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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NFT 시장에서의 저작

이번 10대 이슈 전망 조사는 저작권 보호 분야의 유관기관 및 산·학·

였다. NFT 시장은 지난 2018년 대비 약 8.5배 성장하였고, 2021년

슈는 분야별 전문가가 기고하여 관련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

고,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청담러닝 양훈지 변호사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권 문제가 2022년 저작권 보호 신규 이슈로 떠오르며 2위를 차지하
NFT 플랫폼 가상 자산 거래액은 총 269달러로 나타났다. BTS의 굿

연 전문가 186명의 응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10대 이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정태호 교수,

연번

NFT 거래와 저작권 문제

화를 예측하고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저작권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홈페이지에서 전자책(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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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작권 보호 이슈 1위는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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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이슈로 선정되었다. 한편, 2021년 2위 이슈였던 ‘OTT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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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고, ‘NFT 거래와 저작권 문제’가 뒤를 이어 새로운 주제들이
작권 문제’는 올해 3위로 선정되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1위.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최기성

양훈지

성 시 해당 콘텐츠의 적법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

라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은 현실의 저작물을 가상세계로 옮겨 구현할 경우
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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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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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데이터 단위값으로 이루어진 해쉬인 NFT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권원없는 NFT 거래를 막

기 위해 NFT 콘텐츠의 정당한 권리자 여부 확인 및 검증 방법이 논
의될 필요가 있다.

NFT 거래는 현재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이 아닌 라이선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유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어떠한 권리로 보호할 것인지, 메타버스에서의 복제 및 구현이 저작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신규)

NFT 자체의 저작물 해당성, NFT 플랫폼의 책임 등이 있다. NFT 생

먼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실연행위가 현실 세계에

전제로 하고 있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한 공연이 실연에 해당

1위

래환경은 여전히 권리처리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적·기능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공간으로 거듭남에 따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이 현실세계의 물리

서의 공연과 관련된 권리 침해로 인정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김병일

가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NFT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아트의 거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의 NFT 이슈는 NFT 콘텐츠 생성의 합법성,

여부로 나눌 수 있다.

김기정
이재구

즈, 월드와이드웹 소스 코드,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NFT

코로나19의 장기화와 ICT 기술의 고도화로 메타버스가 차세대 핵심

하는지 모호하다. 메타버스의 공연을 공연권, 방송권, 공중송신권 중

2위

05

2위.

슈 전망’을 발표했다. 본 조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 변

㈜디알엠인사이드 강호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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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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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권 침해로 인정되는지 등의 쟁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작되는 아바타, 게임 등의 생성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다. 창작 툴에서 기존 아이템
을 조합하여 만든 아바타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메타

버스 플랫폼들은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으로서의 책임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으므
로 면책의 범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공연, NFT 아
트 등 종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리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NFT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지고 있다. NFT 거래 시에도 완전히 처분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일
반 재산 거래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

다. 나아가 NFT 거래사이트의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NFT 플
랫폼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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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5위.

OTT 서비스와 저작권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TVing 등 OTT 활용 급증에 따라 OTT 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는 2021년과 동일하게 5위

2022년에도 OTT 서비스와 저작권이 상위 이슈로 선정되었다.

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

비스에서의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2021년에 이어

OTT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 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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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쟁점은 AI 창작물

OTT

술적 측면에서 OTT 서비스는 IPTV와 유사하며, 전통적인 콘텐츠

가의 여부이다. 먼저, 인공지능 창작에 데이터 제공자, AI 모델알고
리즘 설계자, SW 개발자, 이용자 등 여러 주체가 관여될 수 있으나,
AI 창작물이 인간에 의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는 모호

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인간이 저작권자가 된다면 권리능력이 없는
AI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갖게 되는

의 관리자 또는 유통사업자 역할을 하는 케이블, 지상파 및 위성방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법인격 인

송 플랫폼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직접 제

정에 의해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저작권법뿐만 아

공하고 있다. 하지만 OTT는 사업영역에서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니라 법률, 윤리 전반과 책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IPTV와 OTT를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묶을 것인지 등 OTT의 법적

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과 저작자 결정에 관한

지위와 규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제적인 논의와 입법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위.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문제

4위.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

이 밖에도,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은 2020년부터 3년간 꾸준히 상위

텐츠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슈로 선정되었다. 케이팝 그룹 ‘BTS’,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게임 ‘배틀그라운드’ 등 K-콘텐츠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

라, K-콘텐츠의 인기에 무임승차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전 세계적

용을 지원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 등을 통해 한류 콘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문제는 2021년 3위를, 2022년에는 6위를 차

지한 주제로 여전히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는 넓게는 개인이 직
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것 또는 그 생산 및 유통의 시스템

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1인 미디어 창작의 소재 선택과 이용에 있
어서 저작권 보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단일 기업 등이 법적으로 대응

저작물 이용과정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원칙이나 1인 미

화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 위해 플랫폼에서는 중계권, 이용권 확보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 강

해외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의 K-

콘텐츠 저작권 침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올해부터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디어 창작자에게 이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1인 미디어 창
작 등 저작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기도 하
였다. 1인 미디어 저작물이 다른 1인 미디어 창작의 소재가 되는

경우(영화, 드라마 등 리액션 영상)가 많으므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이용의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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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빅데이터와 저작권 면책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데이터마이닝, 딥러닝과 같은 기술 개발

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

방, 딥러닝 기술 발전을 위한 저작권법 예외 조합 도입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등 데이터마이닝을 위해 저작물

인 데이터를 다량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논의 또한 지속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이 각광을 받으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그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자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

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과 달리 창작적 표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소재의 개별적 접근검색을 위한 배열구성을 핵심 요소로 한다. 이
러한 해석에 의하면 데이터마이닝, 딥러닝 기반의 데이터 수집은

글. 문예은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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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메타버스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등장으로 VR(가상현
실)·AR(증강현실)등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이슈가 증
가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기존 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
상증강현실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이슈에 있어서는 ‘전시권’과 ‘파노라마 자유’가 저작

강현실 구현 과정에서 이용되는 배경 정보의 저작물성과 배경 정

른 장치에 의한 간접전시는 전시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 3은 VR·AR 등

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필름, 영상 등 다
감형 콘텐츠 기술과 디지털 저작물의 발전을 고려하여 간접전시를
전시에 포섭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가상·증

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
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론이 존재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EU, 일본 등

7위.
SNS상의 저작권 침해
SNS상의 저작권 침해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저작권 보호 이슈로
선정되었다. 2021년에는 특히 클럽하우스(Clubhouse)를 필두로

한 음성 기반 SNS와 틱톡(TikTok)과 같은 숏폼 비디오 SNS가 큰
인기를 끌었다.

SNS에서의 저작권 보호 주요 쟁점은 SNS 공유 기능의 저작권 문
제, SNS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 SNS 프로필 사진 도용, 음성기
반 SNS에서의 유명인 목소리 유포 및 음악 재생 등이 있다. 하지

만, SNS 순기능인 표현의 자유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저작

해외의 입법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저작권뿐만 아
니라 데이터베이스권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검색을 위

한 배열구성 중심으로 권리 제한 요건 신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위.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최근 음원 사재기 등 이슈로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신규 이슈로 선정되었다. 현행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문화체육관

광부「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비례 배분 방식을 사

용하고 있으나, 재생 횟수가 많은 저작권자 저작권료 쏠림 현상, 사

재기, 재생수가 적은 음원 손해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최근 한 음악 플랫폼에서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SNS 특성상 저작권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렵

요금이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므로, 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거나 저작권 침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
정안 등 향후 입법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대 적용하였는데,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 이용자가 낸

주류 음악과 인디 뮤지션들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팬
덤 총공’ 방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STORY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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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은 다양한 문화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측면을 거쳐, 현재는 문화와 생활·사회 전반적인 비즈니스 혁신과

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을 활

(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 전담 기관이다. 최근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디지털 대전

용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 구조적 변화까지 확장된 디지털 전환

으로 새롭게 도약했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개방한 사이트를 운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 전 분

이 풍성하고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이

털 전환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하여 창작자가 겪는 저작권 침해 부담을 줄이는 등 모든 국민
어가고 있다.

야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작년 4월 ‘문화 디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설정한 3가지 전략목표는 문화정보서비스의 지
능화, 문화 데이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반 확대인데요. 그 대표적

인 사례를 보면 우선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종합포털사이트 ‘문화

포털’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이 고유 업무별로 관리하던 정보를 수집, 연계하여 한 눈에

Q1_한국문화정보원과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 가치 확산으로 국민 문화행복에 기

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입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

반 서비스와 개인화 서비스, 챗봇 서비스 등과 함께 국민 누구나 데
이터의 생산자이면서 이용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자율주행 기반의 전시 도슨트 로봇 ‘큐아이’가 박물관, 미술관

감형 콘텐츠, 문화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

지능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이제는 다국어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영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국민에게 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글꼴’과 같은 공공저작물 개방은 물론,

‘문화포털’을 통한 대국민 문화정보 제공 서비스, 문화정보화 정책
개발과 문화클라우드 운영 및 정보보안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Q2_작년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

홍희경 원장

를 강화하였고, 국민들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위치 기

로 D.N.A(Data, Network, AI)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
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문화전시 큐레이팅봇 ‘큐아이’와 5G기반 실

한국문화정보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나아가 비대면 온라인 ‘집콕문화생활’ 서비스

셨습니다. 문화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전환’은 지금 우리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정보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기존 정보화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단
순히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넘어 정보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 자체의 디지털 변화(Digitalization)

등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과 체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 음성안내 자막서비스, 자율주행 기능이 강
화된 동행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40

여 대의 큐아이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국민들의 문화 공간에서 반
갑게 만나는 디지털 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정보원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생태

계 조성을 위해 문화 빅데이터플랫폼(Market C)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15개 센터의 데이터의 수집·활용·유통을 지원하고 있고, 축적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화 주제에 대한 빅데

이터 분석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전후 문화여가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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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기반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늘어
나면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

요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공공저작물 통합 제공
사이트 ‘공공누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고 국민들
에게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공공
누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공공저작물에 적용된 4가지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글꼴, 소
리, 이미지, 영상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이러한 공공누리 서비스를 국민들이 더 활발하

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작물의 권리 확인·처리 지원’, ‘고품질 저
작물의 확충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권리 확인·처리 사업’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의 저작권 권리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서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고, 개방이 불

<공공누리 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 제 2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 제 3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 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 금지

가능한 저작물의 권리는 검토 처리해서 저작권을 해결해주는 사업

인터뷰. 홍희경 /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Q5_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주

직원 모두가 정품 SW 사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습니다. 정품 SW 이용환경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떤 노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 자체의 망 분리를

관하는 SW산업보호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셨
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문화정보원이 지난 12월, 제9회 ‘소프트웨어산업보

호대상’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촉진 및 소프트웨어(SW) 산

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했습니다.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SW산업 보호를 위

한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매년 PC용 SW는
GA(Goverment Agreement) 계약을 유지·갱신하고 있으며, 서버용

SW는 SPLA(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
여 정품 SW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은 매년 수요 조사 후 정품 SW를 구매하여 보급합니다. 무엇보다 임

