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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와 저작권법적 쟁점
글. 정원준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새로운 자유 창작 공간, 메타버스의 부상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융복합 콘텐츠, 5G,

3D, VR·AR 등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
과 현실이 결합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

로서 현실과 가상의 공존을 촉진함으로써 물리적·기능적 제약을

극복하는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을 의미한다. 즉, 아바타나 가상화
폐 등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오픈 생태계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메타버스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단방향의 가상현실(VR), 증
강현실(AR)보다 심화된 개념인데, 최근 들어서는 혼합현실(MR)
과 확장현실(XR) 개념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2년

Neal Stephenson의 소설인 ‘Snow Crash’에서 메타버스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용자는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받는 위

치에 머물렀으나, 현재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다양한 주체 간 동

시적 상호 작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단순히
가상세계를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콘텐츠를 제
작‧유통하거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제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시공간

의 제약 없이 자유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기
존의 저작권법의 해석과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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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거법 적용 문제

3) 공중 개념의 재정립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준거법 적용이 문제 된

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의

가상공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 침해 행위에 대하여
다. 현행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다62910 판결)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를 불법행위지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아바타가 활동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플랫폼 제공 기업의 데이터 서버 소재지

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의 접속 국가 혹은
침해자의 접속 국가 중 어느 한 곳을 침해지로 볼 것인지 등 준거
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제기된다.

이때 서버의 소재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분산처리 특성상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수신국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다만 침해자 접속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거 확보
및 처벌의 집행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이에 따르게 되는 경우는 많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용 약관을 통해 계약서상
준거법을 정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채권계약 자체에 대한 준거법으
로서는 작용하겠으나, 저작권의 성립이나 소멸 등 분쟁에 있어서
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저작권 쟁점
1) 저작권법적 문제의 유형

메타버스의 구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저작권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아바타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비롯

옮겨서 구현할 경우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문제 된다. 예를 들어 공

을 제작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인지 등의 쟁점이 제기된다. 새로운

지로 구분된다. 우선 현실의 지식재산을 가상세계로 유사·동일하게
간정보, 배경저작물, 건축저작물을 비롯하여 기타 현실 세계의 저작

물 등을 가상공간에 배치하고자 할 때, 모든 대상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

권법적 보호가능성과 이러한 창작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정될

하여,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아바타가 착용하는 아이템
창작물의 생성을 위해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창작 툴을 제공

하여 이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2차적 창작물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제페토

(ZEPETO)’는 아바타가 착용하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제페토
스튜디오’와 가상공간을 제작하는 ‘빌드잇’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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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인(특
경우 항상 공중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특정 다수는 저작권자의 이

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일

반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나 일
반적인 가속이나 지인들 범주에 속하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이 모
인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을 공중으로 설명하여 준공개적 장소에

서의 공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나 “저작
물의 이용자 혹은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감지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상호 간에 연결되지 않는 모든 자”를 공중 개

념에 포함시키는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3항 등 비교적 확장된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보면 우리 입법례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실재하지 않는 메타버스의
공간이 제한적 공개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대면이 없는 이용자 사이에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등 모호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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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 구현 시 저작권 침해와 제한 사유

5) 데이터 추출 및 시각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유사하게 옮길 때 그 대상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스크래

현실 세계의 옥내 공간이나 건축물 등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혹은
해에 해당할지도 문제이다.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시스템 메인 서버에 골프 코스 영상을

저장하고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유사하게 재현하는 온라인

글. 정원준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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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요소에 해당하는 증강현실을 구현
핑 방식에 따른 복제권 침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혹은 대상
물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법제도적 대응방안

의 권리 침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에서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

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

앞으로 도래할 메타버스 시대에 현재의 저작권 법리와 입법은 충

정하여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논란의 핵심 논거로는 현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다투어진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 코스의 저작권을 인
실의 건축물을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공간에 구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점, 스크린 골프코스의 본질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
다. 이는 가상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우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침

해가 부정되는 사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른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 조항은 미술·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경제·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으로 플랫폼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

101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 규율하고 있

먼저 메타버스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에이티브 커먼스라이센스(CCL) 등을 확대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 면책 사유의 적용을

의 게임플랫폼인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전미음악출판협회(NMPA)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서 현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커뮤니티 규정과 필터링
시스템만으로 면책이 가능한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건축·사진저작물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 판례(대법원

특히 메타버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픈 생태계의 관점

형물 전시만을 인정하고 있어 가상화를 위한 인터넷 전시는 적용

인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보아 면책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해야 한다

2010.3.11. 선고2009다4343 판결)는 미국 등의 입법례와 달리 유
이 배제되는 해석상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법 제35조의3의 부수
적 이용 조항은 “보이거나 들리는” 상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자

유 창작 공간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이용’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결국,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제35조의5에 따른 일반조

항을 통해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변형적 이용
(transformative use)”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판례는 변형적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 인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

다가 이마저도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제안

에서 자유로운 창작 공간을 확보해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일반적

위한 옵트-아웃(Opt-Out) 시스템, 포괄적 라이선스의 도입, 크리

데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지 않도록 저작권 이용허락 시스템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이용허락의 문제는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
은 아니나, 저작권자와 콘텐츠 개발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가령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

물 이용을 위한 포괄적 이용허락 협약을 통해 광고 수익으로 이용

허락을 대신한 것과 같이 포괄적 저작권 협약을 정부 차원에서 적
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또한, 그동안 저작권법 영역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보호 원칙을 확

마련도 검토가 필요하다.

감안할 때 합법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 범주, 사업자의 책임 범

규정은 저작권법에만 존재하므로 상표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의

보하는 데 노력해왔으나, 메타버스가 가진 산업·경제적 파급력을

위 및 면책 요건 등 사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해석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법상 공정이용, 파노라마의 자유, 부

수적 이용 등의 저작권 제한 사유를 메타버스 환경에 부합하는 새
로운 법리로서 확대·적용해 나가는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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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10%대 향한
다리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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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병한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대로 낮추겠다는 ‘SW 가치 UP, 3010’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SW산업보호대상’, ‘정품이 흐르는 교실’ 사업으로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SW자산관리사(C-SAM)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SW 자산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SW 저작권 보호와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다양한 행보에 눈길이 간다.

Q1_유병한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Q2_올해 203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10%대로 진입시키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SW 저작권 보호와 국내 SW 산

부문, 전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SW 재산권 보호와 SW 산업 활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업 육성을 위해 1993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SW 저작권 분야 전

문단체입니다. 현재 SW 저작권사를 비롯하여 SW 콘텐츠 제작사

및 유통사, IT 스타트업을 포함해 약 130여 개 사가 가입되어 있습
니다. 협회는 SW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SW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SW의 가치 인식 제고, SW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SW 자산관리솔루션을 제공하여 정품 이용환경을
촉진하고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포상하는 SW 산업보호대상 시상, SW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기업
경영 및 SW 보안 점검을 지원하는 SW 자산관리 컨설팅(C-S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W 불법복제 방지 관련 제도 개선을 위
한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유병한 회장

다는 ‘SW 가치 UP, 3010’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부와 공공
성화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지난해부터 협회는 시장 친화적 SW 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SW 가치평가 위원회를 발족, 현재 민간과 공공 분야 가

치평가 전문가들과 SW 가치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SW 코리아 2020 캠페인’은 2020년까지 SW 불
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진입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협회
가 목표달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위해 ‘203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10%대’로 낮추어 완전한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SW 저작
권 보호와 새로운 SW 문화 조성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의 SW 저작권 DB를 바탕으로 검ㆍ경의 SW 불법복제 수사에 대한

그리고 지난해 ‘SW교육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데 이어 결실을 보이

지식재산권 교육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교육사업 및

심 인재개발 전문교육 기관으로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SW 고성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W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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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사업수행을 통해 SW 핵심 인재개발 전문교육 등 지식재
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있는 정부ㆍ공공기관 발주 교육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SW 핵
장 200 사업, 메타버스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그 위상과 역할을 확대
해나가고 있습니다.

C STORY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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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자산관리 전문 인력을

Q4_기업에게 SW 저작권 보호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모

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W자산관리사란 무엇이며, 구

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SW자산관리사(C-SAM) 자격
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SW자산관리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SW 문제 전반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SW 전문 관리자입니다. SW 자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기업 내 SW 사용 실태와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하고, 불필
요한 SW의 구입에 따른 경영적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SW
자산관리는 단순히 불법 SW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닌, SW 구매와 활
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진단의 일환입니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보안 이슈 발생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SW 불법복제는 악성 코드나 치명적 바이러스가 매복된 상태로 제

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C 운영 시스템의 손상이나 데이터 손
실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법공유 진행 과정에서
개인 ID가 도용돼 2차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

의 경우,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
말리거나 막대한 피해 보상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불법복제 SW

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며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정품 구매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금
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물 사용 및 판매행위 제보 시

저작권 보호를 수행하게 하며 산업발전과 청년층의 고용 확대라는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63%가 정품이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SW자산관리사(C-SAM) 자격 검

정 시험은 지난 2015년, 자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격됐습니다. 2017년에는 자격학점인정 기준
에 의해 학점은행제 12학점 인정 등록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SW자산관리사(C-SAM) 자격 검정 시험>

SW 자산관리 전문가를 배양하고 검증하는 시험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SW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기 전에 지식재산 분야 간, 전 산업 분야와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

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었으며, 사용 주체는 대부분 기업으로 확

다. 이를 통해 SW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SW 저작권

은 물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인됩니다. 불법 SW 사용은 심각한 산업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
니다. 미국은 불공정경쟁법을 통해 불법 SW를 갖고 만든 제품을 수

기관·기업·개인에게 포상하는 SW산업보호대상을 주관하고 있습니
자율준수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 산업 현장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재양성
도 발 빠르게 국제적 추세에 동조화, 나아가 리드해야 할 것입니다.

출한 당사자에게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Q6_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ICT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SW

저희 협회는 SW가치평가모델과 센터구축,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

용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현재 코로나-19와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을 높이고 있습니다. SW 불법복제 단속 업무 환경 변화에 발맞추

SW를 사용해서 제작된 물품에 대한 전량 회수는 물론, 불법 SW 사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Q5_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정품이

흐르는 교실’과 ‘SW산업보호대상’사업을 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고자 2007년부터 15년째 초등학교 200여 개 총 18,00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

산업·시장 속,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만, AI·빅데이터·메타버스·오픈소스 SW 등 신 SW산업시대가 눈 앞
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 전역의 콘텐츠를 실시
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S를 필두로 최근 ‘오징어 게

하는 협회의 큰 자원인 SW라이선스 DB(SAM-DB) 확대와 활용성
어 ‘공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SW저작권사·개발사 권익 보호는

물론 사회의 SW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
니다.

