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재권 보호, 평균 보다 2% 부족
-

BSA, 2008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공식 발표

-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3%로 전년과 동일, 세계 평균 41%에 2%
부족해

-

국내 피해액 약 6천 2백만 달러(미화)로 약 13% 상승, 10년 이상 증가세

[2008년 5월 12일, 서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은 오늘 전세계 1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에 공식
발표했다.

2008년도의 실태를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3%로 전년과 동일한 불법복제율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 41%에 2% 부족한 것이며, 지재권 보호
선진국(TOP 25) 기준인 41%에도 마찬가지로 2% 부족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는

2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미화)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여, 조사 대상
110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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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반면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불법복제율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액은 약 90억 달러(미화)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 해보다 2% 하락한 21%로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61%로 전년 대비 2%가 상승했으며,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불법복제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총 110개의 조사 대상국 중 57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으며,
36개국은 지난 해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으며, 16개국에서 증가세를 보여 신흥 시장의
규모와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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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세계 SW 불법복제율 추이 (’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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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 개요
‘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연구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는

BSA와

IDC에서

연례적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조사, 발표하고 있는 공식 보고서로서 전세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고, 불법복제 유형 및 동향을 비롯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데스크탑, 노트북 및 기타 울트라 포터블 컴퓨터 등
라이센스가 요구되는 PC에 장착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패키지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PC 게임, 개인 재무, 참조 소프트웨어 등도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IDC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벤더, 사용자
및 채널 그리고 60 개국 이상에서의 현지 시장 상황을 검토하는 IDC 분석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된 IDC 자산인 독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출하 통계치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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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소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단체로서, 각국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및 하드웨어
협력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BSA의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무역
및

이커머스(e-commerce)를

촉진하는

교육과

정책

이니셔티브을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로는 Adobe, Agilent Technologies, Altium, Apple, Autodesk,
Bentley Systems, CA, Cadence Design Systems, Cisco Systems, Corel, CyberLink,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oration, Dell, Embarcadero, Frontline PCB Solutions - An Orbotech
Valor Company, HP, IBM, Intel, Intuit, McAfee, Microsoft, Mindjet, Minitab, NedGraphics, PTC,
Quark, Quest Software, Rosetta Stone, SAP, Scalable Software, Siemens, Sybase, Symantec,
Synopsys, Tekla, The MathWorks가 있습니다.

[글로벌 웹사이트: www.bsa.org, 국내 웹사이트: www.bsakorea.or.kr]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소개
IDC는 IT 및 통신, 소비재 기술 부문 세계 최고의 시장조사 분석 및 컨설팅 기관으로서 IT
전문가, 기업 경영자, 투자자들이 기술 구매와 사업 전략에서 있어서 사실에 근거, 분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000 명 이상의 IDC
애널리스트가 세계 110 개 국가의 기술 및 사업 기회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4 년 이상 IDC는 고객들이 중요한 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 시각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글로벌 IT 미디어 그룹 IDG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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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웹사이트: www.idc.com / 국내 웹사이트: www.id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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