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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점의 불법복제물이 삭제 및 수거·폐기돼 약 1,497억 원의 피해를 예

지킴이가 있는 한
불법복제물 물샐 틈 없다

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16명)는 수도권 지
역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물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
을 진행한다.
재택점검요원 신창식·김예지·주영숙·김유정 씨와 어르신점검요원 손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명식 씨가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윤태용 원장은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
을 직접 전달하며 위촉을 축하하고 활동을 격려했다.

2017년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뜻깊은 새 출발

지킴이 발대식’이 개최됐다.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저작권 지킴이 위촉 및 격

위촉장을 받은 저작권 지킴이들은 지킴이 선서를 통해 지킴이 활동에 의
02

려, 정책의지 표명을 위한 이날 행사에서 저작권 지킴이들은 불법복제물 근절 의
지를 다졌다.

01 윤태용 원장이 행사에 앞서 정품 저작물과 불법 복제물 비교전시 공

글 김지원 객원기자 사진 박창수

간을 둘러보고 있다 02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저작권 지킴이가 적극 나서주었다 03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불법 복제물 근절의 의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쳤다

지를 다졌다. 대표선서를 하게 된 신창식 씨는 “우리는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킴이다”라고 선언한 뒤,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자부심과
성실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택점검요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박계환 씨는 가슴 찡
한 삶의 이야기로 참가자들을 감동케 했다. 2살에 소아마비를 겪고 지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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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으로 살아온 그는 정규교과과정을 마친 뒤에도 장애인이라 취업하기
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취업한 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분야
콘텐츠홀 안에서는 저작권OK지정 등 식전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정
리됐다. 그러자 무대 정면에 걸린 대형 걸개에 적힌 ‘저작권 보호, 문화 사
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주제 문구가 드러났다. 이윽
고 윤태용 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 한국대중
문화진흥재단 김원찬 사무총장, DRM인사이드 강호갑 대표, 법무법인세
종의 백대용 변호사, 장애인고용공단 개발사업본부 관계자 등 내·외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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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콘텐츠 이용 문화
정착으로 문화발전과
콘텐츠산업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감을 전한 그는 불법과의 숨바꼭질에서 지킴이들이 앞서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어르신 점검요원 대표로는 손명식 씨가 다짐을
밝혔다. 그는 “50대의 외모, 40대의 체력, 20~30대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계기로 저작권

행사장에 들어서 자리에 앉자 아나운서의 “지금부터 2017년 저작권 지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길 바라며, 올바른 콘텐츠 이용 문화 정

이 발대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본 행사가 시작됐다.

착으로 문화발전과 콘텐츠산업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3월 8일 취임해 공식석상에 처음 인사를 하게 된 윤태용 원장은 “보호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위해 저작권 수호의 제일선에 서다

원은 작년 9월에 출범해 2017년 초까지 조직 안정화에 공을 들여왔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재택점검요원과 어르신 현장점검요원에게 저작권 지

끝에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라고 환영사의 말문을 열었다. 또 보호

킴이 위촉장을 수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원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유통사의 중간에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선 저작권 지킴이

다고 밝히고,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의 땀과 열정은 우리 한류와 문화발전

통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는데,

오후 3시가 가까워오는 시각, 서울산업진흥원 로비와 2층 콘텐츠홀 앞이

에 직결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보호원과 저작권 지킴이의 역량이 불법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이 위촉됐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

북적인다. 저작권계 인사들과 저작권 지킴이들이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복제물을 걸러내는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야 한다면서 환영사를 마쳤다.

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가장 중요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서성이는 사람들 뒤 벽면에는 정품 저작물과 불법 복제물의 샘플을

한 분들은 저도 아니고 다른 내빈도 아니고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지킴이 여

특화돼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웹하드나 토렌트와 같은 저작물 유통 웹사

비치해 정품 이용 의지를 한껏 고취시킨다. 한창 유행하는 포켓몬스터

러분”이라고 활동을 앞둔 지킴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이와 더불어 정

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

캐릭터 인형은 물론 영상 DVD, 도서출판물, 음악 CD까지 정품과 복제

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저작권 침해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품을 비교해둬 누구라도 쉽게 정품과 복제품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놓

다고 밝히면서, 특히 2017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지수는 세계 5위, 보

이와 같은 재택 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확

았다. 조악한 마감품질의 복제품은 곁에 선 배너에 쓰인 ‘함께해요 정품

호활동 분야는 만점에 가깝다고 소개했다. “자부심과 사명감 속에서 활동

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

이용! 만들어요 문화강국’ 메시지를 한층 더 가슴 깊이 각인시킬 수 있

하는 지킴이들이 현장에서 활동해줌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문화발전에 탄

자나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해 불법복제로 인한

도록 했다.

력을 받을 것”이라 당부했다.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한 해 동안 3,700

발대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를 공부하면서 최신기술을 익힌 노력이 지킴이 선발로 열매를 맺었다”고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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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마크
확인하세요!

온 · 오 프 라 인

정 품

콘 텐 츠

지 정 제 도

통 합

지난 3월 2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
인 매장을 지정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통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을 확대하고자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지정체
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사진 한국저작권보호원

06

07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통합 시행
•••••••••••••••••••••
•••••••••••••••••••••
•••••••••••••••••••••
•••••••••••••••••••••
•••••••••••••••••••••
•••••••••••••••••••••

•••••••••••••
•••••••••••••
•••••••••••••
‘저작권OK’ 마크면 안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시행돼온 지정제도가 하나로 통합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합

이트 지정서를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모바일앱 부문에서도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하여 이용자가

할 수 있다. 팁팁뉴스는 “이번 ‘저작권OK’사이트에 선정된 만큼, 신뢰성 있는 콘텐츠 생산에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통합 시행한다고 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합법 콘텐츠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반드시 지킬 것”

혔다. 그동안 온라인(클린사이트 지정), 오프라인(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지정)으로 구분되어 있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점은행 학위취득,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평생교육사자격증 교육부 평

던 합법 콘텐츠 유통·서비스 지정체계를 ‘저작권OK’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가인증학습기관인 드림원격평생교육원(대표 김선종)은 10여 년 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건전

OK’ 지정제도 통합 시행에 따라 지정마크도 새로 제정하였다.

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온 것을 인정받아 ‘저작권OK’ 기관으로 선정
3월 21일 개최한 올해 첫 ‘저작권OK’ 지정평가 회의에서는 새로운 절차와 기준에 따라 6개

되었다. 드림원격평생교육원의 김선종 대표는 “저작권OK 사이트 선정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

의 온라인 사이트를 신규 지정하고, 17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재지정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

는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원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

지 ‘저작권OK’ 지정된 업체 수는 온라인 사이트 183개와 오프라인 매장 872곳이다. 신규 지정

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된 ‘저작권OK’ 사이트는 뉴스 서비스로 ‘글로벌뉴스통신’, ‘헬스앤라이프’와 교육 콘텐츠를 유
‘저작권OK’ 지정평가 회의에서 윤태용 보호원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이나 일상 공간 어디

통하는 ‘진흥원격평생교육원’, ‘드림원격평생교육원’, ‘스터디채널’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인
‘팁팁뉴스’가 신규 지정을 받았다.

‘저작권OK’ 신청 방법

라며 “앞으로 ‘저작권OK’ 지정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돼 2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오프라인 매장 17곳도 재점검을 받
아 ‘저작권OK’ 매장으로 다시 지정됐다.
특히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시범사업 때부터 지정된 오프라인 1호점으로 이번 재지정으로
모범사업자로서 자리를 지키게 됐다.
또한 (주)팁팁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팁팁뉴스는 지난해 웹사이트 부문에서 클린사

서든 적법한 콘텐츠를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OK’ 제도의 목적”이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http://www.cleansite.org
 http://www.copyrightok.kr
 clean@kcopa.or.kr

다. ‘저작권OK’로 지정된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원에서는 콘
텐츠 유통 사이트와 정품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http://www.cleansite.org, http://www.copyrightok.kr)와 이
메일(clean@kcopa.or.kr)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THINK + TOMORROW

2017. C-Story vol. 04

생생 저작권 보호 현장 III

저작권법 제도 설계의 이정표 되어주길

가물었던 하늘에서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부

다음으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가 이어졌다. 이우성

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는 저작

문화콘텐츠산업실장(문화체육관광부)은 “저작권법은 우리의 문화와 역

권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일반인, 저작권을 공부하는 대

사 그리고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며 “57년 저작권법 당시만 해도

학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저작권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문화

국민의식, 사회경제 수준에서 그다지 관심을 못 받았지만 현재 저작권에

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와 한국저작권위

대한 오늘날의 의식과 콘텐츠 산업은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원회(위원장 임원선)의 주관으로 열린 ‘저작권법의 과거·현재·미래의 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의 저작권법 제도를 설계함에

망’ 학술세미나를 경청하기 위해서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있어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인숙 전 문교

이 당초 예상한 130여 명의 참석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

부 차관은 “1957, 1958년 당시의 저작권 환경과 오늘날의 저작권 환경

데 학술세미나에 관한 관심과 호응은 갈수록 뜨거워졌다.

을 비교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저작권계, 법계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세미나는 한국저작권법학회 김경숙 총무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아 진

벅찬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저작권 관련하여 종사하고 계신

행됐다.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이호흥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

종사자 여러분들, 저작권법을 전공 삼아서 연구하고 계신 학자들의 피나

미나에서는 1부 저작권법 역사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저작권법 제정에 기

는 노력으로 오늘의 결실이 이뤄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마음

여한 원로 학자들의 대담회가 펼쳐졌다. 제2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을 전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저작권

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부문에서의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법 60주년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저작권에 대한 규범이 생긴지 110주

위한 준비를 살폈다. 이어진 3부에서는 같은 주제로 △3D프린팅 △디지

년이 되기도 한 해”라고 말했다. 1907년 한국에서 일본저작권법이 제정

털도서관 부문을 다루는 등 저작권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된 때이기 때문이다. 결코 110주년이 아름답고 축하할만한 일만은 아니

이 이어졌다.

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만의 독립적인 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드나드는 뜻 깊은 자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바야흐로 4차산업 혁명 시대,
대한민국 저작권법, 어디로 가야 하나

09

저작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드나들다

이호흥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작권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해 저작권의

01

08

작권법이 제정되고, 그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시간을 곱씹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기쁘다”면서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오늘의 세미나가 저작권 제
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호흥 회장은 저작권

1부_ 초기 저작권법 원로 학자들에게서 배운 법고창신의 정신

계의 산증인들을 소개하며 원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데 대해 특별 감

오전 프로그램의 꽃은 단연 원로 학자들의 토크콘서트였다. 경희대학교

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저작권

저작권 제정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
•••••••••••••••••••••
•••••••••••••••••••••
•••••••••••••••••••••
•••••••••••••••••••••

저작권법은 처음 제정 당시 국민의식 부재 속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중
요한 법적 안전망으로 거듭 발전해 왔다. 그렇게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이제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해야 할 때, 저작권법의 변화도 감지
될 수 밖에 없다. 저작권법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학술세미나 현장에서 저작권법의 과거를 들
여다보고 현주소를 짚어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호할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미래도 함께 전망해
보자.
글 정은지 객원기자 사진 박창수

01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
보았다 02 한국저작권법학회 이호흥 회
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03 참석자 등
록 및 안내 입구 모습 04 130여개 좌석

02

을 꽉 채운 청중들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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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법 역사를 재조명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장인숙 전 문교부 차관, 허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온라인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

희성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박영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문환

한 지식재산권법의 권리소진원칙을 제시하며 3D프린팅을 통한 팹 사회

국민대학교 전 총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전 총장이

에서도 그 위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참석해 많은 지지를 얻었다. 우리나라 저작권계 산증인들이 한자리에 모

오히려 3D 복제품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순수 창작물에 대한

인 것만으로 그 의미가 깊었다. 원로 학자들이 저작권법을 제정할 당시의

갈망과 욕구가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되자 많은 청중들이 귀를 기울
였다. 장인숙 전 차관 한국저작권법학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저작권학회

3부_ ②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법 과도한 빗장 풀려야

1957년 7월 20일에 발행한 제1호 소식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당시 우리

오후 5시부터는 세미나의 마지막 토론이 이뤄졌다. 지식정보 생산 및 유

나라 저작권 이해 수준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일본 저작권법을 바탕

통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으로 제정법을 만들어야 했던 원로 학자들의 양심적 고민, 그리고 불합리

걸맞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05

성에 대항하여 실천적 제도 변화를 이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작

07

를 위한 저작권법 제31조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지

권법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원로 학자들의 법고창신의 정신을 느

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

낄 수 있었다.

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장애물들이 존재한
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제31조는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에 대한 사회적·법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 이에 김병일 교수는 어떠한 경

복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를 금하고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우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야 할 지 혹은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볼 지에

있는 때에는 자체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도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대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저작권법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다. 이철남 교수는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국민의 정

제정에 있어서 개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는 김병일 교수의 논점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할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 보전 및 상호대차 등을 위한 한

빅데이터에 쓰인 디지털정보 보호보다는 빅데이터로 새롭게 창출되는 가

정적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 및 저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단국대학

치로 그 관심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 창작물, 빅데이터에

철남 교수의 발제에 대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를 비

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용된 데이터 대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2부 토론장은 패널들의 열띤

롯,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정경희 교

의견 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비하여야 할 가능성’들에 학계와 법

수가 우려되는 사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대비

조계가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해 앞으로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을 공론화시

2부_ ①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설계 필요

오찬 이후 2시부터 시작된 2부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왔다. 제4차
산업 혁명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저작권의 미래 또
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2부에서는
세미나실 뒤에 의자를 더 배치하고도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인
지하고 있듯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불러온다. 특히

데 대한 구체적인 찬반 논의를 발제하며, 개인적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 내
에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
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한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 새로운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5년의 단기 보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저작권 보호는 국제적인 합의와 정합성이 요구되는 만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한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 새로운 도입을 고민

•••••••••••••••••••••
•••••••••••••••••••••
•••••••••••••••••••••
•••••••••••••••••••••
•••••••••••••••••••••
•••••••••••••••••••••

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3부_ ① 3D프린팅은 공유문화에 기초, 억제보다 활성화에 초점

오후 4시경, 3부 시작을 앞두고 쉬는 시간. 밖엔 아직 추적추적 비가 내리

저작권법 60주년을 기념한 의미 있는 지식 공유의 장

고 있었다. 토론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참석자들이 기지개를 펴고 삼삼오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모든 세미나 일정이 끝났다. 창밖에 내리던 비도 어

국제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이슈임을 시사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

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시간 착석으로 인한 경직감을 달랬다. 인하

느새 소강상태였다. 이날 오랜만에 마른 대지를 적셔준 봄비처럼, 학계 관

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손승우 교수의 발제를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가 3D프린팅을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계자들의 저작권 관련 열띤 토론과 학술정보 공유의 시간은 그간의 관련

쟁점을 갖고 주제 발표를 시작하자 객석은 다시 경청모드에 돌입했다. 먼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축여준 듯 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저작권법의 미

저 김원오 교수는 3D프린팅이 물질과 정보가 쌍방향적 관계성을 갖도록

래를 준비하는 법고창신의 자리, 학계 및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산

만들어가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Digital Fabrication) 시대’, 즉 ‘팹 사

업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큼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그 기준과 방향에 대한 숙제를 갖고

만 저작권 표시의 경우 어문이나 미술저작물이 아닌 형태를 띄기 어려운
음악저작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표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05 인공지능 저작권법 관련 토론을 진행 중이다
06 저작권계 원로 허희성 명예회장이 질의 중이다
07 3D프린팅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토론 중이다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회’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3D 프
2부_ ② 빅데이터에 쓰인 저작권 침해 vs 새로운 결과물 위한 공공이용

린터가 일반화되면 건축, 캐릭터,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복제품이

오후 3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생산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김원오 교수는 이를 위해

저작권 제한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의 발제

해외 3D프린팅 저작권 침해 사례과 관련 법안 흐름을 살피면서, 3D프린

와 토론이 이어졌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자원이자

팅 단계에서의 컨트롤과 3D 데이터 파일 자체에 대한 통제간 실익을 바탕

혁신과 창조의 도구로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

으로 법개입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3D프린팅 등 디지

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처리)▷활용

털 제조의 출발점과 확산은 공유 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억제 정책보

하는 단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06

다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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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저작권 주역과 함께하는 열린 포럼

물오른 나뭇가지 끝마다 봄꽃이 맺혀 화사함을 더하는 세종대학교 캠퍼스
에는 활력이 넘쳤다. 저마다의 꿈을 향해서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에는 저작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군자관 6층 집현전으로 향하는 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학부 만화애니메이
션텍 전공 학생의 발걸음도 있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넓은 집현전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한국저
작권보호원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및 저작권 관계자, 웹툰작가, 학생, 일반
인들로 가득 찼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국장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전까지 학계 전문가 및 저작권 관계자 위

02

주로 진행해오던 열린 포럼을 대중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첫 시도로 세
종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함께하게 된 모든
참가자들은 박수로 뜻깊은 시도를 응원했다.
이윽고 ‘제24회 저작권 열린 포럼’의 개회가 선언됐다. 단상에 선 한국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개회사에 앞서 추억 하나를 소개했다. 대학
시절 이현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을 재미있게 봤다면서, 열린 포럼
준비에 도움을 주고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세종대학교 이현세 교
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청년의 열정으로
함께 고민하는

윤태용 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초연결과 응용기술을 이야기하기에 바쁘지만, 밑바탕이 되는 건 창의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라면서 “창작산업에 있어 웹툰이 중요한 역할을 하
03

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창작자
의 권리 보호가 필수인데, 창작자이자 건강한 소비자 역할을 해주는 여러

저작권의 미래

2017년 4월 6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군자관 6층 집현전에서 ‘제24회

01 열린 포럼의 2부는 토크콘서트로 마련돼 즐거운 소통을 이어

저작권 열린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저작권 열린 포럼은 콘텐츠의 주 소

갔다 02 윤태용 원장, 이현세 교수를 필두로 좌석을 가득 채운 참

비층인 대학생, 청년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해 보다 대중적인 포럼으로 거
듭났다.

