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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ded Fair Use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김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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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

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

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

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

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자 기여 콘텐츠, 디지털 복제, 디지털 제조, 공정이용

Abstract The concept and discussion of copyright should reflect changes in using environments of digital 
properties and developments of technology. Further discussions are required about protection, transfer and usage 
of copyright for user created contents or digital activities. Digital archives should clarify the ranges of permitted 
usage or guides to quotation. One should not be biased toward regulating digital copying, but consider the value 
of diverse transformation of digital properties. This will trigger ten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usage, or 
sharing of digital fabrications, which leads to the necessity of discussions on policy level. The interpretation of 
copyright is limited to protecting the copyright owner’s right, but it should be suggested to widen the range to 
permitting fair use. The extended fair use of digital contents and by clarifying specific rules will activat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contribute to more productive usage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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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작권법은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저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문화 및 관

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곧 지식은 사회적인 것

이며 모든 이에게 속한다고 보아 개인에게 배타적 권리

를 부여하는 것은 그 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북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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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최선의 법적 수단이라고 보는 공리주의적 전통과 이

에 반하여 지식은 개인의 불가침의 사유재산으로 아이

디어에 대한 영속적인 자연권이 존재하며 그 권리를 법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연권을 성문법에 확

인하는 것이라는 자연권주의 전통이 있다.[1]

하지만 탄생 배경과 의의는 소유권자의 창작에 대해

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과 관련한 노력과 시간

을 재산적 의미에서 보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 전파하는 것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보

는 데는 이견이 없다.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창작활동

활성화라는 축과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배타적 권리에

대항한다는 공정이용의 축 간에는 긴장이 있어 왔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왔다.

저작권이 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문화의 일부이므로,

사회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내용과 적용 범위,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저작권법이 형식적으로는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정되기는 하지만, 실

질적으로는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이다.[2] 디지털 경제에서는 생산한 정보가 자유롭

게 공유되면 지식의 소비와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상업화된 정보도 상품화의

벽을 넘어야 소비된다. 이는 정보의 공유와 향유라는

측면과 저작권을 강화하여 폐쇄성을 높이는 측면을 같

이 가지고 있어 쟁점이 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

가 사라지고, 복제와 공유가 쉬워지고 있어 저작권의

쟁점들을 기존의 법적 규정이나 기술적 보호 장치, 시

장의 논리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과 관련한 주제들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개방과

공유, 참여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디지털 경제와 저작권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

게 되었다. 먼저, 단일 국가나 지역 내로 국한되는 것이

전 세계가 글로벌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저작권이 국

가나 특정 집단의 기득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

다. 수차례 협약의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초 10년에서 사후 14년, 50년, 70년 등으로 지속적으

로 확장하여, 저작권을 강화해 왔다. 저작권이 갖는 공

익성이 저작물 이용 기회 확대보다는 자국 또는 기업의

저작권 보호 또는 산업의 육성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가 갖는 위상은

기술, 문화, 정치경제의 상호관련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

다. 인쇄혁명이 책이라는 형태로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라는 개념을 낳았다면,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복제

는 지식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게 만

들었다. 지식 산업의 확장과 함께 정보는 상품화 되어

새로운 정보 상품을 만들고, 또 이미 만든 정보를 상품

화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은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

리를 통해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한다. 반면 디지털 정

보는 소유보다 사용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정보의 쌍방향 흐름과 공유의 관점에서는 사용자는 단

순 소비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정보 생산자이자 사용자

가 되어 정보의 생산과 전파, 소비의 중심에 선다. 디지

털 복제의 기술적 특성과 함께 정보의 배타적 권리의

성격이 바뀌고, 각 이해 집단간의 협력과 대립 관계 역

시 계속 변화하고 있다.

Ⅲ.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

1. 이용자 활동 및 기여 콘텐츠

이용자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만들고 사용하

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나 기여 활동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미

미하다. 이용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접속

하여 남긴 정보는 더 이상 이용자의 수중에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이동되어 다른 정보들과 섞여

소유권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등

록한 글, 사진이나 프로필, 친구 맺기, 퍼온 링크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 마케팅, 제3의 사업자와의 비

즈니스 모델 등으로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이용자가 약관 상 정보의 소유권

은 가지고 있어서 IP 계정과 올린 콘텐츠를 삭제하면

되지만, 약관에서 양도를 포함한 제반 라이선스를 페이

스북에 부여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타인과 공유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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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에 관계없이 공유되어 버린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없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약관은 이용자가 게재한 콘

텐츠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2] 페이스북 등의 SNS가 ‘참여’라

는 공간과 일부 ‘보상적’ 형태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이용자가 활동하고 만든 콘텐츠를 집적하고 변형하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갖게 된다.

