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교무처 학사팀

- 1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교수자용)

□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ㅇ (적용대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

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원의 재학생 (휴학생 제외)

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수업·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

* 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학에 한정

-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

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 간 수업에 한정 적용

ㅇ (이용방법)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

*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짧은 음악 가사, 짧은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

-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법 제3조) 이용 가능

-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법 제36조 제1항)

ㅇ (이용조건)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출처의 명시, 저작물 전송 시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이용내역 제출)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선정 시 협조

- (보상금 지급) 포괄방식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매년 지급 중

- (출처의 명시)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

- (기술적 보호조치)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

- (접근제한조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

- (복제방지조치)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

- (경고문구표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

관 련 근 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2.26.)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 베른협약 제5조, 제9조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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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LMS) 내 경고문구 표시 (아래 참조)

ㅇ (허용범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ㅇ (적용제외)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저작물 구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비고

어문 저작물
(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세부내용은 별첨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참조(19~21p.)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15분)

이미지 저작물
(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

· 전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 자
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이용

·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 ‘입학 전 예비강좌(pre-school)’에서의 저작
물 이용

·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OCW,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고시특강 
등

· 대학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활
동 (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회 활동)

·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작품집(anthologies) 
또는 편집음반(compilation)을 제작할 목적으
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

·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
을 원 저작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
의 벽면 등에 미술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

· 방송프로그램 등을 보관실에 보존할 목적으
로 녹음 내지 녹화하는 것

· 많은 부수의 복제 등,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전교생 전부에게 복제물을 배포하
는 경우)

· 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
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복제하여 
제본 하는 등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
거나,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거나, 연주를 위하여 
악보를 복제하는 경우)

· 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수업마다 
동일한 신문ㆍ잡지 등의 칼럼이나 연재기사
를 계속적으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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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문의

□ [참고] 저작권 보호 경고문구 예시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 기타 사항
   가.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해외출판사 목록 : [붙임 2] 참조

      (1) 2014~2018년 전국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보상금을 지

급한 해외출판사 목록(단, 금번 자료는 수업목적저작물 약정기관의 요청

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불가함)

   나. 대학 수업목적을 위한 외국저작물 이용 안내

       (1) 베른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보호국법

주의 원칙, 우리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국내 수업목적 이용 외국저

작물에 대해 해당 외국 저작권자의 국제저작권분쟁이 제기될 경우에 우

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

       (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인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내 저작권자

의 개별 저작재산권 행사는 제한되므로,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

물의 일부분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가이드라인 요건 준수 하에 국내저작

물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함

붙임 :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해외출판사 목록(2020.3.12. 현재).  끝.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 . . .

 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5. 0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가이드라인 협의체 합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참여단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에 참여하였음을 합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영화배급협회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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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배경

o 2013년도 11월 28일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극적으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업목적 보상금의 징수가 본격화되

었다. 제도의 대략적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제도 추진경과>

(`08.～`11.)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지정, 기준연구 및 공

청회(10여 차례)

(`11. 04. 28)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1차)

(`12. 04. 27)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2차)

(`13. 11. 28) 교육부, 문체부, 대학 비대위’ 및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 합의

(`14. 02. 26)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3차) 및 약정체결 실시

o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

2014-8호)에 따라 전국 대학은 포괄방식을 선택하여 약정체결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대학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른 ‘대학

수업시간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었으며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외에 구체적

으로 이용방법, 이용분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

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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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협의체 위원명단>

구분 기관명 위원명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윤용한 사무관

교육부 고영훈 서기관

이용자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안효질 교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유정욱 교수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박정호 교수

권리자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은주 팀장

한국영화배급협회 김의수 부장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김병일 이사

관련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

수령단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

<가이드라인 협의체 추진경과>

(`14. 05. 15)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발족 및 회의개최(1차)

(`14. 07. 08)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2차)

(`14. 08. 20)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3차)

(`14. 09. 1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4차)

(`14. 10. 2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5차)

(`14. 12. 0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개최(최종)

(`15. 01.～05.)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15. 0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

 2. 가이드라인 목적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본가이드라인’)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구체적

이용요건과 범위, 특히, i) 공정이용 대상, ii) 보상금 적용대상, iii) 개

별이용허락 대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

른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 가이드라인에 근

거한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이용자 간에 이해가 상충되

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검토 또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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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이드라인 항목별 세부 내용

1. 보상금제도 대상 교육기관

o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

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시설’이므로 본가이드

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 기관이다.