제24회 저작권 열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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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지원 객원기자 사진 박창수

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03 안내데스크에서 참가확인과 함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다

분의 응원과 협조가 있다면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
다”라고 말하면서 웹툰을 만드는 우리 콘텐츠의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참
석한 만화애니메이션텍 학생들이라고 학생 참여를 반겼다.
윤태용 원장은 국민, 특히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
국저작권보호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히고 단상에서 내려
왔다.
자리에서 일어난 이현세 교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포럼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개회사에 화답했다. 그
리고 학생들을 향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저작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학생들은 본인이 만든 콘텐츠의 정상적인 사용과 실제 계약에 있어
유의할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포럼에 집중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판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분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권단 변호사가 맡았다. 권
단 변호사는 축구선수 박지성의 법률고문으로 지내면서 ‘캡틴 박 캐릭터’
이용 분쟁 소송을 맡아 본격적으로 저작권 분쟁에 뛰어든 대표적인 저작
권법 전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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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의 주제는 ‘캐릭터 관련 저작권 판례’였다. 권단 변호사는 말똥말
똥하게 눈을 뜨고 발제의 시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앞에서 “웹툰 산업이
발달하면서 학생시절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주인
공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서 주의를 환기했다.
일본의 만화 <전략삼국지>와 한국에서 발매한 만화 <슈퍼삼국지>의 출

용을 전했다.
06

에서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특정한 상징물을 그리는 건 저작권 침해 소지
가 없다”고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판권 침해 소송이 첫 사례였다. 일본에서 먼저 제작·판매된 <전략삼국지>
는 한국의 출판사가 출판권을 사서 <슈퍼삼국지>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창작자가 당하는 피해의 종류와 고려사항

이후 동명의 만화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이때 법원은 한국만화애니메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알렸다. 지식재산권은 ‘복제’, ‘배포’,

이션학회장에게 감정을 촉탁해 결과를 받으면서 만화·애니메이션에 있어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곱 가지 범주

저작권 분쟁 관련 ‘그림, 스토리, 연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세웠다. 우리

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웹툰과 같은 원작 콘텐츠가 영화, TV 드라마,

나라 법원은 세 기준에 따라 그림체가 다르고, <삼국지연의>라는 고전 원

게임과 같은 타 장르로 확장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가장 문제되기

작소설이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는 저작권 침해의 논의 대상으로 볼 수 없

쉽고 손해 보기 쉬운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으며, 연출방법이 일부 유사하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만화 <리니지> 원작자가 게임 <리니지> 개발 계약을 한 사례가 이에 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표절일 수는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

당했다. 게임 <리니지> 개발사에서 캐릭터 사업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가 됐는데, 이 캐릭터 사업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주에 해당했다.

권단 변호사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설명
했다. 표절이 타인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07

15

무엇을 강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특별한 소재와 스토리가
강점인 작가는 그것만으로도
계약할 가치가 있다

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논외로 한다는 핵심내
권단 변호사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에도 뉴욕과 같은 특정 장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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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양도 시에도 별도의 계약 항목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
작자에 있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했다.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을 차용했음을

권단 변호사는 만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애니메이션

밝히더라도 원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간 분쟁, 만화 <바람의 나라>와 TV 드라마 <태왕사신기> 분쟁 사례를

웹툰작가로 데뷔하며 맞게 되는 계약의 뒷이야기

적인 계약도 있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협상이 달라지므로 판단의 기준을

했다고 느끼고 소송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형사법상의 불이익까

추가로 소개하며 발제를 이어갔다. 이때 실제 일어난 역사 사건의 배경,

두 번째 발제자는 콘텐츠 에이전시인 ‘재담미디어’의 김형남 이사였다. 발

잘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마지막 당부는 참가자들에게 생각할

지 받을 수 있는 무단 사용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용어는 표현

역사적인 인식 등은 저작권 보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제의 주제는 ‘에이전시 계약 시 저작권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다. 발

거리를 던져주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들이 계약서를 받아들면 ‘권리’를

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사용해 도덕적 비

발제를 마쳤다.

제의 내용은 ‘계약이란?’, ‘좋은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의 상대성 – 상대

먼저 찾아 읽는데, 나중에 작가를 옥죄는 상황에 빠뜨리는 건 ‘의무’ 부분

적인 기준 찾기’, ‘실제 계약사례’ 순이었다. 창작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계

이라는 점이었다.

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사례는 게임 분야였다. 모바일게임인 일본의 <신야구>와 우리
나라의 <실황야구> 분쟁이었는데, 콘텐츠 장르에 따라 통상적인 표현방법

발제를 지켜본 사회자는 “최근에는 게임의 경우 PC게임, 모바일게임,
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등의 항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서 창작자들이 고려할 항목이 늘어난 현 상황을 진단했다.

롤모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두 번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2부 순서로 ‘웹툰작가와 함께하는 저작권 토

라 낯설고 불편한 일일 것이라고 헤아렸다. 그리고 딱딱한 문구가 주는 인

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발제했던 권단 변호사와 김형남 이사는 물론 4명

상과 권리 상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분 좋을 수 있는 일을 유쾌

의 웹툰작가가 단상에 반원 형태로 자리를 꾸렸다. 더욱 주목받은 웹툰 <

하지 못하게 시작하곤 한다면서 “여기 계신 학생들 가운데 데뷔하시는 분

전설의 주먹>, <신사의 집>의 이종규 작가, 높은 인기 속에 연재를 이어가

들은 계약서를 마주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인데 사람 사이에서의 일이므로 주관적일 수밖

를 졸업하고 강의를 한 적도 있는 <새벽 9시>, <2024>의 서재일 작가, 현

에 없다’, ‘대부분의 작가는 에이전시가 보내올 계약서를 기다리기도 하지

재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손각시>, <관계의

만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편

우로보로스>의 이정윤 작가가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올랐다. 자신

수가 평소 궁금했던 점을 포럼 발제자에게 묻

하게 여기라고 조언했다. 김형남 이사는 모르는 내용을 묻는 건 특히 중요

의 미래 직업으로 점찍은 분야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웹툰작가들이 소

고 있다 06 저작권보호위원회 정석철 위원이

하다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는 이해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모

개될 때마다 학생들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04 대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와 직간접적으로 이
어진 문제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05 이현세 교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07 포럼을 준비
하는데 물심양면 애써준 이현세 교수와 윤태용
원장

05

김형남 이사는 “신인작가와 계약하는 건 행복하고 신나는 일인데, 정작
신인작가들은 계약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면서 신인작가에게는 첫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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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다.

르는 걸 묻는 과정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사회자의 질문으로 토크콘서트는 시작됐다. 사회자는 권단 변

김형남 이사는 창작자에 걸맞은 비유로 이해를 도왔다. “여러분이 재

호사에게 ‘저작권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웹사이트’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

미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계약서 작성은 이해의 객관성을

고 권단 변호사는 대법원의 주요 판결 판례 카테고리 또는 자신의 블로그

확보하는 일”이라면서 좋은 계약서를 쓰는 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과 비

에서 저작권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슷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

사회자는 김형남 이사에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데도 계약하는 작가

다. 계약은 결과가 다르면 조건도 다르기 쉽다는 점, 주는 만큼 받는 합리

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형남 이사는 “무엇을 강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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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특별한 소재와 스토리가 강점인 작가는 그것만으로도 계약할 가치
가 있다”면서 학생 미래의 폭을 넓히는 이야기를 했다. 참가 학생들은 자
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어지는 웹툰작가들
의 발언에 주목했다. 웹툰작가들은 행사의 주제에 맞게 각자의 계약 시 실
수담을 꺼내놓았다.

•••••••••••••••••••••
•••••••••••••••••••••
•••••••••••••••••••••
•••••••••••••••••••••
•••••••••••••••••••••
•••••••••••••••••••••

이종규 작가는 웹툰 이전에 출판만화에서 활약하던 시기를 떠올리면
서 20년 전을 회상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적고 계약이 유명무실하
던 때에 규모가 꽤 큰 출판사에서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자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다. 비교적 최근의
일로 <전설의 주먹> 영화화 당시 ‘계약 권리를 타인과 다른 회사에 양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빼놓아서 영화사를 떠돌게 된 판권에 대한 안타까

10

움도 털어놓았다.

계약서는 돈 이외의
가능성이 무척
많이 숨어있다

이종범 작가는 <닥터 프로스트>의 시즌별 연재 계약을 통해 계약의 갱

은 성격이 독특하다. 연재 플랫폼, 작가, 에이전시, 발주기업 등 엮인 데가

아 주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가급적 현장에 직접 가

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많아 고려할 점도 많다. 저작권 보유자도 제각각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 사진을 찍어와 그리거나, 검색사이트 저작권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라

는 각각 ‘3개월에 한 번’, ‘시즌별’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소개했다. 이종범

는 발주기업이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고 권했다. 한 이미지 필터 어플에 관한 질문에 이종범 작가는 펄쩍 뛰면서

작가는 특이하게도 에이전시와의 계약 없이 자신이 직접 연재 플랫폼과

계약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김형남 이사는 “현재 웹툰 관련 에이전시

‘애니메이션 영화 원화 배경을 사용한 이미지 필터 어플은 무조건 불법’이

는 국내 6~7개 회사가 대표적인데, 다중계약도 가능하다. 계약방식에

라고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선배 웹툰작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용

“계약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돈이지만, 계약서는 돈 이외의 가능

따라 독점과 비독점의 경우도 있으니 모두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에이전

하는 ‘글씨체’도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성이 무척 많이 숨어있다. 직접 계약 협상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많은

시는 에이전트를 넘어 매니지먼트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정

고 당부하면서 토크콘서트를 마쳤다.

데, 협상을 소재로 만화를 그려도 좋을 정도로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리해 답변했다.

협상한다고 밝혔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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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포럼은 이현세 교수의 말로 마무리됐다. 이현세 교수는 “소중

이종범 작가는 새로운 걸 배우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

이야기의 중심이 된 이야기는 학생이 그리는 작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 정보를 알게 돼 내게도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말

더라도 직접 계약에 나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종규

또, 작업하는 프로그램 툴의 제한은 어디까지인가를 궁금해 했다. 단상에

문을 열었다. 그 뒤 학생들에게 “계약을 할 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

작가는 이종범 작가가 계약에 관해 문의해왔을 때 잘못된 조언을 한 적이

올라있던 선배 웹툰작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학생이 굉장히 주의

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훌륭한 작가들이 되어주었으면 한다”고

있다고 말해 좌중을 웃게 했다.

해야 할 점’에 대한 조언에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격려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작가’로 소개된 서재일 작가는 후배이자 제자들

특히 배경 이미지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당부사항이 많았다. 무심

첫 대학생 참여 열린 포럼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중과 함께하

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공모전에 입상해 받은 상

코 검색사이트를 통해 찾은 사진을 본 따서 그리는 경우 100에 99는 저작

는 저작권 이슈 형성’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 형성’의 의의를

금이 많아 “만화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냐”고 놀라던 아버지의 일

권 침해에 포함되는데, 학생은 물론 신인작가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높이게 됐다.

화는 웹툰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웹 기반이 아닌 모바일 기반의 연재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이정윤 작가는 친절한 담당 PD와의 계약 일화를 소개했다. “PD
가 선배이자 친절한 안내자였더라도 계약의 갱신과 같은 문제는 민감하더
라”고 하면서 신인 계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08 현재 세종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웹툰작가인 이정윤 작가가
발제에 귀 기울이고 있다 09 재담미디어 김형남 이사는 계약 사례를
통해 좋은 계약의 조건을 손꼽았다 10 토크콘서트 중인 「닥터 프로
스트」의 이종범 작가, 「새벽 9시」의 서재일 작가, 「손각시」의 이정윤
작가 11 이번 열린 포럼은 토크콘서트 형식의 도입과 대학생의 참여

나의 이야기라 더 뜨거웠던 질의응답

한 차례씩의 이야기가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자신과 직접 관
계된 주제인 만큼 질문은 구체적이었다. 첫 질문은 브랜드웹툰이라는 새
로운 웹툰 영역을 개척한 이종규 작가, 서재일 작가 협업의 <2024>의 경
09

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종규 작가는 “브랜드웹툰

로 더욱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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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지식재산권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4월 26일은 세계 지식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이다. UN 산하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18

19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는 ‘특허분쟁에서의 예방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 활동과 관련된

막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독점

로 활용될 수 있기에 아이디어를 기술적 사상으로 체화시킨 권

적 권리로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며, 크게는 저작권과

리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기술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크게

과거의 전통적 제조, 산업사회에서는 토지·노동·자본과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이 기업의 최고 경쟁력이었

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신지

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력·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

식재산권은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 과학기술과 지식이

(Intangible Asset)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사회로 산업발전

창의적으로 접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권리를 의미합

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융

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은 특허·디자인·상

복합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기술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의 시

표 및 실용신안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은 콘텐츠·저

대가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역할

작물, 소프트웨어 등이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 커질수록 무형자산의 핵심적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과거에는 기업이 기술자체를 개발 가능했으나 현재는 기술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서 창출된 기술적 사상에 대

의 융복합화로 인해 자체만의 기술개발이 매우 곤란해지고 있

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식재산을 통해 권리자는 첫째

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 카메라, 디스플레이,

로 새로운 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체제 등 관련 기술들의 특허만 해도 약 10만여 개가 넘습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익을 거두는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니다. 또한 과거 지재권 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기업 간의 분쟁

지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본인의 발명을 적시에 출원

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쟁 또한 동

하여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타인

일 목적의 기업군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행하는 등 기업군간

이 무단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의 경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스마트폰 OS를 둘러

(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
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림과 동시에, 각국의 지
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지
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추형준 팀장

지식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Copyright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산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에 관한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산업재산권, 저작권에 포함되기 어려운 새로운 권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에 관한 권리로 음악, 연극, 미술, 건

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 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디자인권이 이에 속함

축, 사진, 도형 등이 이에 속함

등의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 재산권 등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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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및 사용자 증가

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상에서의 위조

있습니다. 중국 또한 국가지식재산전략위원회를 설치 국가지

상품 유통 또한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하반

식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였습니다. 백·천·만 지식산권 인재

기 중국 국가공상행정총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알리바바와 타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 앞써 지식재

오바오의 정품 판매율은 약 37.25%1)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

산전문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

위조상품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국가지식산권전략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의 국경을 통한 확산

강요 발표 이후 매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차원의 정책

문제가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지식재산권 이슈

및 제도 개선 등에 추진력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

는 특정 기업의 피해사례로 보기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국가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리법(특허법), 상표법 등에 대한 전면적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산업구조 상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개정을 진행하였고, 지식재산 인력을 연간 60만 명 이상 양성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선진 각국 모두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안, 정책 등을 정부 주도

2015
출처 : Ocean Tomo LLc

선진국과 국내의 지식재산 현황

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또

미국은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

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등 지식재

부터 대통령실 직속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산 컨트롤 타워 신설을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또한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우선화법인 Pro-IP법을 제

니다.

정하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보호분야 전략 강화 및 예산의 집
싼 안드로이드와 IOS 진영 간의 분쟁을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

검토하기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

중투자를 통해 지식재산전략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가 되리라 봅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비즈니

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의 지식재산전략은 초반에는 창출, 보호, 활용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제

스 모델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

우리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국가지

전 분야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이후 보호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

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생겨

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방향과 전략목표를 수립하

니다. 유럽은 지식재산권 단일시장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

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를

나고 있으며 수익창출로 실제 그 활용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추

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식재산과 권리보호를

이며, 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을 2000년대 초반 제정하고 지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기존 3차 산업혁명의 제조

세입니다. 미국에서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s)들의 경우 특

위해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적 제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식재산고등재판소 등을 설치

업에 정보통신(IoT·ICT) 기술이 융복합 되어 산업과 기술의 혁

허소송을 통해 평균적으로 합의, 배상으로 약 1,200만 달러를

국내 인프라 수준을 선진화,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의 보호

신을 이루는 분야라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지식재산권이 그 자체만으로 수익 창출의

강화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정책 골

서 “생산, 소비” 측면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창출 환

자로 하고 있습니다.

걸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경 변화의 중심에 바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있기에 오늘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 전통

, “생산/소비”,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 이 3가지입니다. 이 3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당

적으로 특허수익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NPEs(특허관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가지고는 산업혁명이라 부르지는 않습니

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리전문회사)의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의 행

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발견·발명되어 왔고 생산과 소비는

위에 대해 특허 관리·활용 및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왔고 자연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급격한 변

세계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시각이 일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 의사 없

화를 인류는 겪어 왔지만 그 모든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르

세계 주요 국가는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여 제조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

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직속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는 행위는 좋게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과적

강력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직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

으로 제조원가 상승 등 소비자들이 짐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

집행 정책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입니다.

합동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지

중국의 경우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류

식재산권 집행 정보를 공개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확산에 따른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K브랜드의 피해는 해

강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

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활 소비재, 프랜

획’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차이즈 계통의 상표브랜드를 중국에서 무단 선점하는 상표브

통해 ‘지식재산 추진계획 8대 중요시책’을 정하여 특허침해소

로커 이슈가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및

송에서 특허침해에 입증용이화 및 손해배상액 산정규정 등을

속지주의라는 지식재산권의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철도의
발달로 인한 생산과 물류의 급증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2
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과 전화 등 통신시설의 발달로 정

1 중국 국가공상행정총국의 의뢰로 중국소비자협회가 진행, 중국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 타오바오 판매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 가운데 가품을 측정한 결
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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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체계의 변화와 함께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소비

은 정보통신기술(IT), 자동차장비(HW)와 소프트웨어(SW) 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술로 대변되는 자율주행기술,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생

발달로 기존의 생산이 플랫폼화 자동화되고 더욱이 정보통신

체바이오 분야 등의 특허를 늘리고 있으며 더불어 해당 기술들

이 고도화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최근의 신기술들 예를

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특허 취

들면 인공 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사물인

득을 위한 해외기업 간 인수합병을 장려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터넷 등의 핵심기술들이 조합을 통해 이끄는 산업시대라고 생

서 활용 가능한 신기술 특허를 14%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각합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우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화웨이, 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화를 가

리 주변에 이미 상당부분 근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일례로 글로벌 기업들은 유사한 의미로 ‘디지털 혁신(Digital

산업혁명 19대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창

공지능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3D프린팅, 인공지능기술 등

조하여 기회와 혁신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 향후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특허기술 분야로 조사

독일은 이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테마를 정부와 기업연

되었습니다. 관련 기술을 구성하는 세부기술 또한 매우 다양한

합 주도로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산성 향

특허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기술이 융복합 될수록 특허 등 지

상,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식재산은 덤블(Dumble)과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고 있

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

습니다. 해당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결국 이종 기술의 융복합 과정에서 필수

포트폴리오 단위의 지식재산검토 및 관리체계를 형성해야하

적으로 필요한 표준화, 보안성의 문제 및 유기적인 기술융합 환

기에 더욱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역할은 커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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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즉 인프라 생태계의 구축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대학,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를 영입

지식재산권강국으로의 발돋움

하고 사물인터넷(IoT) 업체인 넥스트 랩 인수를 통해 2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강국입니다.

