2,498

447

1,928

-

-

-

-

-

-

소계

38,330

9,204

3,320

5,382

966

4,061

경고

221,591

141,797

95,362

67,392

39,875

78,502

삭제/전송중단

196,250

135,223

94,430

64,516

38,348

69,838

-

-

-

-

-

-

소계

417,841

277,020

189,792

131,908

78,223

148,340

전체 토렌트 등록 사이트(244개) 기준, 현재 폐쇄 사이트 수(190개)

경고

8,313

118

170

293

417

6,621

전체 스트리밍 등록 사이트(111개) 기준, 현재 폐쇄 사이트 수(55개)

삭제/전송중단

8,307

113

169

274

408

6,318

계정정지

계정정지

계정정지

-

-

-

-

-

-

소계

16,620

231

339

567

825

12,939

경고

9,718

8

733

502

827

6,801

삭제/전송중단

9,639

8

731

473

827

6,622

-

-

-

-

-

-

소계

19,357

16

1,464

975

1,654

13,423

경고

22,992

4,111

29,260

74,293

37,372

28,984

삭제/전송중단

22,874

4,065

29,169

72,745

37,273

28,380

-

-

-

-

-

-

소계

45,886

8,176

58,429

147,038

74,645

57,364

경고

4,277

1,784

5,866

5,358

7,445

7,263

삭제/전송중단

4,103

1,664

5,704

5,132

7,109

6,474

-

-

-

-

-

-

소계

8,380

3,448

11,570

10,490

14,554

13,737

총계

546,547

298,277

264,982

296,360

170,867

250,039

계정정지

계정정지

계정정지

연간실적 합계는 장르별 실적과 계정정지 건수를 합산한 수치이며, 계정정지의 경우 장르 구분 불가

67

수집 사이트 수
토렌트

시드파일 수집 수
불법복제물 유통 수
수집 사이트 수

스트리밍

불법복제물 유통 수

2015년

2014년

2013년

54

167

103

58

41

544,763

418,539

722,336

393,384

242,463

11,335,667

22,407,007

50,325,080

71,482,093

30,391,216

56

66

-

-

-

188,055

433,249

-

-

-

(단위 : 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트 접속차단 등

구분

영상·음악

게임

2012년

16

2013년

13

스마트폰 앱

2

출판

합계

12

30
13

2014년

44

2015년

140(412)

-

-

-

140(412)

2016년

225(299)

(2)

-

(12)

225(313)

68

-

4

(705)

72(705)

2017년
1.1~12.13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접속차단 :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상,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망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하는 조치
절차 : 일반국민/권리자(신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접수 및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 차단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 처분

SEE +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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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온·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

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현황
저작권OK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음악, 영화, 만화, 전자책 등
문화콘텐츠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 앱을 말합니다.

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신청하기
업체명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k.kr/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기

간 상시

21 ㈜여기스터디

여기스터디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yeogicyber.co.kr

2013년 05월

전

화 02-3153-2464(침해예방팀 김유림 주임)

22 ㈜비비트리

오픈애즈

기타(이미지)

http://www.openas.com

2013년 05월

2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데이터스토어

기타(DB)

http://www.datastore.or.kr/intro.do

2013년 05월

24 ㈜HS교육그룹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edup.co.kr

2013년 08월

25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ieedu.co.kr

2013년 08월

26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koreahrd.org

2013년 08월

27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hdcyber.net

2013년 08월

28 ㈜이코믹스미디어

이코믹스

출판(만화)

http://www.ecomix.com

2013년 11월

이 메 일 c–ok@kcopa.or.kr
팩

스 02-3153-2719(침해예방팀)

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현황(ʼ17년 12월 14일 현재)
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

