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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과기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 사업 본격 착수

■ 개요

  ㅇ 2022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과 함께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을 위한 “2022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래그십)” 사업을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1. 플래그십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SW)의 이용 패러다임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구독하는 방식인 클라우드로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형 SW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SW 시장은 SW를 구매·

구축하는 방식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어, 서비스형 SW가 부족*한 상황임

＊ 국내 SW 기업 25,188개(`19년) 중, 서비스형 SW 기업은 780개(`20년)

(`20년 정보통신기술실태조사, `21년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ㅇ (사업개요) 플래그십은 클라우드 인프라 보유 기업과 서비스형 SW 기업의 

협력을 통해 산업별로 필요한 서비스형 SW의 전환, 신규 개발, 고도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임(2022년 250억, 52개社)

  ㅇ (추진분야) 산업별 클라우드 시장 전망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5대 산업분야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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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추진내용) 유망 산업 분야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국내 기업 컨소시엄 

형태) 중심 서비스형 SW(SaaS)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 추진

    - (인프라 기업)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서비스형 SW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및 고도화 지원

＊ SaaS 개발, 전환을 위한 IaaS, PaaS, 개발환경, 마켓플레이스 등 지원

    - (서비스 기업) 제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내 저성장 고착화·비대면 수요 등을 해결, 

생산성을 높이는 유망 서비스* 개발 추진

＊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무인(비대면), 자동화, 효율 분석 예측 서비스 등

 2. 2022년도 플래그십 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 분야·규모)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지능형물류, 스마트제조, 환경·

에너지 등 5개 지원 분야를 선정, 총 2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업무 

혁신·효율화를 위한 협업도구, 비대면 건강관리, 생산공정 지능화·자동화 

등 총 52개의 서비스형 SW 개발·전환·고도화 과제를 선정 및 지원할 

예정임

[그림] 사업구조도

[표] 2022년 클라우드 플래그십 산업분야별 주요서비스 및 기대효과

산업분야
개발·전환·고도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대효과

디지털워크
협업도구(메신저, 화상회의 등), 

자원관리(ERP, CRM 등)
Ÿ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로 업무 생산성 

향상, 소통 및 협업 강화 등 업무 환경 개선

디지털헬스 건강관리, 의료지원
Ÿ 의료기관 내 대면 최소화 지원 및 개인의 질병예방·만

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

지능형물류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Ÿ 최적화된 운송 경로 탐색 및 자동화된 물류프로세스로  

정확도 향상 및 운송비 절감

스마트제조
생산공정(전자분야) 

지능화·자동화
Ÿ 원격제어, 이상동작 탐지, 예지 정비 등을 통한 중소 

제조환경의 비대면·효율화 개선

환경·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
Ÿ 에너지절감, 지속가능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서비스 개발

로 환경 전반의 문제 개선

  

  ㅇ (지원내용) 유망 산업 분야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국내 기업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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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중심 서비스형 SW(SaaS)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 추진

    - (인프라 기업)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지원 도구, 클라우드 기술지원·컨설팅·마케팅·교육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

    - (서비스 기업) ➀ 기존 구축형 SW의 서비스형 SW 전환, ➁ 서비스형 SW 신규 개발, ➂ 
서비스형 SW 고도화(기존 서비스형 SW의 기능 추가 및 상품성 개선) 등을 위해 인프라 

기업의 지원을 받아 유망 산업 분야의 서비스형 SW 이용 확산을 추진

  ㅇ (향후 계획) 과기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사업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구현을 가속하기 위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서비스형 SW 확산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전 세계적으로 SW 이용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SW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 

클라우드 SW 시장 및 사용환경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SW 

기업간 협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선이 필요함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 사업 본격 착수 <2022. 6. 1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

eqNo=3181794&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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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문체부,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 개요

  ㅇ 2022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위)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함

  ㅇ (배경) 최근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NFT 콘텐츠가 나타나고 NFT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NFT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함

■ 주요내용

  ㅇ (안내서 이용 안내) 동 안내서는 NFT 거래소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고 있을 뿐,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 안전성을 확인하는게 아니며, 타 법령이 존재하면 해당 법령이 

적용되며,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따름

 1. NFT와 저작권

  ㅇ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 (구성) NFT는 ①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② 

속성 정보(Metadata: NFT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산 정보) ③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Meta

data에 링크 형태로 포함) 등으로 구성됨

    - (특징) NFT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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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Minting) NFT 발행은 토큰에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함

[그림] NFT 제작부터 구매까지 단계(예시)

  ㅇ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소설, 음악, 

사진, 영상, 회화, 논문, 강연, 시나리오 등)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음

    -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함

    - (저작권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되는 무방식주의(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주의)

    - (법적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은 

[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구분  • 화가, 작가, 작사가, 작곡자 등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짐

재산권

 • 저작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복제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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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함

 2.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

  ㅇ (판매자) 판매자 지위(저작자·양도·이용허락 받은 경우)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NFT 판매자는 저작권 보유 또는 이용 허락 확보가 필수

    - NFT를 판매할 때 NFT 구매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 필요

  ㅇ (거래소)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고지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 권장

  ㅇ (구매자)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 

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장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 이용 가능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ㅇ (권리자) 자신의 저작(인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가능

  ㅇ (유의사항)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NFT를 판매 시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 시 저작권 관련 사항 확인이 필수이며, 

거래소도 분쟁 예방을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의 사전 공지가 바람직함

 3. 향후 계획

  ㅇ (상담 운영) 문체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저작위와 보호원에서 NFT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함

  ㅇ (협의체 운영) 문체부는 NFT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NFT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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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NFT라는 새로운 개념은 등장과 동시에 인터넷 세상에 빠르게 도입되고, 

실제 작품뿐 아니라 디지털 아트 등도 NFT와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등장함

    - 가상자산의 재산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NFT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으므로, 법적 이슈에 대한 대비가 필요

  ㅇ NFT가 저작물의 가치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였고, 그 가치를 처음 

만들어낸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존재

  ㅇ NFT의 기반이자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며,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발생되는 쟁점 해결을 위해 SW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투자 및 지원 등의 정책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2022. 6. 14.>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535&pMenuCD=0302000000&pCurrent

Page=2&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220614092949340150019903_PRESS20

220614044651541150.pdf&rs=/attachFiles/viewer/result/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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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5월 통계 현황

  ㅇ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5월 한 달간(’22. 5. 1. ~ 5. 31.)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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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7건으로 나타났으며, 

  ㅇ SW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25건(32%), 설계(CAD/CAM) 19건(25%), 그래픽 13건(17%), 운영

체제 11건(14%), 기타 5건(6%), 전자출판 4건(5%)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2년 5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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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2-13호> 발간일은 7월 1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