임’과 같은 한류 콘텐츠, K-지식재산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

Q7_마지막으로 SW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협회 직원들과 회

식재산 집약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급속한 문화와 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는 우리 모두

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기반 지

권 개념과 정품 SW 사용의 중요성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으로, 미

하지만 반도체, 모바일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릴수록 원천기술을

위한 행사입니다.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수출흑자와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래 SW산업과 콘텐츠 산업 성장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기

SW 자산관리 실무능력

Korea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스템인 엔젤(ANGEL)을 통해 접수되는 제보 건수는 연간 1천여 건에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SW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13

르고 지나칠 수 있는 SW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된 사례

별로 SW관리 전문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

서 SW자산관리사(C-SAM) 양성은 기업 스스로 효율적 SW관리와

인터뷰. 유병한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가진 국가에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 로열티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는 18.7억 달러의 적자를 기

록했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의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

원사에 힘찬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과 벽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벽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을 눕힐 수 있다면, 그것은 열리지 않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다리
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내셔서 지혜롭고 상생적인 SW생
태계를 조성하여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력 가득 찬 번영을 함께 이루어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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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01

일본,
패스트 영화와 저작권 보호
글. 신현철 /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강사
들어가며

이 글은 최근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

영화(Fast Movie)’를 소재로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
는 배경과 침해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 저작권법상 패스

트 영화의 위법성,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제시한
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조문은 일본 저작권법이다.
1)

패스트 영화의 증가 배경과 침해 상황
(1) 패스트 영화의 증가 배경

고 함)를 편집하여 10분 전후로 정리한 후 자막이나

내레이션을 붙여 영화 내용의 줄거리나 결말을 소개

시한 영상이 증가함에 따라 영화 회사와 출판사 등으로 구

작권법 위반 용의로 체포되는 사건(이하 ‘패스트 영화 사

2020년 봄부터 1년 사이에 유튜브상에 패스트 영화를 게
성하는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저작권 침해 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인터넷 접속이 증가하

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다량의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만 회에 달하며, 원작품을 감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총

수익 발생 구조를 역이용하였고(그림1 참조) 이러한 점은

에 약 2,100편이 게시되었고 총 재생회수는 약 4억 7,700
피해액은 추정하여 950억 엔을 넘는다고 한다.

5)

패스트 영화

영상 무단
사용

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작품을 감상하려는 경향이 작

다. ‘패스트 영화’의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

적 또는 정신적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4)

우 짧은 시간에 무료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지

패스트 영화 사건의 영향으로 유튜브상의 패스트 영화 계

영화 줄거리,
결말공개

정 수가 8개로 격감하였지만 CODA는 계속하여 불법 동영
상을 감시하고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

광고게재
의뢰

치를 통하여 패스트 영화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8) 이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 정부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

하여 해적판 사이트에의 링크나 불법 저작물의 다운로드
를 규제하는 등 저작권보호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9)

동영상 투고 사이트
영화의 권리자

2019년 ‘만화마을(漫画村)’이라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과 유사하다.

광고료
분배

투고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가 인기 만화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7)

<그림1> 패스트 영화와 광고 수입의 구조

하여 유통되는 가운데 ‘배속 시청’과 ‘정액제’의 영향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수요에

건’이라고 함.)이 발생하였다.6) 용의자들은 이용자가 패스

트 영화가 게재된 동영상 사이트에 액세스한 횟수에 따라

로 패스트 영화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스트 영화화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투고한 용의자들이 저

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1년간 적어도 55개의 계정

최근 인기 있는 콘텐츠로서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

맞게 패스트 영화는 영화 내용의 줄거리나 결말을 매

으로 ‘패스트 영화’란 한 편의 영화(이하 ‘원작품’이라

이러한 가운데 2021년 6월 23일에 대여한 DVD 영화를 패

하는 동영상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패스트 영화는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패스트 영화’에 의한 영화 저작

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

(2) 침해 상황

광고주
시청자

출처 : http://www.jiji.com/jc/article?k=2021062600356&g=soc

1) 2021년 6월 20일, NHK의 뉴스 프로인 ‘뉴스 7’이 ‘패스트 영화’의 문제와 상황, 과제를 방영하였다.

5) 주4는 피해액은 시청자가 유료 송신한 콘텐츠를 스트리밍 등을 통하여 재생하는 경우 지불하는 시청료의 시세로부터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1회 재생에 200

3) ITmedia, ‘10分ほどに編集した「ファスト映画」急増のワケ’, 2021년 7월 5일(https://www.itmedia.co.jp/business/articles/2107/05/news130.html)

6) ‘패스트 영화 심각’, 2021년 6월 30일자 아사히 신문(석간). 패스트 영화 사건의 용의자 중 한 사람은 영화 회사 1사와 1천만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2) ウィキペディア(https://ja.wikipedia.org/wiki/) (2021년 9월 17일 검색).

(2021년 9월 16일 열람). 실제로 20대∼60대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세대의 34.4%, 20대의 49.1%가 배속 시청의 경험이 있으며 전체 22.7%가 배속시청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田中 創太, ‘ファスト映画で逮捕者、
「タムパ」を求めてネタバレを見る若年層’, 2021년 7월 27일(https://business.nikkei.com/atcl/

gen/19/00002/072601358/)(2021년 9월 19일 열람)은 지금의 Z세대(1990년 후반∼2000년 전반)는 보고 싶은 콘텐츠와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콘텐츠의 시간 배분을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기승전결과 결말이 소개된 사이트나 유료 동영상 사이트 등에서 배속 시청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엔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 福岡地判令和3年6月2日令和1(わ)1181号裁判所HP『漫画村刑事事件』. 후쿠오카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1년 6월 2일자로 ‘원피스’나 ‘킹덤’ 등을 인터넷상에 무단 공
개하여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피고 행위는 일본의 저작물 수익구조의 근저를 파괴하며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의 위법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하여 징역 3년, 벌금 1000만
엔, 추징금 6000만 엔을 선고하였다.

‘
アップロード、3名を起訴’, 2021년 7월 14일(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218)(2021년 9월 22일 열람).
8) CODA, 「ファスト映画」
9) 신현철, ‘일본, 리치사이트의 규제와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의 확대’, C Story 22호 12면∼15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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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영화의 위법성
(1) 위법성

그렇다면 패스트 영화의 위법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가.

10)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저작권)를 보장하고 있

고 저작권은 간단하게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마음대
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CHINA
03

FRANCE

패스트 영화가 원작품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
는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법익과 충

돌하게 되며,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2> 패스트 영화와 저작권 침해
원작품 (적법하게 송신)

편집을 위하여 PC에 다운로드
복제권침해

패스트 영화 제작

번안권, 동일성 유지권침해

동영상 사이트에 투고
공중송신권침해

출처 : https://book.mynavi.jp/wdonline/detail_summary/
id=124145

패스트 영화가 그 제작 흐름(그림2 참조)에 따라서 어떠

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면, 우선 편집
의 대상이 되는 원작품을 자신의 컴퓨터 등에 기록하는

16

행위는 ‘복제’, 즉 ‘유형적인 제재(再製)’에 해당하기 때문

17

에(2조 1항 15호) 복제권(21조)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개

접 감득할 수 없다면 그 작품은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합치하고 보도, 비평, 연구 그 외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행위는 사적 복제로서 복제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패스

경계선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권리자

된 영화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용하여 이용하여도 저

인이나 가정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트 영화처럼 공개할 목적으로 원작품을 복사하거나 무단

복사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수단이 있는 대여 DVD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복제와 번안의
가 복제권과 번안권 침해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기술적 보호수단을 해제하여 복사하는 경우, 설령 사

그리고 번안권 침해와 동시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2조 1항 20호·21호, 30조 1항 2호). 나아가 최근 저작

이다. 패스트 영화를 제작할 때 긴 원작품을 단축 편집하거

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하여도 복제권은 제한되지 않는
권법 개정은 해적판 사이트에 불법 게재된 영화 저작물

에 대하여 이 저작물이 불법 게재된 것을 알면서 자신의
컴퓨터 등에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설령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하여도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

저작인격권 중의 동일성 유지권(同一性保持権, 20조 1항)

가지며 ‘번안’은 저작물은 편집하거나 각색 등을 하는 것
을 말하기 때문에 패스트 영화의 게시자가 원작품을 편

집하여 패스트 영화를 제작하는 행위는 원작품의 저작권

자의 번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일본에서 번안권 침
해가 성립하려면 패스트 영화로부터 원작품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고자가

11)
가미한 창작성 부분도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패

스트 영화에 가미된 투고자의 창작성이 원작품의 창작성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투고하는 것은 공중송신권(23

의 저작물을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송

신하는 것을 말하며(2조 1항 7호의 2) 여기에는 실제로 공중
에게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

신장치(서버 등)에 패스트 영화 등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입

茶園成樹編, 著作権法〔第2版〕, 2016年, 有斐閣, 114頁[陳思勤].

NHK,‘「ファスト映画」投稿急増 映画産業界に危機感 法的措置も’, 2021년 6월 20일(https://web.archive.org/web/20210623071523/https://www3.
nhk.or.jp/news/html/20210620/k10013094761000.html)(2021년 9월 25일 열람).

에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 있다. ②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서는 인용하여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인용하
여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과의 사이에 주종(主従)관계가 있
어야 하고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패스트

영화는 ②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④ 요건에 관해서도 보도
나 비평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적재산고등재판소는 회화감정증서에 감정의 대상이 되는 그

게 된다. 복제권의 경우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의 무단 복사

에 대해서는 복제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공중송신권의 경우
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 영화가 권리제한규정의 적용 대상

11)

일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④ 보도, 비판, 연구 이외

의 투고는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하

화가 실제로 송신되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패스트 영화

창작성으로부터 원작품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

copyright/7390)(2021년 9월 23일 열람).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인용으로서의 이용이 저작권

최근에는 ③과 ④을 중심으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2) 권리제한의 가능성

知財FAQ, 「
‘ ファスト映画」で逮捕なぜ？「ファスト映画」の著作権法上の違法性について’, 2021년 7월 9일(https://chizai-faq.com/2__

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12)

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2조 1항 9호의 5). 따라서 패스트 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번안권 침해가 아니라 복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투고자가 가미한

개하기 위하여 원작품의 일부를 종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에는 ① 공표된 저작물, ② 인용

조 1항)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공중송신’이란 타인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원작품의 저작권자가 번안권을

은 내용 소개, 원작품의 영상이나 정지화면의 감상·논평을 소

작품의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사나 의도에 반하는 변경·삭제·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다음으로 원작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에 기록된
조: 한국 저작권법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함)

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일본 문화청도 원작품의 짧

하지만 패스트 영화가 원작품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마지막으로 원작품의 복제물이며 번안물인 패스트 영화를

원작품을 패스트 영화로 만드는 것은 번안권(翻案権, 27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2조 1항). 즉, 공표

나 자막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물이나 그 제호를 저작자의 의

고 있다(30조 1항 3호·4호).

