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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외 만화산업 규모 및 전망
(2014∼2023년)

2018-12 CAGR : 종이 -0.7 / 디지털 2.1 / 합계 0.1

(단위: 백만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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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이라는 용어 안에는 ‘한국적’이라는 수사가 포함되어 있

2017년의 경우 세계 만화산업은 2.2%의 감소율을 기록했는

다. 실제로 웹툰은 한국 특유의 방식으로 연재되는 디지털만

데, 이는 전체 만화시장의 76.9%를 차지하는 종이만화 시장

화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쇄되는 종이

이 2016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 종

만화를 디지털로 업로드하거나 처음부터 종이만화와 동일한

이 및 디지털만화 부문에서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하여

구도로 작업방식만 디지털로 바꾼 것이 아닌, 세로 스크롤 형

전체 세계 만화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었다.

식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연재방식을 가진 한국형 디지털만화

그러나 성장세를 잘 들여다보면 세계 만화시장에서 디지털만

특히 2017년은 디지털만화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전반적인 만화산업에 영향력을

를 웹툰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웹툰은 한국에서

화 부문은 전년도 대비 15.9%p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그 비

미친 한 해였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웹툰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

생성된 고유명사다. 이러한 웹툰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중 또한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6%까지 증가하여

부터 미국 등 서구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그 규모를 넓혀 갔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0.7%

받게 된 것은 재편되는 만화산업 시장의 방향성에 있다.

종이만화 시장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였던 디지털만화산업 규모는 2017년 23.1%, 2022년에는 2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웹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만화산업 규모의 변화

이는 만화산업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2012년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타파스미디어의 경우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로 세

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세계 만화산업 규모는 전년 대

있음을 의미하며, 점차 디지털만화 분야가 종이만화 분야의

로 방향 스크롤 형식의 만화, 주 1회 업데이트를 통한 속도감 있는 연재 등 한국 웹툰의 특

비 5.3%p 증가한 80억 2,700만 미국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감소율을 상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징들을 그대로 가져와 현재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진코믹스 또

*출판시장에 포함,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가 아닌 PwC조사 대상 33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의 시장 규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한 2016년 한국작품들의 현지화 작업 및 결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언어 설정 변경으로
해외 사이트로 전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더해 한국 웹툰의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처럼 디지털만화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디지털만화 플랫폼 진출과 함

표 1. 세계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4∼2023년)
(단위: 백만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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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4000
2000

시장 규모

능성이 높아졌다. 몇 년 전부터 웹툰 수요가 증가했던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뿐 아니

7,718

7,241

7,794

7,625

8,027

8,100

8,128

8,137

8,118

8,065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스 지역이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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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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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만화·웹툰 해외진출 성과조사 및 향후 진출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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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영상화와 글로벌 OTT 진출

작품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게임 판타지 웹툰 <나 혼자만

2019년은 웹툰의 영상화가 가장 활발한 한 해였다. 만화의 영

레벨업>은 일본에서 누적 독자수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상화 작업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했으나 국내 드라마 라인업

기록됐다(파이낸셜 뉴스, 2019).

이 웹툰 원작으로 점철된 한 해는 2019년이 최초가 아니었을

글로벌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

까 한다. MBC의 <아이템>, <어쩌다 발견한 하루>, KBS의 <녹

는>과 레진코믹스의 <킹덤>에 주목했다는 점은 이러한 추세

두전>, tvN의 <빙의>와 <쌉니다 천리마마트>, <타인은 지옥이

를 반영한다. 이는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이 가진 해외 진출의

다>, JTBC의 <너를 싫어하는 방법>, 심지어 넷플릭스의 <좋아

성공 가능성을 영상화로 증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하면 울리는>과 <킹덤>이 바로 그것이다.

국 스토리에 대한 국외의 주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웹툰

웹툰을 영상화했을 때의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진 글로벌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웹

‘장르성’과 주 이용자층의 프랜차이즈적 콘텐츠 소비 방식이

툰 원작의 IP 확장 가능성을 통해 투자를 받고, 이를 영상화할

다. 동일한 웹툰을 소비한 각각의 팬덤은 이를 영상화한 영화

경우 유통경로 또한 2019년 이미 글로벌 OTT를 통해 확보된

나 드라마,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순환하며 재소비할 가능성이

상태라 할 수 있다.

높다. 또한 기존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장르적 한계를 웹툰이
나 웹소설은 뛰어넘을 수 있고, 문화기술 또한 이러한 원작을

웹툰의 생태계 확산을 위한 ‘불법유통’의 방지

격화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로 인해 웹

이러한 웹툰의 글로벌 확산에서 위협이 되는 건 불법유통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는 웹툰의 불법유통 사례는 1)웹툰을 해외 사용자가 현지어로 번역

툰의 IP 확장이나 영상화는 ‘소재 고갈’의 문제를 벗어나 ‘팬

다.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웹툰을 적법한 권리자가 적법한

해 보정한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확산시키거나 2)밤토끼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리를

덤과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방식으로 현지에 공식적인 번역을 거쳐 유통하는 경우, 소비

목적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불법사이

무엇보다 영상화는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있어 웹툰과 웹소설

자들이 유료로 구매하여 한국 웹툰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

트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2) 이를 막기 위하여 웹툰 플

이 가지고 있는 ‘언어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

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초국가적, 초연결사

랫폼사들은 내부에 웹툰 불법복제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렌식

략이라 할 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가장

회에서 실시간으로 국가 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워터마킹 기술을 통해 복제본의 원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 배포 금지 기술

많이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번역’의 문제다. 그러나 카카오

들에게 시차가 있는 공식적 생산과 유통보다는 빠르게 재생산

등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유사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페이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블코믹스 작품이 해외로

되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먼저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성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적극적으로 진출되는 경향을 살펴보면, 해외 수출에 있어 웹

있는 것이다.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이에 따른 한국 이야기산업의 초국가적 확산 가능성을 생각해

소설의 웹툰화와 웹툰의 영상화는 탁월한 전략 중 하나인 것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8년 실시했던 <만화·웹툰

봤을 때, 불법유통 방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불법유통의 심각성은 창작자들이 더

을 알 수 있다.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밤토끼의 등장과 불법유통 웹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저작물 불법이용 처벌 강화 등을 지속해야 한

tvN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는 이러한 웹소설의 웹툰

사이트 서비스 활성화는 웹툰의 무분별한 불법적 확산을 가져

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 웹툰의 영상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16년

왔고, 유료 웹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용자들

이는 이용자들의 인식전환과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및 재생산, 이용자들의 처벌 강화가 동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인기 웹소설을

에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창작자들의 웹툰 생

시에 이루어져야 방지할 수 있다. 이미 불법유통으로 확산된 웹툰은 공식루트로 수출되기

웹툰화하여 2차 작품을 생산하는 ‘노블코믹스’는 카카오페이

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어렵다. 아직도 웹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웹툰

지의 중점적인 해외 수출을 위한 전략 모델이다. 2019년 현재

신규 웹툰 생산 증가는 꾸준히 지속되어왔으나, 2017년 말 기

의 불법유통 방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일 것이다.

까지 200여 작품이 소설에서 웹툰으로 2차 파생되었으며 한

준 신작 생산량은 14% 감소하였고, 2018년 상반기 큰 하락폭

국 외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에서 110여 개의

을 가져왔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의 본
2.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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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변호사로, 밤에는 작가로 활동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마치 판타지 소설 속 인물의 삶처럼 들리지만 강정규
변호사에게는 현실이다. 저작권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한편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로 꿈을 이어나가는 그에게,
저작권이란 부단히 지키고 싶은 가치가 아닐까 싶다. 현재도 활발한 작가 활동을 이어가는 강정규 변호사에게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았다.

저작권 문제를 계기로
변호사가 되다

미디어 산업이 발달하면서 콘텐츠 구성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판타지, 로맨스

창작자의 소중한 저작권,
사전 예방 노력으로 지켜낸다
글 박윤웅 │ 사진 전예영

요소가 섞여 흥미 있게 구성된 웹소설은 이러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장르소
설’이라 불리는 이러한 소설은 오래 전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다. 강정규 변호사도 ‘기신’이라는 필명
으로 이러한 장르소설, 그 중에서도 무협과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우, 도시로 나오다」, 「천룡회」 같은 작품을 출간했고, 현재 「영원히 사는 변호사」를 연재 중인 작가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을 꿈꾸던 그가 변호사가 된 배경에는 뼈아픈 사연이 있었다. 2003년 첫 소설을 출
간한 후 군 입대를 하였는데,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부도로 문을 닫게 되었다. 처음 출간한 작품이 사라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출판사와 채권자 간 출판권 분쟁이 벌어졌다. 그런
데 정작 작가인 자신이 그 분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발간 계약 당시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창작자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출판권의 소유가 불
명확해지면서 받아야 할 인세도 거의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작품을 연재해오던 온라인 플
랫폼사의 도움을 받아 작품은 전자책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하지만 작품 활동에만 전념해오던 작가로
서 겪어야 했던 저작권 현실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작권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직접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보니 법률과 권리, 저작권 정책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 이런 문제를 공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로스쿨 재학 중에도 저작권 문제가
일상다반사인 콘텐츠 업계에서 일하기 위해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게임 관련 법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2013년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그는 바라던 대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입사해 현재까지 저작권 담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강정규

당 업무를 맡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 교섭,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서 검토, 법률상담 등으로 하루 시간
을 다 보내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생각에 지칠 새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청
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에서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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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

저작권을 지키는

중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때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손쉬운 방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모두가

대비가 필요하다

습관을 들이자

법으로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체계적으로 목차를 잡아 나가

노력해야할 때

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파일을 찾기 쉽고 날짜 입증이 가능해
창작자의 저작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웹

강정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

소설로 그 범위를 좁혀보면, 앞서 강정규 변호사가 겪은 일처

한다. 이를 위해 창작자는 사전에 저작권법 지식 소양을 갖추

럼 출판권 문제, 불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 문제 그리

는 한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전문가와 자주 상담할

등록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상당한 노력과 자금이 소요됩니다. 따

고 작품간 표절 문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표절’ 문제가 웹

것을 권장한다. 우선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지만, 입증은 어

완성된 콘텐츠를 공표하는 것을 등록이라 할 수 있다. 출판,

라서 개인 창작자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

소설 저작권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

떠한 형태로든 ‘등록’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방송, 온라인 게재 같이 일정한 형태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한

다. 기업은 이러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

정규 변호사는 다음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법적인 절차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저작권 등

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도 좋다.

어 개인에 비해 보다 효과적입니다. 창작자와 공생하는 기업이

2014년, 유명한 무협 소설 작가인 좌백(필명)의 작품을 다른

록 절차가 있다. 이 경우가 입증이 가장 쉽다. 등록 절차가 번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할 경우, 본인 또는 공동이 창작한 저

함께 대응에 나설 때 비로소 건강한 저작권 보호 환경이 마련될

작가가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표절 작가의 이야기

거롭더라도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이메일 같이 어느 정도 공

작물이면 등록 가능하며 웹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면

것입니다.”

속 일부 상황과 문구가 좌백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

개되는 형태의 전자상의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두면 저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식 등록 절차를 통해 ①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도 국내에서 대응하

이었다. 독자들의 의혹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입증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공표하는 효과, ②등록에 따라 저작권 보유 입증 책임이 상대

기 어려운 해외 저작권 침해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

갔고, 2016년 표절 작가는 벌금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저작권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방에게 부과되는 효과, ③창작일 추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를 희망했다. 현재 진행하는 해외 불법저작권 사이트 모니

표절 부분 삭제 결정을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

“표절한 부분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 것뿐인지(이 경

전적인 손실 또는 명예훼손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2018년, 한 줄의 문구라도 독창적인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

우 보호 대상이 아님), 구체적인 ‘표현 및 전개방식이나 캐릭터

경우에는 저작권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소송에서 문구의 저작권자인

을 내비쳤다.

등 유사성’까지 베낀 것인지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복잡합

는 것이 좋다. 만약 출판을 한 경험이 있다면 출판사나 매니지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한 줄 문구’를 음반과 책자 등에 사용

강정규 변호사는 현재 카카오 브런치에 ‘당신의 콘텐츠를 지

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경우 논란만 깊어지고 실제 판결까지

먼트 회사의 자문 변호사 또는 각 저작권 신탁단체 자문 변호

해왔으며, 본인의 저작물임을 외부에 표시해온 자료들을 상당

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 중이다. 다양한 콘텐츠에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이 사례는 법정까지 간 사건이라 표절과

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

량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자료 정리가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저작권 환경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개인 창작자 차원에서 기록,

인정되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었다. 강정규 변호사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물론 작가라는 꿈도 잊지 않고 현재

출판권이나 불법복제 같은 문제는 법리적인 다툼 없이 사실관

채록, 등록을 통해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여야 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작자 개인의 기록 습관이 갖는 중

도 저작 활동에 열심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 받

계 입증이 판결에 주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표절의 경우 그 법

다는 것이다.

