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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의학도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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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지식정보의 팽창 상을 문헌검색자의 입장에서 계측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에 한 측정 지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도서 , DB 제공자  향유자(이용자)

들이 지식정보 리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Creative Commons Licence(CCL)는 지식정보의 팽창 시 에 나타나는 창작자의 

외로움과 향유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한 시민운동이다. 작권자와 작인 권자

의 작인격권과 작재산권을 구분하여 표 함으로써 창작과 공유를 동시에 실

하는 작권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CCL은 기존의 작권법 체계를 부정하기 

보다는 작권법 틀 안에서 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한 보완  라이선스이

며 허용하고자 하는 권한의 일부를 사 에 공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 에 차

단하는 활동이다. 

CCL 표시제도가 인터넷과 문화, 공공 분야 등에서는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데 비하여 학술출 물 분야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학술문헌 지식정보 팽창 시 에 도서 의 역할을 잘 표 하는 CCL 제도에 하여 

도서 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색인용어: Creative commons lice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expansion. Know-do gap. Discovery 

service

[본 자료는 2012 국 학도서 회  한국 작권 원회 작권 문화학교 일

반과정 강의 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1. 지식정보팽창시 에 어울리는 작권 정책

첨부 자료 2. 창작과 공유의 시  - Creative Commons License (CCKor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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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1. 

지식정보팽창시대에 어울리는 저작권 정책

가. 지식에 한 검증은 문헌 지식 정보의 특징이어야 한다.

1) 문헌지식의 특징

학술지식정보로서의 학술 문헌은 그 생산, 유통, 이용의  과정을 통하여 검증의 

연속이다. 학술문헌을 생산하는 자와 선택하고 편집하는 자 그리고 출 하는 자와 

유통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련된 모든 사람이 연 책임을 지게 된다. 과학성과 객

성 스스로의 연구와 비교 검토를 거치고 상호 비 과 재검증을 하면서 지식을 확

인한다. 

2) 학술 문헌의 검증 차

학술 문헌의 가치는 스스로 평가를 받고 자정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면 평가는 어떻게 일어날까? 평가는 평가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평가자가 요하

다. 비 은 평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호감이나 인기 역시 겉모습을 보는 것

이다. 평가는 우선 객 인 시각에서 시간과 능력을 투입해서 한 차를 거치

는 극 인 행 이다. 

학술 문헌의 힘은 평가 과정에서 나온다. 문가 심사를 통과하 다는 인증이 붙

은 지식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좋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모두 좋은 논문은 아닐

지라도 군가에 의해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 

학술문헌의 평가는 출 으로 끝이 아니다. 출  후에도 계속 평가는 이루어진다. 

지식의 존재 이유가 새로운 지식으로 재생산되기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

한 지식이 다른 지식인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기쁨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식의 가

치는 생명체처럼 성장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 선행 연구자의 지식을 인용

하는 것은 지식의 가치를 높이는 행 이다. 가치없는 지식은 인용되지 않는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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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허물이 더 많은 지식도 인용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잘못된 지식으로서의 가

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 지식은 팽창하고 있다. 

1) 지식의 양  팽창

문헌지식에서 두드러지는 상은 단행본으로 출 되는 지식보다 학술지에 게재

되는 지식의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단행본 출 이 과거에 비하여 노력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쉬워졌고 그래서 출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술지 형태로 출 되는 지식의 양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학술지

의 특성상 이용자 그룹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내외, 학문 분야를 불문하고 많은 학술지가 창간되어 학술지의 

종류 수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학문 분류체계도 세분화되고 이들의 복잡

한 연계로 새로운 복합 학문 분야는 계속 생산되고 있다. 

지식 팽창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출 물의 에서 출 물의 페이

지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출  분야 기업의 매출액 규모의 증가 속도 등에서 추정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헌 리자의 입장에서 가용한 측정 방법은 검색 시장을 통

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다.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헌 팽창의 속도를 

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술 문헌 지식정보의 양  팽창은 10년마다 30% 수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되는 지식의 양은 10년마다 50%씩 증가하는 경향이다 

(표1). 지식정보의 팽창에 따라 정보의 사용 방식이 달라지고 이에 한 도서 , 지

식정보가공사업자, 일반 이용자의 업무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그 에서 두드러진 

변화 의 하나가 작권에 한 개념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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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Web of Science 와 Pubmed에서 10년 단 로 검색되는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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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팽창을 바라보는 시각

문헌 지식의 증가에 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이 있다. 지식의 양, 질 그리

고 이용자의 근성이다. 