권을 출원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식

념일로 전 세계 국민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

관련분야 특허를 140여건 확보하였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

최근에는 비용절감, 비용슬림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지식재산

재산권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맞습

림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의 지식재산권은 과거

날입니다. 전 세계 자산의 약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

와 달리 요소기술간, 이종기술간 융복합이 필연적일 것입니

산이 차지하는 등 현재 우리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다. 관련 분야에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 해

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근시일

당하는 원천특허기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내 도래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강자로 도약하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 산업현장에 적용이

위해 저마다 앞다투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

필요한 특허기술들은 앞서도 언급한데로 특허 덤블과 클러스

러다임이 태동되면 관련 분야에서 신흥 강자가 나타나고 도태

터를 유효적절하게 모니터링하여 분쟁의 위험요소는 사전에

되는 부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야

파악을 하고 사안에 맞는 기업의 대응책을 유효 적절히 준비해

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만, 적어도 ‘세

야 한다고 봅니다.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 기술

계 지식재산의 날’ 하루만큼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보다는

을 토대로 한 슈퍼컴퓨터 왓슨이 최근 의료기술 분야 큰 화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공정한 시장의 룰(Rule) 즉 페어플

산업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제2차 정보혁명)
21세기 초반~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병

레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3차
산업혁명

치료 레퍼런스를 토대로 현재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임상적

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후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왓슨을 보며 수많은 기술별로 존재하는

제2차
산업혁명

특허기술정보, 분쟁정보, 기술정보 등을 토대로 기업이 처한

[ 지능정보기술 ]

19~20세기 초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지능

정보

AI SW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왓슨과 같이 빅데이터와 고도화
된 정보 분석 인프라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이 앞으로 직면할
새로운 환경에 유효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

he is...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의 추형준 팀장은 2003년
특허정보원을 거쳐 이후 지식재산전략원(R&D특허센터)
과 Intellectual Discovery에서 근무한 바 있다.

THINK +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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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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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임원장으로 윤태용 원장이 임명됐다. 윤태용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
신으로 30여 년간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 능력 및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한 윤태용 원장을 만
나 정보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투명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 개발 사업 등에 이
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부 사진 박창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태용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3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생
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덕목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줄로 압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수장으로서 공직자가 갖춰야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뚜렷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곧 공직자의 녹봉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금처럼 여겨야 합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공직자가 가져야할 덕목 두 번째를 꼽으라면 전문성입니다.
스마트 거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로의식을 가지
고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띠어야 경쟁력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
음, 세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눈빛과 마음가짐이 제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을 갖추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나아가 한
국저작권보호원의 대내외적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이 조직 문화로 빠르게 자리 잡을수
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진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의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 작년 9
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보호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민간단체인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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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설립 전후

런스를 통해 공유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인력 초

를 단순 비교해도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라는

청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템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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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정품 유통에 대한 자

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장르를 망라하는

부심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전하게 정품

저작권 보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관세

을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

가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업

통합시스템, 특허통합시스템처럼 사회 각 분야

다. 이용자는 아직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이 부족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

방향은 무엇입니까?

에서 토털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종

한 상황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렴풋이 중

합상황실이 ‘저작권 보호 통합시스템’을 포괄하

요한가보다 하고 여길 뿐이죠. 인식 개선이 필요

는 본부가 될 것입니다.

합니다. 우리 원은 저작권 평생학습도 필요하다

가 미래 창의산업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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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는 강력

올해를 저작권 생태계 보호 기반을 다지고 실

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사업을 설계·수행하는

겁니다.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발생한 사

캠프’, ‘정품이 흐르는 교실’, 중·고등학생 대상

역할 변화도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민간단체

보호 기반조성, 계도교육 및 홍보, 유통 질서유

업과 효과는 무엇입니까?

의 ‘불법저작물 신고대회’, 대학생·성인 대상의

로서 사후 단속을 통한 저작권 보호에 집중했습

지 3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

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들어진 틀을 지키는 선에

니다.

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저작권 토크 콘서트’ 등이 저작권 공론화에 도
저작권은 창작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

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 벗어나 저작권 침해 예방은 물론, 저작권 보호

창작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침

제로 과거에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힘을 쏟았

조금 색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해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저작권 침해 유형은

습니다. 최근에는 시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저작

책임 역할과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저작권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저작권의 ‘존재가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대응체계는

권자와 유통업자, 이용자까지 포함해 창작부터

지킴이’라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인

치’를 되돌아보고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거듭난

소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이용 흐름을 모두

데요. 280여명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차상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 한정된 활동범위가 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채

외까지 확장되었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다. 우리 원은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해 포괄적

은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홍보를 넘어

용해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을 모니터링하

도 있습니다.

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만들 예정

유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품유통 계도교육과

게 했습니다. 20여명의 어르신 지킴이들은 오

구체적인 기능을 소개하자면, 국내외 인터

입니다. 원 설립 전부터도 불법복제물 추적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보

프라인 상의 불법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콘텐츠가 국경의 경계를 지우는 글로벌 시대에,

넷 사이트에서 불법저작물을 모니터링해 적발하

리 시스템(ICOP)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 늘어났습니다. 한류 콘텐츠 유통이 확대됨에

어떠한 사람도 일할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한다

활용한 스크리닝 시스템의 등장을 상상할 수 있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고,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수거·폐기 기

기초기술이 있으니 확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따라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할 수

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

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배우의 음

범세계적인 대응 방안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

능을 이어갑니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술을 연

전망합니다. 웹하드, 모바일, 토렌트, 스트리밍

있습니다.

면 됩니다.

성과 이미지 프로필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

니다.

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

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연계한 입체 추적 시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를 식별해내는 기술도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수

저작권은 현재보다 미래, 다른 국가보다 우

4차 산업혁명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있다고 봅니다. 선도적인 전문 연구 분야이기 때

리나라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문에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방향과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이던 과거와 달리

활용한 저작권 보호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

연구 결과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연구의 효과성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퍼스트 무버(first

습니까?

등이 입증된다면 향후 저작권 보호 서비스에 적

mover)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데, 올바른 저

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작권 이용문화 정착이 창작자를 정당하게 대우

획입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합니다. 저작권은 콘텐츠 산

이용업자 대상의 사업으로는 저작권OK 지정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

업의 전초기지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엄중한

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4월 26일은 U N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는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저작권 보호 대응 방안

구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임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rganization)에서 정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입

여러분께서는 작은 실천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니다.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전하고 싶은

앞장서주십시오. 그리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정식 음반

우선, 저작권 보호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전략 로드맵 개발’이 당면한 과제입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올 7월에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올 예정인데,
이 보고서가 앞으로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청사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은 세계가 지적재산권의

나비의 사소한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

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올해로

풍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 있

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연구도 고려하고 있습니

벌써 열일곱 번째를 맞는 국제 기념일인데, 우리

는 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주시기를

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콘텐츠에서도 중요

나라에서 큰 반향이 없다는 점이 늘 아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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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의
시대와
공유저작물의
미래

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정욱 교수
(사단법인 CODE 前 이사장)

작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논문이

인공지능 시대, 창작자와 권리

서 물건이 아닌 권리(접속권한)를 유통하는 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자가 권리를 갖는다

약으로 바뀌었다.

논문이 실린 JAMA라는 학술지를

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저작권의 기본 개념

초연결 시대, 초협력 시대, 인공 지능, 또는

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저작권법의 태생 단계

4차 산업 혁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차

에서 지금까지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 유럽에

세대 환경은 저작권 제도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

소속된 의료인이 주요 저널의 학술논문을

서 저작권법이 탄생한 것은 저자를 대신하여 저

여주며 창작과 창작 환경에 변화와 혼란을 일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기관 규모에 따라

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출판사의 권리를 지켜주

키고 있다.

5억 원~100억 원의 구독료를

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즉 저자권리 보호법이

인공 지능 시대의 창작이란 무엇인가? 창작

지급해야 한다. 그런 비용을 내고도

아니라 출판사 이익 보장법으로 시작된 것이 저

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창작물의 가치

일반인은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작권법이다. 지금도 온갖 제도적 장치들은 “저

가 지켜지고 있는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자”의 인격적 권리를 지키기 보다는 “저작물”의

요건이 되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란 과연 무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엇인가? 어쩌면 초-창작 시대 혹은 초-저작권

가능한 이유는 출판사의 횡포로부터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조차

시대라는 말이 나옴직도 하다. 이런저런 분야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학술 논문에 대한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는 인공 지능으로 대체되고 그런 직업은 소

한국에서 개인이 구독한다면
연간 10만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등 기관에

현재의 유료 출판 제도이다.
JAMA 학술지에 실린 오바마의 논문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무료 접근이
He is...

지식과 창작물의 포장(고정) 방법과 유통 방

멸할 것이라고 하고, 창작 분야에서도 인간이

연구자의 활동 ‘오픈 액세스’ 정책이

식이 다양해지면서 저작물 출판의 권리 행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한다. 트랜센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종이로 인쇄하고 음

던스(Transcendence) 상태가 되면 인간이 컴

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픈 액세스 운동을

반으로 고정하여 유통하던 시절에는 저작물이

퓨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물건으로 인식되었고 물건(책)을 소유하는 것이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복제와 유통이 쉬워지면

서로 연결(Internet of Things: IoT)되어, 모든

접근 기회를 확대하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세계보
건기구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책임교수로 재
직 중이며, 사단법인 CODE 이사장을 역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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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중심의
유통에서 지식 중심의
상호작용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정보가 생성·수집,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뜻한

Challenge: How nonprofits and businesses

운 세상을 열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의 학습 대

succeed through strategic alliances. 2000)

상은 인간의 창작물이고 인간은 컴퓨터가 공부

초협력 시대·초연결 시대라는 말은 개인, 집

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개방한다. 그런데 문

단, 사물, 사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상호

제는 컴퓨터가 합법적으로 이용 권한을 획득하

작용을 하는 현상을 표현한다. 이들 사이의 상

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양의

호 작용이란 지식과 정보, 때로는 판단과 선택

정보를 접근하면서 일일이 허락을 획득하기도

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실물 중심의 유통에서

힘들지만 현행 법제도가 그들을 제한할 수 있는

지식 중심의 상호작용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컴

는 뜻이다.

퓨터는 저작권법상의 이용 허락을 득하지 않으

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인간 대 인간은 물론, 기

초연결 시대에 저작권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면서 학습에 이용하는 불법을 자행하지만 컴퓨

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리도 네트워크를

“지식”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창작물이 실물

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일

바탕으로 상호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공간과 가상현실을 넘나들면서 상호 작용을 일

어나지 않는다.

(김광석, 권보람, 최연경. 4차 산업혁명과 초연

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필자

인간이 저작권을 위반하면 형사 입건이 가

결 사회. 삼정 KPMG Issue Monitor 2017)

는 생각한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

능한 불법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저작권법을 위

“초협력 시대는 eco-collaboration 즉 다양

이터 들은 선행 지식의 광범위한 학습을 통해서

반하면 첨단 기술이라고 한다. 그토록 비대칭적

한 ecological system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하고 가공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학습 전쟁에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기는 것은 불

어느 누구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다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깡통 박스에 모래와 금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굳이 인공 지능에게

양한 조직과 계층의 연결을 통해서 가치와 이익

속 그리고 소량의 비철금속(희토류)을 담은 것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이 창출된다.” (Austin JE. The Collaboration

이 컴퓨터인데 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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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인공 지능을 장착하고 스스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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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간의 감시망에서 이

가를 하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탈하고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

게 된다는 원리가 상호심사이다. 모든 논문에는

더 많다. 교육과 학습 그리고 노력은 지식을 성

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의 관리

오류가 있고 거짓이 숨어 있지만 그 것을 가려낼

장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힘이다.

영역을 벗어난 인공 지능 컴퓨터가 세계 도처에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

컴퓨터의 학습 과정이나 학술 저널의 메커니

서 활개를 치며 인간을 위협하는 트랜센던스 상

니라 “다른 시각에서 관찰”했기 때문이다. “혼

즘 그리고 자식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식의

황이 될 것이다.

자보다는 함께”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학술 저

중요성과 지식 활용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널 출판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단행본이

만약에 컴퓨터에게는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주

혼자 보다는 함께 나누는 지식

나 교과서는 지식의 전달과 계승이 목적이라면

고 인간에게는 학습 기회를 제한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창작물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소

학술 저널은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이 목적이다.

될까? 인간의 미래는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될

중한 것이 학술 저널이라고 한다. 최고의 전문

따라서 과거와 다른 실험 결과와 다른 해석이 발

것이다. 인공 지능 뒤에 숨어 있는 극소수 독재

가들이 모여서 우수한 논문을 수록한 학술 저

표되고, 논문이 출판된 후에도 옳고 그름에 대

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키

널을 만드는데 문제는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

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 다양성과 융합에 의

고 아둔한 인간의 세상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고 평가하는 일이다. 초등학생의 백일장이라

해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진리가 탄생

면 선생님의 지도 편달이 판단을 제공하겠지만

하게 된다.

연구자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남의 말을 믿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지식 경쟁에서는 심판을 찾기가 어

인간이 자식을 낳고 가르치는 과정도 학술

의심을 한다. 때로는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결론

렵다.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은 상호 심사(Peer

저널과 비슷하다. 자식이 부모보다 우수하다고

을 예단하고 실험을 한다. 가설이 맞으면 논문

review)라고 부르는 집단 지성에 의존하는 수

해서 꼭 부모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이 되지만 가설이 틀리면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

밖에 없다. 동료 연구자의 논문을 돌려보고 평

않는다. 친자감별이 필요하다거나 돌연변이가

을 한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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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란?
Open Access

오픈 액세스란 현행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모
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 중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지식을 만드는
동반자들이다

하나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
계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 액세스는 저자의 비용 부담, 이용자의
무료 접근, 시공간을 초월한 상시적접근, 저
자의 저작권 보유 등의 4대 원칙을 강조하는
정보 공유 체제이다.

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자들이 연구

의 오류를 통하여 학습한다. “Reprint(별책)”는

술 저널에 투고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투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고, 후속 연구자에게 인정받아서 이용되며, 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학술

자라고 분류되는 인간이다. 연구자는 일반인과

종이 학술지 출판 시절의 유물이다. 복사기조

고 후 대략 1달 정도 지나면 학술지 편집인은 편

흘리도록 기뻐한다.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 그

속 연구논문에서 인용될 것을 기대한다. 더 많

저널들이 앞다투어 오픈액세스를 하고 검색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좀 더 교

차 흔하지 않은 시절에 좋은 논문을 “소유”하고

지가 날아오는데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리고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이 이용되고 인용되도록 하려면 검색과 원문에

잘 되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육을 받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모든

싶으면 저자에게 편지를 해서 논문 별책을 보내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 보지만 결

지식을 만드는 동반자들이다.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유이다. 단행본이나 예술 작품처럼 출판 자체

인간이 연구자이다. 누구나 창작하고 누구나 연

달라고 한다. 이를 “Reprint request”라고 하

과는 “게재 거부”가 대부분이다. 편집인의 차가

요즘은 학술 논문 발표가 아날로그 출판 시

초연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에

가 수익 모델이 되는 경우는 저작권과 저작재산

구를 한다.

고 논문에는 “Address for reprint request:”

운 시선이 느껴지는 편지의 경우 여지없이 게재

대의 학술지처럼 까다롭지는 않다. 연구도 많아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식

권이 중요하지만 초연결, 초협력, 인공지능, 4

라는 항목에서 저자의 우편 주소를 적었다. 저

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아주 자세하

졌지만 학술지가 많아지고 수록 논문수도 많아

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식이 더 많

차 산업 혁명을 논하는 부류의 지식 산업은 무

초연결 시대 오픈 액세스

자는 비싼 우편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친절하

게 왜 당신의 논문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져서 논문을 쓰면 어느 학술지에서든 게재할 수

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자를 확보하는 것

한 검색과 무제한 공개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

연구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식처럼 생각한다.

게 reprint를 보내주었다. 외국 학술지에 논문

심사위원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때로는 논

있다. 그렇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이 중요하다. 저작권자의 간절한 소망은 더 많

하지 않고서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자식을 닮은

을 발표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엽서

문을 다시 쓰다시피 고쳐주기도 하고 영문법까

것은 논문 피인용의 가치이다. 논문을 발표한

이 읽히고 더 많이 인용되는 것이지 지식을 팔

인간 스스로 인공지능과 경쟁에서 창의성의 무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지식을 인

(Reprint request)를 받으며 행복해 했다.

지 손질해 주기도 한다. 편집인의 거부 의견을

후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것은 논문의 저자로서

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다. 지식 생산

기를 유효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접

정해 주는 독자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서 더 우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행복한 이유는 팬

받기는 했지만 연구자는 수정 논문을 다시 보낸

영광이고 논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은 지식

근을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수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후배 연구자를 존경

레터를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매우 힘든 연구

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보완

된다. 따라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 못지않게 발

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초우량 저

지식 산업의 오픈 액세스를 통하여 공유 저작물

한다. 지식은 자식처럼 번식한다. 후배 연구자

의 과정을 거쳐 논문을 완성했고, 그 논문이 까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수정 원고와 함께

표한 논문이 인용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널에 수록된 논문은 비싼 가격에 팔리기는 하

이 확대되어야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인간도 공

는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자이기도 하면서 선배

다로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논문을 학

보낸다.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한 후에야

없다.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널리 알리

지만 그것도 출판사의 이익이지 저자에게는

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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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강국으로 꼽히는 대
한민국. 그러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많은 지식재산 침해 등의
법률적인 위험이 발생되기도 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과도기를 지나
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과의 인터
뷰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과 그 핵심을 이루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의 보호
수준을 진단해본다.

