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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 개요

  ㅇ 2022년 5월 9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2021년 

기준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ㅇ (조사 개요) 동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대표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조사로,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함

    - (조사표본·최대표본오차) 만 13∼69세(분야별 4천명, 총 2만명), 95% 신뢰수준 ±0.69%p

    - (조사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조사내용) 2021년 불법복제물 이용량, 이용률, 인식도 조사

    - (조사기간) 2021년 12월 10일 ~ 2021년 12월 28일(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주요결과

  ㅇ (불법복제물 이용률 추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국내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2020년 20.5% →

2021년 19.8%) 0.7%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불법복제물 이용률*) 영화(38.0%), 방송(25.9%), 게임(23.5%), 출판(23.3%), 

음악(17.3%)

＊ 불법복제물 이용률 : (불법복제물 이용량/(불법복제물 이용량+합법저작물 이용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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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불법복제물 이용률(%)

  ㅇ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무료 또는 매우 저렴(21.5%)’, ‘이용 

편리*(12.5%)’,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함(10.5%)’등의 순

＊ 다양한 콘텐츠가 한 경로 내에 존재,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 불필요 등

[그림 2]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ㅇ (불법복제물 이용 중단 영향 요인)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발생(15.3%)’, ‘저작권 침해 콘텐츠 이용자 단속·처벌(12.

8%)’, ‘이용 가능한 정식(제휴) 콘텐츠의 충분한 제공(12.2%)’ 등의 순

[그림 3] 불법복제물 이용 중단 영향 요인(%)



Issue & Trend Report

3

  ㅇ (접속차단 효과) 접속차단 시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5.8%*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 44.2%**는 다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우회접속 방법 검색

＊ 25.1%가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 30.7%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불법복제물 이용 대체 경로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시간비용 발생 및 불편 가중

[그림 4] 불법복제물 이용률(%)

■ 조사결과 종합분석

  ㅇ (종합분석) 콘텐츠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정보가 쉽게 복제될 수 있는 한계로 불법복제로 인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는 개인 또는 기업 측면으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어 법적 절차 및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 영역임

  ㅇ (영화 분야) 영화의 불법복제물 이용률(38.0%)은 전년대비 감소(-3.0%p)

하였으나, 2021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개봉 영화가 줄어드는 한편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불법복제가 용이해진 것으로 분석됨

  ㅇ (음악 분야) 한편,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음악 분야(17.3%)는 과거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나, 산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되었고 구독서비스 이용이 정착됨

  ㅇ (기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5.8%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ㅇ 보호원은 향후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해나가고,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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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코로나19로 변화된 이용자 행태 반영 필요) 스트리밍 및 구독 서비스에 

기반한 콘텐츠 플랫폼의 이용 및 확산이 가속된 측면이 있어, 향후 소폭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이용자 행태 변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이 필요함

  ㅇ (이용자 행태에 맞춘 저작권 보호 정책 필요) 현재 처벌을 통한 법적 

접근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윤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 

모니터링과 단속, 처벌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중

    - 이러한 활동은 조사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법저작물만 이용하는 소비자는 

단속 및 소송 등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으나 불법복제물 이용자는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지만 처벌을 두려워하는 등 이용 행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불법복제물 다량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간에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가능성과 처벌 

심각성이 상이하므로,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보호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임

  ㅇ (국제적 기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정책 필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에 따라 국제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면책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기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및 변화가 필요함

  ㅇ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경로 조사 반영) 불새롭게 등장하는 콘텐츠 

영역의 이용 행태와 새로운 저작권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가 쌓인 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ㅇ (해외 저작권 보호 확대 필요) 불한류에 따른 K-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음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필요하며,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 체계를 현지화하고 교류 범위 확장이 필요함

  ㅇ (시사점) 한류에 따른 콘텐츠 보호가 중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정책적 추진이 부족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화의 가속은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정책의 확대 및 미래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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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SPRi, 개발도상국 디지털 혁신 역량 분석 및 남북협력에의 시사점

■ 개요

  ㅇ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도약을 발전 목표로 설정함

    - 과거의 경제 성장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21세기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해져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세계은행(2016)은 일찍이 디지털 인프라에 접근 및 구축을 촉진하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소개

＊＊ OECD(2016)는 ICT 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을 수용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들이

밟았던 선형적 발전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

  ㅇ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와 남북협력) 북한은 오랫동안 ICT 기술 기반 

경제성장에 관심을 두고 이를 체제발전과 연계, 북한이 필요한 디지털 

기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남북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요내용

  ㅇ (북한의 디지털 혁신 노력) 1998년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및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수립 추진함으로써 ICT 기술을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도구로 파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함

    - 2012년 김정은 집권에도 산업 전반 전산화, 정보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 도입 등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을 도모,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정보화’를 경제의 

기본과업으로, 지식경제발전을 통한 자립경제 건설을 중시함

  ㅇ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 필요) 북한이 국제사회 규칙과 거버넌스에 

편입되도록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며, 북한의 혁신 역량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이면서 북한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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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 평가 및 북한과의 비교

