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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사       건 2007가합67109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원       고  1. 주식회사 에이온미디어

 2. 주식회사 굿베리엔터테인먼트

 3. 주식회사 하늘소엔터테인먼트

 4. 내가네트워크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알레스뮤직

 6. 주식회사 아리토

 7. 포니캐년코리아 주식회사

 8.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9. 주식회사 디에스엔터테인먼트

10. 조철형 (문화미디콤)

11. 김인  (한국DJ클럽)

12. 성정우 (필뮤직)

13. 주식회사 메주컬처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메주뮤직)

14. 주식회사 플럭서스

15. 김민규 (문라이즈)

16. 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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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송홍섭

18. 이한철 (튜브앰프)

19. 주식회사 봄여름가을겨울엔터테인먼트

20. 주식회사 서울음반

21.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이상희

피       고 주식회사 미디어포트(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프루나닷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정한

변 론 종 결 2008. 3. 19.

판 결 선 고 2008. 4. 23.

주       문

1. 피고는 www.pruna.com에서 제공하는 프루나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 들어 있는 MP3 파일, WMA 파일 및 위와 같은 

음원 디지털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위 프루나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 WMA 파일 및 위와 같은 음

원 디지털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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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www.pruna.com을 통해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위 프로

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 WMA 파일 및 위와 같은 음원 디지털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

지 123, 갑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 수록된 각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들로서, 

저작권법 제78, 79, 81조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에 대한 복제․배포권 및 

전송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10. 26.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스엘커뮤니

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6. 1. 5. ‘주식회사 프루나닷컴’으로 상호가 변

경되었고, 2006. 10. 27. 현재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서, www.pruna.com(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 프루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배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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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 다.

  다.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방법

    (1)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가 무료로 배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받아 설치하고, ID와 비밀번호, 기본적인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위 사이트의 회

원으로 등록한다.

    (2) 회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공유 폴더” 및 다운로드받은 MP3 파일을 

저장할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의하면 다

운로드 폴더와 공유 폴더가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변경하지 아

니하는 이상 다운로드된 MP3 파일은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별도의 송신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전자게시판 등에 업로

드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우선 로그인 화면

이 나타나고, 여기에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면 이 사건 사이

트로 연결되는 동시에 P2P 호환서버들 가운데 접속이 가능하고 파일 및 접속량이 많

은 서버로 자동으로 접속되며, 접속된 P2P 호환서버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의 연결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송신하여 준다. 

    (4) 이용자가 이 사건 사이트의 검색창에 노래 제목 또는 가수 이름 등 임의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요청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P2P 호환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이

용자의 IP 주소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의 공유폴더에서 검색어

와 일치하는 파일의 정보를 검색 요청 이용자의 컴퓨터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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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 요청 이용자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응답정보를 재

구성하여 파일 이름, 노래 제목, 가수 이름, 파일크기, 음질, 노래시간, 속도 등이 표시

되는 검색결과 목록을 보여주는데, 자동정렬 기능을 통해 속도, 크기, 음질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결과 리스트를 정렬할 수 있다. 

    (6) 검색 요청 이용자가 위 검색결과 리스트 중에서 다운로드받기를 원하는 MP3 

파일을 선택하여 클릭을 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는 P2P 호환서버로부터 제공받은 IP 

주소를 이용하여 당해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이용자의 컴퓨터와 1:1로 직접 연결되어 

파일 보관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 위치한 해당 파일을 검색 요청 이용자의 컴퓨터로 다

운로드하여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 된다(이를 ‘다운로드 행위’라 한다). 

  라. 피고 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외 주식회사 소리바다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5. 11. 7. 저작인접권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 고, 

그 직후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여 1일 평균 방문자의 수가 

69만 명에 이르러 전체 웹사이트 가운데 22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마. 피고는 다수의 접속자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배너 광고 판매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소정의 금원을 납입하면 최우선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국내 음반시장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1998년 3,530억 원, 1999년 3,800억 원, 

2000년 4,104억 원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 으나, 이후로는 2001년 3,733억 원, 

2002년 2,861억 원, 2003년 1,833억 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사. 원고들을 포함한 음반제작자들이 저작인접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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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프루나닷컴)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카합

1662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6. 6. 28. 담보제공을 조건

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하 고,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하 으나, 이 

법원 2006. 9. 12.자 2006카합2433 결정으로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 으나 서

울고등법원 2007. 8. 22.자 2006라1354 결정으로 역시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서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

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

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

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침해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를 침해 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판단에 이른다.

    (1) 복제권 침해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의 복제물인 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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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송권 침해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의 MP3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받게 되면, 위 MP3 파일들은 공유 폴더

에도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유선통

신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방조 책임

      주식회사 소리바다가 피고와 유사한 서비스를 중단하자 이 사건 사이트의 방문

자 수가 급증한 점 및 위 회사의 서비스에서 불법파일이 차지하던 비율, 이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해당 

파일에 손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의하면 다운로드 폴더는 공유 폴더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원칙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된 MP3 파일은 그 즉시 다른 이용자들이 다

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는 점, 이용자들 사이에는 MP3 파일을 공유한다는 공통의 목적 

외에 별다른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이용자들이 적법하게 제작된 CD에 수록된 음원

과 거의 동일한 음질을 갖는 MP3 파일을 용이하게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는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MP3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그 검색창을 통해 음원을 검색하게 되는 점, 

이용자가 검색한 MP3 파일 중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면서도 음질이 양호한 것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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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렬 기능 등 이용자들의 MP3 파일 다운로드를 촉진시키는 기

능이 제공되고 있는 점, 피고는 소정의 금원을 납부한 이용자들에게는 다운로드 시 편

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순히 파일교환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MP3 파일의 교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

겠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배포 및 이 사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침해행위

를 방조하 다고 봄이 상당하여, 침해 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달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는 금칙어(검색금지어) 등록 및 이용자들을 대상

으로 한 유료서비스 제공안내 등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최

선의 기술적 조치를 마쳤고, 필터링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뮤레카와 지금의 기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필터링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음원을 필터링하여 차단

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기술적 조치도 준비 중이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의해 면책된다.

      (나)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 이미 음원 관련 파일들에 대한 금칙어 

등록 등을 통한 방법으로 파일의 공유를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 음원 관련 파일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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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조치를 종국적으로 행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

다.

      (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스스로 보

호받고자 하는 음원 저작물의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스

스로 원고들의 음원 저작물을 파악하여 이를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

당하다.