2. 수업의 주체 및 범위

(1) 수업의 주체

o “수업의 주체”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위원회나 행정팀의 교직원 등이

수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배포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

o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 “수업목적”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말한다.

o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원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목적’에 포함되

지 아니하므로, 그 연구 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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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저작물’의 경우, 평가(시험), 리허설,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보)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다.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방법

(1)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o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외국저작물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o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

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부착되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 포기 등으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하 “공유 저작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이용방법

o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이며,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

o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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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1)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o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어문저작물

o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 이내를 이

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를 초과하

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o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

하여 단행본의 일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

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다.

o 학술서적이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PT

강의자료 포함)을 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음악저작물

o 음악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

상이고, 음악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

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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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excerpt of sheet)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

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performable unit)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하나의 단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o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 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

상에 해당한다.

(4)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

o 영상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

상이고, 영상저작물 전체의 20%(15분)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영상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

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

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다.

o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 PT에 삽입하여 활용하

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본가이

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o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이미지저작물

o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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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금 지급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4항 단

서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 어문 저작물의 1%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나. 음원 형태의 저작물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다.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라. 만료저작물,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저작권자

의 저작물

(3)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명칭, 저작권자, 출처, 이용량 등 저작물 이

용 내역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용내역 제출 양

식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포괄방식의 경우 보상

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은 제외하지만, 보상금수령단체가

실시하는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이 그 수업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

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

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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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이드라인의 해설

I.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1) 저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상세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저작권법 제25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

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과용도서 게재와 학교가 수업목

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우선 이

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법

정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도입목적은 교육현

장에서의 지식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

는 것에 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활용을 명시하며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호이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리자(권리자단체 등, 이하 ‘권리자’)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기관·단체(이하 ‘이용자’) 등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2. 용어 정의

o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호).

o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창작하여 원시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저작자를 말하며,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를 포

함하며, "저작권자등"은 저작권자,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저작인접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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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허락은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량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로열티(이용료)를 지급하는 거

래방법을 말한다.

o "저작물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과 보

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등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 제64조).

o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o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0호).

o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

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

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

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3호).

o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

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

작권법 제2조 7호).

o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

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5호).

o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8호).

o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

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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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8호).

o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

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22호).

o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

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3호).

o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4호).

o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5호).

o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28호).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

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

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3.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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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이드라인 항목별 세부 내용

1. 보상금제도 대상 교육기관

<표1>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30조) ‧ 대학원대학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예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교육기관]
‧ 기능대학
‧ 국방대학교
‧ 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 한국폴리텍대학
‧ ICT폴리텍대학
  (舊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 한국학대학원

암관리법(제29조)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제1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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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주체 및 범위

(1) 수업의 주체

o “수업의 주체”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위원회나 행정팀의 교직원 등이

수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배포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이 주체라고 하지만 실제의 이용주체는 교사 또는 교수가 스스로

또는 직원의 보조를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임.

- 교육을 받는 자도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다만,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

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교육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

(2)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

o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 “수업목적”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말한다.

-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교육활

동이 수업에 해당함.

- 정규수업에 대한 보강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에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업의 범위에 포함됨.

- 교수들이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예컨대 각종 수업자료의 개발, 작성

은 수업의 범위에 포함됨.

- 수업을 위해 관련 교수간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행위로 보아

수업의 범위에 포함됨. 그러나 공유는 교과목 교수들간의 한정된 범위 안

에서 가능하며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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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수업일시․내용이 정해져 있는

수업만을 의미하며, 장차 수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등의 추상적 목적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

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가이드라인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입학 전 예비강좌(pre-school)’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왜냐하면,

‘입학 전’이라 함은 재학 전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학생’이 아니

기 때문임.

