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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음악산업과 OTT산업의 상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글 김현숙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OTT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음악저작물 사용료 갈등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시선을 끌고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에게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고,
OTT사업자는 사용료 기준에 대한
산정 근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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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관리단체와
동일한 2.5% 요율 적용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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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발단

안하였다. 8월 음저협은 2차 내용증명을 통해 매출의 2.5%
를 저작권료로 요구하였고, 3차에서는 9월 이전에 협의되지

미디어 생태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하여 9월 초

국내외 방송 미디어 환경은 ‘방송망’ 기반의 ‘실시간 방송’

OTT사업자들이 음저협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을 기준

에서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시청’으로 전환되고 있는데,1)

으로 미지급 사용료를 일괄 납부하였는데, 음저협은 근거 없

OTT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는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

는 일방적 송금이라고 반발하며 OTT음대협이 아닌 OTT사

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음저협이 국내 OTT사업자

업자와의 개별협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저

에게 사용료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음악저

협은 7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작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

(이하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2) 핵심은 영상물 전송서

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

비스 규정을 신설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하고, 방송

체(이하 ‘OTT음대협’)를 발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상을 제

물 재전송서비스를 재정의한 것이다. OTT사업자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논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
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진흥
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법
을 논의하기로 하고, 9월 현재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음
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있어야 징수규정을 개정할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인 0.625%가 합당하니..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결
정하는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국내 OTT사업자]

1.	김선미 외, 현행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발전방안,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3호,,2015, 200면.
2.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
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를 통해 조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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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쟁점

송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앞서 살펴본 2006년 규정
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OTT는 인터넷을 기반으

(1) 영상물 전송서비스 신설이 필요한가

로 모바일 등 멀티 디바이스를 통해, 방송물 외에 영화, 해외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술발달

음저협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율 신설과 방송물 재전송

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서비스 재정의를 골자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과

적이다. 영상물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권리자가

거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제39조(기타사

임의로 협의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요율의 불명확성

용료)로 개별협상을 해왔으나, 영상물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

을 해결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저작물 이용

는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OTT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사용료

자인 OTT사업자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방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송물 재전송서비스 범위를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것에서 ‘방
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만
을 재전송’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OTT음대
협은 국내 OTT서비스의 특성상 넷플릭스와는 달리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이미 방송된 영상물을 서비스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의 징수규정인 제24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를 적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의 핵심은 OTT가 새로운 서비스 유형인가와 국내
OTT서비스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이다.
방송물 재전송 징수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재 규정은 14년
전인 2006년에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TV·라디오 방송을
다시보기(듣기) 형태로 서비스하게 되어 생겨난 것이다. 용어
에서 예측할 수 있듯, 자사 사이트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하여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스마트폰 보급 이전인 당시 인터넷 속도 등을 고려하면 지
금처럼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이용
자가 타 방송사의 영상을 보려면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거
쳐야 했다. 현재 OTT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디바이스
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방송 채널의 영상물을 이용
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전송하는 방

6

C STORY · 09+10

저작권료는 각국 국민 정서와 문화·생활수준, 콘텐츠 시장 규모와
이용방식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합리성, 보편타당성, 수용가능성에
입각한 사용료율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2) 이미 권리처리된 영상물에 대한 이중징수인가

(3) 음저협이 제시하는 요율이 타당한가

OTT음대협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일부 영화와 드라마 등

음저협은 OTT사업자에게 매출의 2.5%를 사용료로 요구하

에 대해 이미 음악저작물의 전송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도 유사한데, 음악이 부수적으로 사

권리처리가 되어 있으면 저작권료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음

용된 영상물(예능, 드라마 등)에는 매출액의 2.5%를, 음악

저협이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

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된 영상물(음악예능, 공연실황 등)에

한다. 그러므로 권리처리된 영상물을 고려하여 조정계수가

는 10.5%를 음악사용료율로 정하고 있다. 즉 OTT 매출의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드라마 속

2.5~10.5%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음저

음악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한 공개를 허락했을 뿐 인터

협은 그 근거로 미국(2.76%), 영국(2.5%), 독일(3.125%) 등

넷 전송을 허락한 바 없고, 영화 속 음악에 대해서는 극장 상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된 해외 저작권관리단체의 요율을 제시

영만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체결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
면 요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OTT사업자는

이 논의의 핵심은 저작권료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정계수’의

0.6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

적용 여부이다. 음저협은 권리자인 본인이 전송을 허락한 바

비스 요율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넷플릭스와

없으므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OTT

국내 OTT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 요율을 적용할 수

사업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음악이

없다고도 한다. 저작권료는 각국 국민 정서와 문화·생활수준,

사용된 영상물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례를 입증하여 문제를

콘텐츠 시장 규모와 이용방식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합

해결하면 된다. 이후 비율 조정 사유로 조정계수의 적용을 요

리성, 보편타당성, 수용가능성에 입각한 사용료율 협의를 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하고 있다.3)

3.	전자신문, OTT-음저협 ‘음악저작권료’ 갈등 지속, 2020. 9.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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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포커스

음악사용료율은 이 분쟁의 핵심이다. 권리자는 더 큰 비용을

3. 추가 고려사항

징수하고자 하고 사용자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
이 당연하지만, 2.5%와 0.625%의 간극은 너무 크다. 방송물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에 대한 OTT사업자와의 논쟁에서 함께 고

재전송서비스의 연혁을 보면 0.625%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

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세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 당시 음악 스트리밍 요율은 매출의 5%였다. 그러나 방송

첫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음저협

물 전송이 음악 그 자체만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

과의 협상이 음악저작권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트리밍 요율의 절반을 적용하였다. 이에 음악이 주(主)인 라

음악권리자와 OTT사업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것만으로

디오물(AOD)은 2.5%를, 부(附)인 라디오물에는 그 절반인

음악저작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1.25%를 적용하였다. 영상이 포함된 TV물(VOD)에는 또다시

OTT는 인터넷을 통한 전송서비스이므로 사업자는 저작권자

라디오의 절반을 적용하여, 음악이 주(主)인 영상물 1.25%,

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전송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부(附)인 영상물 0.625%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TV

위해서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전면에 나선 지금 저작인접권자

영상물의 재전송 요율이 0.625%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의에

음악 스트리밍 요율(10.5%)이 당시의 2배 이상임을 고려하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악 전송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

면, 14년 전 수준인 0.625%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보다 음반제작자의 사용료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넷플릭스와 국내 서비스가 성격이 다르다면 OTT 측에서 어

감안하면, 인접권자와의 협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

떤 점이 다른지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영상물 종류별로 요율

니다. 반대 관점에서 OTT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전체 사용료

을 각기 정할 것이 아니라면, 방송물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를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저작인접권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

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음저협이 제시하는 2.5%가

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절대적일 수도 없다. 해외 수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글로벌 수

둘째, 저작권료가 징수에서 그치지 않고 투명하게 정산될 수

준이 만능키는 아니다. 국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

있도록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는 이용한

으므로 수용 가능한 논거가 필요하다. 기존 계약과의 관계는

만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매출액 대비 일정

규정이 개정되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정산하게 되므로 해소

비율로 산정되기도 한다. 전송의 경우 이용횟수 등을 고려한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전후 사업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실제 권

있다. OTT사업자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이 필요하다면,

리자에게 투명하게 정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방송사 사례를 참고하여 조정계수 등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

단체의 징수를 위한 징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진통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양측이 상호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제시하여 이견을 좁히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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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작권사용료 논의가 부처 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아

재편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산업과 OTT산업이 함

야 한다. 정부가 OTT산업 육성을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

께 발전하는 상생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저

데, 범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컨트롤타워가 출

협이 실질적으로 독점사업자의 지위인 상황에서, 요구사항

4)

범을 앞두고 있다. OTT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 지위 규정,

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 사업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콘텐츠 산업 육성, 규제 개선 등 많은 논의와 지원이 필요함에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은 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는다. OTT사업자는 음악저작권 전체의 권리처리가 필요함

아니다. OTT사업자 요청으로 과기부와 방통위가 문체부에

을 유념하여 협상에 임해야 하고, 음저협은 상호 시장 생태계

5)

사용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OTT산업 육성

와 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이라는 미명으로 저작권 자체가 소홀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직 방송물 재전송만 하는

자칫 음악업계가 OTT산업을 발목잡기 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OTT사업자가 있다면 재전송 규정의 요율을 현실화하여 적용

않도록 해야 한다.

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영상물이 함께 서비스된다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요율은 책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매출액 기준의 정의나
조정계수 등의 보완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도달하고자 하는

4. 음악산업과 OTT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

요율이 있다면 유예 기간을 두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
권리자 입장에서 영상물에 음악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음악

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진통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

을 활용한 2차시장에 제공하는 것이고, OTT 입장에서 음악

는 일이다. 양측이 상호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제시하여

은 영상물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영상물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최선이다.

음악사용료율

4.	전자신문, 범정부 OTT 컨트롤타워 출범 초읽기, 2020, 9. 10일자.
5.	디지털데일리, 음저협 “VOD 내려라” vs. OTT “못 내린다” 저작권 공방 2라운드, 2020. 9.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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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원작 소설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영화화가 있었다. 문자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원천콘텐츠가 그 기발함과 독창성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는 이때 이를 영상 및 영화로 제작될 수 있는 가교를 잇고자 노력하는 시도가
있었다.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바로 그것이다.

우수한 콘텐츠의 세계관을 넓히는 시도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글 김형래 실장 /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Q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과 E-IP 마켓에 대한

명을 처음 사용하면서 영화산업의 전 단계, 즉 사전제작, 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작, 후반 제작 단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
다. 이미 전 세계에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필름마켓이 많았기

A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2006년부터 시작된 영

때문에(유럽의 칸필름마켓(칸영화제), 유러피안필름마켓(베

상산업 비즈니스의 장으로, 영화·TV·OTT 등 다양한 플랫폼

를린영화제), 홍콩의 홍콩필름마트, 미국의 아메리칸필름마

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모든 영상 콘텐츠와 출판, 웹툰, 웹소

켓 등) 그들과의 차별성이 필요했습니다. 2018년 기준, 자국

설 등의 원저작물 판권거래까지 포괄하는 종합 콘텐츠 마켓

영화 영화제작편수로 전 세계 5위(454편 - 1위 인도, 2위 중

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매년 10월에 50여개국에서

국, 3위 일본, 4위 미국)에 이르는 영화산업 규모를 가진 한국

2,0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하는 B2B 행사로 한국 콘

에서는 영상화를 위한 좋은 원작에 대한 수요도 매년 늘어가

텐츠의 홍보 및 수출을 포함해 아시아 전체의 다양한 콘텐츠

고 있었습니다. 영화제와 마켓에 참가하는 영화제작자에게서

의 원활한 거래를 돕습니다. 그중 E-IP 마켓은 출판물, 웹툰,

도 좋은 원작 IP를 소개하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웹소설, 스토리 등의 지적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여 트랜스

많이 받으면서, 2012년 북투필름이라는 이름으로 도서 원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2년에 ‘북투

위주로 시작하였고, 2010년대부터 활성화된 웹툰, 웹소설 등

필름’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총 164편의 원저작물을 소개해왔

의 원작 IP까지 포함해 2015년부터 E-IP 마켓이라는 이름으

습니다. 1996년에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CFM에는 이외에도 영화 공

의 산업행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아필름마켓이라는 행사

동제작 마켓인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아시아의 우수한 드라마

10

C STORY · 09+10

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아시아콘텐츠어워즈를 비롯해 당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집니다. ACFM은 매년 공모를 통해 영상

해 최신 영상산업 트렌드를 짚는 다채로운 세미나, 포럼 등의

화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행사 기간 동안 피칭의 기회

행사가 함께 개최됩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모이는

를 제공하며, 원작의 영상화 이력이 있는 판권구매자를 초청하

만큼, 저작권에 대한 행사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

여 수요와 공급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E-IP 마켓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 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지

‘문체부-WIPO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해결 사업홍보회’를

면서, 국내외 영화·드라마 판권계약뿐 아니라 출판물의 해외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출간 계약, 게임으로의 제작 계약 등 보다 다채로운 성과가 나

국제중재센터에서 ‘영화콘텐츠 국제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컨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배급이 완료된 작품은 <아이템>

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웹툰, MBC 드라마 방영), <언더독>(애니메이션, 영화개봉, 22
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쌉니다 천리마마트>(웹
툰, tvN 드라마 방영), <선암여고 탐정단>(소설, JTBC 드라마

Q

E-IP 거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성사되는지

방영) 등이 있고, 최근 성과로 <무저갱>(영화제작사 레드피터

그리고 현재까지의 거래 성과가 궁금합니다.