      (라) MP3 파일이나 WMA 파일과는 달리 압축파일인 Zip 파일의 경우에는 압축

된 파일 중에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음악파일 이외에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파일도 포함

되어 있을 수 있는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로서는 이러한 Zip 파일을 일일이 다

운로드 받아 압축을 풀어보지 않는 한 그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Zip 파일에 대하여까지 그 제한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2) 판단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

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 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

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음반제작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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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P2P 서버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조장하

는 기능을 제공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조장하는 기능을 제공

하는 부분은 단순한 P2P 서비스와는 달리 가치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침해에 관한 경고문 및 유료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게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과 관련한 금칙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인접권침해

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금칙어로 등록한 

음원이라고 주장하는 곡들의 상당수가 금칙어를 단순 변형하여 입력하는 경우 검색이 

가능한 반면, 간단한 형태의 검색어 제한방법 이외에도 음악인식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발달로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

고 있는 점, ③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고가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서비스의 성격 및 원고들이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DRM 기술 중 최적인 조치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침해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할 수단을 강구하고, 수시로 그 침해행위를 감시하여 적어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

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금

칙어를 등록하거나 필터링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뮤레카와 지금의 기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필터링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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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정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 으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조치가 종국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가처분 결정 이전인 2006. 3. 8. MP3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를 차단

한 사실 및 그 이후 이러한 조치를 확대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음원관련 확장자를 가

진 파일 및 Zip 파일 등의 다운로드를 차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음원 관련 파일의 검색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운로드는 상당 부분 차단되고 있는 실정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위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가 위 가처분 사건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향후 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없어질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음원 관련 

파일들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의 위와 같은 조치를 종국적인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무릇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계약상, 법령상, 기타 조리상

의 의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음원의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상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이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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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는 위 “저

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하면

서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

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

송’을 그 조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은 P2P 서비스는 다

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로서 피고는 위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특수한 유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님이 그 내용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와의 관계나 저작권자 등의 권리침해방지를 강화하려 한,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히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큰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저작물 등의 전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온라

인서비스’를 별도로 분류하여, 그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하여 권리자들이 위 제10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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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

도 바로 같은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저작권법 제142조)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

면, 위 저작권법 제104조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극적 필터링 방식(음원

의 권리자들이 파일 공유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음원 파일의 공

유를 금지하는 방식)을 전제로 권리자들이 스스로 P2P 서비스제공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음원 등을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조리상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전제로 한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Zip 파일에 대한 파일공유 서비스 제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Zip 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원을 포함한 음악파일을 압축한 후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 사실

이 인정되고, 따라서 Zip 파일을 통한 파일공유까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MP3 파일이

나 WMA 파일만의 제한을 통하여서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정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에 대한 Zip 파일에 대하여도 원고들

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 1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기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

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 수록된 MP3 파일, WMA 파일 및 위와 같은 음원 디지털 파일을 압

축한 Zip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서비스에 의한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의 침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스스로도 음악유통사

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소리바다와는 달리 피고의 사업 목적이 음악서

비스 또는 음원파일 유통사업에 있지 않고, 향후에도 음원의 저작권자와 유료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음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 WMA 파일 및 위와 같은 음원 디지털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의 공유 서비스 제공의 금지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 중에는 위와 같은 음원 관련 

파일들 외에도 텍스트 형식의 파일, 동 상,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의 비음원 파일

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배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피고

의 회사 설립 취지 및 운  형태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

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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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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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에이온미디어

번 호 회       사 ARTIST 수록곡명

1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Hey U

2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오늘 하루만

3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혼자 하는 이별

4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One More Time

5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바보

6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지각...(다시 안녕)

7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그대라서 행복합니다

8 에이온미디어 레몬트리 Shake The Music

9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Fly High

10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Wind

11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아리송해

12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Excuse Me

13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Cut!

14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Shall We Dance

15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나 와

16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Jump

17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Come On Baby

18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To Be My All

19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The Boy is Mine

20 에이온미디어 맥시붐 Wind (Hip-hop ver.)

2. 주식회사 굿베리엔터테인먼트

번  호 회       사 ARTIST 수록곡명

1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눈사람

2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Happiness

3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널 사랑하는데…

4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그래도 살아가겠지

5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부탁

6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자존심

7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요람처럼

8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절애

9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하루

10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Party 2 Night

11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첫사랑

12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고백하는날

13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She`s My Friend

14 굿베리엔터테인먼트 가비앤제이 웃다가 눈물이나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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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하늘소엔터테인먼트

번  호 회       사 ARTIST 수록곡명

1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Show

2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마이 프로필(My Profile)

3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I LOVE YOU

4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행복한가요

5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Panic Attack

6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아버지

7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타버린 나무

8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기다리는 사람

9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그대로 있어주면 돼

10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안녕 형아(영화 '안녕 형아' 주제곡)

11 하늘소엔터테인먼트 김장훈 日月歌

4. 내가네트워크 주식회사

번  호 회       사 ARTIST 수록곡명

1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너보다 좋은건 없어

2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SOJU (소주)

3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믿어

4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부비댄스

5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너말고 니언니 (Feat. 유리)

6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바람

7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Kiss Me

8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이런날

9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고3

10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돌아

11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벌써 신년

12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다리가 이쁜 그녀

13 내가네트워크 이지라이프 Can`t You See I`m Crying Out

5. 주식회사 알레스뮤직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MORE THAN WORDS kevin kern Above the Clouds

2 MORE THAN WORDS kevin kern Sundial Dreams

3 MORE THAN WORDS kevin kern Out of the Darkness, Into the Light

4 MORE THAN WORDS kevin kern In My Life

5 MORE THAN WORDS kevin kern Through the Arbor

6 MORE THAN WORDS kevin kern From This Day Forward

7 MORE THAN WORDS kevin kern Threads of Light

8 MORE THAN WORDS kevin kern Pastel Reflections

9 MORE THAN WORDS kevin kern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10 MORE THAN WORDS kevin kern Where Paths Meet

11 MORE THAN WORDS kevin kern After the Rain

12 MORE THAN WORDS kevin kern Children at Play

13 MORE THAN WORDS kevin kern Twilight's Embrace

14 MORE THAN WORDS kevin kern Blossom on the Wind

15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The Touch of Love

16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The Way of the Stream

17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A Million Stars

18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High Above the Valley

19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Ancient Guardians

20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Cauldron of Healing

21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Filled with Light

22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Through the 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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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니캐년코리아 주식회사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The Whole Nine Yards (Openingtitle)

2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3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What A Conincldence

4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Take Five

5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1997 Spring

6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Have A Ball

7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In Those Days

8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Forget Me Not

9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History

10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For Sure

11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Tearful Face

12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History (Another Side)

13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Do Over Again

14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Keep Your Fingers Cross

15 냉정과 열정사이(冷靜と情熱のあいだ) O.S.T Various Artists The Whole Nine Yards

16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Imagine

17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몽환의 숲 (Feat. 이루마)

18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헤어지던 밤 (Feat. 혜란)

19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Who took ma Crown ( Feat. illinit)

20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SKIT #1

21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Zoom in 2 Seoul city

22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만우절(滿雨節)

23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Softly Falling

24 THE WINDING PATHS kevin kern The Winding Path

6. 주식회사 아리토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나 항상 그대를 #1  <SPECIAL FEATURE>- 가수: 송시현

2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Intro (Action Theme)

3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About us (메인 타이틀 송/진경의 Love Theme)- 가수: 임지숙

4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로비에서 (인재 진경을 보다)

5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수사중 (강력부 검사 진경의 Theme)

6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순남과 석재 (가문의 위기 Comic Theme)

7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진경의 유혹

8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Funny Ride (인재와 진경의 데이트)

9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진경의 고백 (백호파의 전쟁#1)

10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숲속길 데이트

11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봉검사의 프로포즈

12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검사와 조폭 

13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흔들리는 진경

14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순남과 진숙의 황야의 결투

15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인재와 진숙

16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등대앞 (가문의 위기 Love Theme)

17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주류창고 (백호파의 전쟁#2)