이용자들은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기존의 저작물

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SNS는 정보,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까지 공유하는 플

랫폼이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다. 폐쇄

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홈피에 저작물을 게재

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있으나 다른 많은 경우는 쟁점이 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면 그들이 기존의 저작

물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

지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4] 디지털 환경의

이용자들은 창작의 자유와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개방

적 접근으로 새로운 창작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SNS가 가져간 배타적 권리를 콘텐츠 제공자와 나누고,

이용자들이 그 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여지를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수집, 공유하는 디지털 아

카이브(Digital Archive)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문화정보기관이 이용자들을 단순한 관

람객이나 수동적인 고객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의 제

공, 운용, 이용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물관, 도서관 등의 소셜태깅 서비스부터 이

용자들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저장된 디

지털 정보에 이용자들이 직접 개입하여 가치를 창출하

게 하는 크라우드 소싱 서비스까지 그 형태와 참여방식

이 다양하다. 2차적 저작물 구성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5]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

장, 양도 및 이용 등과 관련한 본격적 논의가 거의 없

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콘텐츠 제공 이용자들의

저작물 권리를 양도할 때 비영리와 연구 목적을 명시하

도록 정하고, 콘텐츠를 등록할 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을 표시하고 이용허락의 범위와 인용

가이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

이다.

2. 디지털 복제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기술 현실에서 대상을 베끼

고 변형하는 복제(Copying)는 일상적이 되었다. 복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로 뉴스콘텐츠를 제작, 가공, 배

치하는 뉴스 큐레이션과 음악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음반에서 소리를 샘플링

하여 새로운 음반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상호참조와 복제가 급증하는 디지털 시대

에서 표현이 중첩되고, 연관 표현이 매우 증가할 수밖

에 없다. 뉴스콘텐츠나 음악, 예술에서 보이는 리믹스

(Remix), 매쉬업(Mash-up), 패러디(Parody)도 복제생

성과 변형방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6][7] 패러디

가 원작을 모방, 변형, 풍자하여 새로운 표현이나 주장

을 부가한 것과 같이 리믹스, 매쉬업 등의 복제와 변형

활동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사회적 효용을 낳을 수

있다.[8] 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창의적

으로 모방하려고 해도 접근이 어려워 법률 위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대중 복제문화의 확산이라는

현실과 이용자의 문화 권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

면, 복제의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여 공유와 공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대중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복제한 것에 대한

공적보상과 사회적 증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6] 단, 이의 확산으로 대중이 향유하

는 정보 공유지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

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CL(Creative Common License)의

관점을 참조할 수 있다. CCL은 기존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P2P 등을 통해 탈상업화와 공유를 촉진하

는 계기로 작용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법적

안전망을 풀되, 창작물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정하지 않

는다. 디지털 기술이 야기한 온라인상에서의 복사와 스

크랩을 통한 정보 공유행위의 사회문제화, 저작권법 차

원에서의 갈등을 공유와 개방으로 풀자는 주장이 핵심

이다.

3. 디지털 제조

팹 랩(Fab Lab),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메이커 운동 등으로 불리는 디지털 제조가 활성화되고

있다. 디지털 제조는 디지털 환경, 대용량 컴퓨터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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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CNC 공작기계 등 디지털 제조장비의 보급과

3D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에 의해 공간 어디에서나, 누

구나, 무엇이든 디지털 제조장비로 출력할 수 있고 기

업이 아닌 개인도 직접 생산,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

다.[9] 메이커 운동을 다루는 모든 담론들이 ‘디지털제

작’만을 메이커 운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메이

커 운동의 주류적 담론들은 디지털 전환을 주요한 변별

점으로 삼는다는 점, 디지털 제작도구의 사용만이 아니

라 온라인을 통한 공유와 협력을 논한다는 점에서 디지

털이 기준이 된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10] 곧 여

러 제작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을 복제하고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개

인 창작과 사적 이용 등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보급과

대중화 추세는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저작권의 활용

이 늘어나지만, 공유와 산업 간의 분쟁 역시 늘어날 것

이다.[11] 오픈 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3D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유통, 협업을 통해 혁신을

창출한다는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복제가 용이해

지면서, 소량 생산과 개인적 이용 측면과 대중적 이용

의 경계가 모호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조항과

공적 이용에 근거한 저작권 적용이 부딪칠 수 있다. 저

작권법 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

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

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

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대 축인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차원

의 긴장을 드러내고, 2차적 저작물 구성과 보호 범위도

정해야 하지만, 아직 저작권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부족하다. 저작의 활성화를 위해 2차 저작