와 영화판권 계약), <이츠마인>(스튜디오 드래곤과 드라마 판
권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E-IP 마켓 거래를 통해 다양

A

ACFM은 주최측으로서 원활한 판권 거래를 위한 환

경조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판권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는 이해

한 원작 IP가 날개를 달고 영상화 되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
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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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의 콘텐츠 진흥기관인 VIPO(일본 영
상산업진흥기구), TAICCA(대만콘텐츠진흥원)와의 협력을 통
해 각국에서 직접 선정해온 원작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Q

지금의 콘텐츠는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E-IP 마켓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전망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매년 2월에 열리는 베를린국제영화제의 유러피

안필름마켓(프랑크푸르트북페어 공동개최)에는 ‘Book at
Berlinale’라는 원작 도서 소개 행사가 열리고, 대만에는
‘Book Meets Film’을 개최하는 등 전 세계에는 도서를 매개
로 한 출판·영상 업계의 산업행사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웹
툰, 웹소설을 비롯한 웹콘텐츠까지 포괄하여 원작 IP를 영화·
영상산업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행사는 E-IP 마켓의 형태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웹툰이라는 포맷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IP 마켓은 매년 국내
Q

올해 E-IP 마켓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 영화, 드라마, OTT 등 다양한 산업군의 제작자, 투자자를
직접 초청함으로써 원작 판권자와의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

A

올해 E-IP 마켓에서 주목할 점은 북투필름과 E-IP

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칭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영화와 영상화를 위해 도서, 웹툰,

처음 행사 개최를 위해 시장조사를 하면서, 국내 주요 출판업

웹소설, 스토리를 통합하여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체와 출판에이전시를 만나보게 되었는데, 대중 인지도가 높

북투필름과 E-IP피칭으로 원저작물의 종류를 나눠 소개해왔

은 출판사라 할지라도 2차 판권사업을 위한 해외사업에 적극

으나 콘텐츠의 종류보다 영상화 가능여부를 중요시하는 업계

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소 규모의 영

분위기에 맞추어 양적인 규모보다 질적인 우수성에 집중하려

세한 출판사는 더욱 여력이 없었죠. 원작의 영화화는 기본적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7편의 원작이 선정되었고, SF·코미

으로 평균 2~3년 이상의 긴 제작기간이 필요하고 개발 도중

디·드라마·액션물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싱크

에 취소되는 사례도 생기면서 정작 개봉 이후의 성공사례도

홀이라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에 미스터리 호러를 접목한

많지 않다보니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

웹툰 <싱크홀>(스토리하우스),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소재를

대로 수요층이 되는 영화 제작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통해 자연과 생명으로 시선을 돌리는 정유정 작가의 신작 <진

콘텐츠 중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자체 인력만으로 힘들다

이, 지니>(은행나무출판사) 등 다채로운 원작을 만나볼 수 있

는 의견도 많이 듣게 되었고, 그 중간에서 양 업계를 돕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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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저희가 수행할 역할이 보였습니다. ‘좋은 원작을 선별해

Q

영화영상업계에 소개하고, 그들의 거래를 돕는다’는 간단한

E-IP 마켓을 운영하면서 최종 목표 혹은 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목표로 시작되었고, OTT 플랫폼의 발전으로 자연히 더 많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E-IP 마켓이 시장 속에 자

A

E-IP 마켓과 함께 출판사나 스토리 개발업체 등이

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유사 콘텐츠

함께 성장함을 느낄 때 뿌듯합니다. 한 영화 투자배급사 제작

행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E-IP 마켓에는 쉽게 찾기 힘

팀장 책상 위에서 E-IP 마켓 참가업체의 책들이 쌓여 있거나,

든 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원작 콘텐츠를 선보이고, E-IP 마켓

교보문고에 북투필름 선정작 특별 섹션이 가판으로 만들어져

에서 소개된 원작 콘텐츠를 해외에서 선보이는 기회를 만들

있을 때, 부산의 영세한 출판업체의 소설이 영화 판권계약을

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맺었을 때, E-IP 마켓을 주최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원작을 찾는 전 세계 영상산업 관계자가 먼저 E-IP 마켓
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

Q

원소스 멀티유즈(OSMU)와 관련하여 저작권도

식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권자 또한 자의로 참석해야 하는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E-IP 마켓을 운영하시면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E-IP 마켓 운영의 목표는 마켓이 연중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해 선정작이 연중 국내외 유

A

아직까지 마켓을 운영하면서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사 행사(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페어, 독일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무국으로서 원

의 프랑크푸르트북페어, 유럽/아시아의 유사 필름마켓 등)에

저작물이 영상화가 될 때 주의해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과 계

서 다시 소개되고, 지원받으며 마켓과 선정작의 위상을 높이

약 등의 정보와 상세한 예시가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안내되

고 싶은 바람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영상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원저작물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영상화 되는 데까지 수많

중에 있습니다.

은 경우의 수가 생겨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

여전히 E-IP 마켓이라는 행사의 존재를 모르는 원작 출판, 웹

작 소설을 한국에서 영화화한 이후 해외에서 해당 영화를 리

툰, 웹소설 등 관련 업계에 홍보를 강화해 참여하는 IP의 규모

메이크해 영화를 만든 경우 한국의 원작 소설 판권자가 어느

를 늘리고, 국내외 영상업계에 공고한 원작판권 거래마켓으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2차 판권으로 제작된 영상

로서 E-IP 마켓을 알리는데 집중하여 누구나 좋은 원작을 찾

물이 원저작물과 얼마나 다른 지 판단 여부에 따라 2차적 저

기 위해서 부산의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 참석해야만 한

작물이 독자적인 1차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다는 인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 콘텐츠를 중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 판

심으로 하고 있지만,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유망한 IP가

권계약을 위한 저작권 계약 관련 안내 지침서가 있었으면 합

상시 거래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지침서가 만들어진다면 현업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영

2020년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과 E-IP 마켓은 코로나로 인

세기업 등 저작권과 관련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업자에

해, 온라인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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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갈등과 균형
- 최근의 CJEU 결정을 중심으로

글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1. 들어가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하 ‘CJEU’)는 유
튜브가 불법으로 영화를 올린 유튜브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가와 관련
된 사안에서 중요한 지침 해석을 제시하였다.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의 제8조(2)(a)에서 제공하도록 규정된 ‘주소’는 우편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결정에 따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영화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은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권리침해자를 특정하여야 원활
한 침해구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정보 없이 원활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작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완전 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는 아니
다. 권리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한 공익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특
히 양 권리가 충돌할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권리의 균형 방안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을 살펴본
후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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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JEU 결정 : 콘스탄틴 필름(Constantin Film Verleih) vs. 유튜브(YouTube)

1) 사실관계

독일의 영화배급업체 콘스탄틴 필름(Constantin Film Verleih)은 영화 ‘Parker’, ‘Scary
Movie5’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과 2014년에 해당 영화가 유튜브에 업
로드 되었고 수만 건 이상 이용되었다. 콘스탄틴 필름은 유튜브와 그 모회사인 구글에게 해당
영화를 업로드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
하여 이용자는 먼저 구글 계정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유튜브에 15분 이상 지속되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영상을 올리는데 필요한 활성화
코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는 유튜브 프라이버시 서비스 정책에 따라 IP주소,
이용 날짜/시간, 서버 로그기록 등의 수집에 동의하게 된다.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은 유튜브
에 불법 업로드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세부정보를 요구하
였다. IP주소는 이용자가 유튜브에 접속하기 위해 접속한 구글 계정의 마지막 IP주소이며 접
속 날짜, 시간, 분, 초 단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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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

2016년 5월 3일 독일 지방법원(Landgericht Frankfurt am Main)은 유튜브에 불법 업
로드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세부정보를 제공해 줄 것
을 요구하는 콘스탄틴 필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18년 8월 22일 상급법원
(Oberlandesgericht Frankfurt am Main)은 부분적으로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 청구를 인
정하고 유튜브와 구글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외의 정
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은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에 유튜
브와 구글이 해당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와 IP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구하였
고, 유튜브와 구글은 법률 문제에 대한 자체 항소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주소를 포함
하여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의 요청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콘스
탄틴 필름 베를린에 의해 요청된 정보가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의 제8조(2)(a)
의 ‘주소(address)’라는 용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독일 연방법원은 이 사
건을 CJEU에 회부하였다. CJEU는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1)의 제8조(2)(a)2)의
‘주소(address)’에는 영화를 업로드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법무총장(Advocate General)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관련된 입법에서 추구된 목적과 사용에 비추어 볼 때, ‘주소’의 개념
은 단지 우편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하였다. 특히 기존 EU의 입법에 있어서 이메일주소 또는 IP주소를 언급할 경우 명백
하게 ‘이메일’, ‘IP’라고 명기하였지 단순히 ‘주소’라고만 기재한 바 없으며, 또한 ‘이름과 주
소’라는 용어가 전화번호와 IP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EU입법례
는 지금까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1.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
2.	제8조 정보권(Article 8 Right of information)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절차의 맥락에서 청구인의 정당하고 비례하는 요청에 답하여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배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침해자나 다음의 자에 의해 제공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a)~(d) 생략
	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는 적절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a)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와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 보유자들과 대상도매인과 소매인의 성명과 주
소(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roducers,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other previous holders of th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the intended
wholesalers and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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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즉 유튜브는 범죄수사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 불

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 또

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는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위 내에서 공익적 제한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

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을 묻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이 필수적이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의도가 반영

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침해구제권, 이용자의 개인정보

되어 우리 저작권법은 제103조의3에서 복제·전송자에 관한

자기결정권,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충돌하게 된

정보제공 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다. 따라서 그 협력의 정도와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온라인서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되며,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여서도 안된다. 그

용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

러나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은 필

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

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메일

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주소,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IP주소는 필

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

수적이다. 특히 본 사안에서 유튜브와 구글은 우편주소를 수

103조의3 제1항). 여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①성명, ②

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권리구제를

주소, ③해당 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

위해 획득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는 ‘이름’에 불과하다. 지침

처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 따라서 우리 저

2004/48(Directive 2004/48)의 제8조 정보권은 저작권 집

작권법에 의할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의 문제는 별

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온라인 환경을 반영하는 데

론으로 하고 유튜브에 불법저작물이 업로드된 경우 저작권자

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권리 충돌의 균형점을 다시 모색

는 유튜브에게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할 필요가 있다.

주소 등 연락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3) 단 민사상의 소제
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3항). 「개인정보 보호
법」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범죄수사, 재판 등의 공익적 사유로

참고자료
-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copyright-alphabet/
youtube-not-obliged-to-inform-on-film-pirates-europes-topcourt-says-idUSKBN24A1H7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f7486e7-e73e4cdc-81af-0a0e65de8cbe
-	https://intellectualpropertyplanet.wordpress.com/category/internet/

3.	우리 법도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에 전자우편주소 또는 IP주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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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및 도서관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정부의 대응

글 최희식 / 경민대학교 외래교수

금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하였다. 팬데
믹이 선포된 이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교육기관 및 도서관들이 일제히 폐쇄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교수업과 강의가 네트
워크를 통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전자 저작물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교수 및 다양한 연
구 분야 관련 연구자 역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전자 저작물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팬데믹 이후, 도서관의 방대한 전자 저작물은 학생,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도서관은 소장 도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 6월 말,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1)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북미(미
국,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이 폐쇄되어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저작권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IFL에서는 이슈된 문제점 대응 방안에 관한 기사를 기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번 EIFL에서 발표한 기
고 기사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1.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은 개발도상국이 교육, 학습, 연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40여 개국의 3,300개가 넘는 도서관과 협력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다.
2.	https://www.eifl.net/blogs/covid-lessons-copyright-and-onl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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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저작물의 사용 약관

상업 목적의 전자 저작물 대부분은 콘텐츠의 사용에 있어서 약관은 출판사의 라이선스에 기
술되어 있다. 그렇기에 각 전자 저작물을 저작권 사용과 관련되어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는 각 라이선스의 약관을 확인하여 저작물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규정과 제한에 대하여 확인
이 필요하다. 라이선스는 출판사마다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저작자
가 다른 라이선스를 가질 수도 있다.

