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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저작권 보호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2016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
 저작권 보호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즉각 대응 및 효율적 저작권 보호 환경 마련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임무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 명시된 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 개발 필요
 기술기반의 저작권보호 사업 발굴과 단계적 수행을 위한 전략로드맵 수립 필요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진화된 저작권 보호 업무 수행 및 저작권 보호 체계 일원화를 지원
 타 기관과의 차별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개요 - 연구목표 및 주요추진 내용


[목표]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발굴 및 발굴 사업의 실행 로드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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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개요 - 저작권 보호기술의 범위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권 보호사업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모든 기술



저작권보호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저작권 보호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활용사업 등을 의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기술”은 타 기관에서 분류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정의 및 범위에 국한되지 않음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분류표

한국정보기술학회 기술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기술

저작권 보호
기술

요소기술
접근통제 기술
이용통제 기술
콘텐츠 보호 기술

저작권
보호기반(플랫폼) 기술

워터마킹 기술
상호연동(호환) 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시험∙평가∙인증기술
복제도 기술
침해 점검 및 예방
기술
저작물
유통활성화
기술

저작권 자산 관리기술
저작권 포렌식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불법전송 차단기술

저작물
유통관리 기술

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투명한 정산 및 과금 기술
공유저작물 유통관리 기술

* 출처: 2015 저작권 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1

* 출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기술 분류체계 및 요소기술수준
평가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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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보호 및 침해환경분석 – 콘텐츠 시장 환경
 (주요동향)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콘텐츠 활용 환경이 PC에서 스마트 기기로 전환
•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 4.9%,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 16.8%

개괄
☞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 콘텐츠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이 필요

 다운로드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유통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
음악

•

(2011년) 다운로드 67.5%, 스트리밍 12.3% → (2020년) 다운로드 14.3%, 스트리밍 78.3%

콘텐츠
☞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OTT/스트리밍 서비스가 향후 5년간 영상 콘텐츠의 주요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영상

•

OTT/스트리밍 시장은 연평균 13.2%의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2013~2020)

콘텐츠
☞ OTT 등 OSP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리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출판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장이 급격히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출판

•

디지털 출판시장의 비율 : (‘13) 8.0% → (‘16) 13.0% → (‘20) 19.3%

콘텐츠

☞ 디지털 출판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

 전체 매출액 보다 수출 매출액의 성장폭이 커, 한류 콘텐츠의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
시장

• (매출액) 동기간 연평균 4.8% 증가, (수출액) 동기간 연평균 8.2% 증가

이슈
☞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불법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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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보호 및 침해환경분석 – 콘텐츠 산업 현황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물 등장
인공지능 창작

•

소설 및 영화 대본, 뉴스기사, 미술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창작 사례 발생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3D 프린터 및 웹툰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등장

 UHD 영상 및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실감형 콘텐츠들의 상용화
☞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 필요

1인 미디어
콘텐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따른 1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
☞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미디어콘텐츠(개인방송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영상 콘텐츠의 유통환경이 OTT 중심으로 변화
OTT 서비스

☞ OTT 등 OSP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리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SNS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주요 매체로 등장
SNS의
영향력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시청비율이 50%를 초과

☞ SNS 플랫폼을 통해, 저작물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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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보호 및 침해환경분석 – 저작권 침해 현황
 불법복제물 유통 및 시장 규모 지속적 증가
개괄

•
•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급증
토렌트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서버를 연계한 방식으로 유통경로 진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스트림 리핑이 주요현안으로 등장
음악
콘텐츠

•

전 세계 음원 이용자의 35%가 인터넷상에서 음악 콘텐츠에 무단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방법으로 스트리밍 음원의 녹음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도 이루어짐

영상
콘텐츠

출판
콘텐츠

 리핑 및 녹화를 통해 불법 저작물이 생성됨
 토렌트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가장 많으며, 최근 SNS를 통한 스트리밍 및 불법 링크사이트도 주요
불법 유통 경로로 등장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활성화로, 사진 및 스캔 정보의 텍스트 파일화를 통해 불법 저작물 유통이 이루어짐
•

불법복제물의유통 채널로는 토렌트가 가장 많이 활용됨

SNS를
통한 불법
유통증가

 SNS를 통한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기존 보호
기술 우회
사례 증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우회 기술의 등장

•

•

불법복제물 사이트 주소를 SNS, 각종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시
사용자들은 링크 주소를 자신의 관계망에 공유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 확산

SSL 암호화를 통한 콘텐츠 필터링 우회, IP 및 지역 차단 회피를 위한 DNS서버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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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보호 및 침해환경분석 –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보호기술 동향
 (DRM) 모바일 유통환경 확대에 따른 Muti-DRM에 대한 연구 증대
기존기술

 (워터마크) 스마트 기기의 보급확대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녹음, 녹화 등)으로 고품질 복제물 생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워터마크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
 (기존기술의 고도화) 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워터마크 기술 등장

신 기술

 (추적기술) 메타데이터와 같은 부가정보가 소실(또는 악의적으로 위조)된 이미지의 단편 조각들 간 인접-상관도
를 측정하여 원래 이미지 형태로 복원하는 카빙기술 등장
 (모니터링 및 차단) 자동 콘텐츠 인식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기술 등장 및 기술고도화

저작권보호 체계 해외사례
 (MPAA) 회원사 콘텐츠 보안을 위해 표준 관리방안을 명시한 일련의 제도적 보호 기준 제시
미국

 (저작권청) 온라인 저작물 등록시스템(eCO Online System) 도입으로 저작권 등록의 편의성 제고
 (교육계) 각 대학에서“Turnitin”을 활용, 논문 및 보고서의 표절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영국

 (경고제도)“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을 도입, 합법적 공유 사이트의 이용증진 및 불법 파일 공유 사용 억제

 (수입원 차단)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이익 창출 억제를 위한 팔로우더머니 전략 추진

ⅵ

2. 저작권 보호 및 침해환경분석 – FGI 전문가 의견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의 디지털화 및 모바일화
콘텐츠
시장 현황

• eBook, 웹툰,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MP3 음원파일 등 콘텐츠의 디지털라이징 대세화

 짧아진 콘텐츠 생애주기에 대비한 효율적 유통 방안 마련 필요
•

합법 유통의 확산 및 불법 유통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필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링크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통 심각
저작권
침해 현황

•

유투브, 데일리 모션 등 UCC 사이트 내 콘텐츠 업로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링크에 대한 법적 처벌 불가

 스마트폰, 캠코더 등 디바이스의 발달로 고품질 불법 복제 및 유통 심각
•

텍스트(촬영→OCR), 이미지 및 동영상(촬영 및 녹화) 등 기존의 해킹보다 용이한 불법 콘텐츠 제작방법의 등장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개발 기술의 활용도는 낮음
• 기업의 시장확보 전략, 기술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다양한 사유로 기술 미적용
저작권
보호현황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포괄적 DB 부재
•

시스템별, 분야별 고유식별자는 존재하나 정보 공유를 위한 공통된 식별체계 부재

 다양한 사유로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지지 못함
•

법/제도적 강제성 미약, 유통사에 대한 콘텐츠제공자(CP)의 영향력 부족, 개별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기술 필요
개선방안

•
•
•

저작물 권리 정보 및 보호체계 일원화 필요
법적 강제성 부여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
통제불능 불법사이트 대비 보호기술 개발 필요
ⅶ

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사업추진방향 설정
저작권보호의 주요 이슈와 대응기술


환경분석 결과 나타나는 주요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수요로 11개의 기술개발 주제를 도출

기술수요

저작권보호관련주요이슈

콘텐츠
이슈

저작권
이슈

스마트 기기를활용한 콘텐츠 유통 증가

1. 경량화된콘텐츠 보호 기술

수출 증가에 따른 한류콘텐츠보호 필요

2. 한류콘텐츠보호 기술

스트리밍및 OTT 서비스 콘텐츠 보호 기술 필요

3. 실시간 스트리밍대응 기술

새로운 유형의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반 구축 필요

4. 리핑 및 해킹 방지 기술

토렌트 등의 전통적공유서비스를활용한 저작권침해 지속

5. UHD 콘텐츠 보호 기술

유통 채널별 모니터링기술 및 체계 미비

6. 웹툰 보호 기술

빅데이터기반의 인공지능기술 발달

7. 콘텐츠 식별을위한 저작권 및 특징점 DB 구축

다양한 우회기술발달

8. 인공지능기반의 모니터링기술

저작물 보호기술및 적용 디바이스 간 호환성 부족

9. 빅데이터기반의 필터링 기술

해외 저작권 침해에대한 대응기술 부족

10. 우회차단을위한 기술

스트리밍서비스 통한 저작권침해 증가

11. DRM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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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사업추진방향 설정
중전추진분야의 도출


11개 연구주제에 대해 중요도, 파급효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 5개의 연구주제를 최종 도출

번

세부과제

호

중요도

사업목적

기술

최종

부합성

성숙도

점수

순위

1

경량화된 콘텐츠 보호 기술

2

5

4.5

3.8

6

2

한류콘텐츠보호기술

5

4.5

5

4.8

1

3

실시간 스트리밍 대응 기술

3.5

4

2

3.2

9

4

리핑 및 해킹 방지 기술

4

3.5

2

3.2

9

5

UHD 콘텐츠 보호 기술

3

3

2

2.7

11

6

웹툰 보호기술

4

4

4

4.0

3

7

콘텐츠식별을위한 저작물및 특징점DB 구축

4.5

4

4

4.2

2

8

인공지능기반의모니터링기술

4

4

4

4.0

3

9

빅데이터기반의침해예방기술

4

4.5

3.5

4.0

3

10

우회차단을 위한 기술

3.5

4.5

3

3.7

7

11

DRM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의 표준화

3.5

3.5

3.5

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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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사업추진방향 설정
비전 및 전략목표

Vision

저작권보호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투명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기반 마련

Target

• (국내) 2022년 국내 저작권 침해 규모 2조 3,843억원* 이하로 유지
• (해외) 2022년 해외 저작권 침해 비율 30% ** 저감

Direction &
Strategy

6대 중점과제

2대 전략

[전략1]
현안문제 대응형 기술개발

[전략2]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콘텐츠 보호

지능형 보호
기술 플랫폼
구축
저작권 보호
기반구축

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5

저작물 DB 구축

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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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사업추진방향 설정
도출 프로젝트의 기능 및 연계도
중점 프로젝트의 기능적 범위

중점추진과제 간 기술적 연계

고부가가치 콘텐츠보호는 특정유형의 콘텐츠만 보호

①과제 한류콘텐츠 보호기술 개발에서 수집되는 한류콘텐츠의 포렌식
마크 정보는 ⑤, ⑥과제로 이송

지능형 보호 기술 플랫폼 구축의 2개 과제를 통해, 개념적으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 사전보안과 사후보안이 가능

⑤, ⑥과제에서 구축된 저작물 및 특징점 DB 정보는 ③과제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에서 활용

이를 위한 기반으로써 저작권 보호기반구축의 2개 과제가 필요

출판
만화

사전보안

사후보안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

저작물 DB 구축

침해예방기술 개발

플랫폼 개발

•

특징점 DB 구축

웹툰보호기술 개발

저작권보호 인프라

및 활용기술 개발

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포렌식
마크

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기술
공유

음악

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영화

한류콘텐츠 보호기술 개발

5 저작물 DB 구축

방송
고부가가치 콘텐츠 보호

특징점

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지능형보호기술 플랫폼 구축
저작권 보호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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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신규사업(안)
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개발
목적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표준형 저작권보호 기술 개발

 오디오 워터마크 :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오디오 자체에 삽입하는 비트 패턴의 워터마크 기술
세부기술
개발 내용

 한류콘텐츠용 포렌식 마크 표준 : 해외에 송출, 수출되는 한류콘텐츠에 대하여 포렌식 마크 기술 표준 수립

 표준 포렌식 마크 삽입/검출 기술 : 수립된 표준 포렌식 마크를 콘텐츠(방송/영화) 내 삽입/검출하는 기술
 한류콘텐츠 포렌식 마크 DB 구축 : 표준 포렌식마크가 삽입된 한류콘텐츠(방송/영화) DB 구축

 4년간 총 11억 원의 예산 소요
중점분야

예산
방송/영화 콘텐츠

세부기술

소요예산(억원)
1차

오디오 워터마크 개발

2.0

한류콘텐츠용 포렌식 마크 표준 개발

2.0

2차

3차

5차

합계
2.0

2.0

4.0

표준 포렌식마크 삽입기술 개발

1.0

1.0

표준 포렌식마크 검출기술 개발

1.0

1.0

한류콘텐츠 포렌식마크 DB 구축

총 합계

기대효과

4차

4.0

2.0

2.0

3.0

4.0

3.0

11.0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개발로 2022년 전체 피해규모를 30% 절감 시 3,006억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ⅹⅱ

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신규사업(안)
2. 웹툰 보호 기술개발
목적

 웹툰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저작권보호 기술 개발
<디지털 핑거프린팅>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 디지털 핑거프린팅 공격에도 삽입된 디지털 핑거프린팅이 보존되는 기술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삽입 및 검출 기술 : 제작된 강인한 디지털 핑거프린팅을 웹툰 내 삽입 및 검출 기술

세부기술
개발 내용

<DRM 고도화>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능 차단 기술 : 모바일 브라우저, 앱 상에서 웹툰 활성화 시 감상 외 불필요 기능 차단 기술
 PC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차단 기술 개발 : PC 브라우저 환경에서 웹툰 활성화 시 특정 프로그램 차단 기술
 호환 DRM 시스템 구축 :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및 차단기술을 포함한 DRM 기술
 2개 분야에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 소요
중점분야

예산

디지털 핑거프린팅

DRM 고도화

세부기술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개발

소요예산(억원)
1차
2.0

2차

3차

1.0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능차단 기술

1.0

PC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차단 기술

1.0

2.0
1.0

1.0
2.0

4.0

합계
4.0

DRM 호환 시스템

기대효과

5차

2.0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삽입 및 검출 기술 개발

합계

4차

2.0

1.0
1.0

1.0

2.0

1.0

1.0

10.0

 웹툰의 무단 복제 및 번역 웹툰 유통 방지로 국내 웹툰 산업 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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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신규사업(안)
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목적

세부기술
개발 내용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불법복제물 정보(대상, 경로 등)를 SNS, 블로그 등으로 부터 수집·분석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사전 차단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수집 : 트위터,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자들이 올리는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수집기술
 빅데이터 저장기술 및 Data Lake 구축 : 수집된 저작물 유통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및 저장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처리 :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에 필요한 포멧으로 변환하는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 불법유통 차단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예측모델
 빅데이터 시각화 : 콘텐츠 유통 트랜드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 등의 시각화 기술
 2개 분야에 3년간 총 11.0억 원의 예산 소요
중점분야

세부기술
빅데이터 수집기술

예산

불법복제물 침해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소요예산(억원)
1차

2차

빅데이터 저장기술 및 Data Lake 구축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3.0

기대효과

1.0

4.0

5차

합계
3.0

2.0
1.0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총 합계

4차

2.0

빅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3차

2.0

4.0

2.0
2.0

2.0

2.0

4.0

11.0

 조기경보 체계구축으로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10% 저감 시 약 2,652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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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신규사업(안)
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목적

세부기술
개발 내용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식별 및 불법복제물 게시 탐지를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지능형 불법복제물 식별 기술>
 고속 객체정보 수집 모듈 개발 : 동영상 및 음성 콘텐츠 내 각 프레임에서 주요 객체정보를 검출 및 수집하는 기술
 딥러닝 분석 엔진 개발 : 특정 저작물의 주요 객체정보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특성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엔진 개발
 딥러닝 기반의 의사결정 엔진 개발 : 학습 데이터와 유통 콘텐츠를 비교분석하여 동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엔진 개발
<저작권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정보수집/검색 기술 : 주요 불법유통 경로의 게시물 정보 수집 및 보호요청 DB내 콘텐츠 정보와 비교분석하는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 지능형 불법복제물 식별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모듈 개발
 시범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ICOP과의 연계 방안 도출
 2개 분야에 5년간 총 15억 원의 예산 소요
중점분야

세부기술
고속객체정보 수집 모듈 개발

예산

지능형 불법복제 식별
기술개발

저작권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억원)
1차
3.0

딥러닝 분석 엔진 개발

2차

3차

4차

합계
6.0

2.0

2.0

딥러닝 기반의 의사결정 엔진 개발

2.0

2.0

지능형 정보수집/검색 기술

1.0

1.0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3.0

시범운영
총 합계

기대효과

5차

3.0

3.0

5.0

3.0

3.0

3.0
1.0

1.0

2.0

15.0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로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규모를 10% 절감 시 약 2,652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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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신규사업(안)
5. 저작물 DB 구축
목적

세부기술
개발 내용

 저작물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물 DB 구축 및 관리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저작물 보호 메타데이터 DB 구축 : 권리자가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DB 구축
 저작물 보호 DB 연계 : 저작권 권리체계 정립 및 표준화와 표준화된 저작물 메타데이터를 구축
 저작물 보호 DB 운영 : 저작물 보호 대상 조회 서비스 시행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 식별)
 저작물 보호 DB 고도화 : DB 구축 사이트와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제공 기술 개발
<저작물 원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저작물 원본 DB 구축 : 원본 저작물의 확보,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저작물 소스 아카이브 운영 : 저작물보호 DB에 대한 수집, 평가, 분류, 보존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
 5년간 총 19.5억 원의 예산 소요
중점분야

예산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기술

소요예산(억원)
1차

ISP 설계

0.5

저작물보호 메타데이터 DB 구축

3.0

저작물보호 DB 연계

2차

3차

2.0
2.0

기대효과

2.0
3.0

저작물 원본 DB 구축

4.0
3.0

2.0

2.0
1.0

1.0

1.0

3.0

4.0

5.0

4.0

3.0

19.5

저작물 소스 아카이브 운영
3.5

합계
3.0

2.0

저작물보호 DB 운영

총 합계

5차

0.5

저작물보호 DB 고도화
저작물 원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4차

4.0

 불법복제물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차단으로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 생태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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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신규사업(안)
6. 특징점 DB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목적

