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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원, 웹툰 등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콘텐츠는 유료이용이 점차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무료사이트 등이 난무하여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를 대다수 콘텐츠 창작자들은 합당한 권리를 보
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의 확대 및 업로
드 편리성, SNS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유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사용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라이선스 다
양화(사용자의 저작물 사용목적, 사용범위 및 활용수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저작권자가 사용권한을 차등화 하는 것)

와 디지털 저작물 유통편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간 디지털콘텐츠 저작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니즈 및 수용도를 파악하고 개인간 저작물 유통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라이선스 다양화, 사용자의 수용도, 개인 간 저작물, 거래활성화, 유통 플랫폼

Abstract  There have been gradually established paid using system on contents, such as sound source, webtoon 
etc, with which licences ar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rampant free sites still mostly relying on 
advertising revenue make difficulties on lots of contents developers and obstruct the protection of their 
resonable right. In this situation, we need systematic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 of authors and to maximize 
use of contents of us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andle the convenience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and the diversity of contents license(differentiating permission rate according to user’s purpose, scope, service 
period etc), based on the need of contents users. This paper implies to guideline to install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of individuals and to apprehend the need and acceptability of users in order to activat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 on individuals.

Key Words : diversity of contents license, Acceptability of users, contents of individuals, activat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 Distribu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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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콘텐츠산업이란 디지털콘텐츠를 수집, 가공, 제

작, 장, 검색, 송신 등 과 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이다. 이러한 산업 환경 하에서 작권자의 권리보호를 

한 작권 집 리는 권리자의 보호와 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한 것이다[1]. 그리고 작권 집 리업자는 

권리자를 신하여 이용자와 상을 통해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작물의 이용을 감시하는 것이다[2].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3], 이러한 집 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작권 침해의 부분은 포털, 

P2P, 웹하드, UCC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4]. 최근 Apple과 

Amazon을 비롯한 메이  랫폼 사업자들이 고 디지

털 콘텐츠 유통을 한 특허를 잇달아 신청하면서 콘텐

츠 제공업체가 아닌 소비자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합

법 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5].  이러

한 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범주로는 모바일 애 리

이션, e-Book, 디지털 음원, 기타 재 매가 허용된 디지

털 콘텐츠를 모두 포 하며, 고 거래 시 해당 콘텐츠의 

작권자에게 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 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6]. 이러한 개인 간 자유이용 라이선스는 작

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 활성화를 한 좋은 수단이

며, 이는 작물의 이용에 하여 작권 분쟁과 불법이

용에 한 방 차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도 있다고 한

다[7]. 이러한 맥락에서 ‘ 문가 인터뷰를 통한 디지털 콘

텐츠 시장의 황  개인 작물 라이선스 보호에 한 

조사 분석은 1인 창작자들의 창작콘텐츠에 한 개인 간 

작물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한 주요 성공요인을 제시

하고 있다[8]. 먼  작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작

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간의 합리  수익분배를 

제로 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형의 서비스제공자

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콘텐츠별 다양

한 라이선스 리  소비자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다

양한 기술  지원으로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이용편리성

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합법

인 작물 이용이 작물 이용자들에게 과연 편리하고 

용이한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9]. 이

용자의 입장에서도 콘텐츠의 어느 범 까지를 사용가능

한지 정확한 정보를 악하기 어렵다보니 새로운 방식의 

출 을 기 하고 있다. KBS의 경우 IP기반 미디어 서비

스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송콘텐츠 서

비스 개방형 아키텍처 (OASIS: Open Architecture for 

Systematic IP-based Services)라는 제작 시스템에서 자

동으로 콘텐츠( . 에센스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다

양한 서비스에 맞게 수집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10],  이러한 기 에 부응하여 최근 IT기술

의 발 과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등장에 따라 온톨

로지(ontology)가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11].  

이러한 기술들은 시맨틱 기술을 아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별 라이선스를 다양화(다양한 사용권한 부여)할 수 있다

는 것이며 사용자는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라이선스를 

선택, 이용함으로써 비용 효율 인 유통거래가 이루어지

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개인 창작자들의 다양한 작물에 해서는 작

물의 보호 리  이용활성화를 한 라이선스 다양화 

기반의 서비스 제공 랫폼의 필요성이 실 해 보인다.  