온라인 게임 콘텐츠 시장의
퍼플오션 발견을 위해

저작권 보호의
길을 묻다

현대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파일, 설치 결과 생성된 파일들까지도 저작권으로 동일하게 보호하고

전통 하드웨어 산업과 맺는 관계 변화에 대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다른 저작물보다 실용성이 강하고 기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저작물과 별도의 규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소프트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유형들에 대해서

어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 1970년대 전후를 생각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드웨어의 부속적 개념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로서 독립적 개념이

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현
숙

없었던 거죠. 80년대 시장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의 출현으로 소프
트웨어 시장은 점차 독립적이면서 지식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발

우리가 흔히 쓰는 저작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권리를 통칭하는 말

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일부였던 것을 넘어

입니다.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여러가지 권리를 통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한 이후,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되는

칭하여 저작권으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

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SI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크

입니다. 디지털카메라, IoT냉장고,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존 하드웨어

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류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기반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시장

이슈도 모두 다릅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대개 불법 복제로 인한 복

을 넘어 전체 산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따라 앞

제권 침해, 즉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임베디드에서는 영업비밀침

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의하는 게 무의미해질지도 모릅니다.

해, 특허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며, SI 소프트웨어는 누가 저작권을 갖
느냐의 문제와 라이선스를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느냐의 이슈를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에는 △합

‘개발 발명’ 분야인 소프트웨어가

법적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한 소프

어떻게 특허법이 아닌 저작권법에 의해

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는 행위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
자가 공유하는 행위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이나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혹은 제3의 법 제도

용하는 행위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

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결과

로 나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핵심적

적으로는 국제조약에 의해 거의 모든 국가가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소

으로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를 따지기 때문에 소스코드 유출 복제로

스코드를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라 복잡할 수

인해 많은 침해 사례들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

있습니다만, 소스코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과정에 이르기

어 침해율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두 배에 달하고, OECD

까지 많은 변환을 거칩니다. 때문에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

회원국들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많

록 변환(컴파일)한 목적코드,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생성된 실행

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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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의 일부만 갖다 써도 저작권 침해 분쟁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저작권을

사용되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에 소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침해의 경계나 기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트웨어자산관리사들의 인력배치도 갈수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소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소프트
웨어의 종류와 수량, 필요예산, 계약조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구매 후

네, 소스코드는 일부만 갖다 써도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

소스코드의 유출은 일반적으로 개발장소나 유무형 매체, 조직 인력에

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보유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현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분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분쟁’, ‘사업

니다. 이때 실질적 유사성 문제가 발생한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의해 발생하고, 유출 방식에서는 ‘퇴사하는 직원에 의한 유출’과 ‘저작

황에 대한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행합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

자와 이용자간의 분쟁’, ‘게임개발 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권 양수도에 따른 침해’가 심각합니다. 기업에서 직원이 퇴사, 혹은 이

원회에는 SW 소스코드 저작자 확인 및 난독화 서비스인 코드잼이 구

다. 그리고 그 유형으로는 표절, 라이선스, 캐릭터 도용, 영업비밀 등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이 있는지 물리적 비교

직을 할 때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 시 유출이 많이 이뤄지는 것이죠. 고

축돼 있습니다. 코드잼의 저작자 확인 서비스는 소스코드 워터마킹 기

로 세분화됩니다. 표절 분쟁은 경쟁 게임업체의 게임저작물을 도용하

도 하고,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 방식, 자료구조의 유

의적인 유출도 있지만 법을 잘 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퇴사자는

술을 이용하여 SW 소스코드 내에 저작자 정보를 은닉하고 유출시 이를

는 경우인데, ‘알까기 게임’, ‘비엔비’, ‘미르’의 전설’ 등의 표절 분쟁이

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는 논리적 비교도 이뤄집니

본인이 재직중 만든 소스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생

검증하여 저작권자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코드잼의 소스코드

대표적입니다. 라이선스 분쟁은 주로 게임업체와 사용권자에서 발생

다. 모든 비교와 검증을 거쳐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서로 다른 언

각할 수 있어, 퇴직 후 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

난독화 서비스는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어렵도록 자동 변환해서 유출 시

하는데 로열티, 후속버전 사용, 제3자 침해방지 등 라이선스와 관련되

어로 구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따라 실질적 유

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상 이는 ‘업무상저작물’로 본인의 저

소스코드에 내재된 노하우 및 알고리즘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또한 원

며 ‘테트리스’, ‘미르의 전설2’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생

사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스코드가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

작물이 아니라 회사의 저작물이므로 이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핵심

래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유사한 소스코드를 개발하는 것도 방지해주기

각해볼 수 있는 캐릭터 아바타 도용은 표절분쟁과 유사하며 ‘메딕’, ‘스

이냐는 그 유형에 따라 감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법 이론적으로도 상

개발자인 경우 퇴사 후 소스코드를 쉽게 수정하거나 저작권 침해의 흔

때문에 기능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크래프트’ 등의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이나 부정경

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판례가 귀

적을 찾기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쟁과 관련된 분쟁은 일본 격투게임 ‘철권 4’의 한국판 ‘정발판’과 같이

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작권 침해는

직원들이 개발한 SW소스코드가 회사의 것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

타 게임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널리 알려진 게임과 유사한 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무 자르듯

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자신의 소스코드에 대한 권한을

임 개발을 통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게 지식재산권이 가

갖고 싶다면 취업규칙, 계약서 등에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부터

진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수도에 따른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인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분야가 게임콘텐츠입니다.

이 프로그램 양도 후에도 동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영업하는 경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게임 분쟁 사례 중 사설서버 문제, 오토프로그램,

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해제 시 양수인이 취득한 소스코드의 처리 상태
를 확인하고 저작권 이전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산업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게임 구현 플랫폼의 환경변

핵프로그램 등이 종종 언급되는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분쟁사례도

피해는 무엇이고 또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은 그 자체가 저
작권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게임 소프트웨어는 저작

사설서버는 게임회사가 아닌 제3자가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권 침해문제가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게임은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하면 됩니다. 사설서버 운영자는 유출된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관련 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많은 저작물이 혼합되어 권리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

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서버를 구축하고 접속기를 배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니다.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예로 든다면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그 소

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사설서버에서는 게임 진행이 더 빨리 되

스코드의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화면에 구현되는 UI나 캐릭

도록 하거나 더 많은 아이템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형이 가해져

먼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관

터 등은 영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배경음악은 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사설서버가 아니더라도 게임

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가 있습니다. 그 인력 양성

악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죠. 단,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은 저작권법상 아

을 자동으로 플레이하도록 하여 경험치를 높여주는 오토프로그램이

에도 힘쓰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구매되는 방법에서부터 배포되고

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나, 게임 안에서 능력치를 극대화해주는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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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집니다. 게임은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스 코드를 취득하지 않아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해주세요.

으로 제작되어 판매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자 게임회사

게임 시장으로 이어진 것은 모두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치형 게임에서

도 손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소스 코드에 관련한 표절은 거

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설서버나 프로그램들

접속형 게임으로 전환되면서 불법복제라는 저작권 이슈를 상당 부분

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을 만드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에 있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기술 변화와 혁신과 맞물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특성상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게임에 있

습니다. 사설서버의 경우 운영자나 불법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게임의 판매에서 아이템 판매

어 주요 분쟁은 세 번째 소스 코드에 의해 표현되는 화면 영상 콘텐츠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창작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등으로 변환하는 것도 이러한 자정 노력의 하나입니다. 부분 결제 시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범위가 좁죠. 그렇다 보니 게

지식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된 지

결국 게임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템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 콘텐츠 표절 시비에서 저작권 주장으로 피해자가 이긴 케이스가 거

식재산권법이 디지털 시대로 흘러오면서 소프트웨어 곳곳에 보호 받

의 없었습니다.

아야 할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큰 구멍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때문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는 신속하게 이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설서버에 로열티를 받고 양성화 하는 방안을

에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교차점

발표한 회사도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모두 없앨 수 없다면

에서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프트웨어 리걸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중 저작권 침해가 아닌 ‘표절’

(legal) 엔지니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관

판례로 결정 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2013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된

리할 수 있는 전문가라 얘기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법에 연관

많은데요. 게임 콘텐츠 분쟁 사례에 있어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차목)와 관련된 첫 판결이 나와서

되어 있는지를 공부 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합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이슈가 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니다.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을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과 제도

소프트웨어 특성상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표절은 윤리적

2014년 9월 18일 킹닷컴이 아보카도에서 출시한 ‘포레스트 매니아’

프트웨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기업이나 조직

모바일 게임의 경우 부분 결제 시스템 활성화가

인 접근이고, 저작권침해는 법적인 접근입니다. 표절은 도덕적 비난의

가 자사에서 개발한 ‘팜히어로즈사가’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

의 정상적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부처와 관련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대상을 포함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마련

니다. 킹닷컴 측은 ‘팜히어로즈사가’의 독특한 표현요소들 가령 사용

기관들의 노력, 그리고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력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

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고무적인 희망

많은 산업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통해 빠르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결정하여 이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서

과 등을 ‘포레스트 매니아’가 표절했다고 주장했지요. 이렇게 지적한

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게임도 그렇

게임의 구성요소를 언급했는데, 게임은 △소스 코드 △게임의 규칙이

유사성에 대해 아보카도 측은 그 부분들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습니다. 과거 PC에 설치하는 패키지 게임이 불법복제로 인해 온라인

나 아이디어 △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로 나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인 비슷한 게임류의
표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1년 간 진행된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결과는 1심을 뒤집고 아보카도의 편을 들었
습니다. 포레스트매니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부정경쟁행위
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저작권 침해라 보았던 1심에서 기
존 게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표절(카피캣)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부정경쟁

She is...

행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져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비슷한 영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의 김현숙 소

을 미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 산
업에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은 법학박사로서 정부통합전산센터 IT서비스 내부품질
관리체계 자문위원,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IP-저
작권 분과위원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연

는 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게임 창작을 저해하지 말아야

구했다. 저서로는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기업을 위한

한다는 점이 존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다.

CHANGE + TOGETHER

2017. C-Story vol. 04

친절한 C군

기나긴 겨울을 지나 따듯한 봄날이 왔다. 5월엔 연휴가 많아 여행하기에
좋은 시즌이다. C군은 평소 사진촬영에 취미가 있어 동호회 활동을 하면
서 사진을 찍어왔다. 겨울동안 추워서 야외에 나가지 못해 아쉬워하다 5
월 초에 모처럼 강원도 강릉에 갔다 왔다. C군은 강릉 가는 길에 대관령
하늘목장에 들러 하늘 높이 돌아가는 풍차와 산등성이 모습에 감동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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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있잖아.
모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
“너 좋겠다! 취미로 사진 찍고 저작권료도 받으니까.”
“아닌데, 내 사진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 카메라에 그 모습을 여러 장 담았다. 집에 돌아와 대관령에서 찍었던
사진 몇 장을 평소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사진 동호회 사이트에 올렸다.

C군은 친구가 알려 준 웹사이트로 접속해 보니 역시 내가 찍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올려 친구들에게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다

사진이 올려져있었다. C군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고 알렸다. 며칠 후에 온라인 동호회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홈페이지 첫

타인의 창작물은 허락을 받고 써야 한다는 정도의 지식은 있었다.

화면에 대관령에 찍은 풍차사진이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아
닌가. “이런 맛으로 사진을 찍는 거지.” C군은 자랑을 하고 싶어 페이스
북에 풍차사진이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됐다는 글을 남겼다. 며칠 후
SNS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허락 없이 쓴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했다.

글 하동철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저자

“지금 웹페이지에 올려 진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요.

이렇게 영리적으로 쓰라고 허락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해당 업체에서 사과를 하고 사진을 삭제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원의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이었다.
“최근 대법원이 자연경관을 찍은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이 찍은 사진은 아마
추어가 단순히 산과 풍차를 찍은 사진에 불과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은 온라인에 있
는 사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순간 당황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화를

자연풍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받은 직원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산 밑에서 풍차를 보
고 찍은 사진이라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
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찍어도 비슷하더라도 내가 만든 창작물이니
까 나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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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출신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는 2007년 강원도 삼

법원이 자연경관의 구도 자체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이고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데 상당한 기

저작권법이 사진을 저작물로 보호를 시작한지는 그 역사가 오래

척시에 있는 솔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여 국내외 수차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경관이 좋은 관광지엔 포토

술이 필요하지만 우리 법원은 피사체와 피사체를 구성하는 소품

되지 않았다. 미술이나 조각처럼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기 보다는

례 전시회를 열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2010년 여행사진 공모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누군

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카메라라는 기계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

전을 개최하고 입선작인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찍은 솔섬의 사진

가 독점한다면 누구라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

전자동 촬영장치를 이용한 증명사진이나 스티커 사진은 인간

식에 전환을 가져온 것은 1884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미국

을 텔레비전 광고에 이용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마이클 케

풍광을 찍은 사진이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진이라

의 정신적 창작활동이 관여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저작물로 취급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진의 저작물성을 최초로 인정했다. 저작

냐는 자신이 찍은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여 저작

는 뜻은 아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실리는 사진작가가

하지 않는다. CCTV나 블랙박스 스틸사진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법 역사에 기록된 것은 아일랜드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권을 침해하였다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찍은 수많은 풍경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

이런 사진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비용을 주고 이용해야

가 왼손을 턱에 받치면서 앉아 있는 사진이다. 소품의 위치와 인물

사진작가인 케냐는 ‘찍은 장소가 동일하고 실루엣으로 표현된

가 없다. 마찬가지로 케냐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강력한 보호를 받는

의 자세, 조명 등이 사진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뚜렷이 나타

나무의 크기가 동일하다. 또한 삼각대로 노출을 길게 주어 거울

는 것이 아니라 솔섬의 모습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재로 쓸

저작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저작물로 보호가 된다는데 반대할

처럼 묘사한 점도 같다. 딱 하나 다르다면 컬러와 흑백인 차이밖

수 있다는 의미다.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 당시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복제물에

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추어 작가는 ‘케냐사진이 솔숲을 중심

케냐의 솔섬사진도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케냐 사진을 거의 유

불과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으로 한 정적이며 단아한 느낌이 있는 흑백사진이라면, 자신의

사하게 모방하여 만들었다면 케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

같은 장소에 유사한 구도로 찍은 사진이 이미 있더라도 C군이 찍

사진의 창작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사진은 화려한 아침 여명 속의 솔숲, 구름의 흘러가는 역동적인

다. 케냐의 사진을 영상물로 촬영하거나 그림의 형태로 스케치하

은 풍경 사진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다. 반면에 자연경관 자체

하면 특별한 기능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장된 설정에 따라

표현을 살리려고 한 컬러사진’이어서 전혀 다른 사진이라고 반

거나 그려도 동일하다. 창작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을

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C군의

사진이 저장된다.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교환이 가능하고 셔터 속

박했다. 케냐의 사진과 아마추어 사진가의 사진을 보면 솔나무

똑같이 또는 거의 유사하게 베낀 행위가 문제가 된다.

사진과 비슷한 구도로 찍더라도 C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도, 조리개 선택 등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의 크기와 지평선, 바다에 비쳐 반사된 나무의 구도와 크기가 거

누구나 자연풍경이나 경관을 독점할 권리는 없다. 유럽에 가서

설정할 기능이 적고 많음의 차이는 얼마나 사진을 다양하게 표현

의 비슷하다. 다른 점은 케냐 사진은 솔섬 주변의 모습이 하나의

알프스 산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미리 찍은 사진과 구도가 유사하

C군의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여 그 사진에 등장

할 수 있냐는 차이다. 그것이 바로 창작성의 잣대로 쓰이지는 않는

흑백 톤으로 묘사되어 있고,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의 배경엔 구

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케냐가 찍은 자리를 찾아 촬영

하는 풍차와 자연경관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 스마트폰 사진도 충분히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

름이 흘러가고 바다에는 산개된 구름이 비친 모습으로 촬영되었

하여 솔섬의 모양과 구도가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독립된 또

러나 의도적으로 C군의 사진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진

다. 또한 저작권법은 아마추어냐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이냐를 기

다. 섬의 모습과 그림자 크기와 구도는 유사한데 전체적인 느낌

하나의 솔섬사진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촬영시간과 기법에

이라면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해당 업체는 C군의

준으로 보호여부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이 다르게 느껴진다.

따른 차이가 전체적인 느낌이 다른 사진을 만들어 낸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C군이 찍은 사진은?

되지 않는다.

사진은 피사체의 선택, 구도, 렌즈의 선택, 셔터찬스, 셔터 스피

대법원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드, 조리개의 선택, 빛이나 조명, 필름의 선택, 현상·인화나 후보정

장소에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사진

덕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웹사이트에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작업에 창작성이 있다. 우리가 인물을 렌즈에 담거나 거리를 변화

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

모든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는 않는다. 타인의 사진을 단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모습을 찍으면 이런 창작성 요소가 가미된다. 그렇지만 자연

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

순히 모방, 복제한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 사진은 카메라를 통해

최근에는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온라인 서비

풍광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는 구도 부분에서 창작성이 발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 가능성이 다양하지 않다

창작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과 다른 특징이 있다.

스를 한다. 이런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웹사이트나 SNS 홍보용

휘될 영역이 좁다. 한마디로 누가 찍어도 구도가 비슷한 사진이 나

고 했다. 케냐사진은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수묵화 같이 담담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사체에 어떤 가공이나 연출을 하지 않

으로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를

오기 마련이다.

게 표현한데 반하여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은 새벽녘 일출 직전의

는 경우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었다. 예를 들어 햄제품 그 자체

피해갈 수 있다. 사진과 같이 실용성과 기능성을 함께 갖고 있는

C군이 찍은 자연풍광은 업체의 주장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셔터속도,

를 충실하게 찍은 사진이나 모발이식 전후 사진, 음식점 내부 공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출처가

지 못하는 걸까? 몇 년 전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솔섬의 사진을 둘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이 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간 사진, 고주파 수술사진 등 피사체를 그대로 옮긴 사진들이다.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있는 사진은 이용하지 않는

러 싼 저작권 분쟁의 내막을 들어다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제품만을 찍은 사진이나 음식 자체를 찍은 사진이라도 촬영한

편이 현명하다.

