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OCW 참여 강의 개요 
※ 실제로 진행된 강의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국문) 정보사회의 윤리(영강) 

[선택] 교과목명 (영문) Ethics And Information Society 

교수자명 박경신 

교과목 학습목표 -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정보사회에서 생산자와 수용자의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법을 배워 정보사회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교과목 소개 - 본 강좌는 정보화사회에 적용되는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권,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

신사업법, 방송법 등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교육한다.  

- 교육방법에 있어서 실제 분쟁대상이 되었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직접 보거나 들음으로써 구체화된 법지식을 습득하게 됨. 

- 학기 후반부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문제해결 및 정책제시를 해본다.  

교과목 키워드 정보사회, 정보, information, 윤리, ethics, ethics of information society  

 

2. 주차 별 강의 내용 및 연관 파일명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기초강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기초강
 



의 관련 내용 

2 공정이용 – 영화,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영화에서의 fair use- "거울 속으로" "연애소설" 

"해피에로크리스마스"  

3 저작권의 표현물성 –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에서의 idea vs. expression  -"Tetris" "뿌

요뿌요" "건바운즈"  

4 저작권 침해 – 음악 사건들을 중심으로 
음악 사건에서의 유사성 - "사랑은 아무나 하나

" 및 미국의 sampling 판례들  

5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업체의 책임 

신기술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Sony & 

Betamax 판결- 소리바다, 벅스뮤직, Napster, 

Grotsker 판결 
 

6 
임시조치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실명제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 관련 판결 

 

7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UDRP에 대한 기초강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UDRP 관련 판결 
 

8 인터넷도메인네임 분쟁 -  "Viagra.co.kr"와 "fedex.co.kr" 사례 
 

9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기초강의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  
 

10 명예훼손 사례연구 
-  "그때그사람"  "하얀방" "무궁화꽃이 피었습

니다"  

11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사례연구   -  "슈팅라이크베컴" "키아누리브스 꼬시기" 
 

12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규범 및 국제법 
- GATT 4조, 문화다양성협약, 영화공동제작협

정  

13 망중립성, 공정거래법, 영화사 수직계열화 
망중립성, 공정거래법, 영화사 수직계열화 관련 

사례  



14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례  

15 스포츠에이전트업- FIFA규정, 축구협회 규정, 프로 
스포츠에이전트업- FIFA규정, 축구협회 규정, 

프로 관련 사례 
 

16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