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STORY

Vol.

28

2021년 7월호
2021. 07 .
Vol. 28

불법복제물
거리두기!
불법복제물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W E B S I T E

줌 인 포커스

NFT 산업과 저작권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1602)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Tel 1588-0190 Fax 02-3153-2779 www.kcopa.or.kr

스페셜 테마

중국의 유튜브 CID 악용으로 인한
국내 음원 피해 사건

트렌드 리더

‘제페토(ZEPETO)’에서는
모두가 크리에이터!

Contents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줌 인 포커스

04

C STORY가 만난 사람

12

NFT 산업과 저작권
글. 캐슬린 김 / 미국 뉴욕주 변호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저작권 보호,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야
글. 박주환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글로벌 인사이트

① EU 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하다
글. 임상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복 /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14

②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침해 조치
관련 변화: 저작권 관련 규정 중심으로
글. 심상희 / 상하이줘취지식재산대리유한공사 대표
③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의 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글. 정태호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전공 교수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스페셜 테마

중국의 유튜브 CID 악용으로 인한 국내 음원 피해 사건
글. 이나라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30

36

저작권 시야 넓히기

40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44

음악 저작권 관리 방법 알아보기
글. 신준식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짱구 잠옷의 패턴디자인과 저작권
글. 전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법학박사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게시자가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외국 만화 게시물
글. 오진해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변호사

저작자의 시선

50

그것이 알고싶다

54

보호원 바로보기

60

보호원 열린상담실

64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66

저작권 보호 통계

68

작업곡만 800여 개 베테랑 작곡팀 신세대 트로트 열풍의 주역으로 거듭나다
인터뷰. 알고보니 혼수상태 / 김지환, 김경범 작곡가

‘불법 사설서버’ 편
글. 최성이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트렌드 리더

‘제페토(ZEPETO)’에서는 모두가 크리에이터!
글. 손하연 / 네이버Z 사업개발팀

우리 곁의 저작권

46

2021 · 07

저작권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업체 소개
2분기 상담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보호원-인터넷신문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0년도 콘텐츠 이용실태 및 전망
글. 정지은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KCOPA News

저작권 보호 관련 분기별 소식 및 보도자료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74

통권

28호

발행인

박주환

발행일
편집인
발행처
주소

기획·제작

디자인·인쇄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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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한〈C STORY〉저작물은 공공누리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C STORY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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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FAX

구독신청 및 문의

2021년 7월
강대오

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교육홍보부(편집부)

달 콘텐츠 제작소 (041-414-9601)
마포 마-00057
1588-0190

02-3153-2779

경영기획실 교육홍보부 이은지 주임
(02-3153-2729)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줌 인 포커스

04

글. 캐슬린 김 / 미국 뉴욕주 변호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05

NFT 산업과 저작권

글. 캐슬린 김 / 미국 뉴욕주 변호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NFT

NFT는 Non-Fu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불하면 된다. NFT화한 디지털 파일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경매 또

은 디지털 파일에 별도의 고유한 식별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디

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거래 내역이 기록된다.

의미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그림, 영상, 음악과 같
지털 파일을 NFT화한다는 것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일종의 디지털

장부에 기록하는 것, 비물질인 디지털 파일에 고윳값을 지정해 기

NFT화한 후 민팅을 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가 동등 교환 또는 분할이 가능한 데 비해 NFT는 토큰 하나하나가

Contract)’ 방식이 활용된다. 계약서나 인보이스 같은 별도의 서류

록,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

고윳값을 갖는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 속성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
성, 진본성, 유일성을 증명할 수 있고, 소장이력(구매이력)을 증명

NFT 세계는 현실 세계의 몇 배속이다.

NFT 세상의 하루는 마치 현실 세계의 한 달과 같다. 그만큼 NFT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창작자,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참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몇 년 전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에서 출발해 지난 3월 초 미국에서 디지털 아트를
NFT화 작품이 유명 경매회사에서 고가에 거래되면서 NFT 마켓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 사업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는 지정가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구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 예술을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원본 증명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

터페이스 ERC-721을 활용하는데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을 이용해 거래 조건을 코딩하여 기록하는 ‘스마트 계약(Smart
나 체결 절차 없이도 간단히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전통적인 시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중간 거래자의 역할이나 도움 없

이 창작자 등 판매자가 플랫폼에 디지털 파일을 NFT화한 후 구매

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 방식을 통해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창작자는 ‘재판매권(resale right)’을 갖고,
자동으로 일정액(약 10%)의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 유럽 국가 등

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저작물의 ‘재판매권’ 또는 ‘추급권’을 적용

을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이더리움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트

한 것이다. 음원이나 책처럼 판매에 따라 꾸준히 저작권료를 받을

의 하나다.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

올라도 별다른 보상이 따르지 않던 시각예술가나 일러스트, 디자

랜잭션이라 하고 디지털 파일을 NFT화하는 것은 이러한 트랜잭션
고 하는데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하고 작품명, 작품 설명, 에디션 수
등을 입력한 후 ‘가스피(gas fee)’라 불리는 수수료를 코인으로 지

수 있는 것과 달리 작품이 한번 팔리고 나면 작품 가격이 아무리
이너, 그리고 신진 뮤지션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이자 새
로운 유통방식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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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FT를 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링크’를 구매하는 셈인데 이러한

매 계약에 가깝다. 스마트 계약은 본질적으로 모든 참여자의 장부

트나 수집품을 거래하는 무수한 플랫폼 또는 거래소들이 새로 생

코드를 의미한다.

내 실패하고 사라지거나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을 갱신하지 않을 경

랫폼상에서 판매와 구매라는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성질로 보면 매
의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상에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있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소한 유통 방식이 기존 법제

스마트 계약이 청약과 승낙, 그리고 조건의 합치 등을 의미하는 법

대한 물음이 제기되기도 한다.

는 의견이 갈린다. 스마트 계약은 코드가 합의의 조건을 실행하고

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첫째, 창작자가 NFT화하여 판매할 때 거래 목적물이 무엇인가이

다. 거래 대상이 저작권이 아닌 디지털 원본 파일이라 볼 수도 있

고, 디지털 원본 파일이 아니라 파일 저장소의 ‘링크’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연결시켜 일종의 ‘가상자
산’을 거래한다고 볼 수도 있다. 거래 대상을 ‘가상 자산’으로 본다

면 ‘가상 자산’은 디지털 파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파일

의 이용권이 될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구매자는 디지털 작품
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NFT화한다는 것은

이미지, 텍스트, 영상물 등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물명, 계

약조건, 작가 및 작품 정보, 이미지 저장 장소로의 링크 등 해당 저

적 구속력이 가지는 합의, 즉 법률적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폐의 단순한 이전 이상의 것과 관련되고,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관

련되고, 그 이행이 자동화되어 있어 일단 계약이 개시된 이후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다. 전통적인 계약이론상으로는 상대방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당사자 특히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성립

한 것은 아니므로 전통적 계약개념과는 구별되며 상대방이 코드가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실행한 경우에 비로소 전통적 계약과 유
사한 구조가 된다.

다. 다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계

과 스마트 계약은 이러한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될 때 최초 민팅
을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대가가 지급되고, 플랫폼사는 일정부분
의 수수료가 분배되도록 코딩되어 있다. 플랫폼사의 역할도 디지

털 저작물 또는 디지털화한 저작물(디지털 트윈)을 NFT화한 저작

를 도난당했다. 현재로선 해킹 또는 도난을 방지할 기제는 없어 보

인가도 고민이다. NFT의 활용 방식은 다양하다. 현행 법률상으로

인다. NFT 계좌의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해킹, 또는 도난당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여하는 고유한 인식값

의 불변성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규제기관이 없는 가운데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해킹으로 취득한 NFT 소유권

도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NFT 계정을 해킹해 NFT 자산에 대
한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
선 없다.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다만 ‘특정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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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현재로서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권리 이전과 동시에 그에

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조건을 코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에서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등 거래를 인정하고 있어 NFT 거

저작권 라이센싱이나 양도 등 다양한 거래 조건과 내용 등을 다루
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전통적 방식의 계약 체결로 보완해야 한다.

이터에 상응하는 디지털 또는 디지털화한 저작물인 ‘가상 자산’의

니어는 NFT 플랫폼을 ‘카드로 만든 집’에 비유했다. 아직까지는 기

둘째, 여기에 현실 법제 하에서 스마트 계약은 과연 법적 효력이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구매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

약 당사자들이 스마트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코딩하는 데는 어려움
대한 대가가 동시에 지급되고, 작품의 가격과 재판매 수익 분배 등

되는 곳이 인터넷이라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

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세법

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기술적 불안정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NFT 아트를 구매하면 실제 디지털 작품을

화할 것이며 권리 침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할 것

는 원본 예술품이 아닌 디지털 파일의 NFT 거래를 유효한 저작물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없는 디지털 증

명서(메타데이터)의 거래가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
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권리 발생

에 등록 출원 등 특정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권리자가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 없이 저작물을 NFT화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연쇄적으로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 비물질 형태인 디지털 파일을 NFT화 하는 방법
외에 이미 물질로 표현된 실물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복제한 후
토큰화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방식의 예술 또는 저작물의 거래이다 보니 저작권 침해 사
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① 디지털 저작물을 NFT화하는 경우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없다. 지금은 판매자인 작가들이 NFT 구

미국 등에서 NFT 아트 커뮤니티가 처음 형성되기 될 때만 해도 다

고 IPFS를 이용해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없이 구매자 또한 창작물을 재가공해 2차창작물을 만들어 새롭게

매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별도로 저작물 파일을 보내기도 하

양한 밈(meme)이나 이미지들을 이용해 창작자와 이용자의 경계

민팅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즐기는 ‘합의된 놀이’가 있었다. 그러
나 이는 NFT 마켓 초반, 본격적인 상업화가 되기 이전 커뮤니티 내

술적 한계로 인해 블록체인에 전체 이미지나 영상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의 저장소 링크를 코딩해 해당 저작물로 연결

저작권 침해 사례들

안의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4월 초에는 한 플랫폼

넷째, NFT는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중 하나로 아직까지는 전

셋째, 블록체인이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라도 해도 이 기술이 구현

거래로 볼 수도 있다.

품의 원본임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으로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이더리움 플랫폼상에서 구현할 수 있

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이다. 다만, 본질적으
로 메타데이터, 즉 증명 기록에 대한 거래일지라도 개념상 메타데

다. 그럴 경우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예술작품의 링크가 예술작

에서 일부 사용자들의 계정이 해킹당하고 수천 달러 상당의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구매자에게 직접 전송되는 것

조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표준 인터페이스 ERC-721

우 블록체인에 기록된 ‘링크’들이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enforcing)’을 가진다. 즉, 일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으로 가상화

그럼에도 법조계 내 다수는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편이다. 이론상

통해 예술작품이 저장되어 있는 링크, 즉 일련의 숫자와 문자들의

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스타트업 중 많은 회사들은 수년

NFT의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인터넷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보

가 당사자의 입력 없이 그 조건을 실행하는 경우 ‘자가집행성(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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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플랫폼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매일 NFT 아

집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작물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 아니다. 정확히는 표준 인터페이스 ERC-721과 스마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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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의된 문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NFT로 토큰화한 작품이라고
해서 실물 작품에 부여된 법적 권리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줌 인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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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거래 대상은 문자

대로 하여 실질적 개변을 한 후 2차적저작물(파생저작물)을 작성해

대하여 협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의 창작자가 생산한 공동저작물이나 타인의 허락을 받아 저작

원본 디지털 파일, ‘가상 자산’이지, 창작자의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

매자도 마찬가지다. 구매자가 단순 소유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이

조상으로는 풀어내기가 어렵다. 다른 예술창작물과 마찬가지로

매한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저작

한다. 유형화된 미술작품에 부여되는 재산적 권리와 구별되는 별개

와 숫자가 조합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코드이고, 그 개념을 확장한
산권이 아니다. 창작자와 구매자 간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지 않
는 한 블록체인상의 일종의 가상자산(디지털 파일을 NFT화 한 것

으로 정확히는 그 메타데이터 기록 증명)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일
뿐 저작권의 이전이 아니다. NFT로 토큰화한 작품 또는 가상자산
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까지 저절
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소장자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소

민팅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구
구매한 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플랫폼에 민팅해서 판
권자는 저작재산권 양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동의 없

이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한 경우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넘
어 양도 권한에 대한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이 소멸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해당하므로 자
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장자는 원본 작품에 대한 전시, 그리고 재판매를 위한 제한적 복제

현재로서는 피침해자이자 저작자가 플랫폼사에 신고를 하면, 해당

서 구매한 작품을 가공해서 2차창작물을 만드는 등 자유롭게 이용

해자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창작자와 구매자 등이

권 및 배포권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NFT 작품을 구매한다고 해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여전히 별도의 서면 계약 또는

플랫폼사의 약관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
를 규정하여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멍청이들(Moron)〉
이라는 작

품을 구매해 NFT화 한 후 원작을 불태운 사람이 있었다. 실물 예술

플랫폼은 즉각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을 영구 삭제(burn)하고 침

NFT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며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고 교

류하면서 위법한 저작물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고 삭제하는 등

는 고유의 가치로 기록되는 데 비해 NFT화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작물이 무단으로 NFT화 되어 판매될 경우 창작자나 구매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익명 기반의 플랫폼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
기란 쉽지 않다. NFT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고와 삭제를 넘어 하나의

NFT를 생성할 때 소유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②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플랫폼에 토큰화하고 자신의