지식의 양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 속도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떨까? 30년 

의 지식 증가 속도와 지 의 속도가 다르다면 30년 후의 지식 증가는 어떤 모습

을 보이게 될 것인가? 

증가하는 지식이 질 좋은 지식일까? 아니면 쓰 기 같은 지식만 증가할 뿐 질

으로 우수한 지식의 증가는 그 속도가 체에 비하여 완만할까? 좋은 지식을 감별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가 그런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을까?

이용자의 근성 측면에서 양 으로 팽창하는 지식이 이용자에게 달되고 있을

까? 아니면 지식의 생산과 근성 사이에 괴리가 있어 그림의 떡에 불과할까? 

Knowledge divide 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지는 않을까? Knowledge access divide 뿐 

아니라 Knowledge production divide는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방식으로 보완될 것

인가?

3) 지식의 가치 평가 단 와 기 의 변화

지식의 단 가 변화하 다. 단행본 심에서는 한 권의 책이 지식의 단 고 평

가 역시 그 책이 얼마나 팔리는가로 평가하 다. 학술지가 되면서 수록하고 있는 

학술 논문의 집단이 평가 단 가 되었다. 이른바 학술지의 명성 는 학술지의 

Impact factor 가 평가의 기 이 되었다. 

지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간편한 지표가 impact와 impact factor이다. Impact는 

개별 논문이 몇 번 인용되었는가 하는 수치이고 impact factor는 학술지에 실린 개

별 논문의 impact의  평균 수치이다. 학술지를 평가할 때는 impact factor를, 

논문을 평가할 때는 impact를 표 하면 된다. 

각 database 마다 학술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논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니 impact와 impact factor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증가분을 어느 정

도로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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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지식의 팽창과 함께 impact와 impact factor는 인 이션을 보인다는 것

이다.

이런 런 이유에서 impact factor의 의미는  감소할 것이다. Impact 심으

로 변화할 것이다. 이는 학술지 단 의 평가가 개별 논문 단 의 평가로 바 는 것

과 일치하는 변화이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되는 환경에서 어느 학술지에 실렸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요성이 떨어진다. 

4) 도서 의 기

미국의 학술지 학도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학술지 구입비용이 지난 20년간 

4.7배 상승하 다. 20년 동안 매년 평균 7.3%씩 상승하 다고 하면 더 실감날까? 

개별 학술지 가격도 올랐지만 종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도서 이 부담하는 비

용이 그 만큼 오른 것이다. 

도서 의 기를 보는 이 다양하다. 부분은 도서  직원의 일자리와 공간 

부족의 , 산의 부족에서 해석한다. 이런 은 학 는 경 자의 입장에서 

더 심각하다. 그들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서 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해결 방

안을 찾는다. 도서 을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구매 부서 혹은 해묵은 지식의 창고라

고 단하는 사람들의 이다. 자 을 싸게 구입하면 되고 책을 정리하고 

출하는 역할을 하는 단순 업무로 생각하는 이다. 국가 라이선스 도입, 자  

공동 구매, 도서  폐지  통합 등 때로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 히 많

다는 것이 실이다. 

지식의 자유통과 종이 서 의 유통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

다. 자유통에서는 1권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가격 결정

의 가장 요한 기 이다. 이용자 수가 같더라도 이용자 허용 조건에 따라 가격 정

책을 달리한다. 지식이 유형의 재화와 다른 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다. 나 수록 커지는 것이 지식이고 소모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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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 팽창인가 폭발인가?

지식 팽창의 종 은 어디이고 언제일까? 팽창의 종 은 폭발이다. 언젠가는 지식

의 폭발, 어도 지식 시장의 폭발은 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 것이 지식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형식이 달라지고 유통방법이 달라지고 새로운 지식 

리 방식이 나올 것이라는 측도 하게 된다. 

지식이 팽창한다는 것은 질 으로 양 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지

식이 팽창을 넘어 폭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지식 단 가 명 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지식의 단 가 더 이상 논문 단 가 아니라 논문 1편 속에 

포함된 작은 단 로 분할된다는 의미이다. 