  ㅇ (비교군) 구조화된 저발전, 정치적 불안 또는 체제 전환의 도전 등을 겪은 

국가로, 소득이나 ICT 발전 수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에 북한과 

유사 또는 시사점이 있으면서 ICT를 핵심적 국가발전 전략 추진 국가

[표] 북한 및 6개국의 디지털 역량 지표 비교

분야 지표 북한 우간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 세르비아

일반
인구(천 명) 25,670 44,270 12,630 112,100 33,580 9,467 6,945

GDP per capita 640 737 820 828 1,724 6,663 7,411
GDP(억 USD) 163 326 103 927 579 630 7,359

SOC 
인프라

1인당 도로공급 
수준(연장/인)

0.995 0.464 0.372 1.072 2.576 9.148 6.371

1인당 철도공급 
수준(연장/인)

0.203 0.006 0.000 0.007 0.141 0.577 0.480

ICT 보급

인구 100인당 휴대폰 
가입자수

14.98 57.27 78.85 37.22 71.52 120 95.78

총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

0 23.71 21.77 18.62 55.2 79.13 73.36

인구 100인당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수

0 0.02 0.06 0.06 12.7 33.87 17.63

인구 100인당 
활성화광대역 가입자수

14.98 33.61 39.01 13.9 62.36 86.34 66.02

정부의 
ICT 활용

온라인 정보제공 지수 0.0176 0.5824 0.6176 0.3647 0.7824 0.7059 0.7941

온라인 정책참여 지수 0.0357 0.5714 0.631 0.3333 0.8095 0.75 0.8214

교육

초등교육 취학률(%) 89 102.7 131.3 100.9 102.2 100.5 99.6

중등교육 취학률(%) 92.2 24.6 44.3 34.9 97.4 102.4 94.4
문해율(%) 100 77 73 52 100 100 99

3차교육 비율(%) 27 5 6 8 13 87 68
인구 백만명당 
박사등록수(인)

12 50 4 18 53 600 1,642

고등교육 중 ICT 비율(%) 2.72 0.97 5.35 2.93 4.6 4.5 6.21

기업·기관 
ICT 역량

과학논문 영향력지수 37 198 97 173 105 215 290

전체 해외출판 논문수(건) 1,345 22,379 4,574 34,552 16,925 45,424 112,192
인구 백만명당 해외출판 

논문수
52 506 362 308 504 4,798 16,154

전체 특허출원 건수 12 0 0 0 206 104 65

공적 
개발원조

정보통신관련 ODA 
규모(백만달러)

0 11,595 2,069 2,075 0.873 0.062 0.145

총 ODA 
수혜금액(백만달러)

25,231 1,172,428 563,068 2,198,447 710,929 78,661 332,148

총 ODA 수혜금액 중 
정보통신 ODA(%)

0 0.9889 0.3674 0.0943 0.0001 0.00007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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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프라) 다른 개발도상국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광케이블 구축으로 무선망 보급이 낮음

    - 또한 북한은 인트라넷 망을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아 인터넷 접근과 

이용이 매우 제약적임

  ㅇ (인적자원) 국가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구소련 체제 

전환국가들의 역량이 뛰어남

    - 북한은 영재학교 중심의 엘리트 교육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우대 등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있지만, 10%의 대학진학률을 볼 때 대졸 수준의 고급인력이 충분히 

수급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

  ㅇ (ICT 거버넌스) 전담부서의 존재는 제도를 기반으로 ICT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정책부서 및 이해관계자와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는 통신사업과 정책의 분리, 통신사업의 민영화 및 경쟁 

도입, 자유화 개방 등 ICT 기반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두고 있는데, 상기 6개국도 보유하고 있음

  ㅇ (투자 및 활성화) 6개국은 민영화, 자유화, 경쟁 도입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혹은 기술개발을 진흥하는 기구/조직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술 R&D 관련 투자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2021년 5월, 기존의 체신성에 전자공업국, 국가정보화국 등을 통합하여, 통신, 

정보화, 산업을 포괄하는 정보산업성을 신설함

 2. 북한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가능성

  ㅇ (북한의 한계) 6개국은 세계은행이나, 선진국 및 선발 개도국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자문을 통해서 ICT 마스터플랜이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증대함

    - 북한은 장기적인 국가경제개발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정보통신 관련 전략, 정책,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ㅇ (인프라 및 인적자원 측면) 인프라 및 인적자원이 혁신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및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이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의 I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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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연계된 인력육성전략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ㅇ (ICT 거버넌스 측면) 6개국 모두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정책 의지 

또는 정부의 정책 비전을 동력으로 ICT 정책이 추진된 것과 같이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과학기술, ICT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에 반해, 그 

성과가 부족함

  ㅇ (신규 시장 측면) 기존 관련 거버넌스의 부재로 정책이나 법률 수립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나 관련 법체계와의 충돌 없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장 선도가 가능함

    -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모바일 머니가 급성장 한 것이나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는 사례 등