18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금고털이 ‘꼬챙이 오’(순남의 Theme)

19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가문의 승리(Epilogue)

20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가문의 행복 (End Credit)

21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그대, 내 사랑 (인재의 love theme) - 가수: 강윤식

22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나 항상 그대를 2005 - 가수: 공형진

23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Crying for the One(Love Theme) - 가수:영탁

24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I can't Breathe (Love Theme) - 가수:영탁

25 가문의 위기 OST Various Artists come on (종면의 Theme) - 가수: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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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4월에서 8월까지 (with. AG)

24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SKIT #2

25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Comics 2006

26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순수실조

27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u know who (Feat. MC SNIPER)

28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Luv u MaMa

29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Peace 4da kidz (Feat. 배치기)

30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生 과 死

31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ULT & ME

32 Challenge 4 da Change 키네틱플로우 Outro

8.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번 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1집-어머님께 god Intro

2 1집-어머님께 god 관찰

3 1집-어머님께 god 날 기다려줘

4 1집-어머님께 god 작은 남자들과 함께

5 1집-어머님께 god 난 너에게

6 1집-어머님께 god 어머님께

7 1집-어머님께 god 니가 다시 돌아올수 있..

8 1집-어머님께 god 약속

9 1집-어머님께 god 왜 또 다시 난

10 1집-어머님께 god 나쁜 여자

11 2집 god Exit. 20Th Century - E..

12 2집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13 2집 god Dance All Night

14 2집 god 모두 가져가

15 2집 god 그대 날 떠난 후로

16 2집 god Say god

17 2집 god 애수

18 2집 god 기차

19 2집 god Friday Night

20 2집 god 21C 우리의 희망

21 2집 god 다섯 남자 이야기

22 3집 god 파리 (Intro)

23 3집 god 촛불하나

24 3집 god 니가 필요해

25 3집 god 거짓말

26 3집 god 돌아와 줘

27 3집 god 나와 함께 춤을 춰

28 3집 god 왜

29 3집 god god 파티

30 3집 god 장미의 전쟁

31 3집 god 난 사랑을 몰라

32 3집 god 사랑이 영원하다면

33 3집 god 하늘색 풍선

34 3집 god 촛불하나 (Ins)

35 4집 god Intro

36 4집 god 길

37 4집 god 다시

38 4집 god 바보

39 4집 god 니가 있어야 할 곳

40 4집 god 슬픈 사랑

41 4집 god 나는 알아

42 4집 god 모르죠

43 4집 god 난 남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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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집 god 가자

45 4집 god 134 14

46 4집 god 떠나지 못하는 이유

47 4집 god 길 (Instrument)

48 5집-Chapter 5 Letter god Report to the dance fl..

49 5집-Chapter 5 Letter god 기회를 줘

50 5집-Chapter 5 Letter god 요즘

51 5집-Chapter 5 Letter god 사랑이야기

52 5집-Chapter 5 Letter god 0

53 5집-Chapter 5 Letter god 걸어선 안되는 전화

54 5집-Chapter 5 Letter god 사랑? 사랑!

55 5집-Chapter 5 Letter god 더듬고 있어

56 5집-Chapter 5 Letter god 눈치 없는 눈물

57 5집-Chapter 5 Letter god 우리

58 5집-Chapter 5 Letter god 5집을 내며

59 5집-Chapter 5 Letter god 이렇게 또

60 5집-Chapter 5 Letter god 편지

61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내 손을 놓지 마요 - 차태현

62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기억해줘 - i(아이)

63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GOOD BYE - 장필순

64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아니…  - 이주원

65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보헤미안 - 장필순

66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잊어요 - 차태현

67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10월 - 장필순 

68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범인(평범한 사람) - &(AND)

69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아마빌레 - 장필순

70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10월 (Piano)

71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아마빌레(Piano)

72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보헤미안(Guitar)

73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꿈(Guitar)

74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Good Bye ( Piano Solo)

75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0월 (Piano solo)

76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아마빌레(Piano, Nylon Guitar)

77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Good Bye (Scat)

78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꿈(Piano)

79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10월(Piano, Guitar)

80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날다(Scat)

81 새드무비ost Various Artists Good Bye (Scat, Piano Solo)

82 봄날OST Various Artist 봄날

83 봄날OST Various Artist 기억해줘

84 봄날OST Various Artist 차라리

85 봄날OST Various Artist 가지마

86 봄날OST Various Artist 그 아픔도 그 슬픔까지도

87 봄날OST Various Artist 가지마(Tempo Ver.)

88 봄날OST Various Artist 봄날

89 봄날OST Various Artist Prologue

90 봄날OST Various Artist Main Title

91 봄날OST Various Artist 비양도의 하루

92 봄날OST Various Artist Sub Title

93 봄날OST Various Artist 이별 I

94 봄날OST Various Artist 어릴적에

95 봄날OST Various Artist 해뜨는 집

96 봄날OST Various Artist Bridge Theme

97 봄날OST Various Artist 정은의 방

98 봄날OST Various Artist 엄마의 피아노

99 봄날OST Various Artist Nocturn I

100 봄날OST Various Artist Noctur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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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봄날OST Various Artist 이별 II

102 봄날OST Various Artist Main Title(Classic Ver.)

9. 주식회사 디에스엔터테인먼트

번 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해피 페이스 (Happy Face) 

2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오로라 (Aurora) 

3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Eyes 

4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Interlude 

5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Go By 

6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축제 (Good Luck) 

7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Into You Featuring Hi-D 

8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Thank You 

9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Sweet Potato 

10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Dreaming 

11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Higher 

12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Blue Juice 

13 바다2집 Aurora/Happy Face 바다 Little Boy 

14 Sailing 비욘드 Intro  

15 Sailing 비욘드 Sailing (I Still Love You...)  

16 Sailing 비욘드 사막에서 하늘을 날다  

17 Sailing 비욘드 후유증  

18 Sailing 비욘드 변하나봐  

19 Sailing 비욘드 I'll Cherish You (난 바람이 될꺼야...)  

20 Sailing 비욘드 Be My Baby  

21 Sailing 비욘드 사랑한다는 말  

22 Sailing 비욘드 마티니를 든 가장 슬픈 너  

23 Sailing 비욘드 Hard To Say I'm Sorry  

24 Sailing 비욘드 영원 (ver.2)  

25 Sailing 비욘드 Happy Birthday  

26 Sailing 비욘드 사막에서 하늘을 날다 (MR)  

27 Sailing 비욘드 Sailing (MR)  

10. 조철형(문화미디콤)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Cats (캣츠) Various Artists Solo Dance

2 Cats (캣츠) Various Artists Old Gumbie Cat

3 Cats (캣츠) Various Artists Rum Tum Tugger

4 Cats (캣츠) Various Artists Mungojerrie And Rumleteazer

5 Cats (캣츠) Various Artists Old Deuteronomy

6 Cats (캣츠) Various Artists Grizabella, The Glamour Cat

7 Cats (캣츠) Various Artists Gus The Theatre Cat

8 Cats (캣츠) Various Artists Macavity The Mystery Cat

9 Cats (캣츠) Various Artists Mister Mistoffelees

10 Cats (캣츠) Various Artists Memory

11 Cats (캣츠) Various Artists Jouney To The Heaviside Layer

12 Cats (캣츠) Various Artists Jellicle Ball - Lloyd Webber/Eliot

13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Carrickferqus

14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Love's Old Sweet Song

15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Steal Away (Vocal)