저작물인 양 소유권을 기록하고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다. 원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최근 한 국내의 신규 플랫폼사가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디지털

권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에 해당

품들의 저작권자들(사망한 작가의 유족 또는 저작권 관리자)은 해

디지털 파일 또는 가상자산으로 변환하여 구매자에게 독점적 소유

한다. 또한, 단순히 자기 소유로 민팅하는 것을 넘어 원저작물을 토

화하여 경매에 부친다고 홍보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작

당 작품들을 NFT화하는 데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양도에

랫폼 사업자들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NFT

로 민팅하는 단독저작자의 단독저작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리어
이는 또 다른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소장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인, 원본에 의한 한시적 전
시, 재판매를 위한 소형 책자 등에의 복제, 배포 등을 제외하고, 작

품의 이미지를 복제,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사

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저작권자),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

나 작가의 유족 또는 권리 승계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 계약 또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털 트윈’으로 NFT화한다는 것은 그 실물 저작물을 디지털 이미지

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자와의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저작
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판매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고 구매한 구매

자는 저작권침해자는 아니지만 저작권침해물을 구매함으로써 이
에 따른 피해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설사 소장자가 실물 작품 또는

실물 작품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복제, 공

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저작권

자 (또는 저작권 승계자)와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NFT 플랫폼 및 거래소 현황 - 약관, 저작권 관례 등

현재 니프티게이트웨이, 파운데이션, 메이커스플레이스, 수퍼레
어, 오픈씨 등 11곳의 플랫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

도 올 3월부터 코빗, 서울옥션블루-두나무, 카카오 마이템즈 등 다

④ 공동창작의 경우

③ 디지털 트윈의 경우

NFT 작품 역시 여러 법률적 권리가 복합적일 수 있다. 대다수의 플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구매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로 ‘복제’하여 플랫폼의 웹사이트(인터넷)에 ‘전송’하는 행위로 해

가 자신의 실명 또는 신원을 확인하거나 증명할 할 필요가 없다. 창

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품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양도 계약이 없는 한

기능만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업 시장이 형성되고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정

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저작

서 원본을 함부로 불태워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

체 재산, 즉 유형화한 예술작품에 대한 구매에 불과하고, 이 실물 작

앞선 사례의 경우처럼 회화, 조각, 판화 등 유형화된 저작물을 ‘디지

그러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불변하

권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NFT화한 작품의 구매자라고 해

의 무체 재산권이다. 설사 실물 작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

어느 정도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

뿐 아니라 비물질 예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

었다고 했다. 이러한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뱅크시가 자신

라 하고 여기에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

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는 현재 플랫폼 구

현재 해외의 플랫폼이나 거래소들은 스스로 창작하고 적법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저작자/저작권자만 민팅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가

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단독저작자/단독저작권자만
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퍼레어 저작권 가이드라

인과 정책은 공동저작물에 대해 “현재 수퍼레어는 공동저작물의
민팅과 수익배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두 사람

양한 NFT 거래소 또는 NFT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
데 국내 일부 플랫폼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해외 플랫폼사와 차이

가 발견된다. 업무상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포함한 저작

물 용역계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저작자를
저작재산권자로 보고 저작재산권 양도의 방식보다는 라이센싱 방

식, 즉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모전 당선작 또는 출
품작이나 전시기관의 발주 작품(commission work) 등에 대한 저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줌 인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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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재산권을 소유권과 함께 양수받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

NFT화 하여 거래할 경우 별도의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와 조

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

이센싱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 같은 관례는 국내 NFT 플랫

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간의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

다. 창작자들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면서 무조건적 양도보다는 라

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자는 이러한 방식의 플랫폼

폼 사에도 그대로 답습되는 것 같다.

대한 정보 접근권, 즉 플랫폼사 등의 월렛에서 작품 거래 내역을 수
시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창작자 사후 재판매권이 작가 유

예를 들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수퍼레어(Super Rare)는 누구나

족 등 권리 승계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창작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준을 가지고 신청자 중

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사들은 약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정을 통해 NFT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퍼레어 약관과 가이

해당 플랫폼사가 명확한 약관을 구비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

드라인을 보면, 저작권 침해 없이 스스로 창작한 작품만 수퍼레어

고,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아이템으로 민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인

파운데이션(Foundation)은 초대장을 받은 창작자만 민팅할 수 있

구매자들도 NFT 거래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적법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만이 민팅할

지, 해당 플랫폼이 사업자 정보와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도록 하고 있는데, “창작자는 저작권, 상표권 등 디지털 작품에 대
수 있으며 창작자는 해당 NFT 작품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배
포권, 전시권, 공연권 등 제반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한다.

체의 법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공지하였고, 또 다른 플랫폼사
는 원저작자들에게 사전에 권리 이전에 대한 고지를 하거나 별도

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매자들에게 저작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해외 플랫폼사들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이니만큼 저작자, 플랫폼 사업자, 구

하는 데 비해 약관상에도 정확히 어떤 것이 거래되는 것인지, 디지

창작자들은 저작권과 재판매권 등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귀속되어 문화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방

약관 규정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

털 파일을 NFT화한 가상자산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에 대한 거래
인지, 저작권 양도가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모

호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상당수의 국내 플랫

폼 사업자들은 회사 정보나 약관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
작하고 있다. 대체로는 NFT 관련 사업에 대한 시장 선점 욕구에 의

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작권과
일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차이와 개념에 대한 몰이해, 더 나아가
NFT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용자의 주의 의무, 정부의 역할

매자, 그리고 정부까지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우선,

구매자 간의 중개자로서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

는 데 있어 가장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견고한 시장을 만들어
파이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와 관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
해 권리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하며

NFT화 하는 판매자가 해당 NFT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증하
도록 요구하고, 구매자에게도 거래 목적물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

점적 소유권에 한정된다는 사실과 전시 및 향유 등의 방식, 특히 파

지갑)을 개설하고 NFT화한 경우 창작자 자신이 거래의 주체가 아

특히 NFT 가상자산은 지속적으로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상업적 이

니라 디지털 파일의 제공자일 뿐이므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 계약상 판매 및 재판매 수익은 모두 저작
자가 아닌 ‘월렛’ 개설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명의로 기록된다. 이런 경
우 대체로 판매 및 재판매 수익을 ‘월렛’ 개설자인 갤러리, 경매회

사, 또는 플랫폼사 등이 지급받아 저작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특히 재판매권은 작가 생존은 물론이고 사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가급적 저작자 본인의 ‘월렛’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

나 경우에 따라 갤러리, 플랫폼사 등 제3자의 ‘월렛’으로 저작물을

증명하는 메타데이터 기록에 대한 거래라 할 수 있고, 탈중앙화 서
비스로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

는 ‘저장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지만, 메타데이터 NFT가 표시하는
‘저작물’은 해당 플랫폼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회원에게 게시되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전송중단을 통해 작품 거래를 간접적으로 중단시킴으로 면책될 수

것인가에 좀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나 갤러리 등의 명의로 ‘월렛’(거래 대가를 주고받는 일종의 가상

정하고 있다. NFT 거래는 저작물 자체의 거래라기보다는 저작물을

지, 어떠한 분쟁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매자 또는 이용자

NFT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판매자인 창작자와

각 당사자의 역할,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의무,

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로 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NFT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온라인서

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출품에 대한 시상 내역과 함께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일

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

한다. 상거래 기본 원칙은 ‘구매자 주의’이다. 저작권침해물은 아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등을 확

이에 비해, 한 국내 NFT 플랫폼 사의 경우 공모전 요강에 NFT 작품

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

생저작물 작성 등에 있어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용의 금지, 재발행 금지 등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 불
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NFT 플랫폼 또는 거래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한국 저작권법 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한 책임 등
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이용자가 선

비스제공자로 판단될 경우 법 제102조에 따라 저작물의 거래소 내
있다.

정부나 유관 기관들은 NFT 유통에 있어 현행법의 적용에 대한 적
극적 유권 해석을 통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유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개념과 무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개념조차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예술창작자의 저작권을 제3자가 이용함에 있어
권리를 이전하는 양도 방식보다는 라이센싱 방식이 국제관례이자
예술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효한 방식이니 만큼 공모전을 포
함하여 일단 양도 계약을 요구하는 기존의 국내 예술계의 잘못된

관례가 NFT 아트마켓에도 그대로 답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이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C STORY가 만난 사람

12

저작권 보호,

글. 박주환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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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K-팝, K-콘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야

텐츠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세계인

들이 열광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나아
가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전세계

적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1억6000만 달
러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미 저작권산업이 국가 중요산업
으로 도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불법복제물 이용자 여전히 많아

창작자의 자발적인 저작권보호 노력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자들의 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화의 경우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

2021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법복제물을 이용
록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사실이다. 신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업로더 및 불법침해 서비
스 운영자를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복제

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360여 명의 인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복
제물 업로더에 대한 경고, 삭제·전송중단을 포함한 시정권고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디지털 과학수사를 지원
하고,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수거해 폐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후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고 능사가 아니다. 권리 위에 잠자
는 자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작권자 자신의 역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박주환
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이
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직 창작자의 권리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 필요 넘어 필수인 시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정부와 권리자가 불법복제물 제공자에

게 제재를 가해 불법침해를 불식시키겠다는 노력만으로는 불법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제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존중 의지가 아닐까?

이웃이 유튜버로 데뷔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저작권보호 의식은 필요를 넘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보호원은 창작자 스스로 저작권을 지킬 힘

저작권 르네상스 시대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해외 저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가 모두 저작권보호에 관심을

을 키워줄 목적으로, 올해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작권보호 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영세 콘텐츠 기업들

이 저작권보호 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피와 땀으로 이뤄졌음을 잊지 말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웃는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기고] 저작권보호,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해야”, <내일신문>, 2021.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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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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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가 제안한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
초안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입법
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책 영역에서 수정 요구나 거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는 라이선싱 등과 관련된 권리를 지

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저작권자 또는 ‘인증된 트러스

불구하고, 현재 유럽 연합(EU)에 소속된 일부 국가들이 개별

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
티드 플래거(certified trusted flagger) ’의 통지를 받으
1)

면 30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를 중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구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불법적인 스트
리밍 영상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바로 그 시점

없다고 보았다.

법 스트리밍에 관하여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늦어도 30분 이

행위원회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집행위

포츠 이벤트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유럽 의회 차원에서 상당
유럽 의회는 479명 찬성, 171명 반대, 40명 기권으로 유럽 집

들어가기

을 거쳐야 하는 현재의 법적 체계(legal framework)3)로는 스

이에 유럽 의회는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자(right holder) 또

한 기간 동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2021년 5월 19일

MALAYSIA

는 스포츠 이벤트의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잡한 절차들

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유럽 의회는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sports streaming piracy)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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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매우 중요함에도
적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과 관련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유럽 연합 차원에서 특정한 법안을 제정
2)

하여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보유자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유럽 의회는 짧은 시간 동안 경기가 이루어지고 종료되

는 인증된 트러스티드 플래거로부터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불

내에 해당 불법 스트리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유
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의회는 불법 스

트리밍에 관하여 통지할 수 있는 자로서, 스포츠 이벤트의 방
송권자뿐만 아니라 트러스티드 플래거를 도입하였는데, 트러

스티드 플래거는 유럽 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통
과하여 인증(certification)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나아가, 인

증된 트러스티드 플래거로부터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통
지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

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으로 불법적인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콘텐츠를 잘못 차단하지 않도록 불법적인 스
트리밍의 신속한 차단의 필요성과 제3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
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 즉시 차단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기가 끝난 이후의 늦

은 제재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 보고
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유럽 의회는 이러한 보고서
를 채택하면서 각 유럽 회원국들이 현행 법률을 업데이

트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유럽 집행위원회
는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저작권 지침을 채택하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개정을 제안하는 등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여기서 ‘트러스티드 플래거(trusted flagger)’는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금지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객체를 의미한다 (“‘trusted flagger’ means an
individual or entity which is considered by a hosting service provider to have particular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purposes of tackling illegal
content online”).

2)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하는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권리자를 보호하는 ‘저작 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을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저작권
(copyright)이 아닌 별도의 전용권(exploitation right)을 인정하는 법안(French Sports Code)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고 있다.