인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국립생태원의 희귀 멸종 동식물 등

공공저작물을 새롭게 제작하고 복원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민

Q4_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문화 융성에 있어 ‘공공누리’가 어떤

것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

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그만큼 다양하게 늘어난

최근에는 비대면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글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공누리에 오시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개발한 글꼴 110여 종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다

운로드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안심글꼴’은 한
글과컴퓨터·MS오피스와의 협업을 통해 한글프로그램과 MS워드

소프트웨어 글꼴로 기본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
서도 문서를 작성할 때 누구나 안심글꼴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바로 누릴 수 있는 공공누리 제도가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질과 양

모두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제도는 널리 알려야죠.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SW사용실태 정기점검과 함께 교육

통해 업무용 PC 내에는 불법·비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차단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 덕분

에 수상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
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6_점차 고도화되는 지능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문화

정보원의 핵심 역할이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기
의 활용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주로 발생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역량의 보유 수준 자체가 경제·사회적 격차까지 이어

지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들이 디
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문화생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항상 유

다양한 생태 자료를 개방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재

촬영, 복원을 지원하는 ‘고품질 확충사업’을 통해서 1,800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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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은 그 수량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고
저작 정보가 정확하므로 콘텐츠 산업에 활용하기에 큰 자원이 된다

고 생각합니다. 공들여 생산된 공공저작물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콘텐츠로 재생산된다

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를 활용하면 이용허락절

차가 간소화되어 누구나 신속하게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
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 창작자들은 저작권 침해

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저작권 확인에 필요한 시간, 인력, 예산

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korea Culture Infomation
Service Agency

념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D.N.A(Data, Network,
AI)를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꾸준히 실감콘텐츠나 가상융합세

계 메타버스 등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ICT기
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데이터의 수집·연계·개방·활용과 함

께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과 국민이 사용하기 편
리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정보원이 문화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관만의 노력으
로는 문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
한 문화기본권의 핵심에는 문화정보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앞으로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문화 행복을 위해
서는 문화정보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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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글. 임상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복 /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들어가며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 11. 21.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의 생성유통사
1)

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

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구를 사용하여 법률의 명확성
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작품 창작에 대하여 대
중으로부터 쉽게 인식될 수 있고, 위탁물의 권리 귀속

등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편익과 기
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이용의 유형 추가, 미공

개 저작물의 권리 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저작물이 사회

전반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1) 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도입2)

창작자 및 실연자가 표시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창작자

사람이 사용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 또는 실연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성명표시가 잘못되거

구 싱가포르 저작권법상으로, 창작자와 실연자에게는 다른

자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차단할 권리가 있을 뿐,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인정
되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창작물이 범람하는 추세를 반

03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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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연자들이 자신을 보다 널리 알리고 명성을 쌓는 데 도

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한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규정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에 온라

2) 창작자에게 위탁 저작물(commissioned works)에 관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clear and

구 싱가포르 저작권법상으로는 창작자가 위탁 저작물을 창

를 표시하는 권리(right to be identified)가 추가되었다. 예

(employer) 또는 위탁 의뢰인(commissioner)에게 귀속된

인 및 오프라인에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작물

reasonably prominent)으로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
를 들어, 미술관의 그림 사진, 댄스 공연의 비디오 등을 온라

인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구 저작권법상으로는 관련 저작물
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해당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

나,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는 이를 전송한 자에게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하
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종의 성명표시권이라고 볼 수 있는 본 개정안을 통해, 저

한 권리 귀속

3)

작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고용주
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의

의뢰로 창작자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창작물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 경우에

도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과 창작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소유권을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창작자가 계약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으로부터 더욱
나은 보상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작물이 타인에 의해 대중에게 전송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1) Ministry of Law, Copyright Act 2021 (Commencement) Notification 2021, (Nov. 15, 2021).

2)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7 (July 6, 2021) (“Part 7 (clauses 369 to 443) provides for additional
rights relating to copyright works and protected performances ... A person who uses an authorial work or a performance in specified circumstances is required to

identify the author or performer. Like the other moral rights, the right of attribution is personal to the author or performer, and applies only during the subsistence
of copyright or the protection period of the performance”)

3)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4 (July 6, 2021) (“Clauses 133 to 136 provide for the first owner of
copyright as follows ... the default rule is that the creator of a work is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This is subject to the following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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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시청각 콘텐츠를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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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하는 셋톱 박스에 관한 규제

4)

SINGAPORE

본 개정안에서는 불법 복제된 콘텐츠(예: 영화, TV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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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4) 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허가5)

6) 미공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만료일(expiry date)을

법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가

구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공표시를 기준으로

그램, 스포츠 이벤트 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셋

하지만,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본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당해 저작물에 대해 합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저작권법상 저

서비스(예: 셋톱 박스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마이닝 또는 머신 러닝 등과 같은 컴퓨터 데이

톱 박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판매를

02

16

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구 저작권법에 의하

면 셋톱박스를 통해 불법 저작물이 스트리밍되더라도
셋톱 박스 자체가 불법 저작물을 저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셋톱 박스를 판매하는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 대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또는

터 분석을 목적으로 당해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하

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인공 지

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

능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나 활용을 위해 데이터 트레

자는 영화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제공하는 셋톱 박스를

이닝을 하는 경우 등 저작물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당 셋톱박스의 판매중

상당히 증가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되고 있다.

5)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의 저작물 사용 허용

6)

한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 복제된 것을 알게 된 경
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facilitate access to works communicated to the public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authority. Devices
5)

7)

communication of copies for the purpose of computational data analysis, such as text and data mining, and machine learning. Among other

conditions, the user must have lawful access to the work or recording from which the copy was made, and the copy must not be used or supplied
for purposes unrelated to computational data analysis.”)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70년 동안만 보호를 받게 되었다.

7)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서, 및 박물관에 새로운
예외를 부여8)

및 목록 작성과 같은 관리 목적으로 미술관, 도서관,
이 보존, 내부 기록 유지, 목록 작성 등의 행정상의 목
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원본을 복원할 때 복제품을 만들거
나 홍보 자료를 위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저작물 보
존 및 전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6 (July 6, 2021) (“Clause 204 permits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use Internet
material for educational purposes. The material must be accessible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and there must be sufficient acknowledgment of the Internet source as well as the
work or performance used.”)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3 (July 6, 2021) (“Clauses 114, 122 and 125 change the rules governing the duration of

copyright in authorial works, sound recordings and films. Under the new rules in the Bill, copyright in these works will be of finite duration, whether or not they are published.
For authorial works with identified authors, copyright subsists for life plus 70 years. For authorial works without identified authors, sound recordings and films, the duration of

include both physical devices and computer programs (such as apps).:”)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6 (July 6, 2021) (“Division 8 permits copying and the

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고,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과 같은 공공 문화유산기관들

게 온라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connection with commercial dealing in device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etc., that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자가 확인된 미공개 저

즉, 교육기관인 학교와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인

락 없이 교육적 용도로 웹 이미지와 비디오를 자유롭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3-54 (July 6, 2021) (“Clause 150 provides for a new form

구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물의 보존, 내부 기록 보관

터넷 자료에 대해 그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자의 허

4)

하므로 미공개 작품(unpublished works)은 사실상 영

본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을 위해 무
료로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6)

설정7)

8)

copyright depends on whether they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50 years after they are made; they will enjoy longer copyright durations if so, shorter durations if not”)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6 (July 6, 2021) Division 15 creates permitted uses relating to material in public registers,

publicly disclosed material and data sharing within the public sector ... permitted uses provisions applicable to literary, dramatic and musical works do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use of adaptations of those works; instead, clause 297 provides for the use of an adaptation of those works to be a permitted use if the use of those works is a permitted u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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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Collective Management

SINGAPORE

Organization)에 대한 규제9)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
하여 저작물을 관리하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

02

하는 단체이다. 예를 들면, 작사가와 작곡가는 저작권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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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제3자가 저작물
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라이

18

노력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주요 TV 제공업체 중

하나인 StarHub은 이미 불법 스트리밍 셋톱 박스를 구
매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셋톱 박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0) 소비자들은 불법 콘텐

츠를 스트리밍하는 장치를 반납하고, StarHub 구독 서

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본 개정안이

대여받을 수 있다. 즉, StarHub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싱가포르 지식

재산청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투명성, 관리방식, 책

임과 효율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
구되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에 가입한 저작권자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라

19

TV 제공업체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줄이기 위한

선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 저작권법상으
로 이러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싱가포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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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가입하면 StarHub 셋톱 박스를 2년 동안 무료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합법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이 증가하

고 싱가포르인들의 콘텐츠 소비에 관한 저작권법 인식
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선스를 허여받은 이용자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며
저작권 생태계를 공정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본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 및 의의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사전에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개정안에 따르면 작품 및 공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9 (July 6, 2021) (“CMOs are in the business of collectively
managing the use of copyright works or protected performances (or both) for the collective benefit of their authors, makers, publishers,

performers or rights owners. CMOs also operate schemes, available to the public in Singapore, that set out the terms on which they will grant
10)
11)

permission to use the managed works or performances — these are called tariff schemes.”).

https://torrentfreak.com/broadcaster-offers-pirates-free-legal-tv-box-in-exchange-for-giving-up -illegal-streams-210726/
도종환 등,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440 (2021. 1. 15.)

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21. 1. 1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11)

연을 다루는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

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된

거나 다수의 공동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시하는 데

법 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데이터 마이닝 과정의 저

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한이 있
9)

또는 고용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당해 저작물의 사용자

로서는 창작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창작자 표시 등을 면
제(waiver)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위탁 저작물

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데,

위탁자 또는 고용주는 계약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을 위탁자

내용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부과, 불

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
한 개정안 내용은 싱가포르의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싱가포르와 마
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와 실연자 및 관련 업계 전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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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업체의 저작권 침해 및
사이트 차단 관련 미국 동향
글. 김형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작권 책임 귀속 주체의 확대 – VPN 제공업체 및
호스팅 업체 등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자를 넘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가. ALS Scan 사건 (2017.2.16. 제기)
2)

성인 사진저작물 제작회사인 원고(ALS Scan, Inc.)는 자신
의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해적판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저작

권 침해를 하고 있고, 이 사이트들과 거래하는 제3자인 인터

21

나. YTS 사건3) (2020.1.23. 제기)

원고(HB Productions, Inc.)는 가장 큰 해적판 토렌트 사이
트 중 하나인 YTS 운영자가 원고의 영화 “Hellboy”의 토렌

트 파일을 배포하고 홍보함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고의적 유인, 기여 및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미국 하와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YTS 운영자(Senthil Vijay Segaran,

잦아지고 있다. 이때 권리자는 손해배상 및 대상 인터

원고는 피고들 중 웹 호스팅 제공업체인 피고(Steadfast

London Trust Media, The Onion Router, Hurricane

하게 하는 차단 명령을 청구하기도 한다.

