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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한〈C STORY〉저작물은 공공누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의거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기반 조성 및 저작권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체계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하며

C STORY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유형 중 제3유형으로, 출처 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사진과 일러스트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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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방법론의 차이

나 물건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방식은
그 보호목적, 보호의 접근방법과 체제에 상당한 차이점도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이하여 IP보호체제의 통합적 이

(separability standard)4)도 응용미술품의 산업재산권적 보호와
저작권적 보호의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해와 적용 및 차별적 운영과 조정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는 점에

나. 보호목적 차이가 각 보호 체제에 미치는 영향

리해 보고 디지털전환시대의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기로 한다.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진흥 입법의 일종인 반면, 저작권법은

서 양자 간 보호방법의 차이점과 접점 및 경계설정의 원리 등을 정

특허법 등은 기술혁신(디자인 창작 장려)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
정신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입법이다. 이

러한 목적의 차이는 다양한 체제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분리규율의 기준과
보호체제에 미치는 변수
가. 분리 규율의 기준과 경계설정의 원리

IP보호에 있어 전통적으로 문예적 작품(artistic works)은 저작권
보호대상이고 실용적인 기술(utilitarian works)은 특허의 보호대

상이라는 이분법이 오랫동안 확고하게 지배하여 왔다. 보호대상은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각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저작

대, 저작권법은 특허체제와 달리 저작물의 공개(공표)가 보호의 절
대적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침해의 전제가 되는 실시나 이용에서

업(業)으로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공정이용 차원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보호범위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

법에 따라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국한되지 사상과 감정 그 자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5) 다만 2009년에 저작권법도 목적조항을 개정
하여 문화 및 관련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을 꾀하는 문화산업법적 목
적을 포함시킴에 따라 새로운 관계설정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6)

권적 접근방법으로 문예와 기능 또는 기술의 이분법으로 정착되었

다. 이외에도 인쇄물의 법리(printed matter)2)에 따라 서적, 음악,

영화 등은 저작권으로만 보호받고 특허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전
인간의 창의적 연구와 정신활동의 산물인 발명과 저작물 등을 사

다. 동시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인력과 자원 및 가치사슬이

(Intellectual Property: IP로 약칭)제도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지탱

IP의 양대 축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공히 그 보호객체인 무형

유재산권으로 보호하면서 활용책을 동시에 강구하는 지식재산
하는 핵심 기둥이다. IP는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 발전의 본바탕이며 기업에게는 진입장
벽을 제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쟁 도구 역할을 한

1)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의 지적창작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3자의 허락

없는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무

형적 객체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점에서 소유권 및 IP를 담은 매체

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기능성의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
도 특정 창작물의 보호여부의 결정과 보호방식의 배분을 결정하
여 그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특허법과 상표법의 충돌, 저작권법

특허법적 접근방법과
저작권적 접근방법의 비교
가. 권리의 발생체제 비교

과 디자인보호법의 충돌 등 각 법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원리로

첫째, 저작권적 접근방법은 권리의 발생이 무방식주의에 의한다.7)

면’으로부터 분리되어 확인될 수 있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한

둘째, 특허법적 접근방법은 권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서 작용하고 있다.3) 실용품 디자인은 그 제품의 ‘기능적 실용적 측
도 내에서만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분리가능성기준

이에 비해 특허법적 접근방법은 소정의 절차와 방식을 요구한다.8)

위해 특허청이 객관적 창작성에 관한 권리의 유효성9)을 사전에 판

1)

인센티브(incentive)의 종류에는 1)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인센티브(비밀관리된 코카콜라 제조비법), 2) 법의 지원이 필요한 인센티브 3) 인공적으로 창설된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특허법에 의한

6)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서도 영리적, 상습적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 부가요건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나아가 경쟁법적 측면이 강한 상표법에서는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자만 처벌하고 그 구매자를

2)

매체상에 인쇄된 것과 당해 매체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말한다. 특허법에서 전통적으로 텍스트를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여 온 결과,

7)

무방식주의란 등록이나 납본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 등을 보호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체계로서 자동적 보호의 원칙(Principle of Automatic

과정에서 상당히 쇠퇴하였다. Note, The Patentability of Printed Matter: Critique and Proposal, 18 GEO.WASH.L.REV. 475 (1950).참고.

8)

김원오,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분리가능성 요건 : 미연방대법원의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사건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産業財産權 第55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18.

9)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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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보호는 3)에 속하는 범주로 설명하기도 한다. 田村善之, 知的財産法(第２版) (有斐閣 2000/10), 5-7面 참조.

프로그램 코드는 기술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쇄물의 法理(printed matter doctrine)｣는 컴퓨터와 관련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특허가 허용되는 일련의
김원오, 지적재산권 상호간의 경계획정의 원리와 권리충돌 해법의 모색, 産業財産權 18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05.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범위 판단은 구미의 판례를 통하여 소위 아이디어ㆍ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의해 정립되었다. 우리나라 판례도 대체로 이에 따르고 있다.

처벌하지 않는데 반해, 저작권법에서는 해적 저작물 구매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비교평가도 필요해 보인다.
Protection)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심사 및 특허결정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한다. 또한 특허법적 접근방법은 권리부여 과정에서 출원공개절차와
등록공고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호객체를 ‘공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재호, 지적재산의 보호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08) 63~64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소정의 특허요건(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공서양속위반 등)을 구비한 것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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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후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

다. 둘째, 보호기간에 있어, 저작권은 상대적 독점권이고 진부화의

례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최근 디지털 문화상품과 한류열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산업, 대체불가토큰(NFT15))과 메타버스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10)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창

로 비교적 장기이나,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배타권이고 기술의 진

국 저작권이 문화 예술적 가치보호체계에서 산업적, 상업적 가치

록과 아이템 보호, 가상 샵에서의 물품판매 등 그 경제활동의 적절

작권적 접근방법은 권리의 유효성을 사전에 판단하거나 확인받는

작성(originality)은 주관적 창작성으로‘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정도를 의미하며 침해판단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다.

나. 권리의 성격과 침해판단에서의 차이 :
독점배타권 vs. 모방금지권

우선 저작권은 권리의 성격에 있어서도 독점성은 상대적이며 차

우려가 적으므로 존속기간이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ㆍ발전에 따라 진부화되기 쉬우므로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
다.(특허와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셋째, 권리의 유지에

있어, 아무 조건이나 의무 없이 정해진 보호기간이 보장되는 저작
권과 달리 산업재산권은 소정의 기간 내 연차유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권리포기로 간주하여 소멸된다.

단효(Block effect)가 없는 ‘모방금지권(模倣禁止權)’이며 소위

‘우연의 일치’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모방한 것이 아닌 한 유사
한 내용의 저작물이 복수로 병존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도 객관적 유사성 이외에 선행저작물에 “의거(rely
on)”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과
디지털전환시대의 대응과제

이에 비해 산업재산권은 차단효가 있고 우연의 일치라는 항변이

가. 보호방법의 차이를 고려한 운영현황과 상호관계

권리원칙’을 고수하며 스스로 발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복등록

보호방법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독점배타권이다. 차단효가 있기 때문에 ‘1발명 1
을 허용 하지 않고 출원경합 시 ‘선원주의 원칙’에 의해 어느 하
11)

나만 등록가능하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

동일성만 요구하지 ‘의거’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
지 않는다.