요성을 강조했다.

는 현대 판타지 웹소설을 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언젠가 그

리를 다투는 과정이 복잡하여 재판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무

강정규 변호사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창작자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플랫폼 기업의 대응 노력도 언급했다.

터링이 좋은 예로, 이러한 보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K-

의 작품이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볼 날을 기대해본다.

엇보다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창작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빼

기록

앗기는 부분이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 만약 저작권에 대한 입

창작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초안과 계획, 프로세스를 모두 데

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더욱 힘을 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이터 형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때 개인 저장소나 증빙이 어

러한 문제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강정규

려운 클라우드보다는 날짜를 증명하기 쉬운 이메일이나 온라

변호사의 주장이다.

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기성작가의 경우에도 종종 벌어지는
것이 표절 논란입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록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작자에게 기

기록 작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것이 채록이다.

본적인 저작권법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된 콘텐츠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잘 정리해 모아 두면 나

10

관리 또한 용이하다.

창작자와 공생하는 기업이 함께 대응에 나설 때
비로소 건강한 저작권 보호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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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개정,
10년 만에 성사되나?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0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공교롭게도 2차 개정 후 또다시 10년이 경과한 2020년 4월 저작권법 개정
초안이 국무원에 제출되며 저작권법 전면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개정도
글 김송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양회에서 민법전을
제정하며 저작권이 민법상 재산적 권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으며, 2020년
정부 주요 업무계획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하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수정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중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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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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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전근대적 법체계를 탈피하고자 주요 법률을 개

웹툰, 방송용 포맷, 영화 불법다운로드, 게임 관련 권리 침해

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에 중국 법치주

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의 권리 침해의 양상도 점점 복잡

의 수준의 향상과 영향력을 내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이 한국의 온라인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게임회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

요구하자 중국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제도의 선진화를 급속히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례는 중국 법원이 반드시 자

이루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최대 IP 침해국이라

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는 국제적 불신과 오명을 벗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사법적 대응을 통해

을 강화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자신들

저작권 침해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획

이 창작해 내는 작품이 양적으로 많아졌고 이에 대한 침해와

기적인 사건이다.

분쟁 위험 또한 증대되어 더 이상 권리자들의 저작권 보호 강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수정초안이 디지털 사회를 향

화에 관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간

한 기술적 진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에는 주목할

지지부진하던 저작권법 수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만하다. 단 기존에 저작권법 개정 논의를 발생시킨 고아저작

는 점에 의의가 있고, 저작권법 개정이 10년 주기로 이루어졌

물이나 추급권 등에 관한 규정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연내에 저작권법 수정초안의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동 수정법안

통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 통과되고 중국 내 저작권 보호가 주변 선진국 수준으로 향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류

상되어 사례들이 축적된다면,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저작

콘텐츠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한다. 게다가 K-Pop부터

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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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청,
DMCA 제512조 면책조항
연구보고서 발표

OSP 면책조항의 개선 방향

적격 OSP 유형(Eligible Types of OSPs)
의회는 DMCA 제정 시 향후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OSP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그 범위
를 광범위하게 규정했다.3) 보고서에 따르면, OSP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
크에 남아있는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OSP의 금전 배
상책임 등을 면책하는 제512조(c)의 ‘저장을 이유로(by reason of the storage)’라는 조건이
‘저장에 관련된 서비스(services related to the storage)’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의

美 저작권청, OSP 면책조항의 효율성 연구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호스팅 관련 서비스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그
외에 시스템 캐싱에 대한 제512조(b)는 ‘일시적인(temporary)’ 저장에 대한 금전 배상책임

2020년 5월 21일, 美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1세기 인터

등을 면책하는데, 그 시간적 허용범위가 모호하고, 제512조(a)의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넷 환경에 부합하도록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통신 유형에 인터넷 인프라 이외의 기술서비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했다.4)

Copyright Act, DMCA) 제512조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면책조항(safe harbor)을 지난 5년

반복적 침해자 정책(Repeat Infringer Policies)

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 「제512조 보고서(section 512 of title

DMCA 면책을 적용받기 위한 OSP는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가

17)」를 발간했다.1)

반복적 침해자(repeat infringer)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에 계정을 해지하는 정
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OSP가 시행해야 하는 반복적 침

1998년 의회가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해자에 대한 정책은 ‘명확한 내용으로 문서로 작성되어 공지되어야(a clear, documented,

DMCA 제512조에 OSP의 직·간접 침해의 면책조항을 제정한 목적은

and publicly available)’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반복적 침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OSP가 그 책임을 부담

해 행위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기 위한 ‘적절한 상황(appropriate circumstances)’을 구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2)

성하는 요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과 그러한 상황이 저작권자의 삭제통지가 전제되지

둘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창작자와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

않아도 발생하는지 여부를 의회가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OSP의 면책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
여 면책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권리자들이 특정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추가적인 법적 방안을 제공하여 양측의 이익 균
형을 도모했다.
1.	https://www.copyright.gov/policy/section512/
section-512-full-report.pdf

그러나 저작권청은 동 규정 발효 20년이 지나면서 창작기술의 발전 및

2.	1998년 DMCA 제정 당시 구글은 베타 버전이었고

유통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존재

라, 의회가 OSP의 면책조항을 제정하면서 기대했던 양측의 이익 균형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인터넷 플랫폼 산업은 막
성장기에 있었기에 섣부른 규제는 해당 산업의 성장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OSP 측에서는 면책조항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로 인해 OSP

크게 직면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는 DMCA 제512조를 통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
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김현경,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권리자 측은 개인 창작자들이 저작권 침

“미국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에 대한 현대적 관

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면책조항을 이용하고 침해물이 삭제

점에서의 논의”, 글로벌인사이트(2020.5.26.), 한국
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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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도 재게시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3.	제512조(a)에 해당하는 OSP는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들을 변경 없이 송신, 라우팅, 연결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제512조(b), (c), (d)에 해당하는 OSP는 온라인 또는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비를 운영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도 OSP의 유형을 광의로 해석하여 적용했다.
4.	Perfect 10, Inc. v. CCBill LLC, 488 F.3d 1102 (9th Cir. 2007)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웹사이트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CCBill은 제512조(a)의
OSP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5.	美 법원은 제512조(i)에 규정된 ‘반복적 침해자’는 반복적 침해 추정자(repeat alleged infringer)를 의미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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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인식 요건(Knowledge Requirements for OSPs)

의회는 ‘Lenz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명

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동시에 권리자가 침해물의 재게시를 금

제512조(c) 또는 (d)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면 OSP는 침해에

확하게 법규를 개정하도록 제안했다.

지하기 위한 소송장 제출 시한으로 촉박하다고 분석했다. 따

대한 ‘실제적 인식(시스템에 게시된 콘텐츠 또는 행위가 권

시사점

라서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저작권청은 DMCA 제512조를 심도있게 분석한 이번 보고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를 발표하면서, 1998년 OSP 면책조항이 제정되었던 시대와

리를 침해한다는 인식, actual Knowledge)’과 ‘추정적 인

통지 요건(Standard & Non-standard Notice Requirements)

식(침해 행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정황 인식, red flag

제512조(c)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 OSP는 이용자들에게

knowledge)’이 모두 없거나, 인식하는 즉시 침해 콘텐츠를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자의 ‘삭제

정보제출명령(Subpoenas)

면한 기회와 도전은 상이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의 인터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침해 행위

통지(takedown notice)’와 이용자들의 ‘이의제기(counter-

제512조(h)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 추정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넷 이용 환경에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로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으로

notification)’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보고서에

위한 정보를 OSP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에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할지 재평가해야 하며, 현행법에 마

회피하는 OSP의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6)은 실제적

따르면, 현행법에 정해진 삭제통지의 요건과 절차는 구글 등과

따르면, 법원이 정보제출장 발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를

련된 수단 이외의 다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

인식이나 추정적 인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면책하지 않는

같은 대형 OSP들이 취하는 삭제통지 절차와 조화를 이루지 못

통해 얻은 정보의 유용성도 높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효용성이

서 그러한 결정은 의회의 입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7)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실제적 인식과 추정적 인식의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삭제통지 시스템이 도입되

낮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P2P 공유 행위에 연관된 이용자들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식 요건이

어 운용되고,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OSP가 요

신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순 도관 OSP에게 적용되는지 여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충실하여 향후 OSP

나 고의적 외면 기준들은 OSP에게 침해 행위를 조사해야 할

구하고 있어 권리자의 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삭

부가 불분명하므로 동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책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온라인에서 저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512조(m)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통지를 보내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지기준을 법정요

있으므로 의회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에서 규제 절차로 전환하여 저작권청이 유연한 규칙을 마련

금지명령(Injunctions)

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콘텐츠 산업의 상호 이익을 위해 선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제512조는 OSP의 금전 배상을 면책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제

의의 OSP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혁신의 자유를 보장한다. 셋

512조(j)에 따른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물에 대한 차단조치 및 계

째, OSP와 권리자 간의 자발적 협력(voluntary initiatives)

악의적 허위진술과 공정이용(Knowing Misrepresentation and

지금의 온라인 환경에서 창작자, OSP 그리고 이용자들이 직

작권 보호 정책은 유의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둘째, 권리

Fair Use)

삭제 처리시한(Time Frames Under Section 512)

정 삭제 조치 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법원은 제512조(j)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정부 정책 결정은 데이터(data)

보고서에 따르면, ‘Lenz 사건’8)에서 법원은 제512조(f)의 악의

제512조(c)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 권리 침해의 정황 등을

를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통지 시스템과 동일

가 아니라 사실(fact)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온

적 허위진술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512조(c)(3)(A)(v)에서 요구

OSP가 인식하면 ‘신속하게(expeditiously)’ 침해 콘텐츠를

선상에 있는 것으로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법원

라인 정책은 획일화할 수 없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이해당사자

하는 권리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선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법정요건과 관련하여, 법원

의 해석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한을 보장

들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의(a good faith belief)’를 가지고 삭제요청을 보낼 것을 요

은 그 처리시한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다양한 상

하려는 의회의 제정 의도를 좁게 반영하는 것이며, 제512조

구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삭제통지를 보내

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9) 보고서에 따르면,

(j)의 일부 금지명령은 삭제통지 조치 이후에 적용 가능하다고

기 전 이용자의 공정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권리자에게

법원의 사안별 접근은 동의하지만, 이의 제기 후 재게시까지

분석했다.10) 그러나 지금까지 제512조(j)에 따른 사이트 차단

잠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요되는 10~14일이라는 시한은 이용자의 적법한 표현의 자

조치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고, 동 규정 자체가 이러한 조치를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실행하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조문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제512조(c)의 삭제통지와 달
리 적용되도록 제512조(j)의 금지명령을 분명히 하도록 의회
6.	법원은 ‘고의적 외면’은 개연성이 매우 높은 침해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확인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침해 행위의 회피만으로 고의적인 외면으로 보기

에 제안했다.

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7.

Viacom Int’l, Inc. v. YouTube, Inc., 676 F.3d 19(2d Cir. 2012); In re Aimster Copyright Litig., 334 F.3d 643(7th Cir. 2003).

8.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N.D. Cal. 2008). (아들이 Prince의 노래 ‘Lets go crazy’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에 게시하였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삭제된 것이 문제 된 사건).
9.	법원은 침해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충족은 OSP가 해당 콘텐츠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특정해주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Viacom Int’l v. YouTube,
Inc., 676 F.3d 19, 30 (2d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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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12조(j)에 따른 금지명령은 1)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게시 금지, 2)특정 이용
자의 계정 삭제, 3)삭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OSP의 이행강제, 4)해외 웹사이트 차단
명령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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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카이브의 ‘열린도서관’과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침해소송 당하다

인터넷 아카이브와 그 서비스
인터넷 아카이브는 “모든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브
루스터 칼이 1996년에 창립한 단체다. 인터넷 사이트와 다른 문화적 자료들을 디지털 형태로
축적하면서 공중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창립 당시에는 인터넷 웹페이지 자체만을 아카이
빙하였는데, 현재까지 수집한 웹페이지들을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이라 이름 붙
인 웹상의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자료의 범위를 넓혀서 책, 오디오, 비디오, 이
미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책의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종이책을 스캔해서 그 디지털본을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1)하는 것에 대해 제기되었다.