C군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만약 해당 업체가 해당 풍차가 있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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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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없이 하이퍼링크를 설정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기사를 볼 수 있도

Best Water 사건2)

록 하였다. 이에 기자들은 이러한 링크행위가 communication to

(1) 사실관계

the public right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웨덴 항소법원

정수필터시스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 BestWater

은 EU 저작권 지침상의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에 해

社는 수질오염에 관련된 2분 가량의 광고용 동영상을 제작한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ECJ에 회부하였다.

후 이 동영상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동의없이 유튜브
에 제공되었고3), 피고들은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광고

(2) ECJ의 판결

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에 원고의 광고동영상을 프레이밍 방식으

EC J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유럽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

로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 making available을 포함하므로 공중에 ‘전달 행위’(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communication)에 포함되어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본 규정서 기술된 공중은 저작권자가 고
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New Public)에게 저작물이 제공되는 경
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과 같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
도록 합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유럽저작

1 C-466/12.

권지침에서 규제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여, 최초로 인터넷에 올라

2 C-348/13.

간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제공되었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글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김인철 교수

저작권은 쿠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의 발명에 따라 복제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1710년 영국의 앤여왕
법이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부터 시작한다. 즉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15세기의
신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처럼 신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작권의 대상과 범위
가 확장되고 있다. 즉 서적에 대해서만 인정되든 복제권이 축음기나 영화, 텔레비전 등의 녹음·녹화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연권, 방송권 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발전으로 공중
전달권 또는 공중송신권이 인정되어 전달이나 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에도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 이후 가장 큰 논란이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업로드된 불법저작물에 링크설정행위를 저작권법적으로 어떻
게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저작권 침해가 된다면 직접 침해일까? 아니면 방조 책임일까? 그리고
합법적인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일까?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모든 경우에 규제를 하
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
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고, 그 이후 EU 회원국에서 이러한 판
결에 따른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판결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우리 대법원이 불법
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어떻게 규제할지 기다려 보고자 한다.
Svensson 사건1)

(1) 사실관계
Svensson외 3인이 작성한 기사는 자신들이 허락한 신문사의 인터넷에 게재되었고, 스웨덴의
Retriever Sverige社는 자사의 웹 사이트 Goteborgs-Posten에 저작권자인 Svensson외 3인의 동

3 BestWater社는 자신들이 업로드 한 동영상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링크를 한 동영상은 BestWater社가 업로드한 파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C-348/13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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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누드 사진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사이트를 다시 링크하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벨기에 L’Avenir社에를 저작권 침해

련 형사사건8)에서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직접 링크를 설정

였다. 이에 네덜란드 플레이보이誌는 불법적인 저작물에 링크를 제

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는 것은 저작권 방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최근 서

공하는 것은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침해로 네덜란드

울고등법원은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스웨덴 법원의 판단

에 프레임 링크를 제공하고, 배너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이익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를 인

스웨덴 Attunda 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인 Jonsson은 YouTube 뿐만

을 얻은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민사상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정하였으나, 항소법원은 불법적으로라도 이미 업로드된 사진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도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CJ의

인정하였다.9) 이 링크 사이트 운영자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

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Svensson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

GS Media 판결에 따라 미디어회사인 피고 L’Avenir社는 사전에 링

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

가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침해를 위하여 필요한

크하는 저작물이 YouTube에 합법적으로 게재되었는지를 판단하지

이 불법적인 저작물에 프레임링크를 제공한 서울고등법원 사건 같은

new public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않았고, 영리목적으로 링크를 하였기 때문에 동영상이 저작물로 스웨

민사사건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흥분되면서도 직접 링크를 제공

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업로드

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사실과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재에 동

한 방식이 아닌 프레임링크를 제공한 경우에 어떤 논리로 다르게 판

된 저작물에 링크를 거는 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는 저작권 지침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화 지침 2001/29

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링크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또한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

제3조 제1항의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침해에 해당할

스웨덴 지방법원 사건처럼 성명표시권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반

결 판결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의 링크는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인들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터넷 링크를 하지 못하게

링크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성명표시권 침해도 인정하였다.

하는 위축효과를 제어하면서도 이 사건처럼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

(2) ECJ의 판결

작물에 링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여부 등 상당히 많은 논점에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on 사건을 인용하면서 communication

유럽의 불법저작물에 링크제공에 대한 판결에 대한 단상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법원에서 나오기를 기

to the public right에 해당하려면 송신여부와 공중에 대한 송신이

스웨덴 판결은 GS Media 사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었으

라는 요건을 재확인한 후에 이 권리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한 자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 것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 고등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BestWater社는

시간 및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making

으로 보여진다. 스웨덴 링크 판결을 보면 GS Media 판결의 영향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로

available to the public of works)에 포함되고, 저작권 정보화 지침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의 목적이 이러한 링크도 포함하며, 저작권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

생각한다. 스웨덴 사건에서 피고 벨기에 L’Avenir社가 영리적인 목

려는 저작권 침해의 목적상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적으로 링크를 제공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링크를 제

(2) ECJ의 판결

된 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화지침 제3조 제1항의 송신

공하는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광고배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느 웹사이트에서 이미 공중이 자유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링크설정행위는 링크설정행위자가

모든 사이트가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웹사

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프레이밍 링크로

고의적으로 링크를 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노출하였으며, 영

이트는 항상 링크된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라는 것을 확

새로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

리목적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6)

인하라는 것도 현실 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벨

이라는 전제하에서 저작물이 이미 유튜브에서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

기에 L’Avenir社는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에 보도 또는 비평의 관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고들의 웹페이지에서 송신하는

GS Media 그 이후

에서도 주장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원의 판결문만을 읽어보면 법

것처럼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중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GS Media 사건이 ECJ에서 결정난 이후 최초로 EU 가맹국에서 결

원은 저작권 제한에 따른 조항인 보도, 비평 목적의 공정인용과 공정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4)

정된 최초의 사건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YouTube에 업로드한 동

이용의 적용여부 가능성을 판단하지도 않은 채 저작권 침해라고 판

영상에 벨기에 언론사가 링크를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GS Media 사건에서처럼 링크제공자에게 불

에서 스웨덴 지방법원이 2016년 10월 13일 결정한 것이다.7)

법적인 저작물이므로 링크 삭제를 요청하였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저

GS Media 사건5)

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

(1) 사실관계
네덜란드 앵커우먼을 찍은 사진이 플레이보이誌에 실리기 전에 유

(1) 사실관계

작물에 대하여 링크를 설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많은

출되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호주의 Filefactory.com에 업로드 되

2012년 Rebecka Jonsson은 자신의 번지점프 동영상을 찍었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업로드된 저작물의 합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링

었고, GS Medi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사진에 대한 링크

Jonsson의 동의없이 YouTube에 그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으며,

크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심각하

를 제공하여 누구든지 쉽게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

2012년 1월 9일에 피고 L’Avenir社는 사고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

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

레이보이誌는 Filefactory.com와 GS Media에 삭제요청을 하여,

사의 웹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하였다. 이에 원고 Jonssen은 동영

구해 볼 필요가 있다.

Filefactory.com은 파일을 삭제하였지만, GS Media는 삭제요청을

상의 스틸 사진을 공개하고, 웹사이트에 프레임링크를 하여 자신의

이와 함께 GS Media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츄잉사이트 관

4 이 사건에서 재미있는 것이 원고 BestWater社는 원고들의 주장과 반대로 ECJ는
Svensson 사건을 전제로 합법적인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것으로 상정하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C-348/13 para. 14 참조.
5 C-160/15.
6 ECJ는 이 판결에서 영리목적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
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추정된다고 판단
하였다.
7 DOM 2016-10-13 Meddelad i Sollentuna Mål nr. FT 11052-15.
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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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기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DRM 기술을 사용하고

48

다음은 음악, 영상물, 게임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에 DRM 기술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고유의 DRM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DRM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음악 저작물의 DRM

오디오 CD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복사 방지 DRM이 적용되어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DRM 기술

① 애플 페어플레이(FairPlay)

오디오 CD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음악이 재생되지 않거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DRM 기술이다. 애플이 베리디스크

나 재생 도중 크래시가 일어난다.

(Veridisc)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페어플레이는 애

디지털 음악의 경우 음악 파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운로드

플 기기와, 아이튠즈, 앱 스토어, 퀵타임 등에 쓰이고 있다. 페어플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이전의 아이튠즈의 음악 파

레이로 보호받고 있는 파일은 암호화 되어 있으며 복호화 하기 위해

일의 경우 애플의 기기나 퀵타임 플레이어에서만 재생할 수 있었

서는 마스터키가 필요하다. 마스터키 또한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으

다. 하지만 DRM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호환성이 떨어지자

며 마스터키를 복호화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키가 필요하다. 사용자

2007년부터 DRM을 적용하지 않거나 DRM 프리 서비스를 제공

가 콘텐츠를 구매할 때마다 사용자 키를 받게 되며 이 사용자 키는

하는 음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애플도 2009년 4월부터 아이튠

마스터키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사용자 키는 5대의 컴퓨터와

즈로 다운받은 음악 파일들에 대해서는 DRM 기술을 적용하지 않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게 되었다.

② 구글 와이드바인(Widevine)1)

영상물의 DRM

2010년 구글이 와이드바인사로 부터 인수한 콘텐츠 배포 저작권

영상물은 음악 파일과는 다르게 DRM 프리 서비스가 거의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음원 및 영화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기술로써 현재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와이드바인의 가

대부분의 영상물에 DRM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서는 해킹 사고로 인한 중요한 기밀문서들의 자료 유출

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스트

특히, DVD와 블루레이와 같은 고화질 영상물에 DRM 적용이 보

을 방지하고 유통 경로 추적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콘텐츠 저작물

리밍 영상물에 DRM 기술이 채택되고 있어서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편화되어 있다. 기존 DVD는 영상을 암호화한 후 영상 장치에서 복호

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복제되어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RM 기술을 개발하게

제공자들이 와이드바인을 사용하고 있다.

●
글
─
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최희식 외래교수

되었다. 하지만 DRM 기술은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합법적으
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DRM의 적용

③ 마이크로소프트 플레이레디

되는 사례와 DRM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DRM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 인터넷을 통한 고품질의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에 DRM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2008년부터 플레이레디를 제공하고 있다. 플레이레디는 온라인뿐

다. 특히, 인터넷 스트리밍 콘텐츠물에 보안 기술이 뛰어나서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배

DRM이란?

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콘텐츠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 및 관리하는 기술

자는 자신의 디바이스들을 도메인에 등록하게 되고 사용자는 도메

을 일컫는다. DRM 기술을 통해 음악, 게임, 동영상 파일 등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인에 등록된 디바이스들을 통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허가된 사용자 이외의 접근을 제어하기도 한다. DRM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에 대한

기존 마이크로소프트의 DRM기술과는 다르게 다른 플랫폼의 모바

제어 및 제한을 두게 된다.

일기기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① 사용 규칙 기술

④ 어도비 프라임타임

사용자의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 설치 횟수,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DRM 기술로 2013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많

이다.

은 스트리밍 콘텐츠가 플래시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에 호환성이 크
다는 장점이 있다. 프라임타임 또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며 다른

② 콘텐츠 암호화 기술

플래시 DRM 기술보다 보안이 안정적이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제

미국의 방송사인 NBC는 자사의 스포츠 스트리밍에 프라임타임 기

공하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술을 사용하고 있다.

급사로부터 DRM 인증을 인정받아 월트디즈니사, 워너브라더스사 등에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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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게임의 DRM

해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50

시사점

그렇다면 설치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과 게임 콘텐츠에 대한 DRM

전자책3)을 판매하는 아베이 하우스 미디어(Abbey House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확대로 DRM 기술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기술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스템 유형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하

Media)는 2013년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자사가 판매

막고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

고 있는데 살펴보기로 한다.

한 전자책의 DRM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지하였다. 출판사인 펭귄과

다.

시몬&슈이터(Penguin and Simon & Schuster)는 아베이 하우스
① 설치 제한

미디어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4년 코테 판사

• 몇몇 단체들은 DRM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주장하며 DRM이

많은 프로그램과 게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기기의 수를 제한

는 아베이 하우스 미디어의 행위는 콘텐츠의 백업과 콘텐츠의 이동

더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 디지털 시장에 맞게 DMCA법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게임을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기에 설치하기

서비스를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출판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해서는 반드시 기기를 온라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많은 프로그램과 게임이 기기로부터 삭제할 경우 설치 할 수 있는 기

DRM의 문제

기의 수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DRM의 몇몇 문제 때문에 DRM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존

• 합법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저작권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DRM 개발이 필요할 시기로 사료된다.

재한다. DRM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호환성이다. 많은 DRM
② 상시 DRM

기술이 특정 기기, 특정 지역 및 특정 프로그램 등에서만 사용될 수

• 고품질 영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캠코딩 영상 불법복제 업체

현재 많은 게임사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임을

있게 적용된 경우가 많다. 만약, 사용자가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고

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DRM을 우회하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

설치하고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의 서버에 지속적으로 접속해

싶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저작물을 구입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대 필요하다.

있어야만 된다. 현재, 블리자드, 스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방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몇몇 단체들은 DRM 기술이 저작물 보호

법을 채택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유비소프

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많은 저작물의 DRM들을 우회할 수 있는 크

• 미국의 경우, DRM 기술은 기밀을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의료, 보

트사는 과거에 사용했던 상시 DRM을 중단하고 더 이상 사용하고

랙이 만들어지거나 암호화된 저작물을 복호화하는 방법이 찾아지고

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DRM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있지 않고 있다.

있으므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RM이 불

는 일반적 문서 체제 DRM 기술은 여전히 적용이 어려운 분야로

법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문서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

③ 제품 키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사용자

기 위해 DRM 기술을 기업의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홍보할

가장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프로그

들은 콘텐츠의 크랙을 통해서 인증 과정 없이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필요성이 요구된다.

램과 게임을 설치 할 때 동봉된 제품키를 입력함으로써 인증을 받는

있지만, 합법 사용자들은 콘텐츠를 사용할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

화 하는 CSS(Content Scrambling System)2)를 사용하였으며 HD-

시스템이다. 현재는 단독으로 사용 될 경우 콘텐츠가 쉽게 크랙 되

는 경우도 있기에 불법 사용자들보다 불편함이 많다고 주장했다. 상

DVD와 블루레이는 DVD와 블루레이에 내장된 시리얼 번호 같은 요소

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

시 DRM의 경우도 콘텐츠 제공자의 서버가 공격을 받거나 문제가

로 키를 만들어 영상을 암호화하여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방

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있으면 합법 사용자는 콘텐츠를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불법
사용자들은 해당 서버를 사용하지 않기에 콘텐츠 제공자의 서버 상

지하는 AACS(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를 사용한다.

태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사용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물의 경우 재생할 수 있는 기기

끝으로, DRM과 관련된 법적 이슈화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의 수를 제한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기간제이

서 알아보고 요즘과 같은 클라우드 시대에 분산된 자료의 문서 보

위와 같은 DRM의 몇몇 문제 때문에 음악 콘텐츠의 경우 DRM

거나 재생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안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고려하여 앞으로

프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콘텐츠에서도 DRM 프리 서

아이튠즈의 영화는 사용자가 영구 구매를 할 경우 재생 및 다운로드

DRM 기술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

비스를 도입하는 추세로 방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횟수 제한은 없으나 애플기기나 퀵타임 플레이어 외에는 재생되지

으로 사료된다.

2. https://www.encoding.com/digital-rights-management-drm/
3. https://tuneskit.wordpress.com/2015/05/08/how-does-fairplay-drmwork-tools-to-bypass-fairplay-protection/

6. https://www.encoding.com/playready/
7. https://www.microsoft.com/playready/overview/

DRM 관련 법
2 DVD 영화 콘텐츠에 강한 복사 방지책을 부여하고자 DVD 미디어로부터 재생 파일을

미국의 저작권법인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영상물을 구입한 계

서는 1201조에 저작물을 보호를 위한 기술을 무효화하는 기술, 장

3 컴퓨터의 파일형태로 만들어진 책으로 대부분의 전자책은 복사, 인쇄, 공유하는 것을

정에 로그인해서만 콘텐츠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다. 몇몇 스트리밍

치 및 서비스 등을 개발, 생산,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시되

방지하기 위해 DR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전자책들이 특정 기기나 특정 어플리

크린샷 기능까지도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http://news.bbc.co.uk/2/hi/technology/6337781.stm

5. https://www.encoding.com/widevine/

그러나 대부분의 스트리밍 영상물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다운

영상물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나 스

출처

4. http://www.widevine.com/wv_drm.html

않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나 PC에서는 다운로드 되지 않으며 스트리밍 만이 가능하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있다.
DRM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

읽어 들이는 것에 대해 암호화를 부가하는 기술이다.

케이션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애플의 아이튠즈로 구입한 전자책은 애
플기기의 iPad(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으며 아마존에서 구입한
전자책은 아마존의 기기나 아마존의 Kindle(킨들) 앱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다.

