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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그리고 <구름빵> 소송을 둘러싼 파문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출판계의 계약
관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글 김기태 /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우리 출판계의 계약 관행,
무엇이 문제인가?

매절과 저작권 양도

판허락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

일반적으로 단행본으로서의 책은 출판사와 저작자 사이에 이

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는 것

루어지는 출판계약을 바탕으로, 잡지나 신문 같은 정기간행물

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

은 외부 필자에 대한 원고청탁 과정을 거쳐서 발행된다. 이때

이 명백하다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6.1. 판

각 매체의 내용이 되는 원고(原稿)에 저작권이 생기는데, 요즈

결, 94카합3724 가처분이의)만 보더라도 매절이 곧 저작권

음 이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도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런 저작권 분쟁에 있어 먼저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에
이른바 ‘매절(買切)’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번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와 <구름빵> 저작권 논란

역물일 경우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이거나 결합저

그렇다면 이른바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와 <구름빵>을 둘러

작물일 경우 그리고 무명의 작가로부터 원고가 들어왔을 경우

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문학상 중 하나인 ‘이상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이를 어느 한

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젊은 작가가 저작권을 일정 기간 양도

쪽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과거 저작권에

하라는 출판사 요구를 문제 삼아 수상을 거부했고, 이런 사실

관한 인식이 희박하던 시절에는 누구나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이 알려지자 이에 동조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도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예컨대 저

출판 문학사상사가 1977년 제정한 이상문학상은 우리 문단

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지

에서 그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대상과 우수상 작품을

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불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매

엮어 매년 1월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왔고 대부분 베스트셀러

절계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

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수상자가 스스로 수상을 거부한 것

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

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수상을 거부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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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2020년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통보받았

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합의된 출판권 설정계약서 등 7종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

임을 잘 알고 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

지만, 출판사 측에서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발표한 바 있다. 바로 그 배경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고

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면 여기서의 추

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

에 <구름빵>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을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추정’이란 언제든지 확실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

한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

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기
로 했다고 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주목

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

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

또 작품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계약조건 때문에 제대로 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이므로 일정

한 전부를 양도한다”는 권리자의 명백한 의사가 나타나 있지

지도 포함되는 양도임을 특약으로 분명히 한다면 문제가 없지

작권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할

않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고 양도하는 사람에

만, 단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체의 재산적 권리’라는

낸 그림동화 <구름빵>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

수 있으며, 아울러 시간적 제한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현행

게 유보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이상문학상 및

표현만으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는 소식도 논란을 불러일

저작권법 제45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저

<구름빵>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 ‘저작재산권자의 장래이익’

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구름빵> 작가가 출판

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해

출판계 표준계약서 정비 등 관행 개선 기대

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야 하는 상황은 대개가 저작재산권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경

그렇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가와 <구름빵> 작가의 출판계약은

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실제로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가 많을 것이며,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는 측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서 법적으로

후 다양한 형태로 가공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고 규정한다. 여기서 양도(讓渡, assignment)란 법적으로 ‘자

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유효한 계약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쌍방 계약의

그러나 당시 신인작가였던 탓에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기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뜻한다.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작가가 한순간의 경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물 창작 및 이용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일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바람에 작가에게 돌아간 수입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제적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동안 써 놓은 어떤 작

이 저작권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일반적인 소유권의 경우 그것의 전부

품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 상당액의 금전적 대

한다. 당사자끼리 합의에 따라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

가 아닌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저작재

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작가는 앞뒤 가릴

쟁이 발생했을 때 유일한 입증자료라는 점에서 관련법률에 입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에서는 작가의

산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권리 또

겨를 없이 계약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저작재산권의 전부에 2차

각한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작가는 일체의 권리를 출

한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저작권법에서

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로 작가는 그 작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때문에 혹여 어느 한쪽이 선의의 피

판사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

는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품에 대한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출

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각각 별개의 권리임

그러므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상황에서의 계약에

판 분야 표준계약서 정비를 통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서로

판부는 “이 조항은 계약을 체결한 2003년 당시 작가가 신인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자는 당연히 이용형태에 따라 권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는 계약

를 배려하는 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

리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따라서 작가에게 부당하게

는 이러한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다. 예를 들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어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사업자와 녹음의 방법으로 저

결국 재판부에서는 <구름빵> 출판계약을 매절계약이 아닌 저

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사업자 또는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

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을 복제하려는 영상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

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구름빵> 사건이 출판계에 몰고 온 파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종이

장은 새로운 계약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4년

책의 형태로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배타적발행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권을 발휘하여 또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송 방식에 의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저작권, 작가 단체 등이 참

‘전자책(e-Book)’을 만들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6

상호간 합의에 의한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물 창작 및 이용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이 저작권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되며, 분쟁 발생 시 유일한
입증자료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에 입각한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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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가에서도 교재 불법복제 문제는 낯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과 수업 방식의 변화로 출판 저작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을 지내고 있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김명환 교수를
만나 출판 저작권과 대학가의 불법복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불법복제 사이
대학가의 출판 저작권을
생각하다

저작권 보호로 지킨다

출판 저작권을 떠올리면 작가의 권리 보호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단순히 저자
의 재산권 보호에만 그 기능이 한정되지 않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
소장이자 국제출판협회(IPA) 출판의자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명환 교수는 출판 저
작권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글  김지은  │  사진  한상훈

“민주주의의 큰 축은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창작자가 정치나 경제적 외부 압력 없이 자
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출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런 면에서도 출판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즉 출판 저작권은 저자가 자생할 수 있
는 환경을 보장해 주고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저작권도 필요에 따라서 예외와 제한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과
서를 제작할 때 필요한 그래프나 사진, 표, 시, 글귀 등을 사용할 경우 개별 저작권자에게 일
일이 허락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저작권법에는 공익을 실현하는 교육
을 목적으로 교과용이나 수업 목적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대신 개별 교육기관들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대신 해결하는 수업목적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저자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다. 하지만 금액이 저작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출판
사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황이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도 해당 제도에 따라 학생 1인
당으로 계산한 보상금을 포괄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그 금액(4년제 일반대학 학생 1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
김명환

8

당 1,300원)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해결해주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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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대학가 불법복제,

대학가의 불법복제 양태는 더 다양하고 추적도 어려워지고 있

출판 저작권 보호,

을 통해 출판 저작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면 출판 산업이 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국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

인식 개선과 법 개정이 중요하다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해당사자인 저작자, 출판사, 도
서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한다면 변화하고 있

어온 출판업을 보호하고 지식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인

는 오늘날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복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대학가에는 복

식 개선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

사집이 등장했다. 대학생들은 학술서, 교재, 참고서 등의 수업

그럼 대학가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원회와 함께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저작

교재를 구매하는 대신 복사집에서 복사하거나 책 전체를 제본

무엇일까. 김명환 교수는 “저작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

권법을 전면 개편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며

하여 사용했다. 복사를 하면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고,

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

저작권 강국이 되고자 한다는 내용의 비전이다. 하지만 김명환

저작권 보호에

교재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저작

성 높은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수는 발달된 과학 기술과 해외 한류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의 저작권 침해이자 출판사의 출판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였

말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 제도로 해외에서

호에 치중되어 있는 내용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저작권법 전

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대학가의 불법복제는 지속되고 있다.

시도되고 있는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등의 제도를 소개

면 개정을 이해 당사자, 즉 저작자 단체, 출판계 등 시민사회와

얼마 전 부당한 저작권 침해로 문학상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대학교수들이 출판사

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전

어지며 한 젊은 작가가 절필하고 문단을 떠나는 일이 대대적으

에 교재 본문편집 전자파일 전체를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복제 기능이 있는 기기에 사적복제

제조건임을 강조했다.

로 보도되었다. 김명환 교수는 정부와 언론 등이 이를 저작자와

다고 합니다. 교수 본인이 저자라 하더라도 전자파일 전체를

보상금 명목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작자와 출판사의 저작권을 돌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

출판계의 대립관계로 생각하며 문제 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

요구하여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입니

부담금을 모아 저작권 피해를 입은 저자와 출판사에게 되돌

니다. 저작권 보호를 선진화하고 한류 관련 콘텐츠를 보호하고

다고 말한다.

다. 이외에도 대학가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례는

려 주는 것이죠. 만약 캡처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한 대의 가

자 하는 문체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학문

“일부 출판사의 불투명한 경영과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벌어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만큼 저작권

격이 가령 100달러라면 부담금은 2달러 정도로 책정할 수 있

교양, 문화예술, 아동교육 등과 관련한 출판 저작권 보호 부분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저작권 문제에서 일부 낡은 출판인도

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

겠죠. 그리고 각 휴대전화마다 2달러씩 모아 피해보상을 해주

을 포함해 한국문화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지식 생태계를 보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태라 생각합니다. 문제

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많은 만

호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은 우리 문화산업의 체

를 해결하고 더 나은 출판업과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

대학가의 불법복제는 스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복사와 제본

큼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을 개선하고 기초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문화콘텐

어 가기 위해서는 ‘출판사는 저자를 착취한다’는 사회적 오해를

을 넘어 북 스캔과 PPT 및 전자파일 배포로까지 이어지고 있

츠를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넘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다. 대학의 강의 방식이 종이로 된 교재를 사용하기보다 PPT

출판 저작권의 보호는 결국 출판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다. 김명

심각한 저작권 문제에 접근해 저작자의 피해를 줄여야만 사회

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는 식으로 변했고, 학생들은 IT기기

환 교수는 출판업과 저작권 전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과

전반의 지적 빈곤과 출판산업 쇠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

를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불법 스캔한 교재를 다운로드 받기

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출판 저작권 문제가 방치된다면, 그로 인한 문화적 공백을 해결

시작했다. 스캔을 통한 무한 복제가 가능해진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법 개정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울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시된 비대면 수업으로 불법복제 피해가 급

“저작권이 보호되고 출판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위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서 비

한 토대가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롯되는 각종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코로나19를 계기로 출판

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저작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이해하고, 출판사와 저자가 함께 만

각이다. 즉 대학가의 불법복제나 일상이 된 저작권 침해 행태를

들어가는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

저작권법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 저작자의 저작권을 지키고

다.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통해 사

출판산업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끊임없는 인식 개선

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과 법 개정, 정책 시행으로 출판 저작권이 보호되길 꿈꿔본다.