위책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적판 사이트에 단순히 웹

스팅 업체 에게까지 침해 책임을 묻는 저작권 소송이
1)

넷 서비스 회사에 불법복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

이는 미국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 특히 호스

이용자들의 개별 저작권 침해행위(불법복제행위)에 대

적으로 판단하여 온 경향을 고려했을 때 다소 파격적인

하여 Virtual Private Network(“VPN”) 제공업체와 호

호스팅 업체 관련 기존 미국 사례의 동향

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권리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

Provider, “IS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시
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글. 김형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팅 업체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로서 권리 침해를 소극
행보로써 미국 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Networks, LLC.)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 및 대

et al.)는 그 신원을 감추기 위해 미국 VPN 제공업체인
Electric Internet Services의 터널링 서비스4) 등을 사용하

여 IP 주소와 로그인 정보를 숨겼으나, 원고는 여러 경로5)를

호스팅 서비스만을 제공했다고 하여 해적판 사이트에서의

통해 YTS 운영자를 추적해 찾아내었다.

권 침해를 조장할 목적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해

피고는 법적책임은 부인하였으나, 자신이 YTS 운영자임은

독려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의 토렌트 파일을 YTS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YTS 웹사

저작권 침해 행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저작
적판 사이트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직접적으로

가 해적판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침해 행위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침해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
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 간접침
해의 성립 요건 역시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3자가 원고의 영화 “Hellboy”

이트가 “Hellboy (2019) [WEBRip] [1080p] [YTS.LT]” 파일
명으로 파일을 배포하기 위한 링크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

였다. 양측은 피고가 150,000 달러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
며,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원고의 영화
토렌트 파일을 배포 및 홍보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 ALS Scan, Inc. v. Cloudflare, Inc., et al., No. CV 16-5051-GW(AFMx), 2017 U.S. Dist. LEXIS 46937 (C.D. Cal. Feb. 16, 2017).
1) 호스팅 업체는 기업의 대용량 메모리 공간 일부를 이용하여 VPN 제

공업체와 같은 사용자의 홈페이지나 웹 서버 기능을 대행하는 서비
스를 제공한다.

3) Order and Stipulated Consent Judgment, HB Productions, Inc. v. Senthil Vijay Segaran, et al. (D. Haw. 2020) (No. 1:19-cv-00389-ACK-KJM).

4) 하위층 통신 규약의 패킷을 상위층 통신 규약으로 캡슐화하는 것으로, 통신망상의 두 점 간에 통신이 되도록 하는 것;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5) 본건 Complaint에 의하면, Hurricane을 통해 IP를 제공받아 이를 추적하고, 침해자의 Hurricane 가입 ID 이메일 주소를 관장하는 Microsoft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제공 신청
등을 하는 등의 추적 방식을 동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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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하는 등, 피고의 서비스를

플리케이션 ‘Popcorn Time’ 운영자가 Voxility로부터

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였고, 또한 여러 YTS

는 취지로 적극 홍보하였다.

록 허락해 주는 대신 이용자들이 Wicked의 VPN 서비

들과 공유 하였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해
7)

사이트 이용자가 VPN을 사용하고 있었단 사실이 밝혀

02

져 영화사들이 VPN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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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YTS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원고
6)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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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다. LiquidVPN 사건 (2021.3.2. 제기)
8)

LiquidVPN 사건은 미국에서 영화제작자가 VPN 제공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
건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들의 온라인 활동이 추

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VPN과 같은 익명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고인 영화
제작자들(Millennium Funding Inc., Hunter Killer

저작권 침해행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LiquidVPN 이용자들의 직접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2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며 침해된 저작권 당 최대 150,000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충분한 통지에도 불

구하고 “반복적인 침해자”들을 퇴출시키지 않았으므

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 면
책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건은

2021년 5월 현재 당사자 측 합의하에 취하 및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Productions 등)은 피고(SMR Hostings LLC, David

라. Voxility, VPN.ht 사건 (2021.3.5. 제기)

로 촉진 및 조장하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제공자가 아니

Nevada, LLC 등)은 Popcorn Time 운영자, 다수

Cox 등)의 LiquidVPN 서비스가 불법복제를 직접적으
며 법적책임이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를 “ISP 및 P2P 추적 소
프트웨어에 의해 감지되지 않고 Popcorn Time을 시

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거나,
LiquidVPN은 “불법복제로 인한 징역형과 합의금을 피
할 수” 있게 해 주는 “DMCA Free Zone”라고 자칭하

였고, 저작권자들의 경고를 개의치 않고 아무런 대응을

9)

영화사들인 원고들(Fallen Productions, Inc., Eve

의 사용자, VPN 제공업체인 Wicked Technology

Limited(“Wicked”, VPN.ht), 호스팅 업체인 Voxility,
LLC (“Voxility”) 등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 불법 복제 영화 배포 관련 저작권 침해의 소를

부여받은 서버에 Popcorn Time을 호스트 할 수 있도
스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Popcorn Time에 포
함시키고 Wicked의 VPN 서비스가 침해 저작물의 저

작권을 “안전하게 익명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
고는 Wicked의 고객들이 Voxility가 부여한 서버를 통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Voxility에게 100여 차례
넘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후에야 Wicked
의 계정인 VPN.ht를 해지하였으므로 Voxility에게도 저
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Wicked는 Popcorn Time과 YTS와 같은 불법

저작물 복제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자
신들의 VPN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

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9) Complaint, Fallen Productions, Inc., et al. v. John or Jane Doe d/b/a PopcornTime App, et al. (E.D. Va. 2021) (No. 1:21-cv-00282).

년간 저장하도록 하였다.

Productions Inc. 등)은 호스팅 제공업체인 피고

10)
는 결국 합의 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8) Complaint, Millenium Funding, Inc., et al. v. SMR Hosting LLC (E.D. Mich. 2021) (No. 2:21-cv-10490).

된 이용자들의 식별정보인 IP 주소 로그 기록을 최소 1

를 다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를 설치하거나 토렌트 사이트를 방문해 불법복제 영화

VPN 제공업체인 Wicked는 호스팅업체인 Voxility의

7) YTS 사이트에 계정 등록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IP주소 등으로 추정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미국 서버에 연결

마. Leaseweb 사건11) (2021.5.25. 제기)

소 제기 후, 원고는 PayPal이 Wicked의 자산을 동결

6) ‘YTS Operator Helped Movie Companies Catch a Pirating User’, TorrentFreak.com 2020. 8.17.자 기사

자들이 Wicked의 미국 서버에서 BitTorrent 프로토콜

행위로 인해 VPN.ht 이용자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기하였다.

고객이었다. Wicked는 영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애

23

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받아냈고, Wicked
Wicked에 대한 청구를 취하해 주면서, VPN.ht의 이용

영화사인 원고들(Millennium Funding Inc., 211
Leaseweb USA, Inc.(“Leaseweb”)을 상대로 미국 버
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하였
다. 원고는 피고인 Leaseweb이 불법복제를 허용 및

장려하는 LiquidVPN과 같은 VPN 제공업체에게 고

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저작권 침

10) ‘VPN Service Agrees to Block BitTorrent and Keep Logs to Settle Piracy Lawsuit’, TorrentFreak.com 2021.10.11.자 기사
11) Complaint, Millennium Funding, Inc., et al. v. Leaseweb, Inc., et al. (E.D. Va. 2021) (No. 1:21-cv-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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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공해 주었고, 이 VPN 제공업체들은 최종이용자(end

관련하여 피고에게 약 32,000여 건의 통지를 보냈으나

들은 YTS와 같은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부여받

Leaseweb이 재부여한 IP 주소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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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web은 이를 고객사에 전달해주는 것 외에는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복제에 가담한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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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의 계정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
USA
03

FRANCE

24

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관행이 불법복제자들에게 피
고의 고객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므로 저작권 침
해 기여에 대한 대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users)들에게 위 IP 주소를 재부여해주고, 최종이용자
은 IP 주소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의 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VPN 제공업체들은 이러한 최종이용자들의 신

원을 숨겨주고 해적판 사이트로부터 토렌트 파일을 송
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에 적합한 서비스업
체로서 홍보하였다.

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원고는 피고의 고객들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행위인

지난 8월 피고 Leaseweb은 특정 IP 주소에 관계된 여

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하
는 DMCA 정보제출명령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월 원

고는 피고에게 “반복 침해자”로 간주되는 고객들의 계

정을 해지하고 원고사들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

해적행위에 참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

다. 위와 같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원고는 피고가 저
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 책임, 대위책임, 2차적 책임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 샤크텍이 “반복적인 침해자”들에 대한 제

바. 샤크텍(Sharktech, Inc.) 사건 (2021년 5월 제기)

아니라 약 8,800여 건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

원고 영화사들(Millennium Funding Inc., LHF
Productions, Inc., 등)은 클라우드 호스팅 및 DDoS

보호제공 업체인 샤크텍(Sharktech, Inc.) 및 그 대표

자 Tim Mouhieddine Timrawi을 상대로 콜로라도 지
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하였다.

샤크텍의 주요 고객인 VPN 제공업체들 의 서비스 이
13)

용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데 있어 샤크텍에

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샤크텍은
VPN 제공업체들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IP 주소를 제

거정책(termination policy)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

VPN 제공업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DMCA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7월 피고는 소 각하 신청을

14)

하였는데, 피고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제공한 침해자나 사이트 대신 VPN
제공업체에 호스팅을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

기한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동년 10월, 양측은 합의 조

정을 통하여 본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였고, 샤크텍
서버를 통해 특정 유명 해적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12) Complaint, Millennium Funding, Inc., et al. v. Sharktech, Inc., et al. (D. Colo. 2021) (No. 1:21-cv-1261).
13) Private Internet Access, Inc. (PIA), Express VPN International Ltd. (Express VPN), Pango, Inc. (Pango)

14) Motion to Dismiss, Millennium Funding, Inc., et al. v. Sharktech, Inc., et al. (D. Colo. 2021) (No. 1:21-cv-1261-SKC).

글. 김형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VPN 제공업체 및 호스팅 업체 사례에 대한 고찰과
국내 적용가능성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법복제 관련 소송은 파일 공유자(침

해자) 또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였으나, 최근
VPN 및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 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
용자 정보 제공 및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 합의 내용
을 보면 VPN과 호스팅 제공업체도 어느 정도 저작권 침해 행
위에 기여하였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사례에서는 주로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수차

례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고객의 저작권 침

해 행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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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VPN 및 호스팅 서비스를 침해 사이트에 제공
한 것만으로 방조죄 등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VPN 및 호스팅 제공업체 등에 대
해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침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거나

자력이 모자라다는 연유로 자금력이 충분한 업체들로부터 피
해를 배상받기 위해 권리가 남용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산업, 콘텐츠 산업 등에 있어 불법 사설

서버 등을 이용한 해적 콘텐츠 혹은 사이트가 만연하므로, 호

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가부 등에 대해
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인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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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HADOPI, 2022년 1월부터
통합 규제기관인 ARCOM으로 출범

글. 김태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불민사법학회 연구간사
었다. 이 법안에서는 시청각 저작물과 디지털 통신으로

들어가며

2009년 11월, 일명 HADOPI 법률 이 발효되고 인터넷상
1)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 즉 HADO-

PI 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역할을 담당
2)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

작권에 관한 지침(DSM 지침)의 이행을 위한 ‘디지털 시
대에 있어서 시청각 통신 및 문화 주권 법안’ 이 상정되
3)

분리되어 있던 불법 복제 방지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일

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뿐만이 아닌 스트리밍과 직접 다운로드
를 통한 불법이용에도 규제범위를 확장시키게 되었다.