 콘텐츠 불법여부 판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특징점 DB 구축 및 관리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특징점 추출 및 등록 : 콘텐츠 제작과 동시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징정보 추출 기술개발
 특징점 인식 모듈 개발 : 특징점(DNA), 해쉬(Hash) 값의 추출 및 인식 모듈 개발

세부기술
개발 내용

 특징점 매칭 및 식별 시스템 구축 : 특징점 고속 매칭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저작물 특징점 DB 운영 관리 : 저작물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특징점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 운영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물 보호 요청이 된 저작물에 대해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년간 총 17.0억 원의 예산 소요
중점분야

세부기술
특징점 데이터 수집

소요예산(억원)
1차
1.0

특징점 DB 구축

특징점 인식 모듈 개발

3차

1.5
2.0

3.0

기대효과

5.0
2.5

2.5

1.0

1.0

2.0

3.5

3.5

17.0

1.5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운영
2.5

합계
1.0
1.0

저작물 특징점 DB 운영.관리

총 합계

5차

1.5

특징점 매칭 및 식별 시스템 구축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4차

1.0

특징점 추출 및 등록

예산

2차

3.0

4.5

5.0
1.5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확산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 및 사전 예방을 통해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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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도출된 6개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8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단위: 억원]

사업명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웹툰 보호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저작물 DB 구축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합계

1차년도
4.0
2.0
4.0
3.0
3.5
2.5
19.0

2차년도
2.0
4.0
4.0
5.0
4.0
3.0
22.0

3차년도
2.0
2.0
4.0
3.0
5.0
4.5
20.5

4차년도

5차년도

3.0
1.0

1.0

3.0
4.0
3.5
14.5

2.0
3.0
3.5
9.5

합계
11.0
10.0
11.0
15.0
19.5
17.0
83.5

기대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기비전 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작권보호 분야 기술개발 추진 가능



현안 대응형 저작권 기술개발을 통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
• 저작권 보호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 도출로 기술개발 및 연구의 효과성 강화
• 전통적 침해 방식의 고도화, 새로운 침해기술의 등장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



신규사업에 실행계획 및 전략 수립을 통한 재정투자 근거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전문가 워킹그룹, FGI 등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세부기술 및 소요예산 도출로 재정투자의
객관성 확보
•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및 중장기 방향 설정을 통해 적재적소의 투자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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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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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사업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 융복합 시대에 콘텐츠 산업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기획에서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전년 대비 5.7% 증가)의 성장과 더불어 저작물 침해규모(전년 대비 2.9% 증가)도 급격히 증가



온라인 불법복제시장 등 저작권 침해규모 50% 축소 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

2016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05조

2016년 국내 합법저작물 침해규모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조

2,000억 원으로 전망

3,843억 원으로 전망

< 5년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추이 >

< 2016년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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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사업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콘텐츠 생산 및 유통환경이 개인(User) 중심으로 변화,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유형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정보통신디바이스 보유현황

인터넷 접속디바이스 보유현황

주 이용 스마트폰 APP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88.5%)가 스마트

가구 내 인터넷 접속디바이스로는

스마트폰의 주 이용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기기 1대 이상 보유

스마트폰(88.5%) > 데스크탑컴퓨터(63.7%)

채팅, SNS 등 커뮤니케이션(78.3%) >

> 노트북컴퓨터(26.8%) > 디지털 TV(21/1%)

사진, 동영상(62.2%) > 뉴스(54.4%) > 게임

순으로 활용되고 있음

(22.7%) > 음악, 미디어(18.7%) 순

< 가구당 정보통신디바이스 보유현황 >

< 가구당 인터넷 접속디바이스 보유현황 >

< 주 이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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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사업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환경하에 2016년 9월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
 저작권 보호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즉각 대응, 효율적 저작권 보호 환경 마련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 명시된 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 개발 필요
 기술기반의 저작권보호 사업 발굴과 단계적 수행을 위한 전략 로드맵 수립 필요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진화된 저작권 보호 업무 수행 및 저작권 보호 체계 일원화를 지원
 타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의 차별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주요
업무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연구개발 추진전략>
목적

주요
내용

주요
업무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R&D 추진전략>

저작권 보호활동에 필요한 기술개발

•

저작권보호 활동을 위한 기술개발

•

저작권보호를 위한 DB 등 시스템구축

•

저작권보호기술 및 시스템의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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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사업개요

1-2. 연구 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



(연구목표)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발굴 및 발굴 사업의 실행 로드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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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Ⅰ. 사업개요

2-1. 저작권 보호기술의 범위
주요개념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모든 기술



저작권보호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저작권 보호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
* 저작권위원회의 기술분류표에 정의된 “저작권 보호기술”에 한정되지 않음

< 저작권 기술분류표 (한국저작권위원회) >

* 출처: 2015 저작권 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1

저작권 보호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활용사업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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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Ⅰ. 사업개요

2-1. 저작권 보호기술의 범위
[참고] 저작권기술의 개념 및 분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됨



저작물 유통관리 측면에서 저작권 기술들을 적용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용활성화 측면의 기술도 함께 적용
저작권기술의 개념 및 분류

하기 저작권 기술개념과 분류는 한국정보기술학회에서 정의한 것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기술”은 타 기관에서 분류한 “저작권 보호기술”의정의 및 범위에 국한되지 않음
•

“저작권 유통활성화 기술”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일 경우, 저작권보호원에서 수행하는 보호기술의 연구범위에 속함

< 저작권 기술분류표(한국정보기술학회) >
중분류

소분류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기술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권
보호기반(플랫폼)
기술

침해 점검 및 예방
기술
저작물 유통활성화
기술
저작물
유통관리 기술

요소기술

기술설명

접근통제 기술

인증기술, 역공학 방지 기술, DRM우회방지기술

이용통제 기술

라이선스 확인기술, 콘텐츠 이용제한 기술

콘텐츠 보호 기술

DRM, CAS

워터마킹 기술

워터마킹 기술

상호연동(호환) 기술

DRM 상호연동(호환) 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공통 표준API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시험∙평가∙인증기술

저작권 성능평가 기술, 저작권기술 제품평가인증기술

복제도 기술

표절탐지 기술, SW 유사성 비교 기술

저작권 자산 관리기술

SW자산(라이선스)관리 기술, 저작권 관리체계인증 기술

저작권 포렌식 기술

포렌식마킹 기술, OSP DB 로그분석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실시간 불법콘텐츠 검색기술, 실시간 위변조 확인기술, 트래픽 로그분석 기술

불법전송 차단기술

콘텐츠 필터링 기술, IP추적 및 전송차단기술

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콘텐츠 배포 및 유통경로 추적기술, 콘텐츠 식별체계 관리기술, 콘텐츠 이용현황 분석기술

투명한 정산 및 과금 기술

콘텐츠 거래인증 기술, 신뢰성있는 과금/정산 기술

공유저작물 유통관리 기술

공유저작물 자동 식별 기술, CCL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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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Ⅰ. 사업개요

2-1. 저작권 보호기술의 범위
기획 대상의 범위


저작권보호기술의 범위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1) 기능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 (2) 기술주기로는 응용, 개발 단계의 기술에 중점을 둠

기능적 범위

기술개발 단계의 범위

저작권보호기술의 개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기능적으로 보호목적 기술에 중점을 둠

< 저작권 보호기술의 기능적 분류 >
사전 보안 시스템

사후 보안 시스템

합법적 디지털콘텐츠 유통

불법적 디지털콘텐츠 유통

제작
편집

배급
유통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기획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원천 기술개발은 배제함

<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기술개발단계 분류 기준 >

활용
서비스

파일공유사이트(P2P, 웹하드, SNS 등)

암호화 기반 적극적 보안 시스템

특징점 기반 식별기술
디지털워터마킹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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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절차

Ⅰ. 사업개요

3-1. 단계별 연구 방법


총 3 단계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기술 전략 로드맵 연구 방법 수행
• 연구결과 수요시점 고려한 개별 연구모듈을 병행식으로 추진하며 연구내용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
• 저작권 보호기술 중장기 전략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중점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
STEP 1

STEP 2

현황 및 환경분석

STEP 3

이슈·수요분석

환경분석

연구개발 수요조사

기술동향 분석

정책현황 분석

산업동향 분석

트렌드 분석

연구개발 수요조사

전문가 인터뷰

저작권 보호기반
기술 개발 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략 수립
사업비전 및 전략목표체계 수립
중점추진 전략기술 수립

이슈·수요분석 시사점 도출

세부추진방안 도출

환경 분석 종합 시사점 도출

침행현황 분석
대응현황 분석

중점추진별 세부과제 도출

SWOT 분석

현황분석

부처별
관련사업
추진현황

강점

기회

약점

위협

보호기술 현황 분석

사업 수행 체계
세부
추진방안
설계

활용 및 관리체계

협력방안
전략적 방향성 도출

환경 분석 종합 시사점 도출

4차례 전문가
FGI 진행

중장기 전략로드맵 구조화

사업추진(안)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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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절차

Ⅰ. 사업개요

3-2. 단계별 연구 내용
주요 연구내용

STEP 1

현황분석
(문헌조사

STEP 2
이슈 및 수요
분석(FGI)

콘텐츠 시장 및 기술 환경

•
•

콘텐츠 제작, 유통 등 관련 시장 현황 조사/분석
콘텐츠 제작, 유통기술의 발달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분석

저작권 침해 현황

•
•
•
•

콘텐츠 유형별 침해 현황 : 음악, 영화, 방송, 어문, 만화, SW 등
콘텐츠 유통유형별 침해 현황 : 웹하드, P2P, 스트리밍, 토렌트 등
신규 침해 유형 : 콘텐츠별, 유통유형별
국가별 침해 현황 이슈 : 침해현황, 최신 침해 사례 등

국내외 저작권 보호 현황

•
•

저작권 보호 관련 산업, 기술, 법/제도, 기관 현황 등
저작권 보호기관별 추진 사업

콘텐츠 제작/유통사
(1차 : 2017년 6월 27일)

•
•
•

콘텐츠 제작·유통의 환경변화
저작권 침해현황 및 법적/기술적 대응책
침해 대응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저작권 보호 기술 업계
(2차 : 2017년 7월 4일)

•
•
•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
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및 한계점
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환경 등

권리자 단체, 유관기관
(3차 : 2017년 7월 11일)

•
•
•

저작물 관리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이슈
침해 대응 현황(사례) 및 한계점
저작권 보호기술, 사업 수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학계 및 법조계
(4차 : 2017년 7월 20일)

•
•

법적, 기술적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 보호 개선 방향 및 법적 검토 등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STEP 3
저작권 보호기반
기술개발 전략 수립

•
•
•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술, 사업별 SWOT 및 타당성 검토
주요 사업 및 요소기술 선정

전략로드맵 수립
•
•
•

사업별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세부 실행 계획 검토
성과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

사업추진(안)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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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절차

Ⅰ. 사업개요

3-3. FGI 기획 및 진행


저작권보호 기술 현황검토 및 문제제기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저작권보호 기술 및 사업화에 대한 수요 및 이슈 파악, 관련 사업 도출

FGI 운영 개요

주요 내용

(목적) 저작권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저작권 보호

구분

일시

내용

중점 이슈 및 이에 따른 사업∙기술 등의 수요 분석
6월 27일

•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변화
•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법적/기술적 대응책
• 침해 대응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7월 4일

•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
• 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 및 한계점 도출
• 기술 활용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환경

3차

7월 11일

• 저작물 관리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이슈
• 침해 대응 현황(사례) 및 한계점
• 저작권 보호기술, 사업 수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차

7월 20일

• 법적, 기술적 저작권 보호 현황
• 저작권 보호 개선 방향 및 법적 검토

(기간) 2017년 6월 ~ 7월
1차

(구성) 기본 4개 그룹, 각 5명 내외 전문가 선정
구분

분야

참여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분야

4명

저작권(보호)
기술 업계

저작권 기술 솔루션 사업 분야

3명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저작권 신탁단체 및 유관기관 등

3명

학계

저작권(법) 및 기술 분야

2명

(방법) 그룹별 인터뷰 및 토의 진행, 필요 시 전문가별 개별 인터뷰 추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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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절차

Ⅰ. 사업개요

3-4. 사업추진(안) 전문가 검토


1,2 단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신규 사업추진(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실시
 세부기술개발 내용, 추진일정 및 예산에 대해 검토

< 사업추진(안) 전문가 검토 프로세스 >

연구진

기술 전문가

사업추진(안)

검토항목

세부기술 구성
타부처 사업 중복성
신규사업

업계 전문가

사업추진 일정

추진(안)
확정

소요 예산
미래기술 수요 예측

검토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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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 분석

1. 콘텐츠 시장 환경

2. 콘텐츠 산업 환경
3. 저작권 침해 현황
4. 저작권 보호 현황

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1. 세계 콘텐츠 시장 동향 – 개괄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시장규모


최근 10년간 세계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4.8%씩 지속적으로 성장


콘텐츠 유형별로는 지식정보 및 광고 시장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



방송, 출판, 음악, 영화 시장 등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7~54%로 평균적으로 50%의 비중을 차지함

세계 콘텐츠 (전체) 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콘텐츠 유형별 세계 시장 점유율, 2011vs.2015vs.2020

14

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1. 세계 콘텐츠 시장 동향 – 개괄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스마트 콘텐츠 시장 규모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및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소비 증가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13년 14.7억 달러에서 ’19년 37.4억 달러로 연평균 16.8%씩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동기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 4.9%)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세계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2015년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2013년 대비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세계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서 스마트폰, Phablets, Tablets을

성장하였으며, 아시아 및 유럽 지역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성장률을

포함한 모바일 디바이스 접속률은 2016년 47%에서 2021년 56%로

나타냄

총 9%p 증가하고, 비(非)스마트폰 접속률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Mobile Content Market >

< Global Mobile Devices and Connections Grow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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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1. 세계 콘텐츠 시장 동향 – 음악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세계 음악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장률은 미미한 변화



디지털 음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운로드 시장은 감소하고 스트리밍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세계 음악 콘텐츠 시장 규모
< 세계 음악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출판

디지털 음원의 서비스 유형별 시장규모
디지털 음원 시장 내, 다운로드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트리밍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기록할 전망
스트리밍 시장의 급속한 성장(연평균 성장률 28%)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파일의 “소유”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의 “소비
“ 형태로 변화

< 세계 디지털 음원 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

< 세계 음악 콘텐츠 시장 유형별 점유율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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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1. 세계 콘텐츠 시장 동향 – 영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세계 영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률은 감소 전망




개괄

2015년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흥행에 따라 14.1%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

디지털 홈 비디오 시장 활성화로 인해, 영화관 상영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박탈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홈 비디오 시장이 박스오피스 시장을 추월

세계 영화 콘텐츠 시장 규모

서비스 형태별 영화 콘텐츠 시장 규모

세계 영화 콘텐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영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반드시 극장을 찾아 영화를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폭이 큼

감상해야 하는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최근 영화 소비자들은 태블릿, 스마트폰, PC에서 영화 콘텐츠를 소비

< 세계 영화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Netflix) 같은 OTT와 VOD 등 디지털 홈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 됨

<미국 서비스 형태별 홈 비디오 시장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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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1. 세계 콘텐츠 시장 동향 – 방송

개괄

음악

영화



온라인 TV 광고 시장 및 OTT/스트리밍 시장 성장과 더불어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 꾸준한 성장세



OTT/스트리밍 서비스가 향후 4년간 주요 방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방송

출판

온라인 TV 광고 시장 및 OTT/스트리밍 디지털 배급 시장의 경우, 2015년-2020년 성장률 10% 이상 급성장

OTT/스트리밍 방송 시장 동향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 규모
2015년 세계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2020년

OTT/스트리밍 방송 시장은 연평균 13.2%의 높은 성장세

까지 지속적인 성장세 전망

•

TV 가입형(VOD) 서비스 성장 전망치(5.3%)의 2배 넘는 성장세 예측

•

미국의 OTT/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Amazon) 등 글로벌 사업자 주도,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및 속도

<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 vs 2015 vs 2020>

증가에 의한 급속 성장

<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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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1. 세계 콘텐츠 시장 동향 – 출판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디지털 출판 서비스 보급 확대 및 다양한 플랫폼과의 결합으로 인쇄시장 감소와 디지털 시장 규모 급증


신문사 및 잡지사들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시도 및 신기술 적극 수용 중

세계 출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출판 콘텐츠 동향

도서 시장의 경우, 디지털 출판 시장 증가가 인쇄 및 오디오 출판시장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하는 전자책 시장

감소분을 뛰어넘음

•

전자책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활용한 사용자
확장 시도, 단순 플랫폼을 넘어 최신 미디어 기술과의 결합 시도

반면, 신문 및 잡지 구독의 경우 디지털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지면 부분의 수익감소를 디지털부문에서 상쇄

중국, 매년 디지털 출판 증가세

하지 못하고 있음

•

독서 시 디바이스를 통해 독서를 하는 독자층의 비율은 2013년
전체 중국 독자층의 절반을 넘어섬

<세계 출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3-2020>

•

시장 성장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해적판 시장 근절 추진

<중국 전자책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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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 개괄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시장규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과 수출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


(매출액) 동기간 연평균 4.8% 증가, (수출액) 동기간 연평균 8.2% 증가

 국내 콘텐츠 시장 내 장르별 매출액 편차는 적으며, 그 중 출판, 방송, 음악, 영화 등이 46%를 차지

국내 콘텐츠 시장 매출액

국내 콘텐츠 시장 수출액

2016년 국내 콘텐츠 시장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05조

2016년 콘텐츠 시장 수출액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63.1억 달러로

2,000억 원으로 전망

전망

< 5년간 국내 콘텐츠 시장 매출액 추이 >

< 5년간 콘텐츠 시장 수출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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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 개괄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한류 콘텐츠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역에서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등에서 한류 콘텐츠 고인기/고성장을 나타내며, 수출 현황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류 콘텐츠 시장

한류 콘텐츠 수출 현황

한류 콘텐츠 시장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13년부터 ‘15년까지 한류 콘텐츠 수출액은 연평균 7.2% 성장률을