3) 현재의 법적 체계(legal framework)상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을 제한할 수는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공자는 스스로 불법적인 콘텐츠라는 것을 인

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 콘텐츠의 공유를 신속하게 제한해야 한다(Article 14 of e-Commerce Directive). 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 사실을 통지하고 차단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가처분(injunction) 절차를 별도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법 콘
텐츠의 스트리밍 발생에 대한 통지 및 증명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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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

CHINA

유럽 의회가 불법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방지 법안을 제안

03

할 것을 촉구하는 위와 같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도,
유럽 연합은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들
을 제안 및 채택해왔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은 2019년 4

MALAYSIA

월 15일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디
하지만,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 대하여, 위 보고서를 채택

본 보고서에 대한 찬반 논의

이에 일부 유럽 의회 의원은 위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

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법원의 검
토 없이 사적인 이익 그룹에게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차
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

한 과도한 차단이 우려”되고, “현재 유럽 의회의 제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한 유럽 의회는 “잠재적인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과도
한 차단(overblocking)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스포츠 이벤트의 불법 스트리밍의 책임은 어디

까지나 해당 스트리밍의 제공자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
당 스트리밍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를 관람하는 팬 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현재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으로도
4)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이슈를 다루기에 충분하다”등 이

다. 또한, “상업화된 스포츠 로비의 승리이고, 이러한 급
진적인 방법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팬과 이
용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하며 본 보고서 채
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저작권 지침을 제

정했다. 본 지침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내에서의 사용자
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을 부

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구
조를 변경시킨 것에 핵심이 있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근에도 온라인 해적행위(piracy)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제안하고 채택하

고 있다. 2020년 1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잠재적인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디지털 서비
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초안을 공개했다. 제안된 디

지털 서비스법에는 유럽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온라인 중
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법은 4가지의 카테고리

로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준수해야 될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4가지 카테고리는ⅰ) 인터넷 엑세스를 제

공하는 서비스 ⅱ) 클라우드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 ⅲ) 온
4)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Article 14는 콘텐츠 제공자(provider)가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속히(expeditiously)”
관련 콘텐츠의 공유를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인 앱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ⅳ) 유럽인들 대
부분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각

카테고리를 이루는 서비스 제공자(provider)는 이전 카
테고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의

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면, ⅰ) 인터넷 엑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는 유럽 각 회원국의 권한 당국에게 해당 플

랫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법 콘텐츠로 고려되는 정
보의 제거 등에 관한 투명한 보고와 같은 최소한의 규정
준수를 요건으로 하고, ⅱ) 클라우드와 같은 호스팅 서비

스는 인터넷 엑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게 요구되
는 보고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해당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가 제거된 경우 제거된 이유에 관한 설명 등을 제

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ⅲ) 온라인 앱 스토어와 같은 온라
인 플랫폼은 투명한 보고 및 사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criminal offenses)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ⅳ)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는
추가적으로 외부의 리스크 감사(auditing) 수용, 권한 당

국과의 데이터 공유,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준수
등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서

비스법은 불법 콘텐츠의 제거를 위한 규제 메커니즘을 상

당히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올해
안에 유럽 집행 위원회의 디지털 서비스법 관련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유럽 의회가 유럽 집행 위원
회의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유럽 연합에 또 다른 새
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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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침해 조치
관련 변화: 저작권 관련 규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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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중국은 매월 소비 관련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

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节)을 비롯하여, 알리바바 그룹
이 주도하는 광군절(光棍节，双十一）,최근에 마무리된

6.18.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이벤트와 직결되는 것이 온

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이며, 지식재산 보호라
는 측면에서 종전의 도매시장, 로드샵 등 오프라인에서
의 지식재산 보호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서도 제1장 제5절에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와 모조품 단속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전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전자상거래법’과 사법해석 등에 반영되어 이행
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현재 중국은 전자상거래 규모와 발전 수준에 있어 글로벌 리

더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알리바바, 징동을 포함하여 최

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핀둬둬, 위챗 등 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량은 34.81조 위안에 달하

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6%1)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

보호 이슈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규제 시스템은 비교적

필자가 이해하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배경 중 하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통지 및 상품

는 중국의 지속적인 미국 지식재산침해와 이에 대한 미

온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와 소프트
웨어 등 저작권 침해 이슈는 미국 입장에서 장기간 불만

을 제기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중
국 때리기를 위한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1단계무역합의 이후인 2020년 4월 30일에 발표
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중국을 여전히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하고 있다.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
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자를 위해
인터넷 경영장소·거래중개·정보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플랫폼
내에 입점하여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주체를 “플랫폼 내

경영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1조2)에서는 전자상거
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고, 권

리자와 협력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
을 의무화하고 있다.

삭제, 침해를 용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 요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

재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법 제42조3)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권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의 지식

1)
2)
3)

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CAGR(Compound annual groth rate)

전자상거래법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42조 ①지식재산권 권리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필요
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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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대하여 플랫폼 경영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자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
였다.

실무적 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4)

서 지식재산 침해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아이
디와 패스워드 등록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외국 기업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중국 현지의 대리인
을 선임하여 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용자 등록이 되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야 하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중에

이 중국 판권국(저작권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품이라면 해당 등록정보와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정보

와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한다. 미등록 작품인 경우
작품의 종류(ex. 출판물, 공식홈페이지 사진 작품, 기타
저작권)를 선택하고, 작품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정
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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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 관리 방안

2019년 11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하

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수립하고, 전
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관리 표준을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주도적인 지식재

이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없더라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

하여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산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의 통지가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

는 경우 삭제, 차폐, 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기한

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식재산보호 관리”를 국가표준(GB/T 39550-2020)으로 제정
전자상거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표준은 전자상거

래 플랫폼 관련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종류

한다.

5)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삭제·

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
다.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는 후술하는 사법해석 부분을 참조 바
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41조의 규정에
고발신고시스템, 분쟁해결시스템 및 신용평가시스템을 포함하

는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침해통지발송은 온라인 신고, 이메일, 서신 등
의 서면형식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발송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으로써 침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침해 통

지는 지식재산권 권리증명, 권리자의 신분정보와 연락처, 침해
를 확인할 수 있는 침해혐의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 또는 웹
사이트 주소, 침해구성의 기초적인 증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해 권리가 저작권인 경우 침해구성의 기초적인 증거는 저작
권 침해를 판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경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 지식재산 권리자가 충분

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플랫폼 경영자와 플

질,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 및 기술조건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라

영자 등 관련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전자
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소비자 및 사회 대
중의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관리 방안의 내용 중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사항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 방안은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플랫폼 내 경영자

한 증거자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의 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에는 ①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통지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 ② 관련 상품
의 침해링크 삭제, 차단, 연결 해제, ③ 관련 침해정보 제거, ④

거래 및 서비스 중단, ⑤ 침해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계좌 중 전
부 또는 일부 자금 동결, ⑥ 침해한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보증
금 제공을 요구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 내 경영자는 침해통지를 수령한 후, 침해행위가 존재하

확실하게 보호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

재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합법적 권익을
4)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입점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을 예시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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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저작권 등록정보를 표기하여
야 한다.

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침해행위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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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01

(3) 인민법원은 통지를 한 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EU
02

3항의 “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

사법해석

끝으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침
해사건의 심리에 적용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6)

CHINA
03

MALAYSIA

중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직

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 전자상거

래 플랫폼 경영자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랫
폼 내 경영자에 해당할 것이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
식재산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경
우, 권리의 성질,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술적 조건,

침해를 구성하는 기초증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삭제, 차폐, 접속 차단 등 플

① 위변조된 권리증명서 제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정하지 않는 경우

⑤ 오류가 있는 통지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 등

통지문 발송을 중지 등 행위를 하지 않아, 그 합법 이익에 복구하

함하여야 한다.

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7)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

않는다는 기초적인 증거

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자에게 기술특징, 디자인 특징 대비 설명 등 자료를 요구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

즉시 복구하지 못하고, 통지인이 통지를 즉시 철회하지 않거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2) 전자상거래법 제42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③ 침해구성을 위한 기초적인 증거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침해가 존재하지

성명은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성

서비스의 정보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 링크를

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②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피침해 상품 또는

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 이익에 복구하기 어려운

(4)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3조의 규정에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

① 지재권 권리증명 및 권리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다. 다만, 전자상

④ 통지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도 즉시 철회 및

③ 권리상태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통지 발송

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하는 조

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철회·정정하지 않는 경우

(6) 상황이 급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을 즉시 내

③ 권리 귀속 증명, 등록증명 등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일반적으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통지와

② 침해대비 감정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허위로 제출

랫폼에서 내리는 방식에 한정하지 않는다. 플랫폼 내 경
영자가 여러 번,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전자

발송한 경우

④ 성명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적시에

을 고려할 수 있다.

미·중 1단계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상품삭제 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책임에 대한 사항은
거래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

한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을 통하여 전

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

최근 시행된 중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법정손해액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증액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침해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중국의 전국지

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민사 1심 사건은 443,326건으로 전
년 대비 11.1% 증가하였고, 그중 저작권 관련 사건은 313,497
건으로 전년 대비 6.97%나 증가하였다.7)

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에 따라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①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제정, 플랫폼 내 경영자의 경영 심사 등

서 창작과정 등 권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멸실되어 낭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

② 플랫폼 내 점포 유형을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할 수 있다.

③ “고급모방”, “모조품” 등의 문구를 포함한 침해상품의 링크,

등으로 표시한 경영자의 권리증명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에
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창작 관련 주요 자료 보존 등 권리증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후 재등록된 침해상품 링크를 필터링 및

(5) 인민법원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제출한 성명의 악의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기타 합리적인 심사 및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위조 또는 무효의 권리증명, 등록증명 제출

② 허위정보 또는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포함된 성명
③ 권리자의 통지에 이미 침해가 인정되는 효력 있는
재판이나 행정처분 결정이 첨부된 경우도 성명을

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民事案件的指导意见(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지

7)

2020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2020년 중국 지식재산보호현황)，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도 의견),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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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의
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지식재산
고등법원(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은 저

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TV 박스
(TV Boxes) 또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 이하 “ISD”라 함)의 판매, 판매와 배포를 위한
제공 및 공급이 말레이시아의 1987년 저작권법1)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

아스트로(Astro)3)의 서비스 제공업체인 Measat Broad-

Shah Alam에 위치한 법원에서 1987년 말레이시아 저작권

해당 판결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민사소송에서 이에 관한 사건
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레

이시아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다. 즉 해당 판결의 선고는 최
근 ISD의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제기된 형사소송
들의 판결에서의 동향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6)

MALAYSIA

최근인 2021년 5월 24일에 말레이시아(Malaysia)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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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의 효과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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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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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Networks Sdn Bhd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트
리밍하는 웹사이트나 콘텐츠 서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당 판결에 앞서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을 살펴보면, 말레이
시아에서 하드웨어 및 장비 등을 판매하는 IT 회사의 이사가

법 제36A조 제3항7)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방송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LONG

TV Android(롱 TV 안드로이드) 박스8)를 판매한 혐의로서
2020년 9월 2일에 저작권법 제41조 제1항 (ha)9)의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이 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 박
스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이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10) 말레이시아 법원이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장비의 판매자에게 형사사건으로서 유죄
를 선고한 것은 이 판결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11)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로드한 ISD 판매자를 상대

로 제기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서버의 게이트웨
이 역할을 하는 셋톱박스(set-top box)의 판매자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4)

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서 말레이시아가

불법적인 셋톱박스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의 심각한 문
제라고 통보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5)

5)

2020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5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회의에서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각

국내의 취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안하였다.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을 취합하여 2020년 10월 제51차 IPEG 회의에
서 결과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말레이시아의 방송사와 권리자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Andy

6)
7)

Maxwell, 앞의 글).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제36A조(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3) 누구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조, (b)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의 수입, (c) 사업 과정에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는 것[(ⅰ)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ⅱ) 판매나 대

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ⅲ) 판매나 대여를 위해 광고하는 것, (ⅳ) 소유하는 것, (ⅴ) 배포하는 것], (d) 저작권자를 해할 정도의 사업 과정 이외의 목적으

로 배포하는 것, (e) 다음 각목의 기술, 장치 또는 부품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것[(A)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판촉, 광고 또는

홍보되는 것, (B)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만을 가지는 것, (C)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

1)

말레이시아 현행 저작권법은 1987년에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참조)(https://www.copyright.or.kr/kcc/

2)

Digital News Asia, “Astro hails IP High Court’s decis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2021.5.24.(https://www.digitalnewsasia.com/business/

3)

4)

koreacopyright/guide/malaysia/malaysia.do#n).

astro-hails-ip-high-courts-decision-copyright-infringement).

말레이시아의 텔레비전 방송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위성 텔레비전 방송으로 나뉘는데, TV1, TV2, TV3와 같은 대부분의 지상파 TV가 무료 방송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대상판결에서의 아스트로(Astro)와 같은 위성 TV는 보통 가입 기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Chin Khang Juin, Copyright is
Relevant to Everyone, Henry Goh & Co Sdn Bhd, 2017)(https://henrygoh.com/copyright-is-relevant-to-everyone/).

Andy Maxwell, “Sale of Pirate Streaming Devices Declared Illegal By Malaysia IP High Court”, TorrentFreak, 2021.5.25.(https://torrentfreak.
com/sale-of-pirate-streaming-devices-declared-illegal-by-malaysia-ip-high-court-210525/).

8)
9)

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하게 디자인되거나 개작되거나 실행된 것]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롱비전미디어그룹에서 개발한 롱 TV 박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TV 박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홍성아,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저작권 동향(2021년 제5호), 2021.3.26., 1쪽).

제41조(범죄) (1)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실연자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이 선의로 행동했고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가 그것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수 있음을 상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ha) 제36A조 제3항에서 언급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이나 장치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

10) 이 판결에 따라 말레이시아 법무부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판매업자

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malay mail, “The local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y has suffered about RM3 billion in losses annually
due to digital piracy”, 2021.2.24.).(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2/24/local-media-entertainment-industry-loses-rm3b-annuallydue-to-digital-pirac/1952294).

11) 홍성아, 앞의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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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국내 미

해와의 싸움에 대한 강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

로 인해 매년 약 30억 RM(링깃)의 손실을 입고 있

(Astro)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판결이 말

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12) 이 형사 판결을

계기로 2021년 2월 10일에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CHINA
03

MALAYSIA

26

소비자산업부(KPDNHEP)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

츠를 불법적으로 수신 및 제공하는 장비 등의 공
급자나 판매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불법 셋톱박스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
화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13)

그 이후인 2021년 2월 16일에는 한 모바일 액세서

리 회사의 여성 이사에 대하여 아스트로(Astro)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TV 미디어 박스를 소지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14)

즉 해당 여

성은 1998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제232조 제2

항에 따라 3만 링깃(RM)(한화 약 831만 원)의 벌
금을 부과받았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이 조항에 따
라 벌금이 부과된 최초의 ISD 판매자가 되었다.