8. h t t p s : / / w w w . t h e g u a r d i a n . c o m / t e c h n o l o g y / 2 0 0 7 / a u g / 0 9 /
guardianweeklytechnologysection.microsoft
9. https://www.eff.org/deeplinks/2014/12/pointing-users-drm-strippingsoftware-isnt-copyright-infringement-judge-rules
10. http://gizmodo.com/its-perfectly-legal-to-tell-people-how-to-removedrm-1670223538
11. https://www.wired.com/2014/03/kill-itunes-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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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DS 모드칩 사건

●

© Barone Firenze / Shutterstock.com

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세진 선임연구원

캐나다 연방법원, TPMs 무력화 금지 규정 적용한 첫 판결

2017년 3월 2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 및 저작권 간접

그런데 모드칩 판매업자인 피고 제레미 킹(Jeramie King)은 문

저작권법 제27조 제2항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제41.1

침해를 이유로 3DS 모드칩1) 판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 특히 이번 판결

제의 모드칩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으나, 2013년부터 ‘Go Cyber

조 제1항의 TPMs를 무력화하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은 2012년 저작권 현대화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 에 따른 일환으로 캐나다 저작권법에

Shopping’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DS 플래시 카트리지, 모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적용하여 내린

드칩, 게임 복제장치(game copier) 등을 판매하였다. 게임 복제장

판결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치 이용자는 인터넷상에서 ‘롬(ROMs)’이라는 파일형태로 DS나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내용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란 저작자 등 권리자

3DS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DS나 3DS 콘솔을 통해 불법복제

2017년 3월 2일, 연방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닌

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전(事前)에 보호하기 위한 자구의 수단으로 강구하는 기술적인 통제장

된 롬에 접근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드칩 이용

텐도 콘솔의 작동에 필요한 컴퓨터 코드가 복제된 장치를 판매한 행

치를 말한다. 그러나 TPMs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 등을 무력화 하는 장치들로 인하여 해당 조치가

자는 Wii 불법 복제물로 게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외에도 피

위협받게 되면서 TPMs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으로 권리자들이 강력하게 촉구하기 시작

고는 소셜 미디어에서 신규상품을 안내하거나 이용자들이 상품평을

하였고, TPMs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법규범들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한편, 캐나다의 경우에는 2012년 저작권법 제41조에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경우라 할지라
도 TPMs를 무력화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
다. 그리고 동법 제27조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인하였다. 이에 2016년 2월 9일, 닌텐도는 TPMs의 무력화 및 저작
권 간접침해를 이유로 캐나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닌텐도의 TPMs 중 게임 카드의 물리적 형상이 효
율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
고는 모드칩이 닌텐도 콘솔상에서 사용을 위하여 제작되었으나 닌

3DS 모드칩 사건의 사실관계

텐도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않은 제3자

이 사건의 원고인 닌텐도(Nintendo)는 유명한 비디오 게임과 게임 콘솔(console)을 캐나다에서 판

의 소프트웨어인 홈브루(homebrew) 소프트웨어를 위해 사용될 수

매하는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이다. 원고는 닌텐도 DS, 3DS, Wii에 물리적 형상, 부팅 보안 체크, 암

있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호화 및 포맷 TPM, 복제방지코드 등을 삽입하여 TPMs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가 첫째,

1 닌텐도의 3DS 모드칩은 불법 복제된 3DS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래시 저장장치’로, 국내에서는 모드칩(mod chip) 또는 닥터(Doctor)라고 불린다.
2 NINTENDO OF AMERICA INC. v. JERAMIE DOUGLAS KING & GO CYBER
SHOPPING (2005) LTD., 2017 FC 246(Ottawa, Ontario, March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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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되어 자물쇠 역할을 하므로 저작권법 제41조상 효율적으로 접

드를 무력화시켜 복제 CD가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TPMs를

근을 통제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

또한, 법원은 피고의 홈브루 항변에 대하여 홈브루 항변은 저작

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

권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41조의
12는 TPMs 무력화 금지의 예외로서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규

시사점

정하고 있으나, 홈브루 소프트웨어의 주된 목적이 TPMs를 무력화

이번 3DS 모드칩과 관련된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플래쉬카트

하는 것이므로 홈브루 소프트웨어의 존재만으로 호환성이 입증되지

리지, 모드칩 그리고 Sky3DS, Gateway 3DS와 같은 게임 복사

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TPMs 무력화 행

모드칩 판매업체에 대한 닌텐도의 대응

위는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그에 대한 예외사유는 좁게 해석하여

닌텐도는 모드칩 판매 업체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법적

TPMs의 적용 취지를 살리겠다는 캐나다 연방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대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2006년 2월, 한국에서도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드웨어

피고인이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

제작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과 TPMs의 예외사유를 재논의

임기본체(이하 ‘PS2’)에서 복제 게임CD가 구동될 수 있도록 지역코

함에 중요한 인용 사례가 될 것이다.

드를 해제하기 위한 모드칩을 고객들의 요청으로 PS2에 장착한 사

TPMs의 등장배경이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건에서 법원이 최초로 모드칩 등의 장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취지에서 나타났지만 최근 그 적용범위 등과 관련하여 권리를 지나

있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게임프로

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따

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

라서 향후 TPMs를 통해 권리자들과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을 지속적으로 비교형량하여 TPMs 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

복제해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할 수 없으므로 엑세스 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주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는 TPMs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객들의 요
청으로 이 사건 모드칩을 PS2에 장착한 행위는 게임기의 엑세스 코

권리자들과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비교형량하여
TPMs 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

3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위는 동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저작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
시하였다. 그 이유는 DS와 3DS 게임 카드의 정품 인증을 위해 적용
되는 헤더 데이터(Header Data)는 일종의 TPMs로 저작권 보호 대
상이며, 피고가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고객들
에게 제공하여 불법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 원고의 기술, 장치 또는 부속물이 기술적 보호조
치인지의 여부, (2)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관
여했는지의 여부, (3)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게임 복사장치는 원고가 적
용한 TPMs를 무력화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는 저작권법 제41조에 나열된 TPMs를 무력화하는 행위들은 예시
적인 유형으로, TPMs 무력화 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즉 카드 모양과 전기 핀의 배열과 같은 닌텐도
게임 카트리지의 물리적 형상은 DS나 3DS 콘솔을 위하여 특수 디

© 360b / Shutterstock.com

© Kyli Petersen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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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HTML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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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언어로 보고 있지만 그 성격상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와는

HTML의 저작물성(동경지방재판소 평성28년9월29일판결)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고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C언어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인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법은 제10조 3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계 75개국이상에서 의약품 승

항4)에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

인을 받아 서플리먼트를 제조, 유통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

는 바, HTML도 그 기본적인 성격을 프로그램 언어로 본다면 동조에

사이다.

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성”을 없음을 이
유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적어도 HTML언어는 동
조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나 규약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창작성”있게 “표현”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로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C%A0%80%EC%9E%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
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
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2&p1=&p2=&

이에 HTML언어에 대한 상기 판결을 살펴본 후, 비교법적인 관
점에서 일본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언어”에 대한 내
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35798&q=html%20

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
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
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2 2009년 폐지

●
글
─
경북과학대학교 음악저작권법
김지만 초빙교수

홈페이지 등을 만들 때 이용하는 컴퓨터 언어를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이라고 한
다.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창작적으로 표현된 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보호받겠지만 이러한 프로
그램을 만들 때 사용된 HTML언어도 그 저작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저작물로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있다.
이러한 HTML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1)”에
따르면, “그러나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
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
령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
(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바, 신청인이 그의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하였다
고 주장하는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HTML 파일에 검색결과를 표시한 텍스트 부분과 이를 화면에 표시
하기 위한 일반적인 HTML 코드 외에 저작권으로 보호할만한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중략).”으로 판시하여 “창작성”이 없음을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HTML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도 2016년 9월 29일 판결3)에서
HTML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그 HTML을 구축한(쓴)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부연하면 동 판결은 “HTML(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집계·연산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표시 장식을 하기 위한 언어로(중략).”라고 하여 HTML을 기본적으로 프로그

Hyper Text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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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화면의 레이아웃이라고
기재내용이 정하여져 있을 때는
HTML의 표현도 거의 같은 것으로
누가 작성하여도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

58

본 사안은 이러한 서플리먼트 제조판매회사(피고)의 회원용 통신
판매관리 시스템 제작을 하청받은 회사(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종료
후에도 그 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복제권)을 침해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시스템 자체는 원고회사가 작성한 것이지만, 시스템 가동 후
에 추가된 회원등록 관리기능에 관한 화면 디자인은, 피고회사의 일
반인을 위한 홈페이지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의 제작을
하청받은 회사(C회사)로부터 제공된 화면 등을 사용하여 원고회사
의 사원 A씨가 HTML을 작성한 것이었다.
원고회사는 재판에서 “문자의 굵기, 크기, 배열, 배경색 등은 A가
3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200/086200_hanrei.pdf

고안한 것으로, 그에 근거하여 A가 본건 HTML을 작성한 것이므로,

4 (著作物の例示）

이 부분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第十条

회사는 “미리 디자인된 화면을 표시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HTML 프

一

小説、脚本、論文、講演その他の言語の著作物

二

音楽の著作物

三

舞踊又は無言劇の著作物

로그램의 성질상, 그 표현의 선택의 폭은 극히 좁고, 제작자의 개성

この法律にいう著作物を例示すると、おおむね次のとおりである。

이 발휘될 여지는 거의 없다. 본건 HTML은, 프로그램의 작성자가

정하여진 것이 있는 점, HTML(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집

四

絵画、版画、彫刻その他の美術の著作物

내용의 결정에 관여하여 알지 못하는 콘텐츠(텍스트 등)와, 화면의

계·연산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표시, 장식

五

建築の著作物

六

地図又は学術的な性質を有する図面、図表、模型その他の図形の著作物

七

映画の著作物

디자인·구조가 결정되면 거의 일률적으로 고정된 태그의 집합이므

을 하기 위한 언어로, 웹 화면의 레이 아웃이라고 기재내용이 정하여

로, 어느 쪽이든, 본건 HTML의 저작자는 원고는 아니다.”라고 반론

져 있을 때는, HTML의 표현도 거의 같은 것으로, 누가 작성하여도

八

写真の著作物

하였다.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

九

プログラムの著作物

２

事実の伝達にすぎない雑報及び時事の報道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著作物に

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이와 같이, 본건에서, 원고 종업원인

또한, “(중략) 많은 약속이 있는 바, 본건 HTML의 구체적 표현

A가, 본건 HTML제작에 일정 정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도, 이러한 약속사항에 따라서 정형적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인정된

３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내용·형식의 문장을 입력하고, 또

다. 이상의 사정에 의하면, 본건 HTML에 대하여, 원고가, A가 제작

作成するために用いるプログラム言語、規約及び解法に及ばない。この場合におい

한 라이온 하트로부터 송신된 디자인 등을 이용하고 그 위에, 거의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태그를 이용하여 HTML을 작성한 것에 불과

도 거의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이상으로 A가 어떻게 창작성을 발휘하였

아울러, “(중략). 그리고, 원고는 본건 프로그램 중 본건 HTML의

該当しない。
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著作物に対するこの法律による保護は、その著作物を

て、これらの用語の意義は、次の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プログラム言語 プログラムを表現する手段としての文字その他の記号及び

その体系をいう。
二

規約 特定のプログラムにおける前号のプログラム言語の用法についての特

別の約束をいう。

는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 주장도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본건 프로

충분한 증거도 없다. 이상에 의하면, 본건 HTML에 대하여, 원고 종

그램에 대하여서도, 원고 종업원이 창작적 표현을 작성한 것이라고

5 （定義）

업원인 A가 창작적 표현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건 HTML과

第二条

않다.”라고 한 후, “(중략), HTML(언어)에 관하여서는, 교과서나 사

본건 프로그램의 일부에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원고

전(을19내지 20, 22내지 24)이 다수 존재하고, 많은 약속사항으로

가 본건 HTML이나 본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라고 말할 수 없다.”

三

解法 プログラムにおける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の組合せの方法をいう。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

ところによる。
十の二

プログラム 電子計算機を機能させ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

にこれに対する指令を組み合わせたものとして表現したものをいう。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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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 것은 동 규정이 없어도 마찬가지 일 것이나, 컴퓨터 분

당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HTML코드가 웹 페이지를 제

야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확인적으로 규정하

작하며 웹 페이지의 전체적인 느낌(look and feel)은 저작권 보호 대

고 있다.

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웹페이지의 동일한 외관을 제작하기 위

1호의 프로그램 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
자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를 가르킨다. 프로그램 언어는 표현을 위
한 하나의 툴에 불과하며 저작물이 될 수 없다.

한 HTML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므로 HTML코드의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HTML언어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2호의 규약은 “특정의 프로그램에서 표현의 특별한 약속”을 말

범위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에 포함되는 같은 종

한다.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에 대하여서는 1호의 문제이고, 여기서

류의 프로그램 언어 또는 규약으로 보게 된다면 HTML은 동조에 의

의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용하는 컴퓨터의 OS와의 관계

하여 “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가 될 것이나, HTML언어의 경

에서 준수하여야만 하는 룰이나, 통신회선에서 복수의 컴퓨터와 정

우 C언어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와 다른 것으로 보아 동조

보를 주고받는 경우에 지켜야만 할 통신 프로토콜 등을 의미하고 있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HTML도 그 “창작성”의 유무

다. 한편 이러한 특정의 룰에 준거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룰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저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물로서 표현된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 등을 복제하면, 저작권 침
해로 문제될 수 있음에는 주의해야 한다.
소결

본 판결과 같이 일본 재판소는 HTML에 대하여 “창작성”을 부정하

6 中山信弘『著作権法』, 有斐閣, 98頁

여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미국 캘리포니

7 전게주4)

아 북부 지방법원은 온라인 광고 제작 플랫폼의 검색 결과 페이지
의 기초를 이루는 HTML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한 사
례8)가 있다.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일본의 경우는 1985년 개정에서,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본 저작권법 제2조 9호5)는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저작권법의

프로그램이란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하여

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합한 것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하여 언

서는, 종래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그림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어저작물과는 다른 유형의 저작물로 다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프로

표현물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왔음에 대하여,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그램은 컴퓨터에 대한 지령의 조합의 표현이면 충분하고, 어플리 케

기능시키는 부품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저작권법의 체계에는 어

이션·프로그램, 오퍼레이팅·시스템 등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묻지

울리지 않는다는 의문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언어

않는다.6)

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그 표현에는 인간의 학술적인 사상이

다만, 프로그램도 저작물이기 위하여서는 저작물의 일반적 요건

구현화되어 있고 또한 종래 저작물은 특히 그 표현이 이용되는 것에

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나, 그 프로그램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성

대하여,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 그 성격이 결정적으로

의 개념을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은 레벨의 창작성을 요구한다고 할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언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어에 의하여 일련의 명령이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용되어 컴퓨터를
기능시키는 것으로 표현의 이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것으

프로그램 언어의 저작물성

로 이해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하는 공통인식을 얻을 수

한편, 프로그램 언어, 규약이나 해법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있었다.

미치지 않는다고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3항은 규정하고 있다.7) 사

프로그램은, 문자·숫자·기호 등을 조합한 언어체계(컴퓨터 언어)

상·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 보호대상으로, 표현의 수단인 언어나

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저작물의 하나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표현하기 위한 근원적인 룰이나 이이디어인 규칙, 해법은 보호대상

8 https://www.copyright.or.kr/mobile/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38476&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
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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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콘텐츠

# GREENERY

# CONSUMER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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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AL
# 그리너리

SNS
트렌드로
알아보는

초록으로 그린 일상 그리너리

이 시대 덕후의 변신 위너 소비자

비울수록 행복해지는 미니멀 라이프

‘음원계의 기상청’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덕후’가 능력자로 인정받는 시대다. 덕후란 일본어

최근 라이프 트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귀를 간지럽히면 바야흐로 봄이 완연했음을 느낄

‘오타쿠’의 한국어 표현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매우

‘미니멀 라이프’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

수 있다. 이 봄의 생명력과 희망은 어디서 올까. 미

좋아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기에는 사회성이 결

는 삶을 추구하는 형태로, 물질적 풍요로움 보다는 진정

국의 색채 전문 기업인 팬톤은 그 해답을 ‘그리너리

여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특정 분야

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Greenery)’에서 찾았다.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트

에 전문가적인 관심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긍정적인

물건에 압도당하지 않는 여백 있는 공간을 꾸미고, 건강

렌드 컬러는 그리너리로, 스트레스가 많고 각박한

의미로 발전했다.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 식재료로 간소하게 식탁을 차리며, 불필요한 것을 최

세상에서 희망과 자연친화적인 색감을 통해 확신과

형성되면서 덕후 문화는 긍정적 자리매김에 성공했

소화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미니멀리스트의 일상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컬러라고 했다. 싱그러움과 편

다.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표현하는 문

덜어낸 만큼 풍요롭게 완성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1인

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너리 컬러는 대세 컬러답

화로 인식된 것. 바로 이들을 위너 소비자(Winner

가구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1인

게 패션업계와 뷰티, 인테리어, 가구, 소품 등 다양한

Shopper)라 부른다.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과 차별

가구시장의 큰 성장세를 불러일으켰다.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컬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

화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덕후 문화

다. 또한 직접 숲이나 자연을 만나지 못해도 집 안에

가 키덜트 문화의 성장에 힘입어 확대되다 보니 위

풍경이나 자연을 담은 그림을 거는 것만으로도 힐링

너 소비자의 소비패턴 역시 완구류가 큰 비중을 차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이 가능하다. 자연을 담은 그림은 지치고 피곤한 도

한다. 한 카드사의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위너 소비

트렌드는 우리 사회의

시 생활 속에서 과거 방문했던 생생한 자연 풍경을

자의 대표 소비업종인 완구류 이용금액은 3년 동안

민낯과 풍토를 그대로

떠올리도록 해주며, 작은 화분을 두는 것만으로도

22% 성장했다. 특히 완구에 소비하는 소비층 중 20

자연이 가진 생동감과 활기, 햇살을 떠올리게 한다.

대가 52.3%, 1인 가구가 47.6%로 큰 증가율을 나

2017년
상반기
소비 전망

반영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소비 패턴 또한
이에 맞게 변화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 혼밥

#미니멀_인테리어 #심플 #혼밥

# OVER THE TOP

타냈다.
# 키덜트

#초록이 #그리너리_가전 #식물인테리어

언제 어디서든 OTT 서비스

#덕후 #취향저격 #키덜트

시대에 앞으로 또 무엇이

최근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가 실시간 TV시

대세로 떠오를지 기대하며

청에서 VOD를 통한 TV시청과 PC나 모바일기기를

SNS 키워드로 상반기

통한 OTT(Over The Top) 시청으로 전환되는 추세

트렌드를 정리해본다.