저작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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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사이트

일본, 리치사이트의 규제와

콘텐츠보존사이트

리치사이트

SNS·파일 공유소프트 등
리치사이트는 액세스
횟수에 따라
광고수입을 얻음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의 확대

이용자는 리치사이트를
통하여 해적판에
액세스·다운로드함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10일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한 다운로드의 대상범위를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입을 얻는 구조

해적판 사이트에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사이트(leech site)1)를 규제하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함
(현행법상에서도 위법)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2)
글 신현철 /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조교수

업로드를 한 자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 상황과 문제의 소재

① 리치사이트 대책
링크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설치·운영함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게재함

사이트 운영자

링크를 설정한 자

② 다운로드 위법화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함

이용자

최근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만화, 잡지 등이 게재되
어 있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악질적인 해적
판 사이트인 ‘만화마을(漫 村)’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의한 피해액이

개정 법안의 내용

3)

약 3,000억 엔(약 3조 원), ‘Anitube’는 약 880억 엔(약 8,800억 원),

‘머나먼 꿈의 터(はるか夢の址)’는 약 731억 엔(약 7,300억 원)이라고 보

리치사이트 대책(시행일: 2021년 1월 1일)

고되고 있으며, 최근 피해 대상 저작물도 기존의 만화나 잡지에 한정되

(1) 규제 대상

지 않고 사진집·문예집·전문서적, 비즈니스 소프트, 학술 논문, 신문 등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에의 링크 정보가 집약된 ‘리치사이트’나 ‘리치애플리케이션’에

4)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에 의

의한 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을 ①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

한 이익이 창작자에게 환원되지 않아 저작권자의 적절한 보호는 물론

션에서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②리치사이트 운영 행위·리치애플리케이션

적법한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사이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

을 제공하는 행위로 하고 있다.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와 문제 발생의 원인에는 해적판 사이트

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이란 ‘공중을 침해 저작물 등에 의도적으로 유도한다고 인정

를 구성하는 리치사이트의 존재와 위법 다운로드 행위가 있다.

되는 웹 사이트’와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이에 대하여 개정 법안은 ‘콘텐츠 산업 진흥’과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

웹 사이트’로 규정하고(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 제1호·제2호) 전자의 ‘의도적으로’는

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①리치사이트 대책, ②저작물 전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 콘텐츠에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나 표시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이

반에 걸친 다운로드 위법화 등의 법제 정비를 하였다. 개정 법안의 규

며 후자의 ‘주로’는 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위법하게 링크를 다수 게재하여 결과적으

5)

제 대상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길 바란다.

12

6.

주 4, 개정 법안 설명 자료 6면.

로 침해 콘텐츠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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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내용

이라고 하여도 위법으로 한다)에 관하여 적용 대상을 음악·

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업로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 행하는 다운로드

① 링크를 설정한 자

영상에서 저작물 전반(만화·서적·논문·컴퓨터 프로그램 등)

는 2차 창작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며 형사적 조치의 대상이 될

민사적 조치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

으로 확대하고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

수 있다.

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면서(일본 저작권법

서 다운로드할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아래의

제113조 제2항) 그 범위를 링크에 의하여 표시되는 웹 페이

형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중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업로드된

③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다운로드

지가 침해 콘텐츠라는 것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적 조치에 관해서는 법정형은 3년 이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용자가 침해 콘텐츠라는 것을 알

하의 징역,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친고죄

(2) 형사적 조치(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 제2호·제5항 등)

면서 이용하고 있는 이상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며

로써 고의범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0조의 2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종류 한정 없음)이 정품으로 유상

‘특별한 사정’은 저작물의 종류·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보호 필요성의 정도와 다운로드의

제3호 등).

제공되고 있는 경우로써 이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이

목적·필요성 등을 포함한 이용 상태의 상관관계로부터 판단된다. 즉 보호의 필요성이 낮으

라는 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형사

면 낮을수록 또는 다운로드 목적의 정당성이나 다운로드 필요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별한

② 사이트 운영자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적 조치의 경우 악질적인 행위로 한정한다는 관점에서 반복·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 사기 집단이 작성한 ‘사기 매뉴얼(저작물)’을

형사적 조치에 관하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엔 이

계속해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것(상습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구호 단체가 고발하기 위하여 고발사이트에 그 매뉴얼을 무단게재(위법 업로드)한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친고죄이다(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

경우, 제3자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매뉴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2항 제4호·제5호 등).

할 수 있으며 친고죄이다.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제공 등을 인식하면서 방치하
는 경우에는 개별 링크 제공 등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지게

(3)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의 제외 사항

되는 반면(동법 제113조 제3항), 이른바 ‘플랫폼·서비스 제

국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 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

음의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리치사이트와 상당수의 일반 웹 사이트를 포함하는 범용적

① ‘경미한 것’의 다운로드(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이상과 같이 개정 법안은 해적판 사이트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리치사이트와 저작물 전반

인 웹사이트(예를 들어 유튜브의 특정 채널이 리치사이트에

‘경미한 것’의 해당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성질, 저작물 전체

에 걸친 위법 다운로드 행위를 주요한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해당하는 경우의 유튜브 전체) (b)범용적인 웹 사이트에서 단

중 복제된 부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예

의 정당한 정보 수집의 위축 방지를 주축으로 논의하면서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균

순히 특정 이용자에 의한 리치사이트 제공 기회를 제공한 것

를 들어 몇 십 페이지로 구성된 만화의 한 컷∼몇 컷, 장문으

형을 맞춘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에 지나지 않는 자(예를 들어 유튜브의 특정 채널이 리치사이

로 구성된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의 한 줄∼몇 줄 등 저작물 전

한편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를 확대하는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위법한 정보원으

트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튜브 전체를 관리하는 구글) 등이 있

체의 분량에서 다운로드된 분량이 매우 적은 경우나 화질이

로부터 적극적인 편익을 도모하려는 이용자 행위에는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가치 판단을 전

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로부

낮아 그 자체로는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썸네일 이미지 등

제로 한다. 사적 영역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의 균형을 고려

터의 링크 삭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을 들 수 있다. 한편 논문·신문기사의 절반 정도나 고화질의

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나 전문가·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효과적

방치하는 등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치도록 하

사진 등의 경우는 경미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인 저작권 교육·계몽 활동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있다.

시사점

대량 복제가 용이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일본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복제
② 2차 창작·패러디의 다운로드(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금지를 중심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제 금지를 통한 ‘문화의 발전’에는 현실적

저작물 전반에 걸친 다운로드 위법화(시행일: 2021년 10월 1일)

2차 창작자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2차 창작물에 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고, 개정 법안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익

(1) 민사적 조치(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제2항)

하여 그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이라고 알면서 다운로드하

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일본 저작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다운로드 규제(사적영역의 사용

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다만 2차 창작물을 제3자가 2차 창

권법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여 비교법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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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에서 실제저작물 등의
사용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사례들

글 강태욱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스포츠 게임에서 문신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스포츠 선수들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형태로 별도의 허
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별다른 논란이 없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새겨진 문신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게임 중의 하나인 NBA 2K
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한 몇몇 유명 플레이어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의 저작권을 보유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솔리드 오크 스케치스(Solid Oak Sketches)가 NBA 2K 게임에서 선
수들 문신의 저작권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비디오 게임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동시에 일반 이용자에게는 영상과 소리로 전달되는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에 대하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3월 26일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 분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관점에서

de minimis(사소한 이용의 항변) 이론과 공정이용 이론에 의하여 침해를 부인하였다(No.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저작물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6CV-724-LTS-SDA).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게임 제작 기법들이 다양해지면서 실제 현실에 매우 가깝게 보여지도록 게임 내에서

담당 판사는 선수의 문신은 전체 게임 데이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NBA 2K 게임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넥슨의 클로저스 같은 게임은 서울의

의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문신의 보여지는 크기도 실제 사이즈의

강남역을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구현한 바 있고, 크로스파이어와 같은 FPS게임(First-Person Shooter, 일인칭 슈팅 게임)의 경우 사실에

4.4%에서 10.96% 정도에 불과하여 잘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선수들이 자

가까운 총기류를 모사하여 현실감을 높여 주기도 한다. EA의 FIFA 시리즈의 경우에는 각 축구선수들의 골 세러모니까지 그대로 모사하기도

신의 초상권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일부로서 문신의 사용 역시 허락한 것이

한다.

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게임 내에서 문신은 단지 유명 선수들의 실제 모습과의 유사성을 표

이처럼 실제에 가까운 게임들이 만들어질수록 실제 생활에서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현하기 위하여 묘사된 것일 뿐이어서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

생기기도 한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몇 건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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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차량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게임 내 특정한 동작의 모사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배틀 로얄 장르 등 FPS 장르에서는 전장을 기동력 있게 누빌 수 있

특정인의 인격을 표창하는 특정한 형상이나 특정한 동작은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내에

도록 차량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포트나이트와 같은 만화풍의 캐릭터들은

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와 유사하게 특정한 안무 동작 내지 특정한 포즈 역시 저

차량들도 상상력이 많이 발휘되지만, 실사에 가깝게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들에서

작권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범위에서 안무 동작이 저작권법에 의한 독점권이

는 게임 내의 탈 것들 또한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창작성을 포함한 그 보호할 만한 가치 여부를 각 국가의 저작권법 등의 일반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게임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FPS 게임인데 큰 인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를 끌어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후속작도 발매되었다. ‘험비’라는 명칭의 다목적 군용 차

포트나이트(Fortnite Battle Royale)는 에픽게임즈에 의하여 개발된 FPS형 게임이다. 이 게임 내에

량을 제작하는 AM General은 콜 오브 듀티 게임에서 험비 차량의 이름이나 형태는 그대로

서 유료로 판매되는 콘텐츠 중 각 캐릭터가 플레이 도중에 춤을 추거나 특정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두고 사용한 것이 AM General의 상표권 및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희석화 등을 통한 권리 침

하는 ‘이모트(emote)’ 기능이 있는데, 색소폰 연주자인 레오 펠레그리노(Leo Pellegrino)는 에픽

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포함된 댄스 동작 이모트 중 ‘Phone It In’이 자신의 댄스의 특징적 동작

그에 대하여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게임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17 Civ. 8644). 법원은 게임 내

(signature move)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펜실바니아 동부지방법원에 퍼블리시티권 침

에서 험비를 사용한 것은 게임의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험비를 은유적인 방식으로

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NO. 19-1806).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실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예술적 관련성(artistic relevance)

그에 대하여 법원은 2020년 3월 31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의 유사물의 사용 행

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험비 브랜드의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AM

위는 펠레그리노라는 인물의 인격이나 외형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펠레그리노가 실제로 하는

General의 사업 목적은 군용 차량을 판매하는 것인데, 콜 오브 듀티 게임의 개발사의 목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며,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캐릭터들은 해당 동작을 게임 중에 이모

리얼한 전쟁 게임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두 기업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

트 기능으로 실행하도록 시연하게 되는데 비하여, 펠레그리노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작은 음