㈜휴피스

피우리

출판(전자책)

http://www.piuri.com

2009년 07월

29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출판(만화, 웹툰)

http://www.mrblue.com

2013년 11월

2

㈜씨제이이엔앰

엠넷닷컴

음악

http://www.mnet.com

2009년 07월

30 케이앤그룹㈜

맥스무비

영화

http://www.maxmovie.com

2013년 11월

3

㈜소리바다

소리바다

음악

http://www.soribada.com

2009년 07월

31 ㈜매드포스터디

매드포스터디

교육

http://www.m4study.com

2013년 11월

4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http://www.megastudy.net

2009년 07월

32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누리

기타(공공저작물)

http://www.kogl.or.kr

2014년 02월

5

㈜벅스

벅스

음악

http://www.bugs.co.kr

2009년 09월

33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기타(공공저작물)

http://www.alright.or.kr

2014년 02월

6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

출판(전자책)

http://www.bookcube.com/main.asp

2009년 10월

34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차트

음악

http://www.gaonchart.co.kr

2014년 03월

7

㈜고려이앤씨

비타애듀

교육

http://www.vitaedu.com

2010년 02월

35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매니저

음악

http://gate.riak.or.kr

2014년 03월

8

㈜씨네폭스

씨네폭스

영화

http://www.cinefox.com

2010년 06월

36 ㈜다우인큐브

유니텔연수원

교육

http://www.teacher.co.kr

2014년 03월

9

씨엔씨레볼루션㈜

코믹뱅

출판

http://www.comicbang.com

2011년 08월

37 ㈜다우기술

헬로키노

영상

http://hellokino.unitel.co.kr

2014년 03월

10 ㈜와이즈피어

몽키3

음악

http://www.monkey3.co.kr

2011년 10월

38 한국음반산업협회

케이팝아카이브

음악

http://www.k-pop.or.kr

2014년 03월

11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코믹플러스

출판(만화)

http://www.comicplus.com

2011년 10월

39 ㈜엠피언

벨365

음악

http://www.bell365.com

2014년 05월

12 예스이십사㈜

예스이십사 eBook

출판(전자책)

http://www.yes24.com/Main/eBook.aspx

2012년 05월

40 ㈜엠피언

만화365

만화

http://www.toon365.com

2014년 05월

13 예스이십사㈜

예스이십사 다운로드

영화, 드라마

http://vod.yes24.com

2012년 05월

41 ㈜엠유네트웍스

짱만화

만화

http://www.zzangcomic.co.kr

2014년 05월

14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

출판(전자책)

http://www.bandinlunis.com

2012년 07월

42 케이티뮤직

지니

음악

http://www.genie.co.kr

2014년 05월

15 ㈜인디플러그

인디플러그

영화

http://www.indieplug.net/

2012년 07월

43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알라딘

출판(전자책)

http://ebook.aladin.co.kr

2014년 05월

16 ㈜로엔 엔터테인먼트

멜론

음악

http://www.melon.com

2012년 07월

44 주식회사 북레일

북레일

출판(전자책)

http://www.bookrail.co.kr

2014년 05월

17 ㈜배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http://career.baeoom.com

2012년 11월

45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kedui.net

2014년 06월

18 ㈜배움

배움원격교육연수원

교육

http://teacher.baeoom.com

2012년 11월

46 성덕대부설원격평생교육원

성덕대부설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edu.sdc.ac.kr

2014년 06월

19 ㈜배론

배론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baeron.com

2013년 02월

47 ㈜레진엔터테인먼트

레진코믹스

출판(웹툰)

http://www.lezhin.com

2014년 08월

20 ㈜배론

온라인한국어과정

교육

http://korean.baeron.com/Index.do

2013년 02월

48 ㈜에프지아이

프리진

기타(이미지)

http://www.freegine.com

2014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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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에프지아이