팬데믹 초기,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과 국제 도서관 협회(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는 출판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전자 저작물의 특
정 제한을 해제하기를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가 폐쇄되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캠퍼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제한에 대한 해제,
온라인 사용량의 급증 및 서버 폭주에 대한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해 동시 접속자 수 제한에
대한 해제, 과제 및 연구를 위한 저작물 전송 및 복사에 관한 제한 해제 요청 등이 있다. EIFL
과 ICOLC는 기존 계약 내용상 저작물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이번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예외 범위를 최대로 늘려야 된다고 요청을 하였다.

그럼 EIFL과 ICOLC의 문제 이슈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저작물 이용 제한 해제 요청들이 생기자 많은 출판사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추가 콘텐츠에 대
한 접근을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에 관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일부 출판사들은 자
사의 저작물 보호가 되어있는 유료 접근 제한을 해제하였고, 이번 출판사들의 추가적인 서비
스 제공은 출판사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만료될 예정이며 몇몇 출판사들은 서비스 만
료시기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출판사는 현재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기에 만료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 저작물에 관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판사 목록 및 조건과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
은 ICOLC 커뮤니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서들은 기존 전자 저작물에 추가 서비스가 적용
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적용 기간 등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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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과 교육 목적에 관한 예외

학술용 전자책의 가격 책정에 대한 이슈

온라인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저작권법상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학술용 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필요하다.

자책에 대한 가격 책정에 대해서이다. 현재 도서관 이용이 어

첫째, 일반적으로 온라인 전송의 일부로서 생성되며 서버와

려운 현 상황에서 전자책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중요성이

최종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임시 복사본에 대한 예외가

높아졌다.

필요하다. 이 첫 번째 예외는 대부분의 저작권법에 일반적으

영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전자책 시장

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중 10%만 학술서로 전자화 되어 있다.

둘째, 유선 또는 무선 수단, 인터넷과 같은 망을 통한 공공 통

거기다 인쇄본보다 최대 10배나 되는 가격과 인쇄 및 다운로

신을 승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에 대한 예외이

드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기에 몇몇 기관은 구매에 어려움을

다. 가장 큰 쟁점은 대면 수업에 적용되던 기존 규정의 예외가

겪으며 가격 대비 이용에 따른 좋은 효율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최근 사례로 한 영국 대학의 도서관은 900$를 지불하고 학술
용 전자책을 구입하였으나, 동시 사용자 접속 제한 수가 3명

또한 2016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교육 활동에 대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도서관은 학술용 전자책이 높은 가격

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연구(Study on Copyright

에 비해 효율성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al Activities)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전자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

에 따르면 교육 목적을 위한 예외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교

고 있지만 전자책 다운로드 구매에 따른 높은 가격에 비해 이

육 목적을 위한 전자 저작물 배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용에 따른 저조한 효율성 문제로 현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제

명시한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직접으로 명

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이 공정한 사용이나 원격 학습
에 대한 조항을 통해 예외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온라인 활동이 예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도서관 및 교육 단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

위해서는 관련 판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법률 해석에 대한 충
분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도서관의 저작물들을 관리하는 사
서들이 현재 임시 대책과 출판사들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한 현재 법률 해석의 유연성에 대
한 조사가 앞으로의 상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의 리서치 라이브러리 UK(Research Libraries UK)는 영
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의 장관에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교육과 연구를 위해 저작권 규정 완화를 요청
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FER,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arire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20

C STORY · 09+10

Commission)에 현재 코로나와 같이 의료적, 환경적 및 경제

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

적 위기에 대응을 위해 연구자, 교육 시설과 도서관들이 소송

을 강화하였다.

의 두려움 없이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권과 코로나에 대하여 정책에

구하였다.

대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무

미국에서는 도서관과 대학교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저작권법

총장에게 현 상황에 관한 서신 내용을 다루었다. 서신들에는

의 공공이용이 원격 교육 및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IPO가 현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현 상황을 대처하는 데 방

는 점을 재확인시켰으며, 현재 상황에서 원격 교육에 도움을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주기 위해 인터넷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NEL, National

포함하고 있었다.

Emergency Library)이 만들어졌으나 4개의 상업 출판사들로
부터 대량 저작권 침해 사유로 고소되었다.
시사점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대처 방식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직 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지만, 기존에 있던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접근에 관한 규제와

현재 많은 국가의 입법기관과 정부 기관들이 현 상황에 대응

이에 대한 해결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헝가리 정부는 현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작권법상 교육 목적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용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

위한 예외 범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비록 교육 목적이라

작권 규정을 완화하는 새 법령을 발표하였고, 미국의 경우 의

할지라도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지 않

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코로나 상황

으므로 타인에 대한 온라인 저작물이 수업에 꼭 필요한 경우,

에서의 원격 교육을 위한 웹캐스트, 도서관과 전자책의 저작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권의 영향에 대한 짧은 보고서들3)4)을 게시하였다.

사전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전 세계 12개
국가의 과학 고문들이 공공 보건을 위하여 과학 저널에 코로

출처

나 바이러스에 관한 출판물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	https://www.eifl.net/blogs/covid-lessons-copyright-and-online-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공공 저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유네스코 역시 122개국의 대표들과 함께 개방과학을 장려하

learning
-	https://www.timminstoday.com/around-ontario/covid-19-hereswhy-copyright-matters-when-moving-classes-online-due-tocoronavirus-2296033

3.	COVID-19 상황의 웹캐스트: 원격 예배 & 원격 교육에 대한 저작권 영향 (Webcasting in the Time of COVID-19:Copyright Implications of Remote Worship & Distance
Learning),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440
4.	COVID-19 및 도서관: 전자책 및 지식재산권 문제(COVID-19 and Libraries: E-Book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COVID-19 및 도서관: 전자 책 및 지식재산권 문제

(COVID-19 and Libraries: E-Books andIntellectual Property Issues), https://www.google.com/search?q=google+translate&rlz=1C1CHBF_enCA824CA824&oq=google
+tra&aqs=chrome.0.69i59j69i57j0l4j69i60l2.2186j0j4&sourceid=chrome&i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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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 감소를 보고하다

대부분의 지식재산 침해 웹사이트와 앱들(이하 ‘해적 사이트’)은 수익원으로서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해적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광고들을 선택하였고, 상당수의 광고
글 김창화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SJD)

대행사들이 해적 사이트에서의 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의 만남을 준비하였고,
해적 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의 기본
원칙들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18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자,
광고 관련자 그리고 기술 제공자들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MOU(이하 ‘MOU’라 한다)’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MOU는 광고에 대한 조치들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올해 2020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다.1)

1.	EU Commission,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online advertis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torrentfreak.com/images/
ST_10190_2020_INI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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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의 효과에 대한 서명인들의 전체적 평가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MOU에 서명한 자들(이하 ‘서명인들’)은 MOU가 해적 사
이트들에서의 광고량을 감소시켜 그들의 수익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MOU가 긍정적인 효과
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서명인들은 MOU가 EU 브랜드들이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하였다. 또한 MOU는 서
명인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거나 위험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
고, 그들의 입장을 개선할 수 있게도 하며,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과 도구의 사용뿐만 아
니라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도 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덧붙
였다. 서명인들은 이와 같은 MOU의 역할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도 MOU에 서명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MOU 내용은 목적에 부합하여 현재로서는 어떠한 개선도 요구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MOU 영향 평가를 위한 대상과 방법

EU 집행위원회는 본 연구가 MOU 전후 해적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광고 상황을 정량화하도록
요구하였으나, MOU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EU 각국에서의 영향에 대
한 정도와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만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는 같은 시기에 EU와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였으며, MOU 서명 전후의 동일한 웹사이
트 집합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9년 6개월 동안에 19개의 EU 국가
들 및 미국의 7,627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웹사이트들은 EU에서 저작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발견된 불법적 웹사이트와 상당한 합법적인 이용이 없이 지식재산을 침해하
는 것으로 확인되는 고위험의 웹사이트를 포함하였고, 수집된 250만 개의 광고 중 고위험 웹
사이트에서 수집된 광고는 71%에 해당하는 180만 개, 불법적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광고는
29%에 해당하는 72만 5천 개였다. MOU에 서명하지 않은 자의 브랜드와 서명인들의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안전 기준이나 자기 규제 전략이 존재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간에
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는 MOU의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 유사한 기간에 정리된 데이터로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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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영향

보고서는 MOU 체결 이후 해적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데이
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에 대한 영향은 분명하게 관측된다고 하였
다.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영향으로서 MOU 체결 이후 해적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횟수당 광
고의 평균적인 수가 12% 감소하였고, 비교 데이터 세트도 2.02에서 1.77로 감소하였다고 한
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도 존재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광고 비율이 38%에서
52%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였다는 점
도 공개하였다.

특히 유명 브랜드는 도박, 예술과 오락, 기술과 컴퓨팅, 비즈니스, 쇼핑 5개 분야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쇼핑에 대한 주요 브랜드 광고가 18%에서 27%로 증가하였
고, 도박 광고에 대한 주요 브랜드 광고 비율은 62%에서 5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전하였
다. 또한 보고서는 EU에 속하는 주요 브랜드의 광고 비율이 93%에서 75%로 감소하였으며,
EU 소속 광고 중개인들을 통하여 해적 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의 수도 28%에서 22%로 감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보고서는 EU에서 해적 사이트와 관련된 광고 중개인들의 대다수
가 EU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후속 연구와 전망

보고서는 후속 조치로서 시간이 지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해적 사이트의 광고 수익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연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
하여 두 번째 연구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현황을 정량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적 사이트 소유
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추정값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MOU가 효율적으로
해적 사이트를 대처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합법적인 광고 회사와 브랜드들이 해적 사이트를 피할 때, 수상쩍은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광고의 비율들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나쁘고 해로운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전체적인 미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
며,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더 많이 참가한다면 더 큰 효과
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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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소비는 저작권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그 방법 중 가장 주목받
고 있는 것은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를 감소시켜 그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EU 집행위원
회가 주도했던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도 이러한 방안의 하나였다. MOU가
해적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해적 사이트에
서의 광고를 감소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해적 사이트에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적 사이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광고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해적 사이트의 문제를 광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몇몇 유의해야 할 문제도 있어 보인
다. 먼저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광고자 등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의 문제를 EU 집행위원회의 MOU처럼 이해관계인 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
루어졌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강제적인 것이 된다면 법적 의무 부여의 근거로서 책임의 소
재 문제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제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앞의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적 사이트, 고위험 사이트, 합법 사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이 쉽지 않
음에도 광고를 무분별하게 금지한다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이트에 상당한 부
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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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 전문적 수사지원 및 14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성과를 이루다

글 신혜원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0년 6월 유로폴(Europol)에 따르면, 11명의 용의자가 유럽, 아시아,
중동에 4만 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 TV채널,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불법 접근을 제공한 혐의로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체포되었다. 현금 및
암호 화폐, 자동차, 명품 시계 등 약 480만 유로 상당이 압수되었고 110만
유로의 11개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50개의 IP 주소 연결도 끊어졌다. 이는
유로폴(Europol) 및 유로저스트(Eurojust)1)를 비롯한 14개 국가 수사기관
공조의 성과로 평가된다.