다. 권리 내용상의 비교

먼저 권리의 구성에 있어, 산업재산권은 재산권만으로 구성되지

만, 반면 저작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
의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이익을 보장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는 권리의 성격과 보호목적,
관장하며 각각 고유한 법령과 정책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운영체

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하여 문예학술 분야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좁고 강한 산업재산권 방식의 보호보다는 넓고 약한 저

작권 방식의 보호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종업원의 직무상 창작임

풍에 힘입어 저작권법에 문화산업적 보호목적을 추가한 것은 결
보호체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

재산권과의 보호방법의 접근, 중복보호와 권리충돌 해결, 거버넌
스 개선14) 등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은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전과 정신문화
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기둥이며 IP는 그 핵심 동력이다.

권의 보호범위 확대 또는 보호대상 확대 시 저작권과 충돌 문제로

인한 알력과 갈등이 예상되며, 같은 종업원의 직무상 창작의 권리

귀속체제와 보상체제 차이에 대한 반목이 헌법소송17)으로 이어지

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은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간의 갈등과

과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여 널리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창의적 상
상력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보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는

곧 특허제도에 의한 혁신은 저작권 제도의 뒷받침과 보조를 같이

신입법이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반목과 갈등 때문에 제대

향후 예상되는 갈등은 거버넌스의 개선과 차이의 인정 및 거시적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여야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이다. 자율자동차와

우주인터넷 산업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며, 급
부상하는 K-콘텐츠도 메타버스를 통해 활용되면 그 시너지 효과

Copyright

가 훨씬 커질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K-콘텐츠도 K-브랜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산하며 ‘과학혁명’이 시작된 바 있다.

보호 대상이 야기한 문제13)도 있었고, 저작물 제호의 IP보호도 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 디자인

에 특허의 공개제도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와 출판 및 학문

토양을 특허제도와 저작권제도에 의해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동시

보호대상으로 정비되었고, 경계선상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 , 응용미술저작물, 캐릭터 등 산업재산권과 중첩

조정이 필요하다.

기도 하였다. 부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양 주무관청의 혁

나. 디지털전환과 융합시대의 과제

12)

한 법적규율을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 간 적절한 합의와

그동안 인류문명의 발전은 혁신적 과학기술과 풍부한 문화예술의

에도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체제와 보상체제가 상
이하다. 그간 보호의 공백지대에 있던 글자체의 보호는 디자인권

(Metaverse16)) 산업의 부상이 대표 사례이다. 메타버스 내 빌딩블

16세기에 전혀 다른 지식체계였던 ‘과학과 기술의 만남’으로 인
같은 맥락에서 최근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과 문
화예술의 만남 및 그 시너지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아트,

10)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공무원은 신청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하면 등록이
된다)

11)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의 성질상 동일한 발명에 2 이상의 권리를 중복적으로 부여할 수 없으므로 競合된 출원 중 하나에 대해서만 특허가 허여되어야 한다. 이를 1발명 1특허의 원칙 또는

14) 다만 앞서 논한 차이점으로 인해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묶어 그냥 ‘지식재산권’으로 통합관리할 수 없는 특질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거버넌스의 개선은 앞서 논한 차이점들을 모두

12)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merger)되는 특성으로 인해 표현을 보호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되는 문제점 때문에 보호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15)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그림이 거대한 액수로 거래되며 미술 시장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복특허(double patenting)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는 바로 이러한 경합출원의 처리방식에 관한 원칙인 것이다. (박희섭, 김원오 특허법원론 제4판 (세창출판사 2010) 203면.

판례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적 보호목소리가 높아져 왔으며, 비즈니스모델(BM)특허로 이어지는 징금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권리강화로 인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저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용자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13) 김원오,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원리 : 응용미술품의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보호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15호, 한국산업재산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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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면서 얼마든지 이루어 질 수 있다.

16)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공간을 디지털로 옮겨온 것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등이 부상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NFT가 적극 쓰이게 됐다. NFT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게임 더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도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17)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헌집30-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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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시각들

글.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박신욱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시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일으킨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링크 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이어, 링크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1

EU에서의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글.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방조 판결이 등장하며 이용자 뿐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 여부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매개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과 면책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자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의 시각들’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과에 대한 신중론부터

책임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배제하는 흐름의 유럽 입법 변화까지 관련한 다양한 논의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EU의 법제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양한 EU지
1)
침과 이를 이행한 국내법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 지침으로는「전자상거래 지침」
,「정보사
2)
3)
4)
회저작권지침」
,「지식재산집행지침」
과 「DSM저작권 지침」
이 있다.

2000년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보사회 서비스제공자(ISSP: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로 표현하면서, 이른바 ‘매개적 서비스제공자(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들의 책임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매개적 서비스제공자’
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행위나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에
서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면책이 될 수 있는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종류를 ‘도관(제12

조)’, ‘캐싱(제13조)’, ‘호스팅(제14조)’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지침을 영국에서는「전자상거래규칙
(e-commerce regulation)」(2002년 8월)으로, 프랑스는「디지털경제법(Loi pour la Confiance

dans l' Economie Numérique, ‘LCEN’)(2004년 6월 21일 법 제2004-575호)」으로, 그리고 독일은

「텔레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로 이행하였다. 따

라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법행위나 불법정보에 대하여 매개적 서비스제공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
게 되면 전자상거래지침과 이를 이행한 국내법에 따라 면책이 된다.

온라인상의 불법정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묻는 것
이라면 전자상거래지침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저작권지침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사회저작권

지침 제3조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공중송신권을 근거로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금지청구(삭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집행지침 제11조에 따라 제3자(이용자)에 의한 지
식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회원국은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권리자의 금지청구의 권리를 보장

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tional

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3)
4)

10

Market.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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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지청구의 권리에 관하여 독일은 저작권법 제97조에, 영국은 CDPA 제97A조

제8조 제3항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2003년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따라 독일 개정저작권법

에, 그리고 프랑스는 ‘LCEN’ 제6.I.8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에 공중송신권(제19조a)이 도입되었고, 공중송신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에게 부작위청구인 ‘금

지청구(Abmahnung mit Unterlassungsaufforderung)’의 권리(제97조)가 인정되었는데, 이를 통

한편,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OCSSP: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의 저작

해 저작권자는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

권침해에 대한 책임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9년에 DSM 저작권지침 제17조가 제정되었다. ‘온라

자가 금지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개적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

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란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역시

해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해자책임이란 해당 침해의 가해자 또는 참여자가 아니어도, 법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 DSM저작권 지침의 제정으로 공유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에 변

적으로 또는 사실상 그러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화가 예고되고 있다.

