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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콘텐츠산업의 NFT 현황과 전망

■ 개요

  ㅇ MBN(Metaverse, Blockchain, NFT)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도구이자 가상 세계에서 경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기술로 NFT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ㅇ 콘텐츠 업계에서도 NFT를 활용하여 지식재산(IP)을 유동화 자산으로 변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콘텐츠 분야별 NFT 활용 동향

  ㅇ (게임) P2E(Play to Earn), PAE(Play And Earn) 등 게임을 통해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모델을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NFT를 게임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에서는 불가하며 업계와 이용자 의견이 양분화

  ㅇ (영상) 영화, 드라마, 예능, OTT 오리지널 콘텐츠 등이 다양한 NFT 콘텐츠로 

제작, 판매 및 경매되며 1차 수익 외 n차 수익 발생

  ㅇ (음악) 팬데믹으로 인한 공연 축소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사부터 음악 플랫폼까지 

NFT를 통한 상품개발을 시도하며, 전용 메타버스 구축으로 NFT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

  ㅇ (웹툰) 인기 웹툰의 명장면을 NFT화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가능성을 본 

대형 플랫폼(카카오, 네이버)들은 NFT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거래가 가능한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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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패션) 가상공간에서 한정 상품을 만들어내며, 현재까지는 NFT에 주력하기보다는 

브랜드 홍보차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전략을 모색

■ 콘텐츠 산업에서의 NFT 활용사례

  ㅇ (미술+NFT) 비플(beeple)의 <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나, 그라임스(Grim

es)의 디지털 아트가 고가에 거래되면서 NFT의 개념에 주목

    -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NFT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디지털 아트 작가들이 작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창구를 만들고 시장을 형성함

[그림] 미술시장에서의 NFT 활용사례 (좌: 비플, ‘Everydays’ / 우: 그라임스의 디지털 아트)

  ㅇ (방송/영상+NFT) 과거의 인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명장면을 경매에 붙여 

판매하거나 주요 IP 디지털 아트를 NFT화

    - 디즈니, 라이온스게이트, 워너 브라더스 등 대형 스튜디오들도 NFT 상품 기획 중이며, 

자사의 주요 IP인 마블, 픽사, 스타워즈,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트 NFT

    -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알래스카편에 교포 최규재씨가 나온 8초 정도 분량의 

‘무야호’ 영상 클립 950만 원에 판매

[그림] 방송/영상에서의 NFT 활용사례 (좌: MBC 아카이브 / 우: 디즈니 골든 모먼트)

 



Issue & Trend Report 

3

 ㅇ 기타 국내 대표적인 NFT 사례

    -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유한 간송미술관(간송미술문화재단)이 이를 NFT로 

제작했으며, 개당 1억 원씩 100명에게 한정판매

    -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세돌의 5번기 제4국을 담은 대국 기보가 

한화 약 2억 5천만 원에 낙찰

    - 게임에 NFT 모델 도입을 발표하자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29.92% 상승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 이미 모델을 도입한 <미르4>의 위메이드는 주가가 345% 급등한 사례가 나타남

[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NFT 사업모델 구축 현황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 법인 ‘라인 넥스트’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설립

· NFT 마켓 ‘라인 NFT’ 일본 내 정식 서비스 예정

· 그라운드X, 클레이튼 사업 계열사로 이관. NFT 

거래 플랫폼 ‘클립 드롭스(Klip Drops)’ 육성

NFT 발행
· 제페토 월드 공식 맵 벚꽃정원 이미지 12종 1,200

개 NFT 발행

· 웹툰 IP <빈껍데기 공작부인> 국내 최초 

제너러티브 웹툰 NFT 발행

· 웹툰 IP <나 혼자만 레벨업> NFT 300개 발행

[표] 장르별 NFT 활용 형태

■ NFT의 문제점과 이슈

  ㅇ (진본성) 해당 NFT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도구의 부재

  ㅇ (확장성)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류 경제로 활용되기에는 장벽이 있음 

  ㅇ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NFT 사이에 확장, 보안, 메시징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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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관)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하이퍼링크가 있어서 창작자나 소유자가 손실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ㅇ (접근성) NFT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가 어려움