16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Mise Eire

17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The Spinning Wheel

18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Natasha

19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Scorn Not His Simplicity (V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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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The Derry Air

21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Cal

22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The Old Man (Vocal)

23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Mna na hEireann

24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Raglan Road

25 The Essential Collection phil coulter The Town I Loved So Well (Vocal)

26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바이올린 협주곡 6번 E 단조 제2악장 아다지오 Violin Concerto No. 6 in E 
Minor 2nd Movement Adagio

27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Che Soave Zeffiretto from Marriage of Figaro 

28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한여름 밤의 꿈 중 결혼 행진곡 Wedding March from A midsummer night's dream

29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from L Elisir d amore

30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삼손과 데릴라 중 바커스 축제 Bacchanale from Samson et Dalila

31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Nessun dorma from Turandot

32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바이올린 협주곡 D 장조 작품 61 제 2악장 라르게토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2nd Movement Larghetto

33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로엔그린 중 신부의 합창(결혼 행진곡) Bridal Chorus from Lohengrin

34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가곡 <밤과 꿈> 작품 827 Nacht und Dräume D. 827

35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백조의 호수 작품 20 중 장면 Scene from Swan Lake Op. 20

36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스파르타쿠스 중 아다지오 Adagio from Spartacus

37 WhiteDay Classic Various Artists 뱃노래 F# 장조 작품 60 Barcarolle in F# Major Op. 60

11. 김인영(한국DJ클럽)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1 Various Artists 해야

2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1 Various Artists 세상만사 +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 탈춤 + 어쩌다 마주친 그대

3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1 Various Artists 바람과 구름 + 구름과 나

4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1 Various Artists 연 + 나 어떡해 + 그대로 그렇게

5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1 Various Artists 불놀이야 + 윷놀이

6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1 Various Artists 젊은 미소 + 금연

7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2 Various Artists 일곱색깔 무지게 + 나도야 간다

8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2 Various Artists 세계로 가는 기차 + 풍선

9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2 Various Artists 아니벌써 + 개구쟁이

10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2 Various Artists 여름 + 연극이 끝난 후

11 7080캠퍼스 젊음의 행진CD_2 Various Artists 밤에 피는 장미 + 홀로된 사랑 + 젊은 태양

12. 성정우(필뮤직)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1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Fundamentum - Lesiem<MBC TV"타임머신"> 

2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 The St Philips Boy's Choir<현대자동차"뉴그랜져XG편"> 

3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Small Talk - The Real Group <BC카드 봄"빨간사과"편> 

4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Good Old Years - Citizen Jane<삼성생명"FC편">

5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Song From The Snow - The Real Group<기탄수학>

6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Madame Butterfly - Maria Tardy & Alexander Pinderak<두산"위브"아파트>

7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Tears - Ernesto Cortazar <SBS TV"인생대역전">

8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Time - Hard Romantic & Liam O'Kane<SBS TV 드라마"불꽃">

9 CF음악감독 추천 Hot CF Various Artists Sing Forever - The St Philips Boy's Choir<우리은행>

10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Substitute For Life

11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Telephone Talking

12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Commonly Unique

13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Thousand Things

14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Run, Run, Run

15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Love And Let Go

16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Stay

17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Lift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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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Big Bad World

19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Song Of Love

20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Cage Of Promises

21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Long Way To Go

22 Commonly Unique The Real Group Eyes Of A Child

23 One For All The Real Group We're Five

24 One For All The Real Group For My Lady

25 One For All The Real Group The Venture Of Living

26 One For All The Real Group I Found The Key

27 One For All The Real Group Walking Down The Street

28 One For All The Real Group Hard To Say Goodbye

29 One For All The Real Group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30 One For All The Real Group I Sing, You Sing

31 One For All The Real Group Splanky

32 One For All The Real Group A Word

33 One For All The Real Group Simplicity

34 One For All The Real Group The Lost Jewel

35 One For All The Real Group Vem Kan Segla…

36 One For All The Real Group Small Talk

37 One For All The Real Group One Summer

38 One For All The Real Group Swedish Hit Medley

13. 주식회사 메주컬처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메주뮤직)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정재일 1 정재일 첫 걸음 메주뮤직

2 서울전자음악단 1 서울전자음악단 내가 원하는 건   메주뮤직

14. 주식회사 플럭서스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클래지콰이 2 클래지콰이 Beautiful woman ㈜플럭서스

15. 김민규(문라이즈)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델리스파이스 6 델리스파이스 시아누크빌 문라이즈

16. 한대수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한대수 한대수 바람과 나 한대수

2 한대수 한대수 상처 한대수

17. 송홍섭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녹색정원 신윤철 컴퓨터 세상 송홍섭

18. 이한철(튜브앰프)

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Organic 이한철 Fall in love 튜브앰프

19. 주식회사 봄여름가을겨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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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앨범명 ARTIST 수록곡명 비고

1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어떤이의 꿈 (주)봄여름가을겨울Ent

2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Beyond Myself (주)봄여름가을겨울Ent

3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Rain In The Sun (주)봄여름가을겨울Ent

4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Brother (주)봄여름가을겨울Ent

5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Escape (주)봄여름가을겨울Ent

6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The 2nd Advent (주)봄여름가을겨울Ent

7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Kill The Death (주)봄여름가을겨울Ent

8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Miracle (주)봄여름가을겨울Ent

9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You're My Everything (주)봄여름가을겨울Ent

10 봄여름가을겨울라이브 봄여름가을겨울 Challenge Part II (주)봄여름가을겨울Ent

유지연 동요 원미연 남수련 임형순 1 유현국

1 23살 때 깊은 밤 슬픈 날 아직도 려오는 그리움 이별을 느낄 때 재수생

2 강가에서 깊은 밤 슬픈 날 돌뿌리 우정 그 찻집의 고독 아버지

3 아버지 들녘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My Love(내사랑) 언제나 그대곁에

4 주 날개 밑 들녘에서 바다 그림자 너는 곰 그대를 보내고

5 새, 노인, 나 그리고 겨울밤 시장에 가면 구름 생각해 슬픈 나의 눈에

6 어디로 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방황의 계절 사랑은 이렇게 다가왔지만

7 실로암 그냥 가면 어떡해 옛날처럼 이 거리의 향기

8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상 사랑해요 아 그대여

9 헨델의 수상음악 논개 하늘은 봅시다 지난 날의 내 모습에서

10 나의 손을 잡아요 당신은 미워요 어허야 둥기둥기(건전가요) 재수생(연주곡)

11 아! 대한민국 타국에 내리는 비

12 십오야 둥근달

13 시장에 가면(건전가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외인부대 문경희/작은미소 태백산맥 박혜령/사랑의 의미