유토이미지

기타(이미지)

http://www.utoimage.com

2014년 08월

77 주식회사 윌비스

월비스 공무원

교육

http://pass.willbes.net

2015년 09월

50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육

http://www.ekgu.ac.kr

2014년 09월

78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경찰

교육

http://cop.willbes.net

2015년 09월

51 ㈜다우인큐브

바로북

출판(전자책)

http://barobook.com

2014년 09월

79 주식회사 윌비스

월비스 행정고시

교육

http://gosi.willbes.net

2015년 09월

52 ㈜발해커뮤니케이션

발해

출판(만화)

http://balhaecommu.blog.me

2014년 09월

80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국립외교원

교육

http://knda.willbes.net

2015년 09월

53 ㈜교보문고

교보문고ebook

출판(전자책)

http://digital.kyobobook.co.kr

2014년 12월

81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사법고시

교육

http://law.willbes.net

2015년 09월

54 ㈜문화뉴스

문화뉴스

기타(뉴스)

http://www.munhwanews.com

2014년 12월

82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변호사

교육

http://bar.willbes.net

2015년 09월

55 ㈜엔파인

아이클릭아트

기타(이미지)

http://www.iclickart.co.kr

2014년 12월

83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공인노무사

교육

http://nomu.willbes.net

2015년 09월

56 ㈜조아라

조아라

출판(전자책)

http://www.joara.com

2014년 12월

84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감정평가사

교육

http://value.willbes.net

2015년 09월

57 ㈜문피아

문피아

출판(전자책)

http://www.munpia.com

2015년 02월

85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임용고시

교육

http://ssam.willbes.net

2015년 09월

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DB)

http://www.kihasa.re.kr

2015년 02월

86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온라인서점

출판(전자책)

http://lib.willbes.net

2015년 09월

59 에듀비전㈜

SLP망고아이

교육

http://www.slpmangoi.com

2015년 02월

87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취업

교육

http://willpass.co.kr

2015년 09월

60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오이북

출판(전자책)

http://www.oebook.co.kr

2015년 02월

88 탑코믹스

탑툰

출판(웹툰)

http://www.toptoon.com

2015년 09월

61 메가뉴스

씨넷코리아

기타(뉴스)

http://www.cnet.co.kr

2015년 02월

8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정책정보시스템

기타(DB)

http://policydb.kcti.re.kr

2015년 09월

62 ㈜누리미디어

Dbpia

기타(DB)

http://www.dbpia.co.kr

2015년 02월

9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타(DB)

http://www.tour.go.kr

2015년 09월

63 통로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기타(이미지)

http://www.clipartkorea.co.kr

2015년 03월

91 루트미디어

플레이뷰

출판(웹소설, 웹툰)

http://www.playview.co.kr

2015년 12월

64 통로이미지㈜

이미지투데이

기타(이미지)

http://www.imagetoday.co.kr

2015년 03월

92 ㈜캠버스

전태련교육학

교육

http://www.jtr.co.kr

2015년 12월

65 통로이미지㈜

이미지코리아

기타(이미지)

http://www.imagekorea.co.kr

2015년 03월

93 ㈜캠버스

고시마트

출판(전자책)

http://www.gosimart.co.kr

2015년 12월

66 리디주식회사

리디북스

출판(전자책)

http://ridibooks.com

2015년 06월

94 ㈜디와이미디어그룹

뉴스토피아

기타(뉴스)

http://www.newstopia.co.kr

2015년 12월

67 ㈜교보핫트랙스

핫트랙스

음악

http://www.hottracks.co.kr

2015년 06월

95 ㈜투믹스

짬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zzamtoon.com

2015년 12월

68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저작권관리

기타(이미지)

http://image.ekosa.org

2015년 06월

96 (주)달이엔엠

애니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anytoon.co.kr

2016년 02월

69 ㈜이미지클릭

이미지클릭

기타(이미지)

http://www.imageclick.com

2015년 06월

97 (주)북팔

북팔

출판(웹소설)

http://novel.bookpal.co.kr

2016년 02월

70 ㈜이미지클릭

이미지톡

기타(이미지)

http://www.imagetok.com

2015년 06월

98 넥스큐브

피너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peanutoon.com

2016년 02월

71 ㈜이미지클릭

아이투투

기타(이미지)

