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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PAA, 중국 쉰레이(Xunlei)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제기
•저작권청,「저작권과 음원 라이선싱 시장에 관한 보고서」발표
•위성방송 DISH, TV pad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MS, 불법복제 사용 근절을 위한 Windows10 무상배포 예정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판도라 미디어, 의회에 음원 사용료 유지 입장 표명
•Freeplay Music, 유튜브 다채널 네트워크와 법적 분쟁
•법원, 판도라 미디어에 인상된 음원 사용료 지급 결정
•하버드 대학, 온라인 학습매체 무단 판매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미국

USA

美 MPAA, 중국 쉰레이(Xunlei)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제기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중국 온라인 동영
상서비스 업체 쉰레이(Xunlei)가 2014년 체결한 ‘콘텐츠 보호 협력안(Content
Protection Agreement; CPA)'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사건의 배경

o 2015년 1월 19일,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업체 쉰레이(Xunle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중국 선전시 난산구 법원(Nanshan
District Court in the Southern city of Shenzhen)에 제기함.
- 월트 디즈니 모션 픽처스 그룹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소니
픽처스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파라마운트 픽처스 (Paramount
Pictures Corp.), 20세기 폭스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유니버
설 스튜디오(Universal City Studios LLC.),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미국영화협회(MPAA)는 영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
를 위해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영화 저작물 등의 불법공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중국 최대의 다운로드 업체 쉰레이는 일반적인 P2P 방식이 아닌 인터넷 다운로
드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강제로 비디오의 스트
리밍 속도를 높이는 한편 동영상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P2SP2) 방식을 사
용하자 중국내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사이트가 2006년과 2007년에 쉰
레이의 연결을 강제적으로 차단한 바 있음.

1)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 eMule, BitTorrent의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P2P의 발전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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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년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영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쉰레이를 고소한
것을 계기로, 2014년 6월 3일 MPAA와 쉰레이 간의 ‘콘텐츠 보호 협력안

- CPA는 온라인 영화 및 TV 콘텐츠 저작물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교육
사업을 이행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에 따라, 쉰레이는 MPAA 회원사의 영화저작물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
한 ‘콘텐츠 인식 기술(Content Recognition Technology)’3)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불법다운로드와 복제가 수반하는 폐해를 알리고 영화와 TV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

미국영화협회의
주장

o MPAA는 CP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쉰레이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였음.
- 2014년 10월 24일, MPAA가 작성한 ‘글로벌 불법 복제 동영상 서비스 리스트
(The World’s most notorious Marketplaces for the Distribution of Infringi
ng Content)’에 따르면, 쉰레이의 동영상 서비스 목록에는 정품이 아닌 불법복
제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MPAA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침해내용은 적시하지 않음.
- MPAA는 쉰레이의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및 공개사과와 함께 기소비용, 배상
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향후 전망

o 쉰레이는 MPAA의 소송제기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o 중국 난산구 법원은 소송 제기를 위한 MPAA의 이메일 접수신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임.
o 한편, 쉰레이는 중국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Xiaomi)가 거액을 투자
하여 상당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샤오미가 인도 등에서 스웨덴 통신

3) ‘콘텐츠 인식 기술(Content Recognition Technology)’은 멀티미디어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
스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의의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함.

❘7

USA

(Content Protection Agreement; CPA)’이 체결되었음.

미국

장비 업체 소니 에릭슨(Sony Ericsson)과 통신기술 등 특허침해 소송에도
직면하고 있어 쉰레이와 샤오미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출처
https://gigaom.com/2015/01/20/mpaa-sues-chinas-xunlei-for-copyright-infringement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mpaa-renews-piracy-battle-chinas-764873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1-20/u-s-film-group-says-it-sued-x
unlei-unit-in-china-over-copyright
http://edit.hollywoodreporter.com/news/mpaa-strikes-deal-china-s-7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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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USA

美 저작권청, 「저작권과 음원 라이선싱
시장에 관한 보고서」 발표
美 저작권청은 21세기 음원 창작 및 음원 사업 투자와 음원 라이선싱 제도에 관하
여 심도 있게 연구한 ‘저작권과 음원 시장(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이번 보고서는 음원 사업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의견
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현행 음원 라이선싱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향후 음
원 라이선싱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저작권과 음원시장’
보고서 발표의 배경

o 美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 제정된 현행 음악 라이
선싱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작권과 음원 시장
(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
여 발표함.
- 저작권청은 연방저작권법의 강제허락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현행 음악 라이
선싱 제도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되었으므로 현대화된 디지털 음
원 시장을 규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다고 밝힘.
- 1790년 제정된 美 연방저작권법은 악곡을 서적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였고 현재
까지도 그러한 보호체계가 지속되어 녹음물 제작을 위한 음원의 복제 및 배포는
강제허락제도로 운영됨.
- 또한 녹음물은 1972년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오디오
전송과 관련하여 강제허락제도를 기반으로 제한된 공연권만이 인정됨.
- 이에 美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IAA)는
FM/AM 라디오에 대한 공연권은 오래전에 인정되어졌어야 하는 권리로 판도라
(Pandora) 및 시리우스(Sirius)와 같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 매체에 대한 보상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o 음원 산업계는 라이선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라이선싱
절차와 같은 현행 음원 라이선싱 제도의 맹점은 음원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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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해하고 음원 창작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합의함.
- 창작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라이선싱 절차의 간소화, 시장참여자들의 음반
및 음원저작물을 확인하고 라이선싱하기 위한 권위 있는 데이터 접근, 보상 및
이용에 관한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함.

보고서의 내용

o 보고서는 현행 강제허락제도와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American S
ociety of Composers, Authors; ASCAP) 및 방송음악회사(Broadcast Mus
ic, Inc.; BMI)와 같은 공연권 관리단체(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
PRO)의 역할,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원에 대한 연
방저작권법의 보호,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작곡자와 음
반제작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논의하고 있음.
- 음악저작물의 기계적 복제(CD복제, 축음기 음반, 다운로드)와 관련된 강제허락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방저작권법 제115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보고
서는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허용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에는 옵트아웃(opt‐out right) 방식을 적용하며, 디지털 이용에 관해서는 일괄라
이선스(blanket licensing)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효율적이고 투명한 라이선싱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라이선싱 제도를 활용하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거래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저작권청은 음악저작물 관련 현대적인 라이선싱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할 방침
이라고 밝힘.

향후 전망

o 보고서는 기존 음원 산업계의 구조를 검토하는 한편, 작곡가, 예술가, 출판업
자, 음반제작사, 디지털 전송 서비스업계에 명료하고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창작자를 위한 원활한 보상금 징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음악 산업
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RIAA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현행 저작권을 현대화하려 저작권청의 정책적
노력에 음원 산업의 거대 축을 형성하는 음반업계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구함.
o 최근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체계의 개혁의 흐름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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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리우스엑스엠(SiriusXM)의 행위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법은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원의 공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

USA

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출처
http://copyright.gov/docs/musiclicensingstudy/
https://www.riaa.com/newsitem.php?content_selector=newsandviews&news_month_filte
r=2&news_year_filter=2015&id=C8A85759-20EA-3CA3-D225-AFED1203FC55
https://www.law.columbia.edu/media_inquiries/news_events/2015/april2015/copyrightmusic
https://www.riaa.com/news_room.php?content_selector=newsandviews&news_month_fil
ter=10&news_year_filt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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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성방송 DISH, TV pad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USA

미국 위성방송사 DISH Network는 TV 패드(pad)가 미국 내에서 중국 방송프로그램
을 무단 스트리밍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
기함. 한편 지난해 국내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미주법인이 현지에서 TV패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음.

사건의 개요

o 미국 위성방송사 DISH Network(이하 ‘DISH’)와 중국중앙텔레비젼(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중국국제통신회사(China International Com
munications Co., Ltd.; CICC) 및 홍콩 민영방송사(TVB Holdings; TVB)
등 관영 방송사들은 TV 패드(pad)가 미국 내에서 중국 방송프로그램을 무단
으로 스트리밍으로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처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기함.4)
o 이번 소송은 TV 패드뿐만 아니라 TV 패드 장비를 광고, 판매 및 배포한 판
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제기됨.
- TV 패드는 불법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자들이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TV 패드 스토어에 접속하거나 관련 장
비 등을 미국 내에서 299달러(한화 약 32만원)에 판매함.

DISH Network의
주장

o DISH측은 TV 패드의 중국 방송프로그램 무단 서비스행위는 미국 내 이용자
들이 합법적인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는 것이
라고 주장함.
o 판매업자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냅스터(Napster), 그록스터
(Grokster)와 같은 불법 P2P 네트워크에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4) Case No. CV 15-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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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패드 장비를 판매하는 행위는 CCTV와 TVB의 공연권을 침해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면서 CCTV와 TVB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하는 이용자에게 비디오 스트리밍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함.
- 즉 TV 패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는 저작권 간접침해(secondary
copyright infringement)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
o TV패드 장비 제조업체들은 해당 장비는 개인 컴퓨터와 같은 중립장치(neutral
device)이며, 네트워크 접속 애플리케이션은 TV 패드와는 별도로 개발된 것
이라고 주장함.

국내 방송사의
TV패드 가처분 신청
기각

o 2014년 6월, 국내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미주법인이 TV패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LA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음.
- LA 지방 법원은 TV 패드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스트리밍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TV 패드 판매 및 사용금지 결정은 즉각적으
로 내려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o 한편, TV 패드측은 한국 TV 3사(KBS America Inc., Mun Hwa Broadcasting
Corp., Seoul Broadcasting System International Inc.)가 자사의 방송프로그
램에 민·형사책임 경고자막을 게시한 행위는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LA 고등법원에 제기함.

시사점

o 2014년 6월 25일, 연방대법원은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
던 에어리오(Aereo)社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음.5)
- 201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리오社는 기존 케이블 방송 가입비의 10분의
1 정도의 이용료(8~12달러)로 30여 개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스트
리밍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 서비스망을 점
진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ABC, CBS, N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에어
리오社가 무단으로 자사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5)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v. Aereo, 573 U.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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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패드 네트워크는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시청자에게 재전송하

미국

- 반면, 연방대법원은 본질적으로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케이블TV와 동일하고
1976년 연방저작권법은 케이블TV 서비스도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으로
문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다고 판단함.
-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은 반드시 직접적인 송신만이 아
닌 일련의 행위(a set of actions)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에어리오
의 클라우드 방송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o TV 패드 장비는 초기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므로 이
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장비의 사용용도가
정해지게 됨.
- 이와 관련하여 TV 패드측은 국내 방송사와의 소송에서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
용(fair use) 규정을 근거로 개인이 나중에 시청할 목적으로 무료 방송을 녹화하
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도 TV 패드 스트리밍 장비의 위법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
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

※출처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50319005733/en/DISH-Leading-Chinese
-Language-Television-Providers-Sue-TVpad#.VSH2WvmsWSo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dish-chinese-broadcasters-sue-streaming782375
http://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4/06/02/641194/10084062/en/TVPad-Ret
ailer-Media-Journal-Sues-Korean-Networks-for-Allegedly-Terrorizing-Consumers-to-S
top-Progr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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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社는 윈도우8.1 사용자는 물론 윈도우7 사용자에 대해서도 윈
도우10 출시 후 1년간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와 더불어
불법 복제판 사용자에게도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이는 중
국의 수백만 불법 사용자들을 정품 사용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서 BSA에 따르
면 현재 중국내 윈도우 중 3/4 가량이 불법 복제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무상
업그레이드 제공
발표

o 마이크로소프트(MS)社는 윈도우7과 8.1 사용자 및 윈도우 폰 8.1 사용자에
대해 윈도우10 출시 후 1년간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MS社는 이번 윈도우10의 무상배포 정책은 향후 윈도우를 서비스로 취급하기
위한 가격 정책(pricing strategy)의 일환이라고 밝힘.
- MS社는 모든 자사 제품을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현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버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함.
o 이와 더불어 윈도우 불법 복제판 사용자에게도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
다는 방침을 밝힘.
- 이는 중국의 불법 사용자들을 합법적인 사용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프
트웨어연합(Software Alliance; BS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윈도우
사용자 중 3/4 가량이 불법 복제판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

시사점

o MS社의 윈도우10 무상 업데이트 정책은 향후 윈도우10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포괄하는 유니버셜 애플리케이션(universal applications)으로서 지
위를 다지기 위한 것임.
- 현재 윈도우8의 PC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
며, 윈도우 폰 모바일 운영 체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iod)에
뒤처지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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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불법복제 사용 근절을 위한 Windows 10
무상배포 예정