지도 아니하며, 또한 원고 표장의 강도(strength of plaintiff’s mark), 유사성의 정도(degree

악 공연 중에 시연하는 것이어서 서로 그 사용 목적이 달라 게임 내에서의 댄스 동작은 ‘변형적 사

of similarity), 두 제품의 근접성(proximity), 실질적인 혼동의 증거(evidence of actual

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표현

confusion)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임 내에서의 험비 차량의 모사는 권리 침

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외에 부

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정한 유용, 부정경쟁, 허위 출처 표시 등의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하여도 원고의 모두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들에서 침해가 주장된 원고들의 권리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피고가 개발한
게임에서 게임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함시킨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단순히 몸의 일부에 표시된 작은 문신
이 아니라 화면 전체를 채운다거나 그 문신을 그린 선수와는 무관한 창작적인 문신이 보여지는 경우
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전쟁 게임이 아닌 레이싱 게임에서의 차량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
며, 댄스 동작 역시 댄스 게임에서 해당 댄스를 통하여 특정 인물을 연상하게 하는 강도가 매우 강하
거나, 댄스 동작이 매우 창작적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면 그 결론이 달라
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위 각 판결들은 1심 단계의 것이고 그 결론들은 확립된 원칙이라기보다
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 사안에서도 개별적인 특유
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겠지만 앞서 살펴본 일부 사례들 역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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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논의

미국 DMCA 개정 논의 : 스트리밍 해적사이트 차단을 중심으로

현행법규의 적용 모호
DMCA는 subsection 512(j)에서 이미 금지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2)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사이트 차단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것

2020년 3월 미국 지식재산상원소위원회는 ‘해적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히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주요 영화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웹사이트 차단이 가장
글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효율적이면서도 선진적인 방법이므로 사이트 차단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1)
현행의 미국 저작권법(DMCA)은 이미 20년 이상 되었고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환경변화는 법의 새로운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의 본질인 ‘연결’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래 본문에서는 위 청문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고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을 보았을 때, 해당 조항 자체가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해당 조문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침해금지를 인정하여
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3)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강력한 형벌 옹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둘 다 해적행위라 할지라도 그 처벌은 다르다. 스트리밍은 경범죄로
최대 1년의 징역이 부과되나, 다운로드는 중죄이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형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SOPA(Stop Online Piracy Act)나 PIPA(PROTECT-IP Act) 등
여러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인터넷 감시 우려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입법화 되지 못하였다.

해적사이트에 대한 웹사이트 차단 필요성
① 침해의 심각성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6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복제의 80% 이상이 스트리밍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센터
는 거시 경제 모델링을 사용하여 디지털 불법 복제의 손실을 측정한 결과, 세계 불법 복제 생
태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매년 최소 29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스로 발표하였듯이 영화산업이 매년 Google 및 YouTube에만 요청하는 ‘takedown
notices(통지-삭제)’ 조치가 9억 건에 이른다.

2.

2020년 3월 미국 지식재산상원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영화협회의 Stan McCoy는 DMCA 512(j)가 그간 접속차단의 근거로 적
용되지 못한 것은 조문 자체의 모호함도 있지만, ISP와 같은 정보매개자들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지 않도록(n-fault)하는 조치가

1.

the-effectiveness-of-pirate-site-blocking-in-u-ssenate-200311/(2019.5.19.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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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법률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https://torrentfreak.com/movie-industry-praises3.

https://torrentfreak.com/movie-industry-praises-the-effectiveness-of-pirate-site-blocking-in-u-s-senate-200311/
(2019.5.19.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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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② 구식(舊式)이 되어버린 DMCA : 이미 기술 진보는 DMCA를 뛰어넘었다.
현재 주된 저작권 침해는 스트리밍이나, DMCA가 제정될 당시에 스트리밍은 핵심서비스가
아니었다. 1998년에 DMCA를 제정할 때 Google은 베타 버전이었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

저작권 침해와 OSP 책임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처음 OSP 면책 규정을 도

타그램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DMCA는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법이었다. 또한 그 당시

입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OSP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 보다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에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를 하게 될 경우 해

으로부터 면책시켜 사업의 안정적 영위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거대 기업 혹

당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DMCA의 512조를 통해

은 특정 예술가가 독점하고 있던 창작의 영역이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보호를 받았다.

이제 창작은 특정인의 소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창작도구로서 유튜브는 수많은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와 법원의 태도로 인해, 플랫폼은 그 경제적·기술적 성장에도 불구하

창작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자와 OSP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는

고 그들의 자원과 기술을 불법복제 차단에 사용하기보다는 광고기능에 치중하였다.
DMCA에 규정된 ‘takedown notice’는 플랫폼이 알림을 받을 때에만 침해 콘텐츠를 제거해

참고자료
https://torrentfreak.com/movie-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적대적 관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상호 협력 및 동반자가 될
것인지는 어떠한 규제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야 한다는 개념으로 웹 1.0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작권 침해의 규모에 비해 그 침

company-boss-urges-us-senators-

이럴 때일수록 규제의 칼날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콘텐츠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해의 규모가 너무나 작을 때 만들어졌다. 이제 저작권 침해는 너무나 흔하고 규모가 커서 전

to-make-streaming-piracy-a-

서 더욱 그러하다. 해당 청문회에서 통신산업협회의 회장인 Matt Schruers는 “미국 당국이

세계 소비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료로 영화나 TV 시리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영구
적인 또는 포괄적인 ‘takedown notice’는 없으므로 하나의 업로드 또는 링크가 중단되자마
자 다른 버전이 나타나게 된다.
즉, 현재의 DMCA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플랫폼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장려하
고자 설계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안전한 항구(safe harbor)’를 이용해 저작권
침해를 오히려 자신들의 비즈니스 지지기반으로 구축해왔다. 이러한 법적 구조 덕분에 플랫폼

felony-200406/
https://torrentfreak.com/movieindustry-praises-the-effectivenessof-pirate-site-blocking-in-u-ssenate-200311/
청문회시 질의에 대한 Millennium Media
공동대표(Jonathan Yunge)의 답변
(https://torrentfreak.com/images/
Yunger-Responses-to-QFRs.pdf )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웹 사이트의 도메인을 확보하면서 몇몇 실수를 저질렀는
데, 그러한 실수에는 84,000개 사이트를 착오로 내리도록 조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EU저작권 지침은 필터링 알고리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공정이
용에 기반한 합법적 이용과 불법적인 침해 콘텐츠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
‘해적사이트’에 대한 규제방안으로서 접속차단뿐만 아니라 모든 법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창작 산업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③ 해외 선진사례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유럽연합의 17개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34개 국가에서 사이트 차
단을 시행하고 있다. 접속차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청
구를 허용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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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대응 강화 법안 검토 중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벌금 부과

러시아 법원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에서, 영화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
호를 보장하기 위한 ‘중간적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구체적으로 법원은 인터넷에서 영화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관한 결

러시아 연방의 저작권법은 서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발전
해왔다.1)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일찍이 충분히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그 규정들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2)
글 김민아 /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 러시아는 반(反)해적행위법으로 불리는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제정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고,3) 이를 업데이트 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최근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공유 등 소위 콘텐츠 해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을 하며, 그와 같은 법원의 절차 진행 이후에 러시아의 통신 감독자라 할 수 있는 ‘로스콤나
조르(Roscomnadzor)’5)는 저작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플랫폼에 불법복제된 콘텐츠
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이와 같은 제거, 차단은 관련 법원 절차 진행 후 3일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위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러시
아 문화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직까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불법콘텐츠를 제거하라는 ‘로스콤나조르
(Roscomnadzor)’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로운 벌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의 법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는 벌금형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업계는 대체로
러시아 문화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벌금 제도가 도입되어 규정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
단으로 작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6)

4.

러시아 민사소송법(2019.12.02. 일부개정)_144.1.

5.

러시아의 통신, 정보기술 그리고 매스미디어 감독기관(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russia/russia.do>.

2.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시대의 동북아시아 저작권 이슈: 한국·중국·몽골·러시아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비교분석’(2016), 177면.

3.

Federal Law No. 187-FZ of July 2, 2013, on Amendments to Certain Law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in Information and

enough-200408/(2020. 4. 8, “Russia Wants New Fines For Platforms That Don’t Remove Pirated Content Fast

Telecommunication Networks (as amended up to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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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nd Mass Media).
6.

https://torrentfreak.com/russia-wants-new-fines-for-platforms-that-dont-remove-pirated-content-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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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 스토어(Apple’s App Store)의

영화관 녹화 금지 법안

‘해적 앱(Pirate Apps)’에 대한 접근 차단
러시아 문화부는 영화관에서 영화의 무단 녹화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해적 앱(Pirate Apps)’에 대한 대응

현재 영화관에서의 무단 녹화에 대한 처벌은 녹화의 의도에 따라 조정된다. 즉 재정적 이득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취하지 않은 사람은 기소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초안은 녹화의 목적에 관계없이 영

해적 앱(Pirate Apps)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앱의 기능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화관에서 영화를 녹화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의하면 무단 녹화자에게 책

광범위한 플랫폼으로부터 불법콘텐츠를 가져오게 된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앱에 대한 접근

임을 부과하기 위해 더 이상 그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체를 차단하게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영화 불법 복제 기술은 매우 정교해져서 영화관에서 은밀한 레코딩을 통해 깨끗한 디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통신 감독자 ‘로스콤나조르(Roscomnadzor)’가 해적 앱(Pirate Apps)

지털 사본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의 소유자 내지 개발자에게 권리 침해가 가능한 도구를 배포하는 것을 1일 이내에 신속하게

문에 매년 수십 개의 무단 녹화물이 온라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정부 당국으로서는 막기 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자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려웠다. 그 때문에 극장 소유주뿐만 아니라 극장 운영 후 일정 기간 독점권을 협상하는 합법적

플랫폼 측에 요청하게 되며,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ISP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인 디지털 플랫폼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이 지적받아왔다. 이

이때 해당 플랫폼 전체에 대한 ISP 차단이 아니라 해적 앱(Pirate Apps)이 있는 특정 위치에

제 이에 대하여 러시아 문화부가 보다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다.8)

대한 차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도 한다.
또한 해적 앱(Pirate Apps)은 구글 플레이(Google Play)나 앱 스토어(App Store) 외에 이메

마치며

일이나 채팅 앱 등을 통해서도 배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차단’ 규제만으로 해적 앱의 문
제를 완벽히 근절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러시아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통신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 감독기구인 ‘로스콤

그러나 해적 앱(Pirate App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한 규제가 정부의 조치에 대

나조르(Roscomnadzor)’를 두고 그의 지시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될 새로운 벌금, ISP 차단

해 무응답하는 해적 앱(Pirate Apps)의 소유자나 개발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 대형 플랫폼에서 차단된 앱은 제3의 웹사이트에서도 차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플랫폼 등 사업자의 높은 수범율이 뒷받침되어야만 ‘로스콤나조르(Roscomnadzor)’ 중심의

7)

정도의 규제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감독을 통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제 방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ISP 차단 조치로 인하여 해적 앱(Pirate Apps)과 관련성이 없는 합법적 앱의 유통 등에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적 앱(Pirate Apps)에 대한 접근만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정확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화의 무단 녹화에 대한 형사적 제재 요건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
요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9) 이를 정비하는 개정법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7.

https://torrentfreak.com/russia-preparing-new-law-to-ban-all-video-

8.