DSM
저작권지침
적용 전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범위

인과관계를 가지고 침해에 기여하는 사람은 방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불
법행위법상 방조책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매개적 서비스제공자가 면책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전자상거
래지침 제12조부터 제14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그중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면책규정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은 서비스제공자는 단순한 매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법행위 또는 불법
정보에 대해 실제로 알지 못하였고, 그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거하거나 이에 접속하지 못하

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가 공중전달을 위한 물리적 설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

은 ‘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전문(27)). 공중송신행위를 직접 하지 않
는 매개적 서비스제공자는 위법행위나 불법정보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유를 알면서 수익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

로 불법공유를 촉진하는 경우는 이용자들의 불법공유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물리적 설비를

제공한 것을 넘어 공중송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C-610/15, Brein v Ziggo[2017] 파이럿베이 사건).
그런데,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간접책임의 문제는 남는다. 이를 잘 보여준 사건이
‘동영상공유 유튜브 사건(C-682/18)’과 ‘파일공유 업로디드 사건(C-683/18)’을 병합하여 판단한 유

럽사법재판소 판결이다.5)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유플랫폼이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매
개적 서비스제공자로서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저작권지침상의 금지청구의 권리의 입
법을 이행한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유튜브 사건(C-682/18)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으나, 유튜브의 목적 또는 원칙적 이용이 불법콘텐츠의 공유를 장려하는 것에 있

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튜브의 공중송신행위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업로디드 사건(C-683/18)에서는
문제의 파일공유 플랫폼은 불법 공유를 촉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를 게시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플랫폼의 공중송신행위를 부정하였다. 즉 이들의 직접침해
를 부정하면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따른 매개적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면책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매개적 서비스제공자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해당하여 면책되는 경

우라 하더라도 독일법상의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12

5)

Joined Cases C‑682/18 and C‑683/18, Frank Peterson v Google LLC, and Elsevier Inc. v Cyando AG (C‑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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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저작권지침
후의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DSM 저작권지침은 2001년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결여되어 있던 EU차원에서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 플랫폼상의 영상저작물 이용 활성화, 언론출판사의 보상청구권, 언론출판사에의

새로운 권리부여,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DSM 저작권지침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무단 업

로드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본조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콘텐츠 공유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하고, 권리자로부터 삭제통지를

받은 경우 업로드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추후에도 업로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최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시선

2

저작권 침해책임의 확장을 경계하며
글. 박신욱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접책임을 지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한동안 실시되었던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대면수업으로 전환되

DSM 저작권지침 제17조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은「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있다. 쉬는 시간이면 오랜만에 만나는 학우들과 시끄럽게 떠들 법도 하지만 학생들의 눈은 자연스럽

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UrhDaG))(2021년 5월 20일)」
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프랑스는 2021년 5
월 12일, DSM 저작권지침의 제17조에서 제23조를 이행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였다.

DSM 저작권지침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의 면책을 규정한 전자상거래지침 제14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7조제3항). 즉, 저작물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적 서비스제공자
가 호스팅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그 책임과 면책은 DSM 저작권지침 제17조에 따르게 되지만, ‘도
관 서비스’와 ‘캐싱 서비스’는 여전히 전자상거래지침의 제12조와 제13조가 적용된다.

이것은 이 지침의 제정으로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요컨대, 적어도 법문상으로는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 직접책임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어온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이 배제됨에 따라 그러한 매개적 서비스제

공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로서 호스팅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책임을

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지만 학생들의 눈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게 핸드폰으로 향한다. 수업자료를 복사하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
라인플랫폼을 통해 수업자료를 업로드하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한다. 수업이 끝나

면 연구실로 향한다. 오후에는 화상통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연구자들과 회의를 갖는
다. 회의가 끝나면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의 국내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자료를 복
사하느라 하루 종일 복사기에 있었던 석사과정 학생 때를 기억하며 쓴웃음을 삼킨다. 작성한 논문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집에 돌아간다. 집에서는 OTT 서비스를 통해 만화영화를 보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저녁식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온라인이 없는 세상을 상
상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작물도 이제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용하게 된다. 수업의 자료, 회의의

결과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된 논문, 만화영화, 배달플랫폼의 수많은 사진들이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대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관서비스와 캐싱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지침 제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우리「저작권법」제2조 제30호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른 금지청구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간접책임은 여전히 질 수 있다.

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

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정보사회저작권지침 및 지식재산권집행지침에 따

온라인플랫폼의 책임 및 그 제한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배제하는 부분의 해석 적용에 대하여는 향후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
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

영하는 자”로 정의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102
조 이하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21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는 플랫폼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확장을 위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매우 뜨겁게 논의된 바 있는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그것이다. 이들 법률

안이 제시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
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된다. 이를 위해 법률안에서
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특징이 확인된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방향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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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안들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

이다. 왜냐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적 통제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게

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은 비단 재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달리 전자상거래의 영역에서
화나 용역의 거래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거래의 대상은 재화
나 용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확산되고 소비되는 현재의 상

사전검열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비밀
향상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황에서 저작권 침해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의

또한 2019년 저작권지침의 도입과 같은 유럽의 이러한 변화가 유럽만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확장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

Google, Amazon, Facebook(Meta), Apple과 Microsoft는 모두 미국계 기업들이다. 시장을 재편성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나아가 그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제도 아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2019년에 저작권지침(Richtlinie (EU) 2019/790)을 개정하여, 이들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매우 큰 영역으로 확장시킨 바 있다. 특히 2019년 저작권지침 제19조의 도입

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던 저작권위반의 책임이 더 이상 방해자로서의 책임이 아
니라 행위자로서의 자기책임에 해당하게 되었다.

2019년 저작권지침 제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보호되는 콘

텐츠의 이용] (1) 구성국가들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공중의 접근을 제

공하는 경우,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가 공중으
로의 재현행위 또는 공중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유럽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소위 GAFAM으로 불리는
하여 유럽의 기업들이 GAFAM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최근 유럽의 입법 동향으로 이해되며, 2019년 저작권지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상황은 GAFAM과 경쟁을 하는, 할 수 있는 나아

가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국내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의무를 확장하게 되면, 이로 인해 가장 먼

저 영향을 받는 수범자는 GAFAM이 아니라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기업들이다. 나아가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과 의무의 확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혹은 원칙적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사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하는 입법적
결단은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책임확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

한 입법적 결단의 과정에서도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늘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구성국가들은, 사용자가 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나 그들의 행위가 상당

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가 - 예를 들어 라이
선스 계약 등을 통해 – 취득한 허락이 2001년 저작권지침 제3조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는 자신의 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가 이 조에서 규정된 요건 하에서 공중으로의
재현행위 또는 공중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C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은 이 조에서 규정된 상황에서는 적용이 없다. [...]

이러한 입법의 태도에 대한 다수의 비판들이 존재한다. 특히 공정이용이 저해될 수도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 국가기관도 아닌 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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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건

사건의 개요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으로, 해외사이트에

락 없이 해외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식으로 다중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의 이용허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팝업창 제공방식으로

대법원 2021도10903판결

링크를 제공하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
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
으로 또는 상습으로 설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공
소제기되었다.

www.link.com

오늘날, 국내외 OTT서비스 업체의

강세와 저작권 인식의 개선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음원이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하고 있는데, 이제

음원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까지도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의 종래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을

방패막이 삼아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링크 행위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링크 사이트 운영·관리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판결), 하급심에서도
링크 행위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들이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건의 경과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피
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대법원

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공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피고인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영리적·계
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

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
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
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
10903판결).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을 링크 행위 방
광고 수익으로 이익을 챙겨오던 다시보기 사이
트를 비롯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에 대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콘

텐츠의 인기와 맞물려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 국내 영상저작물에 대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 1심은 ‘링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2021. 9.