1.	유로저스트는 EU회원국의 사법협력 기관으로서 공식명칭은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이고, 2009. 6. 4. 권한이 확대되었음. 이 조직은 회원국의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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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배경 및 경과
2019년 스페인 경찰은 음악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유럽, 아시아 및 중
동에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서비스가 스페인을 기반으로 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서버를 해
외에 두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 정교한 기술적 지원 및 고객지원까지 제공하
면서 서비스를 관리하였는데, 2백만 이상의 구독자가 이러한 불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15백만 유로로 추산되었다. 수사는 위 서비스의 서버를 폐쇄하고 IP주
소를 차단하며, 해당 범죄 조직을 효과적으로 와해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유로폴은 정보교환 및 금융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였는데,
압수 및 체포가 이루어진 작전일까지 유로폴은 Virtual Command Post2)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 교환과 수사를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국 수사기관 간의 공조를 지원하였다.
해당 작전에는 EU 회원국 및 비EU 회원국이 협력하여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수사기관
이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다수의 수사기관의 공조는 유로폴 내 전문조직과 유로저스트가 실
시간으로 기술적, 전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했다. 그 결과 작전일 당일인 2020년 6월
3일 EU 전역의 수사기관에서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였고 총 11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그중 4명은 스페인, 1명은 독일, 3명은 스웨덴, 3명은 덴마크에서 체포되었으
며, 불법적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15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때 해당 범죄 조직의 리
더로 추정되는 자 또한 함께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동시다발적이고 다국적인 수사와 작전 수행에는 유로폴의 전문적인 수사지원이
있었다. 이는 ‘유럽사이버범죄 센터(European Cybercrime Centre - EC3)’ 및 ‘유럽금융
경제범죄 센터(European Financial and Economic Crime Centre - EFECC)’로 이어지
는 축적된 전문 수사지원 노하우의 결과이자, ‘유럽금융경제범죄 센터’ 내 유럽지식재산청
(EUIPO)가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원해 온 ‘지식재산범죄 협력 연합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 IPC3)’과 같은 다층적 조직을 운영
해 온 이력 및 공조 체계에 터 잡은 것이었다.

2.	Virtual Command Post는 유로폴과 여러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서 유로폴이 초기에 설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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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로폴의 조사 지원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무 및 수사를 지원하며, 3) 사이버범죄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전
략을 제공하고, 4)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기술적 디지털 포렌

●

유로폴 조직의 발전 및 다분화

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5)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3) 발효로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후

한편 비교적 근래인 2020년 출범한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로

2002년 유로화가 통용되는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

구성된 신설 조직인 ‘유럽금융경제범죄센터’는 크게 1) EU 내

인 면에서는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규범 체계상의 통

금융정보의 이용을 향상시키고, 2) 사기·돈세탁·부패 및 지식

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각 국가별 사법 관할을 유지하였

재산 침해 범죄 및 화폐(유로화)위조범죄에 대한 범죄 정보,

다. 그러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화폐가 유로화로 통

위협 및 트렌드의 보고(寶庫)로 기능하며, 3) 회원국의 관계 당

일된 이후 범죄에 사용되는 화폐 또한 경계가 없어졌으며, 기

국과 협조하여 금융조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

술의 발달로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다른 심각한 범죄(가령 돈

하고, 4)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세탁, 문서위조, 사이버범죄, 사기, 마약 제조 및 밀매, 테러

제공하며, 5) 금융경제 전문 조직의 중심으로서 교육 및 정책

등)와 병행하여, 또는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입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6)

이 과정에서 범죄는 조직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자행되기도

바로 이 스페인에 기반을 둔 불법 IPTV 업체에 대한 체포, 압

4)

하였다.

수 및 중단은 새로이 출범한 ‘유럽금융경제범죄센터’의 시너

유럽 국가들은 이와 같은 범죄에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지가 발휘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유로폴 내 유럽지

하기 위하여, 유로폴 내 여러 조직을 운영해왔고 대표적으로

식재산청이 공동지원하는 IPC3 또한 이 수사를 지원하였다.7)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설립된 ‘유럽사이버
범죄센터’부터 2020년 신설된 ‘유럽금융경제범죄센터’에 이

●

르기까지 전문 조직을 운영해왔다. 우선 2013년 설립된 ‘유럽

유로폴 외에도 EU 체제 내의 사법적 공조 조직을 위한 논의

사이버범죄센터’는 회원국의 수사기관이 온라인 상에서의 범

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죄에 대응을 함에 있어 기술적, 수사 기법상 노하우를 전수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유로저스트 조직이 2002년 본격적으

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로 1) 범죄 정

로 구축되었다. 그 이후 2005년 리스본 조약 제85조는 유로

보의 중앙 허브로 기능하고, 2) 전문성을 토대로 회원국의 임

저스트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범죄에 대

유로저스트와의 공조

3.	이른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마스트리히트에서 1992.2.7. 체결되어 1993.11.1. 발효되었는데 이것으로 유럽공동체(EC) 체제에서 유
럽연합(EU)이 출범하였고, 유럽공동체가 정치 및 통화 연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음(2020. 6.자 ‘EU 개황정보’, 외교간행물, 16면).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자
료실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61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
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2020. 9. 20. 최종방문).
4.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 Focus on Poly-Criminality” (Joint report: EUROPOL - EUIPO, 2020) 참조
5.	 https://www.europol.europa.eu/about-europol/european-cybercrime-centre-ec3 (최종 방문: 2020. 9. 17.)
6.	 https://www.europol.europa.eu/about-europol/european-financial-and-economic-crime-centre-efecc (최종 방문: 2020. 9. 17.)
7.	 https://www.europol.europa.eu/newsroom/news/illegal-streaming-service-over-2-million-subscribers-worldwide-switched (최종 방문: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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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 및 기소기관 간의 공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3. 본 사건의 시사점

서 자리잡도록 그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유로저스트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유로폴과의 협약(Agreement

이른바 사이버 국제범죄는 범죄에 관한 인적·물적 증거가 국

between Eurojust and Europol)에 따라, 유로폴과 구체적

가 간 분산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 특히 최근의 사이버 범죄는

사건에 있어 공조하였는데 유로폴이 수사 기술적인 지원을

여러 보안체계 내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국가 간

제공하면, 유로저스트는 각 국가별 공동수사팀에서의 사건

기술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인적인 면에서나

유지, 법적 검토 및 지원, 기소 전략 등을 공조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에 비하여 시간과 공간적

지원을 하였다.

제한을 뛰어넘고, 무엇보다 국가 간 관할 문제가 있다.9) 이러

관련하여 유로저스트는 이탈리아 검찰이 주도하는 사건을

한 이슈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

지원하여 2019년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프랑스, 네덜란드

서 유로폴 및 유로저스트의 각국의 관할을 존중하면서도 수사

의 사법기관 내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불법 유료TV 콘텐츠

와 증거확보에 공조하는 시스템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를 제공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독일에서는 200개 이상의 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은

버를 폐쇄하였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150개 이상의

음악, 영상물, 웹툰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목적의 PayPal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총 22명의 용의

유해물의 유통마저 조장하고 있으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자가 체포되었다. 적법하게 유료TV 콘텐츠를 제공하던 업체

정도 외의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들의 사업을 위협하던 해당 범죄 조직이 야기한 손해는 650

러나 유로폴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적어도 IT강국인 동북아시

만 유로로 추산된다. 이들 조직은 2015년경부터 Sky Italy,

아권역의 국가들 간의 실시간 수사정보 공유나 기술적 지원을

Mediaset premium, Netflix, Dazn 및 Infinity와 같은 회

제공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원국 및 비EU 회원국의 유료시청제(pay-per-view)와 유사

서버를 폐쇄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흩어진 그 범죄 조직을

한 서비스를 재전송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서비스를 제

와해하는 등의 원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하였고, 이들은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저작물

물론 화폐나 제도적 경계가 허물어진 유럽에 비하기는 어려울

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보안을 무력화시키고 불법 IPTV를

것이나, 적어도 IT강국으로 거듭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기

전송하기 위하여 여러 재전송 기지국을 이용하기도 하였으

술적 자원과 적극적인 의지로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및 특히

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기, 사이버범죄 및 돈세탁이 이

지식재산침해를 수반하는 조직범죄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를

8)

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대해본다.

8.	위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 Focus on Poly-Criminality” (Joint report: EUROPOL - EUIPO, 2020), 70-72면.
9.	신재헌·김상운, 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동북아 사이버 범죄센터 설립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2014)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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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게임 생태계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정엽

1. 들어가며

팅 툴이나 유튜브, 트위치 같은 방송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이 글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게임 생태계 전반의 문제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어서 영화 등 여타의 콘텐츠 산업에

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변화를 전망해 보는 것을 목표로

비해 충격이 덜할 수 있었다.

한다. 코로나19는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걸
쳐 씻을 수 없는 본질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산업 생태계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매출이나 이용 시간 역시 코로나19 이후 소

전반에 걸쳐 매출이 줄었다거나 하는 단순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산업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집에 머무르게 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게임 콘텐츠 그 자체

었고, 직장에서의 대면 업무가 중지되었으며, 각종 회의와 미팅은

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게임의 생산 방식과 결제 방식 등 외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생활의 가장 큰 두 축인

부적인 요인에 의해 그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

노동과 놀이가 모두 가정과 온라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전환

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코로나 이전의 게임 생태계 상

을 겪게 되었다.

황을 한국을 중심으로 서술한 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어
떻게 변모한 것인지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간 여러 기업이 지속해서 추
진해오던 디지털과 온라인으로의 전환 혁신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
서는 별로 의미 있게 진행되지 못했던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

2. 코로나 이전의 게임 생태계

대면 형태의 디지털 혁신이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게임 업계는 그동안 이러한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한국 게임 산업은 코로나 이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평균

가장 먼저 적용해 왔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게임 제작과 노동의 관

10.03% 정도 성장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1) 2012년

점에서 보자면 ‘깃허브(Github)’로 대표되는 비대면 온라인 협업 생

잠깐 역성장 하는 해도 있었지만, 한국 게임 산업은 스마트폰 도입

산 툴을 예전부터 게임 제작에 활동해 왔으며, 게임 소비와 플레이

시 모바일 게임으로 빠른 전환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 관점에서 보아도 게임 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환경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던전 앤 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의 게임

을 기반으로 해왔으며 최근에는 ‘디스코드(Discord)’ 같은 음성 채

이 선전하여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1.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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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2009~2018년)

림 현상이 일어나서 게임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이 훼손된 것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게임 시장은 PC 게임 중심에서
모바일 게임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콘솔 게
임 시장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
내 게임 시장은 모바일 플랫폼 중심으로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플랫폼별 점유율을 합치면 94%가 넘을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은 연매출 14조 원가량의 대형 시장으로 성장

정도로 두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등 여타 4개 분야 콘
텐츠 산업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크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특히 최근 들어 PC 게임의 비중이 줄어들고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11개 분야의 전체 수출액

늘어나면서, 게임의 과금 방식 역시 PC 게임에서 많이 활용하던 패

중 66.7%가량을 게임 한 분야가 차지할 정도로 산업적인 가능성

키지나 정액제 등의 방식에서 모바일 게임 위주의 무료+부분유료

2)

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화(혹은 확률형 아이템) 형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게임 산업의 외형은 성장했고, 산업적인 가

있다. 이러한 과금 방식의 변화는 무엇보다 게임 플레이 자체에 집

능성을 대내외에 자랑해 왔던 것이다.

중하기보다는 과금에 의해 게임에 승패가 결정되는 ‘페이 투 윈(pay
to win)’ 형태를 띠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다시 말해 게임에서 승

[그림 2] 국내 게임 시장의 플랫폼별 비중 추이(2012년~2018년)

리하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거나 치열하게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면 게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 투 윈 방식은 게임 외적인 요소가 플레이어의 기술이나
전략보다 게임 플레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게임
이라는 매체 자체에 환멸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 코로나 이후 게임 생태계의 변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 1분기 한국 게임 시장의 대표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게임 생태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적인 회사들의 매출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과거 PC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성

앞서 주지한 바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

장해 왔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어나면서 전체적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세

게임이 빠르게 성장하자 PC 온라인 게임 개발을 점차 줄이고 모바

부적으로 살펴보면 넥슨의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 외에 엔씨소프

일 중심으로 개발을 계속해 왔다. 변화하는 플랫폼의 추이에 따라

트,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대부분의 회사들의 매출이 성장

개발을 지속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쏠

한 경향을 보인다.