이 법안에서 HADOPI는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와 통
합하여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이하, ARCOM)이
라는 새로운 규제기관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글. 김태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불민사법학회 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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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OM의 출범

ARCOM의 구성

권 법안’은 2020년 연말까지 Covid-19 라는 국가적 위기로

50인의 추가로 통합되었다. 또한 ARCOM의 합의부(collège)

앞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 주

ARCOM은 기존 CSA의 구성원 300인에 HADOPI의 구성원

인해 심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국가 위기와 함께 시청각물

는 데크레에 따라 시청각 또는 전자 통신 분야에서 전문적

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프랑스인의 문화 소

(conseiller)으로 구성된다. ARCOM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

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이어지
비 습관에서 디지털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따

라서 자국의 디지털·시청각물 생태계와 규제방안을 조정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
전 법안의 다수 규정들이 다시 채택된 ‘디지털시대의 문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안’ 은 2021
4)

년 4월 8일에 상원에 제출되어 그 속행 절차(procédure ac-

célérée)5)가 결정되었다. 본 법안은 국회의 제1독회6)와 양원

동수 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를 거쳐 9월
29일에 통과된 후, 프랑스 조직법전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헌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21일 헌법위원회의

경험이 있고, 경제적, 법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9인의 위원
명하며, 국회(Assemblee nationale)의 의장이 지명한 3인,

상원 의장이 지명한 3인, 국사원의 부의장과 파기원장이 각

각 국사원에서의 1인, 파기원에서의 1인을 지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022년부터 ARCOM을 이
끌어 나갈 합의부의 위원은 기존 CSA의 합의부(collège) 7

인7)에, 이전 HADOPI 위원이자 파기원에서 지명된 Laurence
Pécaut-Rivolier, 그리고 이전 HADOPI 기관장이었으며 국사

원에서 지명한 Denis Rapone 이며, 이들은 2021년 12월 17
일자 데크레로 임명되었다.

부분합치 판단을 받았다. 마침내 2021년 10월 26일, 해당 법
안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법전의 제

3편 제1장 제3절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 규제
기구인 ARCOM이 출범하게 되었다.

1)
2)
3)
4)
5)
6)

7)

인터넷상 창작물 배포 및 보호 활성화를 위한 법률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영문 공식 명칭은 The
High Authority for the dissemination of works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on the internet is an independent public authority 임.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Loi n° 2021-1382 du 25 octobre 2021 relative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œ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양원 각 의회의 2회의 독회(lecture)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속행 절차가 결정되면 1독회만으로 양원 동수 합동 위원회가 성립될 수 있다. (프랑스 헌
법 제45조 제2항 참조)

프랑스의 입법과정에서 법안이 작성된 후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양원이 각각의 심의를 거친 후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하여 전달 절차를

거친다. 이 때, 상·하원은 2회의 독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양원 동수 합동 위원회가 공동법안을 채택하거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하
원에서 다시 독회를 거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프랑스 헌법 제45조 제1,2,4항 참조)

CSA의 합의부(collège)는 기관장과 6인의 의원(conseiller),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정치 생활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며, 그 직무가 종료되고 3년
동안 CSA의 관리 하에 있는 공·사기업에서 근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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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OM은 지금까지의 HADOPI와 CSA의 모든 임무를
위임받아 통신 규제의 중심 기관이 될 것이며, CSA가 맡

았던 시청각물 규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중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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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모든 통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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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지식재산법에서는 ARCOM의 주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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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대중의 적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정 이용
에 대한 기술을 조사하고, 적법사용에 대한 해결책 및
성과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서비스 제
공자 등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CPI. 제L.33117조 이하)

를 크게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공중 통

ARCOM은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도 있

일어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

우, 가입자에게 의무 위반을 경고하고 권고를 발송할 수

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10조의 시청각물 이용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권

리의 대상이 되는 ①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보호하는 임
무 ②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적법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합법 및 부정 이용을 감독하는 임무 ③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분야에서
의 규제 및 감시 임무이다. (CPI. 제L.331-12조)

ARCOM의 공무원(agents)은 본 법에서 정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 권리가 침해된 저작물에 접근한 공중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입수할 수 있으며 침
해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은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

고,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 위반 사실이 접수된 경

있다. (CPI. 제L.331-19조 이하) 이러한 제재는 HADOPI

의 ‘점진적 대응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 과정에서 ARCOM은 대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
자동화 처리를 구축을 승인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목적
으로 데이터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을 침해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ARCOM은 사전 의결을 거쳐 이름과 침해 행위를 목록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및 소환에
관련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CPI. 제L.331-25조 이하)

프트웨어의 취득한다거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

또한, ARCOM은 긴급 심리 또는 신청을 통해 관련 콘텐

또한, 관계인들을 소환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기록할 수

수 있도록 하였다. (CPI. 제L.331-27조 이하) 이는 다른

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있다. (CPI. 제L.331-14조 이하)

츠를 포함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 중단 조치를 취할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는 등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
트로 우회하여 침해를 반복하는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다.

8)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9) 프랑스 우편·전자 통신 규제기관인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des postes et de la distribution de la presse)
은 1997년 1월 5일, ART(통신규제기관)으로 처음 출범하였는데, 2005년에 제정된 우편 규제에 관한 법률(loi n° 2005-516 du 20 mai 2005 relative à la
régulation des activités postales)에 의해 기관의 담당 기능이 우편 부문에까지 확장된 후 현재의 ARCEP이 되었다. 2012년에 CSA와 ARCEP의 통합 이슈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글. 김태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불민사법학회 연구간사

ARCOM의 당면 과제 및 시사점

2022년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ARCOM은
CSA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2021년 5월에 발표되

었던 프랑스의 건설·통신·방송 회사 Bouygues
그룹의 미디어 자회사인 TF1 그룹과 M6 그룹의

합병 계획이다. 올해 11월 2일 CSA는 경쟁 당국
(l’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았는데, ARCOM은 2022년 3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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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OM의 출범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 프랑스
의 기술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에서도 규제기관을 재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알려진
영국의 통합 통신 규제 기관이다. 2002년 창설 당
시 Ofcom은 5개의 규제기구의 임무를 맡게 되었

고, 이 기관은 프랑스의 ARCEP9)이 담당하는 통
신규제와, CSA 담당(ARCOM 출범 전 기준)의 방
송규제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지 이들의 합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실무자들

규제 기관의 통합이 저작물의 모든 불법 이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

화시키는 기관의 유연한 통합은 새로운 시대 변

로부터 설문을 받은 후 의견을 경쟁 당국에 제공
년 10월 30일자 법률 제42-3조의 적용에 따라
8)

직·간접적 지배가 변경되는 경우 C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M6 사의 채널은 공식적
인 승인을 CSA에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CSA의
임무를 계승하게 될 ARCOM이 해당 사무를 담당
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승인은 2022년 하반기 중
으로 경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강
화를 맞이하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에서 필연적
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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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의 IP 독점 논란에 대한 단상
글. 김혜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전임연구원

검토배경
최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의 흥행에

OTT의 IP 독점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판단

도 불구, 오징어게임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는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를 통해 창

와 콘텐츠 제작사 간 수익분배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IP를 통한 부가 수익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넷플릭스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제작비로 약
253억 원을 투자해 약 1조 6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싸이런픽쳐스는 약 20억 원~5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1) 넷플릭스가 제작비 대비 약 40배의 수익을 얻은

것에 비해 제작사가 얻는 수익은 크지 않았다. 이는 넷플릭

출된 IP는 넷플릭스가 독점하기 때문에 제작사는 콘텐츠에
도 얻을 수 없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참

여한 작가와 배우 등도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재방송이나 국내외 드라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하더라
도, 총제작비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 선(先) 계약 후(後) 공급 방

이와 같은 넷플릭스의 IP와 수익 배분 방침은 창작자들에게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일체와 해외에서의 마케팅, 더

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식의 플랫(flat) 계약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에
2)

빙 작업 등을 부담하되 IP를 독점한다. 제작사에게 통상 총

제작비와 10~30%의 마진을 추가 지급하고,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가 IP를 독점하고, 콘텐츠

창작자 내지는 제작사가 흥행 수익분배에서 소외되는 상황
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OTT가 IP를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

그러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제작사는 흥행
실패 시에도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으나, 그 손해는 넷플릭

스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계약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넷플릭스의 막대한 제작비 투자와
선(先) 계약 후(後) 공급은 안정적인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 있으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넷플릭스의 방
침은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등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1) 이웅, “'오징어 게임' 만든 넷플릭스, 지원군인가 먹튀인가 [팩트체크]”, 연합뉴스, 2021. 10. 19.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9020900502>
2) 작품의 실제 매출액과 무관하게 계약체계 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계약 기간 동안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계약.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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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사실, 콘텐츠 IP의 귀속 문제는 글로벌 OTT와의 관계에서

넷플릭스와 제작사 간에 체결되고 있는 현재 계약 방식이

와 방송사 간 콘텐츠 IP 계약 및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작사나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발생하는 특유의 문제는 아니며, 이전에도 콘텐츠 제작사
존재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넷플릭스의 IP 및 수익

독식 논란은 넷플릭스라는 특정 플랫폼이나, 글로벌 OTT와

의 관계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방송사를 포함하여 콘
텐츠가 유통되는 전체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큰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확립을 위해 글로벌 OTT를 포함해 플랫폼과 제작사 간의

IP계약 및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고려가 절실
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글로벌 OTT의 IP 및 수익 독점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 주로 논의되고 ‘추가보상 청구권’과 ‘OTT
콘텐츠 대상 부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마련’을 살펴보
고자 한다.

‘추가보상 청구권’은「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포

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

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도된 날부터 10년 내에 이에 대한

추가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보상 청구를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계약철회권,

계약변경요구권, 정보제공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유
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에

한편, 국내에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글로벌 OTT들이 국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프랑스, 독일 등이 OTT 사업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입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상 OTT는「방

OTT 업계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서는 추가보상 청구권과 정보제공 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법례를 고려하여 추가보상 청구권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추가보상 청구권의 도입을 위해서

는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판단기준, 흥행 실패 시 OTT 등

투자사(양수인)가 손실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과의 형평성,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
송통신발전기본법」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부과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OTT사업자에

게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
하고, 영화발전기금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OTT 사
업자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는 국내 OTT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트렌드 리더

안방 1열에서 즐기는 온라인 공연

‘라이브베리’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생생하게!
인터뷰. 임효지 / ‘라이브베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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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컴퓨터나 스마트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온라인 공연 플랫폼 라이브베리가 콘서트,

팬미팅,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시스템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송출한다. 온라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복제나 도둑 중계를 차단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도 제공한다. 건전한 온라인 공연문화를 조성하여

창작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서비스의 중심으로 우뚝 설
라이브베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라이브베리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라이브베리(LIVEVERY)는 LIVE + EVERY의 합성어로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라이브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연기획과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통합 관리 솔루션을 운

영하고 공연에 대한 실시간 통계 정보 시스템을 연동한 공연 미디어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 산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소비 시스템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연, 영화, 웹툰, 음악부터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NFT 기술까지 접목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전문가와 학교, 기업과의 협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온라인 매체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복제나 침해
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줄 것이며, 예술과 기술 전반을 넘나들어 누

구나 라이브 시스템과 보호 시스템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Q

라이브베리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나요?