일본의 법 개정_

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리와 맥을 같이 하는데, 2017도19025판결에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2020년(令和2年) 흥

크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
것에 불과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 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였고(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24. 선고 2018고
단242판결), 2심은 ‘피고인들이 직접링크로 게
시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가 클릭함

으로 인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업로드된 사이트에 연결된다 하
더라도, (중략) 피고인들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

9.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
서 대법원은 해당 링크 사이트의 링크가 없었
다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

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손쉽

게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링크 사이트의 방조범 성립을 인
정하였다.

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

링크 행위 방식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위와 같이, 대법원이 작년 한 해에만 두 차례

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7. 23. 선고 2020노2392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
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대한 경종

에 걸쳐 링크 사이트 운영·관리자에게 저작권
법 위반행위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링크 방식을 통한 저
작권 침해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링크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규정 신설

미로운 법 개정이 있어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

다. 일본은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 등을 제공
하는 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

였는데, ‘링크 사이트1)’는 ‘침해 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사이트등’으로, ‘링크 애플리케이션’
은 ‘침해 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으로

각 정의하면서(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

링크 사이트와 링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
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규정을 명문화하

는 한편, 링크 제공자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규정을 구분하여 두
고 있다.2) 국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리를 통하여 링크 행위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1)

일본에서는 리치(leech) 사이트라는 표현을 통하여 링크 사이트의 개념을 포섭하고 있다. 리치 사이트란 자신의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권

2)

나아가, 일본에서도 이번 개정작업을 논의함에 있어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뉴스정리사이트의 링크 모음집 등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유튜브와 같은

등(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 등(URL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본 글에서는 일률적으로 링크 사이트로 표현을 통일하였다.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채널의 링크 정보 등의 삭제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책임 및 형사처벌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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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다
인터뷰. 신일숙 / 한국만화가협회장

한국만화의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나섰다.
최근, 협회는 보호원과 손잡고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을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는 1세대 만화가의 대표주자이자 현 한국만화가협회장 신일숙 작가다.
그녀를 만나 협회가 그리는 한국만화의 방향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의
청사진을 들여다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근황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만화가협회장 만화가 신일숙입니다.

지난해 4년 동안의 연재를 마무리 지은 웹툰 <카야>의
단행본 출판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Q. 한국만화가협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만화가협회는 출판만화가부터 웹툰작가까지 아우

르는 작가협회입니다. 1968년에 창립한 역사가 긴 기관

이죠. 협회 소속 작가들이 연대해 창작자의 권익 보호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저작권 문제인데, 만화 저작권 생태

계를 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이 그 일환이

SHI N I L S O O K
20

죠. 한편으론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하며 창작자

Q.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창작자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품의 연령등급이 적
정한지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웹툰의 특성상 강제적인 규제는 실효성
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웹툰 민원은 웹툰자율규

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위
원회가 소집되면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의료계 등에

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으로 민원 작품을 검토합니다. 연령등급이 적정한
지부터 살펴보고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하여 해당 플랫폼에 참고 의견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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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과 열정과 인생에 독자들이 공감하기에 작품이 사랑받는 게
아닐까요.

Q. 웹툰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장되면서

이러한 추세에 대처할 한국만화가협회의 계획 혹은
포부가 궁금합니다.

요새는 만화나 웹툰 제작과정이 많이 분업화되었어요. 독자들의
니즈에 따라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는 덴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
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정한 창작은 한 사람의 머리

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오롯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이디어나 퀄리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
서 협회는 개인 창작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한

편으론, 저작권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학
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계획도 구상 중

Q. 만화·웹툰 분야의 저작권 피해 실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작권 침해와 피해 사례는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

운 상황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깊숙하게 곪
아 있어요. 저 역시 오래 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땐, 지금보다 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
던 상태였어요. 지금이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저작권
인식이 자리 잡았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

각합니다. 저작권 인식 부족, 침해에 있어 가장 약점이
되는 부분이죠.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것

C

인가’에 대해 작가 스스로 강구해야 해요. 그리고 콘텐
츠 소비자들 역시 본인이 사랑하는 작가와 작품을 대하
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첫 시작을 맡으신 ‘저작권 보호 릴레이

22

툰을 릴레이로 그리는 활동이에요. 저를 포함해 총 20

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룰 예정이죠. 협회 자체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마침 보호원에서

함께 하자며 손내밀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선발주
자로서 책임감도 있었고, 한편으론 독자 반응에 대한 어

느 정도 걱정도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분이 사랑해

입니다.

Q. 마지막으로 팬과 만화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창작활동에서 영감을
얻거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귀띔해주세요.

주시고, 호응도 좋아 만족스럽습니다. 후발주자들의 의

우선, 제가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요. 꿈을 통해 영감을 많이 얻어

으로 릴레이 웹툰이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슬럼프라고 할만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웃음) 그래도 그림이 잘

지도 고무된 상태이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
치길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이 릴레이 웹툰을 통해 관심 갖길 기대하고

요. 분량이 긴 작품을 쓸 때 특히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사실
안 그려지거나 할 땐, 책상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걷곤 합니다.

있어요.

Q. 한국만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웹툰 캠페인’은 무엇이고,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창작’의 힘이죠. 창작자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협회 만화가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웹

거쳐 작품이 탄생하죠. 그렇게 작품에 새겨진 창작자의

작품 속에 녹여내요. 한 사람의 무수한 고뇌와 인내를

작가의 메시지
저작권 보호는 ‘

사랑’이다

작품과 작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는 거겠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한국 만화를 위해
저작권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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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

글, 그림. 신일숙

기획: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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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글. 강나래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직접 구입한 VHS비디오를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한 게시물

보호원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권리 씨의 VHS비디오 구입 행위는 유체물인 VHS비디오의 정품을

나권리 씨는 직접 구입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

권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나권리 씨가

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s)’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한 것입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권법 제20조 후문의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저작물의 판매, 양도 그 밖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

비디오를 재생할 기계가 없네...

포권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1)

OO업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
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

컴퓨터 파일
변환해드립니다!

블로그
업로드!

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란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파일의 다운로드와
같은 무형의 행위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포’가 아닌

오! 여기에 의뢰해서
컴퓨터로 봐야겠다.
1

2

3

4

‘복제’, ‘전송’ 등 기타 이용형태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예를 들어, 실물 음반을 구매한 자가 해당 음반을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
NO!
괜찮지 않아요!

위 게시물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됩니다.

위에 대해 저작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음원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허락이 없다면 저작

위와 같은 ‘복제’ 및 해당 파일의 업로드 행위와 같은 ‘전송’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VHS비디오 변환 행위의 경우 오로지 자신의 감상, 즉 사적이용
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
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구입해서 변환 작업까지 한 건데,
뭐가 문제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

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등, 나권리 씨의 행위가 아닌 해당 행위를 통해 온라인에 전송된 파

일로 한정됩니다. 이때 복제‧전송자의 법리 오인의 점은 심의위원
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권 침해가 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상업적 목적으로 합법 시장에

나권리 씨의 사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권리 씨가 올린 영상

되므로 저작권 침해 사안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물 파일은 하나지만, 여기에는 저작권법적으로 세 가지의 행위가 개입되
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다 같이 봐야지~

양도받은 권한은 ‘소유’ 및 ‘배포’에 그치는 것으로, VHS비디오 변환 행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VHS비디오를 AVI로!