미국

o 윈도우 불법 복제판 사용자에게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타사 운영
체제 사용자를 윈도우 사용자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는 한편, 사용자들이 윈
도우10용 차세대 API인 다이렉트X 12(DirectX 12)를 이용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
http://www.zdnet.com/article/microsoft-to-make-windows-10-free-to-windows-7-81-and-windows-phone-8-1-users/
http://www.pcworld.com/article/2898668/windows-10-will-be-a-free-upgrade-for-soft
ware-pirates-too.html
http://www.privacy-net.com/microsoft-windows-10-free-pass-to-p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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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판도라 미디어,
의회에 음원 사용료 유지 입장 표명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업체 판도라 미디어(Pandora Media)는 현행 음원 사용료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음원산업계는 이를 비판함.
판도라 미디어는 음원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음원 이용자, 제작자,
유통업자의 이익을 상호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음원사용료를 그대
로 유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배경

o 스트리밍 기술의 출현은 음원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큰
변화들을 선도한 반면, 음원 이용 체계와 사용료 산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을 포섭하지 못하였고 음원시장은 특정 음원 제작자가 독점하는 반경쟁적 구
조로 형성됨.
- 음원 업계는 통상적으로 작곡가들이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음원제작자에게
양도하면, 음원제작자가 다시 해당 권리들을 공연권 단체(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PROs)에 신탁하여 해당 음원의 공연권을 관리하도록 함.
- 공연권 단체는 공연권에 대한 포괄적 이용허락(blanket licenses)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음원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포괄적 이용허락의 장점은 음원
저작물 사용료를 절감시키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 그러나 음원 이용자와 권리관리 단체 간에 사용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6)이 발생함에 따라 양자 간에 조정 필요성이 촉구됨.
o 2015년 3월 10일, “독점금지, 경쟁정책 및 소비자 권리(Antitrust, Competition
Policy and Consumer Rights)”에 관한 美 상원 분과위원회는 건전하고 활성화
된 음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How Much For a So
ng?: The Antitrust Decrees that Govern the Market for Music」이라는 주
제로 공청회를 개최함.

6) Pandora Media,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et al, Case 1:12-cv-08035-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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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에서 판도라 미디어(Pandora Media)(이하 ‘판도라’)의 크리스토퍼 해
리슨(Christopher S. Harrison) 부사장은 음원 사용료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함.
- 판도라는 미국 내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업체로서,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음악을 제공하려면 저작권 이용허락을 구해야 함.

판도라미디어의
견해

o 판도라는 음원 사용료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음원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의회에 표명함.
- 판도라는 음원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음원 이용자, 제작자, 유통
업자의 이익을 상호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함.
- 더 높은 음원 사용료의 책정하는 것은 일부 음원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
으로 이러한 산업계의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힘.
- 음원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저작권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공정한 음원시장을
위한 각계의 견해

o 미국 상원 분과위원회는 음원 시장의 경쟁을 조성하고 동시에 적정한 음원
사용료의 책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활성화된 음원 시
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o 한편, 온라인 미디어의 확대에 보수적인 스티브 고든(Steve Gordon) 변호사
는 음원 사용료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하여 공연권 단체(PROs)가 아닌 음원제
작자가 음원사용료를 직접 작곡가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을 분석한 의견서를 미 상원에 제출함.
o 음원 산업계는 현행 음원사용료가 적정하다는 판도라의 견해를 비판함.
- 음원 산업계는 음원 창작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음원 사용료
상승이 필요하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음원 라이선싱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시사점

o 미국 의회와 음원 산업계는 공정한 음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음원 라
이선싱 제도의 개혁과 음원 사용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정부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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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시장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음원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과 더불어 음원 라이선싱

USA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o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업계와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출처
https://medium.com/@JonErlichman/pandora-s-march-10th-senate-testimony-full-st
atement-de4431f740e4
http://btlj.org/2015/04/withdrawal-of-rights-from-performing-rights-organizations-in-r
e-pan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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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reeplay Music, 유튜브 다채널 네트워크와
법적 분쟁
2015년 2월 미국의 음악라이선스 회사인 Freeplay Music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유
튜브 다채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함. 한편 Machinima와 Collective Digital
Studio는 Freeplay Music에 불공정한 음원 사용계약 강요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사건의 개요

o 미국의 음악라이선스 회사인 프리플레이 뮤직(Freeplay Music)(이하 ‘Free
play’)은 디즈니의 Maker Studio, Awesomeness TV, Big Frame, Broadba
nd TV와 같은 유튜브 다채널 네트워크(이하 ‘MCN’)8)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
이 음악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유튜브는 ‘콘텐츠 ID’라는 저작권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제공함.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가 없이 업로드 된 저작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거나 업로드 된 영
상에 게시된 광고의 수익을 저작권자 측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주는 시
스템임.
- Freeplay는 콘텐츠 ID를 이용하여 자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음원을 불법으로 사
용한 영상들을 찾아내어 소를 제기함.
o Machinima와 Collective Digital Studio9)는 Freeplay가 처음에는 음원을 제
공할 때는 무료로 제공하였지만 이후 사용에 대해선 라이선스 계약이나 과도
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음원 사용계약을 강요한 것은 기만적인 사
업활동(deceptive business practice)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Freeplay의 저
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7)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8)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약자로 재능 있는 1인 제작자(크리에이터)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
워크 사업을 말함.
9) Machinima, Collective Digital Studio 역시 유튜브 다채널 네트워크(MC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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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o Freeplay는 홈페이지에 “15,000개의 곡, 유튜브와 그 이상을 위한 무료음
악”이라는 문구를 올려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음.

고, MCN과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채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Freeplay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래 음원 사용에 대한 가격장벽을 낮추
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힘.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은 음원의 상업적인
사용과 공식적인 라이선스 계약에서 얻고, 그 외 비상업적인 음원 사용에서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라 함.
o Machinima와 Collective Digital Studio는 Freeplay의 행위는 유튜브 콘텐
츠 제작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공하는 ‘무료음원 카탈로그’의 음원을 무료
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주장함.
- Machinima에 따르면, Freeplay는 음원을 영상에 삽입한 콘텐츠 제작자에게 음
원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요구하였는데 Freeplay측이 라이선스 사용
료를 명시했다면,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Freeplay가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사
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함.

Machinima와
Collective Digital
Studio의 주장

o Machinima와 Collective Digital Studio 에 따르면, Freeplay는 관련기업인
튠샛(TuneSat)을 전면에 내세워 Freeplay의 음원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혐의를 제기함.
- 또한 음원 사용료의 징수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원래의 음원사용료보
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함.
- Freeplay는 자사의 음원을 사용하도록 이용자들을 장려하는 한편, 자사의 음원
을 사용한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였다고 주장함.
o 2014년 8월부터 Freeplay는 MCN에서 ‘무료’음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
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그 후 자사의 음원을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
드 한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함.
- 더욱이 한번도 Freeplay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음원을 다운로드 한
적이 없는 MCN에게도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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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play는 무료 음원사용은 유튜브의 개인적인 홈비디오에만 해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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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경과

o Freeplay측에 소를 제기한 MCN에 대해, Freeplay는 2015년 3월 반소를
제기함. Maker Studios, Awesomeness와 Big Frame, Broadband TV에
제기한 소송에서와 같이 적절한 라이선스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 없이 자사
의 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 Freeplay는 자사의 약관에 따라, 저작권을 소유한 50,000개 이상의 곡 중
15,000곡이 실려 있는 카탈로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2,000개 이하의 곡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MCN에서 사용한
곡들은 분명히 그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함.

시사점

o 이번 사건은 허락 없이 Freeplay의 음원을 자신의 채널에서 업로드 하는 영
상에 사용한 MCN측에 대한 Freeplay측의 제재라고 보임. 그러나 처음부터
음원사용료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Freeplay로 인하여 이용자
들이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음원을 사용한 것은
Freeplay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한편, 이후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
은 불공정한 행위로 보여질 여지를 남겨두었음.

※출처
http://variety.com/2015/digital/news/music-licensing-firm-sues-maker-studios-aweso
menesstv-and-broadbandtv-for-copyright-infringement-1201435336/
http://www.allaccess.com/net-news/archive/story/138428/freeplay-music-sues-fourmulti-channel-networks-fo
http://www.law360.com/articles/620126/youtube-networks-accuse-music-co-of-ip-sh
akedowns
http://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6487689/freeplay-music-counterclaim-mac
hinima-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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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판도라 미디어에 인상된 음원
사용료 지급 결정
2015년 5월 14일 미국 맨해튼지방법원은 2013년 BMI가 판도라 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 사용료 소송과 관련하여 판도라 미디어는 음원 사용료를 인상하여 지
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반면, 2015년 5월 6일 ASCAP가 판도라 미디어를 상대로 제
기하였던 음원사용료 소송에서 제2연방항소법원은 음원사용료 유지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번 BMI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하여 판도라 미디어는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의에 귀추가 주목됨.

사건의 개요

o 2015년 5월 4일 美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
n; FCC)는 사우스다코타의 소규모 라디오방송국 KXMZ-FM을 인터넷 라디
오 서비스업체 판도라 미디어(Pandora Media)(이하 ‘판도라’)가 인수하는
것을 허가함.
- 2013년 6월 판도라는 라디오방송국을 인수하려는 이유로 판도라와 같은 인터
넷 라디오 서비스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음원사용료보다 라디오방송국의 음원사
용료가 더 낮게 책정되므로 음원산업계와의 음원사용료 징수문제에 있어 더 나
은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 반면 음원산업계는 판도라의 견해에 반대하였으며 美 작곡가·작가·출판인 협회(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ASCAP)는 판도
라가 라디오방송국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FCC에 청구하였으나 FCC는 판도라
의 라디오방송국 인수를 허가함.
o 한편 2013년 BMI(Broadcast Music Inc.)는 판도라가 지급하는 음원사용료
를 현재 수익의 1.7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제기함.
- BMI는 디지털 음원이 데스크탑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2005년에 협상된 현행 음
원사용료는 디지털 음원의 사용 용도가 급증한 현재의 여건과 부합하지 않으며,

10)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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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수익도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적정한 음원사용료의 책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판도라는 BMI가 공급하는 디지털 음원의 포괄적 이용허락의 범위는 지속적으
로 축소되었고, BMI는 디지털 음원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현행
음원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판도라는 높은 음원취득 원가와 광고 수익의 감소로 인해 큰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결

o 2015년 5월 14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스탠톤(Louis L. Stanton)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판도라의 음원사용료를 수익의 2.5 퍼센트로 인상
하도록 결정함.
- 법원의 조정을 받지 않는 음원사용료 협상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인상됨. 예
를 들면, 2012년 12월 판도라가 소니(Sony) 및 이엠아이(EMI)와 체결한 음원
사용료는 수익의 2.25%였던 반면 2013년 12월 5.85%로 인상되었고,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그룹(UMPG)과 체결한 음원사용료도 2013년 6월 수익의 3.38%
에서 2013년 12월 3.83%로 인상됨.
- 음원사용료 협상은 부수적인 저작권 침해의 측면보다 영업 조건들을 고려하여
체결되는 것임. 판도라는 법적 위험 부담에 대해 음원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BMI가 제시하는 수익의 2.5%의 음원사용료는 법적 위험 부담을 감안한
적정한 수치에 해당한다고 봄.
o 2015년 5월 6일 ASCAP가 음원사용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판도
라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음원사용료 소송에서 제2연방항소법원은 수익의
1.85% 음원사용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법원은 판도라가 음원사용료를 직접 협상하도록 한 ASCAP의 행위는 미국 연방
규정상 동의명령(consent decree)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함.
o 한편 판도라는 BMI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밝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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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의 음원사용료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원사용료를 결정하는 문제 해
결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음원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은 ASCAP가 제기하였던 소송에서
수익의 1.85퍼센트를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원사용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견해가 있음.
o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을 위한 저작권단체들과 음원유
통사업자간의 의견 조정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음원사용료 인상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판도라와 BMI 소송에서 법원의 음원사용료 인상
결정 및 판단기준은 향후 정책결정에 방향을 제시할 것임.