통 인 논문에서는 서론, 방법, 결과, 고찰을 통하여 논리의 질서를 만들고 체

계 으로 논리의 흐름을 개하 다. 그러나 논문의 수가 많아지면서 개별 논문을 

정성스럽게 읽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논문을 쪼개고 여러 논문에 포함된 상세 지식 

단 를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단시간에 많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극 인 노력이 2차 논문 그리고 논문에 의거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Cochrane 자료나 유 자 정보 자료 등은 

개별 논문에서 추출한 지식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지식 자료로 만드는 표 인 

이다. 

다. Know Do Gap

1) Know는 multi-resource, multi-step process

Know와 Do의 흐름도 상에서 know의 상은 문헌 지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

정보원이다. 학술 문헌 정보 뿐 아니라 인터넷, 통신 등 다양한 매체에 담겨진 지식

과 아날로그 형태의 지식 그리고 사람간의 커뮤니 이션, 개인의 신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양한 지식 단 의 특성상 일률 인 지식 달체계나 흐름도가 형성되

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효율 인 달체계를 갖는 경우에는 색인, 검색, 선택을 

거쳐 학습의 상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에는 원문을 근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평

가와 인용 등의 과정을 거치며 실용화가 가능한 수 의 확고한 지식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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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과정의 특징은 원시 정보로부터 확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직렬 이라는 

것이다. 검색은 되었지만 원문 확보가 되지 않으면 활용될 수 없고, 원문이 근 가

능하여도 검색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는다.  

도2. Know 와 Do의 개념차이. 

2) Do는 multi-resource single step process

Know가 다양한 차의 직렬 인 배열을 통하여 지식으로 성숙되는데 비하여 Do

의 과정은 능력과, 열정, 태도  자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 다르다. 여러가지 

자원이 동시에 결집되어야 행동으로 완성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 이 시사하는 바는 도서 의 역할은 포 이고 포용 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지식 정보 근의 병목을 지키고 있는 도서 이 지식정보의 원활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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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만들 수 있도록 보의 색인과 검색, 원문 근 그리고 지식정보 리 기능에 

이르기까지 연속 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지식 리의 방법: 

1) 개인의 업무

지식을 도서 에 쌓아두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이익을 포

기하는 것이다. 도서 에 진열된 구슬을 꿰어내는 것은 개인 연구자들이다. 지식을 

리하는 개인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 한 것이 문헌 리 로그램이다. EndNote, Zotero, Refworks 

등을 이용하면 검색과 pdf 일 리, 논문 작성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런 기술을 효과 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는 환경이

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계속 발 하고 변한다는 것이 요하다. 지식 환경의 변화

는 지식 팽창 시 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의 낙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2) 편집인의 역할

편집인이 개별 학술 논문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발행인은 학술지로 묶인 

논문 집단의 활용을 진하는 역할을 하 다. 그러나 논문 검색의 단 가 학술지 

단 가 아닌 개별 논문 단 이며 인용정보를 통한 논문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 되

면서 검색시스템에 참여하고 참고문헌 DB 구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학술논문

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 인 조건이 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원문 근성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편집인/발행인의 요한 역할이 되었다.  

3) 도서 의 역할

지식이 종이 출 으로 포장되던 시 에는 좋은 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도서

의 이용자의 요구 고 도서 도 자료 확보  리를 핵심 기능으로 하 다. 자

출 물이 증가하면서 종이 출 물과 같은 개념의 자출 물 구독이 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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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도서  역할의 근본 인 변화가 온 것은 지식의 양  팽창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만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응할 수가 없다. 도서 의 자자료 구

입은 3가지 다른 이 있다. 

첫 번째 은 자자료 원문의 구매이다. 구매 방식과 가격 정책이 달라지기도 

하 지만 archive 방식이나 상호 차의 방법 등이 추가 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도서 이 구매해야 하는 “제품”이 과거에는 단행본과 학술지 등 종이 출 물이었

다면 자  출 이 되면서 사용권을 구입하는 기능으로 바 었다. 

두 번째 은 지식 폭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 재조합이다. 지식 재조합이 

내용에 한 평가를 통하여 요한 지식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논문에 포함

된 지식 정보를 성분별로 쪼개어 재조합 지식을 만들어 내는 극 인 재창조의 경

우도 있다. 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부가하는 방식

으로 새로운 2차 정보가 탄생하며 이들은 고가의 부가가치 database 산업으로 등장

하고 있다.  

