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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제화 전략

■ 개요

  ㅇ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 중인 국내 SW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사례와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방향성을 제시함

■ SW기업의 국제화 필요성

  ㅇ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나 SW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0년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SW 기업이 326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86조 9,3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6% 상승 

  ㅇ SW산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과 기술변화라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산업과 사회의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

  ㅇ SW 제품의 단품 수출을 넘어 플랫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국제화 전략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

■ SW기업의 수출 현황 및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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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난 10년 국내 SW기업 수출 추이 (억 달러)

＊ SW수출액은 국내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계약액(수주액) 중 당해

연도 입금액과 해외법인(합작포함)의 당해 연도 현지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개념

  ㅇ IT서비스와 게임SW 분야가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중이며, 특히, 게임 SW는 2016

년 32억 달러였으나 2017년 51억 달러, 2018년 62억 달러, 2019년에는 63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
 

[그림] 최근 3개년 권역별 SW수출 비중

  ㅇ 국내 SW수출은 아시아·태평양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전체에서 약 57.5%) 북미가 

전체의 약 18.5%를 차지

■ 국내 SW기업의 국제화 전략 적용 사례 분석

  ㅇ 건설엔지니어링SW 개발 전문 업체 M사 사례분석

   - 국가별 특수성과 사용성에 기반한 시장개척과 R&D 노력으로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기계, 

조선, 항공, 환경 및 의료분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CAE(computer aided engiereering)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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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그래픽기술을 접목해서 선도기업이 간과한 국가별 특수성과 제품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개발(선진국은 솔루션기반으로 영업, M사는 고객지향과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니치 수요를 타겟으로 하여 해외시장 진입

   - 생산과 유통법인(중국, 일본, 러시아), 현지화와 유통법인(유럽, 미국, 인도)과 단순 

판매대행(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글로벌 체제를 운영

   - 선도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신속하게 기술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획득한 기술의 제품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개발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 기술습득과 시장개척을 동시에 추진

  ㅇ 헬스케어 SW 개발 전문 업체 I사 사례분석

   -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SW 개발로 시장에 진입, 창립 이래 3차원 의료영상 SW 

개발사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통한 기술확보로 현재 의료영상전송시스템, 

방사선과정보시스템, 3D 구현기술을 통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SW 기업으로 성장함

＊ 그간 HW의 번들제품으로만 여겼던 PACS를 서비스SW로 개발해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진입(서비스방식으로 시장개척)

   - 품질제고를 위해 의료정보표준규격과 같은 국제표준과 FDA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한 

준비와 미국 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하는 등 브랜드 가치 관리에 노력

     ⇒ 기술보호와 제품브랜드 제고

  ㅇ 바이오인식 및 보안 SW 개발 전문 업체 S사 사례분석

   - 글로벌 환경 변화를 포착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재빠르게 대응해 성장의 도약으로 삼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증 획득과 대회에 참가

＊ 세계 지문인식 기술 대회에서 2004년, 2006년, 2010년 우승, 미국 국립기술표준원

주관의 인증에서 최저 에러율로 세계 1위, 6년 연속 히든챔피언

＊ 911테러, 튀니지, 이라크 등 사태, 코로나19 등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장 확대의 기회의 창으로 활용

   - S사는 기존 기업들이 완제품에 집중할 때, 지문인식을 모듈화해서 제품으로 개발하며 

승부(지문인식을 제품화하여 시장에 진입)

＊ 오차 범위와 같은 기술 수준이 중요하고 시장별로 소규모 수요라는 특징을 보이기

떄문에 슈프리마는 해외법인 설립 대신,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130

개국 950여개 유통 대리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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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업별 성장 단계별 전략 내용

■ 디지털 전환 트렌드 분석

  ㅇ (구독형 SW) 글로벌시장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트렌드는 IT서비스(구축형)

에서 상용SW(서비스형)로 전환 중

   - SW신기술들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SW사용 방식도 ‘소유에서 

사용으로’ 급속히 전환

  ㅇ (플랫폼 기반)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의 60-70%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측

[표]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산업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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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언: 국제화 전략 도출 방안

  ㅇ 글로벌 환경·기술 변화 대응한 M & A 등 신속한 역량확보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외부변화를 감지(sensing)하고, 포착(seiz

ing)해 역량을 재구성(transforming)하는 동적역량이 필요 

   - 현행 SW기업간 M&A와 제휴 촉진 지원 정책이 국내 기업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글로벌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기술습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외 SW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인수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니치시장을 공략하는 카테고리 킬러형 국제화

   - 창업 초기부터 수출지향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기업으로  해외진출을 목표로 창업을 

하며 국내에서의 경쟁우위가 그대로 해외시장에 전이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아이템을 

기반으로 함

  ㅇ 플랫폼화와 수출을 통한 기술과 시장의 스케일 업(Scale-Up)

   - 초기 제품을 플랫폼화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 기술, 제품, 서비스, 경영 등 기업의 외형과 내실이 크게 개선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성과 

창출을 이루는 것으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스케일업 사례가 활발히 등장 중

   -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이를 돕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필수적이므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ㅇ (결언) 국내 SW 생태계는 비교적 기술·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내수지향에서 국제화지향으로 전환 시 기대효과도 충분한 상황

