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육군제대군인지원처 위탁 단체과정 

저작권관리사 양성 과정

❑ 개요  
- 현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인 문화콘텐츠 분야는 핵심저작권 산업이며, 저작권 산업을 비롯한 

기업 내 저작권 관리 전문가로 취업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저작권 관리사는 
문화콘텐츠계의 변리사로 불리우며, 군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들이 자격시험 면제로 행정사 자격
취득 후 저작권 전문 행정사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과정

❑ 활동 영역

❑ 활동 분야



과목 내용 교수진

저작권의 이해
각 분야별 다양한 유형의 저작권의 기본 개념이해 및 국가의 
저작권 관리시스템과 저작권 침해구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김기태 교수

(세명대 교수)

콘텐츠 마케팅론
저작권의 상품화, 관리를 위한 분야별 지식콘텐츠 마케팅의 
이론과 실무 등 콘텐츠 마케팅 기본

안종배 교수

(한세대 교수)

콘텐츠 산업론
창작의 기본 개념부터 제작, 다양한 저작물의 유형, 유통과정, 
가치평가 등에 대한 교육

이옥기 교수

(서울과기대 교수)

저작권 관련 법령
저작권 관련 분야별 관계법령 및 침해구제 관련 민사 소송법과 
지식재산소송 관련 조항 

윤용근 변호사

(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관리실무
저작권 관리 실무에 요구되는 내용과 저작권 실무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요령

전문영 변호사

(저작권 전문 변호사)

❑ 교육계획
- 교육 기간 : 2014년 3월 21일 ~ 5월 2일 (매주 금요일, 총 7회)
- 교육 시간 : 온라인 71시간, 오프라인 42 시간 (총 113시간)
- 교육 비용 : 80만원(육군단체과정으로 10%만 자부담, 취업역량비와 별도)
- 교육 특징 : 온라인 선행 학습 후 질의응답 식 오프라인 집중 교육
- 교육 장소 : (온라인)한국저작권중앙회 홈페이지, (오프라인) 한국리폼문화재단(서울)
- 기타 사항 : 1년간 합격 시 까지 교육 제공. 온라인 학습 Q&A를 통한 실시간 교육제공

❑ 교육 내용

❑ 수료생 및 자격 취득자 특전
-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행정사 온라인 교육 무료 제공 및 자격취득 컨설팅 지원.
- 교육 수료생 전원 한국저작권중앙회 수료증 발급.
- 교육 일정 중 특별 자격검정 시행.

❑ 수료 후 진로
- 기업 내 저작권 행정, 교육, 침해방지 등 저작권 행정 관리자로 취업
- 정부 및 민간 저작권 보호센터 저작권 분쟁 및 침해방지 전문가로 취업
- 방송, 출판 등 저작권 중개, 계약 체결 등 저작권 마케팅 전문가로 취업
- 법무법인 내 저작권 행정사 및 저작권 법률 전문가로 취업
- TV, 영화제작 등에 사용하는 저작권을 조사 관리하는 전문가로 취업 및 창업
- 저작권 등록 및 문화 상품화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창업
- 저작권 계약,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 저작권 전문 행정사로 취업 및 창업

❑교육과정 안내 및 신청
한국저작권중앙회 http://www.crmanager.co.kr/  02)773-9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