※출처
http://www.billboard.com/articles/news/6465864/bmi-pandora-rate-fight-begins-in-m
anhattan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judge-explains-why-pandora-pay-798652
http://www.nytimes.com/2015/05/15/business/media/ruling-in-royalty-case-gives-bmi
-a-victory-against-pandora.html?_r=1
http://www.nytimes.com/2015/05/07/business/media/pandora-wins-appeals-court-ruli
ng-on-ascap-royalty-rates.html?ref=topics
http://www.billboard.com/biz/articles/news/publishing/5937528/rate-court-judge-rulespandora-will-pay-ascap-185-annual

❘25

USA

- 그러나 법원은 판도라가 주장한 수익의 1.7%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음

미국

USA

美 하버드 대학, 온라인 학습매체 무단 판매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온라인 커리큘럼의 콘텐츠를 무
단으로 판매한 사이트에 대해 하버드 대학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배경

o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은 경영학 교육이 필요하거나 MBA에 진학하려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경영학을 가르치는 HBX CORe(Credential of
Readiness)과정의 수업자료로 HBX(Harvard Business X)라는 온라인 학습
매체를 제공하였음.
- HBX CORe과정은 학생들이 경영분석, 경영경제, 회계 등의 분야에서 출제되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같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고, 해당 학습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하버드대학이 소유하고 있었음.
o HBX CORe에서 제공되는 기출문제 및 학습 자료들이 Exam Certify(examc
ertify.com), TopIT(cheat-test.com), TestInsiders32(exam-collections.c
om), Xcerts(myitexam.com)와 같은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학습 자
료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음.
-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학습 자료들은 최소 30달러에서 최대 79.99달러에
판매되었으며 위 사이트 운영자들은 위조신분을 이용하여 도메인 등록을 하는
한편 해외 금융 거래 서비스를 활용함.

하버드대학의 주장

o 하버드대학은 해당 저작물의 무단 판매에 따른 75,000달러의 손해액을 주장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사이트 운영자)에게 요구하는 한편, 저작물
을 판매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버드대학은 위조신분으로 도메인을 신청하고 익명으로 학습 자료를 업로드하
여 판매한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힘.

11)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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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버드 경영대학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으로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
위 또는 불법으로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 또한 수업자료인 HBX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함.

시사점

o 하버드가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소송으로 대처
함에 따라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됨.
o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학력검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복
제 및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은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학원 등의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의 시험 기출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출처
http://www.bizjournals.com/boston/news/2015/05/12/harvard-files-copyright-infringem
ent-lawsuit-over.html
http://www.thecrimson.com/article/2015/5/15/HBX-sues-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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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일본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물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추진
•TPP협상에서 논의된 저작권침해범죄 비친고죄화에 난색
•인터넷사용자협회(MIAU), 저작권 권리 제한 규정 재검토 요구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오키나와 무허가 대여점에서 해적판 1,907점 회수
•저작권 단체들, 저작권 보호 캠페인 실시
•JASRAC,‘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에 저작권법
쟁점에 관한 의견 제출

일본

日本

日 일본민간방송연맹, 방송물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추진
일본민간방송연맹은 인터넷상에서 TV 방송물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응
하기 위해 “그거 위법입니다(それ、違法です)” 라는 캠페인을 2015년 1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히고, 캠페인 광고 및 계몽 자막을 통해 불법복제 방송물 공유의 위법
성을 홍보함.

日, 방송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 대두

o 인터넷상에서 일본의 TV 방송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되고 있어 권
리자의 경제적 이익과 방송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됨.
- 방송물 침해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얽혀 있으므로 복잡한 법적 문
제를 야기하며, 권리자의 이익 침해는 물론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저해할 우려
가 있음.
- 방송사 측면에서는 영업권이 침해됨에 따라 DVD 등의 판매 저하, 정규방송의
시청률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일본의 민영 방송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합체인 (사)일본민간방송연맹(日
本民間放送連盟)은 그동안 TV 방송물의 불법 전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키스테이션2)이나 준 키스테이션으로부터의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건
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방송물의 불법 전송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과 단체의 설립 취지3)를 고려
할 때, 방송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1) 권용수_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2) 여러 방송국이 연계되어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중심이 되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송국.
3) (사)일본민간방송연맹 정관 제3조는 “이 법인은 방송윤리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방송사업을 통하여 공공복
지를 증진하고, 그 진보발전을 기하는 한편 회원 공통의 문제를 처리하고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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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자막을
통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전개

o 이에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이노우에 히로시 회장은 인터넷상 TV 방송물의 불
법복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그거 위법입니다(それ、違
法です)”라는 방송물의 불법 공유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2015년 1월 22일부터 계몽 스팟(スポット)4) 방송을 실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민영방송사 프
로그램 내에 계몽 자막을 표시도록 함.
- 계몽 자막은 위 기간 내에 100편 이상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지 효과가 크다

o 한편 위성방송협회도 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2015년 1월 21일부터 불법 전송
동영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요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음
악저작권협회(JASRAC) 역시 캠페인에 대한 협력의사를 2월 17일에 밝혔음.
o 향후 일본민간방송연맹은 방송물의 불법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
진하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임.
o 일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본 캠페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모색하며, TV 방송물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활
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o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 행위자로 보는 것이라는 점, 해적판이 사라질 경우 오래된 음원
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캠페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
부 시각도 있음.

4)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사이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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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되는 시간대에, 약 15초 동안 4종류의 문구를 표시하게 됨.

일본

※ 출처
http://www.huffingtonpost.jp/2015/01/21/illegal-delivery-cm_n_6520034.html
http://www.j-ba.or.jp/
http://www.j-ba.or.jp/category/topics/jba101436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127-00000525-san-ent
http://bylines.news.yahoo.co.jp/kandatoshiaki/20150205-000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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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TPP협상에서 논의된 저작권침해범죄
비친고죄화에 난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
가 일본에 도입될 경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 창작 활동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짐.

JAPAN

저작권법 관련
TPP협상의 주된
내용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 중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과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
친고죄화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특히 뜨거운 상황임.
o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5) TPP 협상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통일하는 방
안이 유력하다고 함.
o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는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이 침
해된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정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 등이 이에 찬성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활동에 미
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

o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범죄를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 즉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o 저작권 침해 범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될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활동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5) 일본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나 호주 등 5개국은 70년, 멕시코는 100년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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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만화 협회에 따르면 일본 오타쿠 문화 최대 축제인 코믹 마켓(コミケ)에서
판매되는 동인지의 약 75%가 2차적 저작물의 창작 활동에 의한 작품임.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응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
당될 수 있음.
- 문제는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
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비친고죄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저
작물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2차적 저작
물의 창작 활동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

o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관한 TPP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보
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도입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상황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도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2월 11일 NHK는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범죄에 한하여
비친고죄화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이 판단
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일본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이를 수
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음.
- NHK 보도와 달리 2015년 3월 12일 공동통신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
화를 꺼리는 일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12개국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o 그러나 인터넷 관련 3단체로 구성된 <TPP 지식재산권과 협의 투명화를 생
각하는 포럼>에서 2015년 3월 12일 TPP 협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 등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각부 대신에게 전달하는 등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는 보는 견해가 다수임.6)
- TPP 협상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수용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TPP 협상의 포괄적 원칙에 불과하고, 국내 입법을 통하여 비친고죄화의 대
상을 “누범에 한하여” 또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한하여”로 제한한다면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견해나 미국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나 2차 창작 활
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도 있음.

6) <TPP 지식재산권과 협의 투명화를 생각하는 포럼>이 내각부 대신에게 전달한 성명에는 68개 단체, 283명
이 동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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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o 일본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창작 활동이 원작의 인지도 상승이나 새로운 독
자층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제적 이익 창
출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창작 활동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

JAPAN

※출처
http://blogos.com/article/105829/
http://www.47news.jp/CN/201503/CN2015031201001842.html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403-00000008-asahi-bus_all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401-00000005-wordleaf-soci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313-00000065-zdn_n-sci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224-00000058-zdn_n-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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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인터넷사용자협회(MIAU), 저작권 권리
제한 규정 재검토 요구
2015년 3월 27일, 인터넷사용자협회(MIAU)는 주부연합회와 공동으로 2014년 7월
에 설치된 ‘저작물 등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유통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발표한 「클
라우드 서비스 등과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에 관한 의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권리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
효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요구함.

o 일본 문화청은 2011년 11월 클라우드 컴퓨팅7)과 저작권에 관한 조사연구에

배경

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전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
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그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점
차 다양화 될 경우 저작권법과의 문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지적함.
o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저작권
법에서의 사적사용목적의 복제 범위와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클
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를 정비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으
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o 또한 ‘지식재산정책 비전(2013년 6월 지적재산전략본부 결정)’에서도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를 조화시켜 새로운 산업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새로운 산업 창출이나 확대
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저작권의 권리
제한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음.

7)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의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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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추진계획 2014(2014년 7월 지적재산전략본부 결정)’ 및 ‘규제개혁실
시계획(2014년 6월 각의결정)’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신속
한 결론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음.
o 이를 반영하여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에 관
한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저작물 등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유통에 관한 소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해당 소위원회는 2014년 7월 23일
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총 10회의 심의를 거쳐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o 이에 대하여 인터넷사용자협회(MIAU)8)와 주부연합회9)는 소위원회의 논의
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 권리 제한 규정의 개선 및 저작권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요구함.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o 소위원회는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저작권에 관한 과제
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서는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10)와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음.
o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로커에 보존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11)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12)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음.

8) 일반사단법인 인터넷사용자협회(Movements for the Internet Active Users; MIAU)는 2007년 10월 설립된
임의단체 인터넷 선진 사용자회가 2009년 4월 1일 그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등
의 기술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리성에 관련된 분야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 지식의 보급 등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음.
9) 1948년 9월 '불량 성냥 퇴치 주부 대회"를 계기로 결성된 주부연합회는 현재 각지의 소비자단체와 개인회
원으로 구성된 연합회로서 소비자의 권리 확보 및 생명,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 또한 주부연합회는 총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결정하고 있음.
10)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상의 서버(로커)에 보존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자신의 다양한 휴대
단말기 등에서 이용(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11) 특정 1인의 이용자만이 로커에 보존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형과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2) 로커에 보존되는 콘텐츠를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송형과 이용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업로드형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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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유형은 개인·전송형(타입 1), 개인·이용자 업로드형(타입 2), 공유·전송형
(타입 3), 공유·이용자 업로드형(타입 4)임.
o 4가지 유형 중 타입 2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소위원회는
권리제한규정을 창설하는 등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 타입 1과 타입 3, 타입 4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자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이용
허락계약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을 수반한 법제 정
비의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됨.
- 소위원회는 타입 2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용행위의 주체는 사업자가 아닌 이
용자이고, 이용자가 행하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사적사용목적의 복제(제30조
제1항)로 볼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는 입장임.13)
o 다만 실제로 전개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진전에 의하여 사적사용목적의 복제로 보기 애매한 사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권리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고 지적함.
- 소위원회는 그 대안으로 계약처리의 원스톱 창구로서의 '음악집중 관리센터'
(가칭) 설치를 포함한 집중관리 계획을 제안함.

인터넷사용자협회
입장

o 인터넷사용자협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
이 높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권리제한 규
정의 재검토를 요구함.
- 반면 일본 상품화권 협회나 일본 신문 협회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저작
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의 권리제한규정의 도입을 반
대하는 뜻을 밝힘.
- 영국은 2014년 7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사적사용목적의 복제를 일정 범위
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캐나다도 거의 유사한 규정(2012년
11월 7일 시행)을 두고 있음.

13) 그러나 타입 2와 저작권법 제30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된 이용행위주체, 개
인적 또는 가족 내 기타 이에 준하는 범위의 해당성, 공중용 설치 자동 복제기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마
다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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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버가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공중용 설치 자
동 복제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의견의 대립을 감안하면 클라
우드 서버가 조문의 기기에 해당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명문규정을 통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해당 기기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을 요구함.

o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를 조화시킨 새로운 산업과 문
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상당히
높음.
o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내용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
할지에 대하여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출처
http://miau.jp/
http://miau.jp/1192544100.phtml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bunkakai/41/pdf/shiryo_4_3.pdf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hogoriyou/h26_01/pdf/shiryo_2.pdf
http://shufuren.net/modules/tiny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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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오키나와 무허가
대여점에서 해적판 1,907점 회수
일본영상소프트협회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도 2부 19현의 237개
대여점을 조사한 결과, 169개 대여점이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68개 대여점이 운영
되는 가운데 18개 대여점에서의 위법행위(해적판을 소지 1곳, 판매용 상품을 대여
용 상품으로 전용 17곳)를 확인함. 그 중 해적판을 소지한 오키나와의 무허가 대여
점으로부터 1,907점의 해적판을 회수함.

o 일반사단법인 일본영상소프트협회(이하 '협회')는 영상 소프트14)에 대한 조

배경

사 및 연구, 규격·기준의 책정, 윤리 기준의 책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영상 소
프트웨어의 보급 향상 및 영상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 및 산업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5)
o 협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영상 소프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상품규격·
제품기준의 책정 및 보급, 윤리기준의 책정 및 보급,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시책 추진, 정보 수집 및 제공, 연수회 및 이벤트 등의 실시,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16)
o 본 조사는 협회의 사업 내용 중 하나인 영상 소프트에 관한 조사 및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조사를 통하여 대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초 데
이터를 정비하기 위함임.