플리마켓에서 어릴 적 보던
애니메이션 정품 VHS비디오를
구입한 나권리 씨

구입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저작

1)
2)

서 제공 중인 영상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 및 전송 중인 점이 인정
을 하였습니다.

이하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359-366면; 오승종,「저작권법 강의」제2판, 2018, 318-324면 참조.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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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유세곡 등 선거 홍보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선거와 저작권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선거유세곡은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유대감을 만들어준다. 특히, 딱딱

도나 신탁이 가능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

는 권리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신탁관리단체
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이

고, 개사 등을 통해 동일성유지권6)이라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한 공약을 쉽게 전달하거나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등 최고의

때문에 개작 동의서를 저작자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이다.

음악 역시,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와 마

실제 독일의 한 판결에서는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

여야 한다.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홍보용
4)

찬가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직접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신탁관리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가 있고, 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선

거로고송 사용신청서와 개작 동의서를 다운로드한 뒤 협회를 통해 저작

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작자로부터 직접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

하는 경우 비록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이 저작물에서 나오는
는 판결7)을 내린 바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15조(저작물의 왜곡)에 따

르면 보호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

는 인격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왜곡 내지 기타 침해행위를 금지할 권

리를 가지는데, 이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저작물 자체가 반드시 변경되
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
권적 이익은 비록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전달

및 이용의 방식과 종류에 따라서 침해될 수 있으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8)

서를 확보한 뒤에 선거유세곡 사용신청서와 개작 동의서를 제출한 후, 협

만약 선거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다면 어떨까? 이 역시 마찬

야 한다. 이때 개작 동의서를 저작자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하는 이유는

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비단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회 지정계좌로 저작권료를 입금하고 계산서 및 사용승인서를 수령하여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곡이 아니라고 한다면, 곡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신탁관리단체
나 저작권자에게 직접 의뢰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지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

떠도는 동영상이나 영화의 일부분, 시의 한 구절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음악의 사례와 유
사한 절차로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1. 서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온다. 트럼프 캠프의 저작권 침해 이슈들 은 비록
1)

국내의 사례는 아니지만 선거 캠프에서의 저작권 존중 인식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당시 승인을
안받은 로고송 18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이슈2)가 된바 있다.

선거기간이 되면 후보자의 윤리성 등을 주제로 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

슈가 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

28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지는데, 타인에게 양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을 비롯해 6월 영국 총선,
9월 독일 총선에서 각국은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분주했다.3)

이쯤에서 선거와 관련된 저작권의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범
위까지 저작물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진다. 본 소고는 선거와 관련된
저작권의 이슈들 중 선거 운동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 그리고 선거와 관
련된 가짜 뉴스와 뉴스 및 정보를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트럼프, 페북·인스타에 올린 영상 차단 당했다(지디넷코리아, 2020.6.6., 최종방문일 2022.2.21.) (https://zdnet.co.kr/view/?no=20200606173742)

2)

박근혜, 승인도 안받고 로고송 18곡 무단사용(고발뉴스닷컴, 2012.12.05., 최종방문일 2022.2.21.)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

3)
4)
5)
6)
7)
8)

[미 대선] 트럼프 캠프 팝송 ‘YMCA’ 무단 사용으로 소송 직면(연합뉴스, 2020.11.06., 최종방문일 2022.2.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6040300009?input=1195m)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언론과법」제17권 제1호, 2018, 52면.

[대선 2022] 유세장 달구는 선거송 단골은?(더팩트, 2022.2.20., 최종방문일 2022.2.21.) (http://news.tf.co.kr/read/ptoday/1919714.htm)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https://www.komca.or.kr/info2/info_1001.jsp, 최종방문일 2022.2.21.)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BGH, Beschluss vom 11. 05 2017 -I ZR 147/16

박희영,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최신독일판례연구」,로앤비,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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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단체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뉴스
공공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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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분야

음악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음악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뉴스저작자의 권리

공공저작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영역
어문

영상
방송

단체명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집중관리분야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방송작가의 권리

영상제작자의 권리

4. 가짜뉴스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의 권리

가짜뉴스를 법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

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등 정치적 영역에서, 즉 헌법, 형법, 선거법, 언론법 등에서나 또는 민사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2) 즉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저작물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

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다만 공정이용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더욱이 애초에

을 의미한다.

의도했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견해10)도 존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이용을 득한 뒤

이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행한 정

하며, 공정이용 판단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관계에 민감한 쟁점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11)

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 권리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라 하더

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을 어떠
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동일한 저작
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

3.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타인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저

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공직선거법 제279조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

출한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
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그 밖의 방
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30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하며,

만약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권리를 가진 자(저작권의

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자에게 이용허락을 득한 뒤에 저작물을 허락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함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만 창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는 정말로 고민과 창작이 섞여 있는

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법의 관심사였다. 그렇지

비록 저작권법으로는 가짜뉴스를 제한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

이는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는 제103조와 유사한 형태인데, 정보중개자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종 저작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사람

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

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의 평가에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

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영상제작자의 권리

다만, 공정이용의 경우라면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35조의5 제2항에서는 저작물

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의 선행이 필요하다.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표 1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9)

즉, 저작권법 제35조의5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

황에서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

로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경우 저작권자, 선거 가짜뉴스의 경우 후보자 또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만

약 가짜뉴스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저작
권법으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가 가능하다.

의4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5. 결론

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된 저작권의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선거 운동 과정

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

이용허락을 받은 뒤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가짜뉴스는 저작물로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

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
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

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

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은 일반 저작물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권리자에게
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후보자 또는 선관위에 의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아무쪼록 선거와 관련

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을 따

하여서는 저작권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용
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다.

요약하자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한 상

9)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저작권백서」
, 2021, 226면의 내용을 일부 편집함(2021.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통합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출범)

10) 이일호,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정보법학」제25권 제1호. 2021.4. 2면.

11) 유정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판단 요소 분석”,「이슈리포트」2021-21. 한국저작권위원회, 13면.
12) 계승균, “가짜뉴스와 저작권”,「계간저작권」2018 겨울호, 2018,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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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전면개정 저작권법 1 :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설치 배경

관한 문제였다고 생전에 토로한바 있다. 그는 저작권법을 연구하기 위해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설치와
이면사(裏面史)

(이하 “1986년 저작권법”)에서였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제정
저작권법”)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1986년 저작

수 없었으나,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가급적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을 의식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권법이 설치하였던 이유는 영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

영상저작물은 대표적인 종합저작물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ⅰ) 제작과 관련한 구성면에서의 복잡성이다. 구성

면에서 영상저작물은 여러 소재저작물의 동원이나 실연행위, 각종의 감독
행위를 필요로 하며 영상제작자의 기여 등이 따르는 복잡성을 특징으로 삼
는다.ⅱ)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이다. 영상저작물은 이용면에서도 수많은 기

여자 각자의 공동의 권한행사를 필요로 한다는 속성을 지닌다. ⅲ) 영상저
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그 제작에 막대한 경비가 투하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수많은 기여자가 참여하여 하나로 화체된 영상저작물에 기