Block Access to Pirate Apps on Google Play and Apple’s AP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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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rentfreak.com/russia-preparing-new-law-to-ban-all-video-recording-in-movie-theaters-200413/(2020. 4. 13, “Russia Preparing New Law to Ban All
Video Recording in Movie Theaters”)

recording-in-movie-theaters-200413/ (2020. 4. 19, “Russia Plans to
9.

대한민국 저작권법 역시 영화 무단 녹화에 대해 이익취득 목적 등 다른 요건 부가 없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3의 3호, 제10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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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에 관한
유관기관 정책과의 비교 검토

기존의 한류 콘텐츠 관련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의 검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 중인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을 2015년 58억
달러에서 2021년 97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1) 특히 해당 기본계획에서의 6대 중점방향 중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
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조성’에 관한 12대 추진과제로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수출 다변화 확대’
가 있고 이에 관한 20대 핵심과제로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있다. 그리고 6대 중점방향 중 ‘글로벌 IP
대응 역량 강화’에 관한 12대 추진과제로서는 ‘현지 대응체계 강화 및 국제 공조 지속 확대’가 있고 이에 관한 20대
핵심과제로는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및 ‘IP 국제 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가 있다.2)
한류 콘텐츠의 수출경로 확대 및 저작권 콘텐츠 합법 유통 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수출경로를
확대하고 저작권 콘텐츠의
합법 유통을 지원하며,
발전해가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분서주 활약하고 있는
국내 관련 기관의 보호 정책들을
살펴본다.

기반 조성 및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중
소기업의 해외 저작권 합법 유통을 지원해왔으며, 해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저작권 협력
교류 등 교류협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3)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불법복제물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상시 모니터링, 경고장 발송 등),
현지 정부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4)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저
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부 인계 받아 2020년부터 ‘해외저작권협력사업
단’을 설립하고 그 산하부서로서 ‘해외협력기획팀’과 ‘해외협력운영팀’을 두어 한국저작권보호원 차원에서 자체적
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5)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글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FTA를 통해 현지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수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6) 해외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
여 한류 콘텐츠 진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7)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제협력팀은 2020년도에도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정부 등과 저작권 포럼 개최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연계 행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한류 콘텐츠 진출국의
저작권 법제에 관한 개선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권리자, 권리자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의 수요의 반영을 통
한 해외에서의 합법이용 환경구축 사업의 추진에 의하여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와 영상·음악·게임 등 주요 콘텐츠별 정기 교류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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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8, 2019.3, 105면.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위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8, 114면.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위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8, 93면.

4.

문화비서관실, “해외 저작권 보호 현황 및 강화 방안”,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안)” 관련 지시사항 조치계획 보고, 2019.8.26, 1면 참조.

5.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사이트 조직도 참조(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9C24/staff/org_chart/list.do? group_seq=70&parent=N&parent_seq=68#table_list).

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 전략”, 2016.4, 12면.

7.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2017 저작권 백서, 2018.12, 98면.

8.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미리 보기”, 저작권문화(통권 305호), 2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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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외에서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단속조치를 넘어 그러한 분쟁을 예방하
고 콘텐츠 상품화 전략을 지원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한류 콘텐츠에 대
하여 저작권에 근거한 수익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
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전문기관 등
록 및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 협약, 사업수행 보고 및 평가, 사업비 정산 및
지급,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조사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사업의 객관
적인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9)
그리고 해외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상표브로커 등으로부터 국내 기업들
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
는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10) 한류 콘텐츠 지재권

결론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 해외 진출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류 콘텐츠 진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춘 방안 모색이 필

관련 시장조사, 라이선싱 업무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법률적인 컨설팅과 함
11)

이와 관련해서는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요하다. 여기서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유통·계약·마케팅 등

매뉴얼, 가이드 및 사례집 등의 관련 안내 책자들의 다수 발간으로 기업들과의

시장 진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께 지원하고 있다.

12)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

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외 저작권을 좀 더 적극적이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저작권해외진흥협

한편으로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 대응

회(COA)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협회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해외 유관 기

을 위한 상시 상담,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피해기업 대상 피해예방 및 지원

관과의 공유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민간 주도 저작권 보호 단체인 해당 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 소개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상표 전수 조사를 통한 무단선점 의심 상표

의 다각적인 공동 대응이 향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 정기적인 수집 및 피침해 우리기업 대상 정보 제공, 피해기업의 상표분쟁 회

한편으로 해외저작권센터의 추가적인 설치를 대폭 늘려 가능한 한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신속한 저작권 분쟁 대응

피전략·이의신청·무효심판·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대응 등의 지원

에 관한 지원이 있도록 하고 음악, 영화, TV 방송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분쟁에 사후 대응뿐만이 아

13)

조치를 하고 있다.

니라 사전 예방 조치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산업분야 맞춤형 분쟁 속보, 국가

대해서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보호 지원사업들을 참고하여 해외에서

별 지재권 동향 정보 등을 뉴스레터 등으로 제공해왔으며, 국가별 지재권의 취
득 및 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가이드, 특허분쟁 대응 전략, 판례심층분석 보고
14)

서 등을 기업실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색이 있는 정책으로는 해외 지재권 보호 수출 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재권 침해
경고장 및 소송 대응전략의 마련,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조사 및 방어출원
전략의 마련, 해외 기업이 무단 선등록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심판·소송제기
및 대응·협상의 지원, 해외 경쟁사 조사 및 보유 특허의 분석 등에 관한 다양한
15)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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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제12차
개정판), 2019.3. 참조.

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
원 주요사업 소개, 2019.7, 10면.
1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
원 업무편람, 2019.10, 첨부자료 1-2면
참조.
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앞의 한국지식재
산보호원 주요사업 소개, 11면.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앞의 한국지식재
산보호원 주요사업 소개, 12면.
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앞의 한국지식재
산보호원 주요사업 소개, 13면.
1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앞의 한국지식재
산보호원 주요사업 소개, 14면.

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청에서는 단순하게 해외에서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단
속조치의 행사를 넘어서서 그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해외 현지에서의 콘텐츠
의 상품화 전략(상표 현지화, 법적인 계약서 검토 및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침해 회피 설계 등)까지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해외 현지인들의 합법적인 구매로 이어져서 대상 기업이 수익을 얻게끔 지원해주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한류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에 근
거한 수익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등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의 상
표권 등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고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하여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재권 유관기관들끼리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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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윤웅  │  사진  황성규

: 트렌드 리더

누구나 쉽게 책 한 권 낼 수 있는

독립출판문화를 꿈꾸다

내 책 만들고 싶어 시작한 독립출판

독립출판은 책의 기획부터 집필, 디자인, 인쇄, 유통, 홍보까지 출판의 전 과정을 작가가 주도해 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출판이라는 것이 워낙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 일반인들이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는 책을 내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독자가 책을 주문하면 인쇄·제

옥탑방책방 대표
강문영

작하는 POD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출판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또한 대형서점 위
주였던 유통시장이 점차 특색 있는 독립서점으로 확장되면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소량으
로 원하는 책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독립출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출판의 흐름은 사실 독립서점의 역할이 컸다. 독립서점에서는 주인의 취향에 따라 문화예술서,
여행, 음식, 에세이, 포토북 등 다양한 테마와 개성이 담긴 서적들을 모아 판매하였는데, 이런 독특한
매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강
문영 대표가 독립출판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즈음으로 자칭 독립출판 1.5세대라고 말했다.
강 대표가 독립출판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2015년 무렵으로, 대학 졸업 후 다양한 경험을 쌓던
중 문득 자신이 모아둔 글과 사진을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단다.

“글 쓰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제법 원고가 쌓이니까 책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때 독립출판을 알게 되었고 이 문화에 매료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출판사 ‘북쓰담’을 설립하고 독립서점 ‘옥탑방책방’을 열어 독립출판을 널리 알
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옥탑방책방은 독립서점으로서 독립출판 작가들의 책을 유통하는 공간이면서 한편으로 작가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고 독립출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북쓰담 서비스는 독립출판
을 준비하는 작가들이 혼자서도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와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강 대표는 독립출판을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의 책은 바로 출간하지 못하다가 최근
에야 <나만 빼고.. 독립출판>이라는 인터뷰 에세이집을 출간하였다. 그래도 옥탑방책방을 통해 독
립출판 작가들의 책을 유통하고 소개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출판업계에 ‘독립출판’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출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꼭 기성출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책을 출판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출판사를 세우고
책을 만들어 서점에 유통하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하기에는 출판이 결코 만만치 않다. 강문영 대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들을 돕고 독립출판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옥탑방책방을 설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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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시장, 우려되는 저작권

1인 1출판 문화를 만들고픈 꿈

독립출판의 경우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아직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경

강문영 대표는 누구나 출판 작가가 될 수 있는 ‘1인 1출판 문화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꼭 전문 작

우에 따라 ISBN을 발급 받지 않아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보내지 않고 독립서점 같은 작은 책방에

가가 아니어도, 또 잘 쓴 글이 아니라도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서 소규모로 취급되다 보니, 대중에 노출이 적어 저작권 침해를 알기 어렵기도 하다. 강문영 대표도

싶은 마음이다.

독립출판의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아직은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얼마 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쓰담쓰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30여
명의 신청자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원고부터 탈고, 디자인, 인쇄까지 진행한 후 작가들의 북토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제 독립작가들의 출판물이 대중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 저

크도 열었다. 비록 처음이지만 단편소설을 쓴 작가들의 소회를 듣고 함께 돈독한 시간을 갖는 자리

작권 문제에 덜 민감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업성이 약한 책을 낸다는 생각 때

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벤트를 자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

문인지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미지나 서체의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고 한다.

문제는 독립출판물의 저작권은 오롯이 저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만약 저작권 침
해가 발생하면 저자 혼자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독립출판물로 시작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대표적인 경
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례들이 계속 나온다면 독립출판 시장이 성장하는 기폭제로 작용

강문영 대표 자신도 과거 광고 대행사에서 일할 때 저작권으로 벌어진 분쟁 사례를 직접 겪었던 터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독립출판 작가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교육을 운영
하면서 이미지나 서체 활용 시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또한 상업용으로

마지막으로 강문영 대표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독립출판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서체를 소개하거나, 무료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 사이트를 알려주고 있다.