15)

한편 지식재산고등법원이 ISD 등에 관하여 최초

27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스트로

레이시아에서의 ISD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과감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라일라 사트(Laila

Saat) 아스트로(Astro) 규제국장은 ISD 등이 무단
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해당 판

결은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 관한 시장에서
ISD 등의 판매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
송의 대표적 선례가 된다고 언급하였다.16) 그리고
줄카르나인 무함마드(Zulkarnain Muhammad)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MyIPO) 부국장은 ISD

등의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은 말레이시아 내

에서 직접적인 저작권의 침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경
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감
퇴시키는 것으로서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이 평가

하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계기로 ISD 등과 관련된

상소비자산업부(KPDNHEP)는 2019년 불법 콘텐츠

반 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2차적 규제방안을 전개

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7)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단의 목적은 저작권이 있

로 필요로 하였던 것은 모든 ISD 등을 판매하거나 유

스의 유용성을 줄이는 것이었고, 말레이시아는 이와

등의 법적 근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해당 판결이

소송들이 말레이시아 법원에 더욱 많이 제기되기

로 판단한 민사판결인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아에

과거부터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말레이시

부의 관련 부서는 해당 판결이 디지털 저작권 침

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국내통

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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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말레

12) malay mail, 앞의 글 참조.

13)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장비를 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최소 4천 링깃(RM)(한화 약 110만 원)부터 최대 4만 링깃(RM)(한
화 약 1,100만 원)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됨(홍성아, 앞의 글, 1-2쪽).

14) Andy Maxwell, 앞의 글.

15) 홍성아, “[문화정책/이슈] 말레이시아 콘텐츠 저작권 강화 나선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3.6.(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
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9643&page=1&find=&search=&search2=).

의 온라인상 이용 감소를 위해 246개 사이트를 차단
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셋톱박

병행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품질보증 기준을 충
족하도록 샘플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안드로이드 기

16) Andy Maxwell, 앞의 글.

17)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18) Andy Maxwell, 앞의 글.
19) Id.

하기도 하였다.18)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진정으

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명확한 판례
이러한 기대를 해소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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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의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아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접근할 수

레이시아도 ISD의 구매를 통해 법정 유료 TV의 가입을 취소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조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판결이라고 말레

문제의 해결이 자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ISD 등의 판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EU
02

이시아의 관련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즉 ISD 등에 대한

해당 판결은 가입자들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고품질의

CHINA
03

(IPEG) 회의에서, 미국은 APEC 국가들에서 ISD가 어떻게 합법적

해서 정부 당국과 콘텐츠 업체 등이 협력하여 콘텐츠의 불
법 복제는 불법이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

으로 취급되었는지에 대해 정보의 국내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해당 판결과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말레이시

아 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어려움이 보이기도 한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도 ISD 등의 판매와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경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해 일부 조사

가 무산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26)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제안했다.22)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말레이

의 해결도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에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

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으며, HOOQ, Roku 및 Apple TV와 같

능할 것이므로,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이에 관한 노력을

시아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ISD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
23)

며,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조사 및 기소 등이 가

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해당 장치를 통해서만 라이선스

셋톱박스(set-top box) 또는 ISD의 제조 및 판매는 광대역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따라서 말레이

결국 APEC회의에서의 미국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 응답보고에

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자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인

ISD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지만, ISD는 시장의 특정 부문에 계속

인터넷 보급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소

시아에서 ISD에 관한 문제가 합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에 계속적

를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를 통해 실시한 조사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산업과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예상

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태국(45%), 필리핀(28%), 말레이

과 수천 개의 일자리에 위협을 준다고 말레이시아에서 분석되고

에 따르면, ISD의 사용이 계속 증가해왔으며, 현재 ISD를 사

시아(25%), 싱가포르(15%) 순이었다. 또한 ISD를 구매했다

20)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21) Thomas, Jason. “Illicit Streaming Devices a Growing Concern.” The ASEAN Post, 25 Feb. 2019(https://theaseanpost.com/article/illicit22) Peter N. Fowler, “Report on Results of Survey Questionnaire on Domestic Treatment of Illicit Streaming Devices by APEC Economies”,

24) Peter N. Fowler, 앞의 보고서, 18쪽.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50차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

을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 등이 평가하고 있음도 아울러

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

비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텔레비전 및 기타 콘텐츠

23) Peter N. Fowler, 앞의 보고서, 6쪽.

것이다.

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권 침해행위의 퇴치 노력이 강화되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APEC/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21.3, 1쪽.

소비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한편으로 2020년 3월에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아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작권의 보호와 지속적인 저작

streaming-devices-growing-concern).

레이시아(60%), 싱가포르(28%), 필리핀(18%) 순이었는데, 말
21)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스트로(Astro)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해당 판결을 통해 말레이시아 미디어·엔터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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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 유료 TV 가입을 취소한 소비자의 비율은 태국(69%), 말

해당 판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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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연간 30억 RM(링깃) 이상이고 5억 RM(링깃)의 국가세입
있기도 하다.25) 그러므로 이를 통해 ISD에 관한 문제 해결이 말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도 나타나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히

로,27) 해당 판결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실제적으
로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의 뒷받침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27)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여러 국가에서 ISD를 사소한 문제로

26)

Andy Maxwell, 앞의 글.

보아 이 장치를 특정한 위협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었는데, 말레이시아는 ISD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은 국내 방송사와 권리 보유자들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았고, 러시아와 브루나이는 전혀 문제가 없

다고 보았으며, 중국은 위협의 규모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Thomas, Jason. 앞의 글 및 Andy Maxwell, 앞
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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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중국 가수와 음반사가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콘텐츠

ID(Content ID, 이하 ‘CID’라 한다)를 악용하여 국내 가수의 곡에 대
한 정보표기를 그들의 정보로 뜨게 해, 해당 수익을 편취해가고 있던
행태가 밝혀졌다. 이는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유튜브의 저작권 관

리 및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인 CID를 악용해 본인들의 편

곡 음원을 원저작물로 인식하게 하여 국내 음원의 이익을 침해한 사
안으로,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측으로 배분되는 결과로 이어지
고 있었다.1)

문제의 사안: 중국 가수·음반사,

01. 유튜버 포도네가 지적한 중국의 윤하 기다리다 표절 영상

* 현재는 다음과 같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으로 차단되어 있다

국내 음원의 번안곡 발매 후 CID 선점

동 문제는 유튜버 ‘포도네(Jay)’가 가수 ‘윤하’의 ‘기다리다’의 커버
곡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곡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윤하나 윤
하의 음반사가 아니라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다. ‘포도네

(Jay)’의 게시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이의 제기를

했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하였고, 유튜브 CID 시스템상 상대방의
이의 제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되려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유튜브에 직접 문의해봤

으나 ‘포도네(Jay)’가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포도네(Jay)’는 이 상황을 공유하며 본인의 커

버곡 영상의 저작권 표시를 ‘윤하’로 고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동 중국 업체의 만행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덧붙여 ‘포도네(Jay)’는 동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본인이 올린 ‘기다리다’의 커버영상은 원저작자에게 100%로 수

익이 돌아가는 것인데,2）현재 문제의 곡을 소유한 중국 회사가 수

02. 윤하인스타그램 (머니투데이, “윤하, ‘기다리다’ 中 도용에
“그래선 천금을 벌수 없단다” 일침”, 2021.5.6. 기사 활용)

1) JTBC 뉴스, “유튜브서 K팝 저작권 도용…중국 음반사 추적해보니”,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6263(2021.5.19.).

2) 포도네가 업로드한 영상 10개 중 수익과 관련하여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직접 설명을 한 바에 따르면, ⅰ)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정할 수 있음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어 본인 의지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영상, ⅱ) 원저작자의 허락하에 원저작자와 업로더인 본인이 수익을 나눠 가지는 영상, ⅲ ) 수익이 100% 원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영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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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음원, 영상 등 자신의 콘텐츠를 식별할

폼과 스트리밍 사이트에 번안곡의 앨범을 등록해 유튜브에 제출

하는 제3자의 영상이 업로드된 경우 CID가 자동으로 대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누려왔다. 한국음악저작권

수 있는 참조파일(reference file)을 제출하면, 해당 파일과 일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파트너십 맺은 자
가 사전에 설정해둔 ‘차단, 추적, 수익창출’ 중 통제권을 부여한
이 동영상의 음악
자세히 알아보기
Youtube Premium으로 광고 없이 감상
隐身等待
노래
苏一音
아티스트
隐身等待
앨범
Youtube 라이 [Merlin] EWway Music(配星文化대행) 및
음악 권리 단체 7개
선스 제공자
수정 전(’21.5.25. 기준)

이 동영상의 음악
자세히 알아보기
Youtube Premium으로 광고 없이 감상
벌써 일년
노래
브라운아이즈
아티스트
Brown Eyes
앨범
Youtube 라이 Genie Music(갑엔터테인먼트 대행) 및
음악 권리 단체
선스 제공자

수정 후(’21.7.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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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튜브 측에 콘텐츠
협회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 노래를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중국 음반사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7）외에 이웨이 뮤직

다. 예컨대 커버곡 영상이 업로드되면 CID는 알고리즘을 통해 일

(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으로 파악되었고,

해 수익공유, 중지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이는 사전에 설정

급 및 저작권 분쟁을 담당하는 음반사들이 공격적으로 유튜브에

치하는 영상을 찾아내고 음원콘텐츠를 제출한 자는 그 영상에 대
해둔 대로 자동으로 적용된다.

5）

이들은 편곡 음원은 CID에 먼저 등록하고 있었고, 음원 배포·공
음원을 게시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8）

그러나 CID는 특정인들이 제출한 참조파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 이의제기가 되기 전에는 콘텐츠 업로더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자인지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이용이거나,
저작권 주장을 하는 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이를 역이용

익을 전부 가져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표절뿐 아니라, 유튜브

유튜브 Content ID 악용

CID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국내 가수의 음원이 포함된 다수의 영상이 ‘노래’명, ‘아티스

이와 관련하여, 윤하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 상황을 인지함을 알

두 중국어로 표기되어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

리며 차차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3)

그 후, △ 아이유-아침눈물, △ 토이-좋은 사람, △ 이승철-서쪽 하
늘, △ 브라운아이즈-벌써 일년, △ 프리스타일-Y, △ 다비치-난 너

에게, △ god-길 등 다른 국내 가수들의 유사 피해 사례들이 추가
로 확인되었다.

4)

트’명, ‘앨범’명,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명과 같은 정보가 모
일까? 이는,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유튜브의 CID를 역이용했기
때문으로, 이들은 CID를 ‘먼저’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음반제작

자, 가수 등 실연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

아니라도 원저작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유튜브에 제시

하여 심사를 통과한다면, CID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동 사안에

서 국내 가수의 원곡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사, 유통사들이
그동안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은 틈을 타, 중국 쪽에서 먼

저 등록을 했고, 이로 인해 유튜브에서 발생한 국내 음원 관련 유
튜브 영상 수익이 중국음반사로 배분될 수 있던 것이다.

반사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동 사안은 중국 가수와 음반사가 유튜브의 CID의 허점

여기서, CID는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자동 저작권 검색·관리 시스

게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권리 탈취 사안이다. 중국인 가

템으로, 콘텐츠의 일치(match) 여부를 판단하여 식별 및 관리할

3) 데일리한국, “윤하 일침, 중국서 저작권 무단 도용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https://daily.hankooki.com/lpage/entv/202105/dh20210507080259139020.htm(2021.5.7.).
4) 연합뉴스, “이승철·아이유 곡이 중국곡?…유튜브 저작권도용 못막나 안막나[SNS세상]”,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063900505(2021.5.19.).

5) 이나라,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계간저작권 2019 봄호 통권 제125호(2019.3.4.), 56면-60면; CID는 콘텐츠 파트너와 유튜브의 계약을 성립되는 것으로,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서 원
본자료의 상당 부분에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와 파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파트너에게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튜

브는 자기 파트너 신청을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지 등을 검증하여 결정한다. 잘못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콘텐츠 소유자는 CID를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소유권

을 주장한 본인에게 가며, 유튜브와의 파트너 관계도 종료될 수 있다. 보통 파트너는 MCN 기업들로 콘텐츠 소유자들은 MCN과 계약을 맺고, MCN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콘텐츠 창출에 집중할수있
도록 하고 저작권 문제는 그들이 다룬다.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6）즉, 실제 저작권자가

을 악용하여 한국 음원과 유사한 편곡 음원을 원저작물로 인식하

수와 그들의 소속사는 스포티파이 등과 같은 글로벌 음악 플랫

6) 이나라, 주5, 56면-60면.

7) 경향신문, “중국의 K팝 저작권 도용, 어떻게 가능했나?”,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5191441001#c2b(2021.5.19.), 최종검색일 2021.7.6.; 황금방패 프로젝트
(golden shield project)로 유튜브 접속이 불가한 중국 회사들은 빌리브뮤직, 이웨이뮤직(EWway Music), 엔조이뮤직(Enjoy Music) 모두 중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해외 유통사들에 저작권 관리를
의뢰하고 있다. 빌리브 뮤직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원 유통 관리 회사이다.