14) 영상 소프트는 극영화, 애니메이션, 콘서트, 음악, 보도, 스포츠, 교육·교양 등의 영상 및 이와 일체적으로
기록된 음향을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기록하거나 전기 통신 회선 등을 통하여 송신 가능한 상태로 만
든 것을 말함.
15) 1971년 7월 21일 임의단체 일본 비디오 협회로 설립된 이후 1996년 7월 5일 일본 영상 소프트 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
16)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정관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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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황

o 협회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도 2부 19현의 237개 대여점을
조사한 결과 169개 대여점이 폐업하고, 68개 대여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운영되고 있는 68개 대여점은 허가 대여점이 61곳, 무허가 대여점이 7곳으로
무허가 대여점은 쿄토 부, 오사카 부, 미에 현, 시가 현, 야마구치 현, 구마모토
현, 오키나와 현에 각각 1개점이 있음.
o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8개 대여점 가운데 위법행위가 확인된 대여점은 18

- 해적판을 소지한 대여점이 1곳, 판매용 상품을 대여용으로 사용한 대여점이 17곳.
o 해적판 소지 위반행위가 확인된 곳은 오키나와 현의 무허가 대여점으로 진열
되어 있는 DVD 중 1,907점의 해적판을 회수함.
- 해당 대여점의 경영자는 과거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남성으
로 판명되었으며, 즉시 대여점을 폐업하고 조사에 협력하는 한편 모든 해적판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서약서에 동의함.
o 판매용 상품의 대여용 전용 위반행위는 교토 부, 군마 현, 효고 현, 야마구치
현, 에히메 현, 고치 현, 가고시마 현에서 각각 1개 대여점, 구마모토 현, 히로
시마 현, 기후 현에서 각각 2개 대여점, 오사카 부에서 3개 대여점이 확인됨.

의의

o 대여점의 약 70% 이상의 폐업을 통하여 대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원인으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
한 영상 저작물의 시청이 용이해진 한편 해적판이나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되고 있는 점
을 들 수 있음.
o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여점의 위법행위 비율(26%)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
로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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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처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69.pdf
http://www.jva-net.or.jp/outline/
http://www.jva-net.or.jp/outline/activity.html
http://www.jva-net.or.jp/outline/teik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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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저작권 단체들, 저작권 보호 캠페인 실시
일본 저작권 단체들은 일반인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저작권 보
호를 도모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영상 관련 단체들이 립핑 행
위의 위법성을 일반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티 립핑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일반사단법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도 도쿄 세관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상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의
캠페인 활동

JAPAN

품의 반입 단계에서의 단속 및 세관의 계몽 활동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쿄 세관과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상품 상륙 금지 캠페인"
을 실시하였음.

o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이하 ‘협회’)는 도쿄 세관으로부터 저작
권 침해 상품의 일본 국내 반입 단계에서의 단속 및 세관의 계몽 활동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고 2015년 3월 26일 도쿄 세관과 공동으로 하네다공항
에서 “저작권 침해 상품 상륙 금지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가 후원하고, 도쿄 국제공항 터미널이 협력하였음. 협
회는 앞으로 도쿄 세관과 공동으로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협회와 도쿄 세관은 캠페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국 로비에서 홍보 자료
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조품과 진품을 비교 전시하는 한편 계
몽 패널을 전시하였음. 또한 해외여행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
품을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를 가짐.
o 협회는 2015년 2월에도 고치 현과 아이치 현의 경찰과 공동으로 저작권 침
해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이버 범죄
방지 캠페인 “지켜라! 정보 보안과 지적재산”을 실시한 바 있음.
- 당시 협회는 캠페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배포·전시하는 한편
캐릭터와 선물 등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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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나가와현(県) 경찰 본부 사이버 범죄 대책과는 2015년 3월 24일 인터넷 옥
션에서 DVD 비디오나 블루 레이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기술적
수단을 무효화하는 프로그램인 ‘립핑 소프트웨어’를 양도 또는 전기 통신 회선
을 통하여 제공한 10건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립핑 소프트웨어’의 제공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하여 형사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
작권법에 의해서도 형사벌의 대상이 되었음.
o 영상 관련 단체 등17)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립핑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원하고자 “안티 랩핑 캠페인”(이하 ‘캠페인’)
을 실시함.
- DVD 비디오나 블루 레이는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이 이용되므로 일반적
으로 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P2P에서 영상 콘텐츠
의 무단 전송이 이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립핑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립핑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를 해
소하는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o 캠페인은 일반인에게 ‘립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적 복제 및 그 복제품을
이용하는 행위18), 그 복제품이 업로드 된 경우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PC나 네트워크 환경을 자주 이용
하는 남녀를 주요 대상으로 함.
o 영상 관련 단체 등은 일반인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캠페인의 목적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직장인 야마자키 시게루”의 공식 트위터를 활용하
는 한편 특설 사이트 운영, 콘서트나 행사장에 캠페인 전단지 배포, 회원사의
웹사이트 활용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콘서트나 행사장에 캠페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가나가와 현 경찰 본부가
후원함.

17) 영상 관련 단체 등은 캠페인을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 영상 소프트 협회,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 일본 동영상
협회, 부정 상품 대책 협의회를 말함.
18) 복제품의 이용은 복제품의 판매, 양도, P2P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파일 공유,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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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69.pdf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actives132.php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actives13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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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JASRAC,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에 저작권법 쟁점에
관한 의견 제출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지식재산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을 실시함. 이에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저작권 보호 기간 산정시 전시기간 가산 문제, 사적복제에 대한 적
절한 대가 환원, 고아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o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중 무려 30개국이 저작권 보
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일본
을 비롯하여 캐나다와 뉴질랜드뿐이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10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panese Society for Right of Author, Composers
and Publishers; JASRAC)은 2014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이자,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도 주요 검토 과제인 ‘콘텐츠의 해
외 전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시
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일본 내에서는 고아 저작물 등의 문제, 저작물의 활발한 순환 저하 등을 이유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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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시 전시기간
가산 문제

o JASRAC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 전시(戰時)가산의무가 부과된 나라
는 일본뿐이고, 이에 따라 전시가산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o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19) 제15조(c)의 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
합국 및 연합국민의 저작권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시가산의무는 저
작물의 창작시기, 저작물의 본국,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양도의 유무 등에 의

- 이 때문에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창작된 저작물을 전시가산의 대상으로 판별
하거나 전시가산의 대상인 경우 그 가산 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외국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되고 있음.
o JASRAC은 전쟁이 종료된 지 7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부과된 전시가산의무를 해소하여 보호기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적복제에 대한
적정한 대가 환원

o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Video Home Recordin; SARVH)20)가 관련 기업에 사적녹화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한 재판에서 2012년 대법원이 SARVH의 상고를 기각한 이후 업
계로부터의 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o 사적녹음보상금제도21)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 널리 보
급되어 있는 녹음기기나 녹음매체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19)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평화조약으로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음.
20)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는 저작권자, 실연가 및 음반 제작자를 위하여 사적녹음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이익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한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년 3월 3일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21) 사적녹음보상금제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적 녹음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 증가되면서 사적 녹음으로부터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디지털 방식의 기기
나 기록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녹음 자체는 자유롭게 하되 권리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
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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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편리한 복제기기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수
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보상금 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콘텐츠의 권리
자만 사적복제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환원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o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JASRAC은 사적녹음보상금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적복제에 관한 적정한 대가 환원제도의 창설 필요성을 언급함.

고아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o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을 전자화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과거 창작된 저작물이 재조명을 받아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
가 적지 않은 상황임.
o 그러나 고아저작물의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에
대한 대가 이상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이용을 저하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대량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용하는 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22)
o JASRAC은 고아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일정한 대응방식을 취해 왔지
만 충분한 해결방식이 아니므로 유럽이나 미국의 대응을 참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o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중점 사항인 지방에서의 지식재산활용 추진, 지

의의

식재산분쟁해결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의 해외 전개 추진을 위한 저작권 관
련 세부 실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JASRAC의 의견은 의의가 있음.

22)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2015년 5월 20일 디지털화 한 저작물의 공개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의 저작자 5만
명에 대하여 공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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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pdf/hojin_dantai_iken.pdf
http://ipfbiz.com/archives/suisinkeikaku2015.html
http://www.jasrac.or.jp/senji_kasan/problem.html
http://www.sarah.or.jp/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505/20/news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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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나는 가수다(我是歌手)”관련 폰트 저작권 침해 논란
•
•노래방에서의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법원, 음원 불법 공유 웹사이트에 25만 위안 벌금형
•제7회‘2015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개최
•법원, MPAA 회원영화사 저작권 침해한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방송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시행
•산동성, 저작물 온라인 무료등록 조치로 저작권산업 발전 촉진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 재산정 필요성 제기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단속범위 확장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침해행위의 귀책 및 면책사유를 판단함
•중국저작권보호센터, 2011년-2014년 83만 건의 권리침해 링크 삭제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물 복제행위에 관한 규정 공포
•국가판권국, 음악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 공표
•법원, 인터넷상 버라이어티쇼 무단재생에 관한 손해배상기준 의견 발표
•세계지식재산의 날 맞아 중국 전역에서 저작권보호 캠페인 시행
•법원, 윈도우(Windows) 무료 다운로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적 처벌
•신문출판광전총국,‘2015년 저작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한
중점업무’공표
•이우시, 저작권을 침해한 스티커 판매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오늘의 헤드라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엄격히 시행

중국

中國

中,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관련 폰트
저작권 침해 논란
중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시즌3’에 대한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나는 가수다’ 측이 이를 인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힘. 아
직까지 중국에서는 법원 간 판결이 엇갈리는 등 폰트 저작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명
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中 ‘나는 가수다’
관련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o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복제와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폰트
저작권의 침해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폰트 및 폰트 관련 DB가 미술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외자(한 글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대
해 중국 법원에서도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임.
o 2015년 1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는 가수
다(我是歌手) 시즌 3’와 관련해서도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짐.
o 폰트 제작사인 ‘조자공방’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
서 허락 없이 조자공방의 “력흑체(力黑體)”와 “랑천체(朗倩體)”를 사용하였
다고 주장함.
- ‘조자공방’은 2009년에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글자체를 설계·개발해 온 회사로,
현재까지 22개 종류의 글자체와 53가지 유형의 글자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한 종류의 글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반년이 소요된다고 함.
- ‘조자공방’은 한 종류의 글자체 데이터베이스에 6,763개 간체한자가 있으며, 글
자체 설계를 위해 매 획마다 스케치 작업이 필요하고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과
일정한 문화지식을 갖춘 글자체 개발자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1)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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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의 글자체
보호여부에 대한
다양한 법적해석
논란

o 2003년 중국 최초의 폰트 저작권 침해소송인 팡쩡(方正)과 유방문성(濰坊文
星)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컴퓨터 글자체는 조형예술작품으로 컴퓨터 소프트
웨어 보호조례(計機軟件保護條例)에서 규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동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정하였으나, 2심에서 이를 번복함.2)
o 2008년 6월, 팡쩡(方正)과 좡주바오제(广州宝洁)의 폰트 저작권 소송에서 1
심은 글자체 집합도 미술저작물3)로서 보호를 받지만 외자(單字)는 독창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글자체 집
합뿐만 아니라 독창성 있는 외자도 저작권보호를 받는 미술작품으로 판단하
였음.
o 2012년 팡쩡(方正)과 폭설(暴雪)의 폰트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고인민법원
(2심)은 1심을 뒤집고 글자체도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코드로 컴퓨터 프로그

o 한편 베이징한의(汉仪)와 쌍비회사(雙飛公司), 청개구리왕자(青蛙王子) 간 폰
트 저작권 소송에서 남경중급법원은 글자체가 저작권시행조례 제2조상 미
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함.
- 이 사건은 2013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사례 50선에 입선된 바 있음.