글 문건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이

그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책을 디지털화하는 프

단체는 다수의 종이책을 수집한 후 이를 스캔하여 디지털본을 만들고

로그램을 2005년부터 시작하였고, 근래에는 하루에 1,000권의 책을 전 세계 28곳에서 디지

공중에게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명 ‘열린도서관(Open

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디지털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만료

Library)’이라는 프로젝트다. 다만 디지털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된 책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만료되지 않은 책은 ‘열린도서관’이라 이름붙인 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이책의 수만큼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이트에서 ‘빌릴(borrow)’ 수 있다.2) ‘빌린’다고 하는 것은 ‘Controlled Digital Lending(이하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이러한 제한을 풀어, 보유하는

CDL)’이라고 이름 붙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CDL 방식에 따르면, 열린도서관 이

종이책의 수와 무관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본에 접근하는 것을

용자는 한 번에 10권까지의 책을 2주간 빌릴 수 있다. 이때 이용자들이 한 번에 다운로드 받

허용하는 ‘국가비상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기존부터

을 수 있는 디지털본의 수는 열린도서관이나 그 제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책의 수 범

불만이 있던 출판사들은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내로 제한된다. 만일 종이책의 수를 초과할 경우 그 이용자는 ‘대기 명단’에 오르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는 임의로 중지되었으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DRM 기술로 보호되므로, 14일이 지나면 접근이 차단된다. 열린도서

‘열린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관의 목표는 출판된 모든 책에 대해 그 카탈로그로서 하나의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이다.3)
열린도서관은 현재 170만 권의 스캔된 책을 제공한다.4)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를 맞아 인터넷 아카이브가 2020년 3월, ‘국가비상도
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열린도서
관에서는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책 수의 범위 내에서만 그 스캔본을 배포해 왔는데 국
가비상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버렸다. 즉 종이책의 수와 관계없이 어떤 책의 스캔
본을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와 도서관 등이 문을 닫
았으므로 교육적 목적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에서였다. 권리자측으로부터 이
에 반대하는 통지를 받은 책은 프로젝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소극적 방식의 제외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1.	미국 저작권법은 “배포(distribution)”의 개념에 전송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이하에서는 “배포”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2.	https://archive.org/about/(2020. 7. 10. 최후 방문).
3.	https://openlibrary.org/(2020. 7. 10. 최후 방문).
4.	https://openlibrary.org/help/faq/about#what(2020. 7. 9. 최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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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제기와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의 중지

시사점

결국 펭귄 랜덤하우스 등 저명 출판사 네 곳이 2020년 6월 1일 인터넷 아카이브를 상대로 침

책은 학습과 재능, 창작성, 투자와 위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많은 작가들이

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아카이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

그들의 책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간다. 출판사들은 이러한 작가들의 창작물이

는 종이책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이와 같이 생성된 디지털본을 배포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더 적절한 방법으로 더 잘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출판의 형태와 홍보의 방법을 정한다.

인데,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린도서관’을 통한 서비스도 대상으로

모든 책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공한다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을 스캔

하였다. 소송의 대상이 된 책들은 원고 출판사들이 종이책 또는 이북(e-book)의 형태로 판매

해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하면 이와 같은 창작과 출판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원고측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5)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에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작가나 출판사들

첫째, 체계적인 종이책의 복제와 디지털본의 배포는 CDL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저작권이 제

로서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를 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아

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책과 디지털 복사본을 1:1로 대응시켜 동일하게 취급하

카이브 또한 이러한 부담에서 위 프로젝트 중지를 선언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는 것은 잘못이다. 물리적인 책과 디지털 복사본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 복사

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사실상 지속되어 온 서비스인 ‘열린도서관’ 프

본은 순식간에 세계의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손상되지 않으며, 읽을

로젝트를 사회적·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

때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서 출판사들은 이북에 대

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관련 법

해서 독립적인 별개의 배포 모델을 확립해 왔다.

조문의 적용이 간명하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저작물에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할지,

둘째, CDL 시스템은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아카이브가 디

어느 범위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해 왔다. 미 저작권법 제109조는 합법적으

지털 복제본의 제작을 통해 새로운 목표나 성격을 원고의 책들에 부가하지 않으므로 그 이용

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

은 변형적(transformative)이지 않다. 또한 스캔본은 종이책에 대한 대체물로서 인터넷 아카

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복제물의 소유자가 이를 다시 복제하는 것은 허

이브는 원고들과 각각의 형태의 책들에 관하여 관련된 모든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

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복제물(copies)’이라고만 할 뿐 그 복제물이 유체물이어야

셋째,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에서 정하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종이책을 취득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이 존재하는지, 혹은

한 사람은 이를 처분할 수 있지만, 이를 스캔하여 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원본 파일이 인터넷을 통한 판

넷째,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는 도서관들이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

매·전송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이른바 ‘forward-and-delete’ 기술 등이 디

으나, 인터넷 아카이브는 도서관에 해당하지도 않고,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에 위 조항이

지털 최초 판매 원칙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Redigi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적법하게 구

적용되지도 않는다. 공공도서관들은 종이책을 구매하고 권리자들로부터 이북을 적법하게 라

입한 음원파일을 재판매할 때 음원이 복제되는 동시에 기존 파일을 삭제하려는 노력이 있었

이선스 받는 반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종이책을 스캔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음원파일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음원의 복제가 일어났다는 이유 등에 근거하여 최

이러한 소송을 당하자, 인터넷 아카이브는 결국 예정보다 이른 6월 16일에 국가비상도서관

초 판매의 원칙 적용이 부정되었다.6) 하지만 열린도서관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을

프로젝트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열린도서관은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CDL 시스템에 따라 운

만들어내어 명백히 복제가 일어났고, 복사본이 원본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영되고 있고, 원고들의 소송도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열린도서관 프로젝트가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도 문제될 것이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 프
로젝트가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스캐너를 사용하여 종이책을 디지털본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개인적인 이
용도 아니고, 변형적 이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창립자인 브루스터 칼은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원고들
에게 협력과 화해를 제안하고 있으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판결로 종결될
6.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5.	소장,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17211300/hachettebook-group-inc-v-internet-archive/(2020. 7. 10. 최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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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910. F.3d 649 (2 nd Cir.
2018).

경우 디지털 세계의 도서관의 역할, 디지털 최초 판매의 원칙 및 그와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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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텔레그램에
저작권 위반 채널 폐쇄 요구 및
불응시 접속차단 경고를 하다

사건의 전개

신문의 불법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이탈리아의 신문 발행인 연합회(FIEG)4)에 따르면, 신문의 불법 유통에 특별히 사용되는 10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샘플링한 결과, 약 580,000명의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FIFG의 회장 안드리아 리페서 몬티(Andrea Riffeser Monti)는 “하루에 67만
유로, 총 연간 손실이 약 2억 5천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당국의 단호하고 신속한 개
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GCOM의 대응과 규제의 한계
글 이혜영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FIEG는 자국 내 통신규제기관인 AGCOM에, 회원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모든 복사본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거하거나 플랫폼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AGCOM은 2020.4.23.자 보도자료5)를 통해, 텔레그램과 긴급 논의에 들어간 결과, 텔레
그램이 FIEG가 처음 보고한 8개 채널 중 7개를 플랫폼에서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AGCOM은 텔레그램 채널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의 심각성을 알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
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현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규제에 한계가 있으며, 입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AGCOM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규
제가 아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ISP)에 대하여 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밖에 없다.
② ISP는 불법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삭제할 수 없고 채널 또는 플랫폼 전체를 차단시킬 수밖
에 없는데, 이 경우 현행규정을 준수하고 비례의 원칙6)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현
재 FIEG의 요청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4.	Federazione Italiana Editori Giornali (FIEG)
1.	이탈리아에서 통신, 텔레비전, 신문 및 우편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1997년 설립된 독립기관이며, 독립성과 자율성은 활동과 결의를 특징 짓는 구성요소이다. https://
www.agcom.it/che-cos-e-l-autorita
2.	https://torrentfreak.com/telegram-piracy-channels-face-blocking-as-italian-prosecutor-issues-emergency-order-200427/
3.	채널은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제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텔레그램 서비스이다. 구독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메시지는 채널의 이름으로 게시된다.
https://www.telegram.org/faq_channels#q-what-39s-a-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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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www.agcom.it/documentazione/documento?p_p_auth=fLw7zRht&p_p_id=101_INSTANCE_FnOw5lVOIXoE&p_p_lifecycle=0&p_p_col_id=column-1&p_p_col_
count=1&_101_INSTANCE_FnOw5lVOIXoE_struts_action=%2Fasset_publisher%2Fview_content&_101_INSTANCE_FnOw5lVOIXoE_assetEntryId=18459817&_101_
INSTANCE_FnOw5lVOIXoE_type=document
6.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
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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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GCOM이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에 대하여 불법콘텐츠

시사점

절차에 앞서 텔레그램과 긴밀한 논의를 하였는데, 이는 규제
기관과 사업자간 자율규제11) 협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삭제명령 등 직접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서비
스 사업자가 이탈리아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AGCOM은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해

AGCOM이 텔레그램에 특정 채널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알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외서버를 통해 국내에 서비스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

리면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면, 텔레그램은 자체 검토를 마친

④ AGCOM은 신문을 불법 유통시킨 모든 사용자들을 기소

라도 관할권 문제로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 등의 조치

후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AGCOM은 이 과정

하기 위하여 우편통신 경찰(Polizia postale)과 금융 경찰

를 취하기 어렵고, 국내 사업자인 ISP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

에서 FIEG가 요청한 8개의 불법채널 중 7개의 채널을 신속하

(Guardia di Finanza)도 참여시킬 것이다. 또한 주요 가상

이 해당 불법저작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인터넷 사이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스토어에도 텔레그램의 저

조치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와 법 개정의

트의 접속차단의 문제점과 한계12)를 보완한 것으로, 규제의 실

작권법 위반 관련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해외사업자간 자율규제 협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행 저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의 긴급명령

작권법8)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협력의 예로는, 방송통신심의

비록 저작권 침해 사안은 아니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

AGCOM이 규제의 한계를 밝힌 이후인, 2020년 4월 27일 바

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

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들 수

성상 어떤 경우보다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사

리시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금융 경찰(Guardia di Finanza)은 로

접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9) 현재

있다.13) 특히 방통심의위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 중

안이었던 만큼, 해외 온라인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대응에

마의 AGCOM 본사에 긴급명령을 전달하였다.

로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하여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있어서도 이러한 자율규제 협력 모델은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

검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저작

정보통신망법) 등10)에 따른 접속차단이 유일한 대응수단이라

후, 국제공조 점검단14)을 통해 문제가 된 133개의 단체 대화

치가 있을 것이다.16)

권이 있는 신문, 잡지, 책 등을 수만 개의 파일로 배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만 제한할 뿐 불법저

방에 대해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

그밖에 AGCOM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해외사업자에 대한 직접

밝혔다. 저작권 침해와 함께 자금 세탁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작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

다. 이 중에서 87개 대화방이 심의 전 신속하게 삭제되었고, 삭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

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다양한 우회접속방법이나 무력

제되지 않은 나머지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절차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 역외적용 규정의 신설이 주

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범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주거나,

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결정을 하였다. 이후 텔레그램은 방

로 논의되는데, 역외적용은 국가 관할 및 집행가능성의 문제

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돕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 한다. 또한 국내 ISP가 불법저작물만 선별하여 차단하는 것

통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나머지 대화방에 대해서도 자율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제 보편성 및 이해관계인의 일치를 전제

이에 검찰은 금융경찰을 통해 텔레그램에 다양한 출판물의 저

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이 불가

적으로 삭제조치를 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대화방

로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직은 국제적으로 이

7)

작권을 대량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19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접속차단은 항상 인터넷상 표

폐쇄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텔레그램이 협력하지 않는 경

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와의 충돌 등 법적인 이슈가 뒤따른다.

우, 지역 ISP로 하여금 채널 접속을 차단시키거나, 그렇게 할

AGCOM이 텔레그램을 접속차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비례의

수 없다면, 이탈리아 전체 지역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차단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안에서 AGCOM은 FIEG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정식 심의

15)

모두 신속히 삭제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론적·실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17)

12.	불법콘텐츠를 직접 삭제하거나 전송중단을 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 우회접속이나 대체사이트 개설 등으로 규제회피가 비교적 쉬운 점, 사이트 전체 차단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자료(2018), 52-54면
14.	2020. 1. 8. 방통심의위 내 신설된 국제공조 점검단은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목록을 해외사업자와 공유하여 사업자 스스로 ‘삭제(또는 지역차단)’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요청 및 정책공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공조 점검단’ 출범”, (보도일자: 2020. 1. 8.)