１ 가을이 있는 그림 도시의 비 작은 미소 높은음 도시 사랑의 의미

２ 방랑자 나는 산이예요 홀로 남은 나 미스터 엘

３ Another Life 나만의 사람으로 너에게 바라는 건 가난한 날의 행복한 
연인들

４ 환상의 로큰롤 잊혀지지 않아요 맥 내 사랑의 첫 페이지

５ 쥴리 이 밤도 천사되어 그 해 그 바다 눈물이 마르면

６ Jump On The Top 비는 왜 그리 쏟아 졌을까 비상 코리아

７ Rockin' Desire 그대에게 드리는 애가 내가 접은 비행기 너무 먼 사랑이여

８ 아름다운 그대 내 가슴은 활화산 그대 이름은 나의 철한

９ 어허야 둥기둥기(건전가요) 작은 소리로 너와 내가(건전가요) 이별의 문

10 어허야 둥기둥기(건전가요) 알 수 없어요

가을이 있는 그림 장필순 3 원미연/혼자이고 싶어요 원미연 2 여행스케치 1

1 하룻만의 여행 가난한 그대 가슴에 혼자이고 싶어요 이별여행 별이 진다네

2 어느 날의 느낌 옛날처럼 그대와 나만의 세상을 추억속에서 작은 마음 시절

3 친구들 도시의 하루 비를 맞으며 그대 그리운 날엔 혼자라고 느껴질 때

4 작은 꿈 넓고 좁은 세상속에서 우수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당신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5 오직 그대뿐 내가 쫓던 무지개 이해해줘요 나의 바람은 이리저리 둘러도 찾을 수 없는 그대

6 아름다운 이 세상 강남 어린이 혼자는 외로워 조금은 깊은 사랑 너를 위하여

7 바람부는 날 다시, 아침이 말할까 말까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똑같을까 휘청거리는 오후

8 슬픈 사랑 바로 사랑이예요 그대 그 순간은 어디갔나 하루

9 홀로 서 있는 나 비의 축제 계절은 가고 그대만을

10 제비꽃 깊은 밤 슬픈 밤 한 번 더 보고싶은 마음 여행스케치

 20. 주식회사 서울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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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4 이정석 5 이현석 푼수들 2 권성연/한 여름밤의 꿈

1 그 눈물 이별이 되어 아득한 날의 먼 기억 Opening 그대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어 나의 얼굴을 기억해 봐

2 수줍은 고백 도시의 이 밤 Lofe Cycle(삶에 관하여) 미워 난 그랬던 것 같아요

3 우리 사랑 이대로 그댈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창가에서 이제는 다가와

4 도시의 이 밤 이렇게 외로운 날엔 Sky High(저 하늘 높이) Sunfin' Santa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엔

5 이렇게 외로운 날엔 동화속으로 오해였을 뿐 청춘가 우리 함께

6 그댈 바라보며 커피 향기로 맴도는 그대 변하는 마음 풍선껌 그 편지는(Yellow Card)

7 그대 나의 사랑이기에 우리 사랑 이대로 Forever(영원히) 원했던 헤어짐 skdml 사랑은

8 동화속으로 그 눈물 이별이 되어 Child's Play(동심의 세계) 돌아오는 날 너 하나만을 위한 기쁨

9 잊혀진 그녀의 소식 그대 나의 사랑이기에 하지만 늦진 않았어 쌓인 이제 또 밤이 되었네

10 잊혀진 그녀의 소식 Memories(추억) 파래 한 여름밤의 꿈

여행스케치 2 김장훈 1 여행스케치 3 전인권 베스트 김경섭

1 잠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늘 우리 사이엔 프롤로그 사랑한 후에 지울 수 없는 사랑

2 이 세상속에서 그곳에 소원 하나 헛사랑 독백(노을없이 해가진 날엔)

3 껍데기 속에서 내일로 옛 친구에게 그것만이 내 세상 이 도시를 떠나가자

4 그 녀석들과 여행 제 갈길로 난치병 행진 그저 멀리서 널 바라볼거야

5 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 햇빛 비추는 날 가을 나무의 고백 돌고 돌고 돌고 이별 그 후

6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어린 시절로 소원 둘 돛배를 찾아서 여름여행

7 꿈을 찍던 사진관 김씨 할아버지 남은 날을 위하여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빨간 풍선 내일을 위해

8 우리 마음에도 귀 기울이게 해 주세요 그날 어린 시절로 빨간 풍선 내 꿈을 찾아서

9 열다섯살 소녀로부터 좋은 친구들

10 아무도 청하지 않는 앵콜곡 소원 셋

11 막내의 첫 느낌 나의 소래는

12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길

13 자장가 또 하나의 계절을 찾아서

14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15 실수모음

신윤정 이영민 여행스케치 동요 여행스케치 4 라종민 2

1 그대를 보낸 시간 화장 안 한 너의 모습을 원해 학교종 산다는 건 다 그런게 아니겠니 이제는 내가

2 맨 처음 사랑으로 널 떠나보내고 어머님 은혜 시종일관 그리움의 끝을 너에게

3 우리 떠난 후에도 게으름뱅이 스카이 콩콩 이사가던 날 마지막 추억

4 나만의 꿈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오빠생각 사랑의 얼굴 널 위해서라면

5 잊을 순 없는거야 황제의 꿈 가을 이방인 내 안에 또 다른 나

6 지난 가을부터 오늘까지 널 보낼 수 있는 지금 태권V 오늘이 내 인생에 마지막인 것처럼 늘 같은 마음으로

7 이젠 너와 두 번째 고백 반달 예전의 느낌 그대로 오랜 시간 흐른 뒤에도

8 잃어버린 나만의 모습 내게 빛을 내리소서 등대지기 내가 원하는 건 이별 뒤의 모습

9 어린시절로 2 Korean Time

10 고무줄 노래 서른을 바라보며

11 섬집아이 친구에게(나레이션)

12 녹음후기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

김남균 1 여행스케치 베스트 민우/다시 태어나도 NON-PIG/그때 그 시절 김종서 5

1 의도된 접근 시종일관 Prologye Obsession 추락천사

2 내 마음의 주인 난치병 다시 태어나도 그떄 그 시절 아름다운 구속

3 너를 원했어 옛 친구에게 그날처럼 내 생각에는 영원

4 이방인 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러 보았어 이젠 나도 지쳤어 1979 대전환

5 그녀의 마음은 새털처럼 가볍다 운명 꿈 속의 사랑 Hot Pig Blind Hero

6 Indian Summer 별이 진다네 너의 사랑을 위해 비누, 삼푸 Free Style 2

7 상심뿐 산다는 건 다 그런게 아니겠니 어떻게 이럴수가 몸부림 삶에 관한 명상

8 나만의 전시회 국민학교 동창회 가는 길 내게 마지막 기회를 공수래 공수거 Tommy's Blues

9 더 나은 날 어린 시절로 다시 태어나도 501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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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세상속에서 악마의 미소

11 나의 노래는

12 우리 함께 있는 이유

13 그 녀석들과 여행

부활 베스터 2 이원석/사랑하는 만큼 김종서 6 강산에 4 강산에 4.5 / 리메이크

１ 사랑할수록 나를 믿어줘 Survival Game(서바이벌 게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연히 

２ 기억이 부르는 날에 사랑하는 만큼 희망가 미스탬버린 갑돌이와 갑순이

３ 비와 당신의 이야기 시도 Epilogue(에필로그) 코메디 하루아침

４ 슬픈 사슴 여행여운 To H.C 억지 물 좀 주소

５ 회상 1 투명인간 너 때문에 내 마음의 구멍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６ 마지막 콘서트 기억 중독 98 아리랑 제비꽃

７ 소나기 Twist & Shout 생각(Inst) 춤추는 나 쾌지나 칭칭나네

８ 시 쓰는 시인의 시 자장가 내 지난 앨범 Cat Walk 도라지

９ 드나드는 그리움 JAN #29(Inst) 맛

10 희야 다시 시작해 나비의 입맞춤

11 Epilogue(Inst)

소호대 2 기러기떼 날으네 2001 대한민국 임창정 7 주니퍼(Junyfore)

1 여행여운 반갑습니다 無(무) www.사랑 com Fly high 

2 다시 돌아와줘 도시처녀 시집와요 너나 잘해 그래도 여기에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3 사랑 그리고 추억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MC 킬러 나쁜 그대 아니?