-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OCW,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고시특강 등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의 조경을 위해 미술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

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원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목적’에 포함되

지 아니하므로, 그 연구 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회 활동을 위한 행위는 수업목적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음악저작물’의 경우, 평가(시험), 리허설,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

보)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작품집(anthologies) 또는 편집음반(compilation)

을 제작할 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공연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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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방법

(1)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o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유형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뿐만 아니

라,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을 포괄함.

- 다만,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미공표 저작물은 제외됨.

-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5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 가이드

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표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과 주요 이용사례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어

문

저

작

물

·학술논문, 단행본, 신

문기사, 소설, 시, 수

필, 칼럼

·연극·영화·드라마의 대

본 또는 시나리오 등

가. 다른 교수의 논문 일부를

 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나. 극본 또는 시나리오를

 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

 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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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다. 신문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①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 본인이 인터뷰에 응한 기사 포함

이

미

지

저

작

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

물(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

작품), 도형저작물(지

도, 도표, 설계도), 만

화, 삽화 등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

라. 인터넷 백과사전, 국내∙외 저널, 기사 내의 

그림·사진 또는 도표를 이용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마.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 책표지, 만

화 및 포스터를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바.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을 이용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음

악

저

작

물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

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

·악곡, 악보 등

사. 가요, 팝송, 연주곡을

 ①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

는 경우

 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삽입 하는 경우

아. 악보를

 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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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저작물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함을 원

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은 내국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저작

권법 제3조 참조).

o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

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부착되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 포기 등으

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하 “공유 저작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저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4개의 기본라이선스 표시를 복합적으로 선

택하여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4개의 옵션은 다음과 같다.

① 「원저작자표시, 귀속표시(Attribution)」의 조건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구분 저작물 예시 이용사례

 ②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영

상

저

작

물

·영화, 애니메이션, 방

송물, 동영상 파일 등 

자. DVD,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를

 ①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경우

 ②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

 ③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 

 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차. 광고, 영화, 드라마,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쳐 하여

 ① 온(오프)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

 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

하게 하는 경우

 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

 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

 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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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영리이용(Noncommercial)」의 조건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③ 「변경금지, 이차적저작물 금지(No Derivative Works)」 조건 :저작

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

④ 「이차적 저작물의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조건 :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2)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이용방법

o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이며,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이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

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행

위이다.1)

- 수업시간에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거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한 경우는 저작물

을 공연한 것에 해당함. 그러나 교육기관이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수

업목적으로 이용(실연 또는 상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에 해당되어 본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3)이

1)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

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

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정품을 구매하는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와는 관

련이 없으므로 이용자의 양심 및 선택의 문제로 해당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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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음반이나 DVD 등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

용 DVD 등을 복제하여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등의 공중

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이용행위에 해당함.

- 악보 등과 같은 인쇄물에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 등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시 등을 포함하여 복

제 등을 하여야 함. 실용음악과의 경우 편곡 수업에서 교수가 원곡(전곡)을

업로드 하고 해당 음원을 다운받아 학생이 편곡 후 다시 업로드 하는 방식

의 수업을 진행 중인데, 교수가 원곡을 업로드 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

o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4)에 따라 허용된다.

-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라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교육목적

등에 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o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할 수 있다.

- 교육을 받는 자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또는 공연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비영리 목적 등의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비영리 목적의 방송 또는 공연에 관한 제

한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함될 사항이 아님.

4) 저작권법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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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1)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o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

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어문저작물

o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 이내를 이

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수업목적을 위하여 학술지의 논문 한편 또는 대학교재, 학술교재, 전문서적

등의 1장(1단원)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에 해당하며, 대학교재, 학술교재, 전문서적 등의 2장 또는 10% 이상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하여

단행본의 일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다.