2.	『2019 콘텐츠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p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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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주요 게임사의 2020년 1분기 매출 실적3)

[그림 4] 코로나19 시대의 미디어 이용 변화(Global Web Index)

넥슨이 매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던 <던전 앤 파이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등 각종 미디어 활동과 가족과 시간 보내

터>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에서도

기, 요리, 취미 생활과 같은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선택지에 올랐

코로나19 이후로 PC 온라인 게임의 매출이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다. 이 중 높은 선택지를 받은 미디어는 뉴스 검색 및 시청, 스트리

의 매출이 늘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PC 온라인 게

밍 서비스(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의 비디오 시청, TV 시청, 소셜

임은 대체적으로 PC방과 같은 집합적인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

미디어, 게임 등이었다. 반면 신문, 잡지, 팟캐스트, e스포츠 등은

시에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사

비교적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이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이용

용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불어 이러한 게임의 주 소비

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와 같은 미디어 이용 활동을

층인 10대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무래도 PC보다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러한 매출 부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미디어 이용 데이터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게임 산업은 수치적
으로는 이용 행태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게임, 미디

혜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이용 행태 개선

어, 콘텐츠의 소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영국의 조사업체 글로벌

이 게임 산업에 호재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게임쇼나 e스포츠

웹 인덱스(Global Web Index)는 전 세계 13개국 사용자들(각국

같은 대면 서비스는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

별 500~1,250명)에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올

E3, GDC, 도쿄 게임쇼 등 대형 게임쇼들은 대부분 취소를 선언하

해 3월에서 5월 사이 총 4번에 걸쳐 미디어 이용 상황에 대해 설문

거나 온라인으로 전환을 꾀했다. 국내에서도 성남인디크래프트가

4)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세계 속의 게임쇼 방식을 선보였으며, 10월에 열린 부산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은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게이밍을 통한 게임쇼를

코로나19 기간 중 집에서 더 이용하게 된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했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롤챔스를 비롯한 e스포츠 행사

으며, 선택지는 유튜브, TV 채널,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대부분도 온라인으로 중계를 진행하면서 판데믹 시대에 걸맞은 방

e스포츠, 게임, 소셜 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신문, 잡지, 뉴스, 책,

식을 찾으려고 애썼다.

3.	이효정, 전창의, 김기범,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삼정KPMG연구원, 2020. 07, p.16.
4.	Jason Mander et., “GWI Coronavirus Research Multi-market research wave 4”, Global Web Index, 2020. 06, pp.80-81. https://bit.ly/3jPwP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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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Summer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강연과

있는 소스 코드는 1억 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개발자들은 깃허브

대규모의 엑스포를 연기하게 된 GDC가 향후 온라인으로의 전환

에 자신이 짠 코드를 저장하고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을 꿈꾸면서 시도한 컨퍼런스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대 이후

공개한 코드를 다른 개발자와 더불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더

의 게임 시장을 전망하는 강연들이 많이 시도되어 8월 초에 개최된

좋은 코드로 탈바꿈할 수 있는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

GDC Summer에서는 추후 다른 게임쇼나 컨퍼런스가 참고할 만
한 몇 가지 지침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 제작과 노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깃허브(Github)’로 대표되
는 비대면 온라인 협업 생산 툴을 예전부터 게임 제작에 활동해 왔

우선 아시아, 유럽, 북미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으려고

으며, 게임 소비와 플레이의 관점에서 보아도 게임 산업은 2000년

노력했다. 컨퍼런스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경에 시작하여 다음

대 초반부터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해왔으며 최근에는 ‘디스코

날 오전 12시 정도까지 계속되는데, 아시아의 청중들을 고려하여

드(Discord)’ 같은 음성 채팅 툴이나 유튜브, 트위치 같은 방송 플

새벽 2에서 아침 7시 사이에는 세션을 배치하지 않는 형식으로 진

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은 코로나 사

행되었다. 또한 컨퍼런스의 시작은 샌프란시스코 로컬 커피 프렌

태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어서 영

차이즈의 브루잉 영상을 보면서 청중들이 각자 집에서 커피 한 잔

화 등 여타의 콘텐츠 산업에 비해 충격이 덜할 수 있었다.

씩 내려가면서 컨퍼런스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컨퍼런스 1일
차가 끝날 때에는 현지 유명 BJ가 진행하는 칵테일 제작 라이브 쇼

이처럼 코로나19는 게임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대해 큰 충격을 남

를 열어 청중들이 집에서 같이 칵테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비대면 산업 환경이 만

이벤트를 열었다. 더불어 전시 기간 내내 가상의 커뮤니티 갤러리

들어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놓여있다고 생각

를 만들어서 지역 예술가들과 게임 업계 비주얼 아티스트들의 작

한다. 게임 산업의 온라인 환경과 그간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의 장

품을 전시했다. 3D로 구현된 이 가상의 갤러리는 실제 미술관을

점을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여가 서비스로 자리매

걸어 다니는 경험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차후에도 유용하게

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대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그림 5] GDC Summer의 온라인 갤러리

인 영향을 미쳤지만,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영
향도 끼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
면서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협업 툴 사용을 통한 디지털 혁신이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게임 산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깃허
브(Github), 팀즈(Teams) 등 다양한 비대면 협업 툴을 활용해 왔
다. 이 중 깃허브는 2008년 설립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공유 사
이트로 일명 ‘개발자들의 페이스북’으로 불린다. 코로나19 이전
인 2019년 당시 깃허브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는 3,600만 명 수준
이었으나 2020년 5월 현재 5,0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공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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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임영현 │ 사진 안진형

: 트렌드 리더

저작권 침해 없는
공연 문화를
만들어 나가다

플래직(FLASIC) 대표
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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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6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배경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다. 이 공연은 플래직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정식으로 배경음악 저작권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연 공연이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게임 음악 저작권을 확보해 저작권 침해 없는 공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플래직의 진솔 대표를 만났다.

최초의 게임 음악 공연 기업

“플래직은 게임 음악 플랫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독일에서 지휘공부를 마치고
어릴 때부터 인생의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게임을 제 본업과 융합해 보고자 2017년 초에 설립
하게 되었죠. 게임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임 음악의 저작권을 확보한 후 역량 있는 클래식 연주자들
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공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을 통
해 게임을 보다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클래식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도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 공연과 행사 참여 등 소중한 기회들을 거쳐 지난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본사와
공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와도 다양한 형태의 협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플래직은 저작권 확보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게임 음악의 저작권을 확보해 편곡한 후 오케스트라 공
연을 선보이고 있다. 플래직은 2019년, 세계적인 게임회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3년 동안 배경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으로 블리자
드 엔터테인먼트와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지 않는 올바른 공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클린 캠페인을
전개했고, 2019년 8월에는 ‘스타크래프트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하며 또 다시 화제를 모았다.

저작권 확보를 찾기 힘든 클래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몇 년 전부터 드라마 OST가 발매되면 음원 판매에 그치지 않고, OST 콘서트까지 개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여러 드라마에서 OST를 담당해 온 오준성 음악감독은 자신의 이름을 당당
히 내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OST에서부터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수록된 음악까지 공연에 등장하는 OST
는 다양하다. 특히 클래식 공연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잘 알려진 OST
를 레퍼토리에 넣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을 주최하는 기획사는 OST의 저작권을 확보하였
을까?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플래직이 저작권 침해 없는 게임 음악 공연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플래직의 진
솔 대표에게서 찾을 수 있다. 진솔 대표는 현재 대구MBC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아르티제와 말러리
안의 예술감독,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서울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약 중인 클래식계의 젊은 지휘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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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래식 음악계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낯설다. 그
도 그럴 것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오래 전에 사망한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저작권을 고려할 이유가 사실
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있는 게임
음악이나 OST를 공연에 올릴 때도 저작권을 고려 대상에 잘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인지했더라도 공연에서 수익이 얼마 나지 않음을 잘 알기
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저작권에 대한 보다 확실한 관리 필요해

블리자드와 배경음악 저작권 계약은 플래직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임업체와 공연을 기획할 때 절차들이
<말러리안 시리즈 5> 공연 리허설 (2020. 7. 24. 롯데콘서트홀)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게임 음악 저작권 확보를 위해 본사와 곳곳
의 업무부서와 논의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블리자드와
협업하면서 저희와 뜻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느꼈고, 먼저 블리자
드에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클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선뜻 받아들여준 덕분에 정식으
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몰입해온 진솔 대표에게 게임은 ‘어릴 적

플래직은 게임업계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해 온 성과를 바

인생의 동반자’였다. 좋아하는 게임과 클래식 음악 지휘자라는 본

탕으로, 블리자드 본사를 비롯해 국제 법무팀과 협의하는 과정을

업을 융합하고자 2017년 초 플래직을 창업했다. 그래서 진솔 대

여러 차례 거쳐 계약 체결을 이뤄낼 수 있었다. 게다가 2019년

표는 ‘성덕(성공한 덕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부터 2021년까지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확보해 블리자드가 제
작한 게임의 음악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게

“어릴 시절 용돈을 모아 게임 잡지를 사고, 부록으로 주는 게임

되었다.

CD를 플레이하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클래식 공연을
보다 지휘에 매력을 느꼈고, 국내 대학에서 지휘를 전공했죠. 독

게임 음악 저작권을 확보해 공연으로 올리기까지 어려움도 존재

일에서 지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플래직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한다. 게임 음악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게임회사가 갖고 있는데,

데 게임 음악을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살펴

관리가 철저한 편이지만 역사가 오랜 게임회사에선 관리자가 여

보니 보통의 클래식 음악 기획사들이 주최하는 게임 음악 공연,

러 차례 바뀌면서 저작권 정리가 덜 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음악

영화음악 공연 상당수가 저작권 확보 없이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을 사용하고 싶어도 작곡가나 저작권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쓸 수

그래서 저작권 확보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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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음악은 게임회사로부터 쓰지 말

그래서 진솔 대표는 클래식 음악계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아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음원만 있고 악보가 없어 음원을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듣고 악보부터 그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게임 음
악 같은 콘텐츠는 회사에서 시작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예술인의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OST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하고 싶을 때 저작권 확보는 어떻게?’처럼 클래식 음악계의
현실을 반영해 클래식 음악계와 저작권 클린 캠페인을 본격적으
로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 MOU 계약

저작권 논의,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

을 권장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상대와 공유
받으려는 상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플래직은 지금껏 저작권을 침해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저작권을

다. 그런 일에 플래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지켜나가고픈 회사인 만큼, 클래식 음악가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

좋습니다.”

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플래직의 목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형태로 많은
“공연에 참여한 후 공연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는 분도 계세요.

게임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국내외 게임 회사들과의 협력

이럴 경우에는 게임회사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지

을 통해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게

상황별로 세세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

임 음악 저작권을 확보해 저작권 침해 없는 올바른 공연 문화를

질 때도 있지만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선도하는 플래직과 진솔 대표. 플래직이 만들어 갈 다양한 시도들

라고 생각합니다.”

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플래직이 꿈꾸는 소박한 목표는 저작권이 침해받지 않는 합법적
인 형태로 많은 게임 회사들과 함께 멋진 공연, 음원, 편곡, 영상
과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해 드리는 것
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예술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양한 시도가 필요한데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직은 앞으로도 곡에 대한 저작
권을 확보해 공연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
다. 게임 음악 업계와 예술인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양한 문
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플래직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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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예술의 최전방,
게임 업계에서의 시나리오란?

김연주 / 데브시스터즈 스토리파트장

콘텐츠 업계는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미와 흥밋
거리를 만들어 왔다. 그 중 게임은 정해진 시나리오와 비주얼로 관객과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영화나 소설과 다르다. 플레이하는 게이머와 게임
안에서 쌍방으로 능동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술과 예술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의 청사진
을 그릴 기획과 뼈대를 만들 프로그래밍, 뼈대에 살을 붙일 아트와 사운
드 등 수많은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쌓이며 개발된다. 여기서
게임 시나리오 담당자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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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시나리오 담당자란

말하면 모두가 비교적 비슷한 상상을 하게 된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방향성이 합의되면 시스템 기

하나의 완성된 게임을 파는 ‘패키지 게임’은 완결된

획자와 프로그래머들이 게임의 뼈대를 만드는 동

스토리를 담고 있어 제품 안에 흥미로운 설정과 스

안 아트 팀과 시나리오 담당자는 세계관의 살을 준

토리, 비주얼, 연출을 담기 위해 공을 들인다. 그러

비한다. 엘프와 용, 드워프가 나오는 ‘반지의 제왕’

기 위해 개발사는 영화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관이 천사와 악마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에서 제작에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아트와 스토리를 만들다 보

들어간다. 모바일 게임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게

면 ‘반지의 제왕’을 중심으로 시작한 세계관이 ‘천

임이 무료로 배포되는 대신 일부 콘텐츠를 유료화

사와 악마’라는 콘셉트에 맞춰 점점 개발진만의 세

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개발팀은 주기적으로 콘

계관으로 변하게 된다.