8) 일요신문, “‘유튜브 금지 불구 유튜브서 돈 벌기’ 중국의 K팝 강탈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1876(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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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보호 및 국내 음원 사업을 지키기 위한 대처

신탁관리단체의 대처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상황, 증거 자료를 제출
받는 등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으

며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한

다. 문제 음원들을 조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의 음악
9)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 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료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
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하였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업계에

중국의 뻔뻔한 권리 탈취 행위는 예전부터 버젓이 이뤄져 왔지만,
상황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저작권 실권리자들의 피

해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코리아에 CID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며,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

사 측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11)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12）

동을 한 것은 업계종사자 간 양심과 상도를 지키지 않은 질이 낮
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벌여온 상황을 주목했을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안이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유튜
13)

브를 들어가 보면, 언론에서 문제시되었던 노래, 아티스트, 앨범,

YouTube 라이선스 란이 모두 수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국내
가수들도 동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더
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가수·제작자

한편,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조치가 미약한 것에 대한

자들의 의사가 없이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바, 적극적인 권리

과정이 불완전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14) 또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

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한국 음원의 피해

통을 도모하는 일 역시 문화산업발전에 중요한 부분인 바, 원활한

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밝혔다.

록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

활용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편취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지된 나라에서 음원 사용 수익을 노리고 국내 음원 저작권을

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중국의 몇몇 음원 유통사들

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문제의 중국 음반

주장이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 CID의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필터링 기술이다 보니 저작권자 및 음원 대행사가 음원 출시 직후

CID 등록을 해두는 것이 동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앞
서와 같이 정정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발 빠른 대응 및 관리가 중요하다.

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저작권산업과(2021.5.21.), 2면.

10)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등...‘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 관련 한음저협 입장”, 홍보팀(2021.5.18.), 1-2면.
1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저작권산업과(2021.5.21.), 1-2면.

12) ‘21.7.2 기준, 언론에 노출되었던 유튜브 저작권 도용 게시물의 저작권 정보가 변경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온라인보호부, 유튜브 저작권 도용 게시물 정보변경 확인결과 참고).

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관협력을 통한 강력한 제재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

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

분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

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현 추세를 보았을 때,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악용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유튜브 사용이 사실상

게다가, 가수와 음반사가 타국 가수의 노래를 두고 이와 같은 행

10）

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

이번 윤하 사건으로 크게 공론화된듯하다. 특히, 유튜브의 저작권

에 대한 CID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 배

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하여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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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나라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만, 다수가 폭넓게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의 활발한 유

유통과 권리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용환경 및 체계가 마련되어

야할 것이다. 더불어 음원을 이용하는 자들이 도용한 자들의 영상
등을 아예 외면하여, 그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용자들
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K

팝의 강점인 충성심 높은 강력한 팬덤을 저작권 보호 활동에 활용
한다면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보호 환경 형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국내외 팬덤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 활동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형성 및 문화산업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저작권 확인
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중국 음반사가 폐업해버리면 국내 측에서 빨리 조치를 한
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유튜브 측에 저작권 보호

ⓒ

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5）하지만, 유튜
브와 같은 플랫폼에 작정하고 한 허위등록까지 관리·감독을 요청하
기까지에는 구조상 무리가 있으며, 정부에서 나선다고 하더라도 K

13) 이번 사건으로 피해 입은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제보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정도로 중국 레이블들이 치밀하게 움직였다”며 “저희 공식 계정에 올라온 ‘공식 원곡’에는 저

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팬들이 올린 이른바 ‘팬 메이드’ 영상처럼 조회 수는 많이 나오되 시청자들이 굳이 저작권까지 훑어보지 않는 영상에만 몰래 자기 이름을 올려놨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K팝을 찾는 외국인 팬들에게 자신들이 ‘훔친 곡’을 ‘추천 영상’으로 띄워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고, 광고 수익도 가져갔던 것이다(일요신문, “‘유튜브 금지 불구 유튜브서
돈 벌기’ 중국의 K팝 강탈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1876(2021.5.21.) 참고).

14) 연합뉴스, 주4.

15) 일요신문, “‘유튜브 금지 불구 유튜브서 돈 벌기’ 중국의 K팝 강탈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1876(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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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상상은 제페토에서 이뤄진다

‘제페토(ZEPETO)’에서는
모두가 크리에이터!
글. 손하연 / 네이버Z 사업개발팀

나와 꼭 닮은 아바타가 사는 가상 세계 플랫폼 ‘제페토(ZEPETO)’.

이곳에서는 아바타가 입는 옷이며 신발, 머무는 공간까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

실제 공방에서 물건을 제작하듯 패턴과 색상을 클릭해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가능한 빌드잇 프로그램으로 멋진 도시를 짓는다. 심심할 땐 아바타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찍기도 한다.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제페토 세상.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제페토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페토는 AR 아바타 기반의 서비스로 2018년 8월 출시 이후 빠른

까요?

제페토가 Z세대의 이목을 끈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속도로 성장했으며 현재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제페토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낸 아바타를 통하여 사용자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 요소들을 크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셜

90% 이상이 해외 이용자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전 세계

제페토 서비스의 특징은 아바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활동 범
위가 넓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툴을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크게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UGC(UserGenerate Content)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페토

TOONSQUARE

Q

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제페토 인플루언서부터 유저들이 직접 다

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페토 스튜디오’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제페토의 가상공간 안에서 만들어내고 이를
모든 사람과 즐길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면서 제페토의 성
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 활발한 소셜 네트워크 활동 및 UGC 창작 등의 다양한 창의적
활동이 적극적인 MZ세대들에게는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제

작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페토를 활용
해서 자신만의 2차 창작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제페토 사용
자들의 독특한 문화이고, 이러한 UGC를 타 SNS 채널에서도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Q

제페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직접 만드는 가상세계’

라고 생각됩니다. 제페토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창작활동이
이뤄지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페토 계정을 가진 사용자라면 누구나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 할
수 있으며, 제페토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이용하여 아이템

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제페토 아바타

트렌드 리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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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제페토에서 파생되는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는 ‘제페토 드라마’를 제
작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페토 내에서 만들

어진 캐릭터와 맵 환경을 사용해 창작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
지 제페토에서 운영 중인 저작권 약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직접 제작하는 ‘제페토 스튜디오’, 아바

콘텐츠는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와 ‘제페토 콘텐츠’로 구분합니

니다.

페토 콘텐츠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필

타들이 함께 만나 놀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작하는 ‘빌드잇’ 이 있습

‘제페토 스튜디오’에서는 전문적인 디자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아이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런 템플릿을 이용하면 전문적인 모델링 및 3D 디자인 작업에 대한

다. 제페토에서 직접 제작한 로고, 공식 이미지, 공식 아이템 등은 제

요한 경우 출처를 밝힌 후 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아바타와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
고 있습니다.

이해 없이도 간단한 2D 그래픽 이미지를 수정하여 제페토 아이템

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여

사용자 콘텐츠

제페토에 출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현재 70만 명의

1)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2,500만 개가 넘는 아이템이 판매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

2) ‘사용자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의 경우 사전 통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버츄얼 패션마켓입니다.

3) 저작권 침해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스튜디오를 통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별도의 입점료가 없는 제페토 스튜디오는 전

‘빌드잇’은 상상했던 공간이 있다면 누구나 가상공간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빌드잇은 맵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음
필요함

부담하며 회사는 언제든지 사용자의 콘텐츠를
관리 감독 후 삭제할 수 있음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마의 오브젝트를 이용해 맵

을 손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맵 제작을 완료한 후 제페토 월드 내 게
시되면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초대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든지 만나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글. 손하연 / 네이버Z 사업개발팀

제페토 콘텐츠

1) 제페토 콘텐츠의 모든 자료(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화, 디자인, 아이콘 등)의 지적재산권은 네이버
제트에게 있음

2)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인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양도 불가능하며,
사용료 없이 이용 가능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사용
권한을 부여

3) 영리적 목적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가능

Q

올 하반기부터 일반 이용자들이 함께 모이는 카페, 파티 등

의 단순 모임의 기능을 넘어 직접 게임 맵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페토 세계의 확장은 어디까지일
까요? 향후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시는지와 목표하는 방향이 궁금
합니다.

제페토가 그리는 미래는 ‘누구나 꿈꾸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상 세
계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무엇

이든 제페토의 가상공간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페토의 미션입니다.

현재 제페토에서는 유명 스타의 팬미팅에 참여하여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코로나 여파로 취소되었던 컨퍼런스 및 기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시공간 제약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확장하

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다양한 IP와의 제

휴를 통해 제페토를 알려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제휴 및 사업
개발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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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준식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소중한 내 음악 지키기!
음악 저작권 관리 방법 알아보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함께합니다.
글. 신준식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음악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
가로부터 신탁받은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는 단체입니다.
196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온 한음저
협은 어느덧 4만 명의 음악 저작권자와 470만 곡이 넘는 곡을 관리하는 단
체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약 2,487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
수했고, 현재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 단체로 선출되어 국
제 저작권 산업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음저협의 저작권 신탁 관리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간편하고 자유롭게 음
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협회를 통해 수많은 음악 저작물이
널리 사용되고 저작권자는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죠. 바로 한음저협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에서 저작권자까지! 녹음실 안 나의 노래가 세상 밖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창작자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비 저작권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쉽고 재밌게

음악 저작권 관리 과정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법적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소중한 나의 저작권을 위해 더 공부해보아요!

전 세계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의 발전을 위해, 한음저협은 음
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에 늘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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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5

멋진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회원은 어떻게 되는

해야 하나요?

것이며, 어떠한 권한을 가지게 되나요?

축하합니다! 음악을 만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음악의 권리를 가진 저작권

매년 1월 한음저협의 회원 승격 규정에 따라 가입 이

자가 됩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매체에서 활용될

후 만 3년이 경과된 일반 회원(준회원) 가운데 25명이

내 음악의 적법한 사용과 그에 따라 발생할 저작권료 징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정회원으로 승격됩니다.

관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발생한 저작권료 고액자 순을 주요 승격 기

한음저협에 신탁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자신의 음악이 한 곡 이상 있어

준으로 두고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대중 부문 22명과

야 합니다. 여기서 공표는 음반,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비대중(국악, 동요 등) 부문 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 우편, 내방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으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
번호: 02-2660-0400)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생 저작권자의 협회 등록 가
입비는 절반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일반 회원보다 더 넓은 회원 복지 혜택
Q4

발매 이후 제 음악은 어떻게 정산이 이뤄질까요?

매체별 이용자로부터 받은 징수 금액과 사용 내역 데이

터를 토대로 분배 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료 분배는 월 1회 진행되며 홈페이지, 공식 애플리
Q2

Q3

저작권료는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나요?

제 음원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 매체에 따라 발생합니다. 음악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

터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내역서

저작권료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 방식

스, 동영상 서비스(유튜브 등), 방송, 공연, 음반, 노래방,
광고, 영화 등 음악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작

권료가 발생하며, 한음저협은 분야별 이용자들과의 계약
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습

니다.(해외 발생 저작권료의 경우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
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징수합니다.)

한음저협은 이용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사용 내역 데이
를 통해 사용 내역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
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 확인을 원하실 경우 협회 담당 부
서에서 직접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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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이메일 등으로 분배 상세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내 음악이 사용된 시기로부터 저작권료 분
배를 받기까지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

요됩니다. 이는 분배 자료 등의 데이터가 협회로 넘어온
이후 검증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매체의 특성 및 이용
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
인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의결권

과 함께 협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은 4만 음악 저작
권자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한 주요 결정을 내

릴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무거
운 책임 또한 함께 가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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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판단

국내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을 제작·유통하는 한 기업은 ‘한국 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패턴디자인과 피고의 패턴디자인이 ① 각

권리자로부터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 중, 2017년도에 원작의 짱구

③ 도형의 배치 비중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염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 및 콘텐츠에 대한 상품화 권리’를 일본의

잠옷을 모티브로 하여 일본 권리자의 감독 하에 잠옷 패턴디자인

(이하 이 사건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였고, 국내 SPA 브랜드를 통해

제작·유통하였다. 짱구 잠옷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인기를 얻자,
유사 제품이 ‘짱구 파자마’, ‘짱구가 입는 바로 그 파자마’, ‘SNS에서

핫한 짱구 잠옷’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유통
되었고 이 판매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이다.
2)

도형 색상의 채도와 명도, ② 패턴디자인의 간격의 불규칙 정도,
색기술, 사진촬영 시 조명의 밝기, 의류 제작 시 원단의 재봉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며, 배치 비중의 경우 양 디자인을 확대하

여 대조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하

였다. 한편 두 패턴디자인 간에 ① 검은색 테두리의 초록색 계열의

원, 빨간색 계열의 삼각형, 노란색 계열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 삼각형과 사각형은 정다각형이 아닌 점, ② 패턴을 이루는 각
도형의 크기가 일정한 점, ③ 각 도형이 일정 간격을 두고 서로 평
행하지 않도록 불규칙한 각도로 기울여져 배치된 점 등이 지배적으

로 동일하므로 두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판단하여 저작권

짱구 잠옷 패턴디자인의 저작물성

침해를 인정하였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
성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저작자의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

로서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작품과 구별할 수 있

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976829 판결 등).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제한(제23조 내지 제36

구체적인 선택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

나,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 시 허락을 구하여야 한다. 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도형과 색상을 배치했더라도

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도형들이 불규칙한 각도로 기울여진 상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나열된 이 사건 패턴디자인은 ‘짱구’의 개구쟁이

성격을 패턴디자인으로 표현하려는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표현물이고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

짱구는 엉뚱하고 천진난만한 매력으로 국내에서도 친숙한 캐릭터 이다.
1)

몇 년 전 국내 SPA 브랜드를 통해 짱구가 입었던 잠옷이 출시되었는데, 잠옷의 형태는 일반적이었지만,

시사점

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패턴 디자인은 동일한 형상으로 분리 가능성
이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조)하여, 저작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

구 잠옷 패턴디자인 사건의 경우,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라고 할지라도
도형의 배열 방식, 색의 배치, 테두리 처리의 방식 등이 조화를 이루어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패

턴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저촉가능성이 있다는 점4)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늘색 배경에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초록색 원, 빨간색 삼각형, 노란색 사각형들이 불규칙한 각도로 기울여진
상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나열된 패턴이 제품의 특징이었다. 이 잠옷은 젊은 층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유사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되었다.