태국 등이 고인기/고성장 그룹으로 분류

나타내고 있음

< 경제적 효과분석 대상국 분류 >

< 한국의 국가별 콘텐츠 수출 현황 >

☞ [참고] 업계 전문가 의견(FGI 결과 일부) : 한류 콘텐츠는 현재 동남아, 중국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
전문 인력의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인력, 예산 등에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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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시장 환경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1-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 음악


음악

영화

방송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형태의 무형 매체로 음악 제작

음원 등록 자동화 및 음악 시장 특화 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을 통한 음악 유통


음악 유통 사업의 온라인 전산화 핵심기술 개발 진행

음악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유통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 제작

사운덱스 기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하드웨어 장비 중심의 제작 환경

•

글로벌 표준에 최적화된 음원 데이터 생성·등록 과정 단축

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

다량의 콘텐츠를 한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

레코딩 및 편집 과정에의 투입 비용이 줄어들어 제작 비용은

음원 배급의 새로운 사업모델

•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음반 제작의 주체 다양화

•

출판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음반 제작의 주체 다양화




개괄

전통적인 방식의 음악 제작 환경은 음반의 녹음과 유통이 음반

뮤직스프레이(온라인 자동화, 등록부터 배급까지 자동으로 진행)
USB 앨범 등장

<음원 유통 플랫폼 뮤직스프레이>

제작사나 음반 유통사에만 국한
•

최근 아티스트 개인이나 방송 및 광고업체도 독립적으로 음반을 제
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업적으로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시장 진입
장벽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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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 영화



개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융합 통한 영화시장 패러다임 변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고도화하여 시∙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등 인체의 감각을 통해 현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화제작 기술개발 추진



디지털 영화 유통은 저작권 보호조치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방형 유통 지원시스템 구축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소비 양상 및 유통 구조의 확대

영화 콘텐츠 제작

영화 콘텐츠 유통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VR, AR, AI 등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영화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온라인을 통해 영화 소비 양상 변화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급격히 변화

•

다운로드 서비스, IPTV, 무료∙유료 케이블TV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유통

•

넷플릭스(Netflix), 왓챠플레이 등의 OTT 서비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기술
개발 진행 중

< VR 기술을 활용한 영화 편집>

플랫폼 구분
•

IPTV / DCATV : 셋톱박스 이용, TV를 통해 서비스하는 VOD 서비스 플랫폼

•

인터넷 VOD : PC / 모바일 기반 VOD 서비스 플랫폼 등

•

패키지 : DVD / 블루레이

< 플랫폼 별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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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 방송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실감 방송 서비스 도입 및 클라우드 기반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으로 발전




개괄

방송 콘텐츠 제작 기술은 기존 HDTV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방송 콘텐츠 제작 기술 확보

유료 방송 플랫폼, OTT 서비스와 같은 신규 방송 플랫폼 등장


기존의‘프로그램 제작 → TV → 유료방송채널 → 온라인서비스’의 일방적인 방송 콘텐츠 흐름이 온라인 선공개, TV 동시
공개, 웹 전용 콘텐츠 등으로 유통 형태가 다양화됨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콘텐츠 유통

실감이 극대화되는 차세대 방송 기술 개발

방송 콘텐츠 인프라 및 유통 플랫폼 다각화

•

•

UHDTV 및 3DTV 등 실감 방송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과 기존
HDTV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기술 확보가 요구됨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도입
•

클라우드 기반의 병렬·분산처리를 통해 UHD 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편집/가공 시 발생하는 스탠드얼론(stand-alone) 제작
장비의 처리성능 한계를 극복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가 유통 창구로 활용
* 최근 SBS에서 DMC미디어 기업 인수를 통해 유통 플랫폼 다각화 추진

•

유료 TV 셋탑박스를 통해 방송 콘텐츠가 앱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

< 방송 시장 유통 구조 >

< 방송 제작환경의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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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 출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출판은 POD(Publish on demand, 주문형 제작) 방식을 활용한 전자책 제작 증가




개괄

웹 셀프 퍼블리싱과 주문형 제작 방식을 활용한 전자책 제작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과 공용디지털저작권관리의 상용화를 통한 유통 환경 개선 추진


2015년 전자출판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가한 출판단체 및 유통기업이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

출판 콘텐츠 제작

출판 콘텐츠 유통

주문형 방식을 통한 전자책 제작 증가

배타적인 사업방식 및 복잡한 유통구조

•

전자책 제작은 웹 셀프 퍼블리싱과 POD(Publish on demand,

•

단말기,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 제기(유통사별 DRM 상이 등)

주문형 제작) 방식을 통한 출간이 증가

•

201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 유통구조 문제 해소 및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책 유통 구조

< 주문형 전자책 제작 업체 >

•

전자책 초기시장에는 이용자들이 주로 PC를 이용했으나, 최근에
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사용 확대

< 전자책 유통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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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점 및 요약
 (주요동향)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콘텐츠 활용 환경이 PC에서 스마트 기기로 전환
•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 4.9%,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 16.8%

개괄
☞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 콘텐츠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이 필요

 다운로드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유통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
음악

•

(2011년) 다운로드 67.5%, 스트리밍 12.3% → (2020년) 다운로드 14.3%, 스트리밍 78.3%

콘텐츠
☞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OTT/스트리밍 서비스가 향후 5년간 영상 콘텐츠의 주요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영상

•

OTT/스트리밍 시장은 연평균 13.2%의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2013~2020)

콘텐츠
☞ OTT 등 OSP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리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출판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장이 급격히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출판

•

디지털 출판시장의 비율 : (‘13) 8.0% → (‘16) 13.0% → (‘20) 19.3%

콘텐츠

☞ 디지털 출판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

 전체 매출액 보다 수출 매출액의 성장폭이 커, 한류 콘텐츠의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
시장

• (매출액) 동기간 연평균 4.8% 증가, (수출액) 동기간 연평균 8.2% 증가

이슈

☞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불법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조치 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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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활동 증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 창작물 제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소설, 미술품, 음악 등 제작



PC와 스마트폰에 이어 인공지능(AI)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인공지능 시장 규모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제작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콘텐츠 창작물 등장

인공지능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

•

소설 및 영화 대본, 뉴스 기사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2024년 412억 달러에 달할 것

창작물 제작 사례 증가

•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음성인식 및 통 번역을 중심으로 성장

•

미술품 및 음악 작곡, 요리 레시피 제작 사례도 있음

< 인공지능 “딥드림”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인공지능 국내외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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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등장


3D 프린터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상품 제작 및 개발에 활용
되며 개인 맞춤형 상품 제작에 활용



웹툰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IT 기술을 도입
3D 프린팅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상품 제작 및 개발에 활용
•

영화(캐릭터 디자인, 소품제작), 애니메이션(피규어제작), 게임
(가상과 실물이 융합된 게임 콘텐츠 개발), 악기제작, 문화예술
분야(예술품 복원/복제)

웹툰
매체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IT 기술 도입
•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

웹툰에 활용되는 IT기술

개인 맞춤형 상품 제작 가능

① 컷툰: 즉각적인 독자의 반응 확인 및 의도적 기획이 가능한 기술

•

저가형 프린터 출시에 따른 개인∙소기업 활용 증가

② 스마트툰, 효과툰, 무빙툰: 정지된 화면의 단조로움 탈피 가능한 기술

•

개인에게 맞춤화, 최적화된 물품 제작 활성화

③ AR툰, 더빙툰: 시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기술

< 3D 프린터 >

< 만화 시장에서 웹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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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UHD,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상용화


영상 구현의 사실감 향상 및 대형화를 위한 초고화질 UHD급 영상 콘텐츠 등장



VR/AR 기술은 게임, 미디어 등의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VR과 AR의 경계가 허물어진 혼합현실 서비스로 발전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
초고화질 방송 송출을 위한 지상파 UHD 전송 기술 표준화

VR과 AR의 경계가 허물어진 혼합현실(MR)로 발전

•

HD 방송보다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HD 대비 4배)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하는 초고화질 실감방송

•

•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구현과 시청자
친화적인 수신환경을 제공

•

재난방송의 효과적인 전달ㆍ수신을 위해 UHD TV에 재난경보 알
람 기능 탑재 검토

•

이동간 송수신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

< 지상파 UHD 전송 기술 표준 >

VR과 AR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가상현실의 몰입감과 증강현실의
현실 소통의 특징을 융합한 혼합현실(Mixed Reality) 대두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가상 캐릭터 제작
•

증강현실 게임에서 가상 캐릭터가 현실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혼합현실 서비스

시각 중심의 기술에서 소리와 촉각 등 오감을 통해 경험 가능한 다중
감각 기술로 발전

< VR/AR 기술발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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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증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따른 1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


방송용 동영상 제작, 편집, 공유 기술 발달 및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1인 미디어 시대 도래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슈머 문화 확산

1인 크리에이터 제작

1인 미디어 플랫폼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 창작물 등장

1인 미디어 시대 도래

•

1인 방송, 광고 제작 등 사례 증가

•

방송용 동영상의 제작, 편집, 공유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확산

•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구독, 시청

•

유튜브를 통해 다수의 채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 등장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가치 상승과 수익 발생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

1인 미디어 플랫폼의 기업화 콘텐츠 상품가치 인정

자리 잡음

•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환경 열악

•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영상, 방송 등 모든 콘텐츠는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1인 미디어 시장 현황 >

< 1인 미디어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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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유통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OTT 서비스를 이용한 유통 확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환경 등장 및 확대


OTT 서비스 이용자는 TV프로그램, 광고, 영화,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 등의 콘텐츠 이용 가능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OTT 서비스 제공 단말기 범위 확대



최근 OTT 서비스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에서 벗어나 동영상 제작업체들과 협력하여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

OTT 서비스 형태

OTT 서비스 현황

기존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 확산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

북미 지역: 넷플릭스(Netflix),훌루(Hulu), 애플 아이튠즈(Apple iTunes) 등

•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

유럽 지역: 블링크박스(blinkbox), 비아플레이(VIAPLAY), 보들러(Voddler) 등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포괄

•

아시아 지역: 니코니코(Niconico), 빅플릭스(BIC FLIX), 보요(VOYO) 등

< OTT 서비스 구현 과정 >

<세계 주요 OTT 서비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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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유통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참고] OTT 서비스를 이용한 유통환경 변화 사례-넷플릭스


전 세계 유료 가입자만 1억 명 이상 이르는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윈도우 PC, 매킨토시, 애플TV, 구글TV 등 다양한 시청 환경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OTT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는 전송 시스템만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때문에 UHD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가능

최근 옥자 상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슈가 됨

넷플릭스(Netflix) 관련 최근 이슈 -『옥자』
개요

•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의 상영 거부 및 소수 극장 상영에 대한 사람
들의 관심과 넷플릭스(Netflix)의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주요내용
•

2017년 6월 29일 영화 옥자는 넷플릭스 (Netflix) 와 극장 간 동시
상영 계획이었으나, 영화 ‘옥자’가 VOD 서비스 공개 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오리지널 콘텐츠가 토렌트,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극장에서 상영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유통 시작

•

이미 과거에 넷플릭스의 대표작인 ‘하우스 오브 카드’ 등을 비롯한
다수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 되어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건 또한 예견된 사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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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유통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SNS의 영향력 증가
 SNS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동영상 시청 비율이 높음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횟수가 10억 건에 달함

세계 SNS 이용자 현황

온라인 동영상 주 이용매체

전 세계 SNS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페이스북(2,047백만 명)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되는 온라인 동양상 이용매체는 유튜브 및

이며, 다음으로 유튜브(1,500백만 명), 왓츠앱(1,200백만 명) 순임

네이버 TV 캐스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53.1%를 차지

< 세계 주이용 SNS 플랫폼 현황>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주 이용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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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산업 이슈 – 콘텐츠 유통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참고] SNS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유통 사례 – 카카오페이지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체인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라는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유통시장의 강자로 성장


2016년 3월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의 운영사 로엔 인수를 통해 콘텐츠 매출이 급성장
(2016년 매출이 9,322억 원으로, 전년도(4,989억 원) 대비 87% 성장)



2017년부터 영화와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카카오페이지에 추가할 계획
< 카카오 콘텐츠별 매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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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사점 및 요약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물 등장
인공지능 창작

•

소설 및 영화 대본, 뉴스기사, 미술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창작 사례 발생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3D 프린터 및 웹툰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등장

 UHD 영상 및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실감형 콘텐츠들의 상용화
☞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 필요

1인 미디어
콘텐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따른 1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
☞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미디어콘텐츠(개인방송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영상 콘텐츠의 유통환경이 OTT 중심으로 변화
OTT 서비스
☞ OTT 등 OSP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리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SNS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주요 매체로 등장
SNS의
영향력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시청비율이 50%를 초과

☞ SNS 플랫폼을 통해, 저작물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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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텐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사례 - 개괄


개괄

음악

영상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및 시장 규모의 지속적 증가


콘텐츠 유형별 불법복제물 시장 점유율은 음악 콘텐츠가 63.9%로 가장 높으며, 방송, 영화, 출판, 게임 순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점유율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3억 8천만 개로 2015년(20억 9천

콘텐츠 유형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에 대한 비중을 유통량을 기준으

만 개) 대비 14% 증가

로 살펴보면, 음악(63.9%), 방송(21.7%), 영화(10.8%), 출판(2.4%),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9억 원으로 전년(3.672억 원) 대비

게임(1.1) 순임

15.2% 증가

< 연도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및 저작물 침해 규모 >

<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유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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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텐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사례 – 음악



개괄

음악

영상

출판

기존 다운로드 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화한 음악 콘텐츠 소비 방식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리핑(ripping) 방식
불법복제물 제작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스트리밍 되고 있는 음원을 특정 S/W를 이용해 리핑 방식으로 불법복제물 제작, 유통

음악 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

음악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

전 세계 음원 이용자의 35%가 인터넷상에서 음악 콘텐츠에 무단 접근

스트리밍으로 흘러나오는 음원을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음하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트림 리핑이 불법다운로드를 압도한 것

불법 음원 파일을 제작하는 방식

으로 나타남

•

음원 및 DVD를 리핑하기 위한 S/W 다수 출시

•

•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이후 아날로그 방식의 불법복제 차단 불가

포렌식마킹 고도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추적, 처벌 강화 등 필요

< 리핑을 통한 음악 콘텐츠 저작권 침해 >

< 123 스트림 리핑 S/W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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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텐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사례 – 영상(영화/방송)


개괄

음악

영상

출판

영화 및 방송 분야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은 토렌트 비중이 가장 높음


영화 분야는 2012년 이후 웹하드 시장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2013년부터 토렌트 점유율이 가장 높음
(2015년부터 추가된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경로는 토렌트, 웹하드에 이어 높은 점유율을 차지)



방송 분야는 토렌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

영화 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
2012년 이후 웹하드 시장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2015년에 신규로 조사된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에 의한 시장 비중은

2015년 새로 등장한 스트리밍 시장은 토렌트, 웹하드 다음으로 높은

전체 유통 경로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점유율 차지

•

한류 콘텐츠를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링크 방식으로 연결되는 불법 수요가 증가

< 연도별 온라인 유통 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

< 연도별 온라인 유통 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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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텐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사례 – 영상(영화/방송)

개괄

음악

영상

출판

 고화질영상 녹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제작, SNS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 유통 확산


범용 비디오 장비나 캠코더를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 콘텐츠 화면 녹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제작



영상 콘텐츠 시드 파일 또는 마그넷 주소를 통해 생성되는 불법복제물 토렌트 게시, 최근에는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 불법 유통 확산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식
방송 콘텐츠의 대표적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유형
•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시드 파일 또는 마그넷
주소를 제공해 불법복제물 유통

•

방송수신단말에 PC, 노트북 등을 연결하여 녹화 시 원본과 동일한
화질의 불법복제물 생성 → 녹화본을 웹하드, P2P에 업로드하여
실시간으로 대량복제 및 유통

영화 콘텐츠의 대표적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유형
•

웹하드, P2P, 토렌트, 불법 스트리밍 앱,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

최근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확산

•

리핑 과정을 통해 추출된 영화 콘텐츠 파일의 불법 유통은 해외
서버를 통해 토렌트 파일로 유통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
<중국발 ‘짝퉁’ 블루레이 디스크 유통 中>
중국의 불법복제 사업자들이 AVC HD 코덱을 활용, 고해상도 블루레이 영화
를 DVD에 담아 배포하고 있다.
<중략>
한편 중국산 불법복제 블루레이 영화 디스크는 대개 7달러 선에 판매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UHD 블루레이 복제 막던 AACS2.0 뚫렸나? 스머프 24K 원본에 시끌>
UHD 블루레이 디스크를 불법 복제에서 보호해 왔던 AACS 2.0 디스크 암호
화 기술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AACS 2.0(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은 광디스크의 복제를 금지
하기 위해 헐리웃 스튜디오들과 마이크로소프트, 파나소닉, 도시바, 인텔 등
이 함께 개발한 암호화 기술이다. 앞선 버전들도 DVD와 블루레이에 적용 됐
지만 해커들에 의해 무력화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AACS 2.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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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텐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사례 – 출판


개괄

음악

영상

출판

출판 분야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은 토렌트 비중이 가장 높음


출판 분야는 토렌트 비중이 2012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이후 증감 반복



대표적인 불법복제 유형은 디지털화를 통한 텍스트 파일 생성 방식임

출판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식

출판 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
2012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토렌트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

대표적인 불법복제 유형

2014년 특징적으로 포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점차 감소

•

문자인식 S/W를 활용하여 텍스트 파일 생성

2014년 신규로 추가된 모바일은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 추세

< 연도별 온라인 유통 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종이책, 만화 등을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

전자책의 타이핑, 화면 캡쳐, 문자인식 S/W로 텍스트 변화

< 스캔문서 및 이미지 파일을 Text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

☞ [참고] 업계 전문가 의견(FGI 결과 일부) : eBook 출판 시 DRM 적용하면 대부분 차단 가능
단, 스캔, 복사, 타이핑 등의 아날로그 방식의 불법복제는 방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콘텐츠의 디지털화 과정 시에도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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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권 침해 이슈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은 토렌트 비중이 가장 높음


2016년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본 결과, 토렌트가 33.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불법복제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공유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 불법 유통경로로 이용 확대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2016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
<불법 저작물 온상 ‘토렌트’…저작권 침해 규모만 ‘8667억원’>