텐츠를 업데이트하며 가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한
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힘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쿠키런의 경우 한 달의 업데이트 주기에 맞는 짧은

모바일 게임 회사의 시나리오 담당자는 영화나 패

스토리를 준비하다 보니 가장 대중적이고 익숙한

키지 게임 업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요소들을 참고하게 된다. 2019년 8월에 진행되었
던 탐정런은 마피아 게임과 추리를 혼합한 콘텐츠

가장 큰 차이점은 ‘시나리오 작업’이 가장 마지막에

인데, 이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 시나리오 담당자

이루어진다는 점이겠다. 게임 개발은 기획, 프로그램,

들은 ‘살인사건’의 클리셰들을 모았다. 그리고 셜록

아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되기 때문에 시나리

홈즈나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에서 나올 것 같은

오 담당자가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고 진행하기 보다

저택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큰 줄기를 잡았다.

는 전체적인 개발에 협업하며 작업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담당자는 기획팀에서 게임의 전체적인

그 후 아트팀과의 회의를 통해 쿠키런IP의 매력을 듬

세계관과 큰 줄거리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여

뿍 보일 수 있는 디테일들을 잡았다. 용감한 쿠키가 부

러 부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엌에서 딸기잼 범벅으로 눅눅한 채 발견 되는 장면은

시나리오 담당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

추리물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 장면에 전체연령가인

을 거론하며 스토리의 맥락을 잡게 된다.

쿠키런IP만의 맛을 녹여냈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관이 만들어 지고, 어떠한 스토리가 들어갈 것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물건이 있어

지 확정되면 아트팀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나리오

서 그걸 갖기 위해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이야기입니

담당자는 게임에 들어갈 시나리오 텍스트를 쓴다. 이

다”라고 말하면 이를 상상하는 개발진들의 머릿속은

렇게 협업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야 텍스트

모두 각양각색일 것이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 같은

작업에 들어간다는 점이 각본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이야기인데 서로 싸우는 게 천사와 악마입니다”라고

일이 진행되는 다른 업계와 제일 다른 지점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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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길을 쉽게 가고자 하는 유혹, 표절

이렇게 시나리오 담당자는 작업실에 앉아 전체적
인 스토리를 고민할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

이렇듯 모바일 게임 개발팀에서 시나리오 담당자는

는다.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와 소통하며 참고할 이

다른 업계처럼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만을

미지와 설정들을 정리하고 글을 써야 한다. 작업하

목표로 하지 않고 게임 개발 단계에 맞춰 큰 방향을

고 있는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라고 납득도 시켜야

제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다.

그러다 보니 게임의 난이도나 시스템적인 문제로

그래서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세계관과 새롭고 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고쳐야 할 때도 종종 있

담한 이야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다. 이 변화가 스토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

가져오는 게 편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익숙한 이

닌, 게임의 시스템이나 외적인 이유일 때가 많아 말

야기를 그대로 쓰거나 여러 작품의 내용을 짜깁기

이 되는 스토리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유혹적일 수 있다.

업데이트 되는 스토리에서 죽어야 하는 캐릭터가 갑

다른 작품이나 보편적인 이야기를 차용하는 것은

자기 인기가 좋아져서 이야기를 바꿔야 하거나 어떻

창작에 있어 자주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가져오는 것

게든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할 수 있다. 세계관 설정상

에서 멈추면 ‘표절’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나리오

하나의 직업만 얻을 수 있던 게이머에게 더 많은 직

담당자는 여기서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업을 얻을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면 이 변화를 설명

만들어 내는 데 힘써야 한다.

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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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이 주는 새로움

사연 등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정보화 세
계에서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창작물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
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과 보고 들은 것을 결합하

이 과정에서 개발팀이 만드는 콘텐츠가 혹여 다른

여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

작품을 연상시킬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시

로 ‘창작행위’이다. 게임을 개발하는 시나리오 담당

나리오 담당자의 또 다른 역할이다.

자는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재해석’을
담당해야 한다. 멋진 디자인과 흥미로운 게임 시스

게임이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템, 긴장감 넘치는 사운드를 가지고 이 게임만이 가

이를 최대한 응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쿠키런 개

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발팀은 캐릭터가 ‘쿠키’인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 게임 곳곳에 과자나 디저트 메타포를 최대한 활

그러기 위해서 시나리오 담당자는 사람들의 흥미

용한다. 그냥 개구리일 수 있는 점프하는 장애물을

를 얻을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잘 찾아 IP의 매력을

‘젤리 개구리’라는 귀여운 생명체로 표현하거나, 떨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어지는 장애물을 포크와 나이프로 만들어 먹히기

정보들을 모티브로 삼되, 게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싫은 쿠키에 이입할 수 있게 하였다.

세계관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관의 매력을 보여주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때도 있다. ‘너무 덥다’는 말을 ‘다시 오븐에 들어온
것 같아’라고 바꾸는 것만으로 쿠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사가 된다. ‘인간적으로 너무 하잖아’란

게임을 개발하는 시나리오 담당자는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재해석’을 담당해야 한다.

대사를 ‘쿠키적으로 너무 하잖아’라고 바꾸는 것도,
사회에 불만을 가진 쿠키에게 ‘단 것만 좋아하는 사
회는 가라! 쿠키도 달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대
사를 주는 것도 모두 시나리오 담당자의 몫이다.

‘재해석’을 포기하는 것은 창작을 포기하는 것과도
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귀와 눈을 열고 수많은 소

같다. 독창성이 없는 게임은 게이머를 붙잡을 수 있

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대중이 평소에 무엇을

는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

접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확인하고 업

하지 않고 게이머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

데이트해야 한다. 인기 있는 영화, 유튜브, 드라마

해 시나리오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세상과 소통하

부터 이목이 집중되는 재미있는 유머 글이나 슬픈

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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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독경제’와 IT기술

4차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구독경제’가 떠오르면서 구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IT기술을 비롯한 게임에도 구독의 바람이 불
고 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서비스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
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에 가상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행하는 ‘클라우
드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콘텐츠의 ‘소유’에서 서비스 ‘가입’으로

클라우드 게임,
게임 환경 변화를 만들까?

게임 소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클라우드 게임은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버(원격 서버)에서 게임이 실
행되고, 인터넷(네트워크)을 통해 게임 영상을 스트리밍하여 이용자

글 권구민 /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사

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은 기기(PC, 스마트폰, 콘솔 등)
와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게임 플랫폼
의 경계를 허물고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1)

[그림 1] 클라우드 게임 실행 과정

클라우드 서버(원격 서버)에서
게임이 설치되어 동작

게임 영상은 스트리밍 되어
이용자에게 전송

이용자는 디바이스를 통해
게임을 즐김

이용자가 입력한 동작 명령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원격 서버로 전송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재구성),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1.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KOCCA포커스 123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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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글 스타디아

출처: Google, Stadia (2019)

사실 클라우드 게임은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이 아니며,

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스태디아(Stadia)’를 발표했다.

2000년 초부터 존재해온 기술이다. 2000년 지클러스터

엔비디아는 2015년 엔비디아 실드 기기(실드 포터블, 실드

(G-cluster) 업체가 클라우드 게임을 최초로 소개하였고,

태블릿, 실드 콘솔 등)로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

2010년 이후 많은 업체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 ‘지포스 나우(Geforce Now)’를 출시했으며, 2017년 PC

해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업체 온라이브(On-live), 가이카

용 ‘지포스 나우’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8년 안드로이드 스

이나(Gaikai)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2014년 LG 유플

마트폰으로 지포스나우 서비스를 확장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

러스에서 ‘C-games’를 최초로 선보였으며, 2013년 KT는

해왔으며, 2020년 2월 5일 정식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

‘Wiz game’, 2014년 SKT는 ‘Btv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부터 PC와 모바일에서 엑스

서비스를 IPTV 셋톱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스(Xbox)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엑스클라우드(xCloud)’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고, 2020년 9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당시의 클라우드 게임은 데이터 처리 속도 문제의 한계가 있

오픈하였다.

었다. 이용자의 마우스나 컨트롤러 입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

이외에도 많은 거대 기업들(아마존, 텐센트 등)이 클라우드

지 못하였고, 전송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게임 해상도

게임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장르별(PC, 모바일, 콘

가 낮아지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

솔, 아케이드 등) 파편화된 게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은다

객들만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대중화가 어려웠으며, 풍

는 목적에서 벗어나, 게임이용자들의 이용 혼란 및 이용자 유

부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

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현재 클라우드 게임은 콘솔게임을 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앞

적 기업들이 사업성을 보고 뛰어들면서 대중화 발판을 마련

으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콘솔게임에 치우치기 보

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클라우드 게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다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면서 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2019년 ‘GDC 2019’에

전제로 한 다양한 게임 장르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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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게임의 성장

한국에서는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주류를 이뤘다. 곳곳에

전 세계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살펴보면, 2018년 전 세계 클

자리 잡은 PC방과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 덕분이다. 이렇게

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는 6.6억 달러로 전체 게임 시장의

굳건했던 시장의 틈새를 월 구독 형태의 서비스로 클라우드

0.5%를 차지하고 있으며(New, 2019),3) 2017년~2022년

게임이 파고들면서 최근 새로운 게임에 관심을 두는 게임 이

연평균 46.8%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자들이 늘고 있다. 국내 5G 상용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국

(Statista, 2018).4)

내 통신사를 중심으로 5G의 킬러 콘텐츠로 클라우드 게임 서
비스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밖에도 IHS마킷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

현재 LG 유플러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지포스 나우(Geforce

가 2018년 3억 8,700만 달러에서 2023년 25억 달러로 6배

Now)’를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IHS Markit, 2019).5) 2020년

(xCloud)’를 서비스하고, KT는 유비투스의 도움을 받아 자

9월 미국 시장조사 업체 뉴주(Newzoo)는 2023년 전 세계

체 개발한 ‘게임박스(GameBox)’를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가 4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했다(Newzoo, 2020).6)

5G 서비스가 등장한 초창기에 클라우드 게임이 제공되었을

이는 앞서 예측했던 2023 클라우드 시장 규모 32억 달러보

땐 이용자들이 지금처럼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었다. 하지

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

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집에서 즐길

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클라우드 게임에 관심이 높아져 서비

수 있는 여가 중 하나로 게임이 주목을 받으면서 게임의 수요

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급증하였다.
아래 국내 전체 게임 이용률을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게
임을 이용할 정도로 대표적인 비대면 여가문화로써의 ‘게임’
은 큰 성장을 보였다.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와 비대면 문

[그림 4] 전 세계 클라우드 게임 시장 추이

화가 자리 잡으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클라우드 게임의 판도
전체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규모

가 이번을 계기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적지 않
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2)

($bn)

전체 게임시장
대비 비중
1.6

3.5
3.0

(단위: %)

[그림 3] 국내 전체 게임 이용률(2016-2020)

67.9

2016년
(n=3,045)

70.3

2017년
(n=3,013)

67.2

2018년
(n=3,020)

65.7
2019년
(n=3,037)

70.5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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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환경을 변화시키는 클라우드 게임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 게임 플레이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불법복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높은 사양의 다양한 게임들을 기기에

지 않은 상황이었다.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에서 게임이 실행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업데이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게임은 좋은 해결책이 된다. 콘솔

트가 적용되어 저장이 자유롭고, 별도 업데이트 과정이 필요

게임이용자들은 원하는 게임 패키지를 모두 구매해야 했기

없어 이전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 불법복제로 이어졌지만, 구독 서비스
를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비

클라우드 게임의 등장은 이용자 측면뿐 아니라 게임사에도

용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게임의 설치부터 실행, 업데이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인기 PC게임

까지 모두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복제 환

과 모바일 게임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한(pay to play) 이후

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할

부분 유료화(Free to play)를 통해 과금하는 형태로 수익구조

수 있다.

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게임 구독 서비스가 게임사의 새로운
수익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면 구독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임 구독서비스가

수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비

활성화된다면,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즈니스 모델을 다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있고 게임사의 측면에서도 게임의 불법복제를 줄이고 안정적
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전 음악 콘텐츠의 사례를 보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게임은 기존 게임 환경의 패러다임을

면 불법 다운로드가 빈번히 일어나던 시절에서 스트리밍 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게임이 상용화되기

비스로 넘어오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큰 수치로 하락하였을

이전, 수많은 게임 업체들은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

뿐 아니라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쉽고 공정한 방법으로

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노력해왔다. 불법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게임도 구독 서

복제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비스를 통해 불법복제를 감소시키고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

7)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

하여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

과적으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게임 불법복제 문제

해본다.

