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LARATION OF COOPERATION(협력 선언문)
The expression and promotion of creativity is a universally recognized benefit to humanity.
Artistic authenticity manifests in different ways in different cultures, but at its root are core
values that entertain, inspire, challenge and provoke. Writers, directors, performers,
producers, crafts people, production companies, distributors and platforms all over the
world benefit themselves and society from a healthy and constant flow of ideas.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basis upon which a global economic industry grows and prospers
in virtually every country on earth. It is vital to the continued health and welfare of this
vibrant and valuable contribution to society that the continued exchange of creativity, from
both a commercial and philosophical standpoint, be nurtured and protected

FRAPA를 비롯한 전세계 포맷 사업자들은 서로 조언하고, 교환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창의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천언하고자 한다:
1.

그 어떤 사람이나 어느 곳에서도 픽션이나 논픽션 창작물을 창작할 권리가 있다.

2.
3.

창의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 어떤 매체나 방법에 한하여 제한될 수 없다.
예술가의 아이디어들은 훌륭하고 귀중한 것이며 금전적 가치로써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창조된 작품의 가치는 상업적으로 협상할 수 있지만 글로벌 지적 재산권의 진정성은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

4.
5.

6.
7.
8.

창작, 실행, 판매 및 유통의 수단은 국가별 혹은 플랫폼 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
져 있거나 또는 아직 개발될 모든 창작의 방법은 존중 받고 그 창작자와 생산자에게 정당하게 보상돼
야만 한다.
지적 재산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이며, 그 어떤 경우라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침해 받아서
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글로벌 창의 산업은 개방적이고 순환될 수 있으며, 사업자간 국제 표준 계약 및 적시에
지불의 원칙을 존중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반드시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창작자와 기업들
은 투명하고 명예롭게 행동해야 한다.

어느 한 쪽만을 우선시하고 보호하는 무역 장벽은 사실상, 다른 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10. 진정성에 기반한 건강한 글로벌 창의 산업과 이에 대한 상업적 이해 관계의 자유로운 순환은 세계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콘텐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9.

우리는 글로벌 지적 재산권 산업의 울타리에 소속된 회원들이자, 콘텐츠의 창작, 구매, 판매, 실
행 및 유통을 실행하는 당사자들로써, 이 산업의 미래 지향적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서약한다. 또한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세계에서 보호받고, 존중되며, 거래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 및 사설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General Board FRAPA, Cannes, October 16th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