과연 짱구의 잠옷, 아니 정확하게 짱구의 잠옷 패턴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짱구는 못말려’는 1992.4.경부터 일본에서 출간·방영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1998년 경부터 출간·방영된 만화이다. 그 주인공인 짱구(일본명 ‘노하라 신노스케’, 이하 짱구라 한다)는 만화 단행본과
애니메이션 등에 잠옷을 입고 등장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4.선고 2019가합517270판결(항소심 진행중).

3)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4) 짱구 잠옷 패턴디자인 사건은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도용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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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한국어

김영웅 씨는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인 ‘히어로유니버스’의 팬이다. 김영웅 씨가 태어나

만화 감상을 시작한 지 반년쯤 되자, 혼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깊고 재미있는 세계를

기 전부터 만화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은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캐릭터상품 등

국내 팬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김영웅 씨는 만화를 고화질로 캡처하고,

그야말로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다. 김영웅 씨는 처음에는 남들처럼 영화

대사를 번역한 다음 말풍선 안에 깔끔하게 편집해 넣었다. 영어 실력이나 편집 실력은

로 히어로유니버스에 입문했다가, 관련 콘텐츠를 탐구한 끝에 1970년대에 발간된 옛날

조금 미흡하지만, 애정과 지식을 담아 번역했으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어 매주

연재만화에까지 관심이 닿게 되었다.

한 호씩을 블로그에 무료로 공개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자 히어로유니버스의 팬들이
모여들어 댓글란이 북적북적해졌고, 김영웅 씨는 ‘덕질’에 모처럼 보람을 느꼈다.

히어로유니버스의 제작사는 몇 년 전 만화감상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하면서, 옛 연재만
화를 디지털로 복원해 호당 2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달러라는 화폐단위에서 알 수 있듯

그런데 어느 독자가 비밀댓글로 알려준 바에 의하면, 히어로유니버스의 제작사는 자사의

모두 영문판이다. 국내의 한 출판사가 히어로유니버스의 출판물 모두를 독점 계약하여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복제, 배포 및 번역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웅 씨는

번역·출간하고 있지만, 해당 시리즈는 수요가 모자란 지 번역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개인 취미로만 번역과 공유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지도 않은데도 번역을 하

김영웅 씨는 시리즈의 설정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홀로 만화를 읽어나갔다.

면 안 되는 것인지, 정성 들인 번역글을 모두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뒤늦게 고민에 빠졌다.

0 / 5000

번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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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수명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하는 시대

입니다. 콘텐츠의 바다에서 개개 작품들이 빨리 잊혀
지는 듯하다가도, 옛날 음악이 갑자기 발굴되어 차트
에서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추억의 영화들이 리메이
크‧리부트되기도 하고, 웹툰‧드라마‧게임까지 동시

에 기획‧제작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는 문화
산업전략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김영웅 씨의 행위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
제‧전송 및 2차적저작물로 작성(번역)한 것으로 저

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취미이기는 하지만, 블로그에 공개하여 공중의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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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제작사는 오래된 만화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blog

재발행하여, 자사의 다른 영화, 드라마 등과의 시너지

OOOOOO 12화

김영웅님의 블로그
OOOOOO 12화
OOOOOO 11화

효과를 노렸습니다. 해당 만화들은 단지 50년 전의 옛

날 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과 연

계되어 현재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는 콘텐츠로, 물론
김영웅 씨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만화에 관심을 가
지게 된 것입니다. 김영웅 씨가 본인의 창작성과 노력
을 더하여 번역물이라는 2차적저작물을 생산하기는

하였으나, 제작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내 출
판사를 통한 합법 번역물 발간을 오히려 방해함으로

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도 없을 것
입니다.

감상에 제공하였고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복제‧배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및 번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렇습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모두 당연히 보호

원의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심의위원회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요청을 하

는 등 보호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불법복제물이 불법
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시장에 미치

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하게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 번역(2차적저작물작성) 외에도 그

림 부분에 대한 복제‧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그
리고 정식 우리말 번역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
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고 여부를 심의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작사가 보호원에 직접 저작물 보호요

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70년대에 발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연 합법시장이 있는지, 김영웅 씨의 번역물이 해당 시

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

간되어 국내에 번역되지도 않은 오래된 저작물에 과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

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
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

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
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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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많은 남자와 한 많은 남자가 만났다.

‘샤방샤방’을 작곡한 김지환, ‘나를 잊지 말아요’를

작곡한 김경범 작곡가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라는 팀을
결성해 활동한 지 5년. 최근 국민 히트곡 ‘찐이야’를
발표하며 트로트계 대세로 거듭났다. 드라마 OST,

발라드, 트로트를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혼

수

상

태

귀를 사로잡은 이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자.

Q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작곡가를 꿈꾸게 된 계

기와, ‘알고보니 혼수상태’라는 팀을 이뤄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알고보니(김지환) 어릴 때부터 재즈음악과 팝음악에

Q

최근 ‘찐이야’부터 ‘가인이어라’ 등 트로트 히트

곡을 포함해 드라마 OST에서도 활약하며 넓은 작곡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장르를 관통하
는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작곡 철학이 궁금합니다.

관심이 많아 실용음악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

알고보니(김지환), 혼수상태(김경범) 저희 팀은 정말

라는 곡이 뮤지션 발굴프로젝트에서 상을 받게 되고, 박현

‘나를 잊지 말아요’, 왕가네 식구들 OST 유리상자 ‘사랑

등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만든 ‘샤방샤방’이
빈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 데뷔곡이 되었습니다.

혼수상태(김경범)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수 조성모 씨의 1집을 듣게 되었습니

다. ‘이런 사람에게 곡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중음악 작곡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스무 살 때 가

니

히트 작곡팀 ‘알고보니 혼수상태’ 인터뷰

인터뷰. 알고보니 혼수상태 / 김지환, 김경범 작곡가

보

작업곡만 800여 개 베테랑 작곡팀
신세대 트로트 열풍의 주역으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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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작자의 시선

알

우리 곁의 저작권

수 페이지 ‘다시 사랑해줘요’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됐죠.

알고보니(김지환) 저희의 첫 만남은 찻집이었어요. 김

경범 작곡가는 가수 이루 씨의 OST 작업으로 태진아 선

생님과, 저는 송대관 선생님과 통화하고 있었죠. 이 우연
을 계기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흥이 많았고 김경범 작곡가는 한이 많았죠.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보니 혼수상
태’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욕심

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했기에 5년 가까이 팀을 이
끌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장르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구가의서 OST 수지

인가봅니다’ 등 300곡이 넘는 드라마 OST를 작곡했어요.

위의 트로트 넘버뿐만 아니라 박현빈 ‘샤방샤방’, 조항조

‘고맙소’ 등의 성인가요넘버도 있죠. 그리고 인간승리의
상징 ‘폴 포츠’, 쉬스곤의 ‘스틸하트’, 최근에는 사물놀이

대부 ‘김덕수’ 선생님과 판소리 대가 ‘김정민’ 명창님과
멋진 곡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팀의 철학은 ‘마음으로 쓴
곡은 언젠가는 큰 사랑을 받는다.’ 입니다. 가끔 작곡가들

이 유명한 가수에게는 아끼는 곡을 주고, 유명하지 않은

가수에게는 대충 만든 곡을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
지만 저희 팀은 가수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잘 만든

음악은 언젠가 빛을 본다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곡을
만들어왔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국민 손자가 된 정동

원 군이 빛을 보기 전 만든 ‘효도합시다’, 송대관&전영랑

명창님과 함께한 ‘약손’, 조항조 선생님의 ‘고맙소’ 도 훗
날 큰 빛을 본 곡들입니다. 잘 만든 곡, 즉 마음으로 만든

곡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큰 사랑을 받는다는 철
학을 가지고 정성 들여 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김지환) 대중음악은 대중의 마음을 대변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곡가님께서도 불법복

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를 몸소 느낀 사례가 있었는

고 사회적 이슈를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니(김지환), 혼수상태(김경범) 저작권 인식은

크를 중심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니다. 저희가 만든 ‘찐이야’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고

항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소셜 네트워

와 이슈가 무엇인지 촉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어
르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곡을 만듭니다. 작곡할 때 항상 스스로 물어봐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 가

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죠.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

는 김호중 씨의 ‘나보다 더 사랑해요’라는 곡에 있습니
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 엄마가 아들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라는 한 마디에 감동을 받아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어머니의 수줍은 고백
이 떠오릅니다.

혼수상태(김경범) 작곡을 위한 영감은 비 오는 날 피아
노 앞, 거리를 걷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등 생활 속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멜로디는 가사와 함께 물 흐르

듯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배우가 즉흥연기를 하

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늘 멜로디를 중얼대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좋은 선율이나 가사가 나오면 휴대
폰에 저장해두죠. 좋은 작곡가가 되려면 ‘음악의 생활화’
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호

지, 혹은 주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 많습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꾼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작

품이라는 것은 작곡가 작사가가 영혼을 가지고 만든 하

나의 인격체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수 앨범에 inst(반

주)도 함께 발매되는데요. 이 반주를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컬만 새로 녹음하여 음원을 발매하는 커버

가수도 보았습니다. 커버곡 작업 전, 원곡 작품자에게
연락을 취해 허락을 받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품사용허가를 받은 커버곡

만 유통되게끔 조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는 한국음
악저작권협회에 인지세만 내면 되는 문제와는 다르다
고 생각합니다.

음 악 시 장

니다.

를 통해 많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크고 작은 저작권

권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

슈가 있었습니다. 음악저작권이 구독 스트리밍 형태

작

싶습니다. 또한, 작곡가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최근 중국의 유튜브 음원 가로채기에 대한 이

저

과정은 어떤지 등 작곡가로서의 삶에 대해 여쭤보고

Q

글의 노래죠. 이 곡이 발매된 후 SNS로 한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자녀분이 세월호 때 하늘로 떠났
는데 이 노래를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고요. 음악이
가진 영향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 명 한

가수 신유 씨의 ‘토닥토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늘나
라로 먼저 떠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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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작곡을 위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 작곡

인터뷰. 알고보니 혼수상태 / 김지환, 김경범 작곡가

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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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전송되는 음원파일이나 오프라인상 불법

Q

작곡가님의 향후 활동 계획과 이루고 싶은 꿈

혹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제된 음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알고보니(김지환), 혼수상태(김경범) 저희 팀의 최종

은 따끔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이용자에게 전하고 싶

알고보니(김지환)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콘텐츠를 만

들기 위해서 음악저작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혼수상태(김경범) 슈퍼에 가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

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은 범죄행위겠지요. 마찬

가지로 작품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부터 유통까지 모

든 것이 투명한 음악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법
이 아닌, 정도를 지켜야 모든 것은 오래갑니다.

목표는 훗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피아노재단’을 만
음악의 길을 걸어왔기에 그것을 꼭 갚고 싶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장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
는 명곡들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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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 ‘불법 사설서버’ 편 -

글. 최성이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글. 최성이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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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용하는 걸까?

운영 목적과 수익창출 방법

사설서버는 정식 게임 서버와는 다르게 운영방식이나 서버 렉, 해

이들이 사설서버를 구축하는 목적은 결국 금전적인 수익과 연결

킹 위험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서

버를 이용하는 이유는 월 정액제 등 게임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수익 창출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청소년의 경우 연령 및 게임 셧다운

첫 번째는 게임 내 재화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서비스와 달리 캐릭터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아이템 드롭률 등

의 경쟁은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머니의 가치는 사설서버에서도

제의 제한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식 게임

을 서버 특색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 스

스로 입맛에 맞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고 정식 게임 서비스와 비

다. 비록 무료로 운영되는 사설서버일지라도 게임 속 이용자들 간
중요하다.

교하면 시간적 비용을 크게 할애할 필요가 없다. 정식 서버에서

두 번째는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아이템 획득이 사설서버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막노동

이러한 아이템은 특정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여 확률적으로 얻을

막노동 과 적지 않은 액수의 과금을 통해 이뤘던 캐릭터 성장과
1)

에 지친 이용자들이 사설서버에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설서버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성취감만을 위해 개발자를 영입하
여 서버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
까지 감수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게임 특성상 게임머니로는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수 있거나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재료 수집을 통해 제작하는 이른바
유니크 아이템 등이 있다. 일부 사설서버 이용자들은 이러한 유니

크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운영자는
판매한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세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
하는 방법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개봉하면 등급이 높은 장비나 좋

은 옵션의 아이템, 고액의 게임머니가 당첨될 수 있으나 극히 희
박한 확률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구매를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
고 있다.

