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

지식서비스 융합시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재*, 한경석**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Usage of the Digital Copyright 

Exchange in Knowledge Service Convergence Era

JUNG-JAE LEE
*
, KYEONG-SEOK HAN

**

요  약  클라우딩 컴퓨팅과 스마트 환경에서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
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지식서비스 융합시대에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 유사한 증권거래소, 전자문서유통, 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토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
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디지털 정책, 디지털 콘텐트, 저작권, 지식서비스 

Abstract  Digital contents market has been drastically increasing under Clouding Computing and Smart Phone 
environment. The Contents industry is going to be more essential portion than manufacture or servic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One good example of high value-added contents is the Harry Potter series which exceeds 10 
years' net profit of Hundai automobile company. This one example shows us very well that digital contents 
market as a core-engine for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is economically influential and attractive as well. This 
study focuses on activation of Digital Copyright Exchange in knowledge service convergence era. First, it 
examines other services like stock exchange, electronic documents and authentication certificate etc. which are 
similar to DCE service. Then it analyzes what factors make copyright industry have interested in the DCE the 
through technology acceptance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nally, this study evaluates how the 
DCE contributes to copyright industry overall including fair utilization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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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디지털 작권 산업 시장은 매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작권산업은 스마트 기기 

환경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

게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작물 유

통 채 의 다양화와 격한 발달은 작물에 한 불법 

복제와 배포를 용이하게 하 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상

의 불법 복제 등 작권 련 이슈가 최근 부상하면서 

작권 보호를 한 법제도가 지속 으로 정비되어 왔다. 

아울러 문화와 여가 생활에 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그

에 따라 작권  콘텐츠 련 산업의 지속 인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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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있다. 한 음악, 상, 방송, 자출  등 각 분

야에 걸쳐 있는 작권 산업은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

극하는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한편 이해 계자의 소극 인 참여와 제도  지원 부

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디지털

작권거래소 사업의 일환인 통합 작권 리시스템 사

업이, 이해 계자의 이익을 변하고 서로 력할 수 있

는 상생 구도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한 이해 계자간 력, 유 강화를 통하여 공동의 이

익을 증진하고 국내 작권산업의 건 한 발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디지털

작물 유통 인 라가 효율 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지

털 작권거래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해 계자의 

극 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작권거래소에 한 이해 계

자의 이용의도에 해 기술  수용 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해 밝힘으로써 디

지털 작권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증  분석에서 

검증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 다.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 으며 작권 련 단체, 서비스사업자, 이

용자 등을 설문 상으로 하 다.

2. 저작권산업 현황

2.1 국내저작권 산업 현황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6조 1,039억원, 

종사자는 52만 5,572명, 수출액은 1조 725억원, 투자액은 

3,967억원으로 나타나며,  분기 비 매출액은 약 4.2%

증가, 종사자는 약 0.6%로 분기와 비슷하며, 수출액은 

12.9%로 증가하 으며, 년 동기 비 매출액은 약

17.5%로 증가, 종사자는 약1.1%로 증가, 수출액은 약

3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2분기 산업별 매출액을 보면 출  산업이 4조 

9,20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

기 비 약 3.7% 감소하 으며, 게임 산업은 2조 3,251억

원으로 분기 비 약 7.7%로 증가, 캐릭터산업 1조 

7,994억원으로 분기 비 10.3%증가, 지식정보산업 2

조 2,422억원으로 분기 비 약 5.1%로 증가, 고 산

업 1조 7,923억원으로 분기 비 약 14.3%로 증가, 음

악 산업은 9,884억원으로 분기 비 약 12.2%로 증가, 

화산업 8,241억원으로 분기 비 1.8%증가, 애니메

이션산업은 1,452억원으로 분기 비 약11.9%증가, 만

화산업은 1,765억으로 나타났다.[1]

2.2 국내저작권 관련 단체

작권 권리정보의 체계 인 리를 한 방안으로 

국내에는 총 12개의 집 리단체가 있으며, 음악 분야

에 한국음악 작권 회, 한국음원제작자 회,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등 3개 단체, 어문분야 한국문 학술 작

권 회, 한국 복사 송권 회, 한국방송작가 회, 한국

시나리오작가 회 등 4개, 화 한국 상산업 회, 한국

화제작가 회 등 2개, 방송분야 한국방송실연자단체

회 1개, 뉴스분야 한국언론진흥재단 1개, 공공콘텐츠 분

야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개 등 작권신탁 리 단

체가 작권 권리 리정보를 집 으로 리하고 있다. 