7.

https://bari.repubblica.it/cronaca/2020/04/27/news/copie_pirata_dei_quotidiani_procura_di_bari_sequestra_canali_telegram-254999695/

8.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등.

9.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연구」(2019), 4면.

1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등.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중점 심의”, (보도일자 : 2020. 2. 21.)
16.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자율규제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후(저작권법 제122조의5),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해외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다면, 법적 규제가 아닌 만큼 보
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7.	특히 2019년 EU가 발표한 DSM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OCSSP)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11.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자정노력으로서의 규제 활동을 총칭한다. 자율규제는

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불법저작물 제공에 대한 간접 책임자에서 직접 책임자로 규율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EU 회원국들은 2021년 6월 7일까지 DSM 저작권지침에 따른 국내 입법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 또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입법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8), 13면.

원, 전게자료(2019), 161-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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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한글 폰트에 푹 빠지다

폰트 디자인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다.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별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11,172자의 폰트 한 벌을

폰트 작업도 각 자소별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그 계획이 서지

만듭니다. 이 폰트가 제대로 읽히기 위해서는 가독성과 정렬을 고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폰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모틀이라는 가이드 안

다온폰트 대표
황석현

에서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자소의 형태가 변형되기도 합
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소들을 소리 나는 대로, 감정대로 읽힐 수

폰트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있는 한글을 소리문자의 원형에 가까운 한글 폰트로 만들고 싶어

요소는 무엇입니까?

서 폰트 디자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공들여 제작

돌이켜 생각해보면 새로운 폰트를 디자인할 때마다 늘 어려웠던

한 폰트들이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남습니다. 생각해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애편

면 한국에서 태어나 읽고 쓸 때부터 길들여진 한글을 새롭게 디자

지를 쓸 때, 반성문을 쓸 때 각각 글씨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감정

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억지스러운 일처럼 느껴

과 상황에 따라 글씨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만큼 한글에는

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어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

감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

야 할 일임이 분명하기에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는 셈입니다.

꼴을 고민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대본을 받은 연기자처럼 여러 감
정과 상황에 따른 글씨를 써보곤 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자

글꼴, 폰트, 서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글자의 모양새.

소의 크기와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글꼴을 준비할 때
폰트가 제작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이러한 몰입이 많은 도움을 주곤 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우후죽순
등장하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는 11,172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폰트를 쉽게 접할 수

그리고 그 글씨들은 초성과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서체는 누가

초성과 중성, 종성이 조합될 때 공간과 ‘이동시각’이란 개념이 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글씨를 한 자, 한 자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알지

폰트의 제작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우선 한글의 초성 19개,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중성 21개, 종성 27개의 조합을 모두 검토하면서 원도(原圖)라는

이러한 폰트에 저작권이 있다는

설계 작업에 임합니다. 폰트의 스케치 작업과 원도 작업을 거쳐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각 자소별로 글씨를 만들어내는 일은 모두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2019년 한글날, 폰트 7종을 무료로

보면 됩니다.

배포한 다온폰트의 황석현 대표는

그렇게 만들어진 11,172자의 글씨들은 자간, 행간을 정리하는 커

캘리그래피를 통해 감정대로

닝 작업과 모니터에서 밝게 보이도록 하는 힌팅(hinting)이라는

읽힐 수 있는 한글 폰트 개발에

후반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폰트 한 벌을 완성합니다. 이후에는

매진해왔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검수 과정과 테스트 과정이 남습니다.

폰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이처럼 폰트 한 벌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몇 달 또는 일 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폰트 작업은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이루어집
니다. 그래서 폰트 제작 과정을 가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

글 박윤웅 / 사진제공 다온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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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폰트는 <독립서체>, <평양냉면체> 등 다양한 서체 제작을

폰트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폰트 디자이너로서 겪는

폰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작권 관련 고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폰트 디자이너이기에 앞서 캘리그라퍼입니다. 캘리그라피

폰트 저작권과 사용범위는 다릅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해

처음에 폰트를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간

를 폰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탕체나 고딕

서 구매한 폰트를 모든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듯합니다.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체 같은 대표적인 폰트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캘리그라피를

실 폰트 회사마다 사용범위가 다른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기 때문

폰트 제작과 관련된 제작 노하우를 습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캘리

에, 사용자들은 저작권과 사용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

든 걸 스스로 찾아야만 하니까요. 그렇게 폰트 제작을 하고나서부

그라피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그래픽 소스

터 괜한 자신감이 생기더니 오만에 가까운 감정들이 생겨났습니

디자인한 폰트를 따라 쓰는 일이 더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등의 분야에서도 폰트의 저작권과 사용범위는 다릅니다. 저작권

다. 그래서 애써 만든 폰트를 지키겠다며 폰트 저작권만 강력하게

SNS에 아주 비슷한 결과물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

과 사용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사용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글의 주인은 폰트

작권 침해라고 보아야 할까요?

기 위한 노력 그리고 폰트 회사와 사용자 간의 합의 또한 필요하

회사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하고 실험적

포털에 폰트 저작권을 검색하면 ‘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폰

다고 생각합니다.

인 한글 폰트를 만들어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하면 어떨까 싶었습

트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라는 질

니다. <독립서체> 제작은 그러한 다짐의 결과물입니다.

문과 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질문 중에 저작권이

지난해 저희는 한용운, 윤동주, 윤봉길, 김구, 안중근 의사의 육필

란 무엇인지,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

을 복원한 독립서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기획했던

황은 어떤 경우인지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프로젝트에 저희가 서체 개발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독립운동가

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폰트 회사는 어떻게

없이 불법사용을 단속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은 불법사용으로

가만 짚어보니, 지금까지 300여종의 글꼴을 디자인해왔습니다.

의 육필을 한글 폰트로 복원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게 되어

수익을 만들어나가야 할까요?’

인해 날아온 내용증명서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물은 없었지만 스스로 만족할만한 결과

동참을 하게 되었고, 3월 1일 한용운체를 시작으로 독립운동가

보면서, 모두가 이야기 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물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다섯 분의 육필을 바탕으로 한 폰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좀 더

없지만 한편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니 다음에 이 일 계속 할끼가?” 물어

이러한 공헌 활동에 동참하시는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의 글씨에는 그 사람의 삶과 생각, 감정 등 그의 모든 것이

폰트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는 그러한 것을 담고 표현하는 훌륭

생각하십니까?

한 수단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글씨로 이 시대에 전할

향후 다온폰트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온 적이 있어서 “네. 더 일찍 시작하려고요”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
다. 아직도 저는 한참이나 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

수 있었기에 작업 과정은 힘들었지만, 가슴이 뜨거웠던 시간으로

언젠가 회원 유치를 위해 디자인 회사 여러 곳을 방문한 적이 있

이 많으면 멀리 걷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소리 나는 대로, 감정대

기억합니다. 개발 기간 내내 행복했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작업

었습니다. 그런데 “폰트 회사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차

로 읽힐 수 있는 한글 폰트를 만들기 위해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

으로 남을 것입니다.

갑고 경계하는 눈빛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안했습니다”

리고 이 마음가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걷고자 합니다.

라거나 “영장 들고 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
가 많았습니다.
한글 폰트는 엄연한 창작물입니다. 한글 폰트 1종을 제작하는데
전문 디자이너 10명이 달라붙어 수개월간 만들어야 합니다. 캐릭
터를 사용하거나 영화와 음악을 들을 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글 폰트는 창작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어 폰트 회사의 수익구조를 더욱 모나
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글씨에는 그 사람의 삶과 생각, 감정 등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는 그러한 것을 담고 표현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글씨로
이 시대에 전할 수 있었기에 작업 과정은 힘들었지만, 가슴이 뜨거웠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폰트 회사는 자신의 창작물과 사용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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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P로 각광 받는 웹소설,

저작권 보호 노력으로 도약하다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문피아 대표
김환철

이야기 DNA와 오픈된 플랫폼의 등장이 성장 배경

표절과 불법복제 근절 등 저작권 보호 노력 필요

웹소설은 온라인상에서 연재되는 소설 형태로 이전에는 ‘인터넷

웹소설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

소설’, ‘온라인 소설’ 등으로 불려왔다. 그러다 2013년 네이버 웹

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김환철 대표는 표절과

소설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웹소설’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었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

다. 작품의 대다수는 무협, 로맨스, 판타지 등의 장르소설이 주류

조했다. 특히 표절 문제의 경우 단순히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

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장르물이 등장해 콘텐츠가

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웹소설 시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

더욱 풍성해졌다.

고했다. 자신이 작가로 활동하던 80년대부터 표절 문제는 고질적

웹소설의 성장 배경에는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

인 문제였다고 한다. 표절로 인해 비슷한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오

었다. 네이버 웹소설,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국내 메이저 플랫폼

면서 독자들이 흥미를 잃고 떠나 장르소설 시장이 몇 차례 무너진

중 하나인 문피아는 2002년 커뮤니티 ‘고무림’으로 시작, 2013년

것을 그는 직접 경험했던 것이다. 현재의 웹소설도 다양한 콘텐츠

에 법인으로 전환 후 본격 유료화에 나서면서 현재의 연재 플랫폼

로 확장되어가는 이 시기에 표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한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번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1980년대 무협소설 작가, 필명 ‘금강’으로 유명했던 문피아의 김

뿐만 아니라 표절 문제는 작가의 창작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환철 대표는 올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직까지 맡으며 그 역할이

고 말했다. 자기 글에 대한 고민 없이 남의 작품을 표절 하다보면

더욱 기대된다. 직접 이야기를 지었던 작가로서 또한 웹소설 플랫

다른 작가의 캐릭터 설정이나 전개, 구성만 자꾸 떠올라 직접 창

폼의 운영자로서 그가 바라보는 웹소설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작해서 글 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 결국 작가로서의 생
명력이 짧아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설화나 민화를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타고난 이야기 DNA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야기를 짓고 글을 쓰는 일이 충분

“작가에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작 능력이 가장 중

한 수익을 담보할 수 없었던 까닭에 글을 쓰고 싶어도 포기하는

요합니다. 과거 커뮤니티에 가볍게 글을 올리며 비슷한 소재와 캐

사람들이 많고 그 진입장벽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웹소설은 플랫

릭터로 계속 복제를 해오던 글은 결코 프로 작가의 글이 될 수 없

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글을 연재할 수 있어 많은 이야기가 모이

습니다. 돈을 받고 글을 파는 작가라면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 웹소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해외에서도 원천 IP로서 한국 웹소

김환철 대표는 표절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문피아를 포함한

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접촉도 해오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

플랫폼의 단호한 대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절에 관대하

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작가들도 창작에 더욱 힘쓸 것이라
는 생각이다. 더욱이 요즘에는 독자들도 표절 문제에 단호하다고

‘구르미 그린 달빛’,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몇 년 사이 부쩍 눈길을 끈다. 판타지 요소를 가미한
재미있는 구성과 빠른 전개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 시청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변신해가는 덕에 최근 원천 IP로 그 주목도가 높다. 이러한 웹소설이 연재되고 유통되는 플랫폼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를 만나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2

말했다. 표절 작품을 적극적으로 제보해오는 등 정화 노력 또한
벌인다는 것이다.
표절만큼이나 불법복제물 유통도 심각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한
다. 특히 불법으로 복제한 작품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유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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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원저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공유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거나 비공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

웹소설의 미래, 신인 작가 양성에 힘써

웹소설 IP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웹소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웹소설 작가에 도전

과거 커뮤니티 시절부터 온라인 소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온

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신인

문피아, 주요 웹소설 플랫폼으로 성장한 지금의 문피아가 앞으로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문피아도 매년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다.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전자출판협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업무협약을 앞
두고 있다. 그는 이 협약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저
작권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좋은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면서 신
“이번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복제 모니터링, 관련 법제도 마련, 신속한 소통 체계 마련 등
다방면으로 저작권 보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
었으면 합니다.”

인 작가들을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피아 아카데

“문피아와 함께 성장해온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기반으로 한 원

미’를 개설하여 웹소설의 구성부터 플롯, 캐릭터, 작법, 연출, 연

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재 노하우 등을 가르쳐 프로 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웹소설 IP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우수한 인

주고 있다.