10)

12)

글. 신현철 /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강사

패스트 영화에 원작품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부정
인 적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의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단하는 재판 사례가 나오고 있다. ‘회화감정증서사건’에서 지

림의 복사를 첨부한 행위가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
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측의 이용 목적 외에 그 방법과 태양, 이

용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중략) 등이 종합 고려되어 판단

글로벌 인사이트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01

JAPAN
02

해야 한다.’고 한 뒤 피고 행위는 ‘위작의 존재를 배제하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일부 패스트 영화 중에는 동영상

는 한편) 저작권자가 회화의 복제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

츠 ID가 검색되지 않도록 설정한 동영상도 있지만 패스

저작물의 가치를 높여 저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

따른다면 패스트 영화는 원작품을 오로지 원작품의 결과

트 영화의 투고를 묵인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괄호 필자). 이 판례에

03

FRANCE

있으며 원작품의 시청률을 감소시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인용’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14)

일반적으로 패스트 영화에는 동영상의 구성상 상당한 양
의 원작품 영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성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15)

(3) 패스트 영화 사건에 대한 비판

이용을 관리하는 콘텐츠 ID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권리자는 콘텐츠 ID를 이용하여 패스트 영화 게시물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 게시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

13)
14)
15)
16)
17)
18)
19)

타내고 있다. 이것은 패스트 영화가 불법 동영상이라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하고 시청한 사람이 84.4%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패스트 영화의 유통을 방지하고 문화적 소산인 영

화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가는 패스트 영화의 경우 영화 예고편과 같이 영화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몽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시청을 촉진하는 동영상과 다르게 영화의 결말이나 줄거

라고 하겠다.

리를 소개함으로서 원작품의 시청을 감소하게 하는 역효
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패스트 영화의 투고까지 용인하였다고는 말

패스트 영화의 투고자 중에는 일본 기업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를 투고하면 바로 삭제 의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주로 할리우드
영화를 소재로 하였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은 일률
20)

매출을 상승시키는 선전 효과가 있어서 패스트 영화의

적이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회사는 인터넷상에 확산하는
자사의 콘텐츠가 어떠한 취급을 받고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고

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과 조사 자료가 있으며,

18)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 영화가 원작품의 매출 향

실제적으로 패스트 영화 사안은 아니지만 만화의 대사 거의 전부를 추출함과 동시에 그림 풍경이나 등장인물의 이름을 글로 옮겨 적은 기사를 웹 사이트에

젊은 세대가 불법 콘텐츠의 시청에 익숙해지면 저작물의 이
용에 대가를 지불하는 가치관이나 산업 그 자체가 파괴되어

저작권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화마을 사건과는 다르게 개별 행위는 경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용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저작

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설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4)

마 등 다른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

판소에 정보 개시를 구하여 투고자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저

https://www.data-max.co.jp/article/42325)(2021년 9월 26일 열람).

나오며

방지하는 효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패스트 영화 사건에서는 CODA가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재

Net IB News, ‘YouTubeで横行するファスト映画、消失する億単位の需要’, 2021년 6월 21일(https://web.archive.org/web/20210621174647/

와 법 개정23)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인터넷 사회에의 진입이 빠르며 패스트 영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계

知財高判平成22年10月13日判時2092号135頁。

터링이 중요하며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정책 제시

22)

기업이 철저한 저작권 관리와 그에 따른 엄격한 대책을 추진하
고 있다는 이미지를 투고자에게 심어 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상이나 선전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리자와 저작권보호원과 같은 정부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모니

패스트 영화는 영화 저작물의 전편을 투고하는 것이 문제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17)

화 문제는 향후 영화 저작물에 그치지 않고 만화, 소설, 드라

성이 있다. 이것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반하
고 인터넷상의 저작물 침해와 불법 유통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상황과 대응 방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올린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투고자 정보 공개가 인정되었다(東京地判令和3年3月26日令和2年(ワ)26867号「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

池谷勇人, ‘2時間の映画を10分で紹介「ファスト映画」累計被害額は950億円超、業界が法的措置へ’, 2021년 6월 22일(https://web.archive.org/

web/20210623104702/https://nlab.itmedia.co.jp/nl/articles/2106/21/news112.html).(2021년 9월 23일 열람).

21)

テレ東プラス, 「漫画村」
‘
を摘発した弁護士が明かす！違法ネタバレ動画「ファスト映画」の実態:じっくり聞いタロウ’, 2021년 9월 17일(https://www.tv-tokyo.co.jp/plus/entertainment/

田中辰雄, ‘異論あり、ファスト映画考――逮捕は悪手である’, 2021년 7월 1일(https://synodos.jp/opinion/culture/24375/)(2021년 9월 27일 열람).

22)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21-コロナ後のデジタル・グリーン競争を勝ち抜く無形資産強化戦略-’, 2021年 7月 13日(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

桑野雄一郎, ‘ファスト映画と著作権’, 2021년 10월호(https://book.mynavi.jp/wdonline/detail_summary/id=124145)(2021년 9월 24일 열람).

日本トレンドリサーチ, 【ファスト映画】
‘
15.6％の方が“違法動画”と認識したうえで視聴している’, 2021년 7월 1일(https://trend-research.jp/8733/)
(2021년 9월 24일 열람); 2021년 6월 518명을 상대로 한 웹 조사 자료(복수 응답)에 의하면 시청한 패스트 영화의 원작품은 1년 이내의 작품과 1년 이상 10년 이내
작품과의 비율이 5대 7로 밝혀져 비교적 선전 효과의 영향을 받은 과거의 작품이 많았고 패스트 영화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가하기 때문에(33.2%)’ 라는 이유

이외에 ‘재미있는 영화를 찾기 위해서(32.3%)’ 또는 ‘보기 전에 어떤 영화인지를 알고 싶어서(27.8%)’라는 이유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 영화를 시청
20)

것을 인식하고 시청한 사람은 15.6%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나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법률 전

투고자를 일률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영화 업계로서 최선

19)

영화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3%이며 그 중 위법이라는

사건 용의자의 주장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튜브는 권리자가 투고 동영상의

권리자에게도 패스트 영화로 인한 광고 수익이 발생하

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권

일본 전국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 에 의하면 패스트

면 권리자가 광고 수익의 분배를 얻는 경우, 패스트 영화

한편 패스트 영화에는 영화 관람이나 정품 DVD의 구매

작권법 위반자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21) 패스트 영화와 같

저작권 교육과 계몽 활동

었다는 것은, 권리자가 후자(광고 수익)를 선택하여 패스

패스트 영화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용의자뿐만 아니라

19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6)

트 영화 사건에서 이용자가 패스트 영화를 시청할 수 있

13)

글. 신현철 /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강사

제목이나 설명란에 영화 제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콘텐

익을 얻을 기회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

나 영화 소개의 범위를 넘는 내용 해설을 위하여 이용하고
CHINA

18

한 후 원작품의 영화관 관람, DVD 구매, 대여나 인터넷 송신을 통하여 시청한 사람이 75%인 반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時事ドットコムニュース, '10分で結末「ファスト映画」はびこる背景 投稿者が語った「錯覚」とは, 2021년 7월 1일(https://www.jiji.com/jc/
v4?id=202107fehh0001)(2021년 9월 27일 열람).

23)

24)

entry/2021/024506.html)(2021년 9월 27일 열람).

chizaikeikaku20210713.pdf)(2021년 9월 21일 열람), 47頁는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종래의 권리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대량의 다종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일원적 권리처리제도의 실현을 제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발신자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개정하여 내년에 실행할 예정이다. 종래에는 가처분과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 비
용과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중절차를 일원화하고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관련서비스제공자에게 바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발신자정보의 삭
제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주19는 일률적인 체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봉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패스트 영화를 금지하고 그 이후는 선전 효과를 위하여 묵인함과 동시에 콘텐츠 ID를 통하여 개별 삭제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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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트클립 저작권 논쟁과 시사점
글. 정수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창작이 용이하며 전파력이 크다는 속성을 가진다. 따

들어가며

현재 중국은 쇼트클립 춘추전국 시대이다. 2021년 2
월,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제47차 중

국 인터넷 발전 현황에 관한 통계 보고서 ’에 따르면,
1)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쇼트클립 이용자 규모는 약

8억 7,300만 명으로 인터넷 이용자 전체의 88.3%를
차지하였다. 즉, 중국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약 8~9명
이 쇼트클립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쇼트클립(short clip)이란 일반적으로 ‘5분 이내의 짧

은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쇼트비디오’, ‘짧은 동

라서 관련 저작권 침해도 손쉽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2021년 5월, ‘12426 저작권감시센터’가 발표한 ‘2021

년 중국 쇼트클립 저작권 보호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00만 건의 쇼트클립을
모니터링 한 결과, 약 300만 개의 저작권 침해 계정이

발견되었다. 특히 ‘X분으로 XX영화/드라마 보기’ 등과

우인(중국판 틱톡)과 텐센트 그룹의 콰이쇼우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2)

쇼트클립은 단순히 길이가 긴 동영상을 시간적으로 짧

게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성격이 강하고

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
공동성명은 특히 쇼트클립 분야에서 무단으로 영화 및 TV 저
작물을 편집(剪辑) 및 절단(切条), 전송(搬运), 유포(传播)하

권장할 것, ② 키워드·동영상 지문 대비 등의 기술적인 수단

을 이용해 무단 편집된 콘텐츠의 업로드를 방지할 것, ③ ‘先
라이선스 後 사용’을 엄격히 준수하고 무단 편집된 콘텐츠를
계정에서 정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편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

영상 플랫폼과 화책미디어, 신리미디어 등 유명 제작사가 참

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쇼트클립을 둘러싼 거대한 저작권

2차적 창작 쇼트클립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대부분 권
작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행태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있다. 현재 대표 플랫폼으로는 바이트댄스 그룹의 더

TV 산업 협회, 5개의 장편 동영상 플랫폼은 ‘영화 및 TV의 저

로 ① 무단 편집된 콘텐츠를 쇼트클립 플랫폼이 정리하도록

반면, 쇼트클립 플랫폼 이용자는 쇼트클립에 대한 엄격한

频’이 결합된 단어이다. ‘중국 쇼트클립 산업 연구 보

및 모바일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 형식’으로 정의하고

2021년 4월 9일, 53개의 영화 및 TV 업체와 15개의 영화 및

성명보다 내용 및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였는데, 구체적으

는 행위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동 공동성

이에 2021년 4월부터 중국 영화·TV·장편 동영상 업계

고서’에서는 쇼트클립을 ‘재생 시간이 5분 이내인 PC

(1) 논쟁의 시작

514명의 개인 서명이 추가되었다. 특히 2021년 4월 9일 공동

같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편집·절단·각색·배포하는

영상’, ‘단편 동영상’으로도 명칭한다. 중국어로는 ‘短

视频’인데, 짧다는 뜻의 ‘短’과 동영상을 의미하는 ‘视

쇼트클립 저작권 논쟁의 배경과 대응 현황

명에는 텐센트비디오, 아이치이, 유쿠 등 중국 대표 장편 동
여해 사실상 중국 대부분의 영화 및 TV 영상물이 보호 대상
에 포함되었다.