이 게 리하는 작물에 한 권리 리정보를 작권

거래소의 시스템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2.3 해외 저작권 관련 단체

2.3.1 ISAN-IA

국제표 시청각작품번호국제기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International Agency)으

로 스 스에 본사를 두고 각 국가별 지사(기 )를 가지고 

있는 비 리 기 으로 ISAN의 총 기구의 주요 기능은 

권리 보유자간의 로열티 할당 지원, 시청각 작물의 사

용내역 추 , 정보검색  표제 등록의 검증 등 해 행  

방지, 버 이나 제품정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 인 식별 

시스템을 한 기 를 제공, 방송자동화, 자동 추   검

색시스템 등의 응용분야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3.2 FIMIC(Finland Music Information Center)

FIMIC(Finland Music Information Center)는 핀란드 

음악에 한 국내외 로모션  마  지원을 주요 목

으로 한다. FIMIC의 주요 기능은 핀란드 국내외에서 

음악에 한 문 인 고객 서비스 제공, 세계의 음악 분

야 선두주자들과 범 한 네트워크를 형성  지원 리, 

미디어, 축제 제작자  에이 트에게 핀란드 음악에 

한 컨설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핀란드 음악을 기획 총

하는 활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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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디지털 작권거래소는 작권정보의 등록, 변경추 , 

보안, 검색, 리포트, 분석을 하여 작권 정보를 통합

으로 제공하고 작권 업무 효율성 증 를 목 으로 한

다. 작물에 한 데이터는 기 에 맞춰 표 화 과정을 

거친 후 통합된 장소에 등록되고, 작물 이용자(배

사, 서비스, 단체 등)는 통합된 장소로부터 표 화된 다

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

다. 신규 고객에게 표 화된 기술과 룰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로벌 

비즈니스로의 확 를 통한 신규 수익의 창출 기회를 제

공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 작권거래소에 용

하여 Davis(1989)[3]가 제안한 정보기술수용모델(TAM)

을 이용하여 디지털 작권거래소를 이용하는 주 상자

인 서비스 권리자  서비스 사업자의 이익을 증 시키

는 요소에 해 밝 내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이러한 주요요인 7가지가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

자들에게 하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 향에 의하여 불법 작물 유통 감소에 향을 미치

게 되는지, 한 결과 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의 이익증

에 향을 미치는 지 밝 내고 련된 시사 을 도출

하여 향후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마  략을 한 참

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 불법 작물 유통 감

소, 이익증 라는 변수들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다음

과 같은 변수의 조작  정의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용용이성, 

이용유용성, 운 시스템, 정보보안성을 요한 요소로 여

기고 활용하고자 한다. 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를 발 시키기 해 일반 으로 연구에 이용하

는 변수인 거래소 인지도와 사업 모델을 추가하여 본 연

구의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7

요인으로 변수를 설정하 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디지털 작권거래소라는 새로운 분야를 다

루는 연구이므로 자료수집의 상을 재 작물을 리 

감독하는 주요 기   단체의 문가와 이용자  권리

자로 한정하 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순부터 시작하여 8월 순

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었으며, 29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총 25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고 이  설문항목의 

락  불성실 응답자들의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221개의 

유효한 설문을 최종 으로 통계분석에 사용하 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표 4-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세부 인 합지수

를 보면 t≥1.96이므로 각 요인의 항목들 간에 수렴타당

성이 있다.[4]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일반 으로 0.6 이상

의 값이 나와야 하며, 분산추출지수는 구성개념에 한 

측정변수의 설명력(공통분산)을 의미하는데 일반 으로 

0.5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한다.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도가 

0.6이상이며, 분산추출지수가 0.5를 상회하므로 본 연구

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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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수 연구모
형 임계치 기

합지수

X² (p)
354.970 
(0.000)

p ≥ 0.05∼0.10
(표본크기 민감)

X²/df 1.606 1.0 ≤ X²/df ≤ 2.0∼3.0

GFI 0.885 ≥ 0.8∼0.9

RMR 0.118 ≤ 0.05∼0.08

RMSEA 0.052 ≤ 0.05∼0.08

증분
합지수

AGFI 0.844 ≥ 0.8∼0.9

NNFI 
(TLI)

