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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개요

  ㅇ 2022년 5월 3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정상조, 이하 지재위)는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보고)ㆍ확정함

■ 주요내용

 1.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제도의 개선방향) 현재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함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 서울(중앙지법),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등 6개 지법(서울중앙지법 병존관할)

[표 1] 현행 민사 소송의 관할 구조 비교

구분 1심 2심 3심

▪특허권 등 침해 민사소송 ‣ 고법소재지 6개 지법* ‣ 특허법원 ‣ 대법원

▪일반 민사소송 ‣ 각 지역
지법 및 지원 ‣

고법(6개) 또는
각 지법 

민사합의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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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평가)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 

약 6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현실화*

＊ 관할집중 이전(’09-’13) 특허침해 손해액 인정금액(중간) 5,893만원(청구금 대비 49.7%)

→ 이후(’16-’20) 손해액 인정금액(중간) 1억원(청구금액 대비 92.6%)

  ㅇ (한계) 현행 제도는 적용 권리 측면에서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고, 소송 종류 측면에서도 민사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할집중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ㅇ (향후 계획)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재위·

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

    -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

    - (관할집중 분야) ‘특허권 등’과 동등한 기술적·법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을 관할집중 대상으로 추가 검토

    - (가처분 소송) 법원의 민사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심)도 특허법원 관할 방안 검토

    - (형사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고인 인권 보호(관할지정의 기본원칙)간 조화를 

고려하여 관할집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ㅇ (성과 점검)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2017~2021)’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

[표 2] 주요 정량 지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15 
실적

‘17
실적

‘21
실적

기본계획
‘21 목표 출처(최종 기준)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순위) 6.4
(5위)

5.6
(5위)

22.8
(’1위)

10
(4위)

표준특허센터
(주기적 정보관리)

국제특허(PCT) 출원(건) 14,626 15,763 20,678
(’21) 20,000 W지식재산O PCT Yearly review

지식재산 투‧융자 규모(억원) 2,000 3,679 15,686
(’21) 10,000 특허행정주요통계

(주기적 정보관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규모(억원) 6,359
(‘13) 9,914 11,311

(’20) 8,000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실태조사
(3년 주기)

콘텐츠 수출액(억$) 56.6 88.1 119.2
(’20) 97 콘텐츠 산업조사 (연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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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법제도 정비)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

공정위 등의 행정조사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식재산·

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제도) 시행 등 제반 법령도 정비함

  ㅇ (지식재산 생태계)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기반을 다짐

    - 인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투자조합 운영’을 통해 투자 재원 확보(10억원 

출자/375억원 투자조합 결성, 지식재산창업기업에 30억원 이상 투자)

  ㅇ (향후 계획) 우수과제에 대해서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사례발표·

전시를 통해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개선계획을 수렴할 계획임

 3.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ㅇ (운영 결과) 지재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함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

  ㅇ (정의 규정 도입 제안)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특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의 규정 도입 제안

    - (인공지능) 인간의 시상이나 감정, 사고를 모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머신러닝의 유기적 실체로서의 컴퓨터시스템

    - (인공지능-지식재산) 인간의 창작적 개입, 인간의 간접적 기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표현되거나 새롭게 창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물

  ㅇ (권리 귀속 규정 제안)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ㆍ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 마련 제안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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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 마련 제안)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 마련 등 제안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봄

  ㅇ (향후 계획) 지재위는 향후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지식재산 이슈들은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할 예정임

■ 시사점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가 전략화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 지원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ㅇ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보호 강화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며, 불법 SW 단속 분야에 있어서 더욱 더 강화된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함

  ㅇ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며, SW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는 물론, AI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참고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22. 6. 2.>

https://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2&nttId=20336&pageIndex=1&

searchCn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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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 개요

  ㅇ (新 비즈니스 모델 등장)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2022. 4. 28.)

    - 이러한 조각투자는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 소액으로 자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점과 소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나아가 소유한 지분을 타인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함

  ㅇ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음악 저작권자가 수취하는 ‘저작물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플랫폼

    - 20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2년 3월 기준 누적 회원 수 108만 5,669명, 

누적 거래액 약 3,61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거래되고 있는 음원은 약 1,000여곡에 달함

  ㅇ (음악 저작권 참여청구권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논란) 매월 분배된 

저작권료를 지분에 비례하여 수취할 수 있는 배당의 성격과, 보유 청구권 

거래 과정에서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특성 등으로 논란이 발생함

    - 202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최종 

판단하고 조작투자에 관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플랫폼명 투자 대상 투자 방식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료 청구권을 쪼개서 매매, 매달 저작금 수익을 지분만큼 정산

뱅카우 소 송아지에 지분 투자한 뒤 성장한 소가 경매로 팔리면 지분만큼 수익 배분

카사 부동산 빌딩 등 부동산에 지분 투자한 뒤 임대료 수익을 배당받고, 매각 시 시세차익 실현

테사 미술품 유명 작가 미술품을 공동 구매한 뒤 경매 등으로 재판매해 시세차익 배분

트위그 수퍼카 페라리 등 수퍼카를 공동 구매한 뒤 판매, 전시, 처분 등으로 얻는 수익 배분

트레져러
명품 시계, 

가방 와인 등
고가 제품에 지분 투자한 뒤 판매해 시세차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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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저작권 신탁계약과 뮤직카우 사업모델

  ㅇ (저작권 신탁계약) 저작권은 저작자가 직접 관리할수도 있지만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단체 등에 신탁하여 관리가 가능함

＊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대표적인 신탁관리업체로 국내

대다수의 음악 저작자(작사가, 작곡가, 편곡자)가 회원임

    - 저작자는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에게 음악에 대한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재위탁’ 조건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음저협에 재위탁함으로서 