세 번째 은 자 자료의 효율 인 이용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지식 팽창으로 

생산되는 많은 자료를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

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 의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런 역할이 도서  사

서의 이용자 지원서비스 는 교육 업무로 분류되었으나 업무 역이 방 해 지고 

고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아웃소싱과 공동 구매 형태의 사업 방식으

로 바 었다. Database은 개별 도서 이 하고자하는 2차 자료 생성 등의 업무를 통

합하여 하고 그 비용을 나 어 부담하는 방식이다. 유료로 구독하는 자유통 형식

의 지식 뿐 아니라 무료로 유통되는 지식을 통합하여 검색하고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자 만들기 보다는 문 기업이 만들어서 공 하는 것이 

database 제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식의 활용 가치를 높여서 이용자가 편리하

게 지식을 창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식 팽창 시 의 도서  기능

이다. 그 에도 특이한 서비스가 이른바 Discovery service 이다. 다양한 자료와 

DB를 효율 으로 연계하고 최신 산 기술과 융합하여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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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었다.  

마. 문헌지식정보의 시민운동

1) 작권과 지 재산권

지 재산권은 말 그 로 창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 인 표 이다. 그 에

서 작권은 문헌지식의 창조자에게 붙이는 특수한 권리이다. 작권은 상표권 특

허권과 달리 따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이다. 상표

권, 특허권은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작권은 인격권을 강조하는 측면

이 강하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지식 창조자인 자의 입장을 해독하는데 

도움이 된다. 

작권의 원칙과는 달리 실제 용되는 실행 과정은 매우 불합리하다. 작권자

는 자신의 작물을 타인이 활용하도록 베풀고 싶어도 표 할 방법이 없다. 더 많

은 활용과 유통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도 작권의 제한에 묶여 자로서

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용자는 타인의 작물을 인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법  제약을 받는데 

그 제약을 해소하거나 제약의 규정을 따르는 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 언 작물의 작권을 지켜주고 그 가치를 높이기 한 노력도 법  제약

에 의해서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합리는 창작자에게는 창작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창작물의 가치

가 사장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용자가 창작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향유하려고 해

도 개인 으로 이해하고 즐기는데 그칠 뿐 다른 창작물을 재창조하는데 사용하기

가 무 어렵다.  

2)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기존 작권의 문제 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작자의 권리를 포기시키기 보다는 

제한 인 범 에서 가치 공유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해결 을 찾고 있다. 

자는 자신의 지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이 수입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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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자신이 자로서 인정받고 지식이 활용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착안하여 지 재산권을 경제 인 측면과 인격권 부분

으로 구분하여 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작자가 할 일은 이들 서로 다른 권리들

을 구분해서 밝히는 일이다. 이 게 작권을 구분해서 표시하게 된다면 창작물의 

특성에 맞추어 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창작

과 나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창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ce) 제도이다. 작자표시(BY)는 인격권이며 기본 인 권리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상업 이용 권리는 독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 리 조건

(NC; Non-commercial)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도 있고 지(ND: No derivative work)할 수도 있지만 동일조건이라면 되도록 

허락(SA: Share alike)하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다. 창작자의 참뜻을 알기 쉽게 정

리한 것이 CCL이다. 창작자가 조 만 배려한다면 이용자에게 창작의 기쁨을 나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그 손쉬운 방법이 CCL이다.

3) Open Access Korea

학술지 발행인(출 사)이나 편집인도 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자출 이 쉬워

지면서  종수가 많아져 좋은 논문을 투고받기 한 경쟁이 심해졌다. 많이 읽

히고 인용되는 학술지가 되도록 하기 해서 국제 인 색인에 등재되도록 노력하

고 마 에도 신경을 쓴다. 

도서 의 구입 부담을 여 많이 읽히게 하기 한 안이 오 액세스 활동이다. 

오 액세스 에서는 출  비용을 공익 단체와 자가 부담하고 이용자와 도서

의 부담은 면제된다. 공짜 출 이 아니라 자 부담 출 이다. 

국내 학술지의 상황은 외국과 무 다르다. 문 학술지식에 한 외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니 국내 출 물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이들에 한 투자도 부족하다. 

국내 출 사는 출 사라기보다는 인쇄소 혹은 편집실 수 이며 마  기능이 취

약하고 국제화되지 못했다. 학술정보 가공 유통사업은 더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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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 편리함 뒤에는 도서 의 활동과 기 의 비용 부담 그리고 오 액세

스 활동의 도움이 있다. 의사, 교수들이 지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지식인이라면 

지식 생산과 유통에도 심을 갖고 지식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동참하는 것이 필

요하다. 