中 ‘나는 가수다’
폰트 사용계약 추진

o 현재 ‘나는 가수다’ 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자공방’ 측과
폰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임.
- 중국의 대기업인 화워이(華爲), 왕로우지(王老吉), 바우제이(寶潔) 등 역시 ‘조자
공방’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글자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체결은 상업적
으로 글자체를 무단사용 할 수 없음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
가되고 있음.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2013년 3월 1일 시행)
제3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이 있는 장치로 코
드화 된 일련의 명령어를 집행하거나 혹은 자동으로 코드화된 일련의 명령어를 부호 혹은 부호화된 문구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킴.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원프로그램과 목표프로그램은 동일한 저작물임.
3) 저작권 보호조례(2013년 1월 30일 제2차 개정)
제5조 동 법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으며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지적 표현을 가리킴.
제8항 미술작품: 미술작품이라 함은 회화, 서예, 조각 등 선과 색채 및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미적 의의가
있는 평면 혹은 입체적 모양이 있는 예술작품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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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폰트 저작권에 대한 법원 간 법률해석이 상이하므로 향후 사법해석이
나 저작권법 시행조례를 통해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기준들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http://www.cipnews.com.cn/showArticle.asp?Articleid=34771
http://ent.qq.com/a/20150110/000255.htm
http://cqm.people.com.cn/m/all/news.cqr300?Num=23496985
http://www.iprcn.com/IL_Lwxc_Show.aspx?News_PI=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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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래방에서의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CAVCA)는 쿤산 시에 있는 13개 노래방을 상대로 저
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음. 쿤산 법원은 CAVCA와의 합의에 실패한 8개 노래방
업체에 대해 8.5~12만 위안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o (사)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國音像著作權集體管理協會, China Audi
o-Video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CAVCA)는 강소성 쿤산(昆山)에 소
재한 13개 노래방 업체에 대해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
014년 6월 쿤산법원에 제소함.
- CAVCA는 국가판권국의 승인을 받아 2008년 설립된 단체로 음악과 영상 저작
물의 실연권, 방영권, 방송권, 대여권, 정보온라인전송권, 복제권, 발행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래방에서의 뮤직비디오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사업을
수행 중임.
o 235개의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통해 CAVCA는 노래방에서의 저
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래방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함.

노래방 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기존 판결

o 한편 CAVCA는 설립 초기에도 북경의 100여 개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 중 70%의 사건은 노래방 업체와의 합의로 해결되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 한 편당 1,500위안(약 27만 원)의 손해배
상을 지불하도록 명하였음.
o CAVCA는 2011년부터 소송의 범위를 북경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800여건의 제소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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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CA,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관련
13개 노래방에 대한
소송 제기

중국

- 이에 따른 각 지역 법원별 배상기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저작물 한편 당 상하이
법원은 200위안(약 35,000원), 닝더(寧德) 법원은 500위안(약 89,000원), 무한
법원과 북경 법원은 1,600위안(약 28만 원)에서 3,000위안(약 53만 원)의 배상
금을 지불하도록 함.
- 한편 복건 하문, 내몽고, 북경 일부 법원에서는 노래방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림.
o 중국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가 실손
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불법소득액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저작권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
우 침해정도에 따라 50만 위안(약 8,900만 원) 이하의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음.
o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침해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著作權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幹問
題的解釋)｣에서 인민법원은 배상금액 확정시 저작물의 유형, 합리적 사용료,
권리침해행위의 성격, 침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침해자의 과실,
침해방식, 시간, 범위 등의 요소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쿤산 법원, 노래방
업체에 8.5~12만
위안 손해배상 판결

o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쿤산 법원은 문화행정주관부문과 예능업계 협회의 도
움을 받아 양자간 합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8개 노래방 업체와 CAVCA 간
의 저작물 허가 사용계약 체결을 이끌어냄.
o 한편 합의에 실패한 나머지 노래방에 대하여서는 뮤직비디오의 유형, 수량,
인지도, 영업규모와 시간 등 요소를 고려하여 8.5만 위안(약 1,500만 원)에
서 12만 위안(약 2,1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음.
o 이번 사건을 통해 노래방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각 지역의 판사
들마다 다양한 입장과 상당한 자유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
후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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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1074.html
http://www.cavca.org/gyxh.php
http://www.chinaxwcb.com/2013-08/15/content_275008.htm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4-12/24/content_5900929.htm?
node=5955
http://www.legalinfo.gov.cn/zt/2005-01/20/content_1808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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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음원 불법 공유 웹사이트에
25만 위안 벌금형
중국 광저우시문화시장종합행정법원은 불법 음원 공유웹사이트 ‘网易云音乐(Net
Ease Cloud Music)’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5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함. 이
판결로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범위가 동영상에서 음원으로 넓혀짐.

사건 배경

o 원고 ‘NetEase Computer System Co., Ltd’는 컴퓨터 시스템 전문회사로 온
라인을 통해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다양한 저작권을 보유함.
o 피고 ‘网易云音乐(NetEase cloud music)’는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회사로 중국 내 가장 발전된 온라인 음악 공유 네트워크를 보유
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소유한 다양한 정보를 해당 웹 망에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망을 제공함.
o 법원은 피고가 웹사이트 상에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총 1,542곡의 음원을 불
법 공유한 혐의를 조사함.
o 피고는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음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광고 등 사적 수입 도모함. 해당 웹사이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기기 음원 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상에서도 불법행위를 함.
이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불법 공유한 음원은 633곡에 이름.

판결 내용

o 광저우시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부문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음원 1,542곡
을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로 온라인 정보 공유 웹사이트 ‘网易云音乐’에 해당
음원 삭제와 불법 음원 공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4) 임지연_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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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 웹사이트 ‘网易云音乐’에 공개된 해당 음원의 공유가 저작권자의 허
가 없는 불법행위이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함.

사건의 의의

o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전송권 보호조례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향후
해당 분야 피해자 구제 보호를 위한 기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o 2015년 1월 14일 국가판권국과 중화인민공화국정보화부는 과거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범위가 동영상에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저작권 보호 법망에
음원을 포함시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점적인 법 집행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발표함.
o 사건의 피고는 음원 공유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을 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자진해서 올린 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은 부

-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 정신은 온라인을 통한 양질의 정보 공유 정신에 따른 것
이며,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지적 재산권 위반 사례는 해당 저작권을 인용, 게재
한 본인이 위반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임.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15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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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7회 ‘2015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
개최
2015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주최로 북경에서 ‘2015 CPCC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가 개최됨.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6주년 기념으로 개
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정책과 중
국의 저작권 현황에 대한 정보교류 및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o 2015년 3월 2일 제7회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가 수도 북경에서 개최됨.

개요

o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 보호 공공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저작물
보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분쟁과 운영정책>, <이동통신환경
에서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방안>,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운영 방안> 등 총
5가지 주제로 기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해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였음.
o 국내외 저작권 분야 연구 실적 증진과 학술 교류, 최신 연구 결과 및 보고서
토론과 온라인 산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저작권 보호라는
국제적 요구에 맞춰 국내 산업 발전과 세계 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함.

제7회 2015
중국판권서비스
회의

o 2015년 3월 2일 북경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
인 저작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온라인상 ‘상호존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마련하는 한편, 다변화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새로운 저작권 문제대처
방안을 발표함.
o 관련 논문과 연구 실적을 평가한 2014년 10대 저작권자와 작품을 선정하고, 저
작물 보호 포럼, 온라인상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전국 저작권 표준화
기술 연례위원회, 제5회 DCI 체계포럼 및 기획 예술 전시회 등이 개최되었음. 폐
막식에서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4년 중국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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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별 산업 심포지엄 토론에는 현안 문제에 대한 산업 전문가, 정보화 전문
가 등이 참여함.

의의 및 시사점

o 2009년 ‘CPCC중국저작권서비스연례회의’로부터 7번째로 개최된 본 회의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장이 됨.
- 창작물에 대한 산업적 가치와 저작권 문화 기반을 제공하고 저작권 연구와 학술
적 교류의 장으로서 온라인 산업의 발전과 전 세계적 권리자 보호의 요청도 고
려하고자한 이번 연례회의의 의미는 특별함.
o 저작권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전략 및 이동통신기기 상의 저작
권 분쟁이라는 주제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주목됨.

CHINA

※출처
http://www.ccopyright.com.cn/cms/ArticleServlet?articleID=17763
http://www.ce.cn/culture/gd/201501/19/t20150119_4377260.shtml
http://cache.baiducontent.com/
http://ip.people.com.cn/n/2015/0119/c136655-26410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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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MPAA 회원영화사 저작권 침해한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미국영화협회(MPAA)의 6개 주요회원사는 장쑤성 양주의 한 웹사이트가 해외드라
마와 영화를 대량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여 판매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발견함. 해
당 웹 사이트는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개시한지 2년여 만에 100만 위안의 불법소
득을 취득하였음. 양주시광릉법원(扬州市广陵法院)은 권리침해자 2명에게 각각 유
기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16만 위안의 벌금과 유기징역 6개월·집행유예 1
년·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사건의 개요

o 2013년 5월 월트디즈니, 21세기폭스 등 6개의 영화사는6) 양주의 한 웹 사이
트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유료로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o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양주시문화
집법부문(扬州市文化执法部门)에 동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o 문화집법부문의 조사를 거쳐 용의자 진만(가명)이 장쑤성 양주 내에 서버를
임대하고 고해상도영화다운로드웹사이트(高清电影下载网)를 개설한 후, 온
라인 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를 웹사이트 회원들에
게 유료로 제공한 것이 밝혀짐.
o 동 사건의 중대성에 기인하여 양주시 공안기관은 조사에 착수함.
o 동 웹사이트에서는 4천여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었음. 그 중 일부 국내영화는 개봉 2주 전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

5)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6) 월트디즈니(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 소니픽처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패러마운트(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21세기폭스(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유니
버셜 스튜디오(Universal City Studios LLC),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등 6개의 영
화사는 미국영화협회의 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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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총 540여 편의 외국영화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한
국의 영화가 포함되어 있음.
o 진만과 그 배우자 최묘묘(가명)는 멤버십이나 최신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하
드웨어를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2년 만에 1백만 위안(한화로 10억 9,660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법원의 판단

o 법원은 진만 및 그 배우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외국영화
사가 제작한 영화에 대하여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정함.
o 법원은 진만에게 저작권침해죄를 판정하고 유기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만 위안을 부과하였음.

벌금 6만 위안을 부과하였음.

사건의 의의

o 동 사건은 장쑤성에서 처음으로 판결한 영화저작권침해 국제소송임.
o 베이징, 상하이, 광주 등 대도시에 개설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저작권 보호 및 권리 구제가 점점 지방의 소도시까지 확대됨.
o 이번 사건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소도시에서 외국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구
제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 신속한 사건조사를 전개하고, 법원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외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 모델
이 될 수 있음.

※출처
http://www.js.xinhuanet.com/2015-02/27/c_1114447777.htm
http://news.cz001.com.cn/2015-02/27/content_31001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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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최묘묘에게 저작권침해죄를 판정하고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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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방송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시행
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가 대량으로 노래방을 상대로 펼친 권리구제소송과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도 장기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방송권을 침해한 14개 라디오
및 TV방송국에게 변호사 서한을 보냈음. 그중에서 하문라디오TV방송국그룹의 음악
저작물 권리침해사건은 2014년 12월 22일에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고 제남라디
오 TV방속의 음악저작물 권리침해사건은 2015년 1월 12일 법원에서 입안됨.

