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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 통신 사회가 발전함으로서로 저작권 침

해 사례[1]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

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고있다[2][3][4].

규격서는 제품의 규격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

여 다양한 제품의 규격으로 빚어질 수 있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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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주로 자재의 제조나 생

산 과정에서 쓰이는 문서로 적합하다. 위 문서를

사용해 물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추

가 생산이나 발주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5].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저작권 감정 분쟁에

있어서 규격서의 동일 유사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한다.

2. 시스템의 분석

감정 대상물의 시스템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

다. A사 ‘KF MP3 Caption Player 규격서’에 따

르면 사용자가 웹 서버(Web Server)에 콘텐츠

구매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해당 콘텐츠를 DRM

및 인증을 거쳐 요청된 파일을 PC에 다운로드

해준다[6][7][8][9].

그림 1. 시스템
Fig. 1. system

3. 감정 분석 내용 및 방법 

A사의 위 규격서 중 ‘Time Table'과 B사에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통하여 만들었다는 규격서

중 ‘Time Table’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동일하

지 않다면 추가된 량이 얼마인지 분석한다.

감정 분석 방법은 A사와 B사의 규격서 목차

비교를 수행하여 유사․동일 부분을 찾아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

고 본 논문 4장에서 제안한 수식을 통하여 수정

및 추가된 분량을 계산한다[10][11]. B사에 의해

수정되거나 추가 개발된 규격서 분량 산정에 있

어서 수정한 부분의 인정 범위(=인정 비율)는 전

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 할 수 밖

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수정한 부분이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은 심도있는 수정이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은 단순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

나의 수치로 대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감정인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비율을 결정한다.

4. 감정 대상 규격서의 유사율 산정 방법

A사의 규격서(KF mp3 Caption Player 규격

서)와 B사의 규격서(KF mp3 단말 규격서의 비

교를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상호 비교를 수행한

다. 규격서에서 추가․수정된 내용은 양 규격서

의 내용 비교를 통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B사의

규격서는 3가지로 분류(새로이 추가된 내용, 수

정한 내용, 기존과 동일한 내용)되며, 각 내용별

쪽수로 분량을 측정하였다.

B사에 의해 수정 및 추가 개발된 규격서의 내

용 파악을위해 양측의 규격서를 비교 검토한 결

과 그림 3과 같이 가는 점선 부분(

)은 수정된 부분이고 굵은 점선 부분(

)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나머지는 부분

은 기존과 동일․유사했으며 단어 수준의 변경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규격서 비교(a)

를 보면 A사의 3.1 MP3 자막 서비스가 B사의

3.1 MP3 노래방 서비스 정의와 동일·유사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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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B사

(a)

그림 2. 규격비교(a)
Fig. 2. Specification compari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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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b)

그림 2. 규격비교(b)
Fig. 2. Specification compariso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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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c)

그림 2. 규격비교(c)
Fig. 2. Specification comparis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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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3.1.3 MP3 자막 서비스”와 “4. MP3 노래

방 서비스 Flow”와 동일·유사함을 볼 수 있다.

A사의 “3.3 MP3 자막파일 구조”는 B사의

“4.4.1 파일구조”와 동일·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

림 2 규격서 비교(b)를 보면 A사의 "3.4 MP3 자

막 파일 헤더 구조"가 B상의 "4.4.2 노래방 자막

파일 헤더 구조"와 동일함을 볼 수 있으나 4.4.2.8

절부터는 상이함을 볼 수 있다 A사 "3.5 MP3 자

막 프레임 구조"와 "4.4.4 제어 프레임 구조" 동

일·유사함을 볼 수 있다. A사의 "3.6 MP3 자막

API 정의"는 B사의 "5.1 자막 API 기능 분류"와

동일·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인정 비율은 다

음과 같이 정한다. 새로이 추가된 분량은 모두

인정하고, 기존의 문서에 존재하지만 B사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된

분량만큼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B사에 의해

수정 없이 기존의 내용과 거의 동일(유사)한 부

분은 내용 파악과 문서의 편집에 드는 노력만을

인정하여 5%로 정한다. 수정의 인정 비율을 40%

로 산정한 것은, 실제 수정된 부분의 글자 수 또

는 단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40% 보다 작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규격서 수정을 위한

관련 기술자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40%로 산정하였다. 수정/추가된 규격

서 분량을 수식화 하면 <식 1>과 같다.