http://www.i22.com

2015년 06월

99 에듀비전㈜

망고아이

교육

http://www.mangoi.co.kr

2016년 02월

72 ㈜한아름닷컴

인터넷만화방

출판(만화)

http://www.manhwa.co.kr

2015년 06월

100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RA이미지

기타(이미지)

http://www.korraimage.com

2016년 02월

7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셈터

기타(DB)

http://stat.mcst.go.kr

2015년 06월

101 ㈜북팔

[앱]북팔 시즌 2.5

출판(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북팔] (Android/iOS)

2016년 02월

74 한글과컴퓨터

한컴샵

기타(SW)

http://shop.hancom.com

2015년 06월

102 넥스큐브

[앱]피너툰

출판(만화, 웹툰)

모바일앱[검색어: 피너툰] (Android)

2016년 02월

75 수완컴퍼니

수완뉴스

기타(뉴스)

http://news.su-wan.com

2015년 09월

103 ㈜와이즈피어

[앱]몽키3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몽키3] (Android/iOS)

2016년 02월

76 주식회사 윌비스

월비스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willbeslife.net

2015년 09월

104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로망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로망] (Android)

201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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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무림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무림] (Android)

2016년 02월

133 ㈜씨네폭스

[앱]씨네폭스무제한관

영화

모바일앱[검색어: 씨네폭스] (Android)

2016년 07월

106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북전자도서관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북전자도서관] (Android/iOS)

2016년 02월

134 ㈜교보핫트랙스

[앱]핫트랙스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핫트랙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07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북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북] (Android)

2016년 02월

135 ㈜소리바다

[앱]소리바다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소리바다] (Android/iOS)

2016년 07월

108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사계절출판사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사계절출판사] (Android/iOS)

2016년 02월

136 ㈜벅스

[앱]벅스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벅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09 ㈜문피아

[앱]문피아

출판(웹소설, 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문피아] (Android/iOS)

2016년 02월

137 ㈜로엔엔터테인먼트

[앱]멜론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멜론] (Android/iOS)

2016년 07월

110 비플라이소프트(주)

아이서퍼

B2B(뉴스)

http://www.eyesurfer.com

2016년 05월

138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기타(뉴스)

http://www.youthpress.net/xe/

2016년 07월

111 비플라이소프트(주)

[앱]아이서퍼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아이서퍼] (Android/iOS)

2016년 05월

139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앱]청소년기자단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청소년기자단] (Android)

2016년 07월

112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st.ac.kr

2016년 05월

140 뉴트리션

뉴트리션

기타(뉴스)

http://nutrition2.asia/2016_v1/

2016년 07월

113 ㈜케이티뮤직

샵엔 지니

B2B(음악)

http://shop.genie.co.kr

2016년 05월

141 ㈜학산문화사

학산문화사

B2B(만화)

http://www.haksanpub.co.kr/main/main.asp

2016년 07월

114 ㈜케이티뮤직

[앱]샵엔 지니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샵엔지니] (Android)

2016년 05월

142 ㈜학산문화사

[앱]학산코믹스

출판(만화)

모바일앱[검색어: 학산코믹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15 ㈜케이티뮤직

[앱]지니 뮤직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지니뮤직] (Android/iOS)

2016년 05월

143 ㈜학산문화사

[앱]파티PLUS

출판(만화)

모바일앱[검색어: 파티PLUS] (Android/iOS)

2016년 07월

116 대원씨아이 주식회사

대원씨아이

B2B(만화)

http://www.dwci.co.kr

2016년 05월

144 ㈜한아름닷컴

[앱]인터넷만화방

출판(만화)

모바일앱[검색어: 인터넷만화방] (Android/iOS)