0.931 ≥ 0.9

CFI 0.945 ≥ 0.9

IFI 0.946 ≥ 0.9

간명
합지수

PNFI 0.695 ≥ 0.6 (간명도 여부 고려)

PGFI 0.652 ≥ 0.5∼0.6(간명도 여부 고려)

<표 4-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법/제

도

거래

소 인

지도

사업

모델

용이

성

유용

성

시스

템

보안

성

이용

의도

불법

감소

이익

증

법/제도 0.515 　 　 　 　 　 　 　 　 　

거래소 인

지도
0.158 0.512 　 　 　 　 　 　 　 　

사업

모델
0.032 0.000 0.771 　 　 　 　 　 　 　

용이성 0.029 0.073 0.039 0.515 　 　 　 　 　 　

유용성 0.065 0.189 0.000 0.169 0.600 　 　 　 　 　

시스템 0.116 0.211 0.003 0.228 0.105 0.634 　 　 　 　

보안성 0.023 0.101 0.068 0.219 0.126 0.033 0.808 　 　 　

이용

의도
0.072 0.454 0.046 0.365 0.234 0.270 0.402 0.613 　 　

불법

감소
0.196 0.137 0.005 0.090 0.086 0.134 0.099 0.317 0.601 　

이익

증
0.221 0.251 0.019 0.172 0.236 0.299 0.305 0.516 0.464 0.628

<표 4-2> 판별타당성 분석[6]

측정요인 FL R² Error t값
개념 

신뢰도
AVE

법/제도

A1 0.690 0.476 0.524 7.854

0.715 0.515A3 0.784 0.615 0.385 -

A4 0.675 0.456 0.544 6.669

거래소 인지도
B1 0.620 0.384 0.616 6.956

0.674 0.512
B4 0.800 0.640 0.360 -

사업
모델

C2 1.139 1.297 -0.297 -
0.854 0.771

C3 0.495 0.245 0.755 3.062

용이성
D1 0.676 0.457 0.543 7.185

0.679 0.515
D3 0.757 0.573 0.427 -

유용성

E1 0.748 0.560 0.440 11.163

0.812 0.600E2 0.950 0.903 0.098 -

E4 0.581 0.338 0.662 8.645

시스템
F1 0.955 0.912 0.088 -

0.767 0.634
F2 0.597 0.356 0.644 6.670

보안성

G2 0.881 0.776 0.224 19.332

0.927 0.808G3 0.911 0.830 0.170 -

G4 0.905 0.819 0.181 20.393

이용
의도

H2 0.724 0.524 0.476 11.787
0.759 0.613

H4 0.838 0.702 0.298 -

불법
감소

I1 0.855 0.731 0.269 -
0.784 0.601

I2 0.748 0.560 0.440 10.075

이익
증

J1 0.802 0.643 0.357 -

0.835 0.628J3 0.810 0.656 0.344 13.284

J4 0.764 0.584 0.416 12.331

<표 4-1>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다음으로 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Fornell & Lacker(1981)[5]의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두 요인 사이에서 구한 평균 분산 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각 개념들 간의 상 계수

의 제곱 값, 즉 결정계수(R²)보다 크면 요인 사이에는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표 4-2>를 

살펴보면 각 구성 개념들 간의 상 행렬을 나타낸 것으

로 각 요인 사이에서 구한 평균 분산 추출값이 각 요인들

의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구성개념 간에는 

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검정

연구모형의 합도는 합도 법칙(nomological) 타당

성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완 모형에서의 구성개

념 는 요인들 간 일련의 인과 계 법칙과 련된다.[7]

따라서 완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의 합도를 먼  검증

한 후 각 요인 간 인과 계  효과를 분석하 다.

<표 4-3>는 최종 으로 분석된 연구모형의 반  

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 으로 우수한 모형 합

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요인들 간 인과 계가 실제

자료와 잘 부합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법칙타당성을 입증 

할 수 있다. 