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독립출판을 준비하는 작가들이 손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독립출판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라고

플랫폼을 만들어, 작가가 책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 편집자나 디자이너 같은 출판 전문 인력과 실시간

한다. 서체와 이미지 같이 권리가 명확한 저작물의 경우 대응책이 명확하다. 하지만 내용에서 발생

으로 빠르게 소통하여 출판이 좀 더 쉽고 빨라질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북쓰

하는 표절 문제 또는 독립출판물의 내용이 다른 출판물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도 일어날 수

담이 독립출판문화를 이끄는 문화기획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있다. 독립출판물의 다수가 개인적 감상을 다룬 에세이나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한 포토북인 경우
가 많아 아직 이슈가 된 문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희는 그동안 글쓰기 클래스와 북쓰담 서비스를 통해 작가들이 혼자서도 책을 낼 수 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경우에는 분명히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다.

록 도와주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옥탑방책방은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이어감으로
써 작가들의 독립출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가뿐만 아니라 출판 디자이너,

“독립출판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소규모 오프라인 서

편집자, 기획자 풀을 확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출판

점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독립출판 서적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연히 노

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기획부터 인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출이 늘면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장통 같은 저작권

골라 협업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독립출판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는 저작권 문제도 분명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협력체의 필요성을 강
대표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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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는 내용은 출판대상에서 배제하였다.2) 이를 통해 당시 인쇄·

Copyright의 시작

출판업자와 저작자와의 관계에서 전자의 권리가 상당히 강하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 출판업자 길드의
독점에서 출발하였다?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

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opyright’의 시작은 저

해온 개념이다. 이는 저작권을 칭하는 ‘copyright’라는 용어

작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애초에 인쇄 또는 복제할 권리, 출판할 권리에서 출발한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Gutenberg)의 금속활자 개발과 인쇄술의 발달

앤여왕법의 등장

은 유럽 전역의 대중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여 종교개
저작권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은

혁의 매개체가 되는 등 사회적 변화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제정 배경

영화나 음악, 책 등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1689년 영국혁명 이후, 의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여론은

1695년, 서적에 대한 사전검열에 대한 비난과 기존 인쇄·출

보장해주는 권리 정도로 알려진 듯하다.

효율적인 권력의 기반이 되었는데, 이때 여론형성에 큰 영향

판업자들의 독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자 출판허가

그런데 저작권법의 첫 등장은 출판업자 길드의

을 미치는 것은 인쇄·출판물이었다.

법이 폐지되었고,3) 인쇄·출판업자들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

독점수익 보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당시 영국 정부는 인쇄물의 내용이 쉽고 빠르게 대중들에게

실정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되는 것을 위협적으로 인지하였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그 후 새로운 인쇄·출판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활발해

저작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 것이다.

인쇄·출판물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출판허가법(Licensing

지자, 독점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기존의 인쇄·출판업자

이에, 본 글에서는 저작권법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1)

Act, 1662)」을 마련하였다. 출판허가법은 인쇄·출판업자들

들이 모인 길드들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의 독점을 정당화할

앤여왕법을 중심으로 출판과 저작권 제도의

에게 서적을 인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독점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명분은 ‘학문의 진흥을 위한 저

역사적 배경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을 보장해주었고, 해당 업자들은 특정 서적에 대한 출판권을

작자 보호’로, 해적판(piracy)이 횡행하면 권리자의 몫이 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인쇄·출판업자들은 그

어 저자의 의욕이 떨어지므로 저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들이 확보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복제물에 대한 권리’

것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는 인쇄·출판업자 길드의 독점철폐

를 ‘copyright’라고 칭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의 ‘copyright’

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인쇄·출판업자 길드 내에서도

는 현재 ‘저작권’이라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쇄, 복제, 출

‘학문의 진흥’을 위해 ‘문학의 소유권’을 법률로 제정해달라

판에 대한 독점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하다.

는 청원을 하자,4) 의회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독점의 폐해

또한 출판허가법은 인쇄·출판업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

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된 책을 출판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열권’까지 부여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난 것

그러다 보니 인쇄·출판업자들은 그들의 독점 수익을 보장받

이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앤여왕법(Statute of

기 위해서 정부의 정보통제에 가담하여 정부에서 원하지 않

Anne, 1710)」이다. 앤여왕법은 앤여왕이 출판물의 보호를

글 이나라 / 조사연구팀

1.

과거 유럽에서 인쇄에 대한 독점권과 저작권이 논의될 당시, ‘인쇄·출판업자, 서적상’ 보호 입장과 ‘저작자’ 보호 입장 두 가지로 나뉘어 논의되었던 바, 본고에서는 전자를 통틀어 ‘인쇄·출
판업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2.
3.

배대헌, “저작재산권의 변화에 대한 연혁적 연구”, 저작권정책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6), 7~8면.
Law of Copyright(Eastern Economy ed.), PHI Learning Pvt. Ltd.,(2015), p.74. “Locke spelt out in detail the ill-effects on the book trade, and on authors and readers,
of the monopoly system and the powers, and the abuse of power, of the Stationers’ Company ... As a result of above stated criticism as well as John Locke’s thought
provoking arguments, the exclusive rights of the Stationers’ Company ended in 1695...”

4.

36

야마다 쇼지(송태욱 옮김), 『해적판 스캔들·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사계절출판사(2011),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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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의 보호기

여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저작자에게 돌아간 수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이 보통

간을 한정한 법률로, ‘학문의 진흥을 위한 저자의 재산권 보

익은 아주 적었고, 인쇄·출판업자가 양도받은 후에 책을 판매

법상 영구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출판된 이후에는 앤여왕법

장’이 그 목적이다.5)

하여 얻은 수익은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7)

이 규정한 보호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는다”며 저작물의 보호

이처럼 저작권의 등장배경에는 출판문화의 발달과 인쇄·출판

기간을 한정했다. 즉 영국 상원은 앤여왕법에서 저작물은 정

업자 길드의 독점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문제, 기득권층의 알력

해진 기간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서적

싸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저자의 권리보호를 주장

은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간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한 자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독점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저작자

저작권 존속기간과 퍼블릭 도메인
앤여왕법 제정 후, 인쇄·출판업자들의 독점거래가 규제대상

독점과 공유를 둘러싼 논쟁

마치며

보호를 주장했다는 점은 다소 흥미롭다. 이는 저작권 제도가 보

이 되었고,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면서 저작권의 공익
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동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14년

도날드슨 VS 베켓 사건 : 영구 저작권 재판

재판의 의의

편타당한 이유에서 등장했다기보다는 18세기 영국의 역사적

으로 두되, 법률시행 전후 그리고 저작자 생존 시 존속기간 1회

앤여왕법이 보장하는 최대 28년간의 보호기간이 끝나가기

본 판결은 출판 길드의 독점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경쟁의

배경의 산물로서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장(최대 28년)과 같이 세 가지 경우 로 구분하여 존속기간

시작한 18세기(1774년경), 저작권의 개념과 기한을 둘러싸

장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저작권의 개념과 기한을 제한함

흔히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한다. 본 글에서 살펴본 영

을 다르게 명시하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저작물은

고 역사적 재판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의 출판업자 ‘존 도

으로서 ‘독점’과 ‘공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 문화발전의 근간

국 저작권제도의 역사적 배경은 현행 저작권법의 기초가 되었

모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라 규

날드슨(John Donaldson)’이 유명 시인 ‘제임스 톰슨(James

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앤여왕법의 취지와는 달리 저

정하였다. 특히 동법은 공중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종

Thomson)’의 시집에 대한 보호기간이 종료되자, 이를 인

재판 이후 앤여왕법 이전부터 있었던 서적의 인쇄·출판이 자

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은 출판

국에는 저작물이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한 점에서

쇄하여 런던의 출판업자보다 싸게 판매하였다. 이에 시집

유로워지면서 의미있는 고전들이 다시 간행되기 시작하였고,

계의 불공정계약 및 불합리한 관행의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

획기적인 법제도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존속기간이 저자의

의 저작권을 보유하던 출판업자 ‘토마스 베켓트(Thomas

이는 출판계의 성장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 또한 앤여왕법에

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는 분명 존재한다.

수명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저작자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Beckett)’를 비롯한 15명의 런던 인쇄·출판업자들이 권리 침

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면서 최대 28년의 보호기간

이에 현행 저작권 제도가 ‘지식의 발전에 필요한 저작물의 이

법이 제정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인쇄·출판업자들

만 가졌기 때문에, 인쇄·출판업자들은 신규 작품과 신인 작가

용’과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에 대한 균형을 통해 문화발전을

은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여, 각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지

들에 대한 투자에도 힘쓰게 되었다.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임을 근간에 둔 것임에 반해, 그 탄생배경

6)

은 다소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나 발전해왔음을 역사적 배

앤여왕법의 한계

않으면서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길

앤여왕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그 중심 내용으

드가 아닌 ‘도날드슨’과 같은 자들이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을

아쉬운 점 : ‘저작자 보호’가 아닌 독점과 공유에 대한 논의

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문은 인쇄·출판업자를 위한 법

복제하는 것을 ‘해적판(piracy)’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쉬운 것은 본 판결이 권리에 대한 독점과 공유에 사건을 집

률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 조문의

본 재판에서 도날드슨은 본인이 판매한 책은 앤여왕법이 보

중시켰을 뿐, 저작자의 권리양도 이후 책을 판매해 얻은 이익

내용에 따르면 앤여왕법은 ‘책의 저자’ 또는 ‘독점권자’에게

장하는 보호기간이 지난 서적들이었던 바, “지식에 대한 영구

에 저자가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적인 소유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케트 등

이다. 어쩌면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출판계의 불공정계약과

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출판능력이 없는 저작자가 책을 출판

출판업자들은 “저작권은 영구적인 권리”이고 “책에는 저자의

불합리한 관행의 시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출판여력이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양도해야 했다. 이에 출판업자들은 앤

노력이 담겨있어 영구적인 권리로 보호해주는 것이 곧 저자

없는 저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

여왕법을 들어 저자의 독점권을 먼저 인정하고, 이를 자신들

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었고, 이는 ‘학문의 진흥을 위한 저자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 양도받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들의 독점권을 계속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이 소송에서 영국 상원은 “저작물이

앤여왕법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보인다.
이후 저작자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전반에서야
시작되면서 영국, 미국 및 유럽에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시
키고 보호범위와 기간에 대한 법원칙을 정립하였고, 그 후에야

5.

