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SW 사용 예방가이드  

   



SW 저작권 



■ 소프트웨어란? 

OS 

응용프로그램 

기술서, 흐름도, 설명서 



■ 소프트웨어 사용범위 



저작물과 보호요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아이디어 그 자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체계 등은 
저작물이 아님 

창작성 

외부로 표현될 것 

창작성은 고도의 전문적인 창작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 
 

숫자 – 영문자 등으로 구성된 소스코드 형태로 종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유형의 매체에 ‘고정＇시켜 
외부로 표현 
 

저작물 

보호 요건 



저작권의 특성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과  

구별 
무방식주의 

등록이나 기탁 등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을 완료한 때 발생 

자동 발생의 

원칙 

※ 보호기간 : 사후 70년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셰어웨어 

번들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 
구체적인 사용조건과 방법은 최종사용자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사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사용목적·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있음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허락의 범위를 확인해야함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기간 등 에 제약을 둔 SW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 

다른 기기(HW or SW)와 묶어 일체로 공급되는 형식을 말하며, 해당 HW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HW에 설치 시에는 라이선스 인정을 받지 못 함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권)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와 조건안에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End-User License Agreement) 

 ⇒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 동의 시 계약 발생 

 라이선스란? 



계약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약속 
 

 다만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와 다른 사람의 ‘약속’에 대한 조문이 존재 

라이선스는 계약의 영역 



 
법률위반 ≠ 계약위반 



     저작권법 위반으로 분류되는 경우 : 형사사건화 가능 

 ⇒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적용으로 회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1조(양벌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계약위반으로 분류되는 경우 : 민사사건으로 처리 

 ⇒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내용의 해석, 약관의 유효성 등이 문제됨 

 ⇒ 일반 민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침해?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제목,형식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을 금지할 권리 

    본명(실명) 외에도  
별명이나 예명 표시 가능 

저작인격권 



상연·연주·가창 등의 방

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배포권 복제권 

인쇄·사진 등의 방법에 

의한 고정 또는 유형물

로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공중송신권 

저작물 등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
여 송신 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

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 

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판매용 음반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저작재산권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침해유형? 



Q1 개인용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나요? 

 개인용 PC여도 회사에서 사용시 업무용으로 간주 

 단속의 대상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해당 

 



Q2 불법 다운로드 한 크랙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저장만해도 단속대상인가? 



Q3 컴퓨터 구입 시 업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는? 

몰랐어요! 



Q4 정품으로 구매한 SW 에디션과 다른 에디션을 설치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 

업데이트 

정품구입 저작권침해 



Q5 개인이 정품으로 구매한 SW를 회사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나요? 



Q6 불법 소프트웨어를 1일 사용한 자와 1년 사용한 자는 각각 얼마를 배상
하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 가격 전액 배상 



불법 SW단속 



 

문체부 
특사경 

경   찰 
검   찰 

불법 SW 사용 예방활동 및 수사 공조 
 

 

▣ SW가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활동 



저작권사는 내가 불법을 쓰는지 어떻게 아는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이 방문 

 공개입찰 시 도면 등의 자료가 제출 

 인터넷에 올리는 회사자료 



 

 IP수집 

 

 

 호스트네임 및 Mac 주소 수집 

 



 

PC 
전수조사 

정품 확인 

정품사용 종결 

불법사용 증거수집 

영장제시 

서류작성 

 



 

PC정보 SW설치일 
설치버젼 

설치폴더 
최근사용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기업 : 대표자 및 전산담당자의 진술서 작성 

합의거부 합의 

 



 

벌금형 
(3년, 5천 

 이하 벌금) 

정품구입 
합의금지급 
(사건 종결) 

정식 재판 
(1심) 

정식 기소 
(양식명령 수령 7일 이내) 

형사소송 진행 
(약식명령서 송달) 

법원고소 

불법사용에 따른 손
해배상 정품  
구입비 지불 

 

민사소송 



▣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 

  [ 일반적인 경우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적용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

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

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99다50552 판결) 

 

⇒ 1Copy 구매금액 X 불법설치수량 (사용기간 고려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가격 : 5,000,000원 

• 합의금 : 5,000,000원의 100% = 5,000,000원 

 ⇒ 총 비용 10,000,000원  

침해비용 
(SW구매비용) 

합의금 총 비용 

 



SW 관리방법 



 

 

효과적인 SW관리는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거하여 비용을 축소시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경영 효율성을 제고 

 

1. 비용 절감 

2.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바이러스, 악성코드 예방) 

3. 법률적 리스크 감소 및 경제 발전에 기여 



 

다른 버전, 에디션을 사용 

구매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 

서버접근 라이선스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사용  

2 

3 

1 

4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 

5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의 확보 어려움 

직원들의 저작권침해 여부 확인 어려움 

프리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범위 확인 어려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의 어려움 

2 

3 

1 

4 

수시로 변하는 라이선스 정책 파악이 어려움 

5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기관 내 모든 컴퓨터에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작성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일체 담당부서로 이관 

소프트웨어 관리(라이선스)의 중요성 인지 

2 

3 

1 

4 



 