여자 모두의 권리가 미쳐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면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
용ㆍ유통은 어렵게 된다. 그에 따라 1986년 저작권법은,ⅰ) 영상저작물 자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고,ⅱ) 원활한 이용유통을 꾀하며, ⅲ) 영상제작자의 투하
재원 회수를 위한다는 취지 하에 법개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입법 기안자인 당시 허희성 문화공보부 법무관 은 다음과 같은 입법적
2)

1982년에 일본으로 국비유학을 다녀왔기도 하였기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허희성 박사는 일본 저작권법과 다른 형태의 여러 입법안을
포함시켰던 바, 그 하나로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입안하게 되었다는 전
언이다. 그래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

례를 궁구하였던 바, 결정적으로 독일에서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핵심적 착안이었다고 생전에 구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서 독일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태

로 이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고민 끝에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던 최현호 석사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토를 같이 하기로 하였던 바,4) 그 이유는 최현호 석사가 독일어에 밝을 뿐
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관한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 허희성 박사 생전의 구술내용이다.5) 그 결과 마침내 독일 저작권법에서

의 규정과 유사한, 일본 저작권법의 규율내용과 다른 형태의 영상저작물 특
례규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고민을 통하여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입안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내용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입법과정에서의 고민

내지 제77조에서 다음과 같이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설치하였다.

허희성 박사가 1986년 저작권법 입안 시에 전반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은
3)

당시의 일본 저작권법을 어떻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로 하느냐에

1)
2)

3)

1986년 저작권법은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라는 제하에 제74조

제74조는 “저작물의 영상화”라는 제하에 제1항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

제정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정의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예시로서 “영화”를 들고 있었을 뿐이었다(동법 제2조).

허희성(1933-2018) 박사는 제정저작권법의 기초자인 장인숙 박사 이후 거의 유일하게 저작권법을 연구한 학자이자 입법 실무자이기도 하였다. 후학들은 그 점에서 장인숙 박사를 우리나라

저작권법학계의 “시조”라 칭하고, 허희성 박사를 “중시조”라 일컫기도 한다. 허희성 박사는 특히, 필자와 인연이 깊은바, 1986년 모대학 대학원 동기생으로 만나 그의 사후까지 학연을 같이한바
있다. 허희성 박사와 관련된 추모에 관한 글은,「계간저작권」,제32권 제1호(2019 봄) 참조.

당시의 일본 저작권법은 일본에서 “신저작권법”이라 불리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1869년(明治 2年) 저작권에 관한 처음의 흔적을 보여주는 “출판조례”(行政官達 第444号)가 공포된 이후,
1899년(明治 32年) 제13회 제국의회에서 전 52개조로 구성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저작권법(法律 第39号. 이를 “구저작권법”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1970년에 구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년부터 시행하였는바, 이를 신저작권법이라 한다(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第11版(法學書院, 2003), 23面]. 한편, 출판조례에 관한 상세한 것은, 倉田喜弘, ｢著作權史話｣(千人社,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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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35-40面 참조.

최현호 석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연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울대 법대의 황적인 교수(1929-2013)를 지도교수로 하여 저작권법을 연구한, 필자와도 학연이 깊은 당시 소장학자였다. 대표
저작으로는, 황적인ㆍ정순희ㆍ최현호,「저작권법」(법문사, 1988)이 있다(이 저서는 전반적으로 최현호 석사가 집필하였다).

이를 위하여 허희성 박사는 당시 석사장교로 전방에 근무하고 있던 최현호 석사를 직접 면회까지 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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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천사

글. 이호흥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영
6)

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을, 제2호에서 “영상저
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제3호에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7)

을, 제4호에서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을, 제5호
8)

에서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2항이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
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제75조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제하에 제1항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
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
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이 “영상저작물

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ㆍ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였다.
9)

제76조는 “영상제작자의 권리”라는 제하에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ㆍ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

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77조는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라는 제하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 이내

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
정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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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에서의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한 것인바, “본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독일 저작권법은 이를 추정규정으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꾀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7)

이처럼 1986년 저작권법은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이라는 제한술어가 없었다. 이 때문에 당초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던바, 이후 제한술어가 보완되는 형태로 개정되었다.

8)
9)

비난이 있었다(차후 이는 “추정한다.”라고 개정되었다).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동조 제4호로서 신설하였는바, 이는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이용형태가 급증하게 됨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한 것인바, “본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실연자의 강력한 법개정 요구에 따라 1994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특약이 없는 한”이란 조건이
부가되어 실연자의 권리가 향상되었다.

10) 1986년 저작권법은 제77조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나,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편제를 고려하여 이처럼 제7절(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위치하게 하였다. 내용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개정되었다가 2011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42조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라고 다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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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개선점

지금까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도입배경이나 과정, 내용 등을 간략하
게 살펴보았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 최초 설치 이래 약간의 변천과 함

께 발전되어온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는 보호기간 개선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입법적
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할 우선의 2가지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들면서 마
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이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점적이라

고 해석하는 데 이설이 없다. 그러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11)와 관련하여 방

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이 방송 이외의 방법인 복제ㆍ배포ㆍ공개상
영ㆍ전송을 할 수 없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공개상영을 목적
으로 한 경우나 전송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12)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를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해당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
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이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ⅰ) 저작재산권으로 보
고, 제101조 제1항은 이의 법정양도 규정이고 본조는 예시규정이라고 하는

견해(저작재산권설),13) ⅱ)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용권으로 보고, 본조는 저
작권법 제10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보충
규정이라고 하는 견해(법정이용권설),14) ⅲ) 음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저작

인접권으로 해석하는 견해(저작인접권설)15)로 나뉘고 있다. 이 견해들의 대
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명확한 입법을 통하여야만 할 것이다.

1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514 결정.

12)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것은, 박성호,「저작권법」
, 제2판(박영사, 2017), 502면 참조.
13) 장인숙, ｢저작권법원론｣(보진제, 1989), 212면.

14) 김수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9), 80면 ;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범우사, 1988), 336면.

15) 박성호,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 TV드라마의 비디오테이프 복제, 배포와 관련하여,“ ｢계간저작권｣, 제16호(1991 겨울), 24면 ;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계간저작권｣, 제19호(1992
가을),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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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리더

인터뷰. 엔에프팅

Q3. 최근 진행 중인 사업과 콘텐츠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 뒤 새로운 NFT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

로 영화 <죽어도 좋은 경험>을 이용한 NFT 콘텐츠 사업을 진행했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엔에프팅은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국내 최초

현재는 아마추어 작가나 실물 작가들이 NFT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창작자분께서는 이전에
만들어 두고 발표하지 못한 곡을 엔에프팅을 통해 음원 NFT로 발행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진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문화매거진N’을 제
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울, 루화, 마리피그, 어썸맨, 말랑이 등 개
성 있는 작가들을 만나왔고, 현재는 ‘아티스트N’이라는 작가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가는 등 아티스트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NFT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NFT 거래액이 2020
년 1,402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에서 2021년 5억 1,386만 달러(한
화 약 6,100억 원)로 증가하는 등 NFT 시장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
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의 구현과 그 시장의 확장이 활발해지면 NFT

엔에프팅은 대한민국 최초 NFT 오픈마켓으로, 누구나 쉽게 NFT를 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로의 전환,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여러 직업을 가지는 ‘N잡러’가

창작물을 NFT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놀이터를 꿈꾸는 “엔에프팅”은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NFT 이미지 내 불법복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NFT 워터마크 적용기술을 개발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의 의지를 밝히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고민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장하면서 NFT를 이용한 다양한 창작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NFT의 원본 이미지는 누구나

5년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블
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과 함께 국외시장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와 소유에 대한 증명만을 확인하고 인
복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

니, 여러 작가들과 창작자들이 본인들의 이미지 원본도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보
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이 활성화된 것을 보며 국내에도 이러한 기회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

Q5.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NFT를 통해서 안전하고

경과 기술 적용 후 변화가 궁금합니다.