공식명칭은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제한된 기간동안 출판서적의 사본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사본의 매수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학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6.

i) 법률시행과 동시에 출판업자가 저작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14년의 존속기간을 ii)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출판된 저작뮬은 21년의 존속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경을 통해 살펴보았다.

흔히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한다. 영국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은 현행 저작권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은 출판계의 불공정계약 및
불합리한 관행의 시초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는 분명 존재한다.

기간을 iii) 저작자에게는 14년의 존속기간을 정하였고, 존속기간 만료시 저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1회 연장이 가능하여 다시 14년 더
보호하였다.
7.

38

조채영, 『법 앞의 예술-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안나푸르나(2012),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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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과 4차산업

C STORY ·05+06

법원의 판단

관련 판결과의 비교 및 시사점

이 사건 기사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기사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그 저작자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저작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어문저작물)에 해당

이때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 기업, 인공지능 사용 기업의 저

물을 생성한 기업으로 인정한 점에 있어 시사점이 큰 판결이다.

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이 사건 기사가 독창성을 가지는지 여부

작자 지위 인정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반드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저작자를 항상 인공지

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독창성의 판단 방법은 다음의 두 단계

법원은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능 사용 기업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공지능에게 저작자 지위를 인정하려면 인공지능의 자동실행

이 사건에 있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된 것은 그 생성물이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인정

과정만을 창작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이 사건에

되기에 충분한 수준의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그 창작성의 발현에 있어 원고 텐센트 기업의 창작팀

첫째,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는지 및 표현에 있어 기존

서 원고 기업의 팀 구성원들이 창작 과정에 참여한 정도로 보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저작물과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거나 최소한의 창의성

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창작성의

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은 인공지능의 개발사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발현에 인간의 개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기사의 창작물성은 인정되지 않았

둘째, 이 사건 기사의 생성 과정에 창작자의 고유한 선

는, 개발사는 이 사건 기사의 독창성 발현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

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저작자를 그 창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결정적 기여를 한 주

택, 판단 및 테크닉 등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성이 없으며 드림라이터 개발사가 텐센트 기업과 체결한 드림라

체인 법인으로 본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드림라이터를 사용하여 창작한 저작

이러한 점은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로 회자되는 북경인터넷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이 사건 기사는 원고 텐센트 기업의 창

물의 저작권은 텐센트 기업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

(（2018）京0491民初239 )2)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작팀의 구성원에 의해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완

여 인공지능 개발사의 소프트웨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경인터넷법원판결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마치 이 사건 기사의 판

성되었고 ②기사의 표현은 어문저작물의 형식적 요구 사항을

법원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기업을 저작자로

결이 서로 다른 취지의 설시(說示)를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북경인터

충족하며 ③기사의 내용은 당일 오전 관련 주식 시장 정보 및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①이 사건 기사는 원고 회사의 여

넷법원 판결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부정된 것은, 문제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고서(도

데이터에 대한 선택, 분석 및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러 팀과 팀원들의 노동 분담에 의한 지적인 창작에 의해 완성

표 등)에 창작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인공지능의 개발 기업 및 사용 기업이 창작성의 발현에

구조와 명확한 표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창의성을 구

된 저작물이고 ②전반적으로 주식 런치 리뷰 기사를 발표하고

기여하지 못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하며 ④이 사건 기사의 생성 과정으로부터 분석하여 볼 때

자 하는 원고의 수요와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③기사 마지

종합하건대, 인공지능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법원의 판단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저작물성을 부여

기사의 표현 형식은 원고의 창작팀 구성원의 개인적인 배열 및

막에 ‘본 건 기사는 텐센트 기업의 로봇 드림라이터가 자동으

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의 창작성 및 그 창작성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간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표현 형식은 일정 정도 독창성을

로 작성한 기사임’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

의 창작적 노력을 결합적으로 이해하는 법리 및 인공지능 생성물을 법인저작물로서 보호하는 법리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 대외적 책임소재를 명백히 한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를 개척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리는 만약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 자체는 창작성

특히 법원은 이 사건에서 데이터 입력, 트리거 조건 설정, 템플

고,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저작자는 인공지능 그 자체나 인공

을 보유하더라도 거기에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창작적 노력을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릿 및 코퍼스 스타일 선택에 대한 원고 창작팀의 배열 및 선택

지능 개발사가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과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

은 이 사건 기사의 특정 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적 활

정에서 창작성에 기여한 텐센트 기업이라고 하여 이 사건 기사

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경우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 텐센트 기업 창작팀 구

를 법인저작물로 판단하였다.

성원의 이러한 선택과 배열은 창작에 관한 저작권법의 요구 사
항을 충족하며, 이 사건 기사의 창작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판결

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왕따이즈자’ 웹 사이트에 무단

즉 법원은 이 사건 기사를 중국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어문저

게재하여 대중이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한

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 잉쉰 기업이 해당 기사를 이

이 사건 기사의 저작자 지위

미 삭제하였기 때문에 침해금지청구권은 인용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후 다음 단계로 이

원고에 손해배상으로 총 1,5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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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는 C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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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개정 저작권법
주요 쟁점 알아보기
글 백경태 / 법무법인 신원

제35조의3을
중심으로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가운데 제35조의3은
부수적 복제를 규정하면서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있어서 신설된 조항의 활발한 적용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부수적 복제 규정 신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부수적 이용’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적이 없다. 한편 베른 협

작년 한 해 동안 친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작권법을

약과 몇몇 해외 국가는 부수적 이용(incidental use)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 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
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예술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상 정
하지만 촬영 영상을 편집하던 친구가 배경에 등장하는 사진이

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

나 미술품, 의도치 않게 삽입된 음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

정하고 있으며(제10조의2 제2항),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지침1)은 회원국들이 복제권 및 공중전

는지 혹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

달권 등에 대한 예외나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로써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이 그밖의 자료에

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해줄 수 없었다.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i)). 여기서 ‘부수적’의 의미는 포함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
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
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
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먼저 베른 협약은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시사 사건을 보도

대상물이 포함하는 것과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관계가 없어서 어떠한 중요성도 없어야 한다는
필자의 친구 외에도 많은 이들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을 하

것을 의미한다.2)

는 모습들이 낯설지 않은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
대면 기술 및 서비스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증강현실(AR), 가

부수적 이용의 국내외 사례

상현실(VR) 콘텐츠 제작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부수적 이용을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창작 환경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경우로 적용하고 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와 같
이 부수적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요건 가운데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저작권법은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

해 적용되고 있다. 영화 <세븐(Seven)>에서 범인의 방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희미한 조명 아래

1600호로 개정되어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신설된 제

에 어렴풋하게 비춰진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적이 있다. 사진들은 총 1분 30초간

35조의3은 위와 같은 1인 미디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 등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 환
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2. 문건영, “미술저작물 등의 부수적 이용”, 「계간저작권」 제32권 제1호 (2019),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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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짧은 장면에 등장하였는데, 사진들은 배경에 등장하고 있어 초점이 맞지 않았고 2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수적 이용의 경우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권리자의 이

의 장면 외에는 먼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배우들의 신체에 가려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부수적 이용의 한계 또한

1심에서 공정이용(Fair use)의 항변이 다퉈졌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측의 극소성의 항변

명시하고 있다.

을 인정하여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다.3)
개정 저작권법 통한 1인 미디어 시장 발전 기대
한편 우리 법원이 저작권법 개정 전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부수적 이용을 언급한 적은

개인적으로는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VR·AR 콘텐츠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콘

있다. 이른바 ‘Be the Reds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

텐츠를 창작하는 산업과 1인 미디어 시장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수적

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규정하고 있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판

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

단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하는 요건과 문구가 동일하다.

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
의 창작적인 표현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그런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은 2011년 12월 2일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여 부수적 이용에 해당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판결을 내리기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저작물의 공정한

하였다.4)

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등에 대한 판
단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해당 조항이 적용된 판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저작물 이용

기존에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비롯

자 내지 창작자 입장에서 참고할 사례가 부족하여 공정한 이용 조항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

해 이른바 ‘파노라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 제2항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일

다. 결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은 제 역할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정한 목적과 요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녹음, 녹화되는 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과 유사한 판단 요건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필자 역시 친구와 유튜브 영상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신설 취지와 최근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육성에도 불구하고

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시점에 저작권 전문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친구의 질문에 쉽게

그 적용과 관련하여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설명을 해줄 수 없었던 기억이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 조항은 이와 같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부수적으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기능을 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3과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여 기존 규정들이 해소해주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 단서는 “(부수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디지털 경제가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콘

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텐츠 제작 및 개발에 있어서도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
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보다 활발한 저작물 이용과 권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역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

3. 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147 F.3d 215(2d Cir 1998).
4.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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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시선

세계의 주목으로 재조명되는 한국영화의 명암

공정한 보상의 권리

사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전에도 한국영화는 이

아르헨티나는 세계 15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시장 상황임

야기의 독창성, 수준 높은 만듦새로 세계 영화인들의 관심

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의 주요 핵심창작인

대상이었다.

작가와 감독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

세계의 크고 작은 영화제만 가더라도 한국영화 및 영화감

하였고, 이 같은 움직임은 중남미 전체에 퍼져 콜롬비아,

독들에 대한 지역민과 영화관계자들의 애정과 관심은 매

칠레, 우루과이 등이 연이어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번 예상치를 웃돌아 나를 놀라게 했다.

남미의 영화감독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저작물의 부
가적 이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Fair Remuneration)’의

일례로 아르헨티나감독협회(DAC)의 초청으로 아르헨티

권리를 확보 받아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나 현지 감독들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된 것이다.

가졌던 동료감독은 현장을 꽉 채운 시민들과 영화관계자
들의 열기에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일고 있는 한국영화의

‘공정한 보상’이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출발

인기와 위상을 실감했다고 하였다.

한 개념으로 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료감독이 전한 또 다른 씁쓸한

자가 공정하게 보상 받아야 하며 그 권리는 포기할 수도

일화가 떠오른다. 동료감독이 세미나에서 천만 관객을 동

양도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다.

원한 한국영화와 영화감독을 소개하자, 현지 아르헨티나

이는 미국은 ‘리지듀얼(Residual)’, 일본은 ‘분배금’이라는

감독들이 자국영화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관객들이

용어로 대체되어 저작물을 부가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

있음에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의 영화감독이 저작권의 보

는 플랫폼 및 배급유통사가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각각

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에 남미인 특유의

195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

몸짓을 보태며 놀라고 경악해 하더라는 것이다.