다음 세부 인 합지수를 보면 t≥1.96이므로 각 요

인의 항목들 간에 수렴타당성이 있다.[8] 구성개념의 신

뢰도는 일반 으로 0.6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하며, 분산추

출지수는 구성개념에 한 측정변수의 설명력(공통분산)

을 의미하는데 일반 으로 0.5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한다.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도가 0.6이상이며, 분산추출지수가 

0.5를 상회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구성

개념들이 권고기 을 만족하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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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독립
경로
계수

t값 p값 결과

디지털
작권

거래소 
이용의
도

법/제도 개선 
필요성

0.084 1.197 0.231 기각

거래소 인지도 0.288 3.417 *** 채택

사업모델 0.062 1.154 0.249 기각

이용용이성 0.125 1.415 0.157 기각

이용유용성 0.124 2.156 ** 채택

운 시스템 0.240 2.697 ** 채택

정보보안성 0.373 5.119 *** 채택

불법 
작물 

유통감
소

디지털 작권거
래소 이용의도

0.575 6.964 *** 채택

이익증
0.676 8.037 *** 채택

이익증 불법 작물 
유통감소

0.384 5.216 *** 채택

<표 4-4> 경로분석

가   설 검증

가설1

가설
1-1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은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기각

가설
1-2

거래소 인지도는 디지털 작권거
래소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채택

가설
1-3

사업모델은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
이다.

기각

가설
1-4

이용용이성은 디지털 작권거래소
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기각

<표 4-5>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1-5

이용유용성은 디지털 작권거래소
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채택

가설
1-6

운 시스템은 디지털 작권거래소
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채택

가설
1-7

정보보안성은 디지털 작권거래소
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채택

가설2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는 
불법 작물 유통 감소에 정(+)의 
향을  것이다.

채택

가설3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는 
이익증 에 정(+)의 향을  것
이다.

채택

가설4
불법 작물 유통 감소는 이익증
에 정(+)의 향을  것이다.

채택

자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단할 수 있다. 

4.4 연구가설 검증

다음 <표 4-4>와 <표 4-5>에서 결과를 볼 수 있듯이, 

가설 1은 법/제도 개선 필요성, 사업모델, 이용용이성 요

인이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므로 거래소 인지도, 이용유용성, 

운 시스템, 정보보안성 요인만 이용의도에 정의 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 부분  채택으로 결론을 낼 수 있

다. 한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와 불법 작물 

유통감소, 이익증  요인 간의 계를 가설로 나타낸 가

설 2, 가설3, 가설4는 모두 정의 향을 나타내어 채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작권거래소 활성화를 한 거래소

에 참여하는 이해 계자의 극 인 이용의도에 해 기

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작권산업의 유통체계  건 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기존에 디지털 작권거래소에 한 

국내외 연구가 무하여 정책 인 취지에서 유사한 증권

거래소, 자정부, 공인인증  공인 자문서 등과 련

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설문

지 방식으로 본 연구모형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7가지 이용의도 요인 

 거래소 인지도, 이용유용성, 운 시스템, 정보보안성

은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나

타냈다.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참여 상이 될 다수 그

룹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극 인 홍

보만 이루어진다면 재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거래소 

이용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디지털 작권거래

소가 작자 정보, 권리 리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제공한다면 이용자입장에서 거래소가 이용에 유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운 시스템

인 면에서 재 디지털 작권거래소에서 운 인 작

권 리번호, 작권정보 등 표 화된 편리한 유통시스템

을 이용해본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 던 편리함이, 거래

소를 통해 제공받는 통합  정보와 체계 인 시스템이 

업무효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반 된 결

과로 보여 진다.  이용자들은 디지털 작권거래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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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정보유

출을 지 했던 만큼 정보보안이 철 해진다면 이용 의도

에도 좋은 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법․제도 개선 필요

성, 사업모델과 이용용이성은 디지털 작권거래소 이용

의도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디지털 작

권거래소 이용 의도는 불법 작물 유통 감소에 정(+)의 

향이 있으며, 디지털 작권거래소 이용 의도는 이익증

에 정(+)의 향이 있어, 결과 으로 불법 작물 유통 

감소는 이익증 에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용자의 가장 큰 이슈는 작물 유통 시 불법 으로 

유통되는 작물에 한 차단 등 리에 있으며 디지털

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체계 으로 모니터링, 필터링 등

의 불법 작물에 응을 함으로써 불법 작물 유통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 체계화된 작권 유통

임을 통해 이용자의 작물 유통을 리  지원하여 

새로운 수익증   불법 작물 유통 등의 응을 통하

여 이용자의 이익증 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작권거래소에 해 처음 시도되는 

논문으로 시사 과 의의를 가지지만 반 로 선행연구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 통계에 활용한 설문조사 상이 

일반 이용자 등 넓은 상을 포 하지 못하고 일부 련 

집단으로 제한되었다는 에서 근본 인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안고 있는 한계 을 추가 

 보완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디지털 작권거래

소를 통해 작권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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