이다. OTT 서비스란 유무선 인터넷 또는 유무선 데

글 편집부

이터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
도 OTT 서비스에 해당되며, 아프리카TV, 유튜브,
페이스북, 푹, 티빙, 에브리온TV 등 이 모두가 OTT
서비스에 해당한다. 국내 OTT 시장은 2015년 약
3,178억 원 규모에서 2016년 4,884억 원(방통위
집계)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
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 불
을 지피면서 지상파 콘텐츠로 무장한 푹과 킬러콘텐
츠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CJ E&M 티빙 외 이동통신
# 초연결시대

사들도 OTT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초연결시대 #킬러콘텐츠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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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크리에이터

〈응답하라〉시리즈의
성공 비결과 콘텐츠의 발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세대를 사로잡으며 대중문화계에 복고 열풍을

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존 스튜어
트 밀(John Stuart Mill)은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한 현
재의 상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는 철학
적 경고를 했다. 즉 ‘블랙 스완’은 ‘고정관념을 깨는 예기

만들어 낸 드라마 <응답하라1994>는 창조적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치 못한 사건, 인물,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극히 예외적

콘텐츠 한류 열풍을 만든 이명한 국장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고 그가 제시한 집단 지성으로

이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가장 가능성 없어 보였던 블랙

대중을 움직이는 콘텐츠 기획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스완에 의해 세상은 지배된다”라고 말한 유명 사상가 나

글 이명한 CJ E&M 국장

심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는 매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익숙해진 일상은 세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세

지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연예인을 좋아하

상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는, 소위 말해 ‘빠순이’ 문화를 드라마에 차용했다. 그리

〈응답하라〉시리즈의 성공도 기존 드라마 PD나 작가

고 제작진이 94학번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 문화를 스

‘창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청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

들이 볼 때는 ‘블랙 스완’과 같은 존재였다. 드라마를 전

토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이 세 가지 코드를 드라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살

러나 정작 이 노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약간 허무하기까

혀 경험한 적 없던 예능 출신 제작진이 기존의 드라마 형

마의 기본 축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기존 드라마와 다른

지 하다.

식을 파괴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

형식이었고, 시청자들이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
었다.

펴보면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생각해 내는 특성이다. 창
의성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일까. 사실

“어느 날 호텔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다. 〈응답하라1997〉은 이명한 CP, 신원호 PD, 이우정

‘새로움’을 논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어떤 현악 앙상블을 듣게 됐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너

작가로 이루어진 제작진으로, 모두 드라마를 한 번도 제

세상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다.

무나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멜로디가 머릿속에

작해 본 적이 없는 예능 출신이었다. 사실 KBS에서 CJ

우리는 지금 어떤 패러다임 안에 살고 있는가

정말 과연 그런 것일까.

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아노

E&M으로 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할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에 열광할까? 최근 인

로 방금 전 꿈에서 들었던 선율을 연주했다.”

게 없다는 답답함을 느끼던 상황이었다. 그때 제작진에

기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화두 몇 가지

한 기자가 비틀즈에게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

게 드라마를 해 보지 않겠냐는 화두를 던졌다. 결과적으

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객관 vs. 주관’이다. 콘텐츠 영

었을 때 비틀즈는 이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며 “나도 이

로 룰을 몰랐고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드라마 제

역에서는 이제 객관성의 시대가 가고 주관성의 시대가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떨떨할 따름이다”라고 답했

작 방식의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파격적인

도래했다. 예전에는 객관적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통용

다. 이는 우리가 기대한 아주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되는 것이 덕목이었는데 이제는 주관적인 생각들에 관심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Yesterday)’이다. 이렇게 엄

© mar_chm1982 / Shutterstock.com

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

것이다. 비틀즈 같은 천재 음악가도 완전한 창조는 불가

드라마는 보통 굵직한 사건이 있고 파생되는 작은 이

이 많다. 이제 사람들은 콘텐츠의 스펙트럼이 좁다 할지

능하다. 누구나 천재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

야기들로 살이 붙는 구조이다. 그런데 〈응답하라〉시리

라도 깊이 있는 콘텐츠를 찾는다. 두 번째는 ‘거시 vs. 미

문이다. 결국 창의는 ‘발견’이나 ‘통찰’의 또 다른 표현일

즈는 매 회마다 에피소드와 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 스토

시’이다. 사람들은 이제 디테일한 것에 열광한다. 그 안

뿐이다. 콘텐츠를 어떻게 재가공하고 발견하고 포장하

리텔링이 마무리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대신에 예능

에 녹아 있는 디테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 세 번째는 ‘신

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그 무언가를

PD로 항상 추구했던 물음표를 많이 쓰려고 노력했다.

비와 권위 vs. 친근’이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신비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흔한 것

〈응답하라〉시리즈의 1회부터 최종회까지를 관통하는

의 전략을 썼다. 그런데 지금 연예인들이 신비주의를 가

을 차용해도 ‘콘텍스트(context)’라는 큰 맥락에 따라 얼

물음표는 바로 등장인물들의 ‘남편이 누구일까’ 하는 것

지면 대중들에게 금방 잊힌다. 네 번째는 ‘이성 vs. 감성’

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었다. 또 기존 드라마와 큰 차이점은 스토리 자체에 천

이다. 이제 마케팅, 경영도 감성을 중요시한다. 소비자의

착해서 집중하는 대신 ‘메이킹’에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정서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활동들이 더 트렌디한 전략이

‘블랙 스완’에 의해 세상은 지배된다

‘사투리, 팬덤 문화, 1990년대 복고’, 이 세 가지가 바로

다. 마지막으로 ‘기능 vs. 이미지, 스토리’이다. 이제 제

이 세상의 모든 백조는 흰색일까. 이 화두는

큰 메이킹 포인트였다.

품 광고를 할 때 기능보다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

적어도 북반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고 진실이었

기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다. 1770년 제임스 쿡(James Cook)선장이 신대륙 오

가 중요하지만 예능에서는 출연진이 어떤 캐릭터를 가

지,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소비자와 연결하느냐가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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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통계인포그래픽

2016년 3∼4월

73%
79.

475건

23.6%

2 0 1 7 년 불 법 복 제 물 단 속·시 정 권 고

감소

2017년 3∼4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콘텐츠 장르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총 55,930건
2017년 1월 1일~4월 24일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결과, 음악·영상·출판·게임·만화·소프트웨어 등 6개 장르에서
총 55,930건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간 19,943건
대비 180.4% 증가한 수치임.

180.4%

363건

온라인상(콘텐츠 장르별)
불법복제물
영상 44,590건으로
압도적 1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동기간 대비
212,834점 감소

2017년 1월 1일~4월 24일 기준 ■ 영상 44,590건, ■ 음악 5,660건,

2017년 3월 1일 ~ 4월 24일 기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 만화 2,358건, ■ 게임 1,876건, ■ 소프트웨어 1,076건, ■ 출판 370건

총 363건, 591,859점 단속(수거)의 성과를 기록하였음.

Online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
49,626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12,832건) 기준
약 286.7% 증가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 기준 112건(23.6%)이 감소하였으며,
점수 기준으로 212,834점(26.4%)이 감소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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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4월 대비 건수 기준 112건(23.6%)이
감소하였으며, 점수 기준으로 212,834점(26.4%)
이 감소한 수치임.

.85%
98

오프라인 장르별
불법복제물
음악 1,269,223점
압도적 1위

증가

19,943 건
2016년 1~4월

55,930 건
2017년 1~4월

2017년 1월 1일~4월 24일 기준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는 49,626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12,832건 대비 약 286.7% 증가. 포털 시정권고 건
수는 5,972건,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6,443건 대비 약 7.3%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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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불법복제물
2017년 3월~4월 기준
총 591,859점 단속(수거)

음악

한눈에 보는
통계인포그래픽

영상

SEE + STORY

2017년 1월 1일~4월 24일 기준 음악 1,269,223점, 출판 9,178점,
영상 4,946점, 캐릭터 558점 순서임.
저작권법 제133조에 의한 수거·폐기 및 삭제 실적.

SEE +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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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단속·시정권고 통계

불법복제물 단속 · 시정권고 통계

불법복제물 단속·시정권고 통계

오프라인

온라인

69

오프라인 단속실적

3월∼4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총 363건, 591,859점 단속(수거)의 성과를 기록하였음.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2017년 4월 24일 현재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결과, 음악·영상·출판·게임·만화·소프트웨어 등 6개 장르에서

통계 분석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 기준 112건(23.6%)이 감소하였으며, 점수 기준으로 212,834점(26.4%)이 감소한

시정권고 통계 분석

총 55,930건 권고 조치하였음.

수치임.

이는 전년 동기간 19,943건 대비 180.4% 증가한 수치임.

감소요인 : 특별단속(3회차)신학기 전국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계도 홍보 및 삭제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요인이 일부 작용함
(’16년 동기간 3건 → ’17년 13건으로 삭제 건수 10건 증가)
>>>

>>>

주요 업무 추진 내용

2017년 4월 24일까지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는 49,626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12,832건 대비 약 286.7%
증가하였고 포털 시정권고 건수는 5,972건,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6,443건 대비 약 7.3% 감소함.

• 특별단속(3회차) 신학기 전국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계도 홍보 및 단속 추진함.(3/2(목) ~ 3/31(금))
전국 신학기 대학가 주변 복사·인쇄 업소 대상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계도 홍보 추진(홍보포스터 2,775부 배포)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

전국 대학가 주변 복사·인쇄 업소 대상 주·야간 점검 및 단속(1,648개 점검, 239건 9,106개(서적 및 파일)수거·삭제)

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함.(저작권법 제 133조의3)

• 특별단속(4회차) 음악 불법복제물 단속 추진(4/10(월) ~ 4/14(금))
강원·충청·대전지역 전통시장(5일장), 4월 지역 축제행사장 등 집중 점검 및 단속 (82개 점검, 32건 48개 수거)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효율 증대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총 42개 권역(
서울 25개, 수도권 17개)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사업을 운영결과 총 957건의 실버감시원 제

(단위 : 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보 성과를 기록함.

시정권고
유통 매체별

유형

웹하드

P2P
(단위 : 건, 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통계

구분

오
프
라
인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
합계

2017년
1.1~4.24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포털 등

건수

수량

건수

194
46
256
-

1,269,223
4,946
9,178
-

920
432
456
-

3
499

2015년

558
10
1,283,9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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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4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경고

25,013

119,990

69,147

24,112

214,122

72,516

삭제/전송중단

24,613

112,843

68,245

21,249

20,059

63,270

-

182

68

-

-

175

소계

49,626

233,015

137,460

45,371

41,909

135,961

경고

131

21

-

18

16

172

삭제/전송중단

131

21

-

18

16

172

-

-

-

-

-

-

계정정지

계정정지
소계

262

42

-

36

32

344

경고

2,986

31,243

56,676

107,374

64,545

44,543

삭제/전송중단

2,986

30,954

56,216

105,524

64,294

43,552

-

-

-

-

-

-

소계

5,972

62,197

112,892

212,898

128,839

88,095

경고

35

1,512

7,323

19,208

44

13,073

삭제/전송중단

35

1,511

7,307

18,847

43

12,566

-

-

-

-

-

-

70

3,023

14,630

38,055

87

25,639

55,930

298,277

264,982

296,360

170,867

250,039

계정정지

계정정지
소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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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4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단위 : 개)

온라인 불법복제물

2012년

구분

유통분석 시스템
운영현황

2017년
1.1~4.19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91

167

103

58

41

218,973

418,539

722,336

393,384

242,463

3,372,796

22,407,007

50,325,080

71,482,093

30,391,216

81

66

-

-

-

125,135

433,249

-

-

-

경고

2,909

4,948

1,755

2,884

519

2,133

삭제/전송중단

2,751

4,256

1,565

2,498

447

1,928

-

-

-

-

-

-

소계

5,660

9,204

3,320

5,382

966

4,061

경고

22,414

141,797

95,362

67,392

39,875

78,502

삭제/전송중단

22,176

135,223

94,430

64,516

38,348

69,838

-

-

-

-

-

-

소계

44,590

277,020

189,792

131,908

78,223

148,340

전체 토렌트 등록 사이트(191개) 기준, 현재 폐쇄 사이트 수(158개)

경고

185

118

170

293

417

6,621

전체 스트리밍 등록 사이트(81개) 기준, 현재 폐쇄 사이트 수(55개)

삭제/전송중단

185

113

169

274

408

6,318

계정정지

계정정지

-

-

-

-

-

-

소계

계정정지

370

231

339

567

825

12,939

경고

939

8

733

502

827

6,801

삭제/전송중단

937

8

731

473

827

6,622

-

-

-

-

-

-

소계

1,876

16

1,464

975

1,654

13,423

경고

1,179

4,111

29,260

74,293

37,372

28,984

삭제/전송중단

1,179

4,065

29,169

72,745

37,273

28,380

-

-

-

-

-

-

소계

2,358

8,176

58,429

147,038

74,645

57,364

경고

539

1,784

5,866

5,358

7,445

7,263

삭제/전송중단

537

1,664

5,704

5,132

7,109

6,474

-

-

-

-

-

-

1,076

3,448

11,570

10,490

14,554

13,737

55,930

298,277

264,982

296,360

170,867

250,039

계정정지

계정정지

계정정지
소계
총계

연간실적 합계는 장르별 실적과 계정정지 건수를 합산한 수치이며, 계정정지의 경우 장르 구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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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사이트 수
토렌트

시드파일 수집 수
불법복제물 유통 수
수집 사이트 수

스트리밍

불법복제물 유통 수

(단위 : 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트 접속차단 등

구분

영상·음악

게임

스마트폰 앱

2012년

16

2

12

2013년

13

출판

합계

30
13

2014년

44

2015년

140(412)

-

-

-

140(412)

44

2016년

225(299)

(2)

-

(12)

225(313)

2017년
1.1~4.24

35

-

2

(179)

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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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신청하기

간 상시

전

화 02-3153-2468(침해예방팀 박소연 주임)

데이터스토어

기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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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5월

교육

http://www.edup.co.kr

2013년 08월

26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ieedu.co.kr

2013년 08월

27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koreahrd.org

2013년 08월

28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hdcyber.net

2013년 08월

29 ㈜이코믹스미디어

이코믹스

출판(만화)

http://www.ecomix.com

2013년 11월

30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출판(만화, 웹툰)

http://www.mrblue.com

2013년 11월

31 케이앤그룹㈜

맥스무비

영화

http://www.maxmovie.com

2013년 11월

32 ㈜매드포스터디

매드포스터디

교육

http://www.m4study.com

2013년 11월

2009년 07월

33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누리

기타(공공저작물)

http://www.kogl.or.kr

2014년 02월

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현황(ʼ17년 4월 24일 현재)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스 02-3153-2719(침해예방팀)

업체명

서비스주소

25 ㈜HS교육그룹

이 메 일 clean@kcopa.or.kr
팩

유통 콘텐츠

2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 http://cleansite.org/
기

서비스명

지정시기

1

㈜휴피스

피우리

출판(전자책)

http://www.piuri.com

2

㈜씨제이이엔앰

엠넷닷컴

음악

http://www.mnet.com

2009년 07월

34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기타(공공저작물)

http://www.alright.or.kr

2014년 02월

3

㈜소리바다

소리바다

음악

http://www.soribada.com

2009년 07월

35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차트

음악

http://www.gaonchart.co.kr

2014년 03월

4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http://www.megastudy.net

2009년 07월

36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매니저

음악

http://gate.riak.or.kr

2014년 03월

5

㈜벅스

벅스

음악

http://www.bugs.co.kr

2009년 09월

37 ㈜다우인큐브

유니텔연수원

교육

http://www.teacher.co.kr

2014년 03월

6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

출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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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38 ㈜다우기술

헬로키노

영상

http://hellokino.unitel.co.kr

2014년 03월

7

㈜고려이앤씨

비타애듀

교육

http://www.vitaedu.com

2010년 02월

39 한국음반산업협회

케이팝아카이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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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03월

8

㈜씨네폭스

씨네폭스

영화

http://www.cinefox.com

2010년 06월

40 ㈜엠피언

벨365

음악

http://www.bell365.com

2014년 05월

9

씨엔씨레볼루션㈜

코믹뱅

출판

http://www.comicbang.com

2011년 08월

41 ㈜엠피언

만화365

만화

http://www.toon365.com

2014년 05월

몽키3

음악

http://www.monkey3.co.kr

2011년 10월

42 ㈜엠유네트웍스

짱만화

만화

http://www.zzangcomic.co.kr

2014년 05월

10 ㈜와이즈피어
11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코믹플러스

출판(만화)

http://www.comicplus.com

2011년 10월

43 케이티뮤직

지니

음악

http://www.genie.co.kr

2014년 05월

12 예스이십사㈜

예스이십사 eBook

출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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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5월

44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알라딘

출판(전자책)

http://ebook.aladin.co.kr

2014년 05월

13 예스이십사㈜

예스이십사 다운로드

영화, 드라마

http://vod.yes24.com

2012년 05월

45 주식회사 북레일

북레일

출판(전자책)

http://www.bookrail.co.kr

2014년 05월

14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

출판(전자책)

http://www.bandinlunis.com

2012년 07월

46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kedui.net

2014년 06월

15 ㈜인디플러그

인디플러그

영화

http://www.indieplug.net/

2012년 07월

47 성덕대부설원격평생교육원

성덕대부설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edu.sdc.ac.kr

2014년 06월

16 ㈜로엔 엔터테인먼트

멜론

음악

http://www.melon.com

2012년 07월

48 ㈜레진엔터테인먼트

레진코믹스

출판(웹툰)

http://www.lezhin.com

2014년 08월

17 ㈜배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

http://career.baeoom.com

2012년 11월

49 ㈜에프지아이

프리진

기타(이미지)

http://www.freegine.com

2014년 08월

18 ㈜배움

배움원격교육연수원

교육

http://teacher.baeoom.com

2012년 11월

50 ㈜에프지아이

유토이미지

기타(이미지)

http://www.utoimage.com

2014년 08월

19 ㈜인포투스

무비쇼

영화

http://www.movieshow.co.kr

2013년 02월

51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육

http://www.ekgu.ac.kr

2014년 09월

20 ㈜배론

배론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baeron.com

2013년 02월

52 ㈜다우인큐브

바로북

출판(전자책)

http://barobook.com

2014년 09월

21 ㈜배론

온라인한국어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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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2월

53 ㈜발해커뮤니케이션

발해

출판(만화)

http://balhaecommu.blog.me

2014년 09월

22 ㈜여기스터디

여기스터디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yeogicyber.co.kr

2013년 05월

54 ㈜교보문고

교보문고ebook

출판(전자책)

http://digital.kyobobook.co.kr

2014년 12월

23 ㈜비비트리

오픈애즈

기타(이미지)

http://www.openas.com

2013년 05월

55 ㈜문화뉴스

문화뉴스

기타(뉴스)

http://www.munhwanews.com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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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56 ㈜엔파인