오프라인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시장의 요구에 부

트렌드 리더

Q

36

적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플랫폼의 증가는 공연 송출이 늘어날수록 불법복제나 시청,

성과 연출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최적화된 공

실시간 중계의 경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SNS와 해외 스트리밍

연으로 탄생시키며 뮤지컬, 연극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언택트
시대의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상 보호 기술이 탑재된 시스템은 실시간 고화질 영상은 물론 저

작권 보호를 접목하여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기 때문에 공연을 제작
하는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안전한 환경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종료된 공연에 대해 VOD를 제공하는 아카이빙 서비스 또한 보안에

최적화된 상태로 공연 자료를 디지털화하며, 학생가요제 등의 후원
사업으로 공연 문화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7

온라인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겪은

합하는 모든 콘텐츠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콘서트, 팬미팅, 라이브커머스 등의 기획과 투자는 구

인터뷰. 임효지 / ‘라이브베리’ 대표

도둑 중계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이트로 영상을 유포하여 공유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오랜 기간
유료 공연을 준비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 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공연 기획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서비

스로 변경한 이후 해당 영상이 실시간으로 해외 사이트에 불법 유출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문의를 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연예인

소속사, 크리에이터측을 면담할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공연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

거보다 지능화된 불법 행위들은 송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기술적으

또한 앞으로는 현장감이 중요한 공연부터 변화된 소비 성향을 반영

지원 사업의 활성화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 환경을 점차 구축해 나간

시스템과 개발 연동을 해야 하므로 공연을 새로 기획하는 단계에 필

티형 플랫폼의 제작과 이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권익을 누

로 차단하는 보호 기술을 필요로 하며, 반드시 사전에 플랫폼 내부의
수적인 요소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기술 컨설팅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 중이신가요?

온라인 공연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불법 생중계를 하거나 녹화 후 유
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가장 많은 유형이기에 침해자의 영상 송
출을 차단하는 보호기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침 저작권보호

원에서 콘텐츠제작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1년 한류 콘텐

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워터마크 기

할 수 있는 쇼핑까지, 온라인 라이브 시스템이 구현해 나가야 할 멀
있으며, 엔터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NFT의 활용은 저
작권 관리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면서 그 가치

를 유구히 지켜낼 수 있는 활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적
용한 공공기관과의 정보 교류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라이브베리의 향후 사업계획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

서비스의 경우 AI 기술 접목이라는 경쟁력을 발판 삼아 타 플랫폼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현과 방식이 자유로운 콘텐츠들을 하나의 플랫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차별화는 물론 마케팅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호원을 포함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콘텐츠 기

실시간으로 유출되었을 때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의 제작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법 영상이 발견되어도 외국계 동영상 플랫폼사(유튜브,트위치 등)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콘텐츠는 지난 몇 년 사이

크 기술로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추후

에 구애 받지 않는 비대면 문화 산업이 한류를 등에 업고 한 단계 더

VOD시스템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Q

경우 즉시 차단이 불가하여 불법 생중계를 막을 수 없었으나 워터마

릴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플랫폼과 콘텐츠가 함께 동반 성

위험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동영상에 워터마크 보안을 적

용하여 원본소스의 출처와 라이브 영상이 불법으로 동영상플랫폼에

다면 창작인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해

금합니다.

폼에 통합하고, 각기 다른 이용자들의 NEEDS를 정확히 공략한 문화
서비스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계획 중인 K팝 커버송,

커버댄스 경연대회 및 공연참여자 음원 NFT화,뮤지컬,연극 등 장르

의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의 사용자들에게도 새로운 놀이터를 제공
하고 트렌드를 선도함으로써 상생과 공유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진
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와 그 위상을 떨쳤습니다. 시간과 장소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공연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분야를

고 싶습니다.

불문한 여러 콘텐츠 제작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의 중
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최와 안정적인 기획력으로 경쟁력을 쌓아 한류 세계화에 이바지 하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 시야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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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실시간 음악 정산내역 조회 서비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실연자(가수, 지휘자, 연주가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88년 문화
체육관광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음악실연자의 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음악실연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이다.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 정식 오픈
글. 김기창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뮤지션지원팀

2021년 11월, 음실련에서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를 위한 실시간 음악사용
내역 조회 서비스 ‘FKMP MY MUSIC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국내 음악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된 뮤지션들의 음악 사용 내역을
하나의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9

음악저작권산업분야 음원 정산 투명성 높이는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FKMP MY MUSIC) 론칭

이전에는 뮤지션들이 본인의 음악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유통사 간

정산 산출 과정에서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본 서비스를 통하
여 가수와 연주자들은 신보 발매 후 이틀 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의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부 이용 내역 확인
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가 유의미한 이유는 국내 다수의 음악 서비스 플랫폼에서 개

별로 제공하는 음악 사용 내역을, 하나의 창구에서 일원화하여 일괄 조회
가 가능하도록 만든 최초의 서비스라는 점이다.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의 구동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 구동 프로세스 MAP>

저작권 시야 넓히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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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 이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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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노래 차트 확인

뮤지션들은 ‘내 노래 차트’를 통해 본인이 작업한 곡만을 대상으

로 자신만의 순위를 조회할 수 있다. 분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는 자신이 작업한 곡이 얼마나 이용되고 어떠한 곡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지만 내 노래 차트를 통해 본

인의 인기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음악 작업을 하는 데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랭킹’ 차트를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내 차트를 종합적으
로 조회가 가능하여 각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차트별 곡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뮤지션들이 작업한 곡에 대한 종합순위도
조회가 가능하다.

마치며

전 세계적으로 리스너들의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오프라인 CD

다른 산업 대비 음악산업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면서도 발 빠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있었다.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뮤지션들을 위한 길이

음반(Physical)을 통한 청취에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형태로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코

(www.fkmp.kr)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인 ‘내 노래 사용정보 바로

드를 기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내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

가기’를 클릭하여 전용서비스페이지(dev-mymusic.oneidlab.kr)

스의 음원 이용 로그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자체 서버에 전송하

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에서는 국내 서비스

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내 노래 사용 정보서비스로 이용 로그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음악 이용 횟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을

가수, 연주자들의 등록된 음악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넘어 일간/월간 조회기능을 제공하며, 플랫폼별 가중치(상품별 서

해당 가수, 연주자들이 참여한 음악별 사용 내역 추이를 제공한다.

비스 단가를 반영한 가중치)를 고려한 사용지수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고도화된 회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얼마 전 크게 이슈

플랫폼별 스트리밍 서비스의 단순 이용 수치를 넘어 무제한 듣기, 다

가 되었던 대형 플랫폼에서의 음원 사용료 편취 사건과 같은 산업

운로드, 통신사별 제휴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의 서비스 단가 가중치를 반영하여 이용 로그 관점에서 데이터

본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플랫폼사업자의 정산 투명성 제고에도

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뮤지션들이 작업한 모든 곡에 대한 다운로드, 스트리밍

FKMP MY MUSIC
서비스 소개
1) 내 노래 사용정보 확인
FKMP MY MUSIC 서비스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

조회와 1분 듣기, 무료 듣기 조회 등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곡에 대한 플랫폼별, 상품별, 시간별 이용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 출처: IFPI(www.ifpi.org) industry data / Global recorded music revenues by segment 2019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내에서도 Apple의 iTunes로 상징되는 종

게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라고 생각한다.

량형 음원다운로드서비스의 이용이 저물고 Spotify와 같은 월정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는 현재진행형이다. 뮤지션들의 의견을

가 생겼으며, 현재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음악 사용 내역 실시간 조회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액 기반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다양한 변화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 고도화에 힘쓸 것이고, 향후 플랫폼
용되는 음악 및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 이용현황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뮤지션들의 실시간 이용 내역

FKMP MY MUSIC

을 제공하는 사업을 고도화하는 업무 외에도 한국음악실연자연

합회는 저작인접권 징수, 사회공헌 활동, 창작활동 지원, 저작권
교육, 뮤지션복지제도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음악실연자의 활동 여
건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슬로건 “당신의 음악은 누군가를 꿈꾸

게 하고, 우리는 당신의 음악을 꿈꾸게 합니다!”처럼 FKMP MY

MUSIC 내 노래 사용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뮤지션들의 음악에
‘Dream’이라는 수식어가 붙길 기대한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 시야 넓히기

불법복제의 심리:

왜 사람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불법 다운로드를 선택할까?
글. 박병호 / KAIST 경영대학 및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KAIST 정보미디어 경영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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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고 아무에게나 물어보자.

“원래 돈을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또는 영화, 음악,
만화, 소설 등)를, 인터넷을 통해 몰래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열이면 열 모두 그 행위를 잘못된 행위로 여길 것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으며 남미나 다른 지역에도 불법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에 따른 차이 또한 있다.

우선 지역 간의 차이를 들여다보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준,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의 수준, 그리고 3) 콘텐츠 자체에

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의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

할 수 있겠다.

코서치(Corsearch)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시장조사업체로, 코
은 소위 BRICs 지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다.

관련 조사들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7년에 브라질 인터넷 사용자들
의 45%가, 인도에서는 69%가 불법적으로 음악을 내려받은 경험이 있
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조사에서 러시아는 91%의 설문 응답자들이 콘
텐츠에 돈을 내기보다는 그냥 불법복제를 하고 말겠다고 답하기도 했고,

중국은 개인들의 콘텐츠 불법복제를 넘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대놓
고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정보법 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대한 접근이 얼마나 쉬운가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리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가 많이 소
비되는 홍콩, 캐나다, 스페인 등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법률적인 제재
가 약한 반면, 법률적 제재를 강하게 하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불법

복제 콘텐츠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2008

년 한국에서 강연을 했던 지니 한 (당시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부사장)
이 “일본 콘텐츠 시장은 생각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취

지의 발언을 했을까. 이들 시장의 불법복제 문제는, 콘텐츠 기업의 입
장에서 오래전부터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가 2018년 발표한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 연구 (Global Online Piracy

한국이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던 입장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1) 국민의 평균소득 수

않는다.

Study)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불법복제

입장으로 바뀐 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 되지

저작권 시야 넓히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불법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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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불법복제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어떤 것은 직-간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불법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출처: Petrescu et al., 2018)

+
주번 불법복제
사용자 존재여부

+

연두색: 직접적인 영향

실선(+):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

회색: 간접적인 영향

점선(-):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

트웨어의 불법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화나 만화(웹툰) 등 다

분에 있는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가 불법복제 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

할 수 있겠다.

아니다. 간접적인 경로가 흥미로운 부분이다. 즉, 그림 1의 가운데 부

기는 하는데, 그에 앞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불법복제를 할

인터넷은 점점 빨라지고 모바일 기술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퍼질 것

요인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불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렵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

와 ‘보호자/관리자가 가까이에 존재하는지’인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리고 (불법복제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동시에 억제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다.