- 학생 1인당 1부씩 돌아가는 수만큼만 복제하여야 하며, 교육상 필요하지 않

은 부분까지 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단행

본으로 출간하는 등 편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

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학술서적이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PT

강의자료 포함)을 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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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예컨대, 전

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3) 음악저작물

o 음악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

고, 음악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o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excerpt of sheet)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performable unit)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학생 1인당 1부씩 돌아가는 수만큼만 복제하여야 하며, 교육상 필요하지 않

은 부분까지 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작품

집으로 출간하는 등 편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

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하나의 단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

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음악저작물’의 경우,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보)을 복제하는 경

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음악저작물

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 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을 이용’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악보의 절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악보의 전부를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가이드라인의 적

용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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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

o 영상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

고, 영상저작물 전체의 20%(15분)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

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영상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다.

o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 PT에 삽입하여 활용하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그러나 수업시간에 영상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하여 수업자료로 제작 활용

하는 것은 ‘일부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 제29조 제2항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o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

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85조).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을 녹음, 녹화에 의하여 고정하였다가 나중에 송신하는

이시적 재방송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의해서 규제되며, 동시중계방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5) 이미지 저작물

o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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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o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일반) 저작물 이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수업목적보

상금 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o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의 벽면 등에 미술저작물을 게시

하는 행위

- 방송프로그램 등을 보관실에 보존할 목적으로 녹음 내지 녹화하는 것

o 복제 부수와 태양 :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함.

- 많은 부수의 복제 등,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 예컨대,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전교생 전부에게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 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예컨대 복제하여 제본하는 등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거나, 연주를

위하여 악보를 복제하는 경우

- 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 예컨대, 수업마다 동일한 신문ㆍ잡지

등의 칼럼이나 연재기사를 계속적으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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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제1절 저작권법 및 시행령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

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

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

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

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

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

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

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

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

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

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

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

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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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

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

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

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

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

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

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

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

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

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

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

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을 때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

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

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

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

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

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

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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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

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

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

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

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

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

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

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

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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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

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

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

방송·전송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 1건당 7.7원

ㅇ 음악 : 1곡당 42원

ㅇ 영상물 :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ㅇ 일반대 1,300원

ㅇ 전문대 1,200원

ㅇ 원격대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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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

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

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

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

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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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

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

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

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

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생략



No Rightholder(해외출판사명 중복제거)

1 Abeville Press

2 Academic Press

3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4 ADDISON-WESLEY

5 Advocate Pub Group

6 Amsterdam University Press

7 Apress

8 Arcade Publishing

9 ares publishing Inc.Chicago

10 Artech House Publishers

11 ASM press

12 Aspen Publishers

13 Audible Studios (Publisher) 

14 AVA Publishing

15 Avery Publishing Group

16 Barry Publow

17 Beacon Press

18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mpany

20 Berkerley & Cambridge Press

21 Berrett Koehler Publishers

22 blackwell Publishing

23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rporate

24 Boulder Lynn Rienner Publishers

25 Broadway Press

26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7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2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 CBI Pub. Co

30 CBS college Publishing

31 Charles C Thomas Pub Ltd

32 ChathamHousePublishers

33 Chicago Review Press

34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5 CISCO PRESS

36 Clarendon Press

37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38 Columbia University Press

39 Compass Publishing

40 Computer Science Press

41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42 Cornell University Press

43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44 CQ Press

1



No Rightholder(해외출판사명 중복제거)

45 CRC Press .Inc

46 CSHL Press

47 Delacorte Press

48 Distributed Art Publishers

49 Dover Publications

50 Duke University Press

51 Duxbury Press

52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

53 Elsevier Science Pub Co

54 F. E. Peacock Publishers

55 Fairchild Pub

56 fiber studio press

57 First Press ELT

58 Focal Press

59 Free Press

60 FT press

61 Garland Publishing

62 Garland STPM Press

63 Georgetown University Press

64 Grafixpress Ltd.

65 Graphics Press

66 Green Tea Press

67 GreenwoodPubGroup

68 Gulf Professional Publishing

69 Hand Books Press

70 Hanser Gardner Pubns

71 Harcourt Barce College Publisher

72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Winston Inc.