체로 유통되는 콘텐츠는 기존의 인기콘텐츠가 부분

이며, 불공정한 콘텐츠거래 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  문제들을 개선하기 한 신

 정책이 요구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

다[12]. 콘텐츠 거래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자 보호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하나의 법률  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콘텐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고, 이 

법률 내에 소비자 보호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한

다[13].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 편리성 기반의 개인 창

작물에 한 다양한 라이선스 체계구축의 필요성  사

용자의 수용도에 한 정량조사를 통해 개인 창작물 

랫폼구축에 그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온라인 서베이 조사

디지털콘텐츠의 일반사용자를 상으로 라이선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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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에 한 인식  필요성 여부, 그리고 수용도 등을 

악하기 해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유·무료 디지털콘텐츠 이용 경험자를 상으로 온라

인 서베이를 실시하 다.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불성실 

응답자 제외 는 정확한 상자 선정을 하여 1) 연령, 

2) 콘텐츠 이용 경험, 3) 유료콘텐츠 이용유무 등을 통해 

상자를 1차 필터링 하 으며 필터링에 통과된 상자

만이 본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실시하 다. 온라인 서

베이 최종 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문항간의 연 성, 연

속 동일 번호만 반복 으로 응답)등은 제외하고 최종 500

명을 본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체 조사항목은 주

이용 디지털콘텐츠, 이용디바이스, 라이선스 다양화 필요

성 인식, 라이선스 사용자 권한 다양화 기반의 개인 간 

작물 유통거래 랫폼의 필요성 등이다.

3. 분석 결과

3.1 프로파일 요약 내용

응답자들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직업에 한 기본

인 로 일을 [Fig. 1]과 <Table 1>에서 살펴보기로 한

다.  체 조사 응답자  30 의 참여자가 168명(33.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 가 159명

(31.8%)인 반면 조사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 했던 20

는 111명(22.2%) 응답으로 30∼40 보다 상 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 다.  다만 연령을 5세 단 로 구분했

을 때 25~29세의 남성 응답자가 49(9.8%)명으로 체 응

답자  가장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직

업군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회사원(57%), 문직 종사

자(12%), 자 업자 는 사업가(8.8%)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회사원(31.1%), 주부(26.7%), 학생과 

문직이 각 각(8.4%)를 차지하고 있다.

Male (n=249)

Female (n=251)

[Fig. 1] Profiling for Age and Gender

Gender
Total

Male Female

Job

Student
13

(5.2%)

21

(8.4%)

34

(6.8%)

employee
142

(57.0%)

78

(31.1%)

220

(44.0%)

Service
13

(5.2%)

17

(6.8%)

30

(6.0%)

Specialized job
30

(12.0%)

21

(8.4%)

51

(10.2%)

Research

/Development

7

(2.8%)

7

(2.8%)

14

(2.8%)

Government

Employee

10

(4.0%)

9

(3.6%)

19

(3.8%)

Designer
1

(0.4%)

2

(0.8%)

3

(0.6%)

Freelancer
5

(2.0%)

3

(1.2%)

8

(1.6%)

Businessman
22

(8.8%)

12

(4.8%)

34

(6.8%)

Housewife
0

(0.0%)

67

(26.7%)

67

(13.4%)

Look for a Job
1

(0.4%)

8

(3.2%)

9

(1.8%)

Unemployee

Person

5

(2.0%)

5

(2.0%)

10

(2.0%)

Et cetera
0

(0.0%)

1

(0.4%)

1

(0.2%)

Total
249

(49.8%)

251

(50.2%)

500

(100.0%)

<Table 1> Profiling for Resp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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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무료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현황

응답자 500명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이용수 이 콘텐

츠의 라이선스 다양화와 어떤 연 성이 있는가를 악하

기 해 먼  성별에 따른 유료 콘텐츠 이용수 을 [Fig. 