<토렌트,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한 혐의로 검찰 송치>
적발된 웹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 업로더 58명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
치된다.
<중략>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해 수사
망을 피해왔다.
<중략>
관련 산업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텔레비전 방송물109억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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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권 침해 이슈
SNS를 통한 주소링크/스트리밍 방식의 불법유통 증가


SNS,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등 신규 유통채널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불법복제물 사이트 주소를 SNS, 각종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시 사용자들은
링크 주소를 자신의 관계망에 공유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 확산



링크 주소 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성행

SNS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사용자들은 자신의 관계망에 링크 주소를

2017년 5월 ‘온라인 콘텐츠 이용 행태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

업로드하여 불법복제물을 공유

설문조사(에브리타임)’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사례
급증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비중이 가장 높
주소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산

은 것으로 조사됨

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따라

국내 단속 강화로 인하여, 해외에 서버를

사후 조치가 이뤄지나, 이미 유포되어

대법원은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둔 제 3의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 한 뒤

2차 피해 야기

규정하는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영상 클릭 시 실시간 스트리밍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

으로 연결되어 시청, 감상하도록 유도하는

페이스북의 경우, 저작권 침해 대응을

사례 다수 발생

위해 인 력 모니터링 및 신고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

최근 EU 판결(Urteil vom 26.04.2017 in

der Rechtssache C-527/15 )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근하게 해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저작권 지침 위반
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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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권 침해 이슈
기존 보호기술 우회를 통한 저작권 침해 - CDN & VPN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CDN은 ISP의 서버 시스템을 통해 불법침입 및 데이터 파괴에 노출되
어 콘텐츠 불법복제가 가능 → 불법 콘텐츠 배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서명 활용



또한, 인터넷 상에서 안전하고 암호화된 터널 생성이 가능한 VPN은 위치 정보 변경을 통하여 콘텐츠 필터링을 우회
CDN(Content Delivery Network)

VPN(Virtual Private Network)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

되는 사설 통신망

온라인 게임, 음악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대용량 파일

VPN 접속을 통하여 암호화된 터널을 생성하고, 이후 모든 트래픽은

다운로드에 활용

VPN을 통해 전송되어 콘텐츠 필터링 우회가능

ISP(Internet Services Provider)의 서버시스템은 불법침입 및 데이터

인터넷 사용자의 위치 정보 변경이 가능하며 중국의 인터넷 장벽

파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킹이나 크래킹의 위협 존재

(金盾工程) 을 우회할 때도 사용

대응방안: 부인방지 다중서명 기법 사용

< CDN 서비스의 제공과정>

< VPN 연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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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권 침해 이슈
기존 보호기술 우회를 통한 저작권 침해 – DNS서버 & 프록시 서버


DNS 서버는 IP주소와 도메인명 교환을 통해서 지역 차단을 회피



프록시 서버는 컴퓨터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콘텐츠 필터를 손쉽게 우회 가능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DNS는 IP 주소와 도메인명을 서로 교환하는 장치
훌루(Hulu),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프라임 인스턴트 비디오
(Amazon Prime Instant Video), 판 도 라 (Pandora), 스 포 티 파 이
(Spotify)는 세계 지역별로 접속을 차단하는 사이트임
이런 지역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DNS 기반의 필터 회피 기술이 성행
사용자의 DNS 서버를 서비스 업체의 DNS 주소로 변경하여 접속
차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

프록시(Proxie) 서버
프록시는 VPN만큼의 안전성도 새로운 DNS 서버만큼 편리성도
없으나, 웹 기반 프록시를 사용하면 컴퓨터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콘텐츠 필터를 손쉽게 우회 가능
브라우저가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차단된 사이트
접속 시 해당 브라우저만 사용할 수도 있음
인기 웹 기반 프록시 중 하나인 ‘하이드 마이 애스(Hide My Ass)’는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무료 프록시를 통하여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
가능
네트워크 관리자가 프록시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콘텐츠 필터 통과

< DNS 서버 >

< 프록시 서버 >

44

3. 저작권 침해 현황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3-2. 저작권 침해 이슈
기존 보호기술 우회를 통한 저작권 침해 – SSL 암호화 차단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인 HTTPS와 같은 SSL 암호화 사용으로 인하여 콘텐츠 필터링을 우회



SSL 암호화 트래픽 사용은 급증하는 추세로, SSL 트래픽을 검사하고 복호화하는 것은 보안의 중요요소로 작용하며,
기업/기관 차원의 암호화 모니터링 및 탐지/차단 필요
SSL(Secure Sockets Layer) 암호화

SSL 암호화의 문제점
SSL 암호화 트래픽의 증가

SSL 암호화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URL이 보통 https로 시작)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필터는 페이지의 암호화된 콘텐츠를 검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하여 암호화
트래픽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적용 사이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

는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

SSL 트래픽, 오히려 보안위협 증가

따라서 암호화된 웹 사이트는 항상 허용 목록을 사용하여 명시적
으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항상 허용 목록에 없는 암호화된 웹

SSL 트래픽으로 인해 보안 취약점이 오히려 높아졌으며, 암호화된

사이트는 자동 인터넷 콘텐츠 필터에 의해 차단됨

트래픽은 보안 장비에서 복호화하여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 SSL 암호화 >

탐지되지 않은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보호된 통신을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SSL 디지털 인증서 발급
SSL 인증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을 제3자가 보증해주는
전자화된 문서
•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것 방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는
서버가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인지 판단, 통신 내용의 악의적인 변경
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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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및 요약

 불법복제물 유통 및 시장 규모 지속적 증가
개괄

•
•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급증
토렌트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서버를 연계한 방식으로 유통경로 진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스트림 리핑이 주요현안으로 등장
음악
콘텐츠

•

전 세계 음원 이용자의 35%가 인터넷상에서 음악 콘텐츠에 무단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방법으로 스트리밍 음원의 녹음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도 이루어짐

영상
콘텐츠

출판
콘텐츠

SNS를
통한 불법
유통증가

기존 보호
기술 우회
사례 증가

 리핑 및 녹화를 통해 불법 저작물이 생성됨
 토렌트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가장 많으며, 최근 SNS를 통한 스트리밍 및 불법 링크사이트도 주요
불법 유통 경로로 등장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활성화로, 사진 및 스캔 정보의 텍스트 파일화를 통해 불법 저작물 유통이 이루어짐
•

불법복제물의유통 채널로는 토렌트가 가장 많이 활용됨

 SNS를 통한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

불법복제물 사이트 주소를 SNS, 각종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시
사용자들은 링크 주소를 자신의 관계망에 공유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 확산

 SSL 암호화 차단 등 다양한 우회기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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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원천적인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동향-DRM


차세대 DRM 기술 ‘Multi-DRM’


국내 DRM 개발 업체별 독자적 DRM 개발로 인한 호환성 부족으로, 각 DRM 업체 간 상호 호환 가능한 멀티 DRM 개발
필요성 제기



멀티 DRM은 하나의 DRM 시스템으로 여러 단말 동시 적용 가능하여, 불편함 해소 및 효과적 저작권 보호 용이

DRM 고도화 필요성

차세대 DRM 기술 ‘Multi-DRM’

2000년 초 e-book과 온라인 음원 서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등

‘Multi-DRM’은 콘텐츠 유통 사업자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장으로 다수의 DRM 업체 설립, 그러나 독자적 DRM 개발로 호환성 미

주요 DRM 모두를 이용 가능한 기술

보장, 복잡하고 무거운 기술로 시장 확산 실패

•

•
•

MPEG-DASH, HLS, ISMV, Smooth Streaming Segments 파일 및

현재 DRM 기술은 각 단말 운영 체제의 Kernel 단에 적용되는

단편 MP4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 전달 방식 및 미디어 콘텐츠

방식으로 플랫폼별 각각 다른 DRM 시스템

형식 지원

DRM을 하부 단위 Kernel이 아닌 Application 자체에 적용하는 방

•

식 을 도 입 하 여 하 나 의 DRM 시 스 템 으 로 여 러 단 말 에 동 시
적용 할 수 있는 ‘Multi DRM’ 필요성 제기

< DRM >

PC, MAC 기반 Silverlight 및 HTML5 플레이어, Android 및 iOS

디바이스, 스마트TV 등 지원
•

Internet Explorer, Safari, Firefox, Chrome, Opera 등 주요 브라우저 지원

<Multi-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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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원천적인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동향-워터마크


콘텐츠별 디지털 워터마킹 적용 기술 개발


영상(정지영상 및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등에 삽입되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일반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최소 단위로 삽입

동영상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 동영상 내 워터마킹 >

공간 영역에서의 워터마크 삽입
•

영상의 각 화소(pixel)에 워터마크 정보를 더하거나 감하는 방법

•

블록 기반 / 블록 분류에 의한 방법

변환 영역에서의 워터마크 삽입
•

영상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후 계수들을 증감시켜 워터마크를
삽입 또는 인접한 블록들의 에너지를 비교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
는 기술

•

오디오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Spread spectrum 워터마킹 기술 등

대부분이 영상(정지영상)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특정 프레임에 적용

사람의 지각적 특징에 기반한 기술

객체 중심 워터마킹

Low-bit coding, Perceptual Masking, Phase signal, Spread

•

동영상의 객체를 추출하여 같은 객체에 같은 형태의 워터마크 삽입

다중 해상도 장면 기반의 워터마킹
•

spectrum 등

텍스트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같 은 장 면 에 해 당 하 는 프 레 임 의 열 을 시 간 기 반 wavelet
transform을 거쳐 여러 단계의 해상도 프레임으로 변환 후, 각

텍스트에는 중복된 정보가 거의 없어, 워터마킹 삽입이 어려움

해상도 프레임에 워터마크 삽입

Open Space method / Syntactic method / Semantic metho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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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원천적인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동향-워터마크


침해 동영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삭제하기 위하여 기존 조치에 음성의 핑거프린트 도입 검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출현한 실감형ㆍ지능형 콘텐츠, UHD 영상 콘텐츠 보호를 위한 연구 개발 추진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흐름
단계(연도)

콘텐츠에 구매자 정보 및 유통 경로, 사용자 정보 등 사람이 인지할

내용

수 없게 삽입

1단계
(1995~2002)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2단계
(2003~2006)

•
•

모바일 환경의 유료 콘텐츠 보호
오디오, 동영상

3단계
(2007~2010)

•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보호

•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
(3D 영상, VOD 서비스 등)

•

디지털환경에서의실감형, 지능형콘텐츠,초고품
질 영상, 음성 핑거프린트생성 등 디지털콘텐츠보
호

4단계
(2011~2015)
5단계
(2015~현재)

<워터마킹>

포렌식마킹(Forensic-marking) 구성

보호된 콘텐츠가 TV로 출력되기 전에 가입자의 정보 실시간 삽입
불법복제 또는 유통 시 검출기를 통한 유출 사용자 식별 및 추적으로
사후관리
삽입된 콘텐츠와 원본 콘텐츠의 화질 차이가 없음

<원본 이미지>

<사용자 정보>

<디지털 핑거프린팅>

<유포자, 유통 경로 등 >

<포렌식마킹 삽입 이미지>

<포렌식마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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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원천적인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동향 –딥러닝 기반 워터마크


기존 워터마킹 기법은 자주 발생하는 특정 공격들을 정의하며 그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도록 설계됨



정의되지 않은 공격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유형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 딥러닝 기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개념도 >

서비스

다종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딥러닝기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

기존 워터마킹 기법들은 자주 발생하는 특정한 공격들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도록 설계
=> 정의되지 않은 공격에 취약, 대응을 위해 알고리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신속 대응이 어려움

특징 및 필요성

•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영상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3D 영상과 360°VR 영상 등) 증가
=> 콘텐츠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보호기술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
=> 이로 인해 높은 개발 비용이 요구되며, 개발기간에 따른 저작권 보호 공백 기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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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불법유통과정 추적기술 개발 동향-카빙 기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물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복원하며 훼손된 파일에 대한 카빙 기술이 필요



파일 카빙 기술은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 또한 디지털 영상의 증거 복원

분야에 유용
< 카빙 기술의 원리 >

서비스

카빙기술
•

핵심기술 : 데이터 파일 카빙, 알고리즘 설계

•

파일 카빙 기술은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뿐만 아니라 전체 포렌식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디지털 이
미지 파일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

특징 및 필요성

•

메타데이터와 같은 부가정보가 소실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위조된 이미지의 단편 조각들 간의 인접-상
관도를 측정하여 원래 이미지 형태로 단편화 조각들을 재조합하는 이미지 파일 카빙 기술은 훼손된 아
날로그 사진의 복원, 메모리 삭제 및 메타데이터 훼손으로 인한 디지털 영상의 증거 복원 등의 분야에
유용하게 응용됨
51

4. 저작권 보호 현황

Ⅱ.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분석

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불법유통과정 차단기술 개발 동향-블록체인


데이터의 보안성 및 무결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 방지는 물론 저작 콘텐츠 산업의 유통,
수익 구조 변화 등 저작권 산업 및 거래 관련 전 분야에 연계 가능



거래내역 공개에 따라 데이터 위조가 불가능하여 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료 징수 관련 미비한 현재 시스템 대체 가능
< 블록체인 작동 프로세스 >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
•
•

특징 및 필요성
•
•

핵심기술 : 보안기술, 데이터기술, 인증기술
블록체인은 보안성, 무결성을 제공하는 저장 플랫폼으로 비트코인, 거래정보, 저작권 권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기존 DRM 시스템은 중앙 기관에 의존하고, 시스템 설치비가 복잡한 단점이 존재하며, 접근제어 방식은 상호
호환이 안 되고 시스템 운용비가 많이 듦
해외에 Mediachain이라는 신생 기업은 디지털 이미지를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한 실사례가 있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관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저작권 플랫폼에서는 관리자 기능을 두어 참여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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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불법유통과정 차단기술 개발 동향 – 모니터링 기술


자동 콘텐츠 인식기술 적용한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모니터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렌트 불법업로더 추적 기술 개발



오디오, 비디오 분야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성능평가(기술수준을 점검하여 불법유통
콘텐츠를 실효성 있게 차단 가능하도록 평가 및 기준 제시) 진행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ACR)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업로더 추적 기술

특징점(DNA) 기반 콘텐츠 필터링 기술

ACR(Automatic Content Recognition)

코드라인의 “TRAP”

특징 기반 DB 구축을 통한 필터링 기술

•

•

•

•

실시간 방송 또는 녹화된 영상을 디지털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정보를 DB

포맷 후 사운드 및 영상 정보를 추출하여 실

연관 분석하여 헤비업로더를 자동으로 추적,

형태로 구축한 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간 또는 저장된 영상파일과 비교

해당 정보는 법적 대응에 증거자료로 활용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OSP가

단속 방식을 자동화시켜 인력투입 없이 24

이를 감지해 경고하거나 과금하는 기술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

•

적용제품
•

마크애니 ‘미디어 플러스’ (2013년 출시)

•

ACR Cloud ‘콘텐츠 저작권 서비스’

< ACR 원리>

•

시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

적용대상

2017년 출시

•

< TRAP>

웹하드 사이트 내 필터링

< 특징기반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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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내 저작권 보호 법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저작권법 조항
제103조(1,2항)

주요 내용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의무 부여
 권리주장자의 중단요구에 따라 ‘즉시’ 복제 및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여 한다고 명시

제104조 및 제142조(1항)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이를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제142조. 과태료)

제112조 및 제113조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 위원회의 업무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등)

제122조

 제122조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5: 보호원의 업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등)

제133조(1항,2항,3항,5항)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범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의 확산을 돕는 디바이스, 장치, 정보, 프로그램 등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수거, 폐기 및 삭제
가능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 근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업무 수행 → 음원,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 분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집행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원 공조

제133조의2(1항,2항,3항)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33조의3(1항,2항)

시정권고 조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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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내 저작권보호 및 관리 체계


국내 저작권 보호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신탁관리단체, 기타 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운영



총 12개의 저작권신탁단체,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 불법 복제물 단속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심의,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자 권리 보호

삭제 시정권고 등

•

저작권 관련 수수료 심의

•

저작권 이용허락 및 권리 등

•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

저작물 공정이용 도모사업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

•

저작권 침해 감정

폐기

•

저작권 보호 국제협력

•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개발

•

저작권 연구·교육·홍보

•

침해조사 및 통계작성

•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외 제

•

저작권 침해 수사 지원

•

공공기관 SW 실태점검

•

저작권OK 지정

•

• 저작권 침해사법 수사 및

검찰송치

특수유형 OSP 과태료 처분 (제142조)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명령(제133조의 2)

신탁관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
외 11개 단체 존재

113조 업무에 정한 사업

공공 부문

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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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내 주요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한류확산에 기여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함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주요업무 >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저작권 침해대응

•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을 통한 대상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등,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오프라인) 주요 침해유형별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조치 수행, 공공부문 불법복제 SW 사용실태 점검 등, * 만60세 이상 실버감시원 운영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

불법복제물 유통 적시 대응 및 실시간 관제를 위한 상황실 구축 및 운영

 해외 한류 저작권 보호체계 확대
•

청년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한류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및 광고 차단 지원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개발
•

저작권 보호 인프라 확충

저작권 보호 사업 수행을 위한 저작권 및 보호 기술의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홍보
•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환경 조사·연구를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마련

•

온/오프라인 서비스 업체 대상 ‘저작권OK' 지정을 통한 합법 콘텐츠 판매 및 유통 활성화

•

C Story,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기타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현황 연구 및 인식 제고 등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

검찰 및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증거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저작권 침해수사 공조

 국내외 민간, 공공분야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구축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회의 운영 등을 통한 기업,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및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WIPO 협력) 개최
•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기술 등의 정보 교류, 한류 콘텐츠 보호기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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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내 주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의 알선ㆍ조정, 권리자의 권익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통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정∙알선, 법정허락,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성능평가 등을 수행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업무 >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강화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저작권 등록․인증․상담 및 SW 임치

•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심의 및 조정․감정

 저작권법제도 개선
•

저작권 법․제도 및 통상 산업 조사․연구

 해외 저작권 보호 확대
•

저작권 국제 교류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

 저작권 교육․홍보 확대
•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
저작권 인프라 강화 및 이
용 활성화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거래 활성화
•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활성화