4 소녀의 꿈 운명의 갈림길 닥치고 춤이나 춰 날 닮은 너 Goodbye my love

5 사랑해 기러기떼 날으니 그린 비(연인) 휴유증 발렌타인

6 난 울 것만 같아요 언제 만나랴 이런 바보 Please dan't you lose I can't stop loving you

7 슈비드 아! 내 고향 Party All Nite 다짐 I miss you

8 친구에게 사랑을 느낄 때 별보러 가자 Woo Ahh 내 진심 Le souvenir(연주곡)

9 미안해 토장의 노래 Erase 왜 그랬는지 이별에 두고 온 사랑

10 소중한 너 휘파람 Analog 2 Digital 졸업 Trust me

11 내 고향 제일로 좋아 미안해 그대도 여기에(MR) 오랜 기다림

12 같이 가자요 Rhyme On The Best Box Please dan't you lose(MR) 말할 수 있어요

13 다시 만납시다 거울 속의 나(초반러쉬) Forever

14 통일아 통일아 Just 2 of Us 슬픈 사랑

15 분노의 똥침을 놔주라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Inst)

2001 I Love Hip-Hop 강산에 베스트 라이브 임창정 8 부부듀엣 1 부부듀엣 2

1 What U want 예럴랄라 8월에 이별 부부 용서하세요

2 Gotta pass(삶의 작은 무게) 할아버지와 수박 Real Love 같이 있게 해 주세요 어머니 내 어머니

3 탈환 화초 미련 사랑해 부모

4 How 2 be player 물 좀 주소 온 종일 하는 생각 웨딩드레스 작은 연인들

5 인과응보 여느때와 같이 가을의 전설 나 하나의 사랑 호반의 벤치

6 Get ppong 넌 할 수 있어 기다리는 이유 사랑 고향초

7 Make some noise 노란바나나 이별  카페에서 여생

8 That's da way 라구요 날 버린 그녀가 요즘 
연락을 한다 연상의 여인 아가야

9 돈돈돈 우연히 위로 인천항 갈매기야 진실한 행복

10 Why me baby 깨어나 내 안에 아직 남편에게 바친ㄴ 노래 일자상서

11 무(Ghetto mix) 쾌지나 칭칭나네 보고 싶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

12 What U want(Inst)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뭔데 뭔데 청실홍실 고향은 

다르지만(건전가요)

13 Why me baby(Inst) 라이브 콘서트 
공연스케치(동영상) 너에게 모자란 나 앚으나 서나 당신 생각

14 바람개비 당신만을 사랑해

15 말해요 사랑과 진실

16 에필로그 그 때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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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 4 한영애 윤도현솔로 윤도현밴드 1

1 In 목포의 눈물 사랑했나봐 타잔

2 Save me 선창 Dreams 큰 별은 없어

3 뚜뚜뚜 애수의 소야곡 Get up 가을 우체국 앞에서

4 Tomorrow 외로운 가로등 종이연 너를 보내고 2

5 炤笑(소소) 타향살이(원제: 타향) 너의 느낌대로 나의 작은 기억

6 그대 날 잊어줘 굳세어라 금순아 수다 임진강

멍에 

연인들의 이야기

부활 베스트 1 부활 1 부활 2 야다 3 이정선 헌정앨범/Forever

1 희야 희야 회상 1 꿈이 아닐까 건널 수 없는 강(조규찬)

2 비와 당신의 이야기 비와 당신의 이야기 회상 2 슬픈 다짐 행복하여라(김현철)

3 너 뿐이야 너 뿐이야 회상 3 Olny you 지금은 헤어져도(이정선 Project Band)

4 인형의 부활 길 가의 연인들 2월 7일(경) 아니야 울지않는 소녀(린애)

5 회상 1 인형의 부활 이 나라 주인되어 Kastropolise 오늘 밤 함께(유리상자)

6 회상 2 슬픈 환상 천국에서 약속 꽃신 속의 바다(박혜경)

7 회상 3 사랑 아닌 친구 슬픈 사슴 내가 원한 사랑 나들이(하림)

8 천국에서 사랑의 흔적 Jill's  Thema(외국곡) 미안해 우연히(자전거 탄 풍경)

9 슬픈 사슴 건전가요 Believe 오늘 같은 밤(이브)

10 Crazy boy 빗 속에 서 있는 여자(권진원)

11 너에게 하고픈 말 구름 들꽃 돌 여인(골드)

12 망각 뭉게구름(B.O.B)

13 우리네 인생(윤종신)

14 같은 하늘 아래(정경화)

15 그녀가 처음 울던 날(동물원)

16 외로운 사람들(봄여름가을겨울)

17 세월이 가듯(박학기)

18 섬소년(한동준)

19 소박한 기쁨(여행스케치)

20 한밤중에(부활)

21 산 위에 올라(박완규)

22 산사람(리아)

23 여름(방대식, 정미영)

24 빗 속에 서 있는 여자
(연주곡)(오봉준)

박기영 5 상상밴드 1

1 나비 Wormy Intro

2 체념 버림

3 날개 미아리

4 The day 훌라 훌라

5 피아노 앞에서... 단비

6 Let it grow 피너츠 송

7 불면증 illusion

8 본능 Zu Zu

9 Mercy (feat. 이승열) Rainbow

10 My favorite song Hello

11 집착 Thank U

12 귀향 La La Song(Outro)

13 October

14 Last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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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lice 황성옛터(원제: 황서의 적) 생명 깨어나라

8 You 사의 찬미 길 사랑 Two

9 작은 새 따오기 아버지 우리들 함께 여기에

10 I Won’t stop 강남달(원제: 낙화유수) WITH YOU 내 곁의 너

11 The end(2002) 오동나무 FUNKY TRAIN

12 슬픔 부용산 CIRCUS

13 그대 날 잊어줘(Radio Edit) 꽃을 잡고 Prologue

14 타향살이(voice) 사랑헀나봐 Making Film

15 DREAMS Making Film

16 종이연 Making Film

17 Epilogue/Interview

윤도현밴드 2 모세 2집 윤도현밴드 3 윤도현밴드 4

1 긴 여행 한걸음 고개 숙인 사람들 바람

2 하루살이 몸쓸병 왕관 쓴 바보 탈춤

3 이 땅에 살기 위하여 No Love 대구가 없네 너를 보내고 2

4 처음처럼 다 못한 일 비싸보여 돌고 돌고 돌고

5 꿈꾸는 소녀 이별을 봤다면 멋훗날 깨어나라

6 가리지 좀 마 사랑해줄래 7년의 그리움 그것만이 내 세상

7 바다 하루만 그래 그건 그냥 그런걸꺼야 혈액형

8 세상 속의 아이 동그라미 공상과한 개꿈 담배가게 아가씨

9 철문을 열어 번지점프 새로운 약속 불놀이야

10 머리 아퍼 사랑이 눈물되어 마지막 시간 나 어떡해

11 다시 한 번 슬픈한마디 철망 앞에서

12 어디로

윤도현 라이브 1 윤도현밴드 5 윤도현밴드 라이브 2 강산에 7(Vol.6)