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남녀 모두 유료이용콘텐츠와 최

근 6개월 내 이용한 콘텐츠의 이용패턴이 어느 정도는 유

사한 행태를 보이는데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했던 콘텐

츠는 주로 화, 음악 련, TV 로그램, 드라마를 가장 

많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웹툰, 블로그/카

페, 이모티콘, 이미지/디지털사진 등이다. 유료로 이용한 

콘텐츠는 화, 음악 련 유료이용 경험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드라마, TV 로그램, 웹툰, 이모티콘 이용, 

블로그/카페 등의 수 은 유료보다 무료로 많이 이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원이나, 화 등은 P2P 등의 불

법 사이트를 제외하고 부분 유료화로 환되어 있어 

콘텐츠 유료화의 정책과 이용 황이 어느 정도 부합하

고 있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반면 웹툰, 이미지/사진, 

블로그 등은 부분 무료로 노출되어 있거나 고수익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유료이용의 수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Fig. 2] The plot of usage behavior for Digital
Contents by Gender

[Fig. 3]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요경로를 나타내며 

동 상 문사이트나 테마별 콘텐츠 문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1순  합: 56%) 상 으로 P2P나 토 트의 이

용률이 낮은 것은 응답자의 연령 가 상 으로 30∼40

 이며 직업도 학생보다는 주로 회사원, 문직, 주부 등

으로 직업군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g. 3] The Plot of The Usage Route for Digital
Contents

3.3 라이선스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

라이선스 다양화란 디지털콘텐츠를 사용범 , 용도, 

사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된 가격(무료포함)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라이선스 다양화는 디지

털 웹진(사진, 그림, 동 상, 음악, 텍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매거진, 블로그 포스트)로만 범 를 제한하

다. 그리고 서베이 참가자를 상으로 디지털 웹진의 

라이선스 다양화에 한 이용 경험 수 이 어떠한지를 

악하고 향후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에 있어 라이

선스 다양화 랫폼을 상용화 시 그 수용도 수 을 악

하고자 한다. 서베이 응답자의 44%가 라이선스 다양화

(가격 차등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체응답자의 

64%는 향후 콘텐츠의 사용목 이나 범  등에 따라 라

이선스가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Fig. 4]를 

보면 라이선스 다양화 경험 유무와 무 하게 체응답자

 8%만이 라이선스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Necessity Recognition for License
        Diversity of Digital Webzine

따라서 라이선스 다양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라이선스 다양화 필요성에 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수 을 악

하기 해 라이선스 다양화 이용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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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서 라이선스 다양화 필요성에 한 인식을 악해 

보기로 한다. <Table 2>를 살펴보면 라이선스 다양화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0.2%가 라이선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

들은 52.5%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이 40.3%이다. 이것은 라이선스 다양화 무경험자들이 

라이선스 다양화가 어떻게 용되는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과 으로 라이선

스 다양화 경험자나 무경험자 모두 차등화의 필요성에 

해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험자의 9.5%와 무경험

자의 7.2%만이 차등화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License Diversity

Experience Inexperience Total

n1 % n2 % N %

License 

Diversity 

Necessity

Certainly 

Necessary
23 10.4 19 6.8 42 8.4

Necessary 155 69.8 127 45.7 282 56.4

I don't know 23 10.4 112 40.3 135 27.0

Unnecessary 17 7.7 15 5.4 32 6.4

Certainly 

unification
4 1.8 5 1.8 9 1.8

Total 222 100 278 100 500 100

<Table 2> Recognition for License Diversity
           Necessity by Experience for L. D.

그 다면 콘텐츠별 라이선스 다양화는 어떤 형태로 

다양화 되어야 하는가에 해서는 [Fig. 5]에서 제시되어

지는 바와 같이 콘텐츠의 이용방법  목 (단순열람, 다

운로드 등)에 따라(29%), 이용횟수(1회, 3회, 무제한 등)

에 따라(24%), 소장기간에 따라(17%), 디지털 웹진의 수

에 따라(12%), 사용자의 재창작 는 인용을 한 이

용범 (8%), 재창작콘텐츠의 공유 는 유통(8%) 등으

로 응답하 다.