 저작권 인프라 강화
•

저작권 기술 연구 및 개발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새로운 저작권 문화
가치 창조

•

공유저작물 발굴 및 디지털화, 인식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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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내 주요기관
[참고] 한국저작권보호원 Vs. 한국저작권위원회


현행 저작권법상, 양 기관의 업무는 대부분 명확히 분리됨


다만, 연구개발 분야에서 보호원은 “저작권보호기술”, 위원회는 “저작권연구”로 명시
(“저작권 연구”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이나, 기관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1. 분쟁의 알선·조정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3.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 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본조신설 2016.3.22.]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삭제 <2016.3.22.>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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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내 주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불법복제물 상시 단속을 위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창설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복제물의 상시 단속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시스템 구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조의2 근거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불법복제물의 상시 단속 및 저작권 보호의식 홍보

시책수립 시행

•

•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

책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9월 창설,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
대구 5개 지역사무소 운영

•

소프트웨어, 영화, 방송, 음반, 게임 등 불법복제물 상시
단속 및 범시민적 저작권 보호의식 홍보

•

온라인 수사전문요원 육성,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업무협조를 통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저작권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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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국외 보호체계 요약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파악
미국
•

영국
•

아도피(hadopi): 삼진아웃제

Association of America, MPAA) :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정책을

•

모니터링 위원회 발족: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디지털 콘텐츠(motion picture)

추진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Association, CODA) : 저작권

저작권 경찰: 불법 공유 사이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을

침해 실태조사 및 인터넷상의

트의 광고를 중간 차단

감독

업계에 제도적 표준 보호 기준

•

제시

정책

•

일본

오프콤(Ofcom): ISP를 통한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

프랑스

무비랩스(MovieLabs): 영화

•

배급 및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

•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마련
•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도입

모방품·해적판 피해 상담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창구 운영

침해 사이트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서 삭제하기로 합의
•
•
법제

제5장 제502조: 침해에 대한

•

1998년 CDPA

•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구제; 금지명령

•

디지털 경제법

•

디지털 경제법

•

정보화 사회의 저작권 및

제7장 제701조: 저작권청:
일반적 임무와 조직

•

•

형사처벌화
•

저작 인접권에 관한 법률
•

제12장 제1201조: 저작권 보

제119조 3항: 불법다운로드
제112조 1항: 침해의 정지 또
는 예방청구

아도피법(Hadopi Law)

호 시스템의 우회

선진사례

•

eCO Online System

•

Turnitin

•

링크 콘텐츠 연합 프로젝트(Linked Content Coalition) 구성

•

저작권 관리시스템 J-CIS

•

방송프로그램 권리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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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미국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영화협회(MPAA)는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 제도적 표준 보호 기준 제시


회원사 콘텐츠 보안을 위해 표준 관리방안을 명시한 일련의 시설 서비스별 모범사례 발행



발행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제3자 협력사의 콘텐츠 보안을 평가 및 산정

1922년 미국의 비영리 사업, 교역 협회로 영화 스튜디오의 사업적 관심을 드높일 목적으로

< 미국영화협회 >

설립

•

6개 메이저 영화사(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폭스 필름
코퍼레이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가 설립

주요 업무
•

제도적 표준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사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

•

회원사와 해당 사업 파트너 간의 콘텐츠 보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논의를 위한
표준 설문조사 수단 제공

특이사항
•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배포

•

공통적인 공동 창업자로부터 구성된 비영리 단체

•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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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미국
무비랩스(Movielabs)


무비랩스(MOVIELABS)는 차세대 플랫폼 구축 및 보호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무비랩스는 2007년 6개의 메이저 영화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영화 배급 및 저작권 보호 분야의 연구개발



영화 콘텐츠를 소비자 매체의 형태로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 발표와 영화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촉진, 저작권 침해 억제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발굴

< 무비랩스 Membership >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영화 배급 및 보호 분야의 연구개발
•

6 개 메 이 저 영 화 사 ( 월 트 디 즈 니 , 파 라 마 운 트 , 20 세 기 폭 스 , 소 니 픽 처 스 ,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 브라더스)가 설립

주요 업무
•

차세대 플랫폼 구축 (UHD 및 HDR과 같은 신규 유형에 대한 보호 기술 개발)

•

콘텐츠 보안 (영화 산업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 발표)

•

디지털 유통 시스템으로 전환

•

무비랩스는 “MovieLabs Specification for Enhanced Content Protection(ECP)”
보고서를 발행하며, 콘텐츠를 제공 받기 위해선 본 문서에 따른 콘텐츠 보호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야 함

정보 보호 시스템 ECP 개발사항
•

DRM 시스템: 암호화, 연결에서 보안 강화, 출력 및 링크 보호, 보안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갱신 등

•

플랫폼: 링크 제어 / 보호, 보안 미디어 파이프 라인, 신뢰의 하드웨어 루트 등

•

END-TO-END 시스템: 포렌식 워터 마킹, 플레이 백 컨트롤 워터 마크, 침해
대응 인증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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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미국
온라인 저작물 등록 시스템 및 표절 예방 시스템


미국의 온라인 저작물 등록 시스템 도입 및 출판물 표절 예방 시스템 활용


eCO Online System이라는 저작물 사전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등록 가능



출판물 표절 예방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로 논문과 보고서 등의 표절 여부 확인, 사전에 표절 예방

eCO Online System

Turnitin

미국의 온라인 저작물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미국 UC버클리 대학생들이 개발한 출판물 표절 예방 시스템으로 논문

미 저 작 권 청 은 2006 년 저 작 물 사 전 등 록 제 도 를 도 입 하 였 으 며 ,

과 보고서 등의 표절여부 확인 가능

2015년 1월 인터넷으로 등록신청을 받는 전자 저작권청 오픈

현재 국내외 주요대학에서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음

< eCO Online System >

< Turnitin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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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유럽
링크 콘텐츠 연합(Linked Content Coalition)


저작권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물 보호와 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링크 콘텐츠 연합 프로젝트 구성

링크 콘텐츠 연합 프로젝트

< LCC Rights Reference Model (RRM) >
회사와 개인 등 디지털 콘텐츠 권리를 효과적 또는 자동적으로 커뮤니
케이션 하기 위한 비전 모델

개요
•

2012년 3월 유럽 출판인 협회(European Publishers Council)
에서 링크 콘텐츠 연합프로젝트 시행

•

2014년 9월 영구적 비영리 기구로 새롭게 설립

설립목적
•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식별자 네트워크(Identifier Network)를
통해 저작권자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관리
체계 구축

활용분야
•

구축된 데이터 체계는 저작권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Rights
Data Integration Project)에서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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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영국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Voluntary Copyright Alert Programme, VCAP)


2015년 영국 정부는 자발적 저작권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법적 공유 사이트의 이용 증진 및 불법 파일 공유 사용
억제를 유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불법임을 통지하는 경고 메일 발송
< 런던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IP 전담부서 웹사이트>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
•

2013년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내 전체 다운로드 중 4분의 1가량이 저작권 침해 대상이라고 함
•

자발적 저작권 경고제도는 고질적인 불법 다운로더의 인터넷 접속선을 아예
차단하는 2010년의 전자경제법(Digital Economy Act)를 기반으로 함

•

영국 정부는 온라인상으로 음악과 영화를 지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할 경우
경고장을 4회까지 보내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경고 메일을 통해 합법적 공유 사이트의 이용을 증진하고 불법복제물 공유를 그만

두도록 유도하기 위함
런던 경찰청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
•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 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와 위조 등 의 지식재산 범죄
단속을 주로 수행

•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영국 기업의 국제 무역활동 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영국에
유입되는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등 유럽차원의 지식재산권 협약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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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영국, 프랑스
팔로우더머니 전략 & 삼진아웃제도


팔로우더머니 전략은 침해 사이트 소득 창출 억제 방법으로 영국 내에서 추진 중



아도피법에 따른 삼진아웃제는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이나 비효율성과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실효성
논란으로 2013년 폐지
팔로우더머니 전략

삼진아웃제 폐지

도입 배경

삼진아웃제 도입

•

•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고주
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

현황

2009년 엔터테인먼트 업계 요청으로 아도피법을 제정하면서
‘저작권 삼진아웃제’ 도입

•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해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전송과 저작권 보호
기관인 하도피가 창설됨

•

목록에 기재된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않도록 광고업계와 협력

•

Operation Creative(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크에

삼진아웃제 문제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캠페인)을 추진

•

삼진아웃된 사례는 1건에 불과)

시사점

•
•

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 (3년간 실제로 법 적용을 받아

웹사이트의 주요 수입원 차단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작권 보

2013년 삼진아웃제 폐지

호 효과 기대

•

개정법은 단순히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 저작

2017년 3월 2일 영국 지식재산범죄 전담부 발표에 따르면, 2016

권 위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올리

년 1월과 2017년 1월 사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205개를 비교한

는 방안 도입

결과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상 광고 64% 감소

•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처벌이 아닌 상업적 이용과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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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보호체계 – 일본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저작권 종합 데이터베이스 J-CIS를 구축하여 저작권, 실연, 음반 등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 교환



방송프로그램 권리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권리정보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형성
J-CIS(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

방송프로그램 권리처리시스템

일본 저작권청의 저작권 관리시스템

일본 정부는 2004년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방송

저작권, 실연, 음반 등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2002

프로그램 권리처리 시스템을 구축

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완료

1차적으로 630항목의 내용정보메타데이터, 저작권자명, 허락 권리 종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류 등을 포함한 약 850 종류의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정의
2차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형성

< J-CIS 아키텍쳐 및 수집정보 >

<방송프로그램 권리처리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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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사점 및 요약
저작권보호기술 동향
 (DRM) 모바일 유통환경 확대에 따른 Muti-DRM에 대한 연구 증대
기존기술

 (워터마크)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더블어 아날로그 방식(녹음, 녹화 등)으로 고품질 복제물 생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워터마크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
 (기존기술의 고도화) 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워터마크 기술 등장

신 기술

 (추적기술) 메타데이터와 같은 부가정보가 소실(또는 악의적으로 위조)된 이미지의 단편 조각들 간 인접-상관도
를 측정하여 원래 이미지 형태로 복원하는 카빙기술 등장
 (모니터링 및 차단) 자동 콘텐츠 인식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기술 등장 및 기술고도화

저작권보호 체계 해외사례
 (MPAA) 회원사 콘텐츠 보안을 위해 표준 관리방안을 명시한 일련의 제도적 보호 기준 제시
미국

 (저작권청) 온라인 저작물 등록시스템(eCO Online System) 도입으로 저작권 등록의 편의성 제고
 (교육계) 각 대학에서“Turnitin”을 활용, 논문 및 보고서의 표절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영국

 (경고제고)“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을 도입, 합법적 공유 사이트의 이용증진 및 불법 파일 공유 사용 억제

 (수입원 차단)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이익 창출 억제를 위한 팔로우더머니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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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FGI 의견(요약)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의 디지털화 및 모바일화
콘텐츠
시장 현황

• eBook, 웹툰,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MP3 음원파일 등 콘텐츠의 디지털라이징 대세화

 짧아진 콘텐츠 생애주기에 대비한 효율적 유통 방안 마련 필요
•

합법 유통의 확산 및 불법 유통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필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링크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통 심각
저작권
침해 현황

•

유투브, 데일리 모션 등 UCC 사이트 내 콘텐츠 업로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링크에 대한 법적 처벌 불가

 스마트폰, 캠코더 등 디바이스의 발달로 고품질 불법 복제 및 유통 심각
•

텍스트(촬영→OCR), 이미지 및 동영상(촬영 및 녹화) 등 기존의 해킹보다 용이한 불법 콘텐츠 제작방법의 등장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개발 기술의 활용도는 낮음
• 기업의 시장확보 전략, 기술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다양한 사유로 기술 미적용
저작권
보호현황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포괄적 DB 부재
•

시스템별, 분야별 고유식별자는 존재하나 정보 공유를 위한 공통된 식별체계 부재

 다양한 사유로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지지 못함
•

(1)법/제도적 강제성 미약 , (2)CP의 유통사에 대한 영향력 부족, (3)개별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의 어려움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기술 필요
개선방안

•

저작물 권리 정보 및 보호체계 일원화 필요

•

법적 강제성 부여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

•

통제불능 불법사이트 대비 보호기술 개발 필요
69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 사업 추진(안)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신규사업(안)
3.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1. 사업추진 방향 설정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1-1. 환경분석 종합
강점(Strength)
 정부차원의 저작권 보호의지 표명
•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화(웹하드 등록제 등)

•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일원화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약점(Weakness)
 저작권 보호 지표 개발을 위한 관련 통계 및 근거 자료의 부족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 및 개발, 시스템 구축, 활용 등을 위한 예산,
인력 확보 및 기반 환경 개선 필요
 실효적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을 통한 기술 연구개발과 활용 등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기업, 기관 간 보유 기술의 공유 및 업무 공조 부족

*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기초기술 보유
•

포렌식마크, 핑거프린터 기반의 콘텐츠 식별기술, DRM 기반의
콘텐츠 제어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및 단말 제품 경쟁력

위협(Threat)

기회(Opportunity)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콘텐츠 제작, 유통단계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증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유통 증가
 3D 프린팅, UHD,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등장으로 신시장 확대
 해외 지역 한류콘텐츠 소비 지속적인 성장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고도화 및 신규 개발 등으로 인한 국내 기술 경쟁력
증가

 특징점 DB, 필터링 기술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격 표준화 부재
 사용자 중심으로 기존 보호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
 권리자와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이해 대립
 기술적, 재정적 환경 열악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흡
 선진국가 대비 법/제도에 따른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
 국내 타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등)에 비해 처벌 수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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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분석에 따른 추진 전략
내적요소

강점(S)

외적요소

약점(W)

SO 전략
•

기회(O)

WO 전략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개발 추진 및 기술보
급 및 확대 방안 마련
- 저작권보호 기술개발과 활용사업의 연계성 강화
- 공공부문에서 기술적 지원 및 보호기술 활용 확대

•

국내 영세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로 저작권보호 부분 경쟁력 강화

•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집중을 통한 기술 성숙화

•

신규 콘텐츠,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강화 및 권리자, 유통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

•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IT 인프라 및 단말기술을 활용
저작권 보호기술을 확산

저작권 보호 관련 공공 부문의 역할 구분 및 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업)침해 대응 사례 제공→(기관)개
선 방안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원 → (기관)기술 활용 및
의견 제시 →(기관) 기술 보완 등

•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집중적, 효율적 보호 활동을
위한 저작물 및 특징점 DB 구축과 관리 일원화

ST 전략

위협(T)

WT 전략

•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기술 선점

•

•

H/W 위주의 국내 시장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보유 기술
의 고도화 및 신규 기술 개발, 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 및 저작권 침해 기술 대응을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정책 분야 등의 핵심 인력 양성

•

불법복제, 유통 기술 및 보호 기술 성공 사례 등의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 확보

•

저작물 및 DB 등록, 관리 표준 체계 구축 및 배포에 따른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전략방향1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현안대응형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추진

전략방향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저작권 보호DB 및 특징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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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작권 보호의 주요 이슈와 대응기술



환경분석 결과 나타나는 주요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수요로 11개의 기술개발 주제를 도출

기술수요

저작권보호관련주요이슈

콘텐츠
이슈

저작권
이슈

스마트 기기를활용한 콘텐츠 유통 증가

1. 경량화된콘텐츠 보호 기술

수출 증가에 따른 한류콘텐츠보호 필요

2. 한류콘텐츠보호 기술

스트리밍및 OTT 서비스 콘텐츠 보호 기술 필요

3. 실시간 스트리밍대응 기술

새로운 유형의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반 구축 필요

4. 리핑 및 해킹 방지 기술

토렌트 등의 전통적공유서비스를활용한 저작권침해 지속

5. UHD 콘텐츠 보호 기술

유통 채널별 모니터링기술 및 체계 미비

6. 웹툰 보호 기술

빅데이터기반의 인공지능기술 발달

7. 콘텐츠 식별을위한 저작권 및 특징점 DB 구축

다양한 우회기술발달

8. 인공지능기반의 모니터링기술

저작물 보호기술및 적용 디바이스 간 호환성 부족

9. 빅데이터기반의 필터링 기술

해외 저작권 침해에대한 대응기술 부족

10. 우회차단을위한 기술

스트리밍서비스 통한 저작권침해 증가

11. DRM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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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점추진분야의 도출

 11개 연구주제에 대해 중요도, 파급효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 5개의 연구주제를 최종 도출

번

세부과제

호

중요도

사업목적

기술

최종

부합성

성숙도

점수

순위

1

경량화된 콘텐츠 보호 기술

2

5

4.5

3.8

6

2

한류콘텐츠보호기술

5

4.5

5

4.8

1

3

실시간 스트리밍 대응 기술

3.5

4

2

3.2

9

4

리핑 및 해킹 방지 기술

4

3.5

2

3.2

9

5

UHD 콘텐츠 보호 기술

3

3

2

2.7

11

6

웹툰 보호기술

4

4

4

4.0

3

7

콘텐츠식별을위한 저작물및 특징점DB 구축

4.5

4

4

4.2

2

8

인공지능기반의모니터링기술

4

4

4

4.0

3

9

빅데이터기반의침해예방기술

4

4.5

3.5

4.0

3

10

우회차단을 위한 기술

3.5

4.5

3

3.7

7

11

DRM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의 표준화

3.5

3.5

3.5

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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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전 및 전략목표

Vision
Target

저작권보호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투명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기반 마련

• (국내) 2022년 국내 저작권 침해 규모 2조 3,843억원 이하로 유지
• (해외) 2022년 해외 저작권 침해 비율 30% 저감

Direction &
Strategy

6대 중점과제

2대 전략

[전략1]
현안문제 대응형 기술개발

[전략2]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콘텐츠 보호
지능형 보호
기술 플랫폼
구축
저작권 보호
기반구축

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5

저작물 DB 구축

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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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출 프로젝트의 기능 및 연계도


중점추진과제로 도출된 6개의 과제는
 개념적으로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전분야의 저작권보호 기능 수행이 가능
 각 과제의 산출물 및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중점 프로젝트의 기능적 범위