바. 결론

학술 문헌 지식정보의 양  팽창에 따라 정보의 사용 방식이 달라지고 이에 한 

도서 , 지식정보가공사업자, 일반 이용자의 업무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그 에서 

두드러진 변화 의 하나가 작권에 한 개념 변화이다. 

Creative Commons Licence(CCL)는 지식정보의 팽창 시 에 나타나는 창작자의 

외로움과 향유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한 시민운동이다. 작권자와 작인 권자

의 작인격권과 작재산권을 구분하여 표 함으로써 창작과 공유를 동시에 실

하는 작권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CCL은 기존의 작권법 체계를 부정하기 

보다는 작권법 틀 안에서 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한 보완  라이선스이

며 허용하고자 하는 권한의 일부를 사 에 공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 에 차

단하는 활동이다. 

CCL 표시제도가 인터넷과 문화, 공공 분야 등에서는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데 비하여 학술출 물 분야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학술문헌 지식정보 팽창 시 에 도서 의 역할을 잘 표 하는 CCL 제도에 하여 

도서 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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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2. 창작과 공유의 시  - Creative Commons License (CCKorea 제공)

창작과 공유의 시대

Creative Commons License 

@CCKOREA (http://www.cckorea.org)

이 은 크리에이티  커먼즈 코리아 라이선스 작자표시 2.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 공유의 가치  

들어가는  

작권은 작권자를 보호하기 한 법입니다. 

작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권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물 (지식,정보,

술 등)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함입니다. 

최근 디지털과 온라인의 보 으로 인해서 창작물을 그 로 복제 가능하고,  쉽

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창작자과 소비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도하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창작물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창작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즐길 수 있

도록 공유하고 소비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 하면서 창작물을 즐기는 바람직한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조강연 1：지식정보팽창시대에 어울리는 저작권 정책 27

쉽게 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의 장 을 살려서 략 으로 창작물을 

공유하는 방법에 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1. Creative Commons License 소개  

Creative Commons Licence(이하 CCL)를 이해하기 해서는 먼  작권에 

한 기본 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작권은 특허와는 다르게 별도의 등록 차 없이 작물이 생성됨과 동시에 

작권이 부여됩니다. 블로그에 간단한 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나에게 작권의 권

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자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들과, 

복제권, 공연권, 시권, 배포권, 공 송신권, 2차  작물 작성권 등의 작재산권

에 속하는 개개의 권리를 포 하는 권리입니다.

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동법 제46

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작물을 사용하기 해서는 작권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CCL은 작권자가 자신의 작물에 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

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이용 라이선스입니다. 작권자가 많은 권리 

에서 일부 권리를 행사하고 일부 권리는 포기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

락하는 라이선스이자 서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CCL을 용한 작물은 별

도의 허락 없이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CCL은 자유이용을 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작자 표시, 비 리 목  사용, 변

경 지 , 동일조건변경허락의 4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조합한 6가지 유형의 표  

라이선스를 마련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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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하여 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CCL 조건을 확인 한 후 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 인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 로 이용허락의 법률 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CCL이 단순하게 디지털 시 에 맞는 안 인 라이선스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

닙니다. CCL의 보 과 확산으로 인해서 구나 쉽게 다른 사람의 작물을 이용해

서 새로운 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창작물로 인해서 문화는 더

욱 풍요로워지며 사회 반 으로 열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CCL의 취지

이며 궁극 인 목 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CCL 조건  유형 

CCL는 4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조합해서 6가지 라이선스가 만들어집

니다.

(1) 작자 표시(BY, Attribution)- 필수 조건  

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작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자 

표시는 CCL의 필수 조건으로, CCL을 용한 작물을 사용하기 해서 반드시 

작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작자를 표시하는 경우, 를 들어 작물에 ‘Ⓒ 2009 홍길동’ 는 Copyright 

(C) 홍길동‘과 같은 작권에 한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면 by 홍길동으로 표시하

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발췌한 경우에는 출처 URL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자 표시는 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1)의 내

용, 즉 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는 작물의 공표 매체인 그의 실명이나 이명

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작권법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이기도 합

1) 작권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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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 비 리 조건 (NC, NonCommercial) - 선택 조건 

왼쪽의 마크가 붙여져 있는 경우에는 비 리 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리

인 목 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에서 는 2차  작물을 

상업 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 로 NC 마크가 

없는 경우에는 리 목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변경 지 (ND, No Derivative Works) - 선택 조건 

변경 지 마크가 부착된 경우는 작물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다는 다는 의미이

며, 풀어서 말하자면 원 작물 그 로만 사용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단순하

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크기 조  후 

사용 가능합니다. 