<1단계> 
기반구축 

<2단계> 
정책·절차 

수립 

<5단계> 
교육·유지 

관리 

<4단계> 
보안·정비 

<3단계> 
조사·분석 

소프트웨어는 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자산은 관리의 대상이며, 관리는 취득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폰트 저작권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모양으로 작성된 문자/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폰트 파일 

컴퓨터프로그램 

무방식주의 

보호기간 70년 

폰트 도안 

글자체 

등록주의 

보호기간 20년 



 

.ttf/.otf/ 등 파일명으로 

저장된 폰트 파일만 저작권 보호 



 

문서제작 인쇄 

웹제작/디자인 제품(비상업
적) 

영상(개인) 

컴퓨터 주변장치 



 

CI/BI 

E-Book 

이러닝 애플리케이션 

게임(UI, 콘솔) 

영상(자막) 



 



 



 



 

주의!  
다운받는 글씨체가 
진짜 무료인지 확인 필요! 



 

저작권사 내용증명 
일단 알아보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 

1. 외주업체의 잘못인지 확인 
2. 직원이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했는지 
3. 외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사용한건지 
4. 라이선스위반인지 

불법폰트사용 

저작권침해 

불법폰트 미사용 

강하게 대처, 무리한 경우 협박 및 무고죄로 대응 



 



초등학교 교장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1,000,000원 지급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 

 



2010. 9.  1. 프로그램등록을 마친 점 

서체파일을 구매한 증거가 없고 

이미 저장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상의 교직원이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을 추인할 수 있다.  

 



 

폰트 복제 침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 무죄판결 선고 



출판 목적으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안에 폰트 파일이 기존에 설치 된 점 

수사기관이 중고컴퓨터 구입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폰트 파일이 윈도우 폰트 폴더안에 설치, 다른 프로그램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고, 출판에 특화된 컴퓨터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출판업 종사자에 불과,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 
송신권 

저작권침해가 아닐지라도 PDF는 E-BOOK 이라 ‘라이선스위반’에 해당된다. 

 



1. 정당하게 구입한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목적코드나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 사용 

3. 파일을 변환할 때마다 이용허락을 받는 건 무리 

4. 문서 파일에 의존하여 실행, 독립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아님 

5. 문서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 폰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인터넷에 올리는 건 문서를 공유 하기 위한 것이지 복제나 이용에 제공하는게 아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려사항>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현재 & 잠재적인 시장ㆍ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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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7(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폰트 파일은 Windows\Fonts 폴더 안에 저장되어 공유  



한국마사회 사건 



폰트 파일은 Windows\Fonts 폴더 안에 저장되어 공유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번들폰트 외 폰트만 침해로 인정한다. 



폰트 이용, 이렇게 이용하자! 

※ 번들폰트란 응용 프로그램(한컴・MS-Office・윈도우 등)에 포함된 폰트 

   정식 구매된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 시 폰트의 허용 범위가 가장 넓음 

문서 작성 시에는 번들폰트 파일을 이용 

※ 무료폰트 파일이라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 필요 (예, 개인용) 

※ 유료폰트 파일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구매 후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함 

무료・유료폰트 파일은 반드시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 

※ 번들폰트 이외의 폰트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폰트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배포 문서에는 번들 이외의 폰트 파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함 

※ 유료폰트를 많이 이용하는 인쇄소가 인쇄물의 용도에 따라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외주 의뢰 시 인쇄물의 용도를 정확히 전달 

인쇄물 외주 제작 시, 인터넷 전송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계약 



저작권사 폰트파일명 앞에 붙는 파일명 

365폰트 365Best.TTF, 365Hello.TTF… 365 

네오폰트 Neo행복충전, Neo공룡똥… NEO 

다인의글씨 DainBadHandMedium.TTF… Dain 

닥터폰트 DRJengaBlack.TTF… DR 

디자인210 210 각설탕.TTF, 디자인210캘리그래피... 210, 디자인210  

로그디자인 LogBarun.OTF, Logbarun.ttf... LOG 

미즈커뮤니케이션 MjMagicShop.TTF, MfMovie.TTF... Mj, Mf 

산돌커뮤니케이션 SDRomeTTF-dBd.ttf, SDJebibTTF-eBd.ttf... SD 

아시아폰트 KoreanSPN-R.TTF, KoreanMJ-M... Korean 

윤디자인그룹 YD_LoveltB.ttf, OTE_Y.otf, YoonBomnalB.otf... YD, OTE, Yoon 

정글시스템 SJFirstGothicR.ttf... SJ 

제이티솔루션 JETWTaeGoDik.ttf, JETWEdgeM.ttf... JET 

좋은글씨 GF_Adsagaori.TTF, GF_Stop.TTF... GF 

㈜직지소프트 SMFreeStd-B.otf, SM3나루-03.otf... GT 

폰트릭스 RixVKOREA.ttf, RixBlackBearB.ttf... Rix 

폰트뱅크 FBIvoryL.ttf, FBGwangIk.ttf... FB 

㈜활자공간 TS Girl.otf, TSavocado.ttf... TS 

한양정보통신 HY_견고딕.ttf, HY_nanum.ttf... HY 

 



 

Window 기본 폰트만 활용 

바탕, 돋음, 굴림, 궁서, 맑은고딕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폰트는 사용에 제한을 두는 약관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