중점추진과제 간 기술적 연계

고부가가치 콘텐츠보호는 특정유형의 콘텐츠만 보호

①과제 한류콘텐츠 보호기술 개발에서 수집되는 한류콘텐츠의 포렌식

지능형 보호 기술 플랫폼 구축의 2개 과제를 통해, 개념적으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 사전보안과 사후 보안이 가능

⑤, ⑥과제에서 구축된 저작물 및 특징점 DB 정보는 ③과제 빅데이터

이를 위한 기반으로써 저작권 보호기반구축의 2개 과제가 필요

출판
만화

사전보안

사후보안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

저작물 DB 구축

침해예방기술 개발

플랫폼 개발

•

특징점 DB 구축

웹툰보호기술 개발

마크 정보는 ⑤, ⑥과제로 이송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에서 활용

저작권보호 인프라

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포렌식
마크

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및 활용기술 개발

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기술
공유

음악

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영화

한류콘텐츠 보호기술 개발

5 저작물 DB 구축

특징점

방송

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콘텐츠 보호
지능형보호기술 플랫폼 구축
저작권 보호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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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사업개요

목적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표준형 저작권보호 기술 개발

 (대상 콘텐츠 유형) 주요 침해 대상인 방송/영화 콘텐츠

기술의
범위

예산

기대효과

•

한류콘텐츠 수출규모(2015년 기준) : 방송/영화콘텐츠 482백만$

•

해외 온라인 유통 사이트 수 : 방송/영화 콘텐츠 793개(이중 98%이상이 불법유통사이트인 것으로 추정)

 (적용 기술) 표준화 가능성 측면에서 포렌식마크 방식의 기술
•

스트리밍 대응을 위한 실시간 포렌식마킹 기술

•

캠버전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오디오워터마킹 기능을 포함한 포렌식마크 방식의 기술

 2개 분야에 4년간 총 11억 원의 예산 소요
•

기술개발 8억 원, DB구축 3억 원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개발로 2022년 전체 피해규모를 30% 절감 시 3,006억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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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한류콘텐츠의 수출액 및 경제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년평균 9.9% 증가(‘12~ ‘15))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규모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비한 상황
 해외 현지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은 이루어지지 못함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효과
<문화콘텐츠상품 수출액>

한류콘텐츠 유통 및 피해 현황
해외에서 한류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는 총 3,492개이며,
이 사이트의 대부분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
장르별로는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 해외사이트 유통현황-장르별 유통사이트 수>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상품 직접수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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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해외 현지에서의 행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법·제도에 의한 단속(사후처리) 보다는 기술에 기반한 선제적 콘텐츠 보호 조치 필요

1차 불법유통의 최소화
(기술적보호조치-접근제한)

•

1차 불법유통 이후의 현지유통의 단계는
불법유통의 차단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과정으로 국내 행정력에 한계가 존재

•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코드(포렌식마크 등) 표준화
및 이의 삽입 의무화가 최선
(미국 MPAA 사례 참조)

•

상기 제도의 실행을 위해 기술적으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표준형 보호기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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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사업추진 방향
 포렌식 마크 기반 방송/영화 콘텐츠 보호 기술개발

방송/영화
콘텐츠

•
•
•

일반적인 워터마크 및 포렌식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로 IPTV 및 OTT용으로 사업화 R&D 추진
한류콘텐츠용 표준형 포렌식마크, 포렌식마크 삽입 및 검출기술 개발과 한류콘텐츠 포렌식마크 DB 구축
VOD, 실시간콘텐츠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녹화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녹화 대응

☞ 개발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보호기술의 일부 수정 및 변형을 통해 음악 콘텐츠에 대한 보호 가능
☞ (기술개발 이후) 기술적,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추진

Road-map

중점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오디오워터마크개발

방송/영화
콘텐츠

한류콘텐츠용포렌식마크표준개발

표준포렌식마크삽입기술개발
표준포렌식마크검출기술개발

기타
(정책기반)

가이드라인작성

한류콘텐츠포렌식마크
DB구축

법/제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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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세부기술 내용

 음성에 적용 가능한 워터마크 개발
•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불법복제(녹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디오 자체에 삽입한 비트 패턴의 워터마크기술

오디오 워터마크
 현재 UHD 등 고화질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본 사업에서는 이를 IPTV 및 OTT 서비스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 스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포렌식 마크의 표준화
한류콘텐츠용
포렌식 마크 표준

•

해외에 송출, 수출되는 한류콘텐츠에 대하여 포렌식 마크 기술 표준 수립

 (1차년도) 한류콘텐츠 보호와 관련된 현재의 포렌식 마크기술 정보 수집 및 표준화 방안 설계
 (2차년도) 표준화 방안에 따른 표준 포렌식 마크 개발

표준 포렌식 마크
삽입/검출 기술

 포렌식 마크 삽입/검출 기술 개발

한류콘텐츠
포렌식 마크 DB

 한류콘텐츠 포렌식 마크 DB 구축

•

•

수립된 표준 포렌식 마크를 콘텐츠(방송/영화) 내 삽입/검출하는 기술

표준 포렌식마크가 삽입된 한류콘텐츠(방송/영화)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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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1.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예산(안)
소요예산(억원)
중점분야

세부기술
1차

방송/영화 콘텐츠

오디오 워터마크 개발

2.0

한류콘텐츠용 포렌식 마크 표준 개발

2.0

2차

3차

4차

5차

합계
2.0

2.0

4.0

표준 포렌식마크 삽입기술 개발

1.0

1.0

표준 포렌식마크 검출기술 개발

1.0

1.0

한류콘텐츠 포렌식마크 DB 구축
총 합계

4.0

2.0

2.0

3.0

4.0

3.0

11.0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한류콘텐츠에 대한 표준형 포렌식마크 개발로 DRM 표준화의 기반 마련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개발로 2022년 전체 피해규모를 30% 절감 시 3,006억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사회경제적 효과

2022년 한류영상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규모 : 1조 22억 원(한류콘텐츠 시장규모 및 불법유통 비율을 토대로 추정)
- 2020년 한류영상 콘텐츠의 합법적 시장규모 : 939 백만 달러(2015년 482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10% 성장 가정)
* 2015년 합법적 시장규모 출처 :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KOTRA&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

불법 한류콘텐츠 시장 비율 : 합법적 시장규모의 106.7%
* 주요 한류국가 한국저작물 유통 및 이용실태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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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사업개요

목적

 웹툰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저작권보호 기술 개발

 (대상 콘텐츠 유형) 웹툰 보호 기술

기술의
범위

•

2016년 3월 일주일 동안 593만 명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만화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국내 웹툰 1차 시장 매출은 5,097억 원으로 전망(부가가치, 해외 수출액 제외)

•

웹툰 불법복제물이 1차, 2차, 3차 식으로 재복제하여 유통되는 형태가 굳어지면서 유료 결제 수요 잠식

 (적용 기술) 웹툰의 DRM 기술 고도화
•

예산

기대효과

불법 복제 방지 및 합법 콘텐츠 이용 활성화 위한 DRM 기술 고도화

 2개 분야에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 소요
•

기술개발 10억 원

 웹툰의 무단 복제 및 번역 웹툰 유통 방지로 국내 웹툰 산업 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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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웹툰은 짧은 시간을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시장은 지속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



국내를 비롯한 불법 해외 사이트를 통해 웹툰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한계가 있는 상황
 국내 웹툰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슈는 자주 발생하나, 공식적인 피해규모는 산정되지 않음

웹툰 시장 규모 및 현황
웹툰은 유료화가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추세이며, 웹툰을 원작으로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및 대응 현황
< 레진엔터테인먼트 불법 웹툰 모니터링 현황 >

한 게임, 드라마 등이 제작되면서 부가가치 수익 증대

네이버는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웹툰 중 일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로 번역하여 국외 이용자에게 제공

직접신고
구글 검색 결과
(2017.01~06)

신고 건수

삭제 건수

107,148

97,967

글로벌대행사(3월~)
신고 건수

삭제 건수

1,735,456

1,643,098

레진코믹스는 일본, 미국 등 현지에 플랫폼 개설 및 유료 서비스 모델 적용
다음은 현지와 협력하여 자사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

< 국내 웹툰업체의 불법유포 대응 >

< 국내 웹툰 시장 규모 및 전망(부가가치, 수출액 포함) >

웹툰 업체
레진엔터테인먼트

불법복제물 대응 현황
해외 대행사 통해 단속,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설립

탑코

저작권보호팀 구성, 업로더 잡는 기술 개발

투믹스

전담 모니터링 인력 구성, 법무법인과 협력

코미카

앱 내 캡처 방지 기능 도입, 법무법인에 의뢰

84

2. 신규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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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합법적 웹툰 유통을 위하여 불법복제물 제작, 1차 불법 유통 이뤄지기 직전 단계에서 기술 기반 콘텐츠 보호 조치 우선 필요

< 웹툰 불법복제물 제작 과정 및 유통 경로 >
(불법복제) 웹툰은 한 회씩 전체를 한 개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부분 스크린샷, 캡처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제작
(1차 침해) 제작된 불법복제물은 1차 불법유통 경로로 주변
인물, 활동 커뮤니티, 불법 해외 사이트(토렌트, 웹툰 전문
게시 사이트 등)에 배포
(2차 침해) 1차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이용자에 의해 다른
불법 해외 사이트로 재배포 되면서 2,3차 불법유통 발생

<저작권 보호 및 기술 적용 현황>
• 웹툰 보호기술 핑거프린팅은 변성에 약하여, 워터
마크 재삽입 등 파일 변형 시 무용지물임
• 불법 해외 사이트에서 제작한 워터마킹이 삽입된
불법복제물이 다른 불법 해외 사이트에서 게시되고
있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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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사업추진 방향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

디지털
핑거프린팅
고도화

DRM
고도화

•
•

유사한 기술로 “정지영상 콘텐츠 보호기술”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해당기술의 웹툰 적용 방안을 연구
사업화 R&D로 추진
파일 변형, 재구성 등 환경에 강인한 성능을 지닌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개발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삽입 및 검출 기술 개발

 프로그램 접근 차단 지원 DRM 고도화
•
•

PC, 모바일 환경에서 웹툰 활성화 시 프로그램, 기능 등 접근 차단 지원 기술
기존 DRM 환경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 구축

Road-map

중점분야

디지털
핑거프린팅

2018

2019

2020

2021

2022

강인성디지털핑거프린팅개발
강인성디지털핑거프린팅 삽입및검출기술개발

DRM

모바일 환경에서의기능차단
기술개발
호환DRM시스템구축
PC환경에서의프로그램차단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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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세부기술 내용
디지털 핑거프린팅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개발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

디지털 핑거프린팅 공격에도 삽입된 디지털 핑거프린팅이 보존되는 기술

 (1차년도) 웹툰용 강인성 디지털핑거프린팅 개발
 (2차년도) 웹툰용 디지털핑거프린팅 강인성 제고기술 개발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삽입 및 검출 기술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삽입 및 검출 기술

•

제작된 강인한 디지털 핑거프린팅을 웹툰 내 삽입 및 검출 기술

 (1차년도) 핑거프린팅 삽입기술 및 모듈 개발
 (2차년도) 핑거프린팅 검출기술 및 모듈 개발

DRM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능
차단 기술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능 차단 기술

PC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차단 기술

 PC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차단 기술 개발

•

•

모바일 브라우저, 앱 상에서 웹툰 활성화 시 감상 외 불필요 기능 차단 기술

PC 브라우저 환경에서 웹툰 활성화 시 프로그램(특정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차단 기술

 호환 DRM 시스템 구축
•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및 차단기술을 포함한 DRM 기술

DRM 호환 시스템
 (1차년도) 기존 DRM과 상호연동가능한 DRM 시스템 개발
 (2차년도) 다양한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DRM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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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2. 웹툰 보호 기술 개발
예산(안)
소요예산(억원)
중점분야

세부기술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개발

1차

2차

2.0

2.0

3차

4차

5차

합계
4.0

디지털 핑거프린팅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삽입 및 검출 기술 개발

1.0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능차단 기술

1.0

PC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차단 기술

DRM 고도화

1.0

1.0
1.0

DRM 호환 시스템
합계

2.0

2.0

4.0

2.0

1.0
1.0

1.0

2.0

1.0

1.0

10.0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사회경제적 효과



강인성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로 파일 변형 시에도 기능 작용



프로그램 접근 차단을 통해 웹툰의 이미지 형식의 불법복제물 제작 방지



웹툰 보호 기술 개발로 합법저작물 이용 활성 및 저작권자 수익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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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사업개요

목적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불법복제물 정보(대상, 경로 등)를 SNS, 블로그 등으로 부터 수집·분석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사전 차단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

 (적용 대상) SNS, P2P, 토렌트,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전반

기술의
범위

•

2016년 국내 합법저작물 침해규모는 2조 3,843억원으로 전망(전년대비 2.9% 증가)

•

토렌트 사이트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중 토렌트 33.6% 차지, 2015년 이후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급증

 (적용 기술) 콘텐츠 유통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

예산

기대효과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기술

 2개 분야에 3년간 총 11.0억 원의 예산 소요
•

기술개발 8억 원, 시스템구축 3억 원

 조기경보 체계구축으로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10% 저감 시 약 2,652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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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확대로 불법공유 및 유통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음
 침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증가



타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분석 사례가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는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조기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환경 성숙
콘텐츠 유통 경로별 불법복제물 시장

2015년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방송콘텐츠는 전체 불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
서울시에서는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위한 심야 시간대 통화내역을 분석

유통된 방송콘텐츠의 19.1%를 차지하며, 1위인 토렌트(34.2%)에 이어
대표적인 불법 방송콘텐츠의 유통경로로 사용되고 있음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경로별 점유율>

신한카드는 자사의 월평균 승인 건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남

녀 각각 9개 씩 18개 생활방식을 도출 새로운 상품체계 ‘코드나인’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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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사업추진 방향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음악, 영상, 만화, 동영상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콘텐츠 유통 정보 수집 및 저장 기술
•
•

Data Lake 구축 : 빅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적용
빅데이터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 : 월 50TB 이상 수집·저장

 빅데이터 분석 및 조기경보 체계 개발
•

매쉬업 분석 모델링 및 시각화 뷰 개발

Road-map

중점분야

2018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수집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2019

빅데이터저장기술및 DataLake
구축

빅데이터분석및예측모델개발

2020

2021

2022

빅데이터처리기술

빅데이터시각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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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세부기술 내용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저장기술 및
Data Lake 구축

빅데이터 처리

 트위터,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자들이 올리는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수집기술

 수집된 저작물 유통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및 저장시스템 구축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에 필요한 포멧으로 변환하는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불법유통 차단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예측모델

빅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유통 트랜드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 등의 시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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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3.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예산(안)
중점분야

세부기술
빅데이터 수집기술

불법복제물 침해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소요예산(억원)
1차

2차

4차

5차

2.0

빅데이터 저장기술 및 Data Lake 구축

합계
2.0

3.0

빅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3차

소계

2.0

3.0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1.0

1.0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3.0
2.0

2.0

2.0

7.0
2.0

2.0

2.0

소계

1.0

1.0

2.0

4.0

총 합계

4.0

4.0

4.0

11.0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최신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조기경보를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내 정제된 자료를 지능형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2022년 전체 피해규모를 10% 절감 시 2,652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 창출
•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 피해규모 : 2조 6,519억원(‘15~‘16년 피해규모를 토대로 추정)
* 2017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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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사업개요

목적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식별 및 불법복제물 게시 탐지를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적용 대상) 유통 콘텐츠(영상 및 음향) 및 불법복제물 게시 정보
•
기술의
범위

예산

기대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 특성 분석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식별하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
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적용 기술) 콘텐츠의 시청각적 특징 및 콘텐츠 간 관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침해 식별 기술 개발
•

기계학습기반의 식별기술(영상, 음향 콘텐츠)

•

기계학습기반의 불법복제물 게시 정보 식별기술(게시물)

 2개 분야에 5년간 총 15억 원의 예산 소요
•

기술개발 14억 원, 시범운영 1억 원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로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규모를 10% 절감 시 약 2,652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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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한계점 보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자동으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인공지능 및 빅데이처 처리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를 저작권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마련 필요
콘텐츠 불법유통 경로

콘텐츠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토렌트 프로토콜>

<ICOP 주요 업무>

<스트리밍 서비스>

<국민오픈모니터링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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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사업추진 방향
지능형
불법복제물
식별 시스템

 머신러닝 기반의 콘텐츠 특징 및 관계 분석을 불법복제물 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복제물 식별 기술 개발

저작권침해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게시물 정보를 분석,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

Road-map

중점분야

지능형 불법복제
식별 기술 개발

2019

2018

2022

객체정보수집모듈개발

딥러닝분석엔진개발

저작권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0

2021

의사결정엔진개발

지능형정보수집/검색기술

모니터링시스템연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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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세부기술 내용
지능형 불법복제물 식별 기술

 콘텐츠 내부 정보로부터 주요 객체를 검출하는 기술 및 모듈 개발
고속 객체정보 수집
모듈 개발

딥러닝 분석 엔진개발
딥러닝기반의 의사결정
엔진 개발

•

동영상 및 음성 콘텐츠 내 각 프레임에서 주요 객체정보를 검출 및 수집하는 기술

 (1차년도) 콘텐츠 식별을 위한 분석 모델 개발 및 콘텐츠 내 주요 객체정보 검출 및 수집 기술 개발
 (2차년도) 객체정보 검출 및 수집 속도 향상 기술개발

 특정 저작물의 주요 객체정보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특성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엔진 개발
 학습된 데이터와 새로 인식한 저작물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동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엔진 개발

저작권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SNS/사이트 등 주요 불법유통 경로의 게시물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지능형 정보수집/검색
기술

•

 보호요청 DB내 콘텐츠 정보와 게시물 정보 비교분석
•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시범운영

“빅데이터기반의 침해예방기술”의 저작물 유통 데이터 수집기술 변형 적용

Text 기반으로 보호콘텐츠의 불법유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능형 불법복제물 식별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모듈 개발
• 개발된 “지능형 불법복제물 식별기술”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듈 개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ICOP과의 연계 방안 도출
•