■ 시사점

  ㅇ (북한의 디지털 단절) 6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이 세계 모든 

국가와의 디지털 단절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남북협력은 북한의 디지털 단절의 종료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ㅇ 향후 이러한 협력의 강화로, 북한의 디지털 개방을 이끌어낸다면, 국내 SW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SPRi, [산업/정책 동향] 개발도상국 디지털 혁신 역량 분석 및 남북협력에의 시사점

https://spri.kr/posts/view/23416?code=data_all&study_type=&board_type=industry_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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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미국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 발행

■ 개요

  ㅇ (개요) 2022년 4월 8일, 미국 지식재산 집행조정관(IPEC)* 사무국은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를 발행함

＊ IPEC는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목적) 동 보고서는 IPEC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2021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행정부에서 수행한 지식재산 집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됨

    - 동 보고서는 미국 연방 행정부 및 지식재산 관련 오피스 등 10개 부처(백악관,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 재무부, 무역대표부와 미국 저작권청)를 

대상으로 작성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성과는 상무부 파트에 수록됨

■ 주요내용

 1. 미국 특허상표청

  ㅇ (국제기구를 통한 집행력 강화)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

ement, ACE) 참여 및 다자간 포럼 등을 주도함

  ㅇ (무역정책을 통한 지식재산 촉진)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연계해 국내외 

정책 자문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침

  ㅇ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지식재산 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GIPA)를 통해 해외 활동 중인 미국 중소기업(SMEs)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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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든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홍보함

 2. 미국 저작권청

  ㅇ (조사·연구) 저작권 관련 국내외 이슈에 대해 의회에 자문을 제공 

하였으며, 집행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 수행

    - 주(州)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 구제책 분석 및 디지털서비스제공자 이용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미청구·미분배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모범 사례 연구

  ㅇ (음악 현대화법 관련 규칙 제정) 음악현대화법(MMA)에 따라 규칙 제정을 

거듭하여 3개의 잠정 규칙과 1개의 최종 규칙을 발표함

    - 발표된 규칙에는 포괄적·비포괄적 라이선스 사용자와 기계적 복제 라이선싱 집중관리 

단체 간의 다양한 보고 의무를 다루는 내용, 공공 음악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주를 규정하는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성·상호운용성·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저작권청구위원회 규칙 제정) 2020년 12월, 소액청구집행법 제정에 따라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가 설립됨

    - 소액청구집행법은 저작권청에 저작권청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여러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

    - 기존엔 저작권 등록 신청이 보류되거나 거절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청구위원회가 

사건을 시작할 수 없었지만,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등록 보류 중인 청구인 등이 

신속한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ㅇ (국제 활동) 화상회의를 통해 저작권 이슈에 관한 지원·교육을 해외에 

제공, 국내외 저작권 제도·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프로그램 주최, 타 부처 

협력 지식재산 집행 및 기타 IP 주제에 대한 국제 회의 참가 등

    - (국제 저작권 및 무역 문제에 대해 행정부 자문) WIPO SCCR 방송사업자 조약 초안을 

논의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고,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하는 연례 스페셜 301 

보고서 검토에 참여함

    - (국제저작권교육원) 저작권청과 WIPO는 2년마다 개발도상국과 과도기에 있는 국가 

대표들에게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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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1주간의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배포 모델, 

현대식 저작권 등록 시스템 등을 학습함

  ㅇ (저작권청 현대화) 전자 등록 및 기록 등 사용자친화적, 유연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화를 진행하고, 저작권청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이해에 

초점을 둔 웨비나를 격월로 개최함

  ㅇ (Circular 92 최신화) 미국 저작권청이 발행하는 회람으로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저작권청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 특정 저작물 범주에 

대한 등록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최신 수정본을 발표함

  ㅇ (공정이용 인덱스) 저작권청은 IPEC와 협력하여 공정이용 인덱스를 유지 

관리하며, 공정이용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언급한 주목할 만한 사건 200건 

이상이 수록되어 있음

 3. 미국 법무부(지식재산 침해 판례)

  ㅇ Long Island 정보 기술 회사의 직원 3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됨

  ㅇ (사실관계) 뉴욕 소재의 Constructure Technologies, LLC(이하 Construct)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기타 기술 제품 설치, 관리·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임

    - 2011년 ~ 2018년에 Construct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회사인 VMWare를 

비롯한 소프트웨어(SW) 회사(피해 SW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판매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판매, 설치 및 제공하였음

    - 동 과정에서 크랙 프로그램이나 키 제네레이터를 사용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버전 SW를 

고객에게 설치해주고, 고객에게는 적법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속여 비용을 받았음

  ㅇ (판결) 글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인 유죄 인정 외에도 Construct 

자체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중죄로 기소되었으며 $60,000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함

■ 시사점

  ㅇ 미국은 IPEC를 통해 전 부처에 걸친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력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재산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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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전문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IP 역할 극대화 예상

  ㅇ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요) 영국은 통합부처 마련, 미국은 마련 추진, 

우리나라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펜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이 도래한 

시기에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지식재산 통합부처 

출범의 기회가 될거라고 사료됨

참고자료

- 미국 백악관, IPEC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2022. 4. 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08/ipec-annual-intellectual

-property-report-to-congress/dition=&keyword=&show=&cat=

-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FY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FY21-IPEC-Annual-Report-Final.pdf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2-10호> 발간일은 5월 25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