재들을 영입하고 있으며 웹툰, 영상, 게임, 굿즈 등 다양한 비즈니
스 모델로의 확장을 시도 중입니다.”

“웹소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문학과는 다른 부분이 있
어 정식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피아 아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 얼마 전 문피아에서 연재해온 빅히트 웹

카데미는 현업 히트작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커리큘

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현재 웹툰으로 연재 중이며 영화화 계

럼으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며 작가들에게 도

약을 마쳐 조만간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탑 매니지먼트>는 2018년 유튜브 웹드라마로 선보였으며, <유물
읽는 감정사>와 <운명을 보는 회사원>도 드라마 계약을 완료해 곧

올바른 저작권 인식이 작가와 독자 모두 만족하는 길
김환철 대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김환철 대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만큼 저

생기고 있다며 희망적인 반응이다. 또한 음원이나 게임 등을 소비

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웹소설을 소

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 꾸준히 합법적으로

비하는 독자들이 작품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당연

웹소설을 소비하는 독자들을 보면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하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 자신도 작가이기

를 지불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에 창작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가 지속된다면 웹소설이 더욱 경쟁력을 가져 발전해나갈 수 있다

있다. 그는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작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좋은

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를 졸업한 작가에게는 전문 PD를 붙여 작품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작품들이 웹툰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며, 수료

으로 제작되어 연재 중이거나 영상화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후에도 작가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환철 대표는 대중에게 사랑 받은 웹소설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넓혀 한국의 이야기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작품을 쓰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
“문피아는 편당 100원이라는 과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는 IP가 된 배경에는 철저한 저작권 보호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러한 체계로 작가는 자신의 글

생각합니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질 때 작가도 더욱

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동시에 독자의 깐깐한 평가를 받게

의지를 갖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 의

됩니다. 독자들의 피드백이 있을 때 작가의 작품이 더욱 발전할

식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독자도 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수 있는 IP 개발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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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시야 넓히기

중학교 때 배웠던 장자(莊子)의 고사 중에서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車書)”

금속활자 발명국가로서 아쉽기는 하지만 서책 보급의 커다란

는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다는 것이며,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라는 글을 접했을 때 저렇게 많은 책을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적이

전환점은 서양역사 중심의 세계사 입장에서 구텐베르크의 금

구독서비스 등 온라인 유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있다. 그러나 장자 시절의 서책은 오늘날의 종이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속활자 인쇄술 발명이며 저작권 개념을 태동시키는 기점이 되

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오디오북은 음악과 같은 매체의 형

죽간(竹簡)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이라 할지라도 종

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명의 수도사가 3년에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에 적용되었던 기술적 보호조치

이책 전집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나름 안도했던 기억이 난다. 책

걸쳐 필사하여 탄생했던 한권의 성경책이 인쇄술에 의해 수십

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전자책의 형태일

(冊)이라는 한자도 죽간을 엮어둔 것을 의미하는 상형문자이니 그 분량에 대해

배는 빠른 속도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인쇄술의

때는 다른 관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발전은 출판을 전문으로 하고 서책을 보급하는 산업으로 성장
하였으며, 근대 저작권법의 시작으로 알려지는 앤여왕법을 이
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앤여왕법을 기점으로 출판특허권을

전자책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EPUB DRM

독점하였던 잉글랜드 서점연합은 스코틀랜드 출판업자의 해

손자병법 죽간(18세기 복원) - wikipedia

전자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발전방향
김종원 / 상명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교수

BC 300년 죽간 - wikipedia

적판 출판1) 및 판매를 제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송을 벌

전자책의 경우에는 EPUB 표준과 PDF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

이면서 저작권 소유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현대 저작권의

으며, EPUB과 PDF 모두 DRM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있다. DRM기술은 암호화를 기반으로 권한을 제어하는 강력

서책의 보급으로 저작권 개념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

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2000년대 초반에 음악이나 영상분

였다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는 콘텐츠 전 분야에 걸

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조치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시장 창출 기대감이

DRM간 호환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 끝에 표면적으로는 DRM

충돌하는 혼돈의 시대를 이끌었다. 1999년 냅스터 사건과 파

을 이용한 음악이나 영상 서비스는 눈에 띄게 자취를 감추게

이럿베이, 웹하드, 토렌트 등 새로운 유통체계의 등장마다 법

되었다. DRM이 제거되는 계기는 상호호환성 문제가 촉발하

적다툼과 기술적 발전을 거치면서 음악과 영상에 대한 기술적

였으나 오늘날은 서비스 측면에서도 월정액 가입형이나 스트

보호조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워터마킹,

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유료 서비스가 자리 잡은 측면도

필터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였

있다. 그러나 출판 분야에서는 오랜 전통과 함께 저작권 침해

다. 음향이나 영상기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발전

에 대한 우려로 전자책 출판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

과 달리 어문저작물과 같이 문자나 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

며, 2000년대 초반 도전적으로 나섰던 전자책 출판사는 경영

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에 어려움을 겪고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최근 전자

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기술적 완성도와 관심도가 낮았다.

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전자책을 출판하고자 하

2)

이러한 원인은 2020년 저작권연차보고서 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권리자들은 전자책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

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출판 분야는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하고 있으며, DRM을 유일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

비율은 24.6%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실이다.

이고 있다. 그 이유는 ‘출판’ 콘텐츠 유통의 상당 부분이 아직

EPUB에 대한 DRM은 2012년 Bill Rosenblatt이 경량 콘텐

도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적 구조에 기인한다

츠 보호(Lightweight Content Protection)3)라는 개념을 제

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온라인보다

안하면서 전자책에 대한 표준으로써 PDF의 대안이 될 것이

1.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으나 법체계가 다르고 출판과 관련된 앤여왕법이 스코틀랜드에서 손해배상은 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에서 심리한다고 규정함.
2.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년 저작권연차보고서(종합), p.139, 2020.04
3.	Bill Rosenblatt, EPUB Lightweight Content Protection: Use Cases & Requirements, May 18, 2012. http://idpf.org/epub-content-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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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해서 PDF가 간단한 암호화를 통한 콘텐츠 보호를

DRM만으로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

마련한 것은 어문저작물의 보급을 앞당긴 인쇄술 덕분이다. 앤

기 위해서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의 불법유통 차단에 사용되는

여왕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는 출판업자

EPUB이 Readium LCP를 통해 다중 DRM을 지원하고 사용자

필터링 기술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내

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면 현대 저작권법은 저작권

운용성 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차기 프

의 편의성을 상당 부분 고려하였으나 디지털을 벗어나는 경우

용기반 필터링(DNA 필터링으로 알려진)은 DRM에 의해서 제

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한 저작권

로젝트로서 Readium 재단에게 이양되어 표준 암호화기술

의 대책이 없는 것은 전통적인 DRM과 동일하다. 2000년대 초

어되지 않고 직접 입력하여 제작된 전자책에 대해서도 내용기

법의 변화 시기는 공교롭게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맞물려 있

(AES256: Advanced Encryption System 256bits)과 인증

반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

반으로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업로드나 유통을 차단할

다. 즉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고

을 위한 공개키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

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전자책이 아닌 인

반으로 Readium LCP(Licensed Content Protection)5) 사

수 있다. 키워드나 해시 값에 의한 필터링은 우회가 쉽기 때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권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정

쇄본으로 유통되었던 작품들이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1,000여

에 내용기반 필터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문저작물7)8)에 해당하

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서책 분야도

양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2015년 EDRLab(European Digital

편의 작품이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 저장되어 불법 유통되었

Reading Lab)이 설립되어 Readium SDK의 하위모듈로

는데 DRM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는 전자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요 단어나 문장기

예외일 수 없다. 인쇄본위주의 출판계는 앞으로 전자책이 주류

Readium LCP6)를 구현하기로 하였다. EDRLab은 Readium

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반으로 처리하거나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방식으

가 되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를

LCP의 주요 장점으로 사용자가 임의의 판매자에게 얽매이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로 내용을 판단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었던 세계적인 카메라회사 이스트만 코닥이 필름 카메라에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플러그인 형태

전자책 DRM 해제가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DRM 상

창작되는 어문저작물이 등장한 것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인공

연연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숨긴 사이에 세계는 너무도 빠르게

로 다중 DRM을 지원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있다.

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지능이 창작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요약9)하고

변화하였고 결국 코닥의 운명은 폭파해체된 로체스터의 90년된

다. 구글에서 EPUB DRM 해제와 관련한 검색을 해보면 수많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톨스토이의 작

코닥 건물처럼 사라져버렸다.10)

은 사이트에서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제시하

품을 읽고 나면 해당 작품의 일부만 가지고도 어떤 작품인지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전자책의 미래

는 절차를 거치면 DRM이 해제된 전자책을 취득하는 것이 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법에 의해서 작

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다만 전자책 보급

능하기 때문이다.

품을 인식함으로써 내용기반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 활성화되는 만큼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이며, 이를 보호하

오게 될 것이다.

기 위한 노력과 기술적 보호조치도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음악

전자책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계 및 보완책

지원하는 것처럼 EPUB에서도 경량화된 DRM을 지원하여 사
용자 친화적이지 못했던 기존 DRM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4)

이나 영상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DRM과 같은 강력한 조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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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4차산업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은 기술의 발전은 기대감에 들뜨는 과대평가(overestimation)의 단계와 지연되는 성과
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과소평가(underestimation)의 단계를 거쳐 실제 변화의 도래를 깨닫는 기술의 공고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3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인터넷 기술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닷컴버블로 불리었던 과대
평가의 단계를 거쳐 많은 사회적 문제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기업들의 폐업으로 실망감을 가져온 과소평가의 단계가 있
었고 현재는 인터넷에 기반한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인터넷 기술의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아직은 과대평가의 단계라고 할 수

4차 산업혁명과
저작 활동

있다. 앞으로 기술의 공고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미루어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글 김철연 /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산업혁명과 저작 활동 변화의 역사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생산 방식의 발명을 통해 저
작물의 종류를 증가시키고 저작물의 유통 방식을 확장시켜

저작 활동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다.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책이라는 저작물은 종이와 문자라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두

어떻게 저작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4차 산업혁명은 물

가지 발명의 산물이며 활자 기술에 의해 꽃을 피웠다고 할 수

리력에 대한 기계화를 넘어서서 지능에 대한 기계화가 기존

있다. 1차 산업혁명은 물리력에 대한 기계화가 중심이었기

의 산업혁명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작 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

보다 근본적인 저작 활동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

지 않았으나 렌즈 가공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진이라는 새

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로운 저작물의 형식이 소개되었다. 전기에너지의 활용으로

대표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블록체인, 3D 프린터 등의 다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새로운 저작물의 형식을 탄

양한 최신 기술에 의한 저작 활동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생시켰다. 소리의 녹음이 가능해지면서 노래와 음악의 실연

논의를 하여 보자.

결과물이 저작물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영화라는 새
로운 저작물의 형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방송이라는 저작물
의 새로운 유통 방식도 등장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

저작 보조 역할로서의 4차 산업혁명

술로 견인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저

40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저작 활동과 저작권의 영역도

작물이 등장하였으며 기존 저작물의 저장 방식의 디지털화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초입기라고

예외가 아닐 것이다.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접하여 이미 익숙해져버린 일상의

주된 변화였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저작물의 보존기간과 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 접할 수 있는 주된 실효적인 변

용어겠지만 막상 인간의 지적능력의 꽃인 창작과 저작 활동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그 현재와

제 및 유통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디지털

화는 저작 보조의 역할로 사람의 저작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

미래가 쉽게 그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저작 활동과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산업혁명과

화된 저작물은 보존기간이 영구적이며 원본과의 품질적인 차

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는 애니메이션의

저작 활동 변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저작 보조 역할, 저작자의 역할, 저작물 유통의 역할에 대해서

이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의 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제작이 사람의 수작업에 의한 2D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대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일상을 급격히 변화시켜버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저작권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을 통하여 거의 즉시적으로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유통이 가

체한 3D 그래픽 기술이 있고 작곡 및 편곡의 과정을 돕는 다

고찰하고자 한다.

능해졌다.