특정콘텐츠 및 특정분야에 대해 ICOP 시스템 내에서 시범적용
97

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4.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예산(안)

중점분야

세부기술
고속객체정보 수집 모듈 개발

지능형 불법복제 식별
기술개발

소요예산(억원)
1차

2차

3.0

3.0

6.0

2.0

2.0

딥러닝 분석 엔진 개발
딥러닝 기반의 의사결정 엔진 개발
소계

3.0

5.0

지능형 정보수집/검색 기술
저작권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차

4차

5차

2.0

2.0

2.0

10.0

1.0

1.0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3.0

시범운영
소계
총 합계

3.0

5.0

합계

3.0

1.0

1.0

1.0

3.0

1.0

5.0

3.0

3.0

2.0

15.0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최신기술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지능형 식별 체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마련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로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규모를 10% 절감 시 약 2,652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
사회경제적 효과

•

2022년 합법저작물 침해 피해규모 : 2조 6,519억원(‘15~‘16년 피해규모를 토대로 추정)
* 2017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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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사업개요

목적

 저작물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물 DB 구축 및 관리

 (대상) 저작권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모니터링 및 심의대상의 명확성 제고 필요
사업의
범위

• 우선 중점 보호 대상 음악, 방송, 영화, 만화/웹툰을 대상으로 함
 (추진방향) 저작물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물보호협의체 구성 및 저작물보호 DB화 사업 추진
• 보호 요청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원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예산

 5년간 총 19.5억 원의 예산 소요
•

DB구축 12.5억 원, 시스템 운영 7억 원

 불법복제물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차단
기대효과

 권리자로서의 저작권 보호 의지 함양에 기여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 생태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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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사업추진 필요성


보호원에서는 법정업무를 위해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범위 및 대상에 한계가 존재
 (범위) 현재 불법복제물의 심의대상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의지가
없는 홍보목적의 저작물 및 저작권이 만료된 자유이용 저작물 등에 해당하는 판단이 어려움
=> 보호요청이 있는 저작물 목록의 DB화 및 보호 DB운영이 필요
 (대상) 저작권신탁관리 대상(음악, 방송, 영화 등)이 아닌 저작물 분야(만화, 게임, AR/VR 콘텐츠)는 개별적인 권리자 현황을
파악하고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

모니터링 및 심의 대상의 명확화 필요

기술적 조치 요청 시 문제점

조사대상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음악, 방송, 영화, 어문 등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권리를 신탁 받아 저작물을

하고 있으나, 권리자의 적극적 보호 의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ex. 홍보 목적)

부과되어 있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요청서 구비가 비교적 용이

심의 대상이 저작권 만료, 공정이용 허락 저작물 등 자유 이용 저작물에 해당되는

만화, 게임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없는 저작물 분야는 개별적으로 권리자의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소명자료를 확보한 후 기술적 조치를 요청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 OSP 시정권고 불이행시
- 경고, 삭제 또는 중단,
계정정지명령 요청

한국저작권보호원
(2) 조치결과 통보
- 경고, 삭제 또는 중단(5일 이내)
- 계정정지명령(10일 이내

(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정조치 권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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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사업추진 필요성


저작권 등록 관리 및 저작물 메타데이터 정보에 대한 DB화가 진행 중이나, 저작권 정보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기관별 통합 관리가 필요
 기존 구축된 저작권 권리정보는 저작권위원회를 포함하여 분야별 정부기관, 12개 저작권 신탁단체, 서비스 사업자들이 동일한 저작물임
에도 개별적인 관리번호 체계를 가지고 DB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통합저작권권리관리정보 DB 구축 현황

(개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탁관리단체, 유통 사업자 등 총 30개 협력기관이 업무 협약 또는 정보 제공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 (2007년부터 디지털저작

협력 등을 통해 참여 중

권거래소 구축 사업 추진)

음악, 방송, 영화, 어문, 뉴스 등의 산업계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따른

(서비스) 권리정보 수집/관리, 권리정보 제공, 이용허락 계약, 보상금약정 등의

저작물 라이선싱 및 저작권료 징수/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신상정보,

서비스를 제공

권리관계 정보, 저작물의 메타데이터 정보에 대한 DB화
2015년 총 383만여 건의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 DB 구축 및 ICN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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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참고] 기관별 저작권 DB구축 및 운영 현황

구분

영화

음악

DB 구축 사업 추진 현황

주요 내용

추진방법 및 내용

추진결과

영화, 영화인, 영화사,
영화단체, 극장, 영화제,
출품 및 수상현황에 대
한 DB 구축

•

(사)한국음
원제작자협
회, (사)한국
음반산업협
회

신규 대중음악콘텐츠
관련 기초 정보의 체계
적 기록 강화

•
•

2014.03.28~2014.11.30: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 구축 및 웹자원 아카이
빙 사업

국립중앙도
서관

웹자원, 전자책, 전자저
널, 음성∙음향, 영상, 이
미지 등 온라인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

•
•
•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 DB 구축(국제표준규격 준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
웹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웹아카이빙을 수행

사업기간 내 총
350,070 건에 대한
온라인 자료 메타데
이터 및 웹자원 아
카이빙 시스템 메타
데이터 DB 구축

2017.03: 공유저작물 수집∙디지털화 및
DB 구축 사업

한국저작권
위원회

음악, 사진, 동영상, 그
래픽, 이미지, 어문 등
문화분야에서 기 구축
된 공유저작물 메타데
이터 및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수 및 보완
을 통한 신뢰도 제고

•
•
•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활용성이 높은 양질의 공유저작물 확보
신뢰성 있는 공유저작물을 1인.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
로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확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2010-2016년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
램, SW저작물에 대
한 공공저작물 DB
구축 (총계 266만여
건)

• 2011.7: 영화 콘텐츠 특징점(Hash &
DNA) DB 통합 구축 방안 전문가 검토
• 2012.06~: 영화 특징점 DB 구축
• 2013.10.10~: 영화 특징점 DB 오픈

영화진흥위
원회

• 2011.06: 온라인 KMDC(한국음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2016: 디지털 음악산업 환경에 필요한 음
악자료 체계적 수집분류, 온오프라인 자
료관 구축 사업
• 2017.05: KMDC_디지털 아카이빙 및 대
중음악기획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

출판

공공
저작물

주관기관

•

•

•

영화표준코드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영화 콘텐츠 정보
등록, 수정, 관리
(향후계획) 영화온라인 저작권 보호시스템 내의 특징점
DB 구축 사이트와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제공
예정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음원 자료의 보존 및 고도화
유관기관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연계를 통한 음악
표준메타DB,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등 음악 산업계 각
분야의 웹서비스 연계 구축
각 신탁단체 및 관련사업자들의 표준메타DB 및 표준음
악 콘텐츠를 통한 음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영화진흥위원회 홈
페이지
(www.kofic.or.kr)
내 영화정보센터를
통해 DB 검색 서비
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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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5. 저작물 DB 구축
사업추진 필요성



디지털 콘텐츠를 표준화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는 많지만, 디지털 콘텐츠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 정보 표현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저작물 보호에 활용하기 위한 DB 구축이 필요



저작물보호 DB 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

기존 저작물 DB 관리의 문제점

•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심의 대상 판별의 어려움

•

기술적 조치 요청 시 권리자의 소명자료 취합의 어려움

•

자유 이용 저작물(저작권 만료, 공정이용 허락 저작물 등)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기관별 관리체계 상이
→ 기관별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아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중복된 데이
터 생성에 따른 정보 신뢰성 저하

개선방향

•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 요청이 있는 저작물의 목록에 대해서 DB화
→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시장권고 등 저작권 보호조치 우선 실시

•

저작물별 권리 관계 등록

•

저작물보호 DB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저작물통합메타DB 구축
→ 통합저작권자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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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사업추진 방향


저작물보호협의체 구성을 통한 저작물보호 DB화 사업 추진



저작물보호 DB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추진
<DB 구축 추진 체계>

저작물보호 DB 참조

[검토사항]
•

유관기관의 사업 조정 및 협력 필요
→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된 저작
물이 저작물보호 DB에 자동 등록될 수 있도록

협력 필요

•

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DB 구축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차별화 필요

•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저작물 유형에 대한
검토
→ 현재 저작물 DB가 구축되어 있는 음악, 방송,
영화 외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
에 대한 저작물보호 DB 구축

저작물보호 D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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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사업추진 방향
저작물
보호 DB
구축

 저작물 DB 등록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불법복제물과 비교/분석을 위한 원본 콘텐츠 DB 관리 필요

•

•
•

저작물 보호요청 접수 기능(저작물명, 저작물 표준 코드, 권리자 및 저작물 권리관계 정보 등)

대용량 저작물 저장소 확보
원본 저작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DRM 기술 적용

Road-map

중점분야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2019

2018

기타
(정책기반)

2022

ISP설계

저작물DB구축및연계

저작물 원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020

2021

저작물DB운영.관리

고도화

저작물DB운영.관리

저작물원본아카이브시스템구축
저작물원본아카이브시스템운영

저작물DB관리일원화추진

법/제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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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세부기술 내용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저작물보호
메타데이터 DB 구축

 권리자가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DB 구축
•
•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보호 요청 접수
저작물명, 저작물 표준 코드, 권리자 및 저작물 권리관계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등록

 저작권통합메타DB 구축
저작물보호 DB 연계

•
•

표준화된 저작물 메타데이터를 구축
저작권 권리체계 정립 및 표준화

 저작물 DB 운영
저작물보호 DB 운영

•
•

유관기관의 사업 조정 및 협력 필요(저작권 등록부에 등재된 저작물을 저작물보호 DB에 자동 등록)
저작물 보호 대상 조회 서비스 시행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 식별)

 저작물보호 DB 고도화
저작물보호 DB 고도화

•
•

DB 구축 사이트와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제공 기술 개발
저작물보호 메타데이터 포맷 개발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원본 저작물 DB 구축 및 운영
저작물 원본 DB 구축

•
•

원본 저작물의 확보,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권리자의 원본 콘텐츠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작물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저작물 소스
아카이브 운영

•
•

저작물보호 DB에 대한 수집, 평가, 분류, 보존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
대용량 저작물 저장소 확보, 원본 저작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DRM 기술 적용, 원본 저작물의 이용 제한
및 접근 통제, 원본 저작물 이용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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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물 DB 구축
예산(안)

중점분야

세부기술

저작물 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억원)
1차

2차

3차

5차

합계

0.5

0.5

저작물보호 메타데이터 DB 구축

3.0

3.0

저작물보호 DB 연계

2.0

저작물보호 DB 운영

2.0
2.0

저작물보호 DB 고도화

2.0
3.0

소계
저작물 원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4차

ISP 설계

3.5

저작물 원본 DB 구축

2.0

2.0

2.0

2.0

저작물 소스 아카이브 운영
소계
총 합계

3.5

3.0

4.0
3.0

2.0

12.5
4.0

1.0

1.0

1.0

3.0

2.0

3.0

1.0

1.0

7.0

4.0

5.0

4.0

3.0

19.5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

불법복제물 필터링∙모니터링 기술에 활용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때 저작물 보호 목록 DB 참조를 통한 효율성 증대

•

현재 음악, 방송, 영화에만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를 만화, 게임, AR/VR 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 가능

 권리자로서의 저작권 보호 의지 함양에 기여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 생태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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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개요

목적

 콘텐츠 불법여부 판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특징점 DB 구축 및 관리

 (대상 콘텐츠 유형) 음악, 방송, 영화 저작물 등에 대한 특징점 DB 구축

기술의
범위

예산

기대효과

•

저작물 보호 요청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특징점 DB 구축

•

중점 보호 대상인 음악, 방송, 영화, 만화/웹툰 저작물에 대한 특징점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저작물보호 DB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

저작물보호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5년간 총 17.0억 원의 예산 소요
•

DB구축 10억 원, DB원 7억원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확산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 및 사전 예방을 통해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
 저작물보호통합관리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기술적보호 조치 시너지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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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원본 콘텐츠 확보를 통한 특징점 DB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 서비스 제공
•

권리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원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어 특징정보 추출
및 차단에 어려움이 존재

방송사

<저작물 필터링 처리 절차>

웹하드에서 방송 저작물을 식별하고 계약된 구매조건
으로 판매
이를 위해 유통목록/차단목록(방송저작물명, 저작물
코드, 방영일, 가격 등)을 필터링 서비스 업체에 제공

웹하드 필터링 서비스업체
음악, 방송, 영화 저작물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여
저작물 정보와 함께 특징점 DB를 구축
저작물로부터 추출된 특징점을 비교하여 저작물의
식별 정보를 제공
웹하드 업체는 저작물의 식별 및 전송차단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터링 서비스 업체의
특징점 기반 저작물 식별 서비스 이용 (저작권법 제
104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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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공용 특징점 DB 사업이 추진 중이나, 실효성에 대한 이슈가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용 특징점 DB 사업에는 SBS와 MBC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튜브만 공용 특징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필터링 서비스 업체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방송되는 방송물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여 특징점 DB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공용 특징점 DB 사업 현황
[사업 목적] 공용 DNA 특징점 DB 구축 및 무상 배포를 통한
특징점 기반의 기술적 보호조치 확산

<공용 특징점 DB 구축 사업 업무 프로세스>

[적용 콘텐츠 유형] 음악, 영화, 방송
[이슈사항]
(1) 저작물 유형에 따라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상이

(2) 특징점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어려움
(3) 저작물 식별서비스가 없는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미비

<저작물 특징점 DB 구축 현황>
구분

음악

영화

방송

특징점 DB 구축건수
(2009.12월 기준)

461,558 건

2,000 건

1,4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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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추진 필요성



저작물 식별 서비스가 없는 유형에 대해 식별기술 개발 및 특징점 DB 구축 , 식별 서비스 제공 필요



특징정보 추출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한 공용 특징점 DB 구축 및 배포 추진

기존 특징점 DB의 문제점

개선방향
•

•

저작물 유형에 따라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상이

저작물 유형별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개발
→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에서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는 인식 기술 개발

•

특징점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어려움
→ 업체마다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기술 상이

•

•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용

•

공용 특징점 DB 구축

원본 콘텐츠 확보의 어려움
→ 권리자에게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들여 특징 정보
를 추출하여 제공할 의무 없음
→ 기술개발업체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
기 위한 원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어 특징정보 추출 및 차단에 어려움

→ 새로운 콘텐츠 등록 시 특징점 추출
→ 특징점 DB 구축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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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추진 방향
 특징점 DB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특징점 DB 구축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
•

저작물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특징점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특징점 기반 불법복제물에 대한 식별 및 저작권 정보 제공

 저작물 보호 요청이 된 저작물에 대해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배포처별 보호목록(저작물 정보, 특징점 데이터)의 배포 관리
필터링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특징점 DB 구축

Road-map

중점분야

2018

특징점데이터수집∙보관

2019

2020

2022

2021

특징점데이터추출및등록

특징점 DB 구축
특징점인식모듈개발

특징점매칭및식별시스템구축

저작물특징점DB운영.관리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공용특징점DB지원시스템구축

지원시스템운영및관리

저작물보호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저작물보호통합관리시스템구축
(관리체계일원화)

저작물보호통합관리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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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세부기술 내용
특징점 DB 구축

 콘텐츠 유형별 특징점 추출 및 등록
특징점 추출 및 등록

•

콘텐츠 제작과 동시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징정보를 추출

•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활용한 특징점 데이터 추출

 특징점 인식 기술 개발
특징점 인식 모듈 개발

•

특징점(DNA), 해쉬(Hash) 값의 추출 및 인식 모듈 개발

•

특징점 추출 및 식별 요청 통합 관리 모듈 개발

 특징점 식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특징점 매칭 및
식별 시스템 구축

저작물 특징점 DB
운영.관리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

특징점 고속 매칭 기술 개발

•

특징점 매칭 및 식별 시스템과 연계한 저작물 식별 정보 제공

•

불법복제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 식별

 저작물 특징점 DB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물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특징점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 운영

 저작물 보호 요청이 된 저작물에 대해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배포처별 보호목록(저작물 정보, 특징점 데이터)의 배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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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안)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2-6.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예산(안)
중점분야

세부기술

소요예산(억원)
1차

3차

5차

1.0

1.5

특징점 인식 모듈 개발

1.5
2.0

특징점 매칭 및 식별 시스템 구축

3.0

저작물 특징점 DB 운영.관리
소계

2.5

3.0

3.0

5.0

2.5

2.5

5.0

2.5

2.5

13.5

1.5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소계
2.5

3.0

1.5
1.0

1.0

2.0

1.5

1.0

1.0

3.5

4.5

3.5

3.5

17.0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운영
총 합계

합계
1.0

1.0

특징점 추출 및 등록

공용 특징점 DB 지원
시스템 구축

4차

1.0

특징점 데이터 수집
특징점 DB 구축

2차

기대효과


기술적 효과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확산
•

국내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음원, 영상)에 대한 품질인증 , 권리자의 신뢰성 제고 및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활성화

사회적 효과

 불법복제물 유통을 사전 방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
 저작물보호통합관리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시너지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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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3-1. 소요예산


도출된 6개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8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고부가가치 콘텐츠 보호) 5년간 21.0억 원
 (지능형 보호기술 플랫폼 구축) 5년간 26.0억 원
 (저작권 보호 기반구축) 5년간 36.5억원

< 연차별 소요예산 >
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단위 : 억원]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한류콘텐츠 보호 기술 개발

4.0

2.0

2.0

3.0

웹툰 보호 기술 개발

2.0

4.0

2.0

1.0

빅데이터 기반의 침해예방 기술개발

4.0

4.0

4.0

지능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3.0

5.0

3.0

3.0

2.0

15.0

저작물 DB 구축

3.5

4.0

5.0

4.0

3.0

19.5

특징점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2.5

3.0

4.5

3.5

3.5

17.0

19.0

22.0

20.5

14.5

9.5

83.5

합계

11.0
1.0

1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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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Ⅲ. 저작권 보호기술 기반사업 추진(안)

3-2. 기대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기비전 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작권보호 분야 기술개발 추진 가능
 현안 대응형 저작권 기술개발을 통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
• 저작권 보호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 도출로 기술개발 및 연구의 효과성 강화
• 전통적 침해 방식의 고도화, 새로운 침해기술의 등장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