와 관련 정부 부처는 잇따라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이어 2021년 4월 23일, 총 76개의 영화·TV·장편 동영상 플랫

본고에서는 중국 쇼트클립 저작권 논쟁의 배경과 정부

동제안’을 재발표하였다. 동 공동제안은 쇼트클립 플랫폼이

기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쇼트클립 저작권 침
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ac.gov.
cn/2021-02/03/c_1613923423079314.htm

폼 업계와 514명의 개인은 4월 9일의 공동성명을 보완한 ‘공

콘텐츠 저작권 규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제안함과 동
시에 허가되지 않은 쇼트클립을 자발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
청했다. 또한 리빙빙, 조려영, 안젤라베이비 등 중국 유명인사
2)
3)

규제는 개인의 창작 권리를 억제하고 자유선택권을 제한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2) 정부기관의 대응 현황
1) 공식 입장문 발표

2021년 4월 25일, 중앙선전부 저작권관리국(中宣部版权管

理局)은 국무원 정보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의 ‘14차 5
개년 규획 개요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영화 및 TV·장편 동영상 업계와 권리자의 공동성

3)
명 및 공동제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저작권관리국

QuestMobile. 中国移动互联网2021半年大报告[EB/OL]. ( 2021-07-27)[2021-10-17]. https://www.questmobile.com.cn/research/report-new/164

国家版权局. 贯彻落实“十四五”规划纲要，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新闻发布会在京举行[EB/OL]. ( 2021-04-25)[2021-10-17]. http://www.ncac.gov.cn/
chinacopyright/contents/12227/3546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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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이 줄곧 영화와 TV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를 중요시 여기며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시장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국가판권국은 중앙정부 정책에

JAPAN
02

03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미디어 계정 운영자가 쇼트클립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가영화국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4)

보호 전면 강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XX분 안에 영화 보기’ 등과 같

첫 번째로 쇼트클립을 포함시켰다. 쇼트클립의 저작권
을 제작하기 위해 영화 및 TV 시리즈 등의 시청각 저작

물을 무단 편집, 절단, 삭제하는 행위와 쇼트클립을 무
단으로 복제 및 표절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은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

그 후 2021년 9월 28일, 국가판권국은 ‘검망 2021’의

저작권 보호의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② 영화 저작물을

넷 생중계·전자상거래 등 관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다. 특히 국가영화국은 온라인 플랫폼 및 미디어 계정 운영자에게 ①
합법적으로 이용할 것, ③ 이용허락 없이 타인의 영화 저작물을 복제,
편집, 배포하지 않을 것, ④ 자체 검열 및 정리를 강화할 것, ⑤ 영화 저
작권 관련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⑥ 쇼트클립이 영화의 홍
보, 논평, 연구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했다.

단계적 성과를 중간보고하였는데, 인터넷 동영상·인터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쇼트클립·인터넷 뉴스·생방송

들이 약 846만 7,500건의 저작권 침해 링크를 정리하

속을 실시하며, 인터넷 기업이 주체적인 책임을 성실히

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쇼트클립 플랫폼은
도쿄 올림픽 프로그램과 관련된 약 8만 400건의 저작
권 침해 링크를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6)

분야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전문적인 단
수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우자가(于慈珂) 중앙선전부 저작권

2) ‘검망행동 2021’ 실시

3) ‘2021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회의’ 개최

안부(公安部)·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와 합

넷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건춘

불법복제 단속 10대 사건’을 발표했다. 국가판권국 인터

공간의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인터넷 저작권 생태계

각각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보고서’와 ‘2020

2021년 6월, 중국 국가판권국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

2021년 6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2021 중국 인터
7)

동으로 ‘검망 2021(剑网2021)’ 특별행동을 개시하였다. 검망행동은

(张建春)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인터넷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안 중 중요한 이슈를 유형별로 선별해 저작

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의 저작권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음악·서적·다운로드·앱 스토어 등에서

5)

에 처음 시작되었다.5)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 영화 및 TV·장편 동영상 업계와 권리자의 공동성명 및 공동제안을

4)

권 침해를 단속하는 일종의 행정 단속행위로 2005년

이번 ‘검망 2021’에서 국가판권국은 5대 중점분야에

2021년 4월 28일에는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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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요구

를 지지 및 보호하며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
CHINA

글. 정수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관리국장이 ‘검망 2021’ 특별행동의 중점과제에 대해 설

명하였고, 탕쟈오즈(汤兆志) 부국장이 ‘2020년도 전국

넷저작권보호연구기지와 인터넷저작권산업연구기지도
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国家电影局. 国家电影局明确:加强电影版权保护依法打击短视频侵权盗版行为维护电影高质量发展良好网络环境[EB/OL]. (2021-04-28)[2021-

6) 国家版权局,“剑网2021”专项行动取得阶段性成效[EB/OL]. (2021-09-28)[2021-10-17].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

황선영, 중국 저작권법상 쇼트클립의 보호에 관한 쟁점 연구, The Journal of Law & IP 제9권 제2호, 2019, 68면.

7) 国家版权局,2021中国网络版权保护与发展大会在京召开张建春出席并作主旨讲话聚焦全面加强版权保护推动构建新发展格局[EB/OL].

10-17]. http://www.chinafilm.gov.cn/chinafilm/contents/141/3408.shtml

contents/12227/355096.shtml

(2021-06-02)[2021-10-17].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442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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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이치이가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정보 네트

립 플랫폼에게 직접침해 또는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

트댄스의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① 피고가 해

고 있다. 직접침해는 플랫폼이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8)

쇼트클립을 직접 업로드 한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간접
침해는 쇼트클립 업로드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보 저장

공간만을 대여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쇼
트클립 플랫폼에서는 간접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접침해의 경우 주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
9)

22조10)의 5가지 요건에 따라 책임 여부가 판단된다. 제22

조를 통상 ‘세이프하버 원칙(避风港原则, safe harbor)’

조항이라 한다. 만약 쇼트클립 플랫폼이 제22조의 5가지

워크 전파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바이
당 드라마로 인해 국가판권국의 경고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해당 드라마는 인기작으로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③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11) 즉, 저작권자가 침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
발적으로 침해 정보를 탐색 및 제거해야 하며, 그러지 않

는 경우 주관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간접적으로 권리 침
해를 방조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요건을 갖추고 ‘주관적인 과실(主观过错)’이 없다면 간

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쇼트클립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쇼트클립 플랫폼이 세이프하버 원칙을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 또는 방관하는 현상이 발생하

나가며

현재 중국 영화·TV·장편 동영상 업계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성명은 발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쇼트클
립 저작권 논쟁의 뜨거운 불씨가 되었지만, 여전히 쇼트클립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쇼트클립 저작권 논쟁은 적어도 타인의 저작물

을 무단 편집 및 절단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규제를 강
8)

周书环. 我国短视频著作权纠纷的现状、问题及其完善建议[J]. 大连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1:81.

10)

제22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대상을 위해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해 서비스대상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작품, 실연, 음반영상

9)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2020-12/27/content_5573516.htm (2021-10-17 최종접속).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래 사항에 속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해당 정보저장공간이 서비스대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명칭, 담당자, 인터넷주소를 공개한 경우
②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한 변경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이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마땅히 알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④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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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이다.

플랫폼은 과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쇼트클
CHINA

글. 정수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이프하버 면책 규정의 적

쇼트클립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책임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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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리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권리자가 권리침해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조례규정에 근거해 삭제한 경우

周书环. 我国短视频著作权纠纷的现状、问题及其完善建议[J]. 大连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1:81.

화한다는 업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합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쇼트클립 제작자와 플랫폼 업계, 사법 분

야 모두에게 쇼트클립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
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특히 쇼트클립 플랫폼의 경우, 세이프하버 면책규정의 적용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3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간

접침해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통지 및 삭제와 같은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침해신고채널 설치,

게시물 업로드 시 적법성 확인 요청 등의 더욱 적극적인 사전
보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저작권 보호 환경 변화는 우리 콘텐츠 기업에

게 저작권법에 근거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상이한 동영상 플랫폼
문화를 가진 중국의 저작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

요하다. 특히 현재 많은 K-콘텐츠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곧 K-콘텐츠도 쇼트클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 기업은 중국의 저작권 보호 동향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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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GLOBAL INSIGHT 03

프랑스 문화부, 스트림 리핑은
완벽하게 합법일 수 있다고 확인하다
글. 조희우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유튜브 동영상 주소만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유튜브의

들어가며

최근 프랑스 문화부(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음악 및 기타 미디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스트리밍 리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스트림 리핑
도구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1)

스트림 리핑이란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악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파
일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웹상에서는,
2)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유가 공정하다면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 즉 공정이용(Fair Use) 을 ‘사
3)

스트리밍 동영상을 추출하여 영상을 mp3파일로 변환시

용 목적과 사용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유튜브의

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건 하에 포괄적으

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디오 추출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사이트 방문으로 인하

여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해내지만, 이에 대한 수익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창작자에게는 분배되지 않으므로, 과연 합
법적인 서비스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스트림 리핑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많은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창작자들은 보통 이러한 스트림 리핑 사이트가 불법이
라고 확신하지만, 많은 국가의 저작권 법상 이러한 스트
림 리핑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예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 중 ‘사적 이용을 위한 복
제’ 규정이다.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복제된 저작물의 사용이 잠

로 인정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공정취급(Fair Dealing)의 범주

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4) 프랑스 역

시도,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
는 복사 및 복제,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

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

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
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
서 행해지는 복제 등을 저작권 효력 제한의 경우로 본다.5)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
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1)

https://torrentfreak.com/stream-ripping-can-be-perfectly-legal-french-ministry-of-culture-says-210705/

3)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2)
4)

5)
6)
7)

https://en.wikipedia.org/wiki/Stream_ripping

비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 다른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단, 음악저작물, 음악을 포함한 음반, 방송이 고의적으로 포함되
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음) 등. 또한. 20014. 10. 1.자로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매
체나 기기에 옮기는 것, 포맷변경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복제를 허용하였다(영국 저작권법 제28B조）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전 제122조의 5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에 대응한다.
스트림 리퍼, 즉 변환 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미

술ㆍ사진ㆍ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등이 그것이다(저
작권법 제23조 이하).

프랑스 문화부의 판단 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

본 건에서는 위 효력 제한 규정 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문

제된다. 2021. 6. 25.자 최근 개정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이
하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 5에 따르면 저작권 효력 제

한 사유로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물)을 ‘합법적인 출처로
부터 만들어지고, 복제자의 사적사용을 위해 엄격히 보존되며

집단적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사본(Les copies ou reproduc-

tions réalisées à partir d'une source licite et strictement
réservées à l'usage privé du copiste et non destinées à
une utilisation collective)’으로 정의하고 있다.6)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

프랑스 문화부는 “스트림 리핑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질 경우

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편집물 또는 번역

① 사용자의 요청 하에 적법한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하고,

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ㆍ결정 등, 국가 또
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7조).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한다.

합법이다. 복제 결과물은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 그 조건으로

② 컨버터7)에 의한 별도의 저장이 없어야 하며, ③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가 없어야 한다(Stream-ripping is legal and the

resulting copy falls under the exception for private copying

as provided by law, if several conditions are met: it must

be made from a lawful source at the request of the user,

글로벌 인사이트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01

JAPAN
02

03

FRANCE

글. 조희우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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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being stored by the converter, and no

리핑 결과물을 별도로 저장한다면, 이는 이용자가 사

적 제한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사용자들에게

must be carried out)”라고 판단하였다.