양한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기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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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향에서 저작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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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역할로서의 4차 산업혁명

의 경우는 저작행위에 대한 증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또한 디자인 등 저작권이 중요하였지만 여전
히 물리적 실물 거래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3D 프린터는 실물의 제조는 보편적인 3D 프린터

저작물의 표절 시비와 같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행위가

아직은 현실적인 저작자로 인정받은 인공의 기술은 없다. 그

를 활용하고 3D 프린터 인쇄를 위한 설계 저작물의 거래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가 가능해진다. 아직

타인보다 우선한다는 증명이 중요하다. 블록체인은 비가역

렇지만 미래에는 인공의 주체가 저작자로 등장할 것이다. 저

은 3D 프린터가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 제조업이 생산해내는 상품의 품질에

적인 정보저장 기능을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의 증명을 구현

작 보조와 저작자의 차이는 창작의 의도성을 누가 가지느냐

는 견줄 수 없어 목업(Mock-up) 제작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나 앞으로 원재료의 활용성이 개

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좀 더 실질적인 저작 활동의 보조 역

의 차이일 것이다. 저작 보조의 경우 창작의 의도성은 사람에

선된다면 단순 제조물뿐만 아니라 식품, 심지어 인간의 내장장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 생산

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은 복수의 기존 저작물을 일부 사용

게 있으며 기술은 그 의도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

시장이 저작권 거래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경우는 유통을 활성화하

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2차 저작물들이 활발히 창

이며, 저작자의 경우는 창작의 방향과 의도가 전적으로 기술

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영역에 대한 역할이 크다. 최근 음악과 방송 관련 저작물들은 인터넷 플랫폼

작되고 있다. 따라서 창작자가 원하는 원저작물을 검색하거

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다. 아직은 연구실 수준으로 진행되

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저작물이

나 원저작물을 변형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

고 있는 기술들로는 스스로 소설을 작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소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추천시스템을 통해 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게 된다. 세계적인 인

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조하게 된다. 과거의 이미지 검색이

이나 회화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등이 있다. 형식

터넷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추천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매년 백만 달러의

이미지 주변의 텍스트에 의존한 검색이었다면 이미지 내부

의 다양성이 적은 스포츠 뉴스기사와 같은 경우는 이미 실용

상금이 있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유명하였다. 또한 유통과정 중의 불법 저작물의 단속에

의 콘텐츠 정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여 주는 인공지

적인 수준에 가까운 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작성하는 단계까지

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능 기술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원을 판매하는

있는 사례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검출하여 인력에 의존한 단속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

리고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변형하는 인공지능

회사도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의 저작물

도로 방대한 양의 케이스를 검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체 저작물의 일부 또는 변형된 저작물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진을 특정 미술가풍

의 창작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

경우도 검출에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저작물의 거래,

의 그림으로 변형하는 기술이나 특정 실존 인물의 가상의 동

으나,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 내는 저작물이 보편화

추천, 보호에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저작물 시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4차

된다면 이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체계와 행정 방식에 전반

산업혁명 관련한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시간과 비용의 문

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제로 상상하지 못하였던 저작물들의 창작을 가능하게 만들고

저작권자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한다. 만약 인공지능

있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자연인과 법인이 아닌 인공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리고 저작권

인이 저작권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 기술은 그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지만 그 효용성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가

을 수 있고, 이미 국내에서도 이러한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지고 있는 관습적인 문화의 관성 때문에 그 적용의 속도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팬데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믹 현상을 가져온 코로나는 사람들의 일상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스
트코로나의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언택트 사회가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는 관습적
인 문화의 관성을 깨뜨리고 말로만 회자되던 디지털 기술의 현실화를 가속할 것이며 디지털 영역으

저작물 유통 역할로서의 4차 산업혁명

로의 전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영역의 창작활동이 빠른 속도로 디지털 영역으로 전이될 것이
다. 예를 들어 뮤지컬은 대표적인 현장 공연 중심의 문화였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유명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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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저작물

지컬의 실황녹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는

유통에서의 역할이다. 유통업체의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저작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은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대체하

권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애플리케

여 70만 명이 넘는 팬들의 동시접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새로운 유통 방식의

이션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적용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의 영역이 급속히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포스트코로나의

영역에서 거래가 완결될 수 있는 시장에 적합하며 디지털 저

일상속에서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시기를 더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

작물은 이러한 형식에 가장 부합된 시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

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상보다 더 빨리 오는 미래를

이다. 3D 프린터의 경우는 제조업의 영역을 저작권 거래시장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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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이란?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
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고(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물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관련
계약 체결 팁

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
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2차적저작물이 만들
어지고 또 흥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지 않았기에, 출판사나 플랫폼에 출판계약 또는 연재계약을 체결
하면서 상대방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글 최진원 / 법률사무소 온길 변호사

다. 이에 웹툰을 기반으로 출판사나 플랫폼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더라도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그치지 않고
최근 길거리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웹툰을 보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방면으로 2차적저작물이 콘텐츠화 되고 이에 대한 작가들의 권리의식이 제고되

사람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기가 높아짐에

계약의 구속력

따라 웹툰을 원작으로 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관심 또한

“Pacta sunt servanda” 약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들이 계약을 할 때

로마법 법언입니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 일단

이하에서는 웹툰 작가가 2차적저작물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기초적인 팁을 안내해드리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분쟁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체결 후 나중에 다시 보니 계약

겠습니다. 각 팁은 2차적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계

어려운 작가분들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팁을 잘 숙지한다면 일반적인 연재, 출판, 에이전시 계약 체결

알아두면 좋은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과 관련해서 주의

약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

시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편의상 원저작자를 ‘작가’로, 2차적저작물 작성자를 ‘제작사’로

해야 할 기초적인 팁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 합니다.

표기하였습니다.

면서 현재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구름빵’ 사건은 동화책의 원작자인 백희
나 작가가 출판사에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Tip 1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백희나 작가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서울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를 구분하자 - 단어 하나 하나 꼼꼼히 읽기
계약서에 기재된 단어 하나라도 절대로 아무 의미없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만으

고등법원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구름빵’의 저작권

로도 계약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은 출판사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있습니다.

백희나 작가가 상고하였지만 2020. 6. 26. 대법원의 심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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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기각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

2차적저작물 작성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여야 할 단어는 단연 ‘양도’와 ‘이용허락’일 것입

다. 이처럼 한 번 체결한 계약을 나중에 뒤집기는 상당히 어

니다. ‘양도’란 작가가 제작사에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작가는 추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

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작가는 양도에 대한 대가, 즉 매매대금을 받습니다. ‘이용허락’이란

합니다.

작가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사는 작가가 허용해 준 만큼의 권한만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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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고, 작가는 이용료를 받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하여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앞선 ‘구름빵’ 사건의 경우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아마도 대부분의 작가들은 저작권을 자신이 보유한 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

단하였습니다. 작가에게 있어 작품은 자식과도 같다고 할 정도로 깊은 애정이 있는데, 자신의

락’만을 주고 싶어 할 테지만, 명확히 ‘양도’라고 규정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양도

작품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에 작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드리면 작가

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예: 권리를 이전한다 등), 계약서

분들은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도 웹툰 작가의 이름이 표시되도

의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의

록 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작가의 이름을 기재해 줄 것(성명표시권)을 미리 계약

미로 사용된 것인지 확실히 물어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에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작가가 어디까지 권리를 가지는지, 반대로 작가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자신의

Tip 2

이용허락의 범위를 한정하자 -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하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은 협상의 과정

단어를 잘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제

변호사로서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계약서 조항을 한 번 읽기만 해도 당사자들도 예상하지

작사가 작가에게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수익금을 작가에게 보고할 의

못했던 리스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규정의 리스크를 알려드리고 어떤 측면에서 다

무나 수익금 지급 일정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제작사가 몇 년 동안 수익을 얻은 후 그 수

소 불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독소조항 아닌가요?”라고 문의

익을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계약 위반을 주장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
방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독소조항은 통상 일방 당사자에게(특히 자본력, 협상력이 부족한 웹툰 작가들에게) ‘일방적으
로 현저하게’ 부당한 조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가에게만 100% 유리

2차적저작물 계약을 예로 들자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을 하였을 때, 이용허

한 계약을 체결하겠다거나 작가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전혀 넣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해당 제작사에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 제작

다면 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

사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만약 그 기간 동안

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자체가 결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분명하
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은 일종의 ‘협상’ 과정이고, 나에게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납
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다른 조항에서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협상

Tip 3

해 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물론 독소조항의 경우는 아예 배제하거나 현저하게 부
당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 중 저작권 ‘양도’와 관련해서도 ‘양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자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제작사는 해당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을

도’라고 하여 작가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고, 작가가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을 지급 받는 내용이 계약에 기재된다면 합리적인 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저작물인 웹툰의 저작권자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자는 제작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저작물인

따라서 계약 체결 시 ①작가가 본 계약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②원하

웹툰 작가의 이름이 해당 애니메이션에 표시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는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충분히 제작사에 이야기한 후 ③원하는 내용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가며 계약을 체결한다면, 작가와 제작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이 부분에 대한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는 법규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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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 구속되었고

작가들,

한 처벌도 약한 편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고소

저작권법은 불법 웹툰으로 이익을 편취한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쁜 소식도 있었다. 밤토끼 검거 이후 그에 버금갈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인지도도 높았던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의 운영자들도 검거된 것이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존재는 피해 작가들의 삶을 상

지만(저작권법 136조 1항), 범죄가 고의적이고 반복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들은 평범한

상 이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내부적으

적이고 엽기적이지 않은 경우 초범이 최고형을 받는

인터넷 광고 대신, 이제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배너를 달고 불법 웹툰 이용자들을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5명 중 3명꼴로 우

경우는 없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의 경우 2년 6개

끌어들이고 있다.

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밤토끼 사이트

월 형을 받았는데, 그가 웹툰 업계와 작가들에게 초래

개설 이전보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어 생활고를 호

한 막대한 피해와 악영향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벌이

소하는 작가들이 많아졌고, 밤을 세워 마감을 하고 플

다. 또한 그의 범죄행위로 인해 벌어들였다고 의심되

랫폼에 업로드 하고 나면 1시간 내에 불법사이트에서

어 압류된 재산은 9억 원이지만 대다수의 업계 종사

작품을 도용해 가서 이로 인한 박탈감을 호소하는 작

자들은 밤토끼의 범죄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며

가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작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의 형태 등으로 은닉한 범죄

것은 불법스캔 만화 때문에 사라지다시피한 출판 만

수익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로
웹툰 시장 발전 토대 이루어야

화의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글 김동훈 / 웹툰 작가 │ 도움 박용수 / 웹툰 작가

우리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줄여서 밤토끼소송

한국 웹툰 발전의 가장 위험 요소,

단)’는 50인의 작가님들의 뜻을 모아, 밤토끼 운영자

불법 웹툰 사이트

허씨와 공범인 김씨, 조씨 등 3명에게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

정부에서는 불법 웹툰을 포함, 불법 콘텐츠 및 리벤

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한 과정

지포르노 유통을 막기 위해 DNS 차단(사이트 주소

끝에 승소하더라도, 이들에게서 피해를 보상 받기는

차단)을 해왔지만, HTTPS(암호화 프로토콜)의 등장

어려워 보인다.

으로 효과가 없어지자, HTTPS 주소도 차단할 수 있

하지만 위 소송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원하는 것은

는 SNI 필드 차단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차단 방식도

피해보상이 아니다. 불법 웹툰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

DNS 서버를 바꾸거나 VPN 우회를 사용하거나, 패킷

을 편취한 자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 또한

범죄의 댓가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SNI 필드 차단을 원천무효화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하지만 거의 모든 작가님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이 브라우저에 도입되고 있어, 이제 사이트 차단을 통

과 사법이 이들을 위협하고 단죄하기에 많이 부족하

한 통제는 안타깝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범죄자들

다고 생각하고 있다.

을 검거하는 것 외에는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

광고로 얻은 수익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같은 암

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호화폐로 거래하기 때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완전
히 찾아 몰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저작권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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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왜곡되어 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웹툰은 - 불법

보급되고 있는 한류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지만, 불법

펜을 있는 힘껏 움켜쥐고 하나씩 선을 긋는다. 내가

이다. 하지만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란

사이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

웹툰 사이트들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보인다. 활발

작가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러한 고통을 수반한다.

다. 작품의 수준과 상관없이 작가들은 삶에 대부분의

었던 - 여성향 웹소설 원작의 웹툰과 19금 성인물 위

한 투자를 바탕으로 웹툰의 산업 규모가 해마다 평균

창작은 기본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것은 너무 억

시간을 작품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주 1회의 마감

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에 매출이 거의 나지 않는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울하지 않은가. 나는 그저 재미있는 만화를 건강하게

은 과장 없이 처절하고 살벌하다. 그것이 불법을 방조

스릴러, SF, (오리지널)판타지, 소년액션만화 등 비인

존재로 인해 ‘작품의 다양성을 받쳐줄’ 시장의 소비력

많이 보고 싶다.