다고 생각한 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국내에 알려

쉽게,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에 대한 1차적인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후 이미지 자체에 이
용자 IP주소 또는 아이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최초 유포자를 특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원본 필터 DNA 기술을 개발하여 워터마크가 훼손되더라

도 이미지의 특성을 가지고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추적할 수 있는 기

술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누구나 본인의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면, ‘구글 이미지 찾기’ 기능과 유사한 모니터

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 세계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도용된 이미
지를 쉽게 찾아내 창작자가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창작의 자유, 간섭이 없는 정당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수 있는 오픈형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Q2.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NFT에 도입했습니다. 워터마크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미지 불법복제

연결,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웹툰 등 NFT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확

Q4. 사업 운영 중 저작권 관련한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 디자인, 글 등 모든 창작물과 아이디어까지 NFT로 만들어 거래할

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통해 워터마크 적용 기술을

Q6. ‘엔에프팅’의 향후 사업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작(민팅)하고 거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본인의 그림, 사진, 음원, 영

오픈형 NFT 마켓
“엔에프팅”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지금, NFT 저작물 거래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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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엔에프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엔에프팅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한류 콘텐

시장 또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패션, 음

악 분야 NFT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커머스와의

누구나 쉽게,
누구나 안전하게

났고, 이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장의

기술 적용·지원 사업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개발 배

누구나 NF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척하고 많은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엔에프팅을 처음 설립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제약이나 정보의
한계를 떠나서 타고난 고유의 재능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거래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넌펀저블 닷컴에 따르면,

2021년 전체 NFT시장의 거래액은 2020년 대비 약 176억 달러(약 21
조 원)가 증가했지만 지금의 NFT시장은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였
으며 대형 PFP 프로젝트 등 특정 그룹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에프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1차
적으로는 오픈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각각의 컬렉션을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작가 개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려 합니다. 이를 통해 처음 설립 목적처럼 누구나 쉽고, 안
전하고, 공정하게 창작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으로서 발
전해나가고 싶습니다.

NFT는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원본 이미지는 불법복제가 가능하다는
이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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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저작권 보호 상담실

제가 직접 창작한 안무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무의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라

궁금즘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 이슈
속에서 선정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 언급한 것처럼 안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지

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안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란 인식이 다
소 부족하고, 안무 창작자들에 대한 이용 허락 및 저작권료 지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등 안무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
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1)
마

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 아이돌
음악 댄스를 커버해서
SNS에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돌 댄스를
커버하여 영상을 게시하고
싶은데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최근 K-POP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POP의 주 콘
텐츠는 음악이지만, 그 음악의 특징을 담은 퍼포먼스(안무) 또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진 구성요소입니다. 노래와 안무가 함께

담긴 뮤직비디오 또는 무대영상이 공개되면 팬을 비롯한 사람들

이 가수의 퍼포먼스를 따라하고, 이것을 촬영한 영상이 틱톡, 유

나

38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AI기술 등의 도입
및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

도 활발하며, 나아가서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정을 표현하여 창작성을 갖춘 연극저작물의 한 형태로서 저작권

즉 타인의 안무를 공연, 복제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

바

우선 안무창작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창작안무의 촬영
본을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본인이 저작자임을 공표하고, 한국저

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

로 저작권자(안무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취미 목적

니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권

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안무가의

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등록해 둘 경우 향후 저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타인

작권 침해가 발생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등록 내용인 저작

의 안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

자, 창작일 및 공표일 등을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습니다. 이른바 ‘샤이보이’ 사건에서는 여성 그룹의 노래 안무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인정하며, 별도의 이용 허
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무를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그렇지만, 단순히 연습생이 안무 커버영상을 올린 것만으로는 영

취미, 연습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 음악의 안무를 커버하고 촬영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리 목적이 아닌 점, 안무가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나 몸동작 수준이 아닌, 곡의 흐름에 따른 춤 동

작의 유기적인 연결 및 완결성 등 해당 노래를 표
현하기 위한 나름의 창작성을 담아야 저작물로 인
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읽기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 104668 판결)
… 이 사건 안무는 ‘샤이보이’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 구성원의 각자 역

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
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

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샤이보이’ 노
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

… 댄스 학원에서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 앞에서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

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공

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재현된 이 사
건 안무를 촬영·녹화하고,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피
고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안무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튜브 등의 SNS에 시시각각 게시되고는 합니다.

및 편집하여 SNS에 공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 있는 반면, 안무의 경우 아직은 그러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 소설처럼 안무 또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

다

의 연극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손짓

배경으로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자들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
간의 협약 및 징수 시스템, 음악의 자동인식 시스템 등이 마련되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을 공연, 복제 및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물의 예시 중 3호의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

는 유튜브의 경우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 유튜브와 권리자 협회

‘안무’와 저작권

Q1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의 안무 커버영상의 경우, 그 광고수익은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제시하고 있는 저

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
을 침해하였다.
1)

작곡가는 있는데 안무가는 없다…저작권 보호 못받는 댄서들 2021.12.31.,

2)

디지털 데일리, ‘춤은 안되고 음원은 된다? 메타버스에서의 콘텐츠 저작권 고민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5526629284096&mediaCodeNo=258
2022.02.10.,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3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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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일등공신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민관이 대책 마련

게임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인 게임의 불법복제 이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기존의 개별적 대응방식을
탈피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힘을 모았다.

협약 주요내용

1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2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3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4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5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상담·컨설팅, 홍보

공동 노력

수사지원 협조

상호 협력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기관명 가나다

순)은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인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4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본사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억 5천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저작권 분야에서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
발 및 SW 저작권은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흑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바 있

다. 그러나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
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사설서버(1,342개․2.8%), △토렌트(2,058
개․4.3%)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힘을 합쳐,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섯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 저작
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상
호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의 개별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해 유관기관 간 경험과 자원을 공
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40

41

저작권 보호 통계

대학생들에게 출판을 묻다

① 무료·비제휴 출판 콘텐츠 사용 경험 및 이용 경로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실태조사

1

해당 조사 결과는 2021 연차보고서 “출판”편의 설문조사 응답 중,

31 %

대학교에 재학중인 20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답변을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출판”편
조사 표본

설문조사 대상자 4천 명(만 13~69세 일반 국민) 중,
출판 콘텐츠를 이용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이하 출판 콘텐츠를 이용한 20대 대학생)

148명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온라인 설문조사

’20.12.8.~’20.12.30.