경우와는 달리, 변환 사이트의 별도의 목적 하에 리핑

치의 보호와 사적 복제의 허용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각 호

한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프랑스 저작권법에 규율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

circumven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8)

첫 번째, ‘적법한 원본’ 요건은 프랑스 저작권법상 저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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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효력 제한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9)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는 원저작물의 합법성을 고려

하지 않은 사적 복제 허용이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적인 음악 감상을 위해 리핑 결과물을 복제·저장하는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사적 목적이라고 하
기 어렵다. 이를테면 변환 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직
접적으로 변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통

의 변환 사이트는 변환을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들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얻기 때문에 이를 사적 복제라고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위와 같은 조항으로서 위 기술적 조
인다. 따라서, 프랑스 문화원의 스트림 리핑에 의한 본 요건에 대
된 정도의 기술적 조치 보호 조항마저 우회 또는 무력화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법상에는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세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에 관하여

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

중앙지방법원은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

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의 허락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저작권
10)

법원에서 유사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

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

관련 근거를 프랑스 저작권법 제331조의 5 이하 조항
얻지 아니한 무단이용의 제한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술적 조치 는 프랑스 저작권법에 의
12)

해 보호13)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술적

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

조치 보호 조항은 앞서 살펴본 사적 복제의 예외 조항

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고 판단하여, 불

한 복제라도 전혀 못하도록 설치된다면 앞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
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11)

두 번째, 스트림 리퍼, 즉 변환 사이트 측의 별도 저장
이 있는 경우 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변환 사이트가 이러한

8)
9)

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만일 위 기술적 조치가 어떠
복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동법 제331조의 7 및 10 등에서는 기술
적 조치를 장치하는 저작권자는 동 기술적 조치로서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
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
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에 근거하는 혜택에 대한 추가

op.cit.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제122조의 5 2호

10)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사적 복제의 허용 조항에서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수진(2015), 디지털 시대의 사적복제
에 대한 고찰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1) 이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입법론적 교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박준석(2010), 인터넷상 불법원

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 pp. 241-299}. 2009.
6. 19.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위법송신을 알고 수신한 경우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

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
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
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
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

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저작권법 제2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따로 규정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행위를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 지원기

된 예외사유(하기 표 참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기술적 보호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저작권법 제104조의2). 다만, 우리나라 저
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로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4)

복제 가능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동법상 보호를 받고), 위 사적 복제를

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요한 경우

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관이 저작

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
12) 기술적 조치는 해당 조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기술, 장비, 및 부품을 말하고,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자의 통제,
비밀번호, 암호술, 전파방해 또는 그 밖에 보호대상의 변형 또는 복제를 통제

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여야 ‘유효한’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우회 또는 무력화 금지

14)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위 각주에서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조항의 예외를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는
예외의 효력을 3년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고시로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것으로 보인다.

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하
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
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
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

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
은 3년으로 한다.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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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JAPAN
02

*위 8호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시행 2021. 2. 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 2021. 1. 31., 일부개정]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

를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CHINA
03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
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

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FRANCE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
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③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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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 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
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
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
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
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⑫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
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
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④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다), 스마트 TV 또는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또는 위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영
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
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
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
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가며

디지털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을 위

한 복제 규정 등으로 면책된 사적 영역에서의 복제물들이
전전 유통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있어서는
창작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면책의 범위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조항

을 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예외 요건으로 활용하

는 방안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15) 위 프랑스 문화부의

입장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
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

15)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적 수단 의 회피에 의해 가능하게 된 복
제인 경우에는, 그 복제는 그 저작물 등의 제공의 전제를 뒤집는, 원래 상정되지 않은 복

제로서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이 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서 일본에서는 사적 복제
의 예외로서 입법되어 있다(文化庁＝通産省編․前揭94頁)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스페셜 테마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가능성 인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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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최근 해외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에 링크를 한 행

1. 사실관계

체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

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2015. 7. 2.부터 2015. 11.

위가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
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 링크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
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로 볼 수 없
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1)

대상판결은 불법 링크사이트의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막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수익을 얻는 이른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그 링크는 성명

불상자들(정범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
유사이트에 업로드한 드라마, 영화 등의 불법 영상저작물에 연
결되는 링크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 방조(정
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기소하였다.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한 의미 있

2. 원심판결의 요지

계 및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과 관련된 기존 판례 논

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중송신권이 침해되

점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3)

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

의 및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

1)

원심2)은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

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

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인데, 대상판결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은 타당하다고 한다. 결국, 대상판결의 쟁점은 이 사건 링크
2)
3)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곧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원심은 종전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를 참조 판결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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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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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행위와 같

이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임을 알면서 그러한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자는 정

글. 이혜영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2.

가

제한이 없다는 방조 법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공중송

대할 의사로 링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

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나

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링크행위로 말

1.

가

공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

링크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 할 수 있음

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된다.7)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
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

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
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
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라

요컨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
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링크행위자가 정범

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
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

미암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를 이용에 제
4)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 가치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

가

판례변경 및 파기 환송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

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
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

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침해 게시물에 단순히 링크를 한 경우, 방조행위의 방법에

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증

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는

3.

제한은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중송신권

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

방조범 성립의 제한 법리

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링크의 자유에 대한

범의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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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은 링크행위를 통해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
의 방조범이 성립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게 증명하여야 한다.
다

또한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
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
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WWW.LINK.SITE

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4) 반대의견(3인)은 링크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범의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피고인의 링크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방조의 개념, 링크행위의 의미, 방조행위와 정범
의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의 법리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의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꾸어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해 헝사처
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5) 정범(공중송신권 침해)은 계속범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7)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바, 링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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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사안의 쟁점: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판례의 입장

츄잉 사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상 만화 등 콘텐츠를 취급하는 츄잉 사이트 게시판
에 일부 회원들이 일본 만화 등이 불법 업로드되어 있는 해

외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
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
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공중송

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링크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

다

드 링크 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

한 의미가 있다.

링크를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광고 수입을 거두는 링크 사

또한, 대상판결은 방조 성립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야 할 정당한 수익의 몫이 불법복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행위자가 정범

이트가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

하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하는 데 기여하는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광고 수익으로 부

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당하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결국 저작권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

침해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

다. 링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2. 외국의 사례

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의 관점에서 불법복제물

책임(방조)조차 전면 부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유럽사법재판

10)

할 것이지만 이 또한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표
에 대한 링크행위는 적어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는 성립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작권 침해 간주 규정에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

8)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보호를 도모하였다는데 중요

츄잉 사건 판결 이후, 유료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저

해외 불법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된 방송프로그램에 임베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될 수

소결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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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러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링크 행위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츄잉 사건 판결 이후 링크로 인한 저작권침해 확산

임베디드 링크 사건

글. 이혜영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판결로 남게 되었고, 따라서 방조의 성립을 부정한 종전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링크의 자유 보호에 치우친 결

과, 저작권 보호에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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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

종전 판례와 같이 링크행위에 관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의 간접
소는 링크 자체를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

한다고 판시한 민사 고등법원 판결이다. 츄잉 사건 대법원

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동안 간접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 입장이었는데,
202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링크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
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Ⅴ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급심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8)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

9) 공중송신 중 전송은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본질이므로, 업로드된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상에 존속하는 동안은 여전히 이용에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속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타인이 이를 용이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
이하게 하므로, 결국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상판결의 법리와 유사)

10) 이해완, “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4호(2017), 413-414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족하는 경우 간접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그

는 입장이고, 미국은 직접침해는 부정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

종래 대법원 판결은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조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상고심에

의 링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될

이와 동시에 대상판결은 방조범 성립의 제한 법리를 선언하였는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의 방
9)

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족할 경우 공중전달권·공중이용제공권의 직접침해가 될 수 있다

넷 사이트(불법링크 사이트)의 운영 행위 및 ② 연결정보
의 제공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11)

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

침해의 방조가 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저작권

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행
바람직하지 않고, 링크가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 가치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방조범 성립을 위한 고의와 인과관계 요건 등에 대한 엄
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링크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혀 저작재산권자의 보호를 강
화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링크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방조범 성립의 제한 법리를 선언하였는바, 저작권 보

호와 링크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함께 도모한 바람직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대표발의, 의안번호:2107440)

제18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4.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
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행위

5.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의 구성원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
의 연결 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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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간 음악 저작권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Q

제대로 된 가치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전까진 말이다.

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누구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아티스트만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구매하여 매월 저작권료를 받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지분을 공유한 아티스트에게

창작지원금을 제공하며 대중과 창작자 모두를 위한
음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듣기만 하던 노래를 자산으로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다

는 점이 새롭습니다. 뮤직카우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
니다.

벤처사업가로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시장에는 유
동자금이 많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산업 흐름을 살

펴보니 대중의 관심은 문화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

모가 큰 K-POP과 금융을 결합하는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이를 사
업화하기 위해 여러 산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CEO매거진
에 인터뷰 칼럼을 연재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우

연한 기회로 작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4~5년간 저작권료를 받아
보니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후 약 5,000여
곡을 분석한 다음, 저작권이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은 금융제도권 안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
고 있었고 게다가 K-POP 생태계는 겉에서 보는 화려함과 달리 창
작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창작 생태계 개선의 중요성은 계속 강
조되고 있었지만,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 대안으로 대중이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주체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 만들기에 동참하

면 더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음
악 저작권이 금융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의 가치를 산
정하고, 옥션 방식으로 대중이 직접 음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

는 플랫폼을 설계했죠. 곡마다 평생 저작권료 가치를 산정해 원저작
권자에게 지급하여 일부를 양도받고 옥션 상승분의 최대 50%를 해
당 원저작권자에게 창작지원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억 원 이상의 창작 지원금이 원저작권자 아티스트들에게 추가로
전달되었는데요. 이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음악 생태계’를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힘쓴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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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여주는 지수, ‘MCPI(Music Copyright Property Index)’

#음악 생태계
선순환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I에 대한 설명과 현재 음악 저작권
거래 동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MCPI(MUSIC COPYRIGHT PROPERTY INDEX)는 뮤직카우 옥션을

통해 공유된 저작권을 구성 종목으로 산출한 총수익지수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이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시장

동일하게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대해 참여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료 수익에 대한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며

서 음악 저작권이 갖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부각되면서 금전 투자를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에 해당되어 이와는 별개입니다.

목적으로 한 3040세대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투

자자를 사로잡은 이유로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해요. 쉬운 접근성
과 특별한 재미 또는 경험, 음악 저작권이 가진 자산으로서의 매력,

Q
Q

뮤직카우가 보유한 저작권 수만 1만1,000여 곡에 달합

점이 있죠. 매월 따박따박 연금처럼 저작권료를 받으며 시세차익을

니다. 하나의 음악 저작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뮤직카우에 소개

70년(저작인접권은 발매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으로 매우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투자 방식은 주식과 유사합니다. 기업이 주

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고, 팬은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원저작자를 후원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말

작인접권’을 위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래하는 권리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젊은 층이 주를 이뤘습니다. 최근에는 자산으로

한 자산을 넘어 한정판 굿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팬에

저작권 공유 문화를 함께 선도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공유를 통

는 ‘저작재산권’과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가지는 ‘저

초기에는 음악이라는 대중문화 속성으로 음악 팬, 쉬운 투자, 덕질

의 선순환과 혁신을 이끈다는 점이 특별하죠. 음악 저작권은 단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작곡, 작사가 160여 분이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뮤직카우에서는 저작권 중 창작자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가지

을 사로잡은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치 투자, 즉 음악 저작권 투자라는 공유로 창작생태계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윤상, 이단옆차기, 신사동호랭이, 하광훈 등

씀해주세요.