하면서까지 취할 가치가 있는 이득인가. 혹시 내가 아

기 장르 작품들의 제작은 저조한 실정이다. 불법 웹툰

이 아직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례로 만화계 분들이 아닌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

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노력과 시간이 고스란히 사라

사이트의 존재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다양한 웹툰의

작가는 이전 작품의 수익을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준

서 처음 뵙는 분이 물으셨다. 어떤 작품 하시냐고 보

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제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비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고 때문에 차기작

고 싶다고. 작품의 제목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자연스

나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고 건강하게 평가 받고 싶

인기가 있고 매출이 나오는 장르의 폭이 좁아 다양성

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그런 가운데 불법 웹툰 사이

럽게 불법 웹툰 사이트로 들어가 검색을 하셨다. 웃으

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기생하는 불법 웹툰 사

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만, 매출이 나지 않는 장르가

트 운영자들은 작가의 고혈을 빨아 수익을 올리지만,

며 넘겼지만 불법 웹툰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침

이트들이 지금처럼 활개를 쳐서는 안된다.

정작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90년대부

잡혀도 미미한 처벌을 받는다. 이제는 아예 서버를 해

투했는지 알게 되어 순간 서늘했었다.

터 주류에 속했던 소년만화의 경우 아직도 디시인사

외에 두고 운영자를 외국인으로 내세워 이들을 국내

그리고 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불법 웹툰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란 산소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드나 루리웹 등의 서브컬처를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수사만으로는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된 직후 독자분들 중

없으면 죽는 것. 불법 웹툰 운영자들은 그렇게 작가들

많이 언급되는 등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지만,

런 현실임에도 작가들은 매일 밤을 새워 마감을 한다.

이제 공짜로 못 보게 되었다며 화를 내셨다는 얘기도

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과연 이들의 처벌수위는 온당

마루마루 같은 일본만화를 불법으로 번역하는 사이트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들었다. 이해는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할수록 좋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들이 이러한 수요를 모두 흡수하고 있다.

은 법이고 무료라면 더없이 좋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

본인 역시 오리지널 소년액션만화를 지향하지만 시도
할 플랫폼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출판 만화가 남

창작자들의 정당한 대가 침해

아있던 당시 10여 년 만에 잡지 1위를 일본만화에서

근절되어야

탈환해 와 연재가 끝날 때까지 굳건히 지켰음에도 불
구하고 말이다.

출판 만화 시장에서 활약했던 30~40대의 작가들은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불법스캔 만화가

웹툰의 위상은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마니아 소수

판을 치고, 출판을 기반으로 한 만화시장이 사라지자,

만 향유하는 서브컬처였던 만화가 이제는 대중적으

유능한 인력들이 살기 위해 각자 게임 제작, 학습만

로 인기를 얻어,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에 소비하는

화, 삽화, 디자인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웹툰이 등

시간 중 동영상 시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웹

장하기 전까지 학습만화 외의 한국만화는 찾아볼 수

툰을 읽는 데 쓰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본의

없었다,

manga(망가)와 한국의 manhwa(만화)라는 단어가

불법 웹툰 사이트들에서 내 작품을 볼 때마다 그때의

구분되어 쓰이고 있으며,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페이

악몽이 떠오른다. 그때의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지 등의 매출과 주가는 빠르게 증가하여 주식시장에

바란다.

나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고 건강하게 평가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기생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지금처럼 활개를 쳐서는 안된다.

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웹툰은 이제 드라마, 영화, 게임 등과 더불어 세계에

50

나는 오늘도 ‘제발’, ‘부디’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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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

16.7%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
14.5%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
13.6%
이용 가능한 정품 콘텐츠 확대(콘텐츠 확보, 이용경로 확대 등)

한눈으로 보는

13.6%

연차보고서
통계 인포그래픽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접속차단 효과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25.8%

무료 서비스
이용 포기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 효과

49.0 %

무료 체험 이벤트 기간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서 유료로 이용한다.

47.4%

무료 콘텐츠 제공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한다
31.4%

이용하기 편리해서
16.0%

다른 유료 사이트나 앱에서 무료체험 이벤트를 이용한다.

정식(제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한다

30.7%

17.6%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13.1%

다른 경로 또는
우회 방법 탐색

51.0 %

21.9%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를 찾는다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12.8%

무료(비제휴)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
무료(비제휴) 콘텐츠를 이용한다.

43.0%
접속차단 된 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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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이용률

2019년도
콘텐츠 이용실태 분석 및 전망

콘텐츠 분야별 조사표본 각 4,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의 이용을 살펴
보았다. 전체 콘텐츠 이용량 중 78%를 합법적인 경로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야
별 합법저작물 이용률은 음악(81.4%), 게임(75.2%), 출판(73.2%), 방송(68.6%), 영화(57.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합법
저작물 이용은 음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유료 구독서비스가 이용량의 과반(58%)을 차지해 합법적 이용을 견인한

글 정지은 /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연구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법저작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영화의 경우, 정식 제휴가 아닌 영화 콘텐츠를 유튜브 상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스마트폰·PC·TV

용하거나 웹하드 P2P, SNS, 스트리밍 사이트 등 다양한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을 아우르는 OTT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구독 서비스와 유튜브 서비스가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 실체가 아닌 정보로서 복제와

합법저작물 이용률: 콘텐츠 이용량 중 차지하는 합법저작물 이용량의 비중
* 합법저작물 이용량/(합법저작물 이용량 + 불법복제물 이용량)×100

공유가 쉬워 불법복제도 빠르고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음악, 영화,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이용률(%)

100
90

81.4

75.2

80

73.2

68.6

70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60

있으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해왔다. 올해 6월에는 10여

40

년간 유지해온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새로 적용한 ‘2020 저작권 보호

20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1)에

0

57.2

50
30
10

수록된 2019년 기준 콘텐츠 분야별 이용실태 조사2)를 다뤄보고자 한다.

음악

게임

출판

방송

영화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콘텐츠 분야별 이용실태 조사방법론 개선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복제물 이용 수치 이외에도 이용 원인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들은 불법복제물 경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5.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서 ‘이

2019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조사방법론 개선을 통해 각 콘텐츠 분야의

용하기 편리해서(다양한 콘텐츠가 한 경로 내에 존재,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 불필요 등)(16.0%)’,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신규 이용경로를 세밀하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

구할 수 있어서(13.1%)’,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12.8%)’가 나타났다. 가격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가운데, 사용

계 인사로 자문단(20여 명)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

편의성의 이유로도 불법복제물 경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존 웹하드, 토렌트 등 전통적 이용경로 중심 조사에서 분야별 최신 이용

25.8

경로(SNS, 유튜브, 사설서버 등)를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16.0
13.1

또한 응답자의 설문 부담 및 축소응답을 줄여 그간 파악하기 어려웠던
1.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종합),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다운로드: https://www.kcopa.or.kr/lay1/ bbs/S1T283C290/
F/25/list.do)
2.	콘텐츠 분야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국 만 13~69세
각 4,000명 표본조사, 조사기간 2019년 8~10월
3.  기
 존 조사는 응답자 1인당 최대 5개 콘텐츠를 통합조사함

54

12.8
8.9

이용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부터는 설문 응답자 1인당 1개

8.3
4.0

콘텐츠 조사를 수행3)하여 설문 부담을 완화하고 응답의 충실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조사대상자가 합법 및 불법에 대한 주관적인 판
단을 할 필요 없이 이용경로별로 실제 이용량을 응답하도록 설계하여 축
소응답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해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최신 콘텐츠가
이미 많은
빨리 제공
사람들이 이용하
되기 때문에
기 때문에

정식 콘텐츠
만큼 품질이
좋아서

3.2

다른 유사
서비스에 비해
안전해서

3.1

2.6

1.8

콘텐츠를
별로 심각한
콘텐츠 회사는
결제해서
일이 아니라고 이외에도 수익을
이용할 가치가
생각해서
얻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많으니까
않아서

0.2
특별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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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 효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은 불법복제물의 생산자 처벌과 사이트 운영자 처벌이 1, 2순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에서의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4) 효과를 조사하였다. 콘텐츠 무료 체

위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단속 강화와 게시자 처벌이 높게 나타났다. 불법

험 경험자의 47.4%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

복제물 근절 방안으로 응답자들이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체를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

되었다. 향후 조사에서는 무료 체험 이벤트 경험과 유료 서비스 이용률 변화 및 불법복제물 이용률 변화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법복제물 다운로더(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계 분석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7
14.5

13.6

13.6
11.8

11.8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 강화

이용 가능한
정품 콘텐츠 확대
(콘텐츠 확보,
이용경로 확대 등)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및 경로 폐쇄

불법복제물
업로더(게시자)
처벌

무료 체험 이벤트 기간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서 유료로 이용한다.

47.4

다른 유료 사이트나 앱에서
무료체험 이벤트를 이용한다.

무료(비제휴)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 무료(비제휴) 콘텐츠를 이용한다.

0.4
불법복제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

42.2

11.6

6.0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

무료 체험 이벤트 경험 여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불법복제물
다운로더(이용자)
처벌

30.7

21.9

기타

향후 전망 및 계획
접속차단 효과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K-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우리 창작자와 관련 산
업 종사자는 온전히 보상받기 어렵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접속차단 시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

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수사 공조 및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운

기하거나 정식(제휴)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접속차단

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은 여전히 온·오프라인상에서 유

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여 접속차

통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단이 해당 불법 사이트의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를 찾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크게 증가

는다는 응답도 43%에 달하여 다른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0년의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효과의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0년 콘텐츠별 이용실태 조사(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동향을
분석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복제물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 및 콘텐츠 산업
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며, 이용자들의 정품 이용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무료 서비스 이용 포기

49.0 %

무료 콘텐츠 제공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한다

정식(제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한다

56

다른 경로 또는 우회 방법 탐색

31.4

17.6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를 찾는다

접속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계획이다.

51.0 %
43.0

4.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콘텐츠를 정식(제휴) 서비스에서 일정 기간 동안(첫 달 무료 등) 무료로 제공하는

8.0

마케팅 목적의 이벤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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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뮤지컬 ‘밀녹’ 영상을 판매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사
례
글 고아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뮤지컬 제작사 직원인 김지컬(가명) 씨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현재 상연(上演) 중인
뮤지컬 공연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시물 본문에는 시즌별·캐스팅별·날짜별 뮤지컬 목록과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메신저로 연락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게시물 댓글에는 배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거나
입금하고 바로 영상을 이메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구매 후기가 달려 있었다.
김지컬 씨는 게시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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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미국의 공연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브로드웨이 온 디멘드(Broadway

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시물의 정보 제공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가능성

On Demand·BOD)’를 통해 세계 관객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 우리나

이 매우 크다.

라를 찾는 해외 관객이 점차 증가하는 등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K-뮤지컬’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COVID-19) 여파로 뮤지컬 시장 매출액은 지난 1월 약 348억 원에서 6월 약 90억 원으로
1)

최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뮤지컬 제작사 등이 공연 실황 앨범을

74% 감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뮤지컬 공연을 몰래 녹음한 소리나 영상 등 일명 ‘밀녹’ 영상이 불법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복제물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뮤지컬 공연 관람을 하지

으로 거래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않거나 뮤지컬 영상을 구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뮤지컬의 합법 시장(잠재적 시장 포함)에 미
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

저작권법 제133조3 제1항은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

원은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및 복제·전송자에

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
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

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권법에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뿐만

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제2조 제32호).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

위 사례에서 우선 게시자가 다수의 사람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

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정한 개인에게 이메일로 저작물을 발송하
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
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다.2) 김지컬 씨가 신고한 게시물에는 실제로 영상을 구매한 이용자의 구매
만족도, 영상의 화질 정도, 구매 횟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게시자가 동일한 불법복제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
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위 사례의 게시

저작권법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따라서 불법복제물의 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시물의 정보 제공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에는 불법복제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는 있으나 불법복제물 자체가 게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
러나 게시물 본문에는 게시자가 보유하고 있는 뮤지컬 영상 목록, 캐스팅별 영상 보유 여부, 구매 방법,
가격 협의 가능 등 불법복제물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
를 취득한 후 게시자에게 연락을 한 경우에만 불법복제물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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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 월간리포트

2.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15, 484면;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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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브이로그 편

바로! 배경음악은 주로 어떻게 사용해?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배경음악의 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무료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음원을 허락받고 사용하는 경우지!