+

+

불법복제물의 존재 여부(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는 ‘태도’ 뿐만

+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소

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쉬울수록, ‘내 주위 사람들도 많이 복제해서

+

-

불법복제 의도

그림 1. 불법복제의도에 미치는 영향

쓰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식이다. 1990년대에는 불법복제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받아 더 커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선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

이상이 그림 1을 통해 시각화한, Petrescu 등(2018)의 연구 내용에 관

내용을 참고하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비록 이 연구는 소프

려받아 시청하는 모든 행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해가 저작권
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매체 테크뉴스(The Technews)에서는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불
법복제를 통해 디지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1) 돈을 낼 생각
이 없어서, 2) (사는 지역에) 해당 콘텐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3)

(사는 지역에) 아예 해당 콘텐츠가 판매되고 있지 않아서, 4) 딱 한 번
만 쓰고 말 것이라서 등을 들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번과 4번이
특히 큰 이유가 되고 있고, 2번과 3번은 주로 콘텐츠에 적용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하는 개인들의 심리를 연구한 연구를 하
나 들여다보자. 마리아 페트레스쿠와 그의 동료들이 2018년에 발표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 설명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주위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
복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불법복제를 할 의도는 높아진다. 물

론, 평소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태도)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참고문헌 목록

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보호자 혹은 관리자(불법복제 문

movies-and-software-from-the-internet/

개인을 둘러싼 집단(친구, 동료, 사회 등)이 불법복제를 보는 시각도 불
제를 나쁘게 생각하는 직장 상사나 교사)가 있으면 불법복제 행위 의

도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의 작은 상자(요
인)들이 각각 맨 오른쪽의 ‘불법복제를 할 의도’에 직접 연결된 화살표
들은 이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환경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즉, 불법복제는 부도덕한 일이

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드러내놓고 행하지
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위에 불법복제 사용자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줄일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불법복제 의도
를 현저히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고와 홍보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 사

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개인이 콘텐츠를 불법복제해서 소비

를 통계기법인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1 참조). 이 그림의

그러나 개인들이 불법복제를 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

법복제가 훨씬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복제물에 접근하기

을 통해서 주로 유통되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불

연구 (Online piracy in the context of routine activities and subjective

하는 (즉, 음악을 내려받아 듣고, 웹툰/만화를 내려받아 읽고, 영화를 내

작권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규범’을 다루는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저작

가 쉬워진 오늘날, 일반인들이 불법복제를 할 의도는 과거에 비해 직-

norms)는 개개인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영향

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든 콘텐츠든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이 점점

소프트웨어는 서울의 세운상가라든가 용산전자상가 등 제한된 곳들

그러다 보니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
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역시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노하

른 콘텐츠에도 대체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는 많다고

대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불법복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

히 보호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불법복제 의도에 대해 직접적으로도, 그

사회적 규범
(주위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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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뻔하게 보이는 ‘직접적인 관계’가

법복제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불법복제
대상 존재여부

보호자/관리자
존재여부

글. 박병호 / KAIST 경영대학 및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KAIST 정보미디어 경영연구센터장

테크뉴스 기사 : "Reasons why people illegally download movies and software from the

internet" http://thetechnews.com/2016/09/20/reasons-why-people-illegally-download코리서치 자료 : "Which Countries Have the Highest Piracy Rates?" https://corsearch.com/
which-countries-have-the-highest-piracy-rates/

정보법 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Law)의 보고서: “Global Online Piracy Study” https://
www.ivir.nl/publicaties/download/Global-Online-Piracy-Study.pdf

연구논문 : Petrescu, M., Gironda, J. T., & Korgaonkar, P. K. (2018). Online piracy in the

context of routine activities and subjective norm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34(3-4), 314-346.

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단, 홍보 활동의 대상이
불법복제를 직접 행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
족(주로 보호자들)과 기업의 관리자들(매니저급에서부터 임원급까지)
도 포함시킴으로써, 보호자/관리자들이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도 정당한 저작권의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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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경과
법원은 심리 후 피고들의 불법 서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
실을 인정하고, 불법 서버의 운영에 관여한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불법서버의 이용자 역시 단지 재미 삼아 즐긴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영하고 있는 게임 서버에 보관 중인 게임의 폐기를 명하였다.

버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복제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침해 정지, 복제 등의 행위의 금지, 피고들이 주소지에 보유하거나 운

불법 사설서버
손해배상 소송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13528 판결
글. 강태욱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아울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게임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452,026,101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
불법서버 운영자의 무거운 민사·형사 책임

GAME Downloading

프리서버 또는 불법서버는 게임의 창작자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

는 온라인 게임(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게임)을 아무런 권한 없이
유사하게 만들어 동일한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는 것을 통칭한다.

불법서버의 이용자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에 비하여 그 기

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바람의 나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게임과 거의

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유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위 불법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그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 서버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구

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문화상품권 또는 암호화폐를 받아 수

상을 구하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으로 하여금 유사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아이템 구매용 게
익을 얻었다.

하는 금지청구와 함께 피고들의 불법서버 운영으로 입은 손해의 배

용자들에게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행위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얄팍한
금전에 혹하여 이러한 홍보행위를 하는 것 역시 사설서버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굳이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불법서버 게임의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이용자 PC의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

시킬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불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

를 분석한 바로는 불법서버에서 전달하는 파일을 이용자 PC에 다운
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불법서버 운영자는 마음

만 먹으면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신용카드번호를 비롯한 각
종 비밀자료를 꺼내 갈 수 있고, 랜섬웨어가 실행되게 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위험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서버가 사라지지 않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이자 업무상 저작물인 이 게임의 저작자이

Online Role Playing Game,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설서버에서는 보상을 내걸고 이

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운영자는 게임의
챌 수 있다. 이러한 유혹은 불법서버 운영자들이 그 불법성과 처벌의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저작

다운로드받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형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 있음

개발을 드는 노력 없이 기존의 인기 게임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가로

원고는 ‘바람의 나라’라는 MMORPG 게임(Massive Multiplayer

그 민,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이용자가 불법서

능이나 운영이 떨어지지만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특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인 만능 치트 프로그램이나

사건의 개요

이용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유이기도 하다.

불법서버를 운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에 해

이 사건 불법서버의 운영자인 피고들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전까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되었고 은행 예금 채

권,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 계좌까지도 모두 가압류 절차가 진

행되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처럼 불법서버의 직접적인 운영자뿐만
아니라 수익 전달 역할만을 하였다고 주장한 주변의 관여자들에 대
하여도 공동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당하고, 나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 관

이 판결은 불법서버의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위 및 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사업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서버의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

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등을 하는 행
자 신고 없는 사설서버의 운영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사설서버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낼 가
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문제 역시 발생하게 된다.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그 침해자는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가 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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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 *****
글. 강나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글. 강나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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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실물 CD를 구입하여 CD-ROM에 넣고 실행하는

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

식 홈페이지에서 받은 체험판에 해당 홈페이지 또는 공식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2) 즉, 합법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최근에는 프로그램 공

판매처에서 구입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고 정품 인증을

적인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구매한 자라

시리얼 번호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시리얼 번호를 양도할 권리까지 구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

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습니다.

새 컴퓨터를 장만한 오한글 씨

문서작업
프로그램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체험판에
시리얼 번호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시리얼 번호

**** - ***** - *****

1

2

3

4

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구매

그러나 오한글 씨가 이용 및 게시한 시리얼 번호는 기술적

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

서 프로그램 파일 없이 시리얼 번호만을 제공한 행위를 컴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

구매

라이선스 구독

예전에는 컴퓨터 사면
다 깔려있던 것 같은데...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네.
NO!
괜찮지 않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짜로 사용합니다ㅎㅎ
잘 작동하네요 굿굿!!

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

그렇다면 시리얼 번호를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복제된 시리얼 번호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

프로그램 파일을 올린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
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면 시리얼 번호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심의대상

번호를 구매하여야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시

시리얼 번호를 제공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리얼
1)

리얼 번호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은 위의 판결을 참조하면서, 저작재
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받은 이용 방

앗! 시리얼 번호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무료로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게 블로그에 공유해야지!

고 하여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능하는

오한글 씨가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

구매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

1)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참조.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이용을 돕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게시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 중단 및 게
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보호원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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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업체 소개

저작권 안심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소개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이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저작권 안

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태계 조성 사업입
니다.

• ‘저작권 안심’이란 주로 내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 ‘Copyright OK’란 주로 외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데일리e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에너지환경신문

유통콘텐츠 : 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일간신문

라온신문

신념을 지키고 신뢰를 전하는 4차산업 중심 종합일간지

라온신문은 인디를 포함한 음반 시장 내 비주류 장르와

성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문화적 갈증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아티

「일간투데이」는 2003년 창간 이후 항상 건강한 사회 형
않는 투철한 언론 의식은 물론, 언론의 관심이 사회적 관

심으로 확대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힘쓰고 있습
니다.

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몰랑샵

(하얀오리)

실력파 무명 뮤지션의 활동까지 집중 조명하며 대중의

스트 및 소형 레이블의 창의성과 음악적 다양성을 지지
하며 음악산업계 공정 경쟁 시스템 구축의 기틀을 마련
합니다.

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흔한남매

데일리e뉴스는 변화의 중심에서 오늘을 보도합니다. 더

에너지환경신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이 시대

한국 캐릭터 ‘몰랑이’의 원작자로서 45개 이상 업체와

<흔한남매>는 구독자 227만 명을 넘어서며, 초등학생들

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데일리e뉴스는 코로나19 팬데

너지, 전기 모빌리티, 저탄소 산업을 비롯해 기업의 ESG

비스를 거래중입니다. 2019년 한국콘텐츠대상에서 캐

공식 캐릭터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으뜸오빠와 에이미

나은 미래를 위한 ESG·테크·파이낸스 등의 뉴스를 빠르
믹 이후 달라진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
체가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사들을
제때 전하고 있습니다.

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
경영과 환경정책, 그린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콘텐츠를 발굴,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대량생산형 몰랑이 캐릭터 상품 제조 및 서

릭터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몰
랑이 캐릭터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성을 공유하며 정
품 캐릭터 상품으로서 퀄리티와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흔한남매’의

두 남매간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캐릭터 <흔한남매>는 다양한 품목의 라이선
싱 상품은 물론 출판,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등의 2차 콘
텐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호원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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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에스더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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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케이비젼

53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엔캣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출판

아람북스

에스더버니는 다양한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고

㈜케이비젼은 국내외 유망 IP의 권리를 취득해 마케팅

엔캣(못된고양이)는 새로운 패션 유행의 창조와 멈추지

(주)아람북스는 유·아동 그림책 전집 전문 출판 및 유통

리고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유명 IP는 물론 발전 가능성 있는 신규 IP를 발굴해, 트렌

장서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의 품질 유지를 목

교육에 두루 기여할 수 있는 유·아동 전집을 기획 및 출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에스더버니는 한국과 미국 그
에스더김 작가의 예술적 영감을 토대로 탄생한 캐릭터입

니다. 패셔너블하고 유니크한 IP 에스더버니는 10대 후반
부터 30대 초반의 여성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및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는 라이선싱 전문회사입니다.

드를 리드할 수 있는 IP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브

랜딩·지적재산권 관리·시장분석·라이선시 관리 등의 시
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않는 열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의 흐름에 앞
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브랜드입니다. 또한 국내 대도

시 주요 상권은 물론 해외에도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
고 있습니다.