[Fig. 5] Composition Types about License 
Diversity

3.4 스마트 보드 도입에 대한 태도

개인 창작 디지털콘텐츠를 수집, 가공, 제작, 장, 검

색, 송신 등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별 콘텐츠에 다양한 라이선스 기능을 기술 으로 구 한 

앱 기반의 서비스제공 랫폼을 가칭 스마트보드라 정의

한다. 스마트보드 랫폼은 다양한 동 상, 사진, 이미지, 

웹툰 등과 결합된 Text 심의 콘텐츠(디지털 융복합 콘

텐츠)를 포함하여 개인 간 유통을 할 수 있는 랫폼이

다. 다시 말해 스마트보드 안에서는 개인이 창작한 콘텐

츠별로 작권자가 라이선스(사용권한)을 콘텐츠 사용범

, 기간,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면 사용자는 본

인에게 필요한 라이선스만을 구매하는 등 콘텐츠를 자유

롭게 팔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앱 기반 랫폼이다. 

스마트보드 구축을 제로 소비자의 수용도 조사를 통해 

스마트보드 내에 요 요소, 필요성, 사용의사 등을 조사

하 다. 분석 결과에서 특히 라이선스 다양화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스마트보드에 한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악한 결과를 <Table 3>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이선스 다양화 경험자일수록 디지털 웹진의 이용 경험이 

많으며(χ2, 36.289, p-value 0.005), 경험자 일수록 라이선스 

다양화 와 콘텐츠의 가격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라이선스 다양화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 

보드 이용 의사에 해 정 인 반응(75.2%)을 보이는 반

면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52.9%만이 이용의사가 있어 

향후 스마트보드 이용의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χ2, 32.555, p-value 0.000).  따라서 사용 권한에 따

른 다양한 액제 등을 이용해 본 고객들은 스마트보드의 

이용 의사가 있으므로 개인 간 창작물 유통을 한 다양한 

라이선스를 확 하고 이용 경험을 극 화 시키는 것이 동  

라이선스 다양화의 요 역할이 될 것이다.

  df p-value

The Reason about Using Route of Main Contents  26.598 11 0.005
Using Experience of Digital Webzine 36.289 1 0.000
Necessity for License Diversity  56.508 4 0.000
Upload Experience about Digital Contents 46.714 1 0.000
Income Obtain Experience from  Individual 

Digital Contents Creation  
11.441 1 0.001

Key Factors for Using Convenience 9.575 4 0.048
Necessity for Traceability management in Smart Board 20.295 4 0.000
Necessity for Recommendation Service in Smart Board 19.195 5 0.002
Necessity for Price Diversity in Smart Board  15.624 4 0.004
Intention of Use for Smart Board 32.555 4 0.000

<Table 3> Significance Test result about Each 
Variables by L. D. Us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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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spondence Analysis between
Intention Use for Smart Board and
key success Factor among the 
contents Delivery 

스마트보드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 가장 요하다

고 생각하는 요인 간의 응 계를 롯으로 그려보면 

[Fig. 6]과 같다.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를 부여

하는 스마트보드 내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존

재할 때 반드시 는 필요시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콘

텐츠의 수 , 보유 콘텐츠의 규모, 추천서비스, 희소성 있

는 콘텐츠 의 보유, 다양한 라이선스 차등화, 이용 차의 

편리성 등을 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마트 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

으로 콘텐츠 유통 상의 주요 요인에 있어 어떤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4. 결론

기존의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은 

음악, 화와 같은 실행 불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과 을 통제하기 해 개발 되었다[14]. 그러나 다양

한 디지털 기기 사용 환경에서 랫폼 사업자별 서로 다

른 DRM가술을 사용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서비스  

제품의 시장범 가 제한되는 문제와 사용자 입장에서 사

용 환경에 따라 근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가 한정 

될 수 있는 문제 이 야기된다[15]. 다수의 디지털 콘

텐츠가 단일 라이선스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에서 보다 

극 인 콘텐츠의 사용 활성화를 해 디지털콘텐츠 이

용자를 심으로 개인 간 작물 유통을 한 동 라이

선스(라이선스의 다양화)의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과거에 유료콘텐츠 이용여부와 계없이 다수 

소비자가 라이선스 다양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다양화 기반의 새로운 랫폼 도입 시 사용 의

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수용도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선스 기반의 개인 간 콘텐츠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랫폼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

것은 차 늘어가고 있는 개인 창작자들과 이들의 콘텐

츠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 인 

방식으로 콘텐츠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여

겨진다.  더불어 아직 체계화 혹은 다양화 되어 있지 않

은 웹진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시장에 새로운 질서

가 자리 잡힐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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