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콘솔게임에서는 패키지 구매

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3.	 Newzoo(2019). <Global games market in 2019>
4.

Statista(2018). <Gloud gaming market value worldwide from 2017 to 2023(in million U.S.dollars)>

5.	 IHS Markit(2019). <Next-generation cloud gaming market report-2019>
6.	 Newzoo(2020). <Global cloud gaming report>
7.	 디지털 다운로드: 온라인으로 결제한 뒤 온라인으로 설치파일을 전송받아 게임을 설치하고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속해 인증을 받아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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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
개정 전에는 문언상 ‘재판절차’에 필요한 경우 및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만 복제가 가능하였으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전망
(2020. 8. 5. 시행)

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기재를 추가하였습니다(제23조 제1호).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글 주석호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2020.2.4. 법률 제1693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이하 ‘개정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
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
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제25조
제2항), 온라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는 등의 경
우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교
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서 정한 보상금만 내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
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
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그밖에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늘어난 현실 등을 반영
하여,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배포 외에 ‘공중송신’을 추가로 명시
하였습니다(제32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교육
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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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제54조)을 주된 내용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저작권 등록 업무 담당 주체를 업무위탁 조항(저

다만 위 개정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들, 예를 들어 ‘대학

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

교’에서 온라인 발표 수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웨비나’를 진행

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명시하였습니다(제55조).

하면서 사용된 저작물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제28조, 제35조의5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관련해 ‘복사기기’의 범위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를 추가하였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

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
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
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또한 저작권 등록이 반려되는 기준(제55조 제2항)을 개정 전보

러하지 아니하다.

다 자세히 명시해 반려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개정 전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공중의 사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 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

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원 없이 등록된 저

않았지만 개정 저작권법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제3~5항,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외에 복사기·

제55조의3, 제55조의4 등).

스캐너·사진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다른 유형의 복제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기기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
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

저작권 등록 업무

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창작·공표일에 대해 추정적 효력을 부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여하고(제53조 제3항), 등록자로 하여금 권리변동 사실 등에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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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위 개정을 통해 저작권 등록제도의 악용 여지가 줄어들고, 저작
권 등록 관련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저작권 등록이 더 활발해

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위탁 받아 저작권료 수수 및 분배를 주 업무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도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고, 관련 민

저작권위탁관리업

원 절차가 보다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횡령·배임죄나 그밖에 금고 이상의 범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로 추가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내
지 변경 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제105조 제6~7항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

저작권 분쟁 직권조정결정 제도
개정 전에는 저작권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등 협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으로 인해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조정부가 직
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

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17조 제2항).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결정서 정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
⑦ 다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117조 제4~5항).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7조(조정의 성립)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

또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

1)

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제109조 제1항 제9호, 개정 저작권법과 동일한 날짜인 2020. 8. 5.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2에서는
처분기준을 업무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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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

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였음을 전제로 하지만,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불출석 당사자가 조정안의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문언상 해석됩니다. 이에
조정절차를 과거와 같은 임의절차로 생각하여 조정기일에 출석
하지 않은 당사자 등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

라서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사건이라도 당사자

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용과 효력을 별도 고지하는 등 세심한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양
측 합의가 된 경우에만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지는 임의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원만한 제도 정착을 위
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및 ‘직권조정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

맺음말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14년만의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조정 우선주의 제도’, ‘추가 보상 청구권’,
‘업무상저작물 조항 개선’, ‘퍼블리시티권’, ‘데이터마이닝 관
련 저작권 면책’ 등의 도입을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1인 미디

한 충분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의 급격한 성장과 이로 인한 분쟁의 증가, 데이터 시장의

개정 전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활성화 및 관련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

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조정 불성

어 저작권법은 여느 때보다도 더 자주, 상당한 개변이 이루어

립’ 사유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제63조 제1항 제1호), 피신청

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예의주시할

인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피신청인이 불출
석한 경우에도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 중 ‘조정부가 제시한 조
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거부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조정안’의 내용을 확인하

2.	신청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된 제118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시 통지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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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업체 소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정평가위원회
를 거쳐 새롭게 지정된 지정사를 소개합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이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하고 유도하여, 합법저작물의 판매와 이용을
촉구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권 안심’이란 주로 내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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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YG PLUS는 K-Pop의 선두주자인 YG엔터테인먼트

SMTOWN & STORE는 셀러브리티와 연관된 모든

의 문화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전 영역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

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 All about Your Celeb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들

현재 광고, 머천다이징, 화장품, 골프, 패션모델

이 선망하고 꿈꾸는 셀러브리티의 모든 것을 다루는

매니지먼트 사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동시에 Commercial 영역으로의 확장을 이루고 대중

K-Pop을 넘어 K-Culture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서

자 합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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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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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뉴스

㈜뮤직플랜트

비즈월드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인 기업 연구개발

뮤직플랜트는 음반 판매점으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R&D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특허 기술 등 지적

매장을 운영하며 음반판매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진

재산권이 지닌 가치를 집중 분석 후 정보화해 한국 경제와

행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내국인과 K-POP 글로벌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팬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유통콘텐츠: 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음악

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케미컬뉴스

㈜키노라이츠

‘케미컬뉴스(ChemicalNews)’는 사람과 환경과 미래

키노라이츠는 쏟아지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시간

를 중시하며, 자연과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인

낭비 없이 오늘 볼 재미있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탄소(C)와 질소(N)처럼 일상의 가장 필요한 이슈와 함

가이드해주는 콘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입니다. 보

께하는 생활화학 전문 인터넷신문입니다.

고 싶은 작품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OTT 제공사

전문성 있고 쉽게 전달되는 콘텐츠로 건강한 삶을 위

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알려주고, 내가 구독하는 서

해 필요한 정보와 이슈를 찾는 뉴스가 될 것을 약속합

비스에서 나한테 딱 맞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니다.

도와줍니다.
유통콘텐츠: 뉴스

저작권 안심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기타(DB)

㈜만화가족

㈜핑거스토리

놀 줄 아는 요즘 웹툰 <스토리잼>! 스토리잼은 기존 웹

(주)핑거스토리는 남성향 웹툰 플랫폼 <무툰>과 여성

툰/소설 플랫폼에서 보여준 바 없는 다양한 유저 친화

향 웹툰 플랫폼 <큐툰>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형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아이템을

웹툰, 만화, 소설, 영화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

선물해 리액션을 하고, 웹툰 컷별로 유저들과의 실시

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타 플랫폼과는 다른 운영

간 채팅까지! 웹툰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놀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

웹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니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웹툰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만화,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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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미트리

㈜리틀송뮤직

써미트리는 음반, 굿즈 등 K-POP 관련 아이템을 북

BGM팩토리는 크리에이터/영상제작자를 위한 저작권

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e-commerce 플

걱정 없는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서비스입니다.

랫폼을 통해 수출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동, 동

높은 퀄리티의 음악과 넓은 사용 범위를 제공하며, 매

남아 신규바이어 발굴과 더불어 K-POP의 위상을 전

월 500곡 이상의 음악을 100% 자체 제작해 사용된 음

세계에 전파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악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호합니다.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음악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음악

㈜아이나무

제이피컨설팅

EBSTOON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어린이 웹툰으

JP US TAX SERVICE는 미국세무사(EA) 자격증 단기

로 발돋움하여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가족을 위한

합격과 고급의 미국세무실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패밀리 웹툰 플랫폼입니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술력과 세법 실무 노

OSMU 콘텐츠로서 각종 영상(영화, 드라마, 애니메이

하우를 통해 국내 최고의 미국세무사를 양성하고 있

션) 분야와 공연, 게임, 출판, 피규어, 완구, 팬시 등의 제

습니다.

휴를 통해 사업적인 영역을 활발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통콘텐츠: 웹툰

저작권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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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콘텐츠: 교육

저작권 안심

㈜아이이코노믹

㈜HB엔터테인먼트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유형별·세대별 주거, 안전,

아크하이브는 2020년 3월 정식 론칭한 글로벌 스토리

건강, 재정, 여가 등과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플랫폼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기회를 극대

솔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깐깐하게 취재해 독

화해 크리에이터가 마음 편히 창작에 임할 수 있도록

자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로 상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 안심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뉴스

유통콘텐츠: IP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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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캣

㈜비에이피뮤직

엔캣(못된고양이)에는 트렌드를 앞서는 제품이 많습니

BAP뮤직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서점에 입점해 편안

다.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잡화까지 고객이 원하

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음

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까다

악 관련 상품과 사인회 개최, 온라인 구매대행 등을

로운 디자이너들의 세련된 감각과 감성으로 그 누구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K-POP 문화를 전파하며 고객

도 차별되는 제품들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통콘텐츠: 캐릭터

Copyright OK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음악

더뉴스투데이㈜

㈜넝쿨뮤직
K-POP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넝쿨뮤직은 전국 규모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뉴스

의 지점망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 기업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음반 문화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과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K-pop의 세계화에 일조를 하
였음을 자부심 삼아 음악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효율
적으로 문화를 전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일보하고

㈜오디오코믹스

있습니다.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음악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오디오 북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양식 작성 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정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홈페이지: www.copyright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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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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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작 소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학생들이 교재 불법복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으며 저작권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재 구매가 가능한
모바일 바우처(상품권) 지급.
구매 비용은 추후 상환하는 방식.”
대상

자유 입출금 교재비 대출 바우처

사람들은 현재의 20달러를 8주 후의 22달러보다 크게 생각한다고 합
니다.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당장의 비용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
다. 그렇다면, 교재 구매에 당장의 비용 지불 부담을 해소하고 후에 비
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교재 구매가 가능한 모바일 바우처(상
품권)을 지급하고 교재 구매 비용은 추후 상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
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불법 제본의 비용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모바일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면 당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
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교재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현금화를 방지시키고, 학기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8학기 기
준 총 80만 원의 교재 구입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원리처럼 졸업 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졸업 후에 상환의무가 생
기고, 금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교재 구입 비용을 완화하여 학생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 출판업계에 유동성 보조금
투입으로 학술 출판물의 구매를 유도하여 출판 시장 규모를 증대시키
고 출판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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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통합 포털을 활용한
민-관-학 연계 거버넌스 대학교재

대학교재의 공동구매 시스템은 대학교재의 거래 방식을 학생과 서점
간의 거래에서 대학 주관의 공동구매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재 불법복제 이유를 가격이라 보고
이를 개선해 교재 구매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공동구매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
 기

시작 전, 대학은 강의 현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교재 수요를

“수업 교재를 대학이 주관하여
공동구매하는 방식”

파악한다.
② 서점을 대상으로 교재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한다.
③ 입찰 서류를 바탕으로 교재 공동구매 주관 서점을 선정한다.
 점과 출판사가 산출한 수요에 입각해 교재를 입고하고, 서점과
④ 서

학생 간 거래가 이뤄진다.

이 제도를 통해 출판사와 서점은 교재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 조절로 인한 비용감소는 교재 가격 인하로 이어져
학생들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입니
다. 또한, 처벌 위주의 규제 대신 자발적인 행동 개선을 이끌어 넛지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넛지효과(Nudge Effect):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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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서적 제휴 기반,
온라인 구독 플랫폼 구축

대학과 출판사가 제휴하여 전공 서적 구독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교재를 구독할 수 있어 전공 서적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E-BOOK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휴대
성 부분에서 큰 장점을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챕터별 구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책 내용 중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구매
할 수 있어 책 전체를 구매하는 것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재 온라인 구독
플랫폼 구축”

구독 플랫폼의 약점은 파일 불법복제 유통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파
일이 불법복제 혹은 전송된다면 플랫폼과 교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대비해 타 구독 플랫폼의 보안시스템을 벤치
마킹하여 DRM 파일 유통, 캡쳐 제한 등의 강한 규제가 바탕이 되어
야 합니다.