  ㅇ 저작권과 초상권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민팅(Minting)*할 수 있다는 

한계점과 수익분배에 대한 범례가 부재

    - NFT의 민팅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자의 승낙 없이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제작된 콘텐츠 수익분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민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대체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

■ NFT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제언과 시사점 

  ㅇ 무형 자산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기준이 필요함

    - 거래되는 NFT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장치가 부재하여, 실제 가치와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어 초기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거래 플랫폼, 시기,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가에 형성되거나 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정한 가치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콘텐츠 NFT의 경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시세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시장 정보 시스템 개발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ㅇ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논의 필요게임의 경우 사행성 및 이용자 자산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의 선행 필요성

  ㅇ 현재의 NFT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일부 이용자들의 거래가 인용될 뿐 산업 내 

NFT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 사례가 수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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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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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82314547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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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315001617937



Issue & Trend Report 

6

정책/제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 공표

■ 가이드 개요

  ㅇ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

■ SW사업 기획단계 대가산정 절차

[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

  ㅇ 1단계: 업무범위 설정

   -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수립,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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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세부계획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

   - 업무범위 설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발주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고, 이 중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서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를 명확히 식별

   -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함

  ㅇ 2단계: 업무별 가중치 계산

   - 1단계에서 업무범위가 설정되면 해당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업무 가중치를 산정 

[표]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계산 양식

  ㅇ 3단계: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계산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업무규모, 업무의 특성, 기존 

시스템, ISP유형, 정보자원 규모 

       * 업무규모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의 대분류 업무기능, 연계 대상기관과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며, 업무 기능 및 기관수, 이해관계자의 규모에 따라 단순, 보

통, 복잡으로 난이도가 결정

* 업무의 특성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의 업무가 신규인지 유사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 참고 가능한 사례가 많거나 선행연구가 있다면 단순으로

판단하며, 참고 가능한 사례나 연구가 없으면 복잡으로 판단

* 기존시스템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시스템의 유무와 미래모형에의 참조,

활용수준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

* ISP유형(ISP범위)은 특정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수행 목적인지 전사적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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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략계획 수립 인지에 따라 결정

* 정보자원 규모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단위 정보시스템의 수에 따라 결정

* 각 요소별 난이도 산정표의 계산양식을 이용하여 각 요소별로 난이도를 식별하고,

난이도값을 모두 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 값을 산정

[표]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계산 양식

  ㅇ 4 단계 : 컨설팅업무량 계산

   - 컨설팅업무량은 2단계에서 구한 업무 가중치와 3단계에서 계산한 프로젝트 난이도 값을 

곱하여 계산

* 컨설팅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ㅇ 5 단계 : 직접경비 계산

   -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의미

* 직접경비의 계상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6 단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 4단계와 5단계에서 계산된 컨설팅업무량과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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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ISP단가 + 직접경비

■ SW대가산정 가이드 의의

  ㅇ 단가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활동에 투입된 사례분석을 통해 5개 직무(IT기획자, IT

컨설턴트, SW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이후에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의 평균인상률을 누적 적용

  ㅇ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국내 SW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

참고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 공표 <2022. 3. 16.>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93&bcIdx=51956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zdnet.co.kr/view/?no=20220315112839

https://www.etnews.com/20220314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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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2월 통계 현황

  ㅇ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2월 한 달간(’22. 2. 1. ~ 2. 28.) ‘ANGEL

(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58건으로 나타났으며, 

  ㅇ SW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22건(38%), 설계(CAD/CAM) 13건(22%), 운영체제 12건(21%), 

그래픽 7건(12%), 개발도구 2건(3%), 기타 2건(3%)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2년 2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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