아이클릭아트

기타(이미지)

http://www.iclickart.co.kr

2014년 12월

88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취업

교육

http://willpass.co.kr

2015년 09월

57 ㈜조아라

조아라

출판(전자책)

http://www.joara.com

2014년 12월

89 탑코믹스

탑툰

출판(웹툰)

http://www.toptoon.com

2015년 09월

58 ㈜문피아

문피아

출판(전자책)

http://www.munpia.com

2015년 02월

9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정책정보시스템

기타(DB)

http://policydb.kcti.re.kr

2015년 09월

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DB)

http://www.kihasa.re.kr

2015년 02월

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타(DB)

http://www.tour.go.kr

2015년 09월

60 에듀비전㈜

SLP망고아이

교육

http://www.slpmangoi.com

2015년 02월

92 루트미디어

플레이뷰

출판(웹소설, 웹툰)

http://www.playview.co.kr

2015년 12월

61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오이북

출판(전자책)

http://www.oebook.co.kr

2015년 02월

93 ㈜캠버스

전태련교육학

교육

http://www.jtr.co.kr

2015년 12월

62 메가뉴스

씨넷코리아

기타(뉴스)

http://www.cnet.co.kr

2015년 02월

94 ㈜캠버스

고시마트

출판(전자책)

http://www.gosimart.co.kr

2015년 12월

63 ㈜누리미디어

Dbpia

기타(DB)

http://www.dbpia.co.kr

2015년 02월

95 ㈜디와이미디어그룹

뉴스토피아

기타(뉴스)

http://www.newstopia.co.kr

2015년 12월

64 통로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기타(이미지)

http://www.clipartkorea.co.kr

2015년 03월

96 ㈜투믹스

짬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zzamtoon.com

2015년 12월

65 통로이미지㈜

이미지투데이

기타(이미지)

http://www.imagetoday.co.kr

2015년 03월

97 (주)만두엔터테인먼트

만두코믹스

출판(만화, 웹툰)

http://www.mandoocomics.com

2016년 02월

66 통로이미지㈜

이미지코리아

기타(이미지)

http://www.imagekorea.co.kr

2015년 03월

98 (주)달이엔엠

애니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anytoon.co.kr

2016년 02월

67 리디주식회사

리디북스

출판(전자책)

http://ridibooks.com

2015년 06월

99 (주)북팔

북팔

출판(웹소설)

http://novel.bookpal.co.kr

2016년 02월

68 ㈜교보핫트랙스

핫트랙스

음악

http://www.hottracks.co.kr

2015년 06월

100 넥스큐브

피너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peanutoon.com

2016년 02월

69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미지저작권관리

기타(이미지)

http://image.ekosa.org

2015년 06월

101 에듀비전㈜

망고아이

교육

http://www.mangoi.co.kr

2016년 02월

70 ㈜이미지클릭

이미지클릭

기타(이미지)

http://www.imageclick.com

2015년 06월

102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KORRA이미지

기타(이미지)

http://www.korraimage.com

2016년 02월

71 ㈜이미지클릭

이미지톡

기타(이미지)

http://www.imagetok.com

2015년 06월

103 ㈜북팔

[앱]북팔 시즌 2.5

출판(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북팔] (Android/iOS)

2016년 02월

72 ㈜이미지클릭

아이투투

기타(이미지)

http://www.i22.com

2015년 06월

104 넥스큐브

[앱]피너툰

출판(만화, 웹툰)

모바일앱[검색어: 피너툰] (Android)

2016년 02월

73 ㈜한아름닷컴

인터넷만화방

출판(만화)

http://www.manhwa.co.kr

2015년 06월

105 ㈜와이즈피어

[앱]몽키3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몽키3] (Android/iOS)

2016년 02월

7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셈터

기타(DB)

http://stat.mcst.go.kr

2015년 06월

106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로망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로망] (Android)

2016년 02월

75 한글과컴퓨터

한컴샵

기타(SW)

http://shop.hancom.com

2015년 06월

107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무림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무림] (Android)

2016년 02월

76 수완컴퍼니

수완뉴스

기타(뉴스)

http://news.su-wan.com

2015년 09월

108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북전자도서관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북전자도서관] (Android/iOS)

2016년 02월

77 주식회사 윌비스

월비스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willbeslife.net

2015년 09월

109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오이북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오이북] (Android)

2016년 02월

78 주식회사 윌비스

월비스 공무원

교육

http://pass.willbes.net

2015년 09월

110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앱]사계절출판사

출판(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사계절출판사] (Android/iOS)

2016년 02월

79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경찰

교육

http://cop.willbes.net

2015년 09월

111 ㈜문피아

[앱]문피아

출판(웹소설, 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문피아] (Android/iOS)

2016년 02월

80 주식회사 윌비스

월비스 행정고시

교육

http://gosi.willbes.net

2015년 09월

112 비플라이소프트(주)

아이서퍼

B2B(뉴스)

http://www.eyesurfer.com

2016년 05월

81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국립외교원

교육

http://knda.willbes.net

2015년 09월

113 비플라이소프트(주)

[앱]아이서퍼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아이서퍼] (Android/iOS)

2016년 05월

82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사법고시

교육

http://law.willbes.net

2015년 09월

114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st.ac.kr

2016년 05월

83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변호사

교육

http://bar.willbes.net

2015년 09월

115 ㈜케이티뮤직

샵엔 지니

B2B(음악)

http://shop.genie.co.kr

2016년 05월

84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공인노무사

교육

http://nomu.willbes.net

2015년 09월

116 ㈜케이티뮤직

[앱]샵엔 지니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샵엔지니] (Android)

2016년 05월

85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감정평가사

교육

http://value.willbes.net

2015년 09월

117 ㈜케이티뮤직

[앱]지니 뮤직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지니뮤직] (Android/iOS)

2016년 05월

86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임용고시

교육

http://ssam.willbes.net

2015년 09월

118 대원씨아이 주식회사

대원씨아이

B2B(만화)

http://www.dwci.co.kr

2016년 05월

87 주식회사 윌비스

윌비스 온라인서점

출판(전자책)

http://lib.willbes.net

2015년 09월

119 주식회사 알투스인

백미인

교육

http://www.100miin.com

2016년 05월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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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업체명

서비스명

유통 콘텐츠

서비스주소

지정시기

120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뉴스뱅크

기타(이미지)

http://www.newsbank.co.kr

2016년 05월

152 예스이십사㈜

[앱]예스24 도서관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1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스크랩마스터

B2B(뉴스)

http://www.scrapmaster.co.kr

2016년 05월

153 예스이십사㈜

[앱]예스24북러닝동영상강좌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2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앱]스크랩마스터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스크랩마스터] (Android/iOS)

2016년 05월

154 예스이십사㈜

[앱]예스24북러닝전자도서관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23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클리핑온

B2B(뉴스)

http://www.clippingon.com

2016년 05월

155 예스이십사㈜

예스24e연재

출판(웹소설)

http://estory.yes24.com/eStory

2016년 07월

124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앱]클리핑온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클리핑온] (Android/iOS)

2016년 05월

156 예스이십사㈜

[앱]예스24e연재

출판(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e] (Android)

2016년 07월

125 주식회사 봄코믹스

봄툰

출판(만화, 웹툰)

http://www.bomtoon.com

2016년 05월

157 리디주식회사

[앱]리디북스

출판(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리디북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26 주식회사 봄코믹스

[앱]봄툰

출판(만화, 웹툰)

모바일앱[검색어: 봄툰] (Android/iOS)

2016년 05월

158 ㈜서울문고

[앱]반디앤루니스 모바일서점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반디앤루니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27 ㈜엠피언

[앱]벨365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벨365] (Android/iOS)

2016년 05월

159 ㈜서울문고

[앱]반디앤루니스 eBook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반디앤루니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28 ㈜엠피언

[앱]만화365

출판(만화, 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만화365] (Android/iOS)

2016년 05월

160 ㈜서울문고

[앱]반디앤루니스 eBook NEW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반디eBOOKNew] (Android/iOS)

2016년 07월

129 ㈜엠유네트웍스

[앱]짱만화

출판(만화, 웹소설)

모바일앱[검색어: 짱만화] (Android)

2016년 05월

161 메가스터디㈜

[앱]메가스터디스마트러닝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메가스터디] (Android/iOS)

2016년 07월

130 ㈜북큐브네트웍스

[앱]북큐브

출판(웹소설, 전자책)

모바일앱[검색어: 북큐브] (Android/iOS)

2016년 05월

162 ㈜마로인

레알코믹스

출판(만화)

http://www.realcomics.com

2016년 11월

131 씨제이이엔앰(주)

[앱]엠넷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엠넷] (Android/iOS)

2016년 05월

163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무툰

출판(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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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32 ㈜매경닷컴

MBN

기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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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164 ㈜무하유

카피킬러 채널

기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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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33 ㈜매경닷컴

[앱]MBN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MBN] (Android/iOS)

2016년 07월

165 ㈜무하유

카피킬러 라이트

기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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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34 ㈜씨네폭스

[앱]씨네폭스

영화

모바일앱[검색어: 씨네폭스] (Android)

2016년 07월

166 ㈜무하유

카피킬러 저널

기타(DB)

https://journal.copykiller.org/

2016년 11월

135 ㈜씨네폭스

[앱]씨네폭스무제한관

영화

모바일앱[검색어: 씨네폭스] (Android)

2016년 07월

167 ㈜무하유

카피킬러 캠퍼스

기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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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36 ㈜교보핫트랙스

[앱]핫트랙스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핫트랙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68 ㈜무하유

카피킬러 에듀

기타(DB)

http://edu.copykiller.org/

2016년 11월

137 ㈜소리바다

[앱]소리바다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소리바다] (Android/iOS)

2016년 07월

169 ㈜제이스코

모지스톡

이미지

http://www.mogestock.com/

2016년 11월

138 ㈜벅스

[앱]벅스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벅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70 ㈜제이스코

모지차일드

이미지

http://www.mogechild.com/

2016년 11월

139 ㈜로엔엔터테인먼트

[앱]멜론

음악

모바일앱[검색어: 멜론] (Android/iOS)

2016년 07월

171 ㈜창비

창비

출판

http://www.changbi.com

2016년 11월

140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기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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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172 팁팁커뮤니케이션

팁팁뉴스

기타(뉴스)

http://www.tiptipnews.co.kr

2016년 11월

141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앱]청소년기자단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청소년기자단] (Android)

2016년 07월

173 시빅뉴스

시빅뉴스

기타(뉴스)

http://www.civicnews.com/

2016년 11월

142 뉴트리션

뉴트리션

기타(뉴스)

http://nutrition2.asia/2016_v1/

2016년 07월

174 시빅뉴스

[앱]시빅뉴스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시빅뉴스] (Android/iOS)

2016년 11월

143 ㈜학산문화사

학산문화사

B2B(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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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175 ㈜배움

배움IT자격증센터

교육

http://www.pass.baeoom.com

2016년 11월

144 ㈜학산문화사

[앱]학산코믹스

출판(만화)

모바일앱[검색어: 학산코믹스] (Android/iOS)

2016년 07월

176 주식회사 한영교육

유스터디

교육

http://www.ustudy.co.kr

2016년 11월

145 ㈜학산문화사

[앱]파티PLUS

출판(만화)

모바일앱[검색어: 파티PLUS] (Android/iOS)

2016년 07월

177 스페이스에듀

[앱]EBS오답노트

교육

모바일앱[검색어: EBS오답노트] (Android/iOS)

2016년 11월

146 ㈜한아름닷컴

[앱]인터넷만화방

출판(만화)

모바일앱[검색어: 인터넷만화방] (Android/iOS)

2016년 07월

178 ㈜스터디채널

스터디채널

교육

http://studych.co.kr

2017년 03월

147 프라이데이㈜

조이코믹스

출판(웹툰)

http://joycomics.co.kr

2016년 07월

179 진흥원격평생교육원

진흥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jhoneedu.com

2017년 03월

148 서울문화사

마녀코믹스

출판(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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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180 ㈜티엔글로벌

드림원격평생교육원

교육

http://www.edream.or.kr

2017년 03월

149 서울문화사

빅툰

출판(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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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181 글로벌뉴스통신

글로벌뉴스통신

기타(뉴스)

http://www.globalnewsagency.kr

2017년 03월

150 ㈜엠이엔터테인먼트

ME미소설

출판(웹소설)

http://me.co.kr

2016년 07월

182 ㈜콤파

헬스앤라이프

기타(뉴스)

http://news.healthi.kr

2017년 03월

151 예스이십사㈜

[앱]예스24 eBook

출판

모바일앱[검색어: 예스24] (Android/iOS)

2016년 07월

183 팁팁커뮤니케이션

[앱]팁팁뉴스

기타(뉴스)

모바일앱[검색어: 팁팁뉴스] (Android)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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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 지도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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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곳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신청하기

소계: 158곳

경기도

23

189

12

5

152

1

1

3

홈페이지 http://copyrightok.kr/
기

간 홈페이지 참조

전

화 02-3153-2463(침해예방팀 김태일 주임)

인천광역시

이 메 일 clean@kcopa.or.kr
팩

소계: 4곳

스 02-3153-2719(침해예방팀)

강원도
소계: 12곳

충청북도
소계: 27곳

1

경상북도

26

소계: 10곳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ʼ17년 4월 24일 현재)
구분

음악 매장

대구광역시
출판 매장

기타 매장

소계

1

서울특별시

23

189

12

224

2

인천광역시

1

3

-

4

3

부산광역시

4

125

1

130

4

대구광역시

1

-

-

1

5

대전광역시

2

73

-

75

6

광주광역시

1

76

-

77

충청남도
소계: 21곳

1

소계: 1곳

20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소계: 75곳

전라북도
소계: 60곳

2

소계: 3곳

73

7

울산광역시

1

2

-

3

경기도

5

152

1

158

9

강원도

-

12

-

12

10

충청북도

1

26

-

27

11

충청남도

1

20

-

21

전라남도

12

경상북도

-

10

-

10

소계: 13곳

13

경상남도

1

33

-

34

14

전라북도

-

60

-

60

부산광역시

13

소계: 130곳

15

전라남도

16

제주도

-

23

-

23

합계

42

816

14

872

1

12

-

광주광역시

1

76

1

12

경상남도
소계: 34곳

제주도
소계: 23곳

23

저작권OK 제도란?
※ ’17년 4월 24일 현재 합계 :

저작권OK 제도는 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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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0
1
1

2

60

8

소계: 77곳

12

음악 매장 42곳

출판 매장 816곳

기타 매장 14곳 (소계 : 87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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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25

1

33

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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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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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

‘문화와 저작권 정책’

저작권위원회,

문체부 AI 저작권 기준 만들기로

방송최초 웹예능

미래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콘퍼런스 개최

1인 창작자 돕는

귀속주체·보호기간·처벌문제 등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

불투명한 콘텐츠 유통

‘찾아가는 저작권 캠페인’

개정안 도출 계획

저작권 소재 반영

바로잡는다

소프트웨어 생태 환경 보호 업무협약 체결

-

-

-

-

-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물 창작·유통·이용 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4월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저작권을 쉽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은 온라인

회(이하 SPC)는 지난 4월 10일 소프트웨어 생

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화와 저작권 정책’

늘어나는 저작권 분쟁에 1인 창작자들이 원활

는 이달부터 AI를 활용해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

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와

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태 환경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콘퍼런스가 4월 20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

히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안 연구에 들어

함께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을 제작한다고 밝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했다. 보호원과 SPC는 ▲SW 저작권 보호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저작권법이 제정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20~23일

가 오는 10월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

혔다. 여자 아이돌 멤버 7명이 직접 대본을 쓰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를 위한 정보 공유 ▲SW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1957년 이래 우리나라에 저작권 체계가 도입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사진영상전’에

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술 환경 변화 대

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신개념 웹예능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은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를 위한 보호 활동 협력 ▲SW정품사용 문화 확

지 6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저작권 제도의 궁극

서 1인 미디어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

응을 위한 저작권 이슈 연구’ 수행을 위해 최근

로 아이오아이 소미를 비롯해 레드벨벳 슬기, 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와 유

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학생, 청소년 및

적인 목적을 되새기고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 안내와 상

연구용역사를 선발했다. 저작권위는 6개월 간

마무 문별, 러블리즈 수정, 오마이걸 유아, 소나

통사업자 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실시간 거래정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4차 산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 문화예술

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2~23일 서울 청계광

영화, 음악, 도서 등 AI가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

무 디애나, 김소희가 출연한다. 지난해 위원회

보를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수집해 거래사실

업에 기반이 되는 SW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계, 콘텐츠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장에서 개최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

이 가능한 상황을 유형화하고, 콘텐츠 창작에

가 조사한 ‘국민 저작권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

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고의적 불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상호 협력의

가들이 ‘미래 저작권 정책 포럼’이라는 이름으

사에서는 반듯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AI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수집하

속적인 저작권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법 유통과 빈번한 정산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일환으로, 두 기관은 오는 5월부터 초등학생을

로 한 자리에 모였다. ‘미래 저작권 정책 포럼’과

‘반듯ⓒ 저작권캠페인’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다

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저

들은 여전히 저작권은 ‘어렵고 복잡하다’, ‘나와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콘텐츠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품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 한국저작권단

채로운 체험형 캠페인을 벌인다. 저작권위원회

작권 귀속주체와 보호 기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는 무관하다’ 등의 정서적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

거래사실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콘텐츠 유

이 흐르는 교실’을 공동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

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처벌 적용 문제 등을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이

다. 이에, 예능프로그램 내 저작권 소재를 반영

통사업자로부터 실시간 거래정보를 수집·저장

은 미래 꿈나무들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식

(회장 권정혁)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저작권

캠페인’을 펼쳐 국민이 저작권을 친근하게 느끼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AI 기술이 발달함에

하여 국민 누구나 창작자이면서 이용자라는 것

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콘텐츠 제작자의 공

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인재 양성 교육

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

고 반듯한 저작권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

따라 앞으로 기계가 스스로 창작하는 콘텐츠와

을 알리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정한 정산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까지 2,000만

프로그램이다.

장 윤태용)이 공동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고 말했다.

인간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 간 저작권 시비가 발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였다.

건 이상의 거래사실을 인증했다.

직무대행 송수근) 후원으로 열렸다.

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이용자의 공정 이용 문화 조성”
두 가지 모두 소중한 저작권 보호의 가치입니다

저작권 보호의 가치를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힘찬 발걸음이
저작권 보호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