1 깨어나 박하사탕 내게 와 줘 명태

2 비싸 보여 도대체 사람들은 Good Life Sun Tribe

3 너를보내고 내게 와 줘 거울 영걸이의 꿈

4 하루살이 거울 혈액형 이해와 오해사이

5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난 나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너를 보내고(Acoustic Ver.) 예쁘네

6 탈춤 흑백사진 사랑 Two(Acoustic Ver.) 지금(Piano Version)

7 그것만이 내 세상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흑백사진(Acoustic Ver.) Moon Tribe

8 발라드 이야기 그대로 꿈꾸는 소녀(Acoustic Ver.) 와그라노

9 꿈꾸는 소녀 하노이의 별 행진 나

10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독백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작은 노래

11 타잔 말 없는 축제 담배가게 아가씨 지금(String Version)

12 가리지 좀 마 불놀이야

13 그래 그건 그냥 그런걸꺼야 타잔

14 불놀이야 아리랑(Special Track)

15 긴 여행 Video CD 윤밴의 캐롤송 라이브모음(Santaclaus is 
coming to town,Last Christmas,눈오는밤,북치는 소년)

16 윤밴의 명장면 패러디　연기모음(윤밴의 동상
이몽,윤밴의 동상이몽,NG 장면)

17 콘서트 프리이벤트 동영상(김제동의 졸라 열나,신나)

뜨거운 감자 2 New Turn 윤도현밴드 6 윤도현밴드 6 리패키지+캐롤

1 맛좀봐라 풋사과 꽃잎 꽃잎

2 걱정마 Yohey! YB 스토리 YB스토리

3 U Turn 사랑할거야 사랑할거야

4 아이러니 자유2 자유

5 잡담 박하사탕 2 박하사탕 2 feat.드렁큰타이거]

6 몰라, 정말 몰라 Magical dragon Magical Dragon

7 서울 기러기 친구 친구

8 난 나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Who am I who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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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lees me 죽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10 눈앞에서 눈앞에서

11 잊을께 잊을게

12 Shout Asia Shout Asia[with SLANK]

13 Magical dragon(sundance mix) magical dragon(Sundance Mix) 

14 오! 통일코리아(윤밴 일본공연 로드다큐) White Christmas+북치는 소년

15 The YB(Interview & Report) Last Christmas 

16 윤밴 스틸 모음 루돌프사슴코+창밖을보라+울면안돼 -사랑할꺼야 

마야 리메이크[소녀시대] JK김동욱 3집 장혜진 7집

1 아웃사이더 가시를 삼키다 Spring

2 소녀시대 미운 오리

3 춘천가는 기차 이연(異緣) 

4 못다핀 꽃한송이 간청

5 회상 불어다오

6 해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7 사랑의 슬픔 Summer

8 세월이 가면 장미의 기도

9 독도는 우리땅 비온 뒤

10 매일 그대와 마주치지 말자

11 고래사냥 그림자 하나

12 가질 수 없는 너 불면증

13 새벽기차 Autumn

14 붉은 노을 두 번 뜨는 달

15 뱃노래 왜 나만 아프죠 

16 한계령 Sweet morning 

17 널 위한 세상 

18 너 떠난 후

19 다시 찾은 겨울 

20 Winter

21 [DVD] Music Video - 마주치지 말자 / 비온 뒤 

가수명 앨범명 곡명

박지윤 5집 - Man 사랑을 버리기까지

박지윤 5집 - Man 난 남자야

박지윤 5집 - Man 안돼요 돼요

박지윤 5집 - Man 백조

박지윤 5집 - Man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Feat. 비)

박지윤 5집 - Man 와줘요

박지윤 5집 - Man 두 눈을 감고서

박지윤 5집 - Man 돌아온 사랑

박지윤 5집 - Man 날 기다려준 그대곁에 (Feat. 노을)

박지윤 5집 - Man Nastified (Feat. Willa Ford)

박지윤 5집 - Man 성인식 (Remix)

박지윤 5집 - Man 난 사랑에 빠졌죠

박지윤 5집 - Man 빈자리

박지윤 5집 - Man 잊을래 잊을래

비 1집 - 나쁜남자 雨 (우)

비 1집 - 나쁜남자 악수

비 1집 - 나쁜남자 나쁜남자

비 1집 - 나쁜남자 나

비 1집 - 나쁜남자 익숙치 않아서

비 1집 - 나쁜남자 Baby Baby

비 1집 - 나쁜남자 안녕이란 말대신

21.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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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집 - 나쁜남자 너처럼 (Feat. 바다)

비 1집 - 나쁜남자 나론 안되니 (Feat. 후니훈, 허인창)

비 1집 - 나쁜남자 왜

비 1집 - 나쁜남자 What's Love (Feat. Danny, Lexy, 별 And JYP)

별 12월 32일 12월 32일

별 12월 32일 왜 모르니

별 12월 32일 별의 자리

별 12월 32일 여기까진거죠

별 12월 32일 떠나...지마

별 12월 32일 바보같이

별 12월 32일 얼마나 사랑하는지 (With 비)

별 12월 32일 마음과 다른 말

별 12월 32일 그가 멀어질 때

별 12월 32일 잊을 수 없네요

박지윤 JYP Remixed 성인식 (Gazaebal 2 Deep Mix)

박지윤 JYP Remixed 연극 (Percussive Attax Mix)

박지윤 JYP Remixed 성인식 (Bass-Insane Mix)

박지윤 JYP Remixed 달빛의 노래 (Hyper-Trip Techno Mix)

박진영 JYP Remixed 난 여자가 있는데 (Modern Funk Mix)

박진영 JYP Remixed 난 여자가 있는데 (Acid Jazz Mix)

비 JYP Remixed 안녕이란 말대신 (Blue Winter Mix)

비 JYP Remixed 나쁜남자 (Wanna-Make -U-Dance Mix)

비 JYP Remixed 나쁜남자 (Asian Vibe Mix)

비 JYP Remixed 나쁜남자 (Hitman Hip-Tech Mix)

박지윤 Woo~Twenty One 이게나야

박지윤 Woo~Twenty One 할줄알어？

박지윤 Woo~Twenty One DJ (Feat. 싸이 For Yamazone)

박지윤 Woo~Twenty One 가져요

박지윤 Woo~Twenty One 어떻게 할까요

박지윤 Woo~Twenty One 소중한 사람들에게

박지윤 Woo~Twenty One 시작 (Feat. 간미연. MC Smiley. 가루다)

박지윤 Woo~Twenty One 재회

박지윤 Woo~Twenty One 이게나야?!