2015년도
음악저작권협회
목표

o 사법소송과 행정법집행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
게 대처할 것임.
o 장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업계규범을 무시하는 영향력 있는 라디오·TV
방송국이 주요 대상임.
o 특히 저작권법에 위배되고 업계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저작권 침해를 당연시 여기는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
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음악저작물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추진과정

o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92년 12월 17일에 국가판권국과 중국음악가협회가 공
동으로 발기·설립하였으며, 중국 대륙에서 유일한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임.
o 2009년 11월에 국무원에서 제정한 《라디오 및 TV 방송국 녹음제품 방송
보수지불잠정방법(廣播電台電視台播放錄音制品支付報酬暫行辦法)》이 공포
되면서 음악저작권집중관리협회의 음악저작물 방송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가 점차 궤도에 들어서게 됨.
o 2010년 중앙TV방송국은 음악저작권협회와 보수 지급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륙에서 최초로 음악저작물의 방송권 보수 지급 서비스모델을 형
성한 역사적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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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 중국방송TV협회는 방송과 TV, 두 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업계조
직의 신분으로 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음악저작물 방송권 보수 지급방법에
대한 업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o 2012년 1월, 국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32개의 TV방송국들이 음악저
작권협회와 보수지급협약을 맺음.
o 2013년 하반기 추가적으로 40개의 라디오방송국이 음악저작권협회와 보수
지급협약을 맺음.
o 5년 사이에 음악저작권협회는 모든 ‘중앙’ 등급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 대
부분의 ‘성’ 등급 라디오 및 TV 방송국, 일부 중점 ‘시’ 등급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과 보수지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을 상대로 저작권 허가 보장과

o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 ‘시’ 등급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보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량의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사용하
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 사항의 해결이 지연됨.
o 2014년 음악저작권협회는 장기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16
개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변호사 서한을 보냈으며, 장기적으로 음악저작
물의 방송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대해
서는 조사 및 증거수집 작업을 진행하였음.
o 2014년 12월 22일 법원은 하문라디오 TV 방송그룹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소송을 받아들임.
o 2015년 4월에 하문시사명구인민법원은 심리에 거쳐 우선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발표된 저작물을 방영하는 경우, 응당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밝힘. 동 사건에 관련되는 음악저작물이 유명한 점으로
보아 하문라디오 및 TV 방송국 그룹은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두 음
악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2만 위안(한화로 약 349만원)과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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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라디오

의의

방송국, TV 방송국에 권리허가를 배분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하여 음악저작
물을 방영한 경우에 음악저작권협회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
히 하였음.
o 사건에 관련된 특정음악 저작물 사용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경제
적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피고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함임.
o 국가가 지향하고 격려하는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음악
저작물의 방송권 사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http://www.gapp.gov.cn/news/1658/245074.shtml
http://www.mcsc.com.cn/informationSociety.php?partid=13&pid=1339
http://www.gapp.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485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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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동성, 저작물 온라인 무료등록 조치로
저작권산업 발전 촉진
저작물 온라인 등록 무료화 등 조치로 중국 산동성은 전국에서 저작물 등록건수가
1위임. 또한 저작권은 창의적 산업으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
고 있음.

o 중국 산동성은 2013년 9월부터 저작물 등록의 무료화를 시행한 이래 5만 여
부의 저작물이 등록되고 250만여 위안의 비용이 절감되었음. 2014년 산동성
저작물 등록 건수가 4만 건을 초과하여 전국의 선두를 차지하였음.
o 산동성의 저작권 창의산업의 규모는 2006년 600억 위안에서 2012년 3,00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GDP에서의 비중은 2.7%에서 5.4%로 증가하였음, 그중
에서 제남, 청도 두 도시에서 저작권 창의 산업의 가치는 GDP의 7%를 초과하
고 위해시는 6%를 초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주 산업으로 등장하였음.

산동성에서의
저작권 등록

o 산동성은 저작권보호 및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작권자로 하여금 실제
수요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였음. 산
동성 관련 당국은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에 대해 심사하고 전자증서를 배부
함. 등록 절차는 상당히 간소하며 효율적임.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당국
의 서비스로 적극적인 평가를 받음.

의의

o 2015년에 산동성은 분류별로 웹 사이트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시행하며, 온
라인상의 응용프로그램 전송에 저작권 침해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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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ining.dzwww.com/sdnews/201503/t20150318_120617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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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 재산정 필요성 제기
저명한 작가이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장캉캉(张抗抗)은 매년 어문저작물
이 라디오·TV방송국과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지만 어문저작권자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보수 지급 기준이 미비하여 실제로 저작권자가 받는 원고료는 상
당히 적거나 없다고 주장함. 장캉캉은 어문저작물이 사용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보수기준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o 매년 라디오·TV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시, 소설, 산문 등 어문저작물의 양은
방대함. 여기에는 온라인상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사용이 포함됨.
o 저명한 작가이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장캉캉(张抗抗)은 사용자가
어문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작가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상당히 적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o 장캉캉은 제12기 제3차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어문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함.

어문저작물 보수
지급에 관한 현행
법규의 미비

o 중국 저작권법 제42조와 43조에서는 라디오·TV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음향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으나 보수를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산정 기
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o《라디오·TV방송국 녹음제품 방송 보수 지불방법에 대한 잠정방법(廣播電台
電視台播放錄音制品支付報酬暫行辦法)》
-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동 잠정방법은 라디오·TV방송국의 출판된 녹음물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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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되어야 하는 보수산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라디오·TV방송국의 어문
저작물 방송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규정은 없음.
o《어문저작물사용 보수지불방법(使用文字作品支付報酬辦法)》
-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 제2조에 따라 어문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만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 지급방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제14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혹은 온라인상의 어문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계
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동 규정의 보수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참조할 수 있음.
- 하지만 상기 규정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온라인상의 혹은 디지털 어문저
작물은 질, 창작, 공표방식 등의 면에서 종이 어문저작물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종이 어문저작물의 보수 지급기준을(예를 들어 창작저작물에 대하여 1천자 당
100~300위안）참조한다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가 과
도하게 높아 대다수 사용자는 지급능력이 없을 것임.
- 또한 동 지급방법에는 온라인상의 어문저작물 사용 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인 제안 내용

o 장캉캉은 온라인상의 어문저작물을 전재하는 경우 일회용으로 보수를 지급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보수지급에 있어서 저작물의 질, 지면, 작가의
지명도, 영향력. 사용방식, 사용범위와 권리허가 기한 등 요소를 참작하여 1
천자 당 10위안~50위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o 창작저작물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글자 수에 따라 보수를 지
급해야 함. 보수지급의 상한은 《어문저작물사용보수지불방법》제5조의 기
준을 적용하며 보수지급의 하한은 종이저작물 사용 시 지급하는 보수의 최소
기준을 참조하여 창작저작물은 1천자 당 30위안~500위안, 개편저작물은 1
천자 당 10위안~150위안, 편집저작물은 3위안~30위안, 번역저작물은 20위
안~300위안을 제안함.
o 저작물 클릭 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글자 수를 기본으로 한 장절
클릭 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온라인 사용자와 저작권자가 일정한 비례로
이윤을 가짐. 이는 온라인상의 창작 저작물에 주로 적용될 수 있음. 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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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당 관련 부문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구체적 기
준이어야 함.
o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9년제 의무교육 혹은 국가교육계획에 사용되는 이미 공
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교과서에 대한 법정허가저작물 사용 보수지불방
법》에서 1천자 당 300위안으로 규정한 점을 참조하여 합리적이고 가능한 1
천자 당 50위안~100위안 기준이 산정되어야 함. 또한《정보네트워크전송권
조례》제9조에 따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촌지
역의 공중에게 무료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응당 보수지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 최소기준 1천자 당 10위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사점

o 동 제안은 온라인상 어문저작물 사용에서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보수에 대
것임.
o 대량의 온라인상어문저작물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분류하는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둠.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6543.html
http://www.ce.cn/culture/gd/201502/28/t20150228_4677765.shtml
http://www.gov.cn/zwgk/2009-11/17/content_14666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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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향후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조적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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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단속범위
확장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저작권단속범위를 확장하여 음악, 뉴스, 문학, 게임
등과 관련된 인터넷사이트, iCloud, 웹하드, APP 등을 저작권감시범위로 확정함. 국
간판권국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동영상사이트
저작권단속업무
통보회 개최

o 국가판국권(国家版权局)은 베이징에서「동영상사이트 저작권단속업무 통보
회」를 개최함. 국가판권국의 단속대상인 아치이(爱奇艺), 텐센트(腾讯)，유
우쿠(优酷), 투도우(土豆)，러스넷(乐视网), 소후(搜狐), 시나닷컴(新浪), 56,
PPTV, VeryCD, PPS 등 20여개 동영상사이트회사가 참석함. 통보회는
2014년도 인터넷 영상저작물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단속결과를 발표함.
o 국가판권국은 허가 없는 타인의 영상저작물 재생,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의
지속적인 재생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해왔음. 그 중 피피왕(皮皮网:
동영상사이트)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대량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국가판권국
은《인터넷 저작물유통의 저작권 감독관리 업무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互联网传播作品版权监管工作的意见)》에 따라 피피왕
(皮皮网)을 경고목록8)에 수록함.
o 피피왕(皮皮网)은 정해진 기간 내에 동영상사이트의 내용을 시정하여 심사받
아야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경고목록에서 제거됨. 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시
정하지 않거나 또는 시정을 하였지만 국가판권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
우, 국가판권국은 이에 대한 입안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벌을 가함.

7) 김 군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8) 이는 불법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동영상사이트를 국가판권국의 단속리스트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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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단속범위 확장

o 2015년 국가판국권은 3가지 방면에서 저작권 단속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 첫째, 단속범위를 인터넷상 유통되고 있는 음악, 뉴스, 문학작품, 게임 등을 유
통하는 대형 인터넷사이트, 웹하드, iCloud, 주요 APP 등으로 확장.
- 둘째, 단속강도를 높여 인터넷 주요저작물의 경고보호업무9)의 실시 및 인터넷
에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의 공시를 통하여 저작권침해행위 방지.
- 셋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영상저작물의 수권(授权)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인터넷사이트의 협력관계를 구축.

의의

o 국가판권국의 단속업무는 2010년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중국 중·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배포·전송)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음. 이는 인
터넷 저작권질서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저작권산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임.

트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동영상사이트 간의 합법적 경쟁체계가 구축
됨. 2014년 전면적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음악, 어문저작물, 마이크로 블
로그 등의 이용에 대한 단속조치를 취하여 저작권보호의 성과를 거두었음.
o 입법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저작권에 관련된 현행법은 시장의 발전에 따라 개
정해야하나, 법의 실시에 있어서 이를 준수하여 인터넷 저작권 이용의 체계
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행정적 단속업무를 강화
하여 인터넷 저작권 이용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6066.html

9)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임. 즉, 수권, 허가사용, 정보네트워크 전
송권, 영상물의 귀속 등에 관한 이용정보를 밝혀 수권 받지 않은 자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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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사이트 단속업무실시 이래 권리자로부터 수권(授权)받은 동영상사이

중국

中國

中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침해행위의
귀책 및 면책사유를 판단함
2015년 3월 18일 국가판권국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
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이용에 있어 인격권침해 민사적
분쟁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关于审理利用信息网络侵害人身权益民事纠纷案件
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을 2014년 10월 10일 실시함.

o 콰이보회사(快播公司)는 러쓰티비(乐视视频)，텐센트티비(腾讯视频), 요우쿠

배경

투도우(优酷土豆)10) 등 회사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재생하여 2억 6천만 위안
(한화 약 450억 1,380만원)의 행정처벌을 받음.
- 콰이보社는 영상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불법동영상 삭제통보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불법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아 행정감독기관은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
에 따라 콰이보社의 불법수익(약 8,000만 위안)의 3배인 2억 6,000만 위안(한
화 약 450억 1,380만 원)을 처벌함.
o 이는 저작권침해사건 중 최대 액수의 행정처벌로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
았음. 2014년에 콰이보社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 저작권분쟁이 발
생했으며 기술의 혁신과 동영상사이트의 속출로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해짐.

인터넷정보이용에
있어 인격권침해 민
사적 분쟁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

o 인터넷 저작권침해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10월10
일에 《인터넷 정보이용에 있어 인격권침해 민사적 분쟁사건 적용 법률에 관
한 규정》(이하‘규정’)인 사법해석11)을 공포함. 규정의 취지는 “인터넷 이용
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네트워크 기술의 혁신과 활
용의 추진을 동시에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있음.

10) 모두 중국 대형 동영상사이트를 경영하는 회사임.
11) 중국의 사법해석(司法解釋)이란 최고인민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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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저작물의 권리자, 인터넷 사용자(User)를
명확히 구별하여 면책사유 및 귀책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즉,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의 명백한 과실여부에 따라 침해행위를 판단함.
o 중국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Tort)’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
로부터 저작권 위반통보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함. 규정 공포 전에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고정된 기간을 정해야한다
는 견해가 있었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 이를 채택하지
않았음.12)
o 또한 규정은 중국 ‘침권책임법’ 제36조 제2항13)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함.
- 권리자는 구두 및 서면의 통보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통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함.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잘못된 통보내용에 의하여 저작물을 삭제

o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제공한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만 인터넷사용자와 동모하거나 또는 공조할 경우 공동침해가 구성되어
침해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음.

시사점

o 현재 인터넷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인터넷
의 급변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모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
은 현실적이지 않음. 따라서 인터넷상의 최신쟁점은 사법해석 또한 행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12) 이는 삭제정보의 양과 내용별로 모두 획일적인 기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원재량에 맡기고 있음.
13) 침권책임법 제36조 제2항: 인터넷사용자가 제공자의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범법행위를 실시한 경우, 권
리자가 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여 관련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삭제, 차단, 연결절단 등 보호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보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갖는다.