먼저 무료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살펴볼까? 무료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엔 먼저 이용허락 조건을 꼼꼼히 살
펴봐야 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신 비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거나 개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
이 있는 경우가 많고,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 조건만 확인하여 지킨다면 음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방법이야. 대표적인 무료 음원 사이트로는 유튜브 오디오 라
이브러리가 있지. 등록된 곡 수가 많고 사용이 편리해 한번쯤 다 이용해봤을 거야!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용 범위와 저작권 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야. 저작권 표시 의무가 있는 음원이
라면 출처를 표기해서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

상업적으로 이용 허가된 음원은 대표적으로 유료 배경음악 서비스를 들 수 있어. 요즘 들어 유료 배경음악 서비
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야. 회사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 즉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음원을 일정 비용만 내면 회원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음악이 많아
실제 방송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도 해. 비용이 든다는 점만 빼면 출처 표기나 상업적 이용에도 비교적 자유로워
서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래도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서 혹시 모를 저작권 문제에 대비하는
자세가 늘 필요해!

바로의 브이로그
구독 20만

글 이은지 / 전략기획팀
오진해 / 침해예방팀 변호사

을 받으려면 작곡가와 작사가를 포함해 해당 음원에 관련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대리해
주는 곳이 신탁관리단체야. 저작권자가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임하면, 신탁관리단체는 그 저작권을 관리하

#브이로그 #저작권 #1인크리에이터 #한국저작권보호원

고 이용허락에 대한 업무를 대리하는 거지. 음악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바로의 저작권 Q&A 시간! 무엇이든 물어봐’
8만

마지막으로 K-POP 음원 사용 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음원 사용 허락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어 이곳에 저작권을 문의하면 돼.
조회수 506,589회

게시일 : 2020.08.01

단, 만약 신탁이 안 되어있는 경우는 소속사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여 허락
을 구해야 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획사 중에도 협회에 신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먼저 신탁관리단체

안녕? 난 브이로그(Vlog) 크리에이터 바로라고 해. 브이로그는 다들 알지?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대중가요의 경우 이렇게 신탁관리단체나 개별 저작권자에게

영상 콘텐츠를 말해. 많은 브이로그 꿈나무 친구들이 브이로그 편집 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Q&A 시간

곡마다 이용 방법과 출처를 밝히며 이용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내가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

을 가져볼 거야! 답변에 앞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단 걸 잊지 말아줘! 정당하게 저작권을 이용해 나만의 콘

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에 비해 복잡한 면이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음악이 있다면 시도

텐츠를 만드는 거야. 어때, 정말 멋지지 않아?

해볼 만한 방법이야.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구! 이 개념
을 잊지 말고 마음껏 질문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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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바로C

영상에 쓰이는 폰트는 어떻게 골라야 해?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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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이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어!

폰트도 배경음악과 마찬가지로 무료 폰트와 유료 폰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유료 폰트와 무료 폰트 모두 사용

저작권을 잘 모르거나, 처음 접하는 창작자들이라면 공공저작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건(라이선스)을 꼼꼼히 읽어보고,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영상 자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는 ‘공공누리(http://www.kogl.or.kr)’를 운영하면서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개발해 모든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해! 유료 폰트의 경우 인쇄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보다 인터넷이나 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더 비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부처의 저작물에 붙은 4가지 공공누리 마크는

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같은 폰트가 여러 가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해서 살펴보자. 무료

출처 표시를 기반으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로 나뉘어 총 4가지로 분류되

폰트의 경우도, 모든 이용에 있어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 꼭 내려받기 전 허락된 이용주체(개인, 회사)

어 있어. 출처를 잘 표시하고 허락 범위에 맞게 이용한다면 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와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해.

이용할 수 있어 나도 애용하고 있다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이고, 보통 영리 목적의 상업 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폰트를 사용할 때 늘 주의를 기

또 다른 사이트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이 있어. 공

울여야 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글꼴이라고 모든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유마당 저작물들은 공공저작물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미지와 영상, 음악뿐 아니라

기에 이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용 허락 범위가 다양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PPT 발표자료 서식, 일러스트 파일, 아이콘까지 다양한 포맷의 파일들이 많아 정말 유용해! 공공기관에서 제공

늘 조심하기!

하는 공유저작물로도 충분히 예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다들 한번 시도해보는 것 어때?

그렇다면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는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꿀팁을 소개해줄게!
바로~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체부 안심 글꼴 서비스야! 지자체의 특색이 가득 담
긴 폰트와 기업 폰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려 123종! 심지어 계속 업데이트된다는 점! 잘 이용하면 무료로 예쁜
글씨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자, 어떤 폰트로 영상을 만들 거야?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고민이다~~

다른 브이로거의 편집방식이 마음에 들어 비슷한 편집 방향을 잡아보려 해.
영상물의 편집방식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영상 편집방식, 즉 ‘포맷’의 경우 예전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았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포맷’은 완성된 창작물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독창성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으로는 보호하지 않은 거야. 단순한 아이디어까지 모두 저작권의 이름으로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의 목적

영상을 촬영했는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같이 녹음되어 버렸어.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

인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발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주변에 많은 브이로거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 중 하나야!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영상을 찍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방송 포맷이나 게임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특정 편집방식이 창

뒤에 배경음악이 나왔거나, 걸으며 촬영하는데 우연히 배경에 저작물이 촬영되는 등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

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그 고유한 창작방식을 복사한 것

게 된 경우들이 있어. 저작물을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처벌도 애매하고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해.

처럼 따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자유롭
게 영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복사한 것처럼 따라 하지 않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그래서 이번 5월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부수적 복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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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면, 촬영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이 아니라 부수적

결론적으로 콘텐츠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여러 방향으로 발전한 다양한

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쉽게 이야기하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거리에

저작물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야. 때문에 다른 브이로거의 편집방식을 똑같이 따라 하지 않고 나만의 아이

서 인터뷰할 때 뒤에 보이는 건축 저작물 등 원저작물에 부수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선 이용을 허락한다는

디어와 표현을 더해 새로운 창작을 해낸다면 이상적인 아이디어의 선순환이 이뤄지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의 저작

거야. 하지만 반드시 예외는 존재해. 부수적 이용이라고 해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물을 보고 영감을 받고, 내 저작물이 다시 누군가의 영감이 된다는 것. 정말 멋진 일 아닐까? 누군가의 영감이 되

이용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기억하자!

기 위해 우리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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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저작권 보호 현장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 간담회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면면에 진중함이 감돌

사업본부장, 김요한 왓챠 콘텐츠개발이사는

았다. 박 장관은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의 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에게 치명적인 해외

요성을 강조하며 “콘텐츠 산업은 다른 말로 저

불법물 복제 단속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지

작권 산업이며,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콘텐츠

원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기준 지정과

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장의 귀

같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통합저작

중한 의견을 통해 앞으로 함께 어떻게 해나갈

권법 개정을 건의했다.

것인가를 의논하자는 장관의 말에 참석자들이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말을 이었다.

및 OTT에서의 음악 저작자 보상금 지급 논의
및 온라인 기반 글로벌 서비스에서의 상호관

특명!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라
글 김지은 │ 사진 전예영

한류 콘텐츠 현장의 저작권을 말하다

리계약 규정을 건의했다. 최진원 대구대학교

간담회 참석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부터 유

교수는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는 원활한 유통

통, 음악과 시스템 산업 종사자, 저작권 전문

과 저작권이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아홉 명의 참석

하며, 전송보장금 제도의 경우 국제협약에 대

자들은 순서대로 각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하며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석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장은 IPTV 산

저작권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미래를 꿈꾸다

업의 현 유통 방식이 많은 손실을 발생하고 있

한류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 문화가 조성

음을 강조하며, 불법 유출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

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의 적용 필요성을 강

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가 비단 좋

조했다. 또한 유통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해결

과 고민, 지원이 필요하다.

은 것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한류 콘텐츠 불법복

비대해진 비대면 환경 속 저작권을 생각하다

책을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했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

제와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 내 저작자 권리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접촉이 급속도로 줄어들며 온라인 소비는

면 한다고 제언했다.

극 대응하기 위해 약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

같은 저작권 관련 문제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수

유정아 IPTV방송협회장은 영화 콘텐츠가

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한류 콘텐츠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현안을 파악하고

요가 증가하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IPTV가 불법복제 영상물 불식에 보안을 강화

보호를 위한 첨단 기술 활용에 쓰일 예정이다.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새로이

있다. 한류 콘텐츠들이 불법 유통되며 막심한 저작권 피해를 초래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저작권의 본 취지

또한 해외 현지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현장

는 상황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도

에 맞도록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저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모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여 현지 정부와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규제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에

보였다. 또한 국내 콘텐츠 배급사가 복제방지

를 강화할 방침으로 관련 예산도 확대할 계획

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김재현 저작권국장, 박주환 한

무늬를 찍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임을 밝혔다.

국저작권보호원장 그리고 영상 및 콘텐츠저작권업계 관계자 9인이

김근 BSA코리아 대표는 소프트웨어부분 대표

박양우 장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쓴 채 진행할 수

로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관심을 강조하였

환경이 극도로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밖에 없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현장의 열기는 가려지지 않았다.

으며, 원동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정책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업계는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해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저작권보호원이 코로나19로 조성된 비대면

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수익만 해도 각각 120억

무단 상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29조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

원과 18조 원에 달할 정도였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와중에도

2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이렇게 강건하게 계셔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로 입을 열었다. 업계의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와 조대현 티빙

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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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뉴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조사 결과 발표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

2020년 6월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새롭게 위촉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위촉장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

을 전달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5명 이상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

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의위원으로 권헌영

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김연희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이성엽 위원, 홍지만 위원을 추가로 위

본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

촉하였다. 이번 신규 위원 위촉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작년까지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구성되며, 신규 위촉된 7명의 위원은 곧바로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용량,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는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과거 보고

(위원장 임원선)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지난 한 해 동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의 안건은 시정권고 심의 167,524건, 복제·

서의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

전송자 정보제공청구 심의 8,25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

요인 등을 분석한 신규 조사보고서이다.

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른 신규 위원 위촉으로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본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음악의 순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

대한다.

분석되었다.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구독서

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비스의 정착과 더불어,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

복제물 이용자의 약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

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
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 개최

본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대학교재 등 6
종)와 종합 보고서(1종) 총 7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방향 참여
형 퀴즈·토크쇼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 제1회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만든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7월 8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지식재산 빅
뱅시대’라는 주제로 저작권, 상표, 발명 등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저작권 분야 디지털포렌식 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특화 디지
털포렌식 인력양성 사업 주관기관으로 고려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 사업은 저작권에 특화된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
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공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고려대학교는 일반대학원 정보보
안학과에 오는 9월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공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공 과정은 총 4학기 과정으로 학기당 최대 7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년 후기(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
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박주환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분야에서 우수한 디지털포렌식 인력을 양성하여 조직적·지
능적으로 진화하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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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AI-지식재산 특별전

나눌 예정이다. 진행은 박정희 아나운서가 맡았고, 김범수 지식재산 관

문위원회」(이하 AI특위) 출범(6.16)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련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은경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작가, 임선경 이모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

티콘(무릎이) 작가,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다.

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2년 내의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

이번 행사는 퀴즈와 토크를 결합하여,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라는 새로

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국제적 논의 및

운 콘텐츠를 시도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

조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위 및 과기정통부의 공식 유튜브,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퀴즈와 질의응답 등 직접 참

대되어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

여를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 어플 ‘땡기지’의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

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

캠프’를 통해 누구라도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

한편 지재위는 7월 1일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를 시작으로 연간 퀴즈

라고 말했다.

쇼 총 6회, 토크콘서트 총 3회를 운영하며 푸짐한 경품 기회를 제공할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9월4일)에 AI-IP 컨퍼런스를 개최

예정이다. 또한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에도 다양한 지식재산 친

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 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화적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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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를
따라와"

참여대상

일반 국민

신고방법

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상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구를 활용한 채증자료 제출 및 불법복제물 신고

신고기간

2020년 8월 3일 ~ 10월 31일까지

신고대상

주요 콘텐츠 7대 장르(음악, 영화, 방송, 만화(웹툰), 게임, 출판, SW)로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

주소 및 QR코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pyrightOK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8h5XRZjVsGlj2xyxnK4cZw

블로그
https://kcopastory.blog.me

신고대상
사 이 트
신고활동
지 원 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사이트
(단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트들은 제외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우수자 대상 지원비 지급

지원구분

인원

지원금액

최우수상

3명

10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수상

18명

5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장려상

30명

3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참조

선정방법

선정시기

외부전문가 참여 심사 및 평가

2020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