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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W(Korea Open CourseWare) 저작권 신고 안내

저작권 신고서비스란?

KOCW는 콘텐츠를 직접 탑재하지 않고 해당 대학(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검색된 콘텐츠가 

본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중단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 자료를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이현아 연구원 / 학술연구정보센터 고등교육정보화팀

- 전화번호: 02-2118-1388 

- 팩시밀리번호: 02-2278-4342

- 전자우편주소: kocw@keris.or.kr

- 사무실주소: 100-400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KERIS빌딩 

○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

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

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

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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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요청자

(권리 주장자)

 ① 성 명(상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④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

※ 별지 사용 가능

 ⑤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

    (URL 등)

※ 별지 사용 가능

 ⑥ 대리인

성 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구비 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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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정보

○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

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

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 103 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

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

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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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

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

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

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

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

(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

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

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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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

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

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

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

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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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

청서에 영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

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

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

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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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단 체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음악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http://www.komca.or.kr/

어문저작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 http://www.copyrightkorea.or.kr/

방송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http://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저작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http://www.scenario.or.kr/

복사, 전송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02)2608-2036 http://www.copycle.or.kr/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http://www.pak.or.kr/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02)784-3411 http://www.kbpa.co.kr/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http://www.kapp.or.kr/

공공기관의
디지털문화콘텐츠저작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02)2166-2053 http://www.kocca.or.kr/

비디오,DVD,VCD의 공연권 한국영상산업협회 (02)3452-1001 http://www.kmva.or.kr/

저작권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
(02)3704-9114 http://www.mcst.go.kr/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록

저작권위원회 (02)2669-9900 http://www.copyright.or.kr/

 ○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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