❘75

CHINA

한 경우 이로 발생한 손해는 통보한 권리자가 배상해야함.

중국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6632.html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5/01/id/1530018.shtml
http://www.cbg.cn/gndjj/2014/1013/519607_2.shtml
http://news.yunnan.cn/html/2014-10/13/content_3402966_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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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중국저작권보호센터, 2011년-2014년
83만 건의 권리침해 링크 삭제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동영상/음악 저작권 모니터링 및 조사 증거수집 서
비스 규정(網絡視頻音頻版權監測及調查取證服務規則)》을 공포하고 권리자의 위임
과 수리를 받아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조사 및 파일관리를 함. 저작권
보호센터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과 권리침해 링크에 대한 삭제요청은 성공률이
매우 높으며 저작권 보호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임.

o 2008년부터 2014년 말까지 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음
악 저작권 모니터링 및 조사 증거수집 서비스 플랫폼(視頻音頻網絡版權監測
及調查取證服務平台)》을 통해 저작권 침해 링크를 감지함.
o 저작권보호센터는 플랫폼 구축 이후 감지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서한을
보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3만 건의 권리침해 링크를 삭제하였음.
o 저작권보호센터가 웹사이트에 요청한 권리침해 영화 링크 삭제 성공률은
95%에 달함.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o 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이 가능함. 이는 인공 모니터링이 가지는 시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키워드
검색이 가져다주는 결과의 부정확함과 검색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함.
o 또한 기술수단을 통하여 동영상, 음악 콘텐츠의 특징에 근거하여 직접 검색을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링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 권리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필요한 권리를 침해한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
며 “자발적인 증거수집”방식을 통해 정품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됨.

14)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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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보호센터의
권리침해링크 삭제
요청

중국

o 저작권 침해를 감지하게 되면 웹사이트에 권리침해 링크 삭제 요청에 관한 통
지를 자동적으로 송부함으로써 권리침해 링크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권리침해의 재발 가능성을 근절함.

※출처
http://culture.people.com.cn/n/2015/0314/c172318-26692664.html
http://www.legaldaily.com.cn/bm/content/2015-03/04/content_5986295.htm?node=20
734
http://www.oc92.cn/counties/2015/04/26/3397.html
http://www.sipo.gov.cn/mtjj/2011/201111/t20111118_6318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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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물 복제행위에
관한 규정 공포
2015년 4월 22일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인터넷 저작물 복제에 관한
좌담회’에서 《인터넷 저작물 복제에 관한 질서규제 통지(关于规范网络转载版权秩
序的通知)》(이하 ‘통지’)를 공포함. ‘통지’는 인터넷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신문사·잡지출판사 등 전통매체와 신매체(New Media)의 협력을 추
진하여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복재행위를 규범적으로 규제하려는 취지임.

o 국무원(国务院：중국중앙정부)이 공포한《전통매체와 신매체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적 의견(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16)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
国著作权法,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정보네트워크통신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에 의하여《인터넷 저작물
복제에 관한 질서규제 통지(关于规范网络转载版权秩序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o ‘통지’에 따르면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매체가 타인의 저작물
을 복제17)할 경우, 저작권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명칭과 출처 등
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고 함.
o ‘통지’는 신문사와 잡지사간의 복재(전재:转载)행위를 저작권법 제3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즉, 저작물이 공표된 후 복재 또는
편집(摘编)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문사나 정기

15)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16) 전통매체 및 신매체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적 의견(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은
2014년 8월 8일 중앙정부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며 행정법규의 효력을 지니고 있음.
17) 본문에 언급된 복재행위는 인터넷상 타인이 작성(창작)한 기사, 뉴스, 칼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
싣는 행위에 한정한다. 중국은 전술한 복재행위를 전재(转载:쫜자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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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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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규제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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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행물 출판사는 이를 복재 또는 요약게재 및 자료로 게재할 수 있음.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o 인터넷 사이트 간 또는 인터넷사이트와 신문사·잡지사간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할 경우 중국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함. 또한 인터넷상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
을 복제 사용할 경우 저작물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수정을 가할 수 없으며 제목
및 내용에 대한 문자적 첨삭을 가할 경우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함.
o 이번 ‘통지’ 내용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중국 저작권법 제5조18) 시사(时事:
current events)뉴스에 대한 해석임. 시사뉴스란 신문, 잡지, TV·라디오방송
국이 보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에 대한 소식이며 이러한 소식은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저자권자의 독자적인 창작이 부여된 소식, 특집(기
사/방송) 보도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판단하지 않아 인터
넷 매체가 이를 복재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함.

각 매체의 반응

o ‘통지’의 공포는 전통매체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했으며 전통매체
의 혁신발전에 보호적 역할을 함.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와 창작을 격려함에 따라 우수한 작품을 배출하는데 근간하여 전통매체와 신
매체간의 협력관계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복재(전재:转载) 좌담회에 참석한 소후뉴스(搜狐新闻), 텐센트뉴스(腾讯新
闻), 왕이뉴스(网易新闻)，오늘의 헤드라인(今日头条) 등 인터넷 매체는 2,0
00개 이상의 기존 전통매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함. 규범적으로 인터넷 복재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전통매체와 신매체 간에 수권에 의한 비용지불메커니
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win-win) 확보할 수 있는 사이
버공간을 지향하고 있음.

o 국가판권국은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주도적으

의의

로 "검망행동(剑网行动)"19)을 수행해왔으며 인터넷 침해행위 단속과정에서

18) 중국 저작권법 제5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법
률, 법규 및 국가기관의 결의(决议), 결정, 명령, 기타 입법, 행정, 사법의 성질을 가진 문서 그리고 정부
당국의 공식 번역문서(官方正式译文) 2.시사 뉴스 3. 역법, 통용되는 수학적 도표, 통용되는 서식과 공식.
19) '검망행동(剑网行动)'은 중국국가판권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중국 경찰 직무를 관리하는 최고부
문), 공신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의 약자)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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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문제를 이번 ‘통지’의 공포로 보완하려는 취지임. 사이버공간의 정보
이용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음.
따라서 이번 ‘통지’의 공포는 사이버공간의 규범적 질서규제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0091.html
http://news.xinhuanet.com/newmedia/2015-04/23/c_134177525.htm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4/22/c_127719725.htm

CHINA
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공동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진행해온 전문단속행
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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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국가판권국, 음악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
공표
중국에서 온라인상 음악 다운로드 횟수가 매일 2억 회가 넘으며, 2014년 중국 음악
산업의 규모는 2,700억 위안을 초과하는 함. 그러나 대량의 음악이 온라인에서 무
료 미리듣기와 다운로드로 제공되어 있어 저작권자들이 수익을 거두기 어려움. 이
에 국가판권국은 중국이 향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음악시장이 될 것이라
고 내다보면서 음악시장을 격려하고 음악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
써 음악 저작권자로 하여금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리보호를 보장할 것이라
고 밝힘.

o 현재 중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이용 네티즌은 4.78억 명에 달하고 온라인상

배경

음악 다운로드 횟수가 매일 2억 회를 기록하며 2014년 중국 음악 산업의 규
모는 2,700억 위안을 초과함.
o 향후 2-3년 사이 온라인상의 음악 서비스 이용 네티즌은 6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들이 1년에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횟수가 1,000억
회를 초과할 것이고 네트워크 음악 유료시장 규모는 100억 위안을 넘을 것
으로 내다봤음.
o 그러나 현재 대량의 음악들이 온라인상 무료로 미리듣기와 다운로드 되고 있
음. 따라서 음악 저작권자는 이와 같이 방대한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을 거두기 어려움.

구체적 내용

o 4월 24일 국가판권국은 향후 저작권 감독과 관리의 범위를 진일보 확대하여
음악을 전송하는 대형 웹사이트, 웹하드, APP을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할 것
을 공표하였음.

20)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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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판권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저작물 합리사용을 제외하고 창작이 포함된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자의 권리허가가 선행되고 난 후에
저작물이 이용자에게 전송되도록 저작권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공표함.
o 온라인상의 음악저작물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점저작물에 대한
예비경보시스템 도입, 국가판권국과 온라인음악 저작물 관련 업체 혹은 부문
대표와의 미팅과 설득제도, 신문에서의 공개적인 비평 등을 열거하였음.
o 또한 감독관리 수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효과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
악저작물의 권리허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축하고 권리자와 웹 사
이트간의 저작권 보호 협력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함.
o 북경시 판권국은 온라인상의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15년에 주로 4가지

- 우선 중국 온라인음악 정품 연맹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작곡
가, 음반회사, 음악웹사이트들이 동 연맹에 가입하도록 추진 할 것임.
- 둘째로 온라인음악 유료서비스 산업규범 설립을 촉진할 것임.
- 셋째로 정품음악 및 노래 데이터를 보완하고 전문음악과 노래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방침임. 넷째로 온라인음악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
한 전문행동을 진행함.

의의

o 중국이 향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음악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하
에 판권국은 음악창작을 격려하고, 음악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음악 저작권자로 하여금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
도록 보장할 것임을 밝혔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o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료로 음악 다운로드와 미리듣기에 익숙한 중국의 네티
즌들의 의식과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온라인상의 음악
이용이 무료로부터 유료로 전환은 점진적인 과정일 것이라는 반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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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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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ul.china.com.cn/cswh/2015-04/28/content_7867194.htm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0561.html
http://it.21cn.com/prnews/a/2015/0428/10/29468687.shtml
http://news.eastday.com/eastday/13news/auto/news/enjoy/u7ai3846422_K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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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인터넷상 버라이어티쇼 무단재생에
관한 손해배상기준 의견 발표
2015년 4월15일 베이징고급인민법원(北京高级人民法院)은 《버라이어티쇼 지식재
산권 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적 의견(关于审理综艺节目类知识产权案件的指导性意
见)》을 발표함. 중국 저작권법 및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Tort)에 의하면 침해행위
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질적 손실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 손실 또는 침해
자의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50만 위안 (한화 약 8,817만
원)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판례
를 통하여 버라이어티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함.

CHINA

개요

o 중국 방송사업 발전과 창작의 격려 그리고 버라이어티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베이징시는 3급 인민법원22)의 판사를 소집하여 버라이어티쇼 침해
사건 문제해결 전담 연구팀을 구성함. 전담 연구팀의 조사와 전문가토론회,
방송업자의 의견 등 수집한바, 2015년 4월15일 베이징고급인민법원(北京
高级人民法院)은《버라이어티쇼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적 의견
(关于审理综艺节目类知识产权案件的指导性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함.
o 중국의 최대 규모인 특집 방송 춘완(春晚)23), 중국판 러브스위치(非诚勿扰),
쾌락대본영(快乐大本营: Happy Camp) 등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버라이어티쇼 경우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번 ‘의견’은 버라이
어티쇼의 귀속문제, 저작권상의 법적 특성,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권리행사, 버라이어티쇼 침해사건의 손해배상금 산정(算定)기준을 제시함.

21)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22) 중국의 법원은 4급2심제를 채택하고 하고 있으며,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
院),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으로 나뉘고 있음.
23) 중국 중앙방송국(中央电视台：CCTV)에서 방영하는 음력 설 특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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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어티쇼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적
의의 구체적 내용

o ‘의견’은 버라이어티쇼 귀속문제를 중국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24) 및 제42
조25)를 적용하여 영상저작물 또는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
물의 저작권은 제작자(制片者)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o 버라이어티쇼에서 사용되는 음악, 무용, 연설, 연극, 서커스 등이 중국 저작권
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 저작물로 인정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버라이어티 쇼에서 사용되는 음악, 연설, 무용, 연극, 서커
스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함.
o 버라이어티쇼의 저작권침해사건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음. 일차적으로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의 유형, 제작으로 투입
된 자본, 시청률, 이용허락의 비용, 저작권 양도의 비용을 통하여 버라이어티
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함. 둘째,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정황 즉, 침해시간(지
속적인 시간), 침해방식, 침해범위, 주관적 과실 등으로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를 판단하고 있음. 예컨대, 실시간 방송·중계방송 또는 인터넷상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여부에 따라 침해금액을 환산하고 있음.
o 권리자의 실질적 손해 또는 권리 침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 중국 저
작권법에26) 규정한 50만 위안(한화 약 8,817만 원) 이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50만 위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수 있음.

o 중국의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한편 이에

시사점

관련된 저작권 분쟁사건도 증가하고 있음. 국내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
의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방송하고 있음.