대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가 젊은 투자자들

길어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악 창작 생태계 혁신을 향한 진심을 꾸준히

Q

전체 투자자의 70%가 2030 세대이며, 최근 3040 세

실현할 수 있는 매력까지. 저작권의 법적 보호 기간도 원작자 사후

세상에 없던 생소한 시스템인 만큼, 사업 초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여 팬덤을 확장시킬 수도 있죠.

되었죠. 현재 MCPI는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는데요. 주식시장과

문화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

궁금합니다.

자에게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그들의 콘텐츠를 대중적으로 선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4월, 코스콤과 협의 후 MCPI를 만들게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라는 점. 음악은 모두가 잘 알고 즐기는 대중

뮤직카우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해 대중의 힘으로 음악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의미가 큽니다. 원작

의 표준을 제시하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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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거래되나요?

식시장을 통해 공개되고 거래되듯, 음악 저작권은 뮤직카우를 통해

공개·거래됩니다. 정확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저작권

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이 거래되는데요. 제일 먼저 ‘옥션’을 통
해 공개됩니다. 자체 개발한 저작권료 예측시스템에 따라 과거 저작

권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저작권료의 평생 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정한 후 원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자, 제작자)에게 해당 가치를

한 번에 목돈으로 주고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받습니다. 이를 주식처

럼 1주 단위로 작게 분할해 매주 5~7곡씩 옥션을 통해 공개합니다.

뮤직카우는 창작자의 노래를 팬이면서 투자자로서 응원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뮤
직카우에 대한 꿈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옥션 시작가는 장기간 보유 시 연 8%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됩

음악 저작권은 자산으로서 매력뿐 아니라 좋아하는 음악을 소장하

마감됩니다. 낙찰은 마감 시점에 상위가격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

니다. 음악마다 다수의 공동주인이 생김으로써 지나간 곡이 재조명

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 시작해 곡마다 각각 6일 후 오후 9시에
고, 마감 이후에는 공개된 모든 곡을 ‘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옥션과 마켓을 통해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하고,

보유한 지분만큼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매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통해 추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옥
션을 통해 상승한 금액의 최대 50%는 원저작권자에게 창작지원금
으로 추가 전달됩니다.

고 아티스트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가치를 높이는 의미가 있습

되기도 하고, 자신의 곡을 더 열심히 부르고, 들으면서 저작권료가
상승하는 등 실제로 음악 생태계의 선순환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
고 있죠. 앞으로도 많은 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음악 저작권이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시장이 건강하게 롱런했으면 좋겠습니
다. 더불어 IP문화금융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으로서 유니

콘을 넘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IP문화금융 플랫폼의 오리진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위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 시야 넓히기

미술 전시와 저작권
글. 백경태 / 법무법인(유) 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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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품으로 기증된 1,488점의 ‘이건
희 컬렉션’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

인>, 천경자의 <노오란 산책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

리> 등을 비롯하여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
부도>와 같은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길거

리 아티스트로 유명한 뱅크시(Banksy)의 작품들을 전시하
는 것으로 알려졌던 ‘Art of Banksy: Without Limits’의 경
우에는 뱅크시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뱅크시의 원

작들이 대부분 길거리 벽화로 제작된 그라피티(graffiti) 작
품임에 따라 불법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위법하게 제작된

미술품이라도 여전히 저작권이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창작된 작품이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도과한 경우, 혹은 뱅크시
와 같이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들을 전
시함에 있어 저작권법상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故 이건희 회장의 유품으로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국보 인왕제색도부터 이중섭, 박수근 등

한국 근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전시로
기대를 모았던 ‘Art of Banksy: Without Limits’는 전시 작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복제본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전시와 관련하여 전시를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등에 있어 숨어있는 저작권 쟁점들을 살펴보자.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 시야 넓히기

44

글. 백경태 / 법무법인(유) 신원 변호사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온

한 온라인으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 전

있다. 온라인 전시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 VR 기

전시에서와는 다른 저작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

라인 전시 등 새로운 유형의 미술 전시 또한 각광을 받고

술 등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온라인 전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시
와 일맥상통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이

‘전시’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대법원

2009다4343판결).
먼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품

물론, ‘이건희 컬렉션’이 포함하고 있는 김홍도, 정선 등의

물론 이러한 판결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전시를

이 마음대로 작품을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작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지만, 작품을 구매하였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작품의 저작권까지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소설책을 구매하는 경우 우리는 구매한

소설‘책’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소설을 읽은 뒤 이

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그에 반해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의 경우에는 작가의 저작권이 유효하게 있으므로,
전시 등을 위해서는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

관하게 작가 등 권리자와 별도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

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시 작품들을 촬영하여 개인 SNS에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가 혹은 유족들에게 작품의 전시 등을 위하여 별도로 허락

지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가피하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전시’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
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다. 작품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의아할 수 있겠

으므로 별도의 계약 없이 기존 전시 계약만으로는 작가 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들 역시 의도

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

작품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훌쩍 지났으므로 저작권

송 그리고 2차적저작물작성에 이르기까지 기존 오프라인

은 “저작권법 제19조 소정의 ‘전시’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가의 허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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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는 그

치 않게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데,

업로드하는 경우이다. 미술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행
위는 저작권법상 대표적인 복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
한다. 즉,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미술 작품을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복제권과 전
송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전시회의 특성상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면, 이는 곧

권리자가 사진 촬영을 사전에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안내 문구 등이 없다면 무단
촬영 및 SNS 업로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술 전시 환경도 변하고

며, 책꽂이에 꽂아둘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냄비 받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제35조 제1항을 통해 미술저작물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술 발전과 전시 환

용을 함부로 수정한다거나, 복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배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

를 지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중고서점에 팔 수도 있으
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설’책의 내

포한다거나,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창작을 할 수 없
는 것이다. 우리는 ‘책’을 구매한 것이지 그 책이 담고 있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작가나 저작권자로부터
고 있다. 그러므로 ‘원본’의 소장자는 작가 및 권리자로부
터 별도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뱅크시 전시와 같이 영국의 어느 길거리에

있는 담벼락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복제본을 전시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작가와 권리자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있다. 그 와중에도 전통적인 방식의 전시 역시 저작권 침해
경에 발맞추어 저작권법 등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보다 성숙한 저작권 존중 문화의 발전 또한 기대해 본다.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문학작품 등의 인용과 저작권
글. 전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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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전송권을 신

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교육평가의 연구 및 전
국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저작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저
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으로 인용하여 고등학교
수행평가, 고입선발고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험문

국어 영역

제(이하 ‘이 사건 평가문제’)를 출제하였고, 이후 피고

의 웹사이트 등4)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이 사건 평가문

제를 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라 한다).5)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원

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전송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1) 원고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었다.
구 저작권법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최근, 수능 등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를 허용한 저작권법 제32조1)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시험 종료 후에 해당 문제지를 웹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인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2)이 선고되었다. 이는 위 게시행위가 제32조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저작권 제한 사유3)에 해당하여 저작권 비침해를 판단한 1심 법원과 상반되는 결론이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저작권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3호, 2020.2.4, 일부개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20나2045644판결(상고심 진행중).

3) 1심 법원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구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판결문에 ‘피고가 인용한 저작물, 평가문제명,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이트명 및 게시일 등을 정리한 목록(별지1)’이 명시되었으나, 목록 내용이 판결문에 공개되지는 않
았다.

5) 피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평가문제 중 ‘고입선발고사 시험문제’ 및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험문제’의 게시를 중단하였고, 특정 저작물이 인용된 ‘수행평가 문항 자료집’
은 교사인증을 받은 교사에 한하여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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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출제 시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이용 할 수 있는 범위는?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장기간 웹사
이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

1심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32조가 ‘공중송신’을 정하

1심 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의 공익적 성격, 부종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8조 또는 구법 제35조의3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

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제32조는 시험문제 출제는 비

성질, 인용 비중, 수요 대체 여부 등을 고려하건대 제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밀유지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사전 이용허락을 얻기 곤

그러나 2심 법원은 먼저 피고는 각급 교육과정을 연구·

이루어지는 시험의 경우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므

기관으로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저작물 공개하여 국

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비영리적 목적으로
로, 자유이용 범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즉,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이
의신청 등 검증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

공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불
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본 쟁점에 대해서 1심과 같은
6)

결론을 내렸다.

건 게시행위는 제28조 또는 구법 제35조의3에 합치하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인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

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다.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시험문제 출제라는 공

수에게 장기간 노출한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의 이 사
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민들에게 학습 내지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 것

정에 대한 원고 제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학교 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
7)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② 이용
허락과 사용료 지급이라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이 존

재하고 이에 관한 일정한 시장이 형성되어있어, 피고
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한 시장 영향이 크다는 점,

③ 시험문제의 특성상 질문 부분만 독자적 가치를 가
질 수 없어, 지문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도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따로

7)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제3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8)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시사점

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원고의 전송권이 침

까지 그 업무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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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

개발,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6) 법원은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글. 전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법학박사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를 적용하여 원고의 손해액
8)

을 1천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익목적 달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니,
법으로 제한한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

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2심 판결문을 접하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반사적으

로 영향을 받게 될 수험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
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에 대

한 1심과 2심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영화관에서 ‘도촬’한
영상 불법복제물
글. 오진해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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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진해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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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흰둥 씨의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
송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인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즉 VOD로 제공되는 영화
파일을 올려놓은 것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관에서 직접 영화를 녹화하는 행위를

영화관에 나 혼자라니!
너무 재밌잖아.

일본 유명 만화
‘못 말리는 친구’의 팬 김흰둥 씨

저작권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하

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저작권침해와 별도로 형

제137조(벌칙)
1

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30조(사적복제)와

예매

법이 영화의 ‘도촬’행위를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04조의6을

달리 개인소장 목적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수
행위, 즉 녹화하려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위반한 자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더빙판을 못 본 사람들에게
더빙판을 들려주고 싶어!

1 2
3 4

영화는 극장 개봉과 VOD 출시, 블루레이 디스크 발매 등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심의

휴대용 영상 촬영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극장 개봉과 동시

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이 특별히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

출시 창구별로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쿠키 영상이랑
하이라이트 영상도 편집해 올려야겠어!
모두들 좋아하겠지?