(4) 동일조건 변경 허락 (SA, Share Alike) - 선택 조건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동일조건 변경허락은 1차  작물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1차  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붙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를 들어 내가 사진을 CCL의 

BY-SA로 조건을 공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었다면 뮤직비디오도 동일한 조건인 BY-SA로 CCL를 용하여야 합니다. 동일조

건변경허락은 GPL 등 소 트웨어 자유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 카피 트 조항

과 유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Y-SA의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작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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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작자표시(Attribution) 

저작자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 URL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

필수조건

NC
비영리(NonCommercial)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
선택조건

ND
변경금지(NoDerivatives) 

저작물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
선택조건

SA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같은 CCL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

선택조건 

3. CCL 표시 방법 

앞서 설명한 4개의 CCL조건들을 조합하면 6개의 CCL 조건이 생성됩니다.

6가지 조건에만 맞게 사용된다면 구나 원 작자에게 별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저작자표시

비영리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변경허락 

  



기조강연 1：지식정보팽창시대에 어울리는 저작권 정책 31

4. CCL 특징 

(1) 작권법에 의한 효력이 뒷받침됩니다.

CCL은  다른 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 작권법 틀 속에서 

작물의 이용 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CL이 용된 작물의 이

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조건에 반된 행 를 했을 경우에는 당

연히 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로벌 라이선스로 국경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 70여 개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다른 나라의 작물도 사용

할 수 있는 큰 장 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작권을 보호합니다.

CCL은 작권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

스입니다. CCL은 원칙 으로 작물에 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되 

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 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Some Rights Reserved

(4) 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을 사용하는 작권자나 CCL이 용된 작물을 이용자나 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CCL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차나 등록 없이 안내되어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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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 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작물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CCL은 소 트웨어를 제외한 음악 , 사진, 디자인 , 문서 등 다양한 작물에 사

용 가능합니다.

5. 내 콘텐츠에 CCL 용하기 

(1) CC KOREA 홈페이지에서 직  라이선스 코드 생성하기

CC KOREA 홈페이지 - 우측에 CC 용하기 클릭 -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자

동으로 HTML 소스가 생성됩니다. 

소스를 그 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2) 이미지, 상에 CCL 용하기

이미지 하단이나 상에 CCL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동 상 CCL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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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에 CCL 용하기 

문서 맨 앞이나 맨 뒤에 CCL 표시를 해 니다. 

[ ] 

이 작물은 크리에이티  커먼즈 코리아 라이선스 작자표시 2.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에서 CCL 용하기 

  2007 이상에서는 CCL을 설정하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 [ 일]-[CCL 넣기]에서 쉽고 편리하게 CCL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07 버 인데 메뉴가 없는 경우에는   업그 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6. CCL 용 사례 

(1) 술 

•자멘도 (Jamendo)2)

자멘도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홍보, 공개하고 이를 통해 리  이익을 얻을 수 

하는 음악 랫폼입니다.  자멘도는 CCL로 모든 음원을 음반별로 공개를 하고 있

습니다.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듣는 것은 무료이지만 음원을 리 인 목 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아티스트들의 CD

도 매하고 있습니다. 

자멘도는 유럽 8개국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 자멘도 음원은 호텔, 카페와 같은 

곳과 제휴를 맺어서 배경 음악으로 자멘도 음원을 사용하고 수익은 아티스트들과 

배분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2) http://www.jame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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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7개의 앨범이 자멘도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ccmixter3)

ccMixter는 CC의 로젝트로서 음악의 샘 , 리믹스, 아카펠라등의 음원을 공유

하여 자유롭게 리믹스하는 문화 활성화를 한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모든 

음원에는 CCL이 용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

고 리믹스가 가능한 CCL 조건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부터 유명

한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만들어진 샘 이 있습니다. 