사설서버란?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은 게임사가 제공하는 공

무단 사용과 수익 창출, 해킹에 이르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를 생성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그에 비해 사설서

이처럼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사설서버의 경우

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게임을 운영하며 주로 게임 클라이언트 데

디도스 등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전문가, 서버 구축 사무실 운영 등

식적인 경로를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걸쳐 게임 서버에 접속, 캐릭터
버는 온라인 게임 회사의 허가 없이 권한을 갖지 않은 주체가 비공식

이터를 서버 에뮬레이터 작업을 통해 제작되어 실제 정식 서버를 모
방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사설서버는 개인이 재미로 혼

자 즐기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개발자를 고용하여 기
존의 게임 데이터를 변경해 운영하는 수익 목적의 기업형 사설서버도
존재한다. 기업형 사설서버는 범죄소굴이라 불릴 만큼 게임 데이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진 개발자와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 전문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별도의 서버 호
스팅을 받거나 IDC의 서버를 구매하여 서버를 운영한다. 또한,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하며 게임 운영을 시즌제
로 운영하거나 사이트 도메인 등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하는 방법으
로 서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정식 게임 서비스는 게임 초반에는 몬스터 사냥을 통해 쉽게 레벨업을 할 수 있으나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캐릭터 성장에 드는 재화 및 시간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 1레벨
을 올리는데 온종일 몬스터를 잡아도 서너 달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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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게임머니를 이용한 도박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설서버는 운영진들이 홍보를 하지만 이용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

게임 내 몬스터들이 경주를 하는 도박장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경

이 홍보를 하고 추천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고 능력치의 아이템

팅하는 배당금 티켓을 구매한다. 이후 도박에서 게임머니를 잃은

모으면 모을수록 서버 내에서 누리는 혜택이 점점 높아지는 다단

록 이용자가 오히려 홍보2)를 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

게임머니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리니지 사설서버를 예로 들면
마와 같이 이용자들은 경주에서 우승할 몬스터에게 게임머니를 배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회수, 게임머니가 소진된 이용자들에게 게

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용자들도

을 제공하거나 경험치를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통해 사람을 많이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수익 모델을 분석한 결과 각종 광고와 사

계와 같은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중 광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설서버 홍보에 대한 광고가 전체

도박을 통해 쉽게 얻은 게임머니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사설서버에서 굳이 힘

해 게임머니를 잃고 현금을 구매, 다시 게임 내 도박 시스템으로 탕

MMORPG 특성상 단순히 게임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목적보다

들게 홍보를 하면서까지 혜택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기도 한다. 결국 이용자들은 도박을 통

3)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내 캐릭터가 누구보다 더 앞서 강해져야 한

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

다는 경쟁 심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서버라고 해도 경

박광고, 성인광고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사설서

쟁 구도는 정식 서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설서버 역시 게임 플

버를 구축한 운영자는 이러한 방법들로 짧은 기간 서버를 구축하여

레이 도중 캐릭터들 간의 불화, 전쟁, 이로 인한 PvP 내지 PvE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사설서버 전문 홍보사이트의
광고 유형

4)

5)

의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순간 남들보다 더 좋은 장비, 아이템, 재

다리 게임, 카지노 등의 사행성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53%에 이를 정도로 사설서버 홍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도박사이트 10.6%, 유튜브 7.6%, 홍
보사이트 내 배너광고 홍보 6.1%, 쇼핑몰 3%, 다이어트 3%, 사

이트 홍보 관련 동영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사항은 불법 광고 홍보가 합법 광고에 비해 무려 68.2%를 차
지했다는 점이다. 사설서버 이용자의 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

해보면 불법광고로 인한 위험성에 상당히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게임은 상대평가로
돌입하게 되고 현질6)까지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사설서버

사설서버를 전문적으로 홍보해주는
홍보사이트도 있다고?
사설서버를 홍보해 주는 곳은 포털 내 불법 사설서버 차단이 미비
한 만큼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다. 대표적으로 블로

그, 네이버 및 다음 카페, 게임정보 커뮤니티, 사설서버 사이트, 디

불법광고 68.2%
53.0%

도박사이트

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 게임 활동에 필요
한 이익을 준다.

10.6%

유흥

4.6%

다이어트

3.0%
3.0%

시인사이드 갤러리가 있었으며 폐쇄성과 접근성이 좋은 디스코드,

홍보 내용은 경험치 배율, 게임머니, 습득하기 어려운 장비 지원 등

홍보영상

다. 또한 사설서버를 전문적으로 홍보해주는 사설 전문 홍보사이트

버와 비교했을 때 쉽게 혜택을 얻고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유튜브

7.6%

배너광고

6.1%

카카오톡에서도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들도 존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홍보방법은 사이트 내 홍보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
버 정보와 운영기간 등을 안내하며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때 사설서버 운영자가 자신이 구축한 서버에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유도하며 홍보 인증

의 문구로 사람을 현혹시키며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몇몇 사설서버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2) 이용자들이 홍보하는 곳으로는 개인 블로그, 사설서버 전문 홍보사이트 등에 홍보글

구로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홍보 내용만 보면 사설서

4) player versus player의 축약어이며, 흔히 온라인 게임 내의 서로 다른 플레이어 캐릭

게임의 리소스를 해킹하여 추억의 게임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문
버의 운영이 이용자를 위해서 단순 재미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일 들 수 있지만, 이는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용자들을 모으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처음 구축되어 운영되는 사

을 올린다.

3)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또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터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일컫는다.

5) Player versus environment : 플레이어가 컴퓨터에 움직이는 몬스터 혹은 던전, 함정,
기후 등과 대적하는 행동

6)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

쇼핑몰
기타

3.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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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리니지 배너광고
이벤트

사이트 사설서버기 다이어트
홈페이지

웹소설

사설서버 처벌 법률
사설서버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속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
용해 서버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된다. 이때 받은 프로
그램은 PC에서 자체검열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프로그램임에

자 PC를 채굴기로 사용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 있다. 이렇게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광고사이트 운영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사설서버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자연
스럽게 노출되는 셈이다. 또한 게임 내 도박장을 설치하여 단순히

게임만 하기 위해 접속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박 시스템을 이
용하도록 유도한다. 유저들은 큰 재화를 획득하게 되거나 재화를

③ 게임머니, 아이템 판매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탕진하게 되면 지속적인 욕심이 생겨 결국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

④ 사행성 콘텐츠

는 이른바 도박서버라고 불릴 정도로 그 범죄는 커지고 있다. 이

도박개정죄7)

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사설서버 내에 도박 시스템이 자리 잡
으면서 범죄가 더욱 조직화, 체계화되고 그 위험성도 커지고 있

다. 이처럼 온갖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사설서버가 단순 재미
만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설서버 범
죄 유형에 따른 처벌 법률을 총 4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유튜브

BJ방송

① 사설서버 제작 운영

버접속을 하라는 등 철저하게 막는 모습까지 보인다. 여기서부터

컴퓨터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

리니지서버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 후 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

홍보영상

포인트충전

스포츠사설서버

제작문의

사설서버

유흥

7)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7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

사설서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으로 추산됐으며, 직전 연도보다 9.2% 성장한 규모로 나

법 사설서버가 범죄라는 것과 이용 시 소중한 내 개인정

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17조93억 원
타났다. 특히 19년도 모바일 게임시장의 규모는 7조7천

399억 원으로 전체 게임산업 매출액의 49.7%를 차지했

고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이 게임 시장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그 이면에는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
를 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월 모바일 게임 ‘라그

나로크 오리진’이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게임 회사와 이
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

려졌다. 모바일 게임에서 불법 사설서버가 등장한 것을
이례적이라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나날이 발
전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하는 사설서버의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불
보가 해커들에게 해킹될 수 있다는 것을 공익광고와 홍
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수
사기관과 게임‧저작권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했다
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법 사설서버 운

영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이 모여 큰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처벌 범위 확
대, 처벌 강화 등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원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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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업체 소개

저작권 안심, Copyright OK

유통콘텐츠 : 영상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기타

ANI-MADE
A Novel Idea

㈜포바이포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소개

㈜아니

[ 키컷스톡 ]

[ 아니메이드 ]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이란?

키컷스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4K 이상의 초고

주식회사 아니(ANI)는 A Novel Idea의 약어로 참신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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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합리적 가격과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로 창작자와

아이템을 개발하고, 공간을 연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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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 영상 스톡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

소비자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이라는 뜻을 담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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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영상

예스이십사㈜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출판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기타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교육

드림캠퍼스

리디㈜

㈜버킷트래블

㈜드림캠퍼스

YES24의 PLAY24는 영화,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

Rich Imagination, Deep Insight 리디 주식회사는 전자

아트키는 전문 도슨트의 생생한 목소리로 미술 전시 해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캠퍼스는 기업과 개인에게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 깊은 통찰을 세상에 건넵니다. 리디북스를 시작으로

점, 영화관 등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 강연은 물론 기업

까지 원스톱 제공하는 교육 전문기업으로, 학습관리시스

[ PLAY24 ]

양한 종류(1,200여 종)의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특히, PLAY24는 YES24의 도서와 이북 콘텐츠가 연계된

원작이 있는 영화, 다양한 독립 예술 영화 등 보다 다양
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리디북스 ]

책, 웹툰·웹소설, 애니메이션, 아티클·뉴스로 풍부한 상상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 1위 <라프텔>, 글로벌 웹툰

구독 서비스 <만타> 등을 통해 리디가 만드는 서비스와
제공하는 콘텐츠의 연결은 고객의 콘텐츠 경험을 풍부
하게 만드는 잠재력이자 가능성입니다.

[ (앱)아트키 ]

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APP입니다. 더불어 백화

강연 및 지역예술문화사업 등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 드림캠퍼스 ]

법정의무교육부터 직무교육, 집체교육부터 온라인교육
템(LMS)개발·유통, 콘텐츠 개발·유통 등 교육을 위한 플
랫폼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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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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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이십일세기뉴스

㈜일요주간미디어

㈜에이앤피커뮤니케이션

㈜펜과디지털

민주신문은 1997년 창간 이후 역사와 전통의 기반 위에

일요주간(ilyoweekly)은 디지털 IT분야의 뉴스를 전합니

뉴스웨이브는 ESG경영(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디지털비즈온(digitalbizon)’은 IT전문 미디어 뉴스를 제

심을 잃지 않는 종합시사지 롤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

단신 등을 제공합니다.

대 지능정보 기술이 주도하는 기술 변화로 산업 트렌드

[ 민주신문 ]

올바른 사실(Fact) 전달은 물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초
울러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이 웅비할 사회

적 가치와 신성장동력 창출의 최선봉에 서는 늘 젊은 언론

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진심으로 보고 듣
고 제대로 쓰겠습니다.

[ 일요주간(ilyoweekly) ]

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IT업계는 ‘속도’에만 주목
이며, 어쩌면 ‘변화’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언

[ 뉴스웨이브 ]

지배구조(Governance)) 트렌드·환경·경제·사회·이슈·기업

[ 디지털비즈온 ]

공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비즈온은 4차산업 시
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우리 사회의 첨단 기술 발전, 수소

택트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정확성을 토대로 현실에

경제, 에너지 경제,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조, 글로벌e경

주목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짚고 한 발짝 더 들어가

제를 통하여 기업 원동력을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서 뉴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
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청 방법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저작권 안심

유통콘텐츠 : 뉴스

풀뿌리민주주의실천연대㈜

㈜한국저널

풀뿌리민주주의는 자치분권 경제전문지로 시대적 소명

한국유학저널은 ‘유학제도의 올바른 성립’을 목표로 글

을 향한 정보에 담긴 가치를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해석

전문적이며 대중 친화적 콘텐츠를 다루는 프리미엄 전

[ 풀뿌리민주주의 ]

을 다하기 위해 출발했으며 자치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
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유학저널 ]

로벌인재 육성과 해외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문지로서 공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
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양식 작성 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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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홍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열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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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소유권은 물건1)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민법상 물권의 한 종류입
니다.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 즉 무체물인 ‘표현정보2)’를 보호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열린상담실을 통해 일반 국민의

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쓴 ‘소설작품’이 무체물인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 이슈 속에서 선정한 보호원 열린상담실의

이 됩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표현한 결과물

소’, ‘흰소’라는 작품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것으로

지권)가 포함되지만, 소유권은 오로지 물건에 대한 권리일 뿐 인
격적인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

최근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후 기증 형태로 많은 미술품이 공개되고 있는데, 각 미술품의

소유권으로 분쟁이 있는 한편 저작권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Q2

화가가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는 건가요?

A2. 미술품이 제작되면 유체물 자체가 가지는 물권적 가치와, 미술저

#퍼블릭 도메인

#이중섭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자는 민법에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로서「황소」,「흰소」등의 소를 소재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

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대
상인 물건이 손실되지 않는 이상 존속
기간의 제한이 없는 특징을 지닙니다.

법으로 정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을 포기한 저작물 등 어떠한 이유로든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이르는

말로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되는 저
작물의 경우 타인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세기 한국 근대 서양화의 대표 화가
한 작품으로 시대의 아픔을 품은 한민

족의 표상을 표현하기도 하였고,「사내

와 아이들」
「길
,
떠나는 가족」과 같이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을 그려내
기도 하였습니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저작권법 제35조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작자는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을 전시할 수 있다(제19조).

4) 현재의 저작권법 제39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재산권의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베일 벗은 이건희컬렉션…이중섭·이상범 희귀작 '눈길'(종합)’ (연합뉴스, 2021.05.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048751005?input=1195m (2021.06.18. 최종검색)

6) 저작권법 개정(2011.12.02. 2013.08.01. 시행)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70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은 2013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1963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50년이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중섭 화가의 사망년도는 1956년이므로 이중섭 화가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만료되었다.