에 영상저작물이 무단으로 녹화되어 유포되는 경우 권리
자의 손해가 막대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으

로 이를 특별히 규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관객
의 저작권 의식이 발달하고 영화의 출시 창구가 다양해져

이러한 ‘직캠본’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직캠본
이 불법 유통될 경우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는

대상 게시물이 영상저작물의 거의 전체 분량을 복제‧전송

는 ‘도촬’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점, 일반적인 불법
복제물에 비해 화질과 음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
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혼자 극장 전세 낸 썰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바로보기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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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업체 소개

저작권 안심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소개

이넷뉴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이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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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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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유통콘텐츠 : 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스타트업투데이

이넷뉴스는 미래에너지 종합신문입니다. 정론직필을 지

스타트업투데이는 창업과 관련한 정책, 자금, 법률, 세무,

에너지 산업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 인큐베이팅 전문가, 회계사,

향하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이슈 등과 함께 미래
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
니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출판

노무 등의 제도는 물론이고 취업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변호사, 세무사, 교수,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전문가 그룹

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의 길을 안내합
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청 방법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
이지를 통해 간단한 양식 작성 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

더리브스

비건뉴스

노벨피아

더리브스는 늘 푸른 잎사귀들처럼 유익하고 진실한 언

비건뉴스는 채식·동물·지구에 특화된 소식을 전하는 국

노벨피아는 정액제 웹소설 플랫폼으로 시작하였으나

등 경제 전반의 이슈와 뉴스를 시대 흐름에 맞게 다루는

채식 인구에 발맞춰 비건뉴스는 채식 관련 이슈를 모아

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웹소설계 메타버스를 지

론의 길을 지향하는 인터넷 경제신문입니다. 금융, 산업
동시에,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기사들이
실생활 속 우리들의 ‘삶’ 이야기라는 시선을 놓치지 않
고 담고자 합니다.

내 유일 인터넷 채식전문지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국내
구독자 친화적인 뉴스콘텐츠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 사업영역을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

향,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자 합니다.

니다. (지정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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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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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무료

저작권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정사업 활성화를 위
한 홍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바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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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와 함께하는 저작권 퀴즈

우리는 저작권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Q

이번 퀴즈를 통해 저작권과 더 친해져봐요!

김저작 씨는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후 1년에 걸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취재를
한 끝에 장편소설을 완성하였습니다. 좋은 출판사를 만나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도 마쳤는데요, 김저작 씨의 소설은 다음 중 언제부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①

②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Q

A

김노래 씨는 작곡가 김저작 씨로부터 음악 한 곡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중 김노래 씨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① 음악에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붙이기

② 음악을 연주하여 음반을 발매하기

③ 새롭게 편곡하여 다른 가수에게 주기

④ 작곡가의 이름을 김노래로 바꾸기

답: ④
대중가요와 같이 가사가 있는 음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악곡과 가사라는 별도의 두 저작물이 결합된 결합저
작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악에 여러 사람이 다른 가사를 붙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을 공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어 복제, 배포할 권리, 그리고 편곡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모두
저작재산권의 내용이므로, 저작재산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공연이나 제작, 편곡을 허락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저작권법 제
45조 제2항) 양도계약을 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작곡가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의 내용으로, 이것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
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소설을
완성했을 때

④

③
소설책이
출간되었을 때

A

저작권을
등록했을 때

답: ②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어떤 방식으로든 사상 또

는 감정이 “표현”되어야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표현으로 저작물이 생겨나면, 그 창
작한 때로부터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의 발생은 발표나 등록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친절한 바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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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모든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②
골프장의
코스 구성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OO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골프장 안에 지어진
카페 건축물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④

③

A

카페 앞 정원에
설치된 대형
조각품

답: 제한

조각품 옆에
심은 소나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저작권법 제1조).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4절 제

2관, 제23조 이하에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저작물의 이용(제24조의2),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의 이용(제25조),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용(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A

답: ④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저작권법은 제4조에

서 저작물의 예시로 건축물과 설계도 등 건축저작물, 회화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골
프장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코스의 저작자는 코스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판결). 그러나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자연물의 경우, 미적인 가치가 있더라
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호원 열린상담실

우리 곁의 저작권

58

보호원 열린상담실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Q1

59

는지에 대하여 표시해 놓습니다. 이러한 사전 이용허락은 전적으로

제가 올림픽 중계 장면을 참조해서 그린 팬아트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용자인 학교 및 제작업

A1. ‘팬아트’는 일러스트에 무엇이, 또는 누가 그려졌느냐에 따른 분류

로, 이 역시 창작물로서의 성격은 일반적인 창작 일러스트와 다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열린 상담실을 통해 일반 국민의

지 않습니다. 방송사 등이 저작권을 가진 중계 장면에 창작성을 가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미하여 일러스트를 그렸다면, 이는 원저작물인 중계에 대해 2차적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 이슈 속에서 선정한 보호원 열린 상담실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은 별론으로

3분기 상담 키워드와 키워드 속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1), 팬아트의
저작권은 팬아트를 그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러스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트는 원저작물인 방송과 독립한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3분기 상담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각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써, 소설의
영화화, 웹툰의 게임화 등 원저작물에서 새로이 수정·증감되어 사회 통
념상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패러

디’나 ‘오마주’도 원저작물에 근거하여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

으므로, 타인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거나,
공정이용 등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팬아트

웹툰‧영화 등의 창작물, 운동선수‧연예인 등의 유명인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창작한 그림입니다. 그 자체로 저작물로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팬아트의 대상이 저작물일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입니다. 나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

록 세계적으로 약속된 표시 방식입니다. 물론 CCL 표기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 저작물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합니다.”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로도 사전 이용허락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L 라이선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cckorea.org/xe/ccl)와 C STORY
4월호를 참고해주세요!

‘팬아트’와 저작권 문제

저는 아마추어 일러스트 작가 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팬으로서 경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SNS에 올렸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교내행사 안내와 응원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하며 제 그림을
무단으로 삽입하였습니다. 학교 측에 연락하니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서 임의로 진행한
일이라고 하며, 비상업적인 목적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한편 방송을 보고 그린 것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 개인의
2)

SNS에 단순히 응원목적으로 팬아트를 그려 업로드한 경우라면 저

작권법상 공정이용3)으로서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예
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학교 측의 말처럼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A2.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는 학교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SNS를 검색

하여 해당 팬아트를 찾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
서 학교와 업체 모두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이 해당 팬아트를 내부 안내 등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
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영리라 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별적인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는 저작권이 없는 공유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

(CCL) 등으로 미리 이용허락 의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시해 놓은 저

작물의 경우입니다. CCL을 표시하는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

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아트의 작가가 명시적
으로 사전이용허락을 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대로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했어야 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은
비록 비상업적이라 하여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Q3

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 책임은 학교와 제작업체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A3. 물론 현수막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고, 인쇄될 그림을 직접 고르지

않은 학교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조치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한 주
체는 결국 학교이므로, 저작권자로서는 학교 측에 직접 저작권 침
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제작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하여 저작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
임을 지도록 요청하거나, 혹은 우선 작가에게 손해배상을 행한 뒤

제작업체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고
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상담은 보호원 홈페이지와
열린상담실(☎1588-0190)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

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
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
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리 곁의 저작권

사적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영화인이 나서 보호한다
보호원,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60

지난 8월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영화배우협

회가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

61

협약 주요내용

해 힘을 합쳤다.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높게 조사

된 영화 분야를 필두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
는 저작권 침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폐쇄적인 사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8월 3일 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이진영, 이하
협회)와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의 94.8%가 온라인으
정보 공유 및 협력 확대

합친 업무협약식 현장, 지금 바로 알아보자.

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UCC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누리소통망 등 폐
쇄적인 사적 공간으로 불법 이용의 경로가 이동하여 사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호원과 협회는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높게 조사(41%)된 영화 분야를 필두로 문화
합법적인 영화 이용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폐쇄적인 사적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복제물 이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
영화 제작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

▲ 합법적인 영화 이용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 영화 제작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저작권 침해 취약 지역인 폐쇄적 사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양 기간이 손을 맞잡는 만큼, 이번 협약은 저작권 침해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선례를 만들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으로 문화예술계에 건강한 저작권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주요 식순

행사 시작 공표 및
주요 MOU 체결 내용 설명

각 기관 대표 인사말씀 및
MOU 체결(협약서 교환)

기념 촬영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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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 공유’편

1
불법복제물공유(제공)1) 경험

콘텐츠 유통환경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웹하드나 토렌트뿐만 아니라 개인 이메일,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공유가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2019년 27.8% →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물 공유 실태를 알아보자.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조사 표본

만 13∼69세 (콘텐츠 분야별 4천 명, 총 2만 명)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조사 기간

’20.12.8.~’20.12.30.

조사 내용

불법복제물 등 콘텐츠 이용실태, 저작권 보호 인식 등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대표 분야의 콘텐츠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 결과를 담고 있다. 2019년부터 보호원은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였는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개선 방법론을 적용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2020년 32.8%

(단위:%)

(▲5.0%p 증가)
2019

33.9

32.8
27.8

28.9

전체

음악

29.8

33.1
30.9

33.2

29.9

22.2

영화

방송

출판

2020

36.1
28.1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2) 중 불법복제물을 타인에게 공

야는 게임(36.1%) 분야이며, 뒤이어 음악(33.9%), 출판

전년(27.8%) 대비 5.0%p 높았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불법복제물

유(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로, 이는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공유(제공) 경험을 살펴봤

을 때, 가장 많은 불법복제물 공유(제공) 경험을 보인 분

(33.2%), 방송(33.1%), 영화(29.8%)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제공)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게임 분야
에서는 전년(28.1%) 대비 8.0%p 높게 나타났다.

1) 공유(제공)는 온·오프라인상에서 파일의 형태 또는 저장매체를 활용하거나, 링크 등의 방법을 통해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를 의미함
2)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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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불법복제물 공유(제공) 경로

불법복제물 공유(제공) 이유3)

(단위:%, 복수응답)

2019

45.3

27.7

21.7 21.9

31.2

31.9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업로드)

SNS

14.7

11.3

토렌트

8.1

클라우드
서비스

기타

일하게 ‘개인적인 공유(이메일, 카카오톡

등)(39.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는 전
년(45.3%) 대비 5.6%p 감소한 것이다. 뒤
를 이어, ‘SNS(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허

39.7 %

개인적인 공유

3)

36.0 %
SNS

용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가족, 친구 등
지인이 무료
콘텐츠 접근
방법을 몰라서

1

다른 사람들도
흔히 공유하기
때문에

?

7.0

금전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26.9 %

가족, 친구 등 지인이
무료 콘텐츠 접근
방법을 몰라서

7.5

10.5

17.9
16.4

(3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다른사람이
요청해서

12.5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불법복제물 공유(제공) 경험자는 공유 이유(1순위 기준)로 전
년과 동일하게 ‘가족, 친구 등 지인이 무료 콘텐츠 접근 방법

을 몰라서(26.9%)’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뒤이어 ‘다른 사
람들도 흔히 공유하기 때문에(24.0%)’, ‘다른 사람이 요청해
서(17.9%)’ 순으로 높았다.