음저협이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료 수취권을 보유하게 됨

    - 뮤직카우에셋은 음악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때 자체 개발한 지표로 적정 

가치를 산정하여 앵도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낙찰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50%를 창작자에게 추가 지급함

[그림] 뮤직카우 사업모델 및 권리관계

  ㅇ (뮤직카우 사업모델) 뮤직카우는 뮤직카우에셋으로부터 사용료 수취권을 

양도받아 해당 청구권을 조각으로 쪼개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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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들은 음악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보유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 중 

지분에 비례한 분배금을 지급받거나, 거래 플랫폼에서 분배청구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뮤직카우 수익은 겅매 이익(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처분이익)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 차지

＊ 2021년 기준 매출액 약 134억 중 77억(58%) 상회

 2. 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ㅇ (저작권 구조)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또한 

저작물의 창작자 이외에 저작물의 해석자·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인접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함

    - 작사·작곡가는 저작자, 실연자·음반제작자는 저작권인접권자로, 뮤직카우에셋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아 신탁관리하는 구조임

  ㅇ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성격)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아닌, 그 권리 

소유자가 수취하는 저작(인접)권료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그 

저작(인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3. 자본시장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ㅇ (증권성 논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

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됨

  ㅇ (자본시장법상 증권 종류 및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 종류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하고 신종 

증권을 포괄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계약증권 개념을 도입함

    -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함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뮤직카우 이전까지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음

 4.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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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구조상 문제점) ① 일반적 인식은 저작권 직접 투자이지만, 청구권에 

불과하여 도산 시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 ② 회사에 대한 제3자 감시가 

부재하여 투명성 문제, ③ 재무상태나 청구권의 설계 구조 및 가격산정에 

대한 투자자 공시가 부재, ④청구권 유통시장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 등이 있다고 발표

  ㅇ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주요 요건 검토

    -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해당 음악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매매 시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하므로 충족

    -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될 것) 뮤직카우가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 및 유통시장을 새로 창설하여 

뮤직카우를 통하지 않고는 수령할 수 없으므로 충족

    - (이익 획득 목적이 존재할 것) 투자자들이 특정 음악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하였고, 

뮤직카우 광고도 이러한 기대를 부여했으므로 충족

  ㅇ (판단 결과에 따른 조치) 투자계약증권의 의무 준수 미비로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제재 보류를 결정함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뮤직카우의 위법성과 고의성이 낮은 점

    - 다수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 뮤직카우의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 시사점

  ㅇ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으로 인해 조작투자 관련 사업모델의 제도권 편입 및 

법적 안전장치 및 조작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



Issue & Trend Report

9

  ㅇ 해외에서도 유사 사업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이나 법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고 있음

  ㅇ 조각투자 라는 새로운 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화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존재함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https://spri.kr/posts/view/23416?code=data_all&study_type=&board_type=industry_trend

-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50792

&brdctsfileno=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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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계약상 효력 인정

■ 개요

  ㅇ 2022년 5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연방지방법원은 

소프트웨어 자유 단체(Software Freedom Conservancy, SFC)와 TV 제조사 

비지오(Vizio)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한 계약상 효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Superior Court)으로 환송함

    - SFC가 주장한 GPLv2가 저작권법으로 제공하는 권리와 추가 계약 약속의 집행은 별도로 

구별되는 추가 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비지오는 계약 문제를 피하고 연방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계약상 효력을 인정하고, 연방법우선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상급법원으로 환송함

■ 주요내용

 1. 사실관계

  ㅇ (SFC) 2018년 8월, SFC는 비지오에 대하여 GPLv2 and LGPLv2 라이선스로 

출시된 리눅스 커널, alsa-utils, GNU bash, GNU awk, bluez, BusyBox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스마트 캐스트 플랫폼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요청함

    - SFC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수리, 개선, 재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무료가 아닌 

자유를) 보장하는 비영리기업임

  ㅇ (비지오) 2019년 1월, 비지오는 SFC에게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였지만, SFC는 제공된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를 

실행 가능한 형식으로 컴파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일과 스크립트를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비지오는 주로 스트리밍 및 정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장된 

컴퓨터가 있는 텔레비전인 스마트 TV를 제조하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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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1년 10월, SFC는 비지오를 계약 위반과 선언적 구제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SFC는 비지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한 라이선스 계약인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GPLv2”)과 GNU Les

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1 (LGPLv2.1)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동 계약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GPLv2는 소스코드를 첨부하거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지오가 GPL 계약이 적용되는 스마트 TV에 Linux 커널 소프트웨어 포함, 최소 25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며 배상금이 아닌 소스코드 공개 청구를 주장함

    - 이에 대해 비지오는 GPL은 저작권 라이선스일 뿐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연방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SFC는 

상급법원으로 환송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

 2.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연방지방법원 판결

  ㅇ 법원은 GPL이 저작권 라이선스와 계약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에 

동의하여, GPL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 요소"

(계약상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급법원으로 환송함

■ 시사점

  ㅇ (의의) GPL 계약이 저작권 라이선스와 계약적 합의의 기능을 모두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GPL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상용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도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존재함

    - 이전에 GPL은 코드의 저작권 보유자인 리눅스 및 오픈소스 개발자를 위해 법정에서 

지지됐고, 이번 사건으로 저작권자뿐 아니라 GPL에서 부여한 권리를 사용자에게도 

적용됨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률 이슈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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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는 향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부상될 것을 대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wins big step forward for open-source rights

https://www.zdnet.com/article/software-freedom-conservancy-wins-big-step-forward-for-open-so

urce-rights/

- GPL legal battle: Vizio told by judge it will have to answer breach-of-contract claims

https://www.theregister.com/2022/05/16/vizio_gpl_contract/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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