단순 구독 플랫폼을 넘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추
가적으로 제안하자면,
 탈자와 오기사항 등 학생들의 수정요청을 받는 시스템 구축을
① 오

제안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합니다. 교수 개인이 진행하거나, 교수
② 교

와 학생들이 함께 책을 제작하여 만들어진 자체 출판물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지원한다면 참여자 및 구매자의 흥미를 높이고 참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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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공모전

표어부문 수상작 소개

대 상

저작권을 지키는 양심을 가진다면, 창작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법의 문제 이전에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양심을 지키고 창작자에 대한
진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장려상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책값만큼 창작자에겐 저작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학생에게 자신의
책값이 소중한 만큼 창작자에겐 그들의 창작에 대한 대가 즉, 저작권이 소중할 것입니다. 책값을 아끼기
전에, 저작자의 권리를 아껴주는 건 어떨까요?

장려상

저작자가 평생 노력하여 만든 작품이 불법복제로 인해 대우받지 못한다면 저작자에겐 한숨과 눈물방울이
남을 것입니다. 불법복사를 죄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저자의 눈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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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조리법 책(Recipe Book)의
무단복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글 정현순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장

사
례

직장인 홍길동 씨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알게
된 요리 조리법(Recipe)으로 요리를 직접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출판된 조리법 책(Recipe book)을 구해서 보고 따라서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데, 이렇게 요리한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요리의 조리법(Recipe)을 물어보고는 한다. 홍길동 씨는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참고하는 외국 조리법
책(Recipe book)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 블로그 이웃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 외국 조리법 책(Recipe book)에는
해당하는 음식의 재료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음식 사진 등이 함께 나와 있는데, 그 조리법 책(Recipe book)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홍길동 씨는 해당 외국 조리법 책(Recipe
book)에서 소개된 500여 개의 조리법(Recipe) 중 약 200여 개를 복제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 블로그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홍길동
씨의 행동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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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고,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고 있는데, 조리법
(Recipe)의 경우에는 요리 방법에 관한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조리법(Recipe) 그 자체는 저
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1) 따라서 홍길동 씨가 조리법 책(Recipe book)
에 나온 대로 요리를 만들어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설령 그 요리를 만들어 판
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조리법(Recipe)을 설명하는 해설이나 묘사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해설 또는
묘사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역시 ‘레시피나 포
뮬러가 설명이나 지시를 동반하는 경우 그 텍스트 설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레시피
나 포뮬러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3)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복제
하여 블로그에 올린 조리법(Recipe)에 포함된 해설이나 묘사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조리법
(Recipe)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개의 조리법(Recipe)은 비록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리법(Recipe)들을 선택
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조리법 책(Recipe book)은 편집저작물로 보
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
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이때 그 소재는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는 없고 저작물
이 아닌 소재의 집합물도 포함됩니다.5) 따라서 조리법 책(Recipe book)에 포함된 개별적인 조리법
(Recipe)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리법(Recipe)들을 선택·배열 또는 구성하는데 창
작성이 있다면 해당 조리법 책(Recipe book)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조리법(Recipe)의 해설·묘사 또는 편집저작물인 조리법 책
(Recipe book)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때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6)

1. 	 미국에서도 레시피(Recipe) 자체는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Tomaydo-Tomahhdo, LLC, et al. v.
George Vozary, et al. (Sixth Circuit, case No. 15-3179, 2015).
2.

차상육, “레시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2015. 12.), 한국저작권위원회, 176면.

3.

차상육, 전게논문, 167면.

4.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5.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80면.

6.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5판), 한국저작권위원회,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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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조리법(Recipe)은 비록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리법(Recipe)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조리법 책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조리법 책(Recipe book)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저작
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
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전
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61

바로 보는 C스토리
: 친절한 바로C

바로의 저작권 상담소
: 게임 편

Q

게임은 어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대형 게임회사 중 일부는 게임 음
악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게임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작한 라이엇게임즈의 경우는 개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

인방송이나 영상 제작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리그 오브

된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야. 게임의 전반적인 이야기

레전드’ 음원 280여 종을 공개했어.1) 물론 사용 범위가

를 담은 시나리오는 어문 저작물, 캐릭터는 미술 저작물,

정해져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소재로 한 게임 영

배경 음악은 음악 저작물에 속해. 또한 이를 기술적으로

상 혹은 개인방송에만 사용해야 해. 상품 등 광고 목적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까지 게임을 실행하기 위

콘텐츠에는 사용이 불가해. 그리고 영상에는 출처와 함

해 구현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래

께 곡 이름과 아티스트를 표시해야 한다구! 자세한 약관

서 이용허락을 받을 때도 별개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

A

있지. 예를 들어 게임 화면은 이용허락을 받았지만, 배경
음악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음악을 사용할

‘로스트아크’를 제작한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무심코 플레이하던 게임이 이렇

OST 일부를 무료로 공개했어.2) 저작자 및 출처 표기,

게 다양한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새삼 놀랍지?

비영리적 목적 사용, 재창작 시 동일 조건으로 변경 허
락.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게임 OST를 게임 목

Q

유튜브에

게임 리뷰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음원과 자세한 약관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봐.

게임 리뷰 영상에는 게임 내 캐릭터, 그래픽 등

요즘은 무료 음원 배포가 아니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음

이 포함되기 때문에 게임회사의 이용허락을 받고 진행

악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엔씨소프트

해야 해. 그런데 회사마다 이용허락의 기준이 각각 달라

의 경우는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사이기도 한

서 일일이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 게임 리뷰 영

배경 음악 라이브러리 플랫폼 BGM팩토리에서 게임 음

상을 홍보의 수단으로 보고 영리 목적의 동영상 업로드

악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NC SOUND’라는 유튜브 채

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널을 운영하고 있지. 이용자들이 게임 안의 콘텐츠에도

만 사용 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이용허락 조건이 있기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OST, 효과음 등을 서비스하면서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

독자들이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A

1. 	 라이엇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riotgames.com/en/leg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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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잊지 말자! 영상의 이용 범위, 용도, 영리추구 여

Q

웹
 툰의

등장인물과 이야기 줄거리를 활용해서 게임

부 등 필요한 정보를 밝히고 이용허락을 받아 게임 콘텐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싶어. 웹툰을 기반으

츠를 사용한다면 저작권도 지키고 좋은 영상도 만들 수

로 제작하지만 캐릭터도 더 정교하게 표현하고 줄거

있다는 사실! 명심해!

리도 내용을 가감해 제작할 생각이야. 이때 웹툰 저
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Q

샌드박스형

게임에서 멋진 건축물을 만들었어. 그냥

A

당연하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긴 아쉬운데... 게임 안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보호 받을 수 있는 거야?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원저작물을 번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독창적인 게임 진행 방법

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에 방법으로 작성한

이나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도 게임 자체에 대한 저작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권은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게임사(개발

받을 수 있지만,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야.

또한 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A

용허락을 받아야 해.
여러 게임의 모드(MOD)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
한 샌드박스형 게임은 게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용자에

웹툰의 경우 그림은 미술 저작물로, 시나리오 부분은 어

게 일부 권리를 인정해주기도 해. 다만, 이것이 게임 저작

문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 그래서 웹툰

물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넓은 범위의 이용을

의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및

허락한 것인지 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권리

어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

를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고 특히 해당 저작물을 변형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변형
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로 나뉠

전자의 경우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므로 허락된 범위

수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해.

내에서 게임 결과물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주
장할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용하는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인 표

을 인정한 것이므로 게임 결과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현’에 포함되고 원저작물에 의거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어.

자 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변경의 범
위 등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 이용

따라서 게임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나 파일 등을 저

하도록 하자!

작물로 인정하는지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관해서

 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저작권 보호 상담
* 내용 출처: 한

는 결과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사의 운영 정책 등을 종합

사례집(2019)

적으로 살펴보아야 해.
 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저작권 보호 상담
* 내용 출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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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뉴스

2020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흑자 약 1조 2천억 원 달성
’13년 흑자전환 이후 8년 연속 흑자 행진 이어나가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천
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9월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
지는 1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되었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 최초로 기록된 흑자이다. 과거
2016년 2/4분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달성한 예가 있으나, 반기별로 꾸준하게 수치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로 대표
되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예
술저작권 흑자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
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게임 산업 저작권 논의
9. 16. ‘2020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 양국 온라인 이원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장관 겸 부총리 쭈린 락사나위싯)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2020 한국-태국 저작권포럼’이 개최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개발 환경 및 저작권 산업 환경’이라는 주제로, 양국
게임 관계자들이 각 국가의 게임 산업 현황과 불법복제 사례 등에 대해 토론하며 게임 산업 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2018년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한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태국의 게
임 콘텐츠 시장은 아세안 시장의 약 22%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매년 약 15% 이상 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틀 그라운드’, ‘라그나로크 온라인’, ‘리니지2 레볼루션’ 등 우리나라
게임이 태국 게임 대상(’17년)에서 입상하는 등 태국 게임 시장에서도 국산 게임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보다 행사 규모는 줄였지만, 온라인으로라
도 교류를 이어나가자는 양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 산업의 저작권 과제를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와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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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콘텐츠 지식재산으로 신한류 이끌고 문화경제 키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심의·의결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9.4.)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한류 콘텐츠는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소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신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적극적 수
출 지원, ▲반듯한 이용 촉구, ▲바로 침해 대응, ▲쉬운 피해구제를 4대 전략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 대통령 서면 축사에서도 지식재산 의제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문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 의제
에 포함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효율적 창출’과 ‘신한류·온라인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적극 실현해 나
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과 같이 한류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해당 창작물을 만든 창작
자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나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웹툰, 정식 유통 사이트에서 봐주세요”
주호민 등 인기 웹툰 작가 10인,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영상을 9월 1일, 문체부와 콘진원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바퀴멘터리> 박바퀴 작가, <리니지> 신일숙 작가, <윌유메리미> 마인드시(C) 작가,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 <바나나툰> 와나나 작가, <랜덤채팅의 그녀!> 박은혁 작가, <허니블러드> 이나래 작가, <어글리후드> 미애 작가, <자취로운
생활> 츄카피 작가, <미생> 윤태호 작가 등, 인기 웹툰 작가 10인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라는 구호
와 함께 “올바른 웹툰 소비가 이루어질 때 독자들을 위한 좋은 작품이 계속 창작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웹툰 정식 유통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캠페인 영상에 참여한 작가 10명을 포함한 웹툰 작가 40여 명은 ‘서약 공유’ 캠페인을 이어간다. ‘서약 공유’ 캠페인은
작가들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약속을 뜻하는 손 모양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정식 웹툰 사이트
를 이용하자’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한편 2018년 문체부가 실시한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불법유통으로 인한 정식 유통 사이트의 기대
수익 피해는 9천 9백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용자가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이용한 작품에 대해 합법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했을 매출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으
며, 지난해에는 합동 단속으로 사이트 9개의 운영자 총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20개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만화업계는 과거 해적판·스캔본 유통 등 만화책 불법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웹툰 역시 올바른
소비구조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웹툰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대표 콘텐츠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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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
01

캠페인
랜딩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랜딩페이지 글 중
[서약하러가기]
버튼 클릭

성함,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02

'약속’ 하는
손 모양 사진 혹은
이미지 준비

‘우리웹툰은
우리가 지켜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글 삽입

추가 글 삽입
(개인 자율)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동참하기]
버튼 클릭

리워드 받고
참여 끝!

해시태그 삽입

다음 캠페인
참가자 지목
(2명 이상 권장)

SNS 업로드
및 홍보

#우리웹툰은우리가지켜요
#웹툰불법사이트근절캠페인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아이패드 프로4, 치킨, 문화상품권을 받아가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2020년 국내극장 개봉 영화 중 IPTV에 유통하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2차)을 시행합니다.

추진 배경

비대면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온라인 소비 및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 영화 등 콘텐츠 불법유출 시 유출플랫폼 및 유출자의 사후 추적이 가능합니다.

주관/협력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지원 대상

’20년 개봉 영화 중 IPTV 유통(동시개봉작 포함) 2차 32편 내외

신청 기간

2020년 10월 6일 ~ 10월 23일

지원 내용

I PTV플랫폼에서

이미 적용 중인 포렌식워터마크 외에 영화유통사의 워터마크를 추가로 적용하는

비용(편당 3백만 원 한도) 지원
접수 방법
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신청서 제출
① 시행공고
(www.kcopa.or.kr)

②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약정서 등)

⑤ 선정결과 통보

⑥ 워터마크 적용

③ 신청서 등
적합여부 확인

④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⑦ 비용정산(보호원→영화유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