가지게 되고, 저작재산권은 이중섭 화가가 1956년에 사망하였

으므로6)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아닌 누구나 미술관의 허락 없이

Q3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A3. 음악의 경우 CD 등의 유형물로 제작 및 판매되었을 때 소유권은 해

를 지니므로, 그 원본 유체물의 거래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

보호대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음악이 파일의 형태로 존재

람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만, 원본의 소유권 취득과 무체물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취득
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당 유형물에 적용되는 것이며, 담겨 있는 음악 그 자체는 저작권의
하는 경우 그 파일 자체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스트리
밍을 위주로 유통되는 음악저작물의 특성 및 복제가 쉬운 파일의

특성상 소유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법 위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캐릭터의 경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물(인형, 장난감 등)이 발

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

작품에 화가의 이름을 올바로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생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거래할 때는 소유
1)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려졌는데5), 이 경우 그림 원본의 소유권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작물로서의 저작권적 가치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예로

니다. 원본의 가치가 높은 특징 때문에 자칫 미술품을 구입한 사

#소유권

려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이중섭 화가의 ‘황

복제, 전송 등의 행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든 소설과 달리 미술품은 원본이 복제물과 구분되는 유일한 가치

2분기 상담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한편,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4)되어 퍼블릭 도메인

이 된 경우라면 작품의 거래에서 오로지 소유권의 이전만을 고

에 대한 권리이므로 인격적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

글. 김태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이중섭 ‘흰소’ 1954년경]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면, 작품이 담기는 ‘원고’나

서점에서 팔리는 ‘소설책’은 유체물인 물건으로 소유권의 대상

2분기 상담 키워드와 키워드 속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중섭 ‘황소’ 1953년경]

권을 거래할 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수

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작품 원본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작품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가 없
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원본을 전시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3)

생할 수 있는데, 위처럼 유형물은 소유권으로, 캐릭터 자체는 무형
는 자가 캐릭터 인형을 직접 구매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홍보

의 목적으로 진열해 둔 경우, 소유권이 있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장
소에 놓아둔 것뿐이지만, 그 이용이 단순한 진열이 아닌 ‘캐릭터 카

페’의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캐릭터의 가치를 무단으로 매장의 홍
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소유권과 저작권
은 별개로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작권 보호 상담은 보호원 홈페이지와
열린상담실(☎1588-0190)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곁의 저작권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보호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보호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66

지난 7월 1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저작권 보호 확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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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내용

이번 업무협약은 올바른 인터넷 언론 문화 확립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인터넷 언론 저작
권 보호에 이바지할 업무협약식 현장을 함께 살펴보자.

인터넷 언론사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공동홍보·캠페인 정례 개최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업무 협력과
자율심의 서약 참여 확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7월 1일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
병호, 이하 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한 올바른 인
터넷 언론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원과 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 인터넷 언론사 대상 교육·세

미나 개최 ▲ 공동 홍보·캠페인 정례 개최 ▲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업무 협력과 자율심

의 서약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인터넷 언론사의 저작권 상담 창구를 보호원 ‘열린상담실’로

일원화하고, 인터넷 언론사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보호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위
원회의 인터넷 언론사 대상 교육과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원의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사업과 위원회의 자율심의 서약
참여를 공동 홍보하여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침해예방 환경 조성에 양 기관이 적극 앞
장설 계획이다.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최근 들어 건강한 사회적 담론을 위한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은 인터넷 신문의 공공성에 기반이 되는 저작권 인
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다 높은 저작권 인식과 건강한 인터넷 언론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양 기관에 박수를
보낸다.
주요 식순

행사 시작 공표 및
주요 MOU 체결 내용 설명

각 기관 대표 인사말씀 및
MOU 체결(협약서 교환)

기념 촬영 및 마무리

저작권 보호 통계

우리 곁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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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저작물
이용률 증가

2020년도

콘텐츠 이용실태 및 전망
글. 정지은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뀐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이용실태는 어땠을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020년 한 해 동안의 콘텐츠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콘텐츠 분야별 4천 명, 총 2만 명)

ⓒ

81.4

82.2

합법저작물 이용량 / (합법저작물 이용량 +

57.2

불법복제물 이용량) × 100

온라인 설문조사

만 13∼69세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합법저작물 이용률)
콘텐츠 이용량 중 차지하는
합법저작물 이용량의 비중

2020년 79.5%

59

68.6

73.1

73.2

75.6

(▲1.5%p 증가)

75.2

75.8

ㅣ조사방법ㅣ

ㅣ조사표본ㅣ

ㅣ조사분야ㅣ

2019년 78% →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ㅣ조사기간ㅣ

’20.12.8.~’20.12.30.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ㅣ조사내용ㅣ

불법복제물 등 콘텐츠 이용실태, 저작권 보호 인식 등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이용률

합법저작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영화였다. 전년

츠 이용이 증가했지만, 불법복제 이용은 감소하고 합법경로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콘텐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전체 합법저작

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78.0%→79.5%)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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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분야별로 2020년 합법저작물 이용률은 음악(82.2%),
게임(75.8%), 출판(75.6%), 방송(73.1%), 영화(59.0%)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비 합법저작물 이용률은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면서 불법복제가 용이해지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 보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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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저작물·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불법복제물
이용 시기

* (복수응답 기준)

1

합법저작물 경로 이용 이유

2020년에는 신규 문항으로 합법저작물 경로 이

2

용 이유를 함께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를 주요 이유로 답했다. 콘
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합법저작물 이용 이유

로 음악, 출판, 게임 분야에서는 ‘계속 사용해서

39.2

%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39.0%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구할 수있어서

익숙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
화와 방송 분야에서는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별
‘조기 이용자(early user)’의 기준
음악

최신 음악 발매 후 1주일 이내
영화(극장 개봉 기준)

극장 개봉 후 3개월 이내
영화(IPTV 서비스 출시 기준)
IPTV 영화 서비스 출시 후
1개월 이내
방송

본방송 종료 후 1일 이내
출판

최신 서적 출간 후 3개월 이내

1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

작년에 이어 불법복제물 경로 이용 이유는 ‘무료

2

게임

최신 게임 출시 후 2주일 이내

음악

영화

(극장개봉)

영화

(IP TV)

방송

출판

게임

’20

34.3

’19
’20

37.1

’19
’20
’19

37.2
38.4

32.9

’20
’19
’20
’19
’20
’19

41.3

38.1
35.9

35.3

42.5

37.6
41.4

이거나 매우 저렴해서’, ‘이용하기 편리해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용하기 편리
해서’라는 것은 다양한 불법복제물이 한 경로 내
에 존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조기 이용자 비율

살펴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방송의 ‘조기 이용자’ 비율이 42.5%로

의미한다.

콘텐츠 출시 후 불법복제물 이용 시기는 빨라진 것으로 파악되었

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영화의 경우는 IPTV 서비스 출시 후

및 결제 절차 등이 불필요해서 편리하다는 것을

43.3

%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때문에

34.2 %

이용하기 편리해서

한편,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다. 불법복제물 이용 시기를 ‘조기 이용자(early user)’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에서 조기 이
1개월 이내 이용한 조기 이용자가 증가했음에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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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제공자 제재

인식, 환경 개선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사전 인지여부

이용자 제재

하위 TOP 3

상위 TOP 3

TORENT
1위: 비제휴 UCC 사이트

알고 있었다 48.4%

몰랐다 51.6%

2위: SNS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

저작권 보호 관련 법규강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처벌

이용 가능한 정품 콘텐츠 확대

15.5

%

15.1

%

업로더(게시자) 처벌

12.8

%

단속 강화를 통한
삭제조치 및 경로 폐쇄

14.0

%

다운로더(이용자) 처벌

6.9

%

12.4

알고 있었다 49.0%

몰랐다 51.0%

3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알고 있었다 49.8%

몰랐다 50.2%

1위: 토렌트

알고 있었다 64.1%

몰랐다 35.9%

2위: 오프라인 가게

알고 있었다 61.9%

몰랐다 38.1%

3위: 사설서버

알고 있었다 61.1%

몰랐다 38.9%

%
불법복제물 이용 사전 인지여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020년에는 신규 문항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기 전, 해당 경
로에서의 이용이 불법복제물 이용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11.3

%

%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법복제물 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제도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61.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UCC 사이트(비제휴)(48.4%),

바른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 보호 인식이 필요하다. 보호원은 올

SNS(49%),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49.8%)에서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토렌트나 오프라인 비정품 판매상 등 전통적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도 37.7%를 차지했다.
다운로더(이용자) 처벌과 같은 제재는 6.9%로 낮게 나타났다.

가 불법복제물 이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하였다. 불법복제물 이용임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

은 ‘토렌트(64.1%)’, ‘오프라인 가게(비정품)(61.9%)’, ‘사설 서버

11.3

이러한 경로와 관련해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인 불법 경로는 비교적 쉽게 인지하는 한편, 동영상 공유 사이트
(UCC)(비제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 일상적인 경로

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은 사전인지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

해에도 국내 불법복제 이용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계획이
며, 해외에서의 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을 마련할 계획
이다. 또한 불법복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 및 콘텐

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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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 지원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

(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

소

75

있어 각 국가에서의 콘텐츠산업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라마,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

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
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

이나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

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

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해외 저작권 침해

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저작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은 “그동안 콘텐츠 업계에서는

▲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 맞춤형 저작권 보호 서비스 지원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었다.”라며,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지난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해외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천
만 원, 기업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

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
롭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
까지 적용한다.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나’형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70%

30%

60%

40%

50%

50%

‘다’형
‘라’형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 대응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6월 24일(목),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

이용권
유형
‘가’형

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5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80%

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평균매
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
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호협의체’를 개최하고,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
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치열한 지식재산 확보 경쟁 속,
온·오프라인 한류 콘텐츠 침해 증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

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

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BEI)과 텔레비전 및

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 분쟁 시 인력이나 비
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

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

지는 지난 4월에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
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

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

▲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

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
작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저작권연합

(VCA)과 협력해 동남아 현지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

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

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
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방영(’20년 12월~’21년 1월)했고,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
식 제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베트남 국영 케이블방송 채
널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영상도 방송되고 있다.

②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

하고 있다. 콘텐츠 지식재산(IP)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외 불

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

출액이 약 110억 달러(11조 3천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
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저작권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 건전한 유통 질

특히 지난 4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

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

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2020년도 저작권 분야 연간 총수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감시(모니터링) 지원, ▲ 우리나라 캐릭터

인터넷측정센터(TIMC)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 방안 모색

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등을 소개했다.

대체불가능토큰 거래
저작물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
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ㆍ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
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
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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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14회를 맞이한 ‘한국

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미술 등 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
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

이다. 하지만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
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

권단체ㆍ예술단체ㆍ사업자ㆍ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
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

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저작권 유관 기관 연수’는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초청연수가 아닌 화상연수 방식으로 진행하

고, 참여국들의 수요를 고려해 연수 주제를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을 위한 저작권 제도’로 선정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참여국들의 지역별 시차에 따라 1일 차(5. 25.)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일 차(5. 26.)는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3일

차(5. 27.)는 남미·카리브해 지역 등으로 나누어 한국의 제도를 공유

하고 우리 민간기업의 성공 경험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7
개국,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9개국, 남미·카리브해 지역 12개국 등

총 28개국에서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 명과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참여국들도 자국의 현황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표해
연수의 효과를 높였다.
지역

05.
25.

아시아
·태평양

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5월 25일(화)부

05.
26.

아프리카
및 아랍

고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전 세계 28개국과 공유

05.
27.

남미
·카리브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

터 27일(목)까지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열
했다.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세계지식

재산기구), ▲ 한국의 저작권 제도 및 최근 정책 동향(문체부), ▲ 중
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

국내 민간기업 성공 경험(덱스터스튜디오, 아리모아),

▲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와 분쟁 예방(한국저작권보호
원)**,

▲

참여국

필리핀, 태국, 중국, 몽골, 부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케냐,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상투메프린시페,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아이티, 가이아나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5년 동
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공조수사, ▲ 각국 수사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참여국 현황 및 경험(필리핀, 태국, 중국,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과테말라, 브라질,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등을 다루고 질의응답과
*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교육, 상담,법률자문)
등(’14년~)
** 현지 분쟁 지원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21년~) 등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 주제로,
28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 명과 민간기업 관계자 참여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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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국내 유관 기관,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제공하게 되
어 기쁘다.”라며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도상국의 저작권 정책과 중소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저작
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
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
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
트 수사를 위해서는 구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 불

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 피해 발생 국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 공동 추진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 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불법 사이

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 추
진하기로 했다.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
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년 상반기 C STORY

구독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인스타그램 개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최신 저작권 보호 동향과 이슈부터 일반상식과 열린상담실 콘텐츠까지!

어느덧 무더운 여름!
C STORY가 벌써 2021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더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쉽고 재밌는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C STORY를 만들고자 상반기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하신 다음, 추첨으로 드리는 감사의 상품 받아가세요!

인스타그램
@kcopa_copyright

C STORY
구독자 만족도 조사

#저작권소식
참여대상
이벤트 기간
당첨자 발표

C STORY 구독자
2021년 7월 26일(월) ~ 8월 13일(금)

kcopa_copyright

2021년 8월 17일(화) 예정

한국저작권보호원

경품
BHC

#CSTORY

치킨+콜라세트
5명

스타벅스

저알못도 저작박사도 즐길 수 있는

#저작권보호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호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10명

#저작권침해예방

주의사항

‧중복참여는 1회 참여로만 인정됩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연락처)는 상품 발송 후 모두 파기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dal_jw@daum.net 으로 문의 바랍니다.

#1인창작자

팔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