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일본 영화산업 내 작가와 감독들
이 목소리를 높여 대형 스튜디오 및 제작사와의 협상을 통

한국영화 감독과
작가들의 웃픈 현실
글 모지은 / 영화감독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조금 부끄럽고 슬퍼졌다. 세계 5위

해 얻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았

영화시장, 한국영화, 봉준호, 기생충, 문화강국이라는 단

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공정한 보상’의 권

어가 갖는 긍지와 위상 이면에는 그에 걸맞지 않은 법과

리를 법에 규정하여 자국 문화·창조 산업의 핵심 인력인

제도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작가와 감독

작가와 감독의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

의 빈약한 권리가 부끄러웠다.

랑스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도입하여 저작자들

시나리오 집필부터 3~5년 인고의 시간을 거친 결과물을

이 권리를 양도하였더라도 차후에 생긴 2차적 수입에 대

영화제작 현실상 양도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화가

해 비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문화 하였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4관왕

흥행하여 보너스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수

이 규정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있었더라면 아동문학계

수상의 쾌거를 이루면서 한국영화는 전 세계 영화시장의

적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결국에는 다음 창작을 위해 시간

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한국인

5위(미국영화협회(MPAA) 2018년 기준)를 차지했다. 이에

강사를 비롯한 온갖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동료감독

최초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 소송을 내어

따라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작품적 측면에서도 그 위상이

들의 현실이 슬퍼졌다.

대법원까지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간간히 백희나 작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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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권 소송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전통적인 문학계

그렇다면 <기생충>의 수상 효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악 및 TV드라마를 포함한 대중문화 산업 규모는 날로 번

국제법 연구자 라켈 잘라바르더 교수(Prof. Raquel

내에서조차도 관행화된 양도 계약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등은 어떨까? 많

창해가고 있다.

Xalabarder)는 ①영상물 저작자들이 체결하는 계약서가

저작자의 권리가 언감생심 영화계에는 보장될까, 하는 회

은 이용자들이 케이블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의 전 작

음악은 저작물 이용과 유통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가

저작물의 각기 다른 이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

의감이 들기도 한다.

품들을 찾아봤을 터인데, 이용자들의 이용료는 일부라도

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는 저작

지 못하고 있다 ②단체협상을 통한 권리의 보장은 강력한

작가이자 감독인 봉준호에게 돌아갔을까?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여기에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한 발 나아가 이용자의 이용료가 해당 저작자에게 올바

CMO)나 노조 또는 조합이 필요하기에 소수의 국가에서

한국영화계의 웃픈 현실
영화계 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작가와 감독들은 권리를

동료감독 중 극장 흥행하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회자된 영

르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

만 성공을 거두고 있다 ③저작자(창작자)들을 위한 공정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제작사를 차리는 것이라 여기

화의 감독이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그는 자기 영화가 자기

고 있다.

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핵심 요소이다

기도 한다. 독립영화 쪽으로는 자기 제작사가 없는 감독

도 모르는 사이 외국계 OTT 서비스 플랫폼의 메인화면에

TV드라마도 작품 이용과 유통으로 인한 수입금의 일부

라고 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실례로 유럽연합 28개

을 찾기 힘들다. 감독, 작가들이 제작사를 차리는 일은 어

인기 영상으로 올라가 있더라, 내 영화가 대체 어디서 어

를 저작자 중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 중 19개 국가가 케이블 재전송과 사적 복제에 관해 작

쩌면 당연한 결과인 듯하다. 감독, 작가로서의 제 권리를

떻게 이용되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늘어놓

그러나 영화는 영화 창작자들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가와 감독들에게 보장토록 법제화 하였으며 일본도 최근

양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영

았다. 5월초 연이은 연휴 동안 TV플랫폼에 방영되었던 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제작·배급·

제 역할을 못하는 일본 내 개인복제보상에 대한 법 개정

상저작물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한국영화의 신인 작가 겸 감독은 직접 보거나 지인들한테

유통의 원활함만을 도모하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사를 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해 듣지 않고서는 자신의 영화가 TV에 방영되었는지조

모와 위상을 갖춘 현 시점에 와서도 저작자인 작가와 감

차 몰랐을 것이다. 앞, 뒤, 중간에 광고영상까지 붙은 영화

독의 권익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형편이다. 영화에 사

‘한국영화 감독, 작가들의 웃픈 현실’을 하나 더 보태

봉준호 감독 역시 작가와 감독으로서 영화 <기생충>의 저

방영에 대한 작가, 감독분의 로열티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용되는 음악 저작자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보

자면, 최근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상호대표계약

작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웃픈 소식은 <기생충>에

못했을 것이다.

장 받는 와중에도 말이다.

을 맺은 SACD(Societe des Auteurs et Compositeurs

사용된 음악 ‘소주 한 잔’의 작사가로서의 저작권 이용료

봉준호 감독도 예외는 없다. TV, 케이블, 온라인 플랫폼을

가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해 접할 수 있는 그의 전작들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현재 한국영화산업 내 활발하게 활동하는 감독들의 조직

및 2차 시장에 이용된 한국영화의 정보를 보내 작가와 감

문득 봉준호 감독이 말해준 ‘파란봉투’가 떠오른다. 본인

추억>, <괴물> 등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를 것이

인 (사)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오랫동안 작가, 감독

독의 명단을 체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적잖이 놀랄

이 <설국열차>의 시나리오 작가로 미국작가조합(WGA)에

며, 이용에 대한 로열티 역시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다.

의 저작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와 법 개정을 주장해

수량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작품 속에 봉준호 감독의 <기

왔다.

생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목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가입하게 됐는데, 미국작가조합에서 분기마다 파란봉투

Dramatiques)에서 프랑스 포함 유럽 5개국의 케이블TV

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파란봉투에는 <설국열차>,

한국영화 감독과 작가들의 권리 보장 노력 필요

한때는 단체협약을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창작자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작품들도 있다고 한다. SACD

<옥자>의 시나리오 작가분의 로열티, 앞서 설명한 ‘리지

지난 십 수 년 동안 한국영화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였

인 감독의 권익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창작자이

는 프랑스 포함 유럽 5개국의 감독과 작가를 회원으로 둔

듀얼’의 지급내역서가 담겨 있다. 미국작가조합이 <설

다. 특히 최근 7~8년에 들어서 온라인 시장은 괄목할 만

며 노동자이자, 동시에 관리자 역할까지 하는 영화감독

집중관리단체(CMO)이다. 그리고 <문학, 예술 저작물의

국열차>, <옥자>의 시나리오 작가인 봉준호의 권익을 지

한 성장세를 이루었다. 한국영화는 이제 국내 TV, 케이블

직군의 표준계약서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덧붙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저작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

켜주는 셈이다. 봉준호 감독은 <옥자>로 미국감독조합

방송, 인터넷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 유튜

여 작가 표준계약서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영

호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영화감독과 작가의 권리

(DGA)에 가입했으니, 이제 미국감독조합이 <설국열차>,

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유통되며 전 세계적으로 끊임

화 이용에 대한 작가들의 실질적 저작권은 여전히 보장

는 SACD 소속 감독이나 작가와 똑같이 보장될 것이라 전

<옥자>의 감독인 봉준호의 권익을 지켜주게 되었다.

없는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비단 영화만이 아니라 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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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원 바로보기

기관의 브레인 ‘통합전산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는 기관 정보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팀의 주관
하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근간이 되는 다수의 정보자원, 이를테
면 기관 대민 정보서비스, 내부 행정업무를 위한 그룹웨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위
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24시간·365일
무중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통합전산센터 운영과 동시에 기관 정보화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 정보화 총괄 업무

첫 번째는 기관 정보화 총괄 업무이다. 정보화 업무는 정보화 사업 관리 및 지원, 정보시
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정보인프라 관리 등의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각 사업팀에서 요청
한 요구사항을 정부시책이 반영된 기관 고유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운영환경
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24시간·365일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들을 상시 모니터
링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기관 고유의 정책으로 적용하여 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보호원의 디지털 심장,
‘통합전산센터’를 소개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업무

두 번째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솔루션 운영, 방화벽 정책 적용을 통한 업무용 PC 및 네트워크 장비
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 기관 정보보안 감사 및 외부 보안 점검 대응 업무를 수행하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화팀

고 있다. 특히 보호원은 2019년 망분리 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난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 심의를 통해 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전산실의
운영체계가 공공과 민간이 혼재했던 시기를 지나 2019년 8월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며 지금의

을 준용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또한 매년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모의해킹, 정전 대응훈
련을 통해 유사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훈련을 통해 발생한 정보자원에 대한 취약점 점

정보화자원 운영 및 정보보안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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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C STORY ·05+06

향후 ‘통합전산센터’ 운영 발전 방향

각종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분기별 사내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개개인의 정보보안 인식 수준을

2019년에는 통합전산센터 구축이라는 하나의 큰 과제를 완료함으로써 기존에 존재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하는 기관 정보보안 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존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흐름에 따라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반의 ICT 기술 활용을 통하여

정보 유출사고를 막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 정책에 맞추어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세 번째는 최근 각종 유출·침해사고를 통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공함으로써 신사업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

업무이다. 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은 불법복제물과 관련된 업무적인 정보가 대부분

로운 관리방안 마련 역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됨

이나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인한 신고도 증가하여, 신고인 관련 개인

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호원도 이

정보 또한 기관 차원의 관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국민이

에 맞추어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 및 정책 개선을 수행하여 미래의 저작권 보호에도 한

정보 주체가 되는 개인정보 또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관리 요소이므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적용 및 도입, 매년 가상시나리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저작권 보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유관 기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및 정

모의훈련을 통해 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및 기술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전산센터는 디지털 혁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

네 번째는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로써 앞서 소개했던 통합전산센터의 세 가지 업무는 사
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가용성
측면에서의 업무라고 한다면,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는 보호원에서 생성·가공되는 데이
터를 외부에 공개하여 민간 활용을 독려하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는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기관의 일반적
인 공공데이터 운영실태만 점검했다면 올해부터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요소까지 평가
함에 따라 적절한 체계가 정립된 정보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보다 이제는 공
공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정부의
활용강화 정책 하달과 더불어 향후 공공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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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캘리그라피 이미지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파일을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 권영순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게시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사
례

이식당(가명) 씨는 식당 간판에 사용할 디자인을 찾던 중 식당 이미지에
딱 맞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를 발견했습니다. 이식당 씨는 캘리그라
피를 구입하였고 작가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파일과 이미지
를 메일로 제공받아 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식당 씨는 캘리그
라피 작가의 허락 없이 제공받은 이미지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파일을 이식당 씨가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고, 간판 제작업
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미지의 일
부를 수정하여 간판을 제작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가 우
연히 사이트 게시판에 이미지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파일을 발
견해서 민사상의 소제기를 위해 해당 이미지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
작된 파일을 올린 게시자의 정보 제공을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담당자는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게시자의 정보 제공을 거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제작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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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권리주장자1)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