•Nine Inch Nail 4)

NIN은 트 트 즈 (Trent Reznor) 1인만을 고정멤버로 하여 구성된 미국 인

더스트리얼 록 밴드입니다.  2008년 CCL을 용한 앨범 ‘고스트(Ghosts) I-IV’가  

2008년 그래미 상 노미네이트  아마존닷컴에서 유료 MP3 다운로드 차트 1 에 

오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NIN의 다음 앨범인 더 슬립(The Slip)도 같은 라이선

스가 용되어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음원 공개를 하는 한편, 5달러인  앨범 다운로드에서부터 300달러인 리미엄 박

스 세트까지 다양한 매를 시도 하 다. 2,500장 한정 이었던 박스 세트는 75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사벨라 스튜어드 가드  박물  5) 

보스톤에 치한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  박물 (The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은  2,500여 개 이상의 소장품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유통에 

있어서 가장 진보 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2006년 9월에 박물 의 음악담당 큐 이터인 스콧 닉 쯔(Scott Nickrenz)는 ‘콘

서트’라는 클래식 음악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팟캐스트 음원은 모두 CCL로 공개되

3) http://www.ccmixter.org/ 

4) http://ghosts.nin.com

5) http://www.gardnermuseum.or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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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음악 팟캐스트 주소 :  http://www.gardnermuseum.org/music/listen/podcasts )

•음악 로젝트 “아랍에서 세계의 뮤지션들에게 보내온 음악 편지 It will be 

wonderful" 6)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해 아랍 역으로 퍼져나간 '자스민 명'을 기념하

기 해 2011년 7월 서로 장르가 다른 여러 뮤지션들이 모여 <Sharing the Spring>

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열고, 로젝트의 이름으로 신곡을 두 곡 발표했습니다.

이 공연 실황과 신곡 두 곡이 http://www.itwillbewonderful.org 에 악기별 트랙

으로 올라와 있으며 세계 뮤지션들의 REMIX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과음 무료 제공 사이트 "Free sound"7) 

리사운드는 오디오 음원, 샘 , 삐 소리 등 효과음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키워드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소리를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효과음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술가들과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음악 일 공유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 8)

음원을 공유할 수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는 자신의 음원에 CCL을 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4월 재 13,639개의 음원이 CCL을 용하셨습니다. 

(2) 교육에서의 CCL 용 사례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자료 , 강의 동 상, 교육 매뉴얼 등 활발하게 공유되어지

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교육 자료의 메

타데이타를 이용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넥시옹이

6) http://www.itwillbewonderful.org

7) http://beta.freesound.org/browse/

8) http://www.sound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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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이트에서는 교육 자료들을 업로드하면 챕터들을 잘게 쪼개서 모듈

(Module)이라고 부르는 작은 지식 덩어리로 나눠 다. 챕터별로 쪼개져 있는 모듈

들을 다시 자유롭게 합쳐서 새로운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OER Commons 9) 

교수와 학생에  도움되는 공개 교육 자료를 모아둔 지식 베이스로 2007년에 공식

으로 오  

120개 이상의 조직을 통해 24,000이상의 공개교육자료 보유하고 있음. 

상단 메뉴의 ‘Browse All' 이라는 메뉴를 통해 공개 교육 자료를 주제별, 수 별, 

유형별로 볼 수 있음 

•Academic Earth 10)

세계 최고 학자들의 강의를 모아 놓은 사이트로서 학별, 주제별, 는 교수별

로 자료를 분류해 강의 자료에 근할 수 있도록 함

15개 교육기 을 통해 서른 가지 주제의 강의 상을 제공함

•Khan Academy 11)

2400개가 넘는 교육용 동 상을 통해 수학, 과학, 융, 역사 련 지식을 기 부

터 배우고, 연습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 소화해 내기 쉽도록 동 상이 모두 10

분 단 로 제작되어 있음 

•TED 12)

교수자료를 모아둘 목 으로 형성된 사이트는 아니지만, 각 분야 유명인사들의 

스피치 자료를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9) http://www.oercommons.org/ 

10) http://academicearth.org

11) http://www.khanacademy.org

12) http://www.ted.com



기조강연 1：지식정보팽창시대에 어울리는 저작권 정책 37

1000개 가량의 스피치 동 상 보유

•SlideShare 13)

각종 슬라이드 공유 사이트로 검색을 통해 나온 슬라이드 자료

를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Connexions14) 

"모듈"이라고 부르는 작은 패키지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를 아카이빙한 사이트입

니다.  공동 창작하고 자유롭게 공유하며 빠르게 출 하기 하여 웹상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개된 교육 자료들을 서로 조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으며, 각자의 컬 션을 공유할 수도 있다. 1999년에 라이스 학교(Rice 

University)에서 시작했고, HP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두 4,500개의 모듈이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기 )

콘텐츠를 모듈단 로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연결이 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

에 따라 모듈을 선택해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습니다. XML로 콘텐츠

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식의 성장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을 해 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업 방법을 제공합니다. 