   - 좁은 국내시장에서 출혈경쟁이 고착화한 상황을 탈피해야만 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제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음

   - 수출 주도의 SW 기업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 이들 선도기업과 조우하게 되면서 우리 

SW산업의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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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 개  요

  ㅇ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가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되고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저작권법 쟁점들이 도출 중

    - 예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메타버스 안에서 상영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로 보아야 할지 등, 메타버스 안에서의 공연이나 전시도 유사한 

쟁점을 지님

  ㅇ 현재의 저작권법은 물리적 현실 세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

  ㅇ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 

제한 규정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업로드된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입법 내용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온라인 통신망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

틀어 이르는 용어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처음으로 도입

  ㅇ (美 저작권법 입법 배경) 저작물의 이용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자들

은 저작물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되

어, 인터넷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상황이 야기됨

  ㅇ (美 저작권법 특징) 2차 책임 법리(second liability doctrine)에 의해 저작권자는 저

작권 침해자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美 법원은 여기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들에게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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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단,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

는 대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이 제한됨

   - 본 규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성장 및 발전을 계속하도록 권장하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창작자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합법적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조항들을 계획

   - 저작권자들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가 저지른 침해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함

   -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의 성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소유자, 

온라인 및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정보사용자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입법 내용 

  ㅇ 국내에선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을 도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 사실을 

알고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기 위한 요건 등을 정함

■ 메타버스 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당 여부 판단

  ㅇ 인터넷에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하게 하는 방법에는 제공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와 이용자들로 하여금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를 콘텐츠 제공자, 후자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구분

    - 콘텐츠 제공자는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

을 짐

  ㅇ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나 기존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통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

로드 기능과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전형적인 저장서비스에 해당

   -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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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관련 분쟁 사례

  ㅇ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들로 구성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022년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블록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

   -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의 K-팝 관련 게임방에는 케이팝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케이팝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

   - 이는 단순한 음악 저작권 침해를 넘어 케이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 또한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케이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에도 

문제가 있음을 밝혔는데,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복제된 아티스트의 의상, 팬클럽 

응원봉 등의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ㅇ 아직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로블록스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

니나, 본 건이 향후 어떤 형태로 진행/심화될지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

■ 의의와 시사점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은 온라인서비스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

써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

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

  ㅇ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

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

   -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등 특정 분야에 구현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개념을 가진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현될 수도 있을 것

  ㅇ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비롯

한 저작권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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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2022. 4. 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0622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

ews&in_cate=104&in_cate2=1036&gopage=1&bi_pidx=33502

https://decenter.kr/NewsView/2625GHUYR9

https://byline.network/2021/12/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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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미국 Akamai 社, 세계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 개요

  ㅇ 미국의 디지털 환경 보안 및 전송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이하 “아카마이”)’에서 발표한 세계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적판 

사이트 방문 횟수가 무려 1,320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아카마이는 전 세계의 해적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9

월까지 브라우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나 TV 프로그램 

콘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콘텐츠 다운로드 

수를 조사  

■ 주요내용

  ㅇ (저작권 침해 행위 현황)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한 수는 총 1,320억 건에 달하였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증가

   - 대형 스튜디오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이후 사업 방향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와 맞물려 이용자들이 유료 케이블 TV 

채널을 해지하고 수많은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임

   - 이용자 중 일부는 콘텐츠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복제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포츠 영상 등을 재스트리밍하는 것이 문제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

   -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및 기술 업계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미국에서만 26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2,29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29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되는 상황

   ㅇ (글로벌 해적판 수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해적판 수요는 약 37억 건 

   ㅇ (분야별 저작권 침해) 이용자의 61.5%는 해적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직접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28.6%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경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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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가 특히 심한 분야는 TV(접속 수 합계 670억 건), 출판(300억 건), 

영화(145억 건), 음악(108억 건), 비디오 게임과 최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89억 건) 등의 순으로 조사

   - 또한, 해적판 사이트 방문자 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135억 건), 러시아(72억 건), 

인도(65억 건), 중국(59억 건), 브라질(45억 건), 프랑스(38억 건), 터키(37억 건), 

베트남(35억 건), 인도네시아(34억 건) 등의 순으로 조사

   ㅇ (SW 불법복제 현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인터넷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에 존재해 왔으며, 비디오 게임과 현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

   - 인터넷 사용자 1인당 평균 2.68회인 약 89억 회의 SW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짐

   - 상위 3개 SW 불법침해사이트의 조회 비중이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중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방문자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아카마이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인 싸움이며, 온라인상의 각종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 콘텐츠 개발자가 보호를 강화해도 저작권 침해자가 수법을 바꿔 보호된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

  ㅇ 저작권 침해의 영향은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자체를 저해함으로써 영화나 프로그램, 책,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침

  ㅇ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적절한 보안파트너와 함께 

가시적으로 침해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자체적인 

저작권 침해 방어 체계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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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0555&pa

geIndex=3&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n

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

04=#

https://www.akamai.com/resources/state-of-the-internet/soti-security-pirates-in-the-outfield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2-8호> 발간일은 4월 25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