2016년 07월

117 주식회사 알투스인

백미인

교육

http://www.100miin.com

2016년 05월

145 프라이데이㈜

조이코믹스

출판(웹툰)

http://joycomics.co.kr

2016년 07월

118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뉴스뱅크

기타(이미지)

http://www.newsbank.co.kr

2016년 05월

146 서울문화사

마녀코믹스

출판(만화)

http://www.mcomics.co.kr/

2016년 07월

119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스크랩마스터

B2B(뉴스)

http://www.scrapmaster.co.kr

2016년 05월

147 서울문화사

빅툰

출판(만화)

http://www.big-toon.com/main.php

2016년 07월

120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앱]스크랩마스터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스크랩마스터] (Android/iOS)

2016년 05월

148 ㈜엠이엔터테인먼트

ME미소설

출판(웹소설)

http://me.co.kr

2016년 07월

121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클리핑온

B2B(뉴스)

http://www.clippingon.com

2016년 05월

149 예스이십사㈜

[앱]예스24 eBook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2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앱]클리핑온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클리핑온] (Android/iOS)

2016년 05월

150 예스이십사㈜

[앱]예스24 도서관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3 주식회사 봄코믹스

봄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bomtoon.com

2016년 05월

151 예스이십사㈜

[앱]예스24북러닝동영상강좌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4 주식회사 봄코믹스

[앱]봄툰

출판(만화, 웹툰)

모바일앱[검색어: 봄툰] (Android/iOS)

2016년 05월

152 예스이십사㈜

[앱]예스24북러닝전자도서관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5 ㈜엠피언

[앱]벨365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벨365] (Android/iOS)

2016년 05월

153 예스이십사㈜

예스24e연재

출판(웹소설)

http://estory.yes24.com/eStory

2016년 07월

126 ㈜엠피언

[앱]만화365

출판(만화, 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만화365] (Android/iOS)

2016년 05월

154 예스이십사㈜

[앱]예스24e연재

출판(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e] (Android)

2016년 07월

127 ㈜엠유네트웍스

[앱]짱만화

출판(만화, 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짱만화] (Android)

2016년 05월

155 리디주식회사

[앱]리디북스

출판(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리디북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28 ㈜북큐브네트웍스

[앱]북큐브

출판(웹소설, 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북큐브] (Android/iOS)

2016년 05월

156 ㈜서울문고

[앱]반디앤루니스 모바일서점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반디앤루니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29 씨제이이엔앰(주)

[앱]엠넷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엠넷] (Android/iOS)

2016년 05월

157 ㈜서울문고

[앱]반디앤루니스 eBook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반디앤루니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30 ㈜매경닷컴

MBN

기타(뉴스)

http://mbn.mk.co.kr/

2016년 07월

158 ㈜서울문고

[앱]반디앤루니스 eBook NEW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반디eBOOKNew] (Android/iOS)

2016년 07월

131 ㈜매경닷컴

[앱]MBN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MBN] (Android/iOS)

2016년 07월

159 메가스터디㈜

[앱]메가스터디스마트러닝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메가스터디] (Android/iOS)

2016년 07월

132 ㈜씨네폭스

[앱]씨네폭스

영화

모바일앱[검색어: 씨네폭스] (Android)

2016년 07월

160 ㈜마로인

레알코믹스

출판(만화)

http://www.realcomics.com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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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61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무툰

출판(만화)

http://www.mootoon.co.kr/

2016년 11월

189 ㈜드림씨앤씨

토이드림

기타(캐릭터인형)

http://toydream.co.kr

2017년 06월

162 ㈜무하유

카피킬러 채널

기타(DB)

https://channel.copykiller.co.kr/

2016년 11월

190 ㈜드림씨앤씨

드림씨앤씨

기타(캐릭터인형)

http://dreamcnc.co.kr

2017년 06월

163 ㈜무하유

카피킬러 라이트

기타(DB)

https://lite.copykiller.co.kr/

2016년 11월

191 ㈜드림토이

초이스박스

기타(캐릭터인형)