•dCollection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운 하는 학술논문 통합검색서비스입니다. 

연구자가 원문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를 선택할 경우 CCL의 옵

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업로드시 직  라이선스를 선택

하게 되어있음

13) http://www.slideshare.net

14) http://www.cnx.org   http://cnx.org/content/col10693/1.1/content_info 

15) http://www.dcollec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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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Open Courseware16)

2002년부터 MIT의 모든 강의 컨텐츠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원래는 MIT

의 강의 컨텐츠들을 이용한 이러닝(e-learning) 사업을 시작하려하 으나 포화된 

이러닝 시장에 뛰어드는 신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를 이용하여 MIT의 

강의수   인지도를 높이는 략을 채택하 다. 2009년 10월 재 총 1,925개의 

강의가 공개되어 있다.

강의시간표, 강의 자료, 과제, 시험, 강의 오디오 일 그리고 강의 동 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하 다. 강의공

개는 교수진들의 자발 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CCL 콘텐츠 찾기 

•Let's CC 17)http://letscc.net/

CCL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CCL 조건에 맞는 이미지 , 오디오 , 문서 등 조건에 맡는 콘텐츠를 검색해 주고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를 즐겨찾기 해 둘 수 있습니다. 

1단계 검색어를 입력 

: 문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보다 다양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활용목 에 따른 검색 조건 체크 

: 리 인 목 , 수정해서 쓸지 여부를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결과만을 보여

16) http://ocw.mit.edu 

17) http://lets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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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3단계 검색결과를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 선택 

: 상세보기 화면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즐겨찾기 추가 

: 노란색 별표시를 르면 콘텐츠를 보 함에 모아두거나 다른 사용자들에게 추

천할 수 있습니다.

8. CCL 이미지 찾기 

•flickr 18)

2011년 재 By 9,874,392건, BY-NC-ND 56,346,850건 등 약 167,000,000여 건의 

CCL 이미지 등록 보유 이미지가 있습니다. 

•클립아트 라이 러리 19)

자유롭게 클립아트를 공유하고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 2011년 8월 

재 총 33717개의 클립아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18) http://www.flickr.com

19) www.openclip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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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ker 20)

다양한 주제의 클립아트를 아카이빙 되어 있으며 PNG, SVG, ODG 형식으로 다

운로드가 가능함

•Compfight 21)

Flickr의 검색 상의 단 을 보완한 사진 검색 엔진으로 더 많은 양의 검색 이미지

를 한 번에 라우징 할 수 있음

이미지 검색 후 라이선스 옵션을 설정하여 라이선스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음

9. CCL 오디오 찾기 

•CC mixter DIG22)

음악 공유 사이트를 바탕으로 CCL이 용된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이다. 음악을 게임, 동 상 배경음악 등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Jamendo 23)

CCL이 용된 319,980개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들어보고 다운로

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기 ) 

•soundcloud 24)

문 뮤지션을 상으로 한 음악 일 공유 사이트로 CCL이 용되어 모든 음악 

일을 들어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주제로 검색하면 태그 검색을 통

20) www.clker.com

21) www.compfight.com 

22) http://dig.ccmixter.org 

23) http://www.jamendo.com

24) http://soundcloud.com



기조강연 1：지식정보팽창시대에 어울리는 저작권 정책 41

해 련 음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freesound 25)

CCL을 용한 효과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문서에서 몇몇 사례 부분은 이화여자 학교에서 제작한 CCL 가이드북을 

일부 참고 했습니다. 

25) htto://www.freeso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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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와 도서관

강 홍 준

( 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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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김 기 영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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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러닝 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역할

박 홍 석

(KERIS 학술연구정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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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유통체계 구축사례

이 재 원

(서울 학교 앙도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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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정리 분과
일본 NII종합목록 사례를 통해 본

국내목록 현황 분석

배 영 활

(경북 학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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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해외학술지 선정과 이용

김 영 재

(이화여자 학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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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 분과
2012 상호대차 신규 통합플랫폼 운영보고

박 윤 정

(KERIS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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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봉사/열람 분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치료 사례

최 영 식

(한양 학교 ERICA 학술정보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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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분과
樂!브러리, 모바일을 만나다

손 태 익

(성균 학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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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Hub,

The Library

정 우 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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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공감과 소통,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 용 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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