56.8

43.2

%

사용해본 적이 있다

%

사용해본 적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26%

제본업소-전자파일

11%

SNS

웹하드·P2P
토렌트

20%
11%
1%

* ‘무료 혹은 비제휴 콘텐츠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4명 대상

출판 콘텐츠를 이용한 20대 대학생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

서 인쇄물을 이용한 경험이 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

이를 통해 전체 출판 콘텐츠 이용자 대비 대학생들의 불법

험(56.8%)은 전체 출판 콘텐츠 이용자 대비 6.2%p 높게
상으로 가장 자주 이용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제본업소에

출판 불법복제물 경험자의 응답(20.2%) 대비 1.5배 높다.
제본 이용 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무료·비제휴 콘텐츠 경로 이용 이유
1

출판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이유로는 ‘접근과 이용이 편리해

27.4 %

서(27.4%)’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계속 이용하던 곳이라 익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해서

숙해서(25.0%)’가 2위를 차지했다. 한편, 3위를 차지한 ‘광고
만 보면 무료여서’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계속 이용하던 곳이라 익숙해서

25.0%

최신 서적이 빨리 제공되므로

11.9%

광고만 보면 무료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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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업소에서 인쇄물 이용

14.3%

그 뒤로 ‘기타(8.3%)’, ‘다른 이용경로를 몰라서(4.8%)’, ‘이용
경로 차단 혹은 폐쇄가 안 될 것 같아서(3.6%)’, ‘다른 경로에

비해 콘텐츠가 많아서(2.4%)’, ‘다른 유사 서비스에 비해 안
전해서(2.4%)’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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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통계

④ 출판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③ 출판 불법복제물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인식
출판 불법목제물로 인한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어떠한가?
전혀 심각하지 않음

출판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1

21.6

1.4%

심각함+매우 심각함 응답 합산

11.5%

매우 심각함

22.3%

87.2

심각함

64.9%

정품 콘텐츠 확대(16.9%)’, ‘사이트 운영자 처벌
(14.9%)’이 1~3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관련 제도

관련 법규 강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음

법으로 ‘관련 법규 강화(21.6%)’, ‘이용 가능한

%

와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출판 저작권 침해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

대학생 중 중 87.2%는 출판 불법복제물

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

2

16.9

%

이용 가능한
정품 콘텐츠 확대

3

14.9

사이트 운영자
처벌

%

보인다. 그 뒤로는 ‘업로더 처벌(10.8%)’, ‘단속 강
화를 통한 삭제 조치 및 경로 폐쇄(10.1%)’, ‘출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8.8%)’, ‘이용자
처벌(4.7%)’, ‘기타(1.4%)’순으로 응답했다.

고 있었다.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

36.5%

36.5%

20.9%

출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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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20.3%

정부

14.2%

오프라인
제작 및
유통업자

출판 이용자

5.4%

2.7%

저작권자

기타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대학생들의 출판 불법복제물(무료 혹은 비제휴) 이용 경험은 56.8%로 전체 출판 콘텐츠
이용자 대비 6.2%p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자주 이용한 경로에는 ‘제본업소 인쇄물’이 31%를 차지했다. 이를 통

해 대학가 제본업소를 통한 수업 교재 등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출판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역할에는 ‘출판 이용자’라는 답변이 36.5%로 1위

의 대학생이 ‘출판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

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역할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36.5%

하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제작 및 유통업
자(14.2%)’의 경우 전체 응답 비율(8.7%)
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출판물의 이용자이면서도, 그들 자신이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출판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필요 방안으로는 관련 법규 강화(21.6%), 이용 가능한 정품 콘텐츠 확대(16.9%), 사
이트 운영자 처벌(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관련 제도와 이용 환경의 개선’으로 출판 저
작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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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마! 안 괜찮아! 불법이야”

한류 콘텐츠를 지키는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로

웹툰 릴레이 캠페인 신호탄

보호원, 콘텐츠업체 대상 최대 7천만 원 지원 모집 공고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성과,

웹툰 작가 참여의 저작권 보호

유명 웹툰 작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신일숙, 이하 협회)와 함께 4월 1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한류 콘텐츠 저
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

8개월 간 ‘저작권 보호 웹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기술은 다양한 저작물 콘텐츠에 포렌식 워터마킹,

캠페인에는 협회 소속의 웹툰 작가 20여 명과 웹툰 플랫폼 12곳

지 기술 등을 적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온라인

불법 웹툰 근절과 독자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이번
이 참여한다.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웹툰을 릴레이 형태로 유명 작가들이 직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캡처 방
상 콘텐츠 무단복제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저작권 침해를 추적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접 나서 흥미 있게 그려낼 예정이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

보호원은 보호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해 선정업체를 대상으

한다. 저작권 보호 웹툰을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은 레진코믹스,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업체라면 누구나 신

하여 협조를 약속한 웹툰 플랫폼들은 격주 수요일마다 이를 게재
마녀코믹스, 미스터블루, 미툰앤노블, 봄툰, 인터넷만화방, 카카오

웹툰, 케이툰, 코믹뱅, 탑툰, 투믹스, 피터툰(가나다 순)이며, 보호
원 및 협회의 홈페이지와 씨스토리, 블로그, 작가의 누리소통망 등
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로 최대 7천만 원(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

청이 가능하며, 신청 업체 중 사업 수요도, 사업추진계획, 기대효

과 등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보호원
은 최종 선정 업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각각 90:10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저작권자인 웹툰 작가들이 직접 나서 저작권 침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절차는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의미가 크다.

3시에 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에서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저작권 보호 의식도 K-웹툰의 인기에 걸

맞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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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4월 13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호원은 같은 날 오후
예정이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를 합동 단속해 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

권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
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 프로젝트 본격 가동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조하여 지난

이용한 운영을 이어가 실제로 운영진을 검거하거나 사이트를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
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34
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합동수사 주요 검거 사례

<○○코믹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1,412개)
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야동○○’ 등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
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 구속[경남청]

<○○티비> 국내외 영화·텔레비전방송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및 링크 사
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총 28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 검
거, 수익금 1억 7천5백만 원 기소 전 추징 보전[제주청]

<○○릭스> 토렌트,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
설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7,820개를 유
포(링크)한 개발자(운영) 검거[문체부]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도 불구하고 해외의 대체사이트*를 통해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단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 대체사이트: 기존 사이트의 인터넷주소에 일련번호만 바꿔 다시 운영
하는 사이트

올해는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

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

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
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사이트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츠의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

문화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

인터폴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
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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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부심의 뿌리인

저작권 보호,
함께 지켜주세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작곡가 홍기택 입니다.
작곡할 때 항상 저만의 개성, 색들이
모두 담겨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지원 대상

이용권 서비스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 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지원 방식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수행기관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그렇기에 저에게 음악은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불법 음원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자부심은 흔들려 날아가고 없죠.

서비스 항목

지원 유형

저작권 침해감정

세부 내용
합법 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비율)
(비율)

침해대응 지원

소송 (민·형사, 행정)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가’ 형

10억 원 이하

90%

10%

‘나’ 형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80%

20%

‘다’ 형

30억 원 초과 ∼ 60억 원 이하

70%

30%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라’ 형

6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

60%

40%

‘마’ 형

100억 원 초과

50%

50%

(대표전화) 02-3153-2459

* 총 바우처 상한 : 1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9,000만 원)
▶ (개인) 유형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개인부담금 10% 적용)

소송 외 대응

문의처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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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