수정·추가된 규격서 분량 =

새로 추가된 총쪽수 × 1.0 +

수정한 내용 총쪽수 × 0.4 +

기존과 동일(유사)한 총쪽수 × 0.05

........................ <식 1>

표 1. 분석 결과
Table 1. Analysis result

내용(쪽수) 총 쪽수
추가․수
정된 내용 

새
로

추
가
된

내
용

4.2.1.2 저장공간     
4.4.2.11 Number of
Song
4.4.2.12 Song Name
4.4.2.13 Song Writer
4.4.2.14 Song
Composer
4.4.2.15 Song Singer
4.4.2.16 Number of
Control Frame
4.4.3 제어 프레임 구조 
4.4.4.1 Control Code
영역 
4.4.4.2 Start Time 영역 
5.1 자막 API 기능 분류
5.2.13
K_CAPFrmDispCapSiz
e ...
5.2.30
K_CAP_GetSongSinger

0.25

16.2
5
쪽

저장 공간,
제어 및 제
어 프레임 
구조, 저작
권자

5.5

1.5

9

수
정
한

내
용

2.2 관련 규격
2.3 적용 범위
2.4 용어 설명
3.1.1 MP3 노래방 
서비스 정의
3.1.12 분리형 자막 
서비스
4.1 MP3 노래방 단말 
시스템 구성도
4.4.1 파일 구조 (전부)
5.1 자막 API 기능 분류
4.2.2 기능적 요구 
사항(전부)
4.3 MP 자막 실행 Flow
(전부)

1

10.2
쪽

기존의 내
용을 B사
의 규격서
(KF mp3
노래방 단
말 규격서)
에 맞게 수
정 

0.2

1

1.5

1.5

2

3

동
일
유
사
한 
내
용 

위의 새로이 추가된 내
용과 수정한 내용을 제
외한 나머지 내용은 A사
의 내용과 거의 동일(유
사)함   

16.55 쪽
(=43-26.
45)

전 체 적 으
로 A사의 
내용과 동
일하나 B
사의 자체 
규 격 서 에 
맞게 단어 
수준의 변
경이 이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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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 분석 결과

B사에 의하여 추가․수정된 부분 및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수정․추가된 규석서 분

량은 새로이 추가된 분량 16.25쪽이고, 수정한 내

용 부분이 10.2쪽이며, 기존의 내용과 거의 동일

(유사)한 부분이 16.55쪽이었다. B사에 의하여

수정․추가된 부분의 분량이 26.45쪽 임을 알 수

있다.

수정․추가된 규석서 분량을 계산하면 21.2쪽

이 나오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1.2쪽 (수정․추가된 쪽수) =

16.25×1.0 + 10.2×0.4 + 16.55×0.05

B사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저장 공간,

제어 및 제어 프레임 구조, 저작권 정보(제목,작

곡가,가수,작사가)이며, 수정된 내용은 기존의 내

용을 B사의 규격서(KF mp3 노래방 단말 규격

서)에 맞게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B사에 의해

수정되거나 추가 개발된 규격서 분량은 총 43쪽

에서 21.2쪽임을 알 수 있다. 즉, 49% 정도 수

정․추가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기업간의 여러 분쟁에는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감정 대상 규격서의 유사도에 산정 방법에 대

한 연구를 수행했다. 본 논문을 통하여 규격서

에 대한 동일 유사성은 21.2 페이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2020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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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응용수학부 교수
2013.8.~현재 한국저작권위원(KCC)

SW감정전문위원
2019.1~현재 한국지식정보학회(KKITS)

논문지편집위원장
2014..1~현재 TTA/TC4/JTC1분과

부위원장
2011.2~현재 (사)한국SW감정평가학회 이사
1992. 5.22. IR52 장영실상

(과학기술부 장관상)
2015.12.10. 제10회 대한민국 로봇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주관심분야> 영상처리, 로봇 HRI, 인공지
능, SW감정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