캘리그라피가 완성되기까지는 먼저 서예로 많이 작성하다가 알맞은 글자체를 찾으면 사진기기로 촬영

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

하여 원본시안을 제작하고, 원본시안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가미한 이미

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

지를 완성하게 된다. 하나의 캘리그라피가 완성되기 위한 권리주장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그 특

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권리주장자가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라 정보제공의 청구를 한다면 동법 제122조의6에 따른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
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3)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은 “원고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로부터 그 외형을 추출하고 색채를 무채색으로 보정하는 실루엣 처리작업을 통하여 제2 이미지

하급심 법원은 이른바 ‘Be The Reds’ 사건에서 “도안의 창작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를 제작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이미지는 제1 이미지의 실루엣 처리작업만으로 손쉽게

목적·기능에 있어서 회화나 문자를 소재로 하여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순수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써 누가 실루엣 처리작업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

서예작품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기보다, 주로 티셔츠,

로, 결국 제2 이미지는 제1 이미지와는 별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별개의 저작물이거나 제1 이미

두건 등의 상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인쇄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고객흡인력을 발휘하도록

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변이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4)

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용되는 상품 내지 표현
소재인 문자 자체와 구분되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2)

제2조제15호)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보면 캘리그라피의 원본 이미지를 색상만 반전 처리한 것은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본 이미지와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캘리그라피 작가가 제시한 저작권 및 주의사항을 보면 구매자는 구매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된 것이며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 바, 캘리그라피 이미지와 컴퓨터 프로그
램으로 제작한 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였을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개연성이 높다.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은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 거절 여부와 이 사건 청구의 필요
성 및 정보 획득의 곤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제공청구를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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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21324 판결(이른바 ‘레드아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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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북튜버 편

Q

바로! 썸네일로 책의 표지와 내부 삽화를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

A

먼저 책 표지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표지가 짧은 단어, 문구만으

로 구성되었거나 단순한 도형 배치 등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하지만 그
외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삽화가 포함된 표지라면 창작성을 인정받아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
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해! 다만 얼핏 단순해 보이는 모양의 표지라고 해서 창작성이 없다고 마음대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사실!
내부 삽화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담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 책의 문장은 예외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삽화는 하나하나가 모두 완성된 그림이라 일부분을 소개할 수도
없겠지? 때문에 삽화를 영상에 담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꼭 받고 진행해야 하는 점을 잊지마!

Q

책 리뷰가 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

A

한 번쯤 ‘내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될까?’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비영리 목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어. 침해의 규모가 아주 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지? 심지어 나의 저작권 침해행위
가 결과적으로 홍보역할을 해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저작권자는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러
니까 목적에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은 허락을 받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해.
물론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
용할 때, 보도와 비평·교육·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때 등이 해당돼. 하지만 1인 창작자의 방송,
출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바로의 책장
구독 20만

글 이은지 / 전략기획팀
오진해 / 침해예방팀 변호사

#북튜버 #저작권 #1인창작자 #한국저작권보호원

‘바로의 저작권 Q&A 시간! 무엇이든 물어봐’
5만

조회수 308,536회

Q

책 전체를 다 읽어주는 것 말고 책 일부만 읽어주는 건 괜찮지 않아?

A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지? 그중 북튜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외로 ‘공정이용’이 있어. 저작물

게시일 : 2020.06.01

의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이란 저작권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안녕? 난 북튜버 ‘바로’라고 해. 내가 운영하는 책 소개 영상인 북튜브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많은 구독자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거야.

Q&A 시간을 가져볼 거야! 답변에 앞서 ‘저작권’을 침해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단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저작권 침해행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예를 들자면, 책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위니까 안돼!’가 아니라, 정당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저작권법의 기본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 문화산업의 발전이라구!

이 책을 사지 않아 판매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북튜브 영상이 책을 대신하게 되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

이 개념을 잊지 말고 마음껏 질문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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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거지. 이것을 ‘시장대체효과’라고 해. 책 전체를 다 읽어주거나, 그림책을 전부 넘겨서 보여주는 북튜브 콘

그러니까 오래된 명작과 전래동화라 해도 번역본과 새 창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텐츠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 이는 저작자와 출판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아주 민감한 부분이야. 그럼

것도 잊지마!

책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이용하면 괜찮은 걸까?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결정적인 부분을 노
출했다면 일부분이라도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야.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 공정이용의 범위는 딱 정해진 기준이 없고, 출판사마다 모두 달라서 ‘소개 목적이니까,
일부분이니까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위험해. 가급적 이용허락을 문의해 이용 가능한 범
위를 확인하도록 하자!

Q

인터넷에서만 연재된 소설이나 정식 출판이 되지 않은 글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

A

우리는 출판된 글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SNS와 웹툰·소설 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정식 출판이 되지 않고 인터넷에만 업로드된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 원칙인 ‘무방식주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해.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으로 저작권 행사에 있어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
Q

바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되지 않아. 이는 등록을 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의미지!

A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지 알아봐야겠지! 작가에게 바로 허락을 받으면 될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서적, 작품 중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는 사실! 창작한 순간 이미 저작물로

책을 만들 때는 작가, 편집자, 삽화가, 디자이너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해. 관련된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

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게재 또는 출판하는 과정에서 공표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정

고 있을 수도 있고,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사들였거나 행사를 위임받았을 수도 있어. 결국 출판된 책의 권리관

식으로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이라 해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꼭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계는 출판사가 가장 잘 알고 관리하고 있으니, 먼저 출판사에 연락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해.

보편적이야.
허락을 구할 때는 되도록 자세하게 이용 방법과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를 미리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거지. 출판사마다 그리고 작가마다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개
별적으로 문의해서 동의를 구해야해.
Q

영상 잘 보고 있어~ 다른 북튜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해!!

A

북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의 홍보효과도 가질 수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콘텐츠라고 생각해! 저작권을 지켜 올바르게 이용한다면 북튜버도 출판사도 우리 구독자들도 즐겁게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을거야. 이 점 잊지 말고 저작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똑똑하게 이용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Q

안녕 바로! 나도 북튜브를 운영하려 해! 오래된 명작이나 전래동화를 리뷰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A

명작이나 전래동화의 저작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야 해. 저작권의 보호

를 만들어보자! 파이팅!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야.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명작, 전래동화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많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재구성한
2차적저작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셰익스피어 명작을 예로 들면, 원저작물(영어 원본)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새로 번역한 한국어판은 번역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마음대로 이용

저작권이 궁금해?
바로에게 언제든지 물어봐!

할 수 없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우리에게 친숙한 전래동화 ‘콩쥐팥쥐’는 그림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겠지? 콩쥐팥쥐 동화
의 내용은 누구나 책으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지만, 새로 쓴 동화책의 문장과 그림은 저작권이 새로 생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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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뉴스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미국 무역대표부 Special 301 보고서 발표, 한국은 올해도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2019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美 USTR은 4월 29일(美 현지시각) 2020년 Special 301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16억 2천만 달러(약 2조 원)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

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은 올해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

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하고, 2월 26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

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에 포함되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대중음악(K-Pop)과 드라마
(K-Drama), 영화, 문학 작품 등의 수출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에 반영된다.

저작권법 일부 개정(2020. 5. 27. 시행)

특히 2019년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
자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소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우리나

일부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불명저작물을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자불명저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무역수지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추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문화상품 수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진 촬영이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정보통신(IT) 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수출액은 약 248달러가 증가한다는 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제35조의3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출입은행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

도록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

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의4 신설).

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죄 등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108조, 제

*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한국수출입은행, 2019년

108조의2 신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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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동향과 미래 논의

문체부, 음악 분야 대상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음악 분야 대상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올해 안으로 구축 완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

하 지재위) 정상조 신임 위원장과 저작권 동향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현 저작권국장은 5월 12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차원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활용

박양우 장관과 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2019년 16억 2천만 달러(약 2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

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보 이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분쟁 시 이를 활용하면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의 신뢰도 확충에 도움이 될

의 무역수지를 달성한 저작권 산업의 성장세와 문화국가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의 중요성, 인공지능

것”이라며 아울러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견제 및 감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의 발전 및 온라인·비대면 경제로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법」과 제도의

이번 조치는 ‘멜론 저작권료 편취사건’을 계기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정보에 대한 공공차원의 투명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멜론 저작권

주요 쟁점과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료 편취사건’은 멜론이 부당하게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저작권료를 착취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지재위가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식재산의 주요 정책 이슈를

올해 문체부는 6개 주요 음악 OSP(멜론, 벅스, 지니, 소리바다, 플로, YG Plus) 대상 수집 정보 항목을 확대한다. 기존 수집하던 이용자 명칭, 저작물 제

선도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저작

목, 이용량 정보에 서비스 형태, 서비스 판매액·이용요금, 상품별 이용자 수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김재현 국장은 “사용자의 이용내역만 수집할 뿐 이용

권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우리 한류 콘텐츠가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

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을 할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이 국가의 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재위의 적극적인 지

한편 문체부는 지난 4월 9개 주요 매장 음악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2개 주요 온라인 노래 반주기 업체인 태진과 금영을 대상으

원”을 부탁했다.

로 데이터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추후에 방송음악과 방송영상(2021년), 어문과 웹툰(2022년) 분야까지 데이터 수집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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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교육영상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OK
열린상담실

보호원 누리집
https://www.kcopa.or.kr
유튜브 채널
kcopa tv

전화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를 사
전예방하고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 보

1편

저작권법 기초다지기

온라인 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으로 전화 후

호 교육영상을 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과 유튜

홈페이지(www.kcopa.or.kr) 접속 후

저작권 보호상담(6번)을 눌러주세요.

브 채널(kcopa tv)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편
저작권 보호 교육영상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SNS 및 1인 미디어에서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국민참여 → 저작권보호상담을 눌러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점심시간 12시~1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아나운서가 Q&A 방식을 통해 약 10분 분량
내외로 총 7편을 제작, 어렵게만 느껴지던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3편

저작권 공정이용

4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또한 보호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시 일선 학교
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원 누리집 자료실에 합본
영상 다운로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대면상담
대표번호 1588-0190 → 6번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창구로 사전 예약 후 방문

5편

폰트 저작권

최대 2인까지 방문 가능, 마스크 필수 지참

다운로드 방법
보호원 누리집 접속 ▶ 정보자료 ▶ 자료실(게시물 : 저작권 교육영상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6편

인터넷과 저작권

합본) ▶ 교육영상 다운로드 받기 클릭 ▶ 저장
“코로나19의 국내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호원 침해예방팀(02-3153-2741)에서 안내받을

7편

기타 질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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