많은 응답자들이 불법복제물 공유 이유로 “지인이 콘텐츠 접근 방법을 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좋은 마음, 정품 콘텐츠에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바른 경로가 바른 콘텐츠를 만듭니다. 정품 콘텐츠를 소개하는
올바른 콘텐츠 공유문화, 함께 만들어보아요!

16.3

1.2

(36.0%)’,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업로드)

본 항목의 조사는 응답자가 2순위까지 순서대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순위 기준’은 해당 응답을 1순위로 기재한 경우를 뜻하며, ‘전체 순위 기준’은 해당 응
답을 2순위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를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

5.0

1.7

불법복제물 공유(제공) 경험자는 전년과 동

SNS

30.0

2020

26.9

5.9
개인적인
공유

(단위:%, 1순위 기준)

2019

24.8
24.0

15.9

웹하드〮
P2P

2

1

2020

39.7

36.0

11.3

USB, CD,
DVD 등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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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문체부,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

문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연결 누리집을 수

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

저작권 침해 불법링크 누리집 본격 단속
결 누리집(링크 사이트)에 대해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

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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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악 모바일 앱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가 의심

‘문화·창의서비스 수출’ 분야가 전반적인 순위 상승을 견인

를 바탕으로 하이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히 문화·창의서비스 수출과 상표, 세계 브랜드 가치 등의 세부지

되는 모바일 앱 정보를 음콘협과 공유하고 있다. 음콘협은 받은 정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지니뮤직, 엔에이치엔벅스, 다
날엔터테인먼트, 오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용허락여부를 확인했

고, 지난 7월 구글 앱 시장에서 유통되는 29개 앱을 삭제했다. 음콘협
은 9월 중 추가로 240여 개 앱에 대하여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보호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이용이 활성화되도

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의 자율적 조치 확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안호천 기자(https://www.etnews.com/20211012000038,
최종확인 2021.10.25.)

록 적극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통해, 저작권법
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lay1/bbs/
S1T12C38/F/38/view.do?article_seq=2800&cpage=1&rows=10&c
ondition=&keyword=&show=&cat=)

연결 누리집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운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음악콘텐츠협회
모바일앱 공동대응 강화

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권리자 자력구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그러나 민·형사 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악 모바일 앱에 대한 저작

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됐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6년도부터 불법 연결 누리집
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
어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재생할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세계 5위 달성

(회장 김창환, 이하 음콘협)와 함께 공동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

한국, 2021 WIPO ‘글로벌 혁신지수’
사상 최초 아시아 지역 국가 중 1위 기록, 문화·창의서비스 수출
전년 대비 13단계 상승

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제

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산업의 성과와 연관된 ‘창

의적 성과’ 분야가 작년의 14위에서 올해 8위로, 6단계 상승한
점이 순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창의적 성

과’ 분야 중에서도 ‘문화·창의서비스 수출’이 조사에 포함된 세부

지표 중 최대 상승폭(전년 대비 13단계 상승)을 기록했고, ‘엔터
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 지표의 순위 역시 전년 대비 2단계 상
승한 16위를 기록했다.

‘문화·창의서비스 수출’은 전체 무역 대비 창의서비스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한 세부지표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된다.
이 지표에 포함되는 창의서비스의 범위 역시 광고, 시청각(영화·
방송·음원·도서·공연녹화), 전통, 오락 등 다양한 문화 관련 서비
스들을 포괄한다.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한국의 주목할 만한 상승에 있어 특

에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내
려받을 수 있는 불법 모바일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예방과 권리자의 자력구제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9월 20일 유엔(UN) 산하
가 발표한 ‘2021 세계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우

한국, 혁신을 견인하는 정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

‘세계 혁신지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07년부터 매

년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 미국 코넬대와 함께 세
계 130여 개국의 경제혁신 역량을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로서,
총 7개 분야, 21개 항목, 81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평가된다. 특
히 이번 ‘세계 혁신지수’ 발표 내용 중 한국의 사례를 혁신을 견

인하는 정부 정책과 장려조치(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한 바 있다.

리나라가 작년 대비 5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계 혁신지수’ 순위는 문화를 육

아시아 지역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문화·창의서비스 수

난해에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싱가포르를 제치고
* 주요 순위: 스위스(1), 스웨덴(2), 미국(3), 영국(4), 싱가포르(8), 중국(12),
일본(13)

성하기 위한 문체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혁신을 견인

출’과 연관된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내의 문화예술저작

권 무역수지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향후 본 세부지표와 종합
순위의 지속적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COPA News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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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 2021 세계 혁신지수 평가 현황

ㅇ (전체 순위) 한국 5위 (’20년 10위에서 5단계 상승)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1위 (’20년 2위)

* ’11년(16위) → ’13년(19위) → ’15년(14위) → ’17년(11위) →
’19년(11위) → ’20년(10위)

** (순위상승) 한국(+5), 프랑스(+1), 중국(+2), 캐나다(+1), 오스트리아 (+1) 등
(순위하락) 네덜란드(-1), 덴마크(-3), 독일(-1), 일본(-3), 이스라엘(-2) 등

□ 부문별 주요 결과

ㅇ 혁신투입 9위(’20년 10위), 혁신산출 5위(’20년 10위에서
5단계 상승)

- 한국의 사례가 혁신을 견인하는 정부 정책과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

ㅇ 문화산업 관련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항목 중,

- 문화·창의서비스 수출(40위, 전년 대비 13단계 상승)*이
조사에 포함된 세부지표 중 최대 상승폭 기록

* 총 무역 대비 창의서비스 수출(%) 순위로, 한국은행 통계에 기반한
OECD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활용

-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16위,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 평가

ㅇ 문화·창의서비스 수출과 더불어 상표(’20년 15위→’21년 8위),
세계 브랜드 가치

(’20년 8위→’21년 5위) 등의 세부지표가 종합 순위 상승의
요인으로 평가됨

- 문화·창의서비스 수출과 연관된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향후 본 세부 지표 및 종합 순위의 지속적 향상이 기대됨

* 연간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 ’20년도 최초 흑자 기록 및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기록 중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kor/s_notice/
press/pressView.jsp?pSeq=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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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누구나 엠에스 오피스에서
한글 안심글꼴파일 사용한다

9. 8. 문체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업무협약 체결,
공공 안심글꼴파일 12종 탑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

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9월 8일(수) 오후 4시, 국립한글박물관에
서 ‘국제 문해의 날* 계기 공공 안심글꼴파일 이용 활성화 행사’를 개

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개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 문체부-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이지은,

이하 엠에스(MS)] 업무협약(MOU) 체결, ▲ 안심글꼴파일 개방 및 민
간협업 활용사례 발표, ▲ 엠에스 오피스 안심글꼴파일 탑재 축하 영
상 공개 등을 진행한다.

* 국제 문해의 날: ’65. 11. 17. 유네스코가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서의 문맹
퇴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9월 8일을 국제 문해의 날로 제정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엠에스와도 업무협약으로
공공 안심글꼴파일 탑재

문체부와 엠에스가 ‘안심글꼴파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5개 기관(안동시, 마포구, 칠곡군, 국립중앙도서관, 완

69

안심글꼴파일 12종은 기술 시험을 거쳐 올해 안에 엠에스 클라우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전 세계 234개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예정이다. 탑재가 끝나면 전 세계 한국어

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공공 안심글꼴파

드 서비스를 통해 워드, 파워포인트 등 엠에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8,100만 명은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한글 글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안심글꼴파일’은
2020년 3월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등을 통해 총 155

종(공공 113종, 민간 42종)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국
민들이 편리하게 ‘안심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플
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한글과컴

퓨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그 결과 현재 한컴오피스에서는
공공 안심글꼴파일 69종을 사용할 수 있다.

축하 영상, 안심글꼴파일 개방 및 활용 사례도 공유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엠에스 오피스 프로그램 안심글꼴파일 탑재

를 축하하는 영상을 공개한다. 특히 엠에스 오피스에 탑재되는 칠곡
할매서체 5종 제작에 참여한 칠곡 할머니 다섯 분(권안자, 이원순, 김

영분, 이종희, 추유을)을 비롯해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재환 교수,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씨, 한국

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인도 국적 학생 존 디피카 엠 씨 등 한글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 의미를 더했다.

도군)에서 개방한 안심글꼴파일 12종*이 엠에스 오피스 프로그램에

공공저작물로서 안심글꼴파일을 개방하고 활용한 사례도 공유한

관에서 개방한 공공 안심글꼴파일 중 ▲ 저작권 등 권리관계가 명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안심글꼴파일 제작에 참여한 배경과 의의

탑재된다. 이번에 탑재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
하고 ▲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많으며, ▲ 대한민국의 문화와
콘텐츠 전달력이 우수한 글꼴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공공 안심글꼴파일 12종: 안동엄마까투리체, 마포(Mapo) 꽃섬체,

마포(Mapo) 배낭여행, 마포(Mapo) 당인리발전소, 마포(Mapo) 다카포,
칠곡할매서체 5종(권안자할머니체, 이원순할머니체, 김영분할머니체,
이종희할머니체, 추유을할머니체), 국립중앙도서관체, 완도희망체

다. 마포구 서체를 개발한 ㈜산돌의 김민정 디자이너가 마포구 청년
를 이야기하고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인 ‘나인투식스’의 기희경 대표

가 안심글꼴파일 활용의 이점과 개방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에도 널리 알린다. 빅토리아 산기나(Victoria Shangina,
러시아)와 낸시 로레나 가스트로 곤잘레스(Nancy Lorena Castro

Gonzalez, 멕시코)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 현장을 취재하고 코리아
넷과 개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배우는 학생들을 비롯한 해외 한글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꼴 파
일 탑재에 협조해 준 엠에스에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글꼴 문화를 만들고 한글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이

운영하는 기자단. 현재 한국에 관심을 가진 105개국 외국인 3,432명이
활동하고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kor/s_notice/
press/pressView.jsp?pSeq=19066)

지원 대상
한류 콘텐츠를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1년 제9회

SW산업보호대상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SW)!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진행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SW 정품사용 문화 조성에 앞장선 기업과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www.kcopa.or.kr/cvoucher)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기관은 확인해주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21년 제 9회 SW산업보호대상을 개최합니다.

SOFTWARE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1.10월까지는 임시 이용권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cvoucher.saramin.co.kr)

지원 유형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 형

5억 원 이하

80%

20%

‘나’ 형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70%

30%

‘다’ 형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60%

40%

‘라’ 형

30억 원 초과 ∼ 600억 원 이하

50%

50%

* 기업당 총 이용권 상한: 5,000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 원)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합법 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2021. 11. 24.(수) 10:00~
장소

이용권 서비스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일시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 2층 국화룸

주관

주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침해대응 지원

소송 (민·형사, 행정)
소송 외 대응

* 이용권 한도 내에서 중복 선택 가능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대표전화) 02-3153-2459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자세한 내용은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포상

선정 대상

포상내역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부문

수량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8

기업·기관 or 개인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디지털타임스사장상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1

8

8
4

1) 기관·기업: 체계적인 SW 자산관리를 통하여
정품 SW 이용 환경을 촉진하고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
2) 개인: SW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통해
SW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스타트업(특별상): 정품 SW 사용 증대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스타트업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