73 Harcourt Publishers Ltd

74 HarperAudio (Publisher)

75 HarperCollins Publishers

76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77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78 Harvard University Press

79 Haworth Press

80 Heinle & Heinle Publisher

81 Hendrickson Pub

82 HeraldPress

83 Hong Kong University Press

84 Human Kinetics Publishers

85 Hunt Pub Company

86 IEEE PRESS STANDARD INFO.NETWORK

87 Imperial College Press

88 Incropera, Frank P. , DeWitt, David P. , Bergman Publishing Co. Staff

2



No Rightholder(해외출판사명 중복제거)

89 Indiana University Press

90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91 IntervarsityPress

92 Iowa State Press

93 Iowa State University Press

94 J. Ross Publishing

95 John Knox Press

96 John Willey & Sons. Inc . Publishers

97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8 Jones & Bartlett Publishers

99 Jossey-Bass Publishers

100 Kluwer Academic Publishers

101 Krause Publications

102 Krieger Pub Co

103 Lars Muller Publishers

104 Lattice Press

10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06 Les Press du reel

107 Lewis Publi

108 Lewis Publishers

109 Longman Pub Group

110 Lynne Rienner Publishers

111 Macmillan Press Ltd.

112 Macmillan Publishing

113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14 McGraw hill Publishing

115 Microsoft Press

116 Miller Freeman Publications

117 MIT press

118 MIT Press (MA)

119 Momentum Press

120 Monacelli Press

121 Morgan Kaufmann Publishers

122 nai010 publishers

123 NASW Press

124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25 New York, USA. Garland Publishing, Inc.

126 NewRidersPublishing

127 No Starch Press

128 Northwestern univ. press

129 Norton Press

130 NY: Fairchild Publications

131 NYUPress

132 Ohio State University Press

3



No Rightholder(해외출판사명 중복제거)

133 Oxford University Press

134 Peachpit Press

135 PERGAMON PRESS

136 Perseus Publishing

137 Phaidon Press

138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

139 Plenum Press

140 Praeger Publishers

141 Prentice Hall Press

142 Press, William H.

143 Press, William H. , Teukolsky, Saul A. , Vetterling, William T.

144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4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6 PublicAffairs

147 Publications.

148 PWS Publishing

149 PWS-KENT Publishing Co

150 Rachel Cooper and Mike Press

151 Raven press

152 Rockport Publishers

153 Roger S. Pressman

154 rutgers university press

155 SAGE Publications

156 Sage Publications, Inc

157 SaundersColegePub

158 Simon & Schuster Adult Publishing Group

159 Sinauer Associates Inc. Publishers Massachusetts, MA, USA

160 South Western Publishing Co.

161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62 Staiger, Emil ; Vergilius Maro, Publius?

163 Stanford University Press

164 Sternberg Press

165 StylusPubLlc

166 SUDZ publishing

167 Ten Speed Press

168 THE AVE PUBLISHING COMPANY, INC

169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70 The Free Press

171 The Gestalt Journal Press

172 The MIT press

173 The Monacelli Press

174 The Penguin Press

175 The Pilgrim Press

176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4



No Rightholder(해외출판사명 중복제거)

177 Thomson Business Press

178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179 Three Rivers Press

180 Transaction publisher

181 Tuttle Publishing

182 UIT Press

18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8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5 University of Hawaii Press

186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87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ELT

188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8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0 University of Tokyo Press

191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2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3 VAN DYK, JOHN ; Dordt Press 

194 VCH Publishers

195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6 Watson guptill Publications

197 Waveland Press

198 WestviewPress

199 Wiley-IEEE Press

200 William C Brown Pub

201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2 Wm.C.Brown Publishers

203 World Bank Publications

204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205 Worth Publishers, NY

206 Xerox College Publishing

207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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