사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감성과 인성,

판함은 물론, 스마트북을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청 방법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캐릭터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양식 작성 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아이디어

매몬스튜디오

아이디어(AIDEA)는 라이선스 캐릭터 위주의 피규어 제

매몬스튜디오(주)는 국내 최고의 마케팅 전문 기업 ‘클

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에 숨어 있는 작가 발굴

발하여 [최현우의 매직사이언스] 브랜드를 론칭하였습

조기업으로, 관광 기념품 및 다양한 OEM 제품 등 폭넓
및 여러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립서비스’와 국민 마술사 ‘최현우’가 함께 기획 공동 개
니다. 과학을 신기한 마술을 통해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자발적 창의학습 프로그램으로 전국 유치기관과
초등학교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www.kcopa.or.kr
이메일, 팩스를 통한 일괄 신청도 가능

※ 이메일: c-ok@kcopa.or.kr / 팩스: 02-3153-2719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무료 저작권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의 저작권

그것이 알고싶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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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현황

55

초기 메타버스는 게임 서비스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메타버스 개념을 구현한 최초의 가상공간

은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일 것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제시된 캐릭터로 접속하여 몬스터를 잡는 등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아바타를 제작

메타버스(metaverse)와
저작권 보호 쟁점

하고 여러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경제를 구축하는 등 다른 게임 접속자들과 연결되어 벌이는

다양한 행위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컨드 라이프 등 생활·소
통(Life communication) 서비스 형태의 메타버스도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이

글. 박소연, 문예은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2년간 중단되면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졌고, 학생들도 교실을 떠나 원격 수업으로 학업을 이
어가는 등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네이버Z가 운영하는 ‘제페토’가 있다. 증강현실과

메타버스란?

3D 기술을 사용해 아바타를 만들고 다른 접속자들과 가상세계에서 함께 활동하는 플랫폼이

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억 8천만 명(’21.7월 기준, 네이버 발표)이 제페토를 이용하고

‘메타버스(Metaverse)’라는 단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메

있다. 사용자가 가상공간인 ‘제페토 월드’에 접속하면 공항이나 파티룸, 교실 등 3차원으로 구

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

현된 다양한 ‘맵(Map)’을 선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근 이낙연 전

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말로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총리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유명 정치인들이 가상 유세장을 구현한 ‘맵’에서 유권자들을 만

일종의 가상세계를 뜻한다. 신조어 같지만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나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BTS, 블랙핑크 등 한류 스타들도 제페토에

스티븐슨이 발표한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 처음

서 팬 사인회를 열고 콘서트를 개최한다. 현대자동차는 제페토와의 협업을 통해 가상 드라이

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소설 속 사람들은 시청각 출력장치인 고글

빙 맵을 구현하여 쏘나타 N시리즈를 시승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고,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과 이어폰을 통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아바타로 변해

월트 디즈니사도 제페토를 통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고 신작 애니메이션을 홍보했다. 패션

현실 세계에서처럼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펼친다. 기술(고글, 이

브랜드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제페토 내에 구찌 빌라를

어폰, 모니터 등)은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컴퓨터

세워 제품을 입어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나이키, 퓨마, DKNY, 크리스찬 루

가 만들어낸 3차원적 동화상의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스

부탱 등 다양한 브랜드 숍이 입점해있다.

노우 크래시> 발간 후 7년 뒤인 1999년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도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잘 담고 있다. 주인공이 그동안 현실인 줄 알

지난 6월에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서초구의 본사를 없애고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

상세계 ‘매트릭스’였고, 약을 먹고 깨어난 곳이 현실 세계라는 설정

기능이 핵심인 오피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7월부터 270여 명의 직방 직원 모두가 아바타의

고 살아왔던 공간은 AI가 인간의 기억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한 가

랫폼 ‘메타폴리스’를 만들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메타폴리스’는 원격근무

으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주객을 전도한 줄거리가 독창적이라는 평

모습을 하고 가상 공간인 메타폴리스로 출근하며, 업무는 물론 삼삼오오 모여 회의까지 진행

가를 받았다. 소설은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주었

하고 있다. 직방은 가상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층으로 가려면 승강기도 타야 하고

다. 구글의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스노우 크래시>를 읽고 세

다른 직원의 아바타와 인사나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직방은 현재 나머지 공간의 임대 사업을 추

계 최초의 영상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개발했다”고 말했고,

진 중이며 롯데건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견본 주택 건설 등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완전히 메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만든 필립
로즈데일은 “<스노우 크래시>를 읽고 내가 꿈꾸는 것을 실제로 만
들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타버스 안으로 이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사원교육과 채용설명회, 회
01. 제페토 ‘맵’ 사진

의에 활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202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
를 현재의 6배 이상인 2,800억 달러(약 324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우리 곁의 저작권

메타버스와 저작권
이렇듯 메타버스가 일상을 가상공간으로 확장 시키고, 메타버스 관련
경제 규모와 기대감 또한 커지다 보니 메타버스 내의 권리 보호도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저작권 보호에 있어 여러 쟁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국내외 저작
권 관련 쟁점 사항을 살펴보자.

1) 로블록스 소송 사건과 음악 저작물

로블록스(Roblox)는 메타버스에 기반한 미국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이다. 블록 장난감 레고 모양의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세계에서 스스
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사용자 수가 약 4,300만 명에 달한다. 로블록스는 미국의 16세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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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

존재하는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영상으로 재현해 스크린

사용자는 일단 자신의 컴퓨터에 음원을 다운로드한 후, 게임이나 콘

패션이나 가구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지만 반대로 응용미술저작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

택해 비디오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텐츠용으로 다시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되는데, 이때 ‘로벅스’라는 로

블록스 내 가상화폐의 추정가가 나온다. 음원 파일의 크기가 클수록
로벅스를 통해 업로드하는 비용도 커진다. 협회 측은 로블록스가 사
용자들이 음악을 업로드 할 때마다 이처럼 수수료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음반 제작사와 창
작자들에게 저작권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로블록스가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대응도

일체 하지않아 사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음악을 훔쳐 쓰
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는 로블록스에 약 2억 달러(약 2천 2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를 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미국

소송을 제기했는데, 로블록스가 플랫폼 안에서 라이선스 계약 없이

가상 음악 재생 장치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왔다는 것
이다.

최신 필터링 기술을 통해 불법 음원 사용을 적발하고 사용 금지 조치

내 법원은 가구 등 3차원 물품에 대해 독자성이나 분리가능성을 잘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또 산업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저작권법으

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공간

야 할까?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패션이나 가구 등은 ‘물품’의 형태로 응용되었

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창작성’ 요건

에 현실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의류, 가구 등이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됨에 따라 저작
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저작물은 다

른 가상세계에서 복제하거나 현실에서 구현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1)

이 메타버스에서 쟁점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실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을

이 있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16.12.1.선고 2015나2016239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로 확정됨), 다만, 법원은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골프 코스의 저작자인
설계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음을 들어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2)

이 아바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로

건축물의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실

패션, 가구, 인테리어 등에 디자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응용미술 영역

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이 다른 가상세계에서 복제하거나 현실에서 구현할 경우 어떻게 보아

렇다면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패션이나 가구 등을 창작자의 동의 없

에서도 기존의 법체계가 많은 부분을 판단하겠지만, 때로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았던 영역

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저

3) 사용자 창작물의 저작권

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창작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

권리관계와 계약 문제를 정리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판결 결과가

골프 운영업체에 제공한 사건에서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로 너무 강한 보호를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송전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저작권자들의

상습 침해자들을 파악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

음악 외에도 현실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가 메타버스 콘텐츠로 구현되

2)

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물품이라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국

설계도 또는 모형에 가깝다고 보아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의 일

2) 그 밖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1)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다.

02. 로블록스 서비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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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음악을 선

미만 청소년 55% 이상이 가입해 ‘미국 초딩들의 놀이터’로 불리며 인

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전미음악출판협

글. 박소연, 문예은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메타버스에서는 자신을 아바타로 만들어 자아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
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
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3)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술저작물 혹은 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메

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드 라이프’ 상에서는 사용자가 툴(Tool)을 이
용해 머리와 눈동자 색, 피부색부터 헤어 디자인, 얼굴의 형태와 신체

의 각 부분까지 미세하게 조정해 개성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용

자가 제작한 물체, 예를 들어 의류나 가구, 자동차 등도 창작성이 인
정되는 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4)

용성을 넘어선 별도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저작물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권리 귀속 문제를 살펴보자. 사용자가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

랫폼 운영자가 창작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게시 환경만을 제공했

로 서울고등법원은 사진과 3D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

3)
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81 판결

정연덕, 가상현실에서의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현실법의 적용

창작한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는, 메타버스 플

다면 대체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플랫폼 운영자의 권리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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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GC를 해당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는 정도에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원저작

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제페토의 경우 사용자들이 창작

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페토는 이용약관에서 UGC의 저작권

그치게 된다. 최근 메타버스 환경은 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들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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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이 없는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화, 디자인, 아이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제페토 제공 원저작물에

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의 저작

대한 저작권 권리관계에 대하여서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

권은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Z에 있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양

다. 또 UGC를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와 배포 매체에

한 UGC를 제작하는데 그 결과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는 제페토의 저

사용하는 권한을 제페토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5)

작물을 활용해 만든 2차적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은

‘제페토’ 이용약관6)
3. ZEPETO 콘텐츠 및 사용자 콘텐츠

1) "ZEPETO 콘텐츠"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화, 디자인,

아이콘, 사진, 동영상, 기타 문구를 의미합니다(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 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 “ZEPETO 콘텐츠”의 선택과 배치 등을 비롯하여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권 및/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은 네이버 제트에게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생략)
4)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다만 “ZEPETO 콘텐츠”에 대한 저작
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귀속에는 영향이 없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

입니다. “사용자 콘텐츠”를 ZEPETO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는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 및 배포 매체에

해당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기계 학습 및 네이버 제트 주식회사 단독 또는 계열사와 합작 R&D 목적으로 얼굴 이미지,

사진,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개인정보 설정에 따라
본인의 사용자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맺는말
전 세계 유명 미디어와 기업들이 올해가 ‘메타버스 대중화의 원년’이

연구기관들은 메타버스 산업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교육·국

강현실(AR), 인스타그램과 같은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구글맵

적인 예측과 대비에 들어갔다.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도 메타버스 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게임 포켓몬고에 적용된 증

처럼 현실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한 거울 세계(Mirror World)와 가상
세계(VR) 등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을 한 데 묶어놓은 것뿐이라는 회

의적인 시각도 있다. 코로나19가 빚은 일시적 거품이라는 것이다. 메
타버스가 장밋빛 기대에 부응해 성장하려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 새로운 기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 기업과
5)
6)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https://support.zepeto.me/hc/ko/articles/360047786633

방·금융·서비스·제조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

콘텐츠와 권리관계에 기존 법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 많아지고 있다. 현실세계 뿐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도 저작권 침
해를 막고 권리자의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
선 방안을 논의해볼 시점이다.