http://choicebox.co.kr

2017년 06월

164 ㈜무하유

카피킬러 저널

기타(DB)

https://journal.copykiller.org/

2016년 11월

192 ㈜드림토이

드림토이

기타(캐릭터인형)

http://dreamtoy.co.kr

2017년 06월

165 ㈜무하유

카피킬러 캠퍼스

기타(DB)

https://campus.copykiller.co.kr/

2016년 11월

193 ㈜비비랜드

비비랜드

기타(캐릭터인형)

http://bbtoyland.com

2017년 06월

166 ㈜무하유

카피킬러 에듀

기타(DB)

http://edu.copykiller.org/

2016년 11월

194 ㈜비비랜드

비비랜드(회사)

기타(캐릭터인형)

http://bbtoyland.co.kr

2017년 06월

167 ㈜제이스코

모지스톡

이미지

http://www.mogestock.com/

2016년 11월

195 ㈜누리토이즈

누리토이즈

기타(캐릭터인형)

http://gotoyland.co.kr

2017년 06월

168 ㈜제이스코

모지차일드

이미지

http://www.mogechild.com/

2016년 11월

196 ㈜누리토이즈

토이랜드

기타(캐릭터인형)

http://nooritoys.co.kr

2017년 06월

169 ㈜창비

창비

출판

http://www.changbi.com

2016년 11월

197 ㈜세영코리아

엔토이

기타(캐릭터인형)

http://seyoungtoy.co.kr

2017년 06월

170 팁팁커뮤니케이션

팁팁뉴스

기타(뉴스)

http://www.tiptipnews.co.kr

2016년 11월

198 해피월드인터내셔널

해피월드

기타(캐릭터인형)

http://happylove.co.kr

2017년 06월

171 시빅뉴스

시빅뉴스

기타(뉴스)

http://www.civicnews.com/

2016년 11월

199 ㈜중앙교육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joongangcyber.com

2017년 10월

172 시빅뉴스

[앱]시빅뉴스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시빅뉴스] (Android/iOS)

2016년 11월

200 ㈜뉴스씨

공감신문

기타(뉴스)

www.gokorea.kr

2017년 10월

173 ㈜배움

배움IT자격증센터

교육

http://www.pass.baeoom.com

2016년 11월

201 ㈜의회신문

의회신문

기타(뉴스)

www.icouncil.kr

2017년 10월

174 주식회사 한영교육

유스터디

교육

http://www.ustudy.co.kr

2016년 11월

202 ㈜중국동포신문사

중국동포신문

기타(뉴스)

www.dongponews.kr

2017년 10월

175 스페이스에듀

[앱]EBS오답노트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EBS오답노트] (Android/iOS)

2016년 11월

203 ㈜엠마

셀바이뮤직

음악

http://www.sellbuymusic.com

2017년 10월

176 ㈜스터디채널

스터디채널

교육

http://studych.co.kr

2017년 03월

204 ㈜뮤직코리아

뮤직코리아

음악

http://www.musickorea.asia

2017년 10월

177 진흥원격평생교육원

진흥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jhoneedu.com

2017년 03월

205 ㈜비즈폼

비즈폼

기타(문서양식, DB)

www.bizforms.co.kr

2017년 12월

178 ㈜티엔글로벌

드림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edream.or.kr

2017년 03월

206 ㈜엔랩소프트

엔랩소프트닷컴

기타(모바일 게임)

nlabsoft.com

2017년 12월

179 글로벌뉴스통신

글로벌뉴스통신

기타(뉴스)

http://www.globalnewsagency.kr

2017년 03월

207 ㈜공공미디어

공공뉴스

기타(뉴스)

http://www.00news.co.kr/

2017년 12월

180 ㈜콤파

헬스앤라이프

기타(뉴스)

http://news.healthi.kr

2017년 03월

208 ㈜중앙뉴스

중앙뉴스

기타(뉴스)

http://www.ejanews.co.kr/

2017년 12월

181 팁팁커뮤니케이션

[앱]팁팁뉴스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팁팁뉴스] (Android)