 신규사업에 실행계획 및 전략 수립을 통한 재정투자 근거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전문가 워킹그룹, FGI 등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세부기술 및 소요예산 도출로
재정투자의 객관성 확보
•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및 중장기 방향 설정을 통해 적재적소의 투자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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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이슈∙수요 분석(FGI)

1. FGI 개요
2. FGI 운영결과

1. FGI 개요
1.1. 추진 개요


저작권보호 기술 현황검토 및 문제제기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저작권보호 기술 및 사업화에 대한 수요 및 이슈 파악, 관련 사업 도출

FGI 운영 개요
(목적) 저작권 보호 중점 이슈 조사 및 저작권 보호 기술 및 사업 수요 관련
의견수렴
•

저작권보호 대상별 저작권 보호기술 현황검토 및 문제제기 등을 통한

진행 방식 및 일정
2017년 6월 ~ 7월
저작권 보호 관련도 높은 총 4개 그룹(콘텐츠 제작사, 저작권 (보호) 기술
업계,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학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전문가 의견수렴
•

< FGI 진행 일정 >

분야별 저작권보호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세부추진이
필요한 과제 도출 및 과제 추진 가능성 진단

일시

주요내용

6월 27일
14:00~ 16:00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FGI 운영
<주요안건>
•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변화
•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법적/기술적 대응책
• 침해 대응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7월 4일
14:00~ 16:00

저작권(보호) 기술업계를 대상으로 FGI 운영
<주요안건>
•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
• 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 및 한계점 도출
• 기술 활용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환경

3차

7월 11일
15:00~ 17:00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FGI 운영
<주요안건>
• 저작물 관리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이슈
• 침해 대응 현황(사례) 및 한계점
• 저작권 보호기술, 사업 수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차

7월 20일
10:00~ 12:00

1차

2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운영
<주요안건>
• 법적, 기술적 저작권 보호 현황
• 저작권 보호 개선 방향 및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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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GI 개요
1.1. 추진 목적


수집된 보호기술 Needs 검증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콘텐츠 제작사, 권리자 단체, 저작권(보호기술) 업계, 학계 대상으로 그룹별 FGI 기획/운영
 시급성, 연계성, 중복성, 중요도 등을 근거로 최종 수요 예측 및 기술명 정제

전문가 FGI

점검 항목

시급성
콘텐츠 제작사

권리자 단체

보호기술업계

연계성
중요도

저작권보호
기술·사업

학계

중복성

수요도출

미래기술 수요 예측
기술명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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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GI 개요
1.2. 추진 일정 및 참여자


총 4개 그룹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운영
• 콘텐츠 제작사, 저작권(보호) 기술 업계,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대상으로 FGI 운영

1차 FGI : 콘텐츠 제작사 대상

2차 FGI : 저작권(보호) 기술 업계

일시 : 2017년 6월 27일, 14:00~ 16:00

일시 : 2017년 7월 4일, 14:00~ 16:00

장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9층 회의실

장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9층 회의실

분야

참여자

소속기관

직함

출판

이은호

교보문고

박사

웹툰

정상민

레진 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방송

안상필

MBC

방송

정숙정

SBS콘텐츠허브

분야

참여자

소속기관

직함

DRM

강호갑

디알엠인사이드

대표

팀장

Watermark

신동환

마크애니

부장

선임매니저

Block Chain

고병수

디지캡

이사

3차 FGI :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4차 FGI : 학계

일시 : 2017년 7월 11일, 15:00~ 17:00

일시 : 2017년 7월 20일, 10:00~ 12:00

장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10층 회의실

장소 : 상명대학교, 고려대학교 / 개별 인터뷰

분야

참여자

소속기관

직함

출판

김학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팀장

음원

박용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

콘텐츠

탁정삼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장

분야

참여자

소속기관

직함

학계

김종원

상명대학교

교수

학계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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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GI 개요
1.3. 그룹별 중점검토사항



FGI를 통한 그룹별 중점 이슈 검토
• 콘텐츠 제작사, 저작권(보호) 기술 업계,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대상으로 FGI 운영

1차 FGI : 콘텐츠 제작사

2차 FGI : 저작권(보호) 기술 업계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변화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법적/기술적 대응책

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 및 한계점 도출

침해 대응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기술 활용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환경

3차 FGI :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4차 FGI : 학계

저작물 관리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이슈

법적, 기술적 저작권 보호 현황

침해 대응 현황(사례) 및 한계점

저작권 보호 개선 방향 및 법적 검토

저작권 보호기술, 사업 수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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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운영결과
2.1. 1차 FGI



콘텐츠 제작사 대상 전문가 FGI 운영을 통해 이슈 및 수요 관련 의견수렴

업계 현황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의 디지털화
- eBook(PDF, Text 기반), 웹툰,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MP3 음원 파일 등
※ 웹툰 시장의 성장 : 숏텀 신작 게재, 일부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등

- 다양한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어 빠르게 유통되는 환경이 마련됨
 짧아진 콘텐츠 생애주기에 대비한 효율적 유통 방안 마련 필요
- 합법 유통 확산, 불법 유통의 즉각 차단 필요

저작권 침해 현황
 국내외 불법 사이트 내 최신 콘텐츠 검색, 이용 가능
- 콘텐츠의 생산과 동시에 불법 복제, 유통되는 상황
- 예를 들어, 신작 웹툰 업로드 후 2시간 이내 불법복제물 검색 가능
 온라인상 스트리밍 서비스 링크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통 심각
- 유투브, 데일리모션 등의 UCC 사이트 내 콘텐츠 업로드 확산
- 직접, 단순 링크에 대한 법적 처벌 불가

- 링크 URL 게시글 삭제 시에도 콘텐츠 재생 원천 사이트 자체는 여전히 존재
- URL 접속 차단시, HTTPS, CDN 등 통한 우회 접속, 유통 가능
 모바일, 캠코더 등의 디바이스 발달로 인한 고품질 불법복제 및 유통 가능
- 이미지, 문서 등은 모바일 도촬, 캡처 → OCR(문자 판독) 프로그램 사용 →
텍스트 변환 → 온/오프라인 유통 가능
- UHD 영상콘텐츠는 초점/조명 설정하여 캠코더 촬영시 HD급 영상 복제 가능

 공유 콘텐츠 불법성 판단 모호하여 의도치 않은 불법 유통 발생
- 동영상, 음원, 이미지 파일 및 모바일 앱 등

침해 대응 현황
 유튜브, 데일리모션, 페이스북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완료 및 추진 중
 콘텐츠 제작사별 저작권 침해 대응 시 한계 발생
- 자체 모니터링 추진 및 침해 대응에 대한 비용, 인력, 시간 소요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 (제작)DRM기술 적용, (유통)워터마킹/포렌식마크 삽입
- 콘텐츠 파일 변경 시 적용된 저작권 보호기술 실효성 저하
- 플랫폼별 상이한 DRM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 발생, 사용자 불편

개선방안
 국내외 저작권 침해 현황, 통계 제공을 통한 권리자 즉각 대응 지원
 불법복제물과의 비교/분석 가능한 원본 콘텐츠 DB 관리 및 제공 필요
- 기존 DB(예, 국립중앙도서관) 활용, 콘텐츠 제작/유통사 협력 필요
 콘텐츠별, 유통유형별 실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필요
 콘텐츠별 주요 소비층 겨냥한 저작권 보호 홍보 강화

- 예. 대학생 대상 신학기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 추진 등
 모바일 대상 콘텐츠, 앱 유포 정보 및 저작권 침해 진단 툴 개발, 제공 필요
- 콘텐츠 공유 →모바일 내 다운/재생 → 진단 툴 활성화 → (합법) 정상 실행,
(불법) 경고 팝업, 접속 및 실행 제한
※ 한국저작권보호원 S/W 점검도구, 엔써즈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참고

 저작권 보호기술 고도화 및 표준화 추진
- DRM, 워터마킹 기술 호환성 검토
- 콘텐츠 적용 기술의 소개 및 홍보, 제공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즉각 대응 위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필요
 원본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라이징 보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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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운영결과
2.2. 2차 FGI


보호기술 업체 대상 전문가 FGI 운영으로 이슈 및 수요 관련 의견수렴
침해 대응 현황

보호기술 적용 현황
 분야별 보호기술 적용 활성화 노력
- 오디오, 동영상 외에 만화, 웹툰 등으로의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확대
- 콘텐츠 보안 솔루션으로의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기술 적용 및 확대(영상
콘텐츠의 세컨드스크린 등)
- 지상파, CATV, IPTV 등에 적용되어 있는 DRM과 CAS 기술의 고도화
방안 마련(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Multi DRM연구/개발)

 콘텐츠별, 유통유형별 적절한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방법, 홍보 미흡
 현재 저작권 보호 필요로 하는 대상의 포괄적 DB 부재
- 저작물 메타데이터
- 저작물 권리자 관련 정보,
- 저작권 등록 시 저작물 기등록 및 저작자 정보 등 확인 어려움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낮은 활용도

- 식별자 : 시스템별, 분야별 고유 식별자는 존재하나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공통 된 식별 체계 부재

-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과 같은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
-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삽입할 경우 워터마킹, 사용자에



기관 간 콘텐츠 유통사의 소극적 대응
- 기업이미지 및 시장 확보 전략 염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경우 핑거프린팅으로 구분
- 디지털 콘텐츠에 구매자 정보, 유통경로, 사용자정보 등을
포렌식마킹

삽입하는 기술

 지상파, IPTV,케이블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보호기술(DRM, CAS)등 기술력
은 상당한 수준이나 유통사들의 시장 확보 전략으로 인해 단속의 한계

- 불법콘텐츠 최초유포자 및 배포 경로(다운로드 유저) 추적 가능
필터링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차단처리), 저작권료 정산
자료(통과처리) 위한 기술
- 특징(DNA), 검색어 기반 콘텐츠 변형시 인식 누락 혹은 불가
- →딥러닝 기술 이용한 저작물 식별 체계 구축 필요

DRM

-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 콘텐츠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기술
- End User 디바이스 운영체제 다변화(안드로이드, IOS, 윈도
우 등)에 따라 편리성 및 호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DRM 표준화, Multi DRM 개발 검토

 콘텐츠 유포 시 최소의 보호 장치 적용
- CP(Contents Provider)의 유통사에 대한 영향력 미약
- 법/제도적 강제성 미약
- 개별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어려움(비용, 인력, 기술 필요

※ 딥러닝 : 현재 외부기술 응용 초기단계로 기초기술 확보 및 핑거프린팅 대체 여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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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운영결과
2.2. 2차 FGI


보호기술 업체 대상 전문가 FGI 운영으로 이슈 및 수요 관련 의견수렴
기술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정보 제공/공유 용이하고, 수월한 권리자와 보호원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저작권 보호 업무의 전문화 마련
- 담당 업무의 고정화, 지속화 필요

권리자, CP

보호원

특징점, 저작물 정보 제공

표준코드, 저작물 관리 DB 구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 활용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침해 대응 필요 자료 제공)

- 저작권 보호 위한 기술 적용, 활용 방법, 수단 등 CP, SP 교육 홍보
 국내 각 기관간 역할 정의 및 협업 필요

 투명하고연계성있는저작권정보관리,유통등위한블록체인활용BM개발
- 비트코인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간주되나 BM 개발 필요
- 저작권 식별체계, 표준화 관점, DRM과는 별도

제작

유통

소비

(저작위) 이용활성화

예방, 대응
(보호원) 저작권보호

저작권
침해

- 분산된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리 가능(블록체인 : 정보관리 차원)
 저작권에 특화된 표준화 기술 필요
- 기존 기술의 장점 부각, 신규 기술 개발 혼용 필요(DRM, 핑거프린팅+딥러닝)
- 적극적 보호(DRM, CAS), 소극적 보호(필터링) 공존해야 함
- 저작권 보호기술 고도화를 위해 보안 기술의 차용

 저작권 보호 지원 사업 시행
- 비용부담 등으로 기술 적용 불가한 영세사업자 대상 기술 적용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필요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강제성 부여

- 기관차원에서의 표준화 과제 마련, 추진(TTA 표준지원사업)

- 해외 저작권 보호 사례(무비랩스*)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 CP 요구 → 보호조치 → 보호기술 적용

- SP, CP 보호기술 채택 가이드라인 제공 등

- 보호기술 정의 : 콘텐츠 합법 유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기술

- 현 저작권 보호기술 발달 수준에 맞춘 활용 방안 연구
 기관 및 솔루션 신뢰성 강화

* 6개 메이저 영화사(파라마운트, 소니 픽처스, 21세기 폭스, 유니버셜 시티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의 합작 벤처로 디지털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등 기술개발 투자
벤처

- 기 개발 기술에 대한 안정화, 고도화 필요
- DB 구축 및 활용 지침 마련, 침해 대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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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운영결과
2.3. 3차 FGI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대상 전문가 FGI 운영을 통해 이슈 및 수요 관련 의견수렴

저작권 보호 현황, 침해대응 현황
 온/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시행
- 저작권료 징수, 분배가 주목적(적발 시 매출액, 제작횟수 등에 비례한
저작권료 소급적용, 징수)
-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대비한 저작권 보호(DRM 적용, 유통사업자 계약/협업)
- 음원 : 복제물에 대해 홀로그램 증지를 이용한 사전 승인, 증지 미부착
복제물 사후 적발, 일보 공연업소(노래방 등) 사용 음원 샘플 수집 :

수집기 내 모뎀 장착 →SMS를 통해 사용곡 현황 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나
불법유통 차단의 목적은 아님)
- 어문 : 어플이나 eBook 단말기에 대해 DRM 적용 시 불법유통 대부분 차단,
전자책을 캡쳐하는 방식 또는 직접 타이핑한 불법복제물은 파악 불가능,
이미지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기술 마련 필요(원본 이미지 비교/분석 등)

보호기술 적용의 한계
 콘텐츠 유형, 유통 경로의 다양화
- 음원 CD의 복제, 판매보다 디지털 콘텐츠(전송)에 의한 매출이 거의 5배
- CD, DVD, blue-ray 보다 휴대성이 뛰어난 대용량 SD카드, USB, 휴대폰 등

콘텐츠 공유방식의 다변화
 보호대상 저작물의 확인 방법 비활성화
- 미신탁 저작물 혹은 신탁율이 낮은 저작물 장르의 경우는 불법복제물 적발 및
대응 시, 정확하고 신속한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움
- 불법복제, 유통 적발 시, 원본 콘텐츠와의 비교 불가
 보호기술 미적용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유통현황 파악 불가능
- 온라인상 블로그, 카페 등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텍스트 타이핑, 북스캔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대응이 사실상 불가

(오프라인)
-(음원,영상) 불법복제물 단속, 수거, 폐기(효도라디오, 불법 CD, DVD)
-(어문) 복사기 인터넷 연결 → LAN선 → 정보 집계(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가능
(온라인)
-(영상) DRM, 워터마킹 등에 의한 유포자 및 다운로더의 ID 등을 파악하여
헤비유저의 경우 사법처리 의뢰
-(음원, 어문) 웹하드, 카페 등에 대해 전문 인력의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의
방법으로 현황 파악

- 어문저작물의 타이핑본이 적발되어도 텍스트 원본과의 비교 필요

개선 방안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통합 저작권 보호 정책, 기술 필요
 저작물 권리 정보 및 보호 체계 일원화 필요
- 콘텐츠별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일원화된 저작물 보호 DB 구축 필요

 온라인상 블로그, 카페,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의 불법 유통
대응 방안 부재

- 콘텐츠, 저작권 정보, 저작자 등에 관한 저작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사용처,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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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운영결과
2.4. 4차 FGI
 학계 전문가 대상 FGI 운영을 통해 이슈 및 수요 관련 의견수렴
법적, 기술적 저작권 침해 및 보호 현황

개선 방안

 실시간 프로그램 생중계 및 출판물에 대한 불법 복제 만연

 법적 강제성 부여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

 웹하드 내 공영방송에 대한 유료화 진행 고도화 및 P2P 시스템 통제 불능

 통제불능 불법사이트 대비 보호기술 개발 필요

 접근/통제 기술 및 복제 방지 기술에 대한 고도화 플랫폼 개발 필요

 취약층에대한법집행이아닌기업형/악질성헤비업로더대상규제강화필요

 기획소송, 묻지마 소송 등 법 집행 악용사례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동남아시아등한류콘텐츠수입국대상저작권보호기술및제도전파사업확대필요

 OSP 관리 규정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한국저작권보호원 ICOP 시스템 확대 필요
 특징점 DB 구축 관련한 예산, 공간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필요
- 기술 마련 필요(원본 이미지 비교/분석 등)

저작권 보호 개선 방향 및 법적 검토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
 수명 짧은 콘텐츠 대상으로 한 전략적 사업 기획 및 수행 필요
 동남아시아에 선진화된 저작권 문화 전파 및 장기적 측면으로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추진 필요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개편 필요
 검/경과의 연합에 의한 헤비업로더 검거 및 법적 강제성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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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운영결과
2.5. FGI 운영 최종 결과


1차 전문가 FGI (출판, 웹툰, 방송 콘텐츠 제작사 대상)
 디지털라이징 과정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 단속 요원 추가 증대, 행정처리 및 절차 상의 간소화 필요



2차 전문가 FGI (저작권 보호기술 업계 대상)
 국제식별체계 연동 가능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식별체계 인프라 구축,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대한 가시적인
보호 가이드 라인 필요
 기존 기술의 고도화, 진보화, 현실화 방향 추진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 수립 필요
 방대하며 다양한 데이터의 관리 및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DB구축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



3차 전문가 FGI (권리자 단체 및 유관기관 대상)
 텍스트 기반의 어문 복제물에 대한 조치 필요, 실시간을 불법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 및 불법복제물을 합법적
으로 유도 가능한 시스템 구현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콘텐츠 가치평가사 등 저작권 부문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4차 전문가 FGI (학계 대상)
 해외 지역에 핫라인 구축 필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업무의 콘텐츠 확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 위한 노력 및 인력 양성 필요
 통제불능의 불법사이트에 대해 적법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이트에 게시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검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관련 지원, 사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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