우리 곁의 저작권

보호원 열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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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 열린상담실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하지만 다른 규제들을 떠나 저작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모로서 시행령에 해당하는 커피숍, 주점 등의 매장에서 음악을 이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며, 규정에

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는 한국음악저

공연권료를 내야만 캐럴을 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장이
서 정한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열린상담실을 통해 일반 국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궁금즘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 이슈 속에서 선정한 보호원 열린상담실의

A2 우선, 영업장의 영업허가 면적이 50m²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4분기 상담 키워드와 키워드 속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게의 영업형태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공연권료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캐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럴을 포함한 음악을 틀어두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언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50m² 이상의 규

4분기 상담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 캐럴 음악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의 찬송가
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종교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 공연권료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관광

시설, 대형마트 등에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별도의 공연

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

라 2018년 8월 23일부터는 매장 면적 50m² 이하의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의 매장도 공연권료의 납부대상으
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마당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공공저작물 등 저작권

권리처리가 완료된 공유저작물을 공개하여 잘못된 콘텐
츠 이용을 막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

영 중인 저작물 공유 누리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
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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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급해야 합
작권협회(komca.or.kr)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

기 위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무료로 재생 가능한 캐럴
22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들은 위 언급한 기준에 따른
50m² 이상의 매장이며 시행령에 해당하는 매장이라 할지라도 별

도의 공연권료 지급 없이 이용 가능한 음악입니다. 해당 캐럴 곡
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
or.kr)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캐럴’과 저작권
Q1

매해 연말이 되면 길거리에서 항상 캐럴 음악이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저희도 연말엔 캐럴을
항상 틀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캐럴을 무단으로 틀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소릴 듣고 캐럴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사에서는 허락 없이도 캐럴 재생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캐럴을
틀어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

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A1 캐럴은 단순히 종교음악을 넘어 겨울마다 돌아오는 소위 시즌송으
로서 추운 한파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에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서 캐럴이 항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다소 침체된 분위기와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두었을 경
우 생활소음 규제 위반대상이 될 수 있고, 겨울철에 가게 안에서 음
악을 틀고 문을 열어두는 경우 에너지 규제 위반 대상이 되기도 합
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는 2018년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공
연권료 징수규정으로 인해 캐럴을 재생하면 지출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 등 각종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자영업자들로서는 캐럴을
틀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
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장,「경륜ㆍ경정법」
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항공사업법」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해운법」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
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
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
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마.「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양성평등기본법」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우리 곁의 저작권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저작권 침해를 잡기 위해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이 뭉친다
2021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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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주요 내용

지난 12월 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
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 걸친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
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뭉친 이들의 목소리로 가
득 했던 포럼 현장을 살펴보자.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방안

콘텐츠 장르별 현안과 문제 해결 과제

변화하는 저작권 생태계,
보호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1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이
하 포럼)’이 12월 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결성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음악, 영화, 방송, SW, 게임, 만화,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 25개
유관기관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보호원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하는 보호원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강
원대 정진근 교수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방안’발표와 함께 음악, 영화, 웹툰 등 다양
한 분야의 저작권 침해 현안 및 문제 해결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그 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나아가 신기술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 장르별 저작권 침해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저
작권 보호 이슈가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간 의견 교류의 장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식순

개회사 및 환영사, 축사

저작권보호원 업무 소개 및
발제·토론·제안

폐회

우리 곁의 저작권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국가 경제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지킨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제9회 SW산업보호대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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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
어저작권협회가 ‘2021년 제9회 SW산업보호대상’을

65

수상 혜택

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

대, 국가 경쟁력 발전의 신 성장 동력 SW에 대해 올바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로고 사용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한국문화정보원, 인터그래텍, 계영티앤아이, 대유에이택 등 4개 기관·기업
이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과 이호행 경기평택청아초등학교 교

른 가치 인식을 제고한 이들의 영광스러운 수상 현장
을 살펴보자.

SW 이용 환경을 촉진하고 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만 5억500만 원을 들여 행정업무용

SW를 구매했다. 그뿐만 아니라 SW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 불법SW 사용

개최했다. SW산업보호대상은 SW 저작권을 보호하

고 SW 정품사용 문화 조성에 앞장선 기관과 기업, 개

이날 SW산업보호대상의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의 영예는 경상북도 김천시가 안았다. 김천시는 정품

디지털타임스 지면 소개

사, 김효진 경남양산신주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스타트업 부문은 보이스코어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기관 부문에서 경상북도 구미시가, 기업 부문에서 화승네트웍스·이노레드·씨

케이디한국이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류병덕 청주청원경찰서 경장, 박현주 강원춘천경찰서 경
인터뷰 기사 및 모범사례 특집 기사 게재

위, 최명호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이,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케이채널이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기업·기관 부문에서 법무부와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에스알에, 개
인 부문에서는 이우진 경기콘텐츠진흥원 매니저, 장학성 SK텔레콤 매니저, 이지용 나모소프트 법무

상장 및 트로피 수여

팀 과장, 손경철 한국암웨이 기술운영부 부장에게 돌아갔다. 스타트업 부문은 어디가든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타임스 사장상은 기업·기관 부문에서 주광정밀과 틸론이, 개인 부문은 이지형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과 남길모 한국전력공사 차장이, 스타트업 부문은 휴앤이 받았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전 세계가 전통 산업에서 지식재산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면서 “SW는 지식재산 산업의 중심으로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급변하는 미래 디지털 환경을 주
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콘텐츠 산업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SW저작권 보호 문화가 더욱 다양한 현장에 안착하여 SW산업이 탄탄해지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
신을 선도하기를 바란다.

주요 식순

환영사 및 축사

각 부문별 수상

기념 촬영 및 마무리

우리 곁의 저작권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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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아이디어 총출동!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편

음악, 영화, 웹툰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요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호원은 12월 13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
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저작권 보호 생태계를 조성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방식 간소화 등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뿐 아니라 급변하는 4차산업 환

경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
들이 공유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유통 환경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을 알아보자.

앞으로 보호원은 수상작의 아이디어를 2022년도 신규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양질의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

저작권 피해 심각성
87.5
83.8

82.8

83.9
80.3

79.3

전체

음악

(단위: %)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 이용자의 82.8%는 불법복제물로 인한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침해 심각성을 살펴보면, 게임 이

각함)’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방송(83.9%), 영화(83.8%), 출판(80.3%), 음

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함 + 다소 심

용자들이 87.5%로 ‘심각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악(79.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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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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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
3.12

3 저작권 보호 주체

저작권 보호
중요성

3.19

불법복제물에
대한 가치판단

불법복제
파급효과

물에 대한 가치판단’, ‘불법복제 파급효과’, ‘불법복제 책

에 대한 가치판단’이 3.01점, ‘불법복제 책임수용성’

파악하기 위한 요인으로 ‘저작권 보호 중요성’, ‘불법복제
임수용성’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보호 종
합 인식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불법복제물에

대한 가치판단
불법복제
파급효과
불법복제

책임수용성

7.8

불법복제
책임수용성

‘저작권 보호 중요성’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

저작권자
(창작자)

를 이어 ‘불법복제 파급효과’가 3.19점, ‘불법복제물
이 2.97점으로 나타났다.

①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② 정식(제휴) 가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③ 정식(제휴) 가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든다
④ 이용하는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할 수 있다
⑤ 불법복제물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⑥ 향후불법(비제휴)적인 경로를 통해서 콘텐츠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⑦ 불법복제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준다

⑧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해킹, 컴퓨터 속도 저하 등의 위험이 있다
⑨ 불법복제물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⑩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⑪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한 경우 단속에 적발될 것이다

⑫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다

(단위: %)

28.7

2.97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저작권 보호

44.9

(단위: 점/4점척도)

3.31

3.01

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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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콘텐츠
이용자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토렌트,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노점상 등
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
제작·유통업자

11.0
0.7
정부

기타

1

44.9%

콘텐츠 이용자

콘텐츠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으로 전년(45.8%)과 동일하게
‘콘텐츠 이용자(44.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온
라인 사이트 운영자(토렌트, 웹하드, 포털 카페·블로그
등)(28.7%)’, ‘정부(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체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해야겠죠?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이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멋진 콘텐츠 이용자가 되어보아요!

KCOPA News

우리 곁의 저작권

C STORY

KCOPA News

2022.01.

분기별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2021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1 저
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 포럼(이하 포럼)’이 12월 1일 63컨벤션센
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결성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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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튜버’가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저작권 문제?
한국저작권보호원「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쉽게 안내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 교류의 장을 열었다.

34편뿐 아니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 5편을 수록하여

튜브 등 온라인 누리소통망과 일상생활 속 저작권 보호 상담 사례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예방 방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호원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강원대 정진근 교수의 ‘신기술에 대응

보호원 열린상담실의 주요 상담 사례로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야의 저작권 침해 현안 및 문제 해결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 고려해야 할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는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와 함께 음악,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분

참여와 소통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을 통해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하
여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가 지켜야 할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기

「화가가 판매한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변동되나요?」와 같은 사
례들이 있다.

보호 집행 정책 의사 결정의 효율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영화관에서 ‘도촬’한 영상 불법복제물」,「라디오 드라

포럼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그 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나

다양한 심의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아가 신기술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 장르별 저작권 침해 현안

마 대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물」등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과 과제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과거에 비해,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관기관 간 의견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보호 이슈가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 유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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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올 한 해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 산

정이다.

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안심’ 지정 업체 등 저작권과 밀접한 기관에 사례집을 배포할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보호원 열린상담실(1588-0190)이나 보호원 누리
집(www.kcop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을 느낀다”며 “일상생활에서 저작
사례집이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는 발간 소회를 밝혔다.

업계의 주요 현안을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업계와 일반시민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를 다루며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콘서트
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콘서트의 성격, 음

간했다고 밝혔다.

보호원 열린상담실에 직접 접수된 사례로 엮은 이번 사례집에는 유

이번 포럼은 보호원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하는 보

보호원은 대학교 등 교육기관, 합법저작물 유통 업체인 ‘저작권

기 위해 ‘2021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

실무협의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음악, 영화, 방송,
SW, 게임, 만화,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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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서트와 음원서비스 분야
음악 저작권 현안 논의

12. 15. ‘2021년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토론회’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15일(수), 최신 음악산
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

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
기* 위원회(위원장 최진원 교수, 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

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
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3기 위원(총 11명):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

소장,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

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
장, 이재현 애플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

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악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의 적용, 납부 주체 등을 포함한 연구

를 진행해왔다. 첫 번째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에
서는 오승종 홍익대학교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2019년에 국내 최대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

권료를 편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음악업계
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

다. 두 번째 주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에서는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팀장이 해당 방안의

실행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과 개인정보보호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음악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음악 시장은 세계 6위
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
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음악 저작권 현안을 함
께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가 새로워집니다.

나와 나의 작품을 지키는 힘

새롭게 변화하는 C STORY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함께 지켜주세요

격월 발간
1

저는

분기별 발간에서 격월 발간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작가 고아라입니다.

전문지+정보지
전문정보와 함께 일반 구독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며 구독자별
맞춤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과연 내가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글감을 찾고, 세계를 짓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제가 세상을 이해하고 걸어 나가는 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법 제본을 통해
제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가끔은 흔들리더라고요.

참여형 이벤트 신설

나와 나의 작품을 지키는 힘
저작권 보호, 함께 지켜주세요.

3

이번 호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낱말 퀴즈부터, 저작권 질문까지!
구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신설합니다.

Event!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