박지윤 Woo~Twenty One 집시여인

박지윤 Woo~Twenty One 차마

박지윤 Woo~Twenty One 잘못 (Feat. 성시경)

박지윤 Woo~Twenty One 이제야

박지윤 Woo~Twenty One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11가지

박지윤 Woo~Twenty One 고백 + DJ (Feat. 싸이) - Remix

노을 노을 1집 보다

노을 노을 1집 니가 있는게

노을 노을 1집 Tonight

노을 노을 1집 인연

노을 노을 1집 붙잡고도

노을 노을 1집 노을은 해가 토해낸 피다

노을 노을 1집 아무리

노을 노을 1집 I Know

노을 노을 1집 100일이란 시간

노을 노을 1집 니가 돌아온 날

노을 노을 1집 작은 기도

노을 노을 1집 또 한번 사랑은 가고

원투 자~엉덩이 여름…참 이상한 계절

원투 자~엉덩이 자~엉덩이

원투 자~엉덩이 너 같은 Girl

원투 자~엉덩이 달빛 창가에서 2003

원투 자~엉덩이 진실한 부킹 (Feat. 박진영)

원투 자~엉덩이 색소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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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 자~엉덩이 마음을 봐요 (Narr. 강경헌)

원투 자~엉덩이 쭈욱-스 (Feat. 임정희 Narr. 한나)

원투 자~엉덩이 나이트에 애기

원투 자~엉덩이 무서울땐 (Narr. 조정린)

원투 자~엉덩이 누굴불러 (Feat. 별. 임정희)

원투 자~엉덩이 내 인생 최고의 여름 (Feat. 비)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2003.10.16.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알면서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난 또 니가 좋은거야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왜 하필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나에게 너는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너마저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Gtr.Remix)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쉬운 빈 공간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안녕이란 말대신 (Remix)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비 비2 [rain] ;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이 떠도

노을 2집 - New Beginning Intro

노을 2집 - New Beginning 나의 길 (Feat. 각나그네)

노을 2집 - New Beginning 아파도 아파도

노을 2집 - New Beginning 청혼

노을 2집 - New Beginning Coolly High (Solo. 상곤)

노을 2집 - New Beginning At The Party

노을 2집 - New Beginning 언제 어떻게

노을 2집 - New Beginning Reloaded (Solo. 우성)

노을 2집 - New Beginning Romantic Comedy

노을 2집 - New Beginning Rewind (Feat. 한나)

노을 2집 - New Beginning 투명인간

노을 2집 - New Beginning Body Jumping (Solo. 균성)

노을 2집 - New Beginning 남과 여 (Feat. Lyn)

노을 2집 - New Beginning More Than A Woman

노을 2집 - New Beginning 말을 해

노을 2집 - New Beginning 눈물

노을 2집 - New Beginning 안녕 (Solo. 성호)

별 2집 - 별 별 (別)

별 2집 - 별 다른 사람

별 2집 - 별 안부

별 2집 - 별 내 남자의 여자친구

별 2집 - 별 Saving My Best For You

별 2집 - 별 이젠 내게

별 2집 - 별 나쁜 저주

별 2집 - 별 2 + 1

별 2집 - 별 각자의 길

별 2집 - 별 고마워할게요

별 2집 - 별 I Think I

별 2집 - 별 I Love You

별 2집 - 별 나를 봐요

별 2집 - 별 끝

별 2집 - 별 Bonus Track - 안부 (Inst.)

임정희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임정희 Music Is My Life 말을 해

임정희 Music Is My Life 베개를 말리며

임정희 Music Is My Life When You Need A Friend

임정희 Music Is My Life 눈물이 안났어

임정희 Music Is My Life 희망의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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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Music Is My Life 휴가 (Feat. Windy City)

임정희 Music Is My Life On The Street (Skit)

임정희 Music Is My Life Happy People

임정희 Music Is My Life 시계태엽

임정희 Music Is My Life 자유

임정희 Music Is My Life 믿음

임정희 Music Is My Life 내 첫사랑

임정희 Music Is My Life 해뜰날

임정희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Rock Ver.)

NULL 풀하우스 (Full House) OST I Think I (Guitar Instrumental) - 해외사용불가

NULL 풀하우스 (Full House) OST 고마워할게요

NULL 풀하우스 (Full House) OST 늦게 핀 사랑 (Too Late) - G-Soul

NULL 풀하우스 (Full House) OST 늦게 핀 사랑 (Too Late) (Violin Instrumental)

별 풀하우스 OST I think I

노을 풀하우스 OST 친구란 말

비 3집 - It's RAINING 하고 싶었던 말 

비 3집 - It's RAINING It's raining 

비 3집 - It's RAINING I do 

비 3집 - It's RAINING 지운 얼굴: familiar face

비 3집 - It's RAINING 11 days 

비 3집 - It's RAINING Quiz 

비 3집 - It's RAINING My groove

비 3집 - It's RAINING 난 

비 3집 - It's RAINING Biggest thing 

비 3집 - It's RAINING Wanna talk 

비 3집 - It's RAINING But I love you

비 3집 - It's RAINING 찾아요

비 3집 - It's RAINING No no no 

비 3집 - It's RAINING To you

비 3집 - It's RAINING I love you

god 6집-AN ORDINARY DAY 사랑이 전부였던 날 

god 6집-AN ORDINARY DAY 자유 

god 6집-AN ORDINARY DAY 사랑의 동그라미 

god 6집-AN ORDINARY DAY 반대가 끌리는 이유 

god 6집-AN ORDINARY DAY 익숙한 낯선 사람 

god 6집-AN ORDINARY DAY Loving you 

god 6집-AN ORDINARY DAY Tonight

god 6집-AN ORDINARY DAY 절대 안돼 

god 6집-AN ORDINARY DAY 헤어지지 말자 

god 6집-AN ORDINARY DAY 사랑이 힘들 때 

god 6집-AN ORDINARY DAY 헤어짐보다 아픈 그리움 

god 6집-AN ORDINARY DAY 한 구석에 

god 6집-AN ORDINARY DAY 보통날 

god 6집-AN ORDINARY DAY 약속 

god 6집-AN ORDINARY DAY 사랑이 너무 아프던 날 

god 7집 - 하늘 속으로 1999년

god 7집 - 하늘 속으로 만남

god 7집 - 하늘 속으로 나 그대에게

god 7집 - 하늘 속으로 니 맘을 몰라

god 7집 - 하늘 속으로 Falling

god 7집 - 하늘 속으로 It's Alright (Feat. G-Soul)

god 7집 - 하늘 속으로 무죄 (Narration 박수홍, 최성국)

god 7집 - 하늘 속으로 Stay The Night

god 7집 - 하늘 속으로 Change

god 7집 - 하늘 속으로 유죄

god 7집 - 하늘 속으로 2♡

god 7집 - 하늘 속으로 하늘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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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7집 - 하늘 속으로 두개의 문 (Feat. J.Y.Park 'The Asiansoul')

god 7집 - 하늘 속으로 2005년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1. 눈을 감고 노을을 보다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2. 전부 너였다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3. 나무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4. 니 앞에 서서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5. A nice day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6. 그렇게 할게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7. All for you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8. A better tomorrow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9. 여행 feat. 이소은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10. 남자라서…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11. 늦은 후회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12. My girl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13. 한순간도

노을 3집 - 전부너였다 14. 눈을 감고 너를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