2017년 03월

209 ㈜파이낸셜신문

파이낸셜신문

기타(뉴스)

www.efnews.co.kr

2017년 12월

182 ㈜넥스큐브

메가코믹스

출판(만화)

http://megacomics.co.kr

2017년 06월

210 ㈜라프텔

라프텔

기타(애니메이션)

https://laftel.net/

2017년 12월

183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인사이드케이블

기타(뉴스)

http://www.incable.co.kr

2017년 06월

211 ㈜라프텔

[앱]라프텔

기타(애니메이션)

모바일앱[검색어: 라프텔] (Android/iOS)

2017년 12월

184 ㈜뉴스포스트신문사

뉴스포스트

기타(뉴스)

http://www.newspost.kr

2017년 06월

212 ㈜중앙교육

[앱]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Android/iOS)

2017년 12월

185 ㈜펌프스테이션

펌프스테이션

음악

https://pumpstation.co.kr

2017년 06월

213 ㈜진흥원격평생교육원

[앱]진흥원격평생교육원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진흥원격평생교육원] (Android)

2017년 12월

186 ㈜샵캐스트

샵캐스트

음악

http://shop-cast.com

2017년 06월

214 ㈜스터디채널

[앱]스터디채널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스터디채널] (Android)

2017년 12월

187 라임덕

윈트리즈뮤직

음악

http://rhymeduck.com

2017년 06월

215 예술과아카이브

[앱]아트허브

기타(이미지)

모바일앱[검색어: 아트허브] (Android/iOS)

2017년 12월

188 예술과아카이브

아트허브

기타(이미지)

http://arthub.co.kr

2017년 06월

216 ㈜콤파

[앱]헬스앤라이프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헬스앤라이프] (Android)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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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 지도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은 오프라인 상 저작권 권리 관계가 확인된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 유통, 서비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서울특별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계: 248곳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신청하기

소계: 188곳

경기도

26

204

18

5

178

5

1

12

1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k.kr/
기

간 홈페이지 참조

전

화 02-3153-2416(침해예방팀 김태일 주임)

인천광역시

이 메 일 c–ok@kcopa.or.kr
팩

소계: 14곳

스 02-3153-2719(침해예방팀)

강원도
소계: 12곳

충청북도
소계: 30곳

1

경상북도

29

소계: 13곳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ʼ17년 12월 14일 현재)
구분

음악 매장

1

서울특별시

26

2

인천광역시

3

부산광역시

출판 매장

기타 매장

소계

204

18

248

1

12

1

14

4

128

1

133

4

대구광역시

1

6

-

7

5

대전광역시

2

75

-

77

6

광주광역시

1

78

-

79

충청남도
소계: 25곳

대전광역시
소계: 77곳

전라북도
소계: 61곳

1

24

2

75

대구광역시
소계: 7곳

7

울산광역시

1

4

-

5

경기도

5

178

5

188

9

강원

-

12

-

12

10

충북

1

29

-

30

11

충남

1

24

-

25

전라남도

12

경북

-

13

-

13

소계: 14곳

13

경남

1

38

-

39

14

전북

-

61

-

61

부산광역시

14

소계: 133곳

15
16

전남

1

13

-

제주

-

23

-

23

합계

45

898

25

968

광주광역시

1

78

1

13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4

128

1

1

38

23

※ ’17년 12월 14일 현재 합계 :

‘저작권OK’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6

4

저작권OK 제도란?
저작권OK 제도는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권리 관계가 확인된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 유통, 서비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

1

소계: 5곳

소계: 39곳

소계: 23곳

13

61

8

소계: 79곳

12

음악 매장 45곳

출판 매장 898곳

기타 매장 25곳 (소계 : 968곳)

* 기타 매장은 영화 DVD 판매점, 복합매장(음악/도서, 액세서리 등 복합하여 판매)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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