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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작권 포럼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ㆍ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7번출구 방향 지하로 연결된 코엑스몰 진입 후
아쿠아리움 방향으로 도보로 약 5분
ㆍ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방향 지하로 연결된 코엑스몰 진입 후
메가박스 영화관 방향으로 도보로 약 10분

버스로 오시는 경우
ㆍ무역센터 : 143, 2413, 4419, 9407, 9414, 9507, 9607
ㆍ무역센터 : 146, 301, 351, 352, 401, 2415, 3217, 3411, 3412, 3414, 3418,
4318, 9407, N61
ㆍ봉은사, 코엑스 북문 : 351, 3411, 3412, 6704

&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고속열차(STR)로 오시는 경우
ㆍ지하철 : 수서역에서 분당선 승차 → 선정릉역에서 9호선 환승 		
→ 봉은사역에서 하차
ㆍ버스 : 강남 06
ㆍ버스 : 401,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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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00~10:00

[등록/전시]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 기증저작물 등 전시 OSSL 검증 툴 CodeEye 소개 및 시연

Session 1

본 행사

10:00~10:20

[인사말] 축사 / 환영사

10:20~10:40

[시상식] 오픈소스 공로자 수여식, 기증증서 전달식,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및 활용지원 공모 시상식

10:40~11:40

[기조연설]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관련 WIPO 전략 (Paolo Lanteri, WIPO)

12:00~13:30

점 심
Session 2
공유저작물 트랙

오픈소스SW 트랙

13:30~14:10

CCL저작물을 활용한 음원 비즈니스
(노종찬, 원트리즈뮤직)

13:30~14:10

오픈소스SW의 공공정책
(Malcolm Bain, ID Law Partners/스페인)

14:10~14:50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및 미래 전략
(Emily Gore, DPLA/미국)

14:10~14:50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Karsten Gerloff, Siemens/독일)

14:50~15:10

커피 브레이크 / 전시작품 감상

14:50~15:10

커피 브레이크 / 전시작품 감상

15:10~15:50

이미지 저작물 공유와 스톡이미지 비즈니스
(정찬우, 비비트리)

15:10~15:40

우리 중소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및
대응전략 (전현준, SK플레닛)

15:40~16:10

15:50~16:30

공유저작물의 민간 활용 강화 방안
(Greg Cram, NYPL/미국)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OSSL 위반
관련 법률적 위험 요소 분석
(전응준, 유미법무법인)

16:10~16:40

공급망 관리를 위한 SPDX (김경애, LG전자)

16:30~17:00

질의 응답

16:40~17:00

질의 응답

17:00~

폐회선언, 경품추천

※ DPLA(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NYPL(뉴욕공공도서관), SPDX(SW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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