물의 보호 축소,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

하는 공정이용 규정 확대, 3D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 촉

진을 위한 라이선스 부여,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활성

화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9]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고, 창작의 희소성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성 개념과 저작물 자

체의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고, 공공성의 측면에서의 접

근 역시 요청된다. 일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도면이

아닌 3D 프린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사적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CCL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

도 논의해 볼 수 있다.[11]

Ⅳ. 저작물 공정이용의 적용 확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

용자 관점에서 창작의 참여와 결과 저작물 공유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저작물 사적복제 및 공정이용

과 관련을 가진다. 사적복제는 각 국의 법제에 따라 공

정이용의 법리에 해당되거나 사적복제의 예외라는 저

작권 제한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난

다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다고 본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복제 규제는 저작권체제에서 저

작물 자유이용의 기회를 줄임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통

해 문화향상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저작권법 본래

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12] 네트워크 환경에서

는 P2P,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사적복제

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저작물의 사적 복제가 일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

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공정이용의 이론적 근거는 공평

의 원칙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가 소비자 및 이용자이기도 하므로 이전 저작물을 보거

나 이용한 후에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자신의 저작

물도 다른 사람이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다. 새로운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인지가 중요한데, 이는 원 저작물을 새로운 표현, 메시

지 등을 통해 변형시켜서 원 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가

치를 부가하여야 한다. 변형적 이용행위에 의해 기존

저작물과 다른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저작물이

생겨난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 축적에 보탬이 되므

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7] 현실

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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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구성권과의 관계인데,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새로운 표현형식으로 변형한 것이지만 공정이용 표현

작품과 다른 점은 원고 작품의 표현을 이용함에 있어서

목적의 변형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용 목적의 변

형의 예에는 패러디, 상징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리믹스, 매쉬업, 패러디와 같은 복제생성과 변형은

대중적으로 일상화된 현실과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 이

용한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공적 이용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인용할 수 있는 것처럼 녹음물에 대하여 보호하는

저작인접권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인용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저작인

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

우라면 기존의 음반에서 원음을 추출하여 새로운 음악

을 만드는 샘플링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패러디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

다.[13]

UCC로 대표되는 이용자 활동과 생산된 콘텐츠는 제

작 성격상 창작성이 있고, 수용자도 발전적으로 진화하

며, 자유이용과 가깝고, 비 상업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공정 이용 확대를 뒷받침한다. N스크린 서비스[14]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방송콘텐츠 사용의 편의성이 높

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저

작권 관점에서는 공정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경

우에도 저작권법의 근본목적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이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공정한 이용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정이용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라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의 경우에도

복제가 쉽고, 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경계가 모호

하며, 2차, 3차 저작물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면에서 저

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의 근거를 정당화할 수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표현

을 복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복제 등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저

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을 위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발전되

었다. 공정이용을 확대 적용하고자 저작물이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정의에 입각해서

이용목적의 변형이란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

상, 감정,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저작권

법이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의 논리로 끌

어들이자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를 통한 참여의 확산과 이를 통해 민주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범위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저작자의 권리 옹호 못

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문화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링크

(Link)기술, 모방과 변형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2차적 저작물 구성

을 너무 쉽게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저작물의 생산적

이고 창조적인 요소를 변형적 이용 여부 판단에서 잘

고려해야 한다. 또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이 요청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

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15]

Ⅴ. 결 론

정보는 다른 대상에 비해 법률적 보호가 작으며 정

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 점유,

통제할 뿐이다. 이는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식

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하고자 위함이다. 표현의 자

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천부인권의 하나이나, 저작

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 표현의 자유의 수단적 성

격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에 선행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는 반면, 저작권은 공중의 이익

을 기반으로 한 제한된 권리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기간의 확장, 콘텐츠의 상업

적 활용 촉진과 공공적 활용의 제한 등으로 디지털 공

간이 대중의 선택보다는 기득권의 유지에 치우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은

기존의 법적 통제나 규제의 틀로 가두기에는 이미 어렵

다고 본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용자 활동과 콘텐츠

생산의 증대, 일상화된 복제에서 출발한 창조적 변형과

창작, 개인화된 디지털 제조의 확산은 단지 일면일 뿐

이다. 앞으로 제기될 기술의 진화로 저작권 제한 조항

들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16] 디지털저작물 이용환경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제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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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와 문화 규범을 통해

시민의 실제적 혜택을 우선하고, 저작권의 공공적 이용

을 장려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욱 유용할 것이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가 부분적이며 방어적 개념

일 수 있으나 창작과 유통에서 시민의 참여와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문화 권리를 확장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과 관련한 주

제들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증적인 자료와 저작권 문제의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

한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디지털 콘

텐츠의 생산, 복제, 제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연

구가 뒷받침되어 풍부한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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