24) 영화저작물(电影作品)또는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制片者)가 갖는다.
25) 음반·영상제작자는 그가 제작한 음반·영상제품에 대하여 타인이 복제·배포·대여·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
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6)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는 권리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입은 손해를 산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위법
소득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배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
적인비용도 포함한다.; 제2항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인민법원이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 위안(한화 약8,817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금 지급
을 판결한다.

8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o 이번 ‘의견’의 발표에 따라 버라이어티쇼의 특성, 귀속, 단독적으로 이용이 가
능한 저작물의 권리행사 및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시함. 현재로서 버라이어티
쇼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점차 이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방송 사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8786.html
http://www.bj148.org/zhengfa/zfzfdt/201504/t20150415_8613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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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맞아 중국 전역에서
저작권보호 캠페인 시행
매년 4월 26일은 세계지식재산권의 날로서 2015년은 제15번째를 맞이하는 해임.
중국 베이징시, 장가항시. 천진시, 정주시를 비롯하여 중국은 전 지역 도시들에서
다양한 저작권보호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음.

베이징시
저작권보호활동

o 4월 21일 북경시 신문출판광전국(북경시 판권국)은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
총대(市文化市場行政執法總隊), 市와 區 두 등급 공상행정관리국(市區兩級工
商行政管理局) 및 관련 기술인원을 동원하여 두 개의 집법소조를 구성하였으
며 북경시 해전구(海淀区)와 조양구(朝阳区)의 여러 대형가전제품 판매장을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전설치 검사 전문행동’을 개시함.
- 동 행동에서 여러 브랜드의 컴퓨터 300여대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는데 일
부 브랜드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
로부터 합법적인 권리허가를 받은 것이 아님. 집법팀 집행요원은 문제된
컴퓨터를 압수하고 봉인보관 조치를 취하였으며 판매점의 책임자에 대하
여 경고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에서의 정품소프트웨
어 관련 규정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판매점으로 하여금 기한 내에 문제점
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전설치 검사 전문행동’을 통하여 북경시의 컴
퓨터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경영에서의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하고 컴퓨터 소
프트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사전설치 시장질서의 규범화를 도모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문화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함.

27)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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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월 24일 베이징시판권국과 수도저작권산업연맹에서는 ‘공동의 인식과 논의
및 윈윈전략’을 주제로 「제5회 음악저작권보호와 산업발전포럼(音樂版權保
護與產業發展論壇)」을 가짐. 동 포럼에선 산업협회, 음반회사, 음악 웹 사이
트, 법률서비스기관, 학술연구기관의 전문가, 학자와 음악인 대표들이 참석
하여 디지털음악 저작권보호 강화방안, 음악 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과 새
로운 체제 등 이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함. 북경시 판권국은 저작권
보호의 수위를 높여 양호한 시장 환경과 법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음
악시장의 번영의 도래를 맞이하고 촉진하고자 함.
o 지식재산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 ‘저작권 보호’와 ‘창업 및 혁신’을
주제로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저작권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저작권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생에게 광범위한 저작권 지식을 선전함. 4월 25일 북
경시 각 대학교 학생대표들은 북경대학에 모여 지식재산권보호 공동서명 제

장가항시
저작권보호활동

CHINA

안서에 서명함.

o 강소성장가항(江苏张家港)시는 시 교육부문에 저작권 업무센터를 설립하고 초
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개시하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1인당 저작권등록증서 가지기’ 활
동을 전개함.
o 동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의 의의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저작권 관련 기본법률 지식을 장악하게끔 함.
o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으로, 가정을 통하여 사회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대
하였음. 이로써 저작권 보호가 장가항시의 신창타이(新常態)28)가 되도록 함.

천진시
저작권보호활동

o 천진시 판권국과 천진판권협회에서는 연합하여 ‘온라인 저작권의 보호와 권
리수호’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함. 동영상에서 남개대학교 법과대학 지식
재산권 전문가가 온라인 저작권의 개념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로그, 위챗,29) 인터넷 등 온라인 분야에서의 권리침해와 권리구제문제에

28)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29)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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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하고, 천진시 판권국의 관련 담당자가 2014년 검망행동에서의 온
라인권리보호 활동과 권리침해 전형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함.
o 동 동영상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격려하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할 것을 격려함.

정주시
저작권보호활동

o 정주시는 4월 21일~26일 사이 전(全) 시 범위 내에서 저작권보호 홍보활동
을 전개하였으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둠.
o 정주시 인민TV방송국, 정주시 라디오 방송국, 정주시 이동통신사 등에서는 플
랫폼을 통하여 저작권 공익광고를 발표하였으며, 4월 24일 ‘정주일보’ 제3면
에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저작권 특집 인터뷰 글을 발표하고 ‘최고 수
준의 디자인으로 강화하고, 시범적 선도 작용을 중요시하고, 문화저작권의 번
영과 발전을 통해서 정주시 도시건설을 추진(加強頂層設計, 注重示範帶動, 以
文化版權業繁榮發展助推鄭州都市區建設)’ 하자는 주제로 정주시 문화저작권
산업의 발전상황, 주요 업무성과, 저작권시범건설과 설립구상 및 미래문화, 저
작권발전기획 등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음.
o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강의를 하고 중국신
문출판신문, 중국지식재산권신문, 대하신문(大河报), 상도망(商都网), 정주
TV방송국 등 10여개 매체에서 그 현장을 보도함.
o 또한 홍보 활동기간에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정주지사는 저작권보
호 메시지 400여만 개를 발송하였으며 정주TV방송 제1채널의 저녁 황금시
간대인 19시 56분에 6일 동안 매일 저작권 공익 홍보동영상을 방송함.
o 6일 동안 연속 정주시 인민라디오방송국 뉴스채널, 경제채널, 문화오락채널,
도시자동차채널, 도시라디오채널, 고전1079 등 6개의 라디오방송 채널에서
20회 방송을 하였음.
o 홍보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정주TV방송국, 정주인민라디오방송국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상반기에 저작권 공익 홍보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o 전방위적인 저작권 홍보를 통하여 문화, 저작권,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중시를 받
았으며, 전 사회에서 저작권 보호 발전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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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0192.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0090.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0559.html
http://news.ifeng.com/a/20150430/43665552_0.shtml http://wap.chinaxwcb.com/201
5/0428/31741.html
http://www.zhengzhou.gov.cn/html/www/news4/20150428/3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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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윈도우(Windows) 무료 다운로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적 처벌
2015년 5월 18일 중국 안후이성 추저우시 인민법원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웹사이트 ‘999보장망(999宝藏网:www.rin9.com)’의
운영자 서모씨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위
안(한화 약 2,650만원)을 선고함.

사건 개요

o 2007년 3월 피고인 서모씨는 999보장망(999宝藏网:www.rin9.com)을 운영
하고 있었음.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는 안후이성 전초현(安徽省全椒县)에 위
치한 이쑤인터넷회사(易速网络科技公司)에서 제공하고 있었음.
o 999보장망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비와 회원가입비로, 2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
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짐. 서모씨는 웹사이트의 방문량을 늘리기 위해 웹사
이트의 회원인 유모씨와 공모하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nc)의 동의
없이 윈도우 운영체제(WindowsXP, Windows7)를 해당 웹사이트에 업로드하
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피고인 유모씨는 999보장망에서 원도우 운영체제의 무료 제공 업무를 담당하
고 있었으며, 리방덴즈(立邦电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왔음.
피고인 유모씨는 360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360杀毒)，360보안 솔루션(360
安全卫士), 소고 웹브라우저(搜狗浏览器)，소고 입력기(搜狗输入法)，인터넷
동영상 플레이어(PPTV), 진싼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金山毒霸)，진싼 보안
솔루션(金山卫士)，동영상 플레이어(PPs) 등의 프로그램을 원도우 운영체제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웹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법광고수익 100만 위안
(한화 약 1억 7,851만원)을 얻음.

30)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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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o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7조 제1항31), 제52조, 제67조 제3항, 제72
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포한
《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제10조, 제11조, 제13
조, 제14조에 의하여 서모씨에게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위안(한화 약 2,677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유모씨 역시 저작권 침해죄
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만 위안(한화 약 2,144만원)을 선고
함. 또한 불법소득 부분은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함.

의의

o 중앙정부 국무원(国务院)은 2001년부터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행정법규를 공포했으며 단속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통해 2012년까지 각
급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목표를 달성함.
o 2015년 2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추진에 관한 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업무를 추진할 것을 제시함.
o 이번 사건은 안후이성판권국(安徽省版权局)이 정품 소프트웨어의 전면적 사
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52242.html
http://www.ce.cn/culture/gd/201503/04/t20150304_4721052.shtml

31)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17조: 영리의 목적으로 다음 각 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법소득 액
수가 크거나 또는 기타 범죄의 경과가 심각한 경우(情节严重) 3년 이하의 징역 및 범금 병행 또는 단독 벌
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 액수가 크거나 범죄 경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
금을 부과한다.
제1항: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복제·발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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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정기연석회의(推进使用正版软件工作部际联席会议第四次全体会议)》에서

중국

中國

中 신문출판광전총국, ‘2015년 저작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한 중점업무’ 공표
2015년 5월 5일,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총국(판
권국)과 베이징시, 천진시, 상하이시, 중경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를 통하여 2015
년에 전개해야 할 저작권 침해와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한 중점업무에 대하여 명시
하고 향후 업무에서 이를 따를 것을 지시하였음.

o 2015년 저작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한 전국신문출판(판권)기관의

배경

단속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제18기 4중전회의 "입법은 과학적으로, 법 집행은
엄격히, 법 수호는 전 국민이(科学立法, 严格执法, 公正司法, 全民守法)"의 요
구에 부합함. 이는 국무원의 저작권 침해 근절 업무에 관한 전략배치에 대응
하며, 전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상태(新常态)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문 출판 업무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임.

공표의 구체적 내용

o 검망 2015년 전문행동을 개시.
- 온라인 음악·영화 및 문학 저작물 관련 웹사이트와 온라인 웹 하드, 모바일 네트
워크, 온라인 광고연맹 등에서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중점을 둘 예정.
o 인쇄복제발행분야에 관한 감독관리 전문행동 개시.
- 2015년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인쇄복제발행시장 운영 질서에 대한 전문행동’
을 개시할 예정임. 특히 행정·경제 분야의 출판물과 어린이 출판물, 민족종교와
관련된 출판물은 감독 관리의 주요 대상임.
o 추풍 2015 전문행동 개시.
- 도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을 중점
업무로 함으로써 온라인상 범람하는 권리 침해를 저지하고자 함.

32)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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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품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 각급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책임제를 시행하고 소프트웨
어 구매,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자산관리, 심사회계감독과 독촉검사 등의 제
도를 구축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업무체제
를 보완함.
- 임의 샘플채취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 검사, 직접적인 독촉 등의 방식으
로 감독 및 관리 효율을 높이고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점으로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하며 중앙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
한 업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기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보통계 제도를 설립하고, 기업 소프트웨어 정품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자산에 관한 장부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사용관리를 규범화함.

- 어린이 도서 출판물, 교재와 참고도서, 베스트셀러, 공구서, 음향제품을 중점으
로 저작권 침해 도서를 압수하고, 출판물 저작권 침해 감정제도를 설립하며, 감
정능력과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함.
o 온라인상의 저작물 발행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온라인 서점의 행위를 도서의 발행에 대한 관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저작권보호
당국과 온라인 서점의 소통 및 응급체계를 확립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o 강도 높은 저작권 중점 감독·관리 업무를 진행함.
- 스마트폰 어플 등 신형 전송방식을 저작권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음악 웹사이트
에 대한 저작권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뉴스 및 영화, 문학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주
요 웹사이트와 인지도가 높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중점으로 감독·관리를 진행함.
o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강화함.
- 저작권 보호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협력하여 행정법 집행과 형사법 사이의 연계
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관련 행정부로 하여금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조사하
고, 제소하고 판정하는 절차로 저작권 침해사건을 다루어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
절하고자 함. 각 부문은 사건의 금액이 크고, 범죄의 상황이 엄중하고 사회적으
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적시에 판단하여 상급에 보고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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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판물 시장에서의 감독관리 강도를 강화하는 조치.

중국

o 저작권침해 및 위조품 단속 관련 법률 및 법규를 보완할 예정임.
-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을 추진하며 ‘저작권행정처벌시행조례’를 개정하고, ‘온라
인정보네트워크전송권행정집법에관한일련의지도의견’을 출범할 예정임. 또한
‘인쇄업관리조례’, ‘출판물시장관리규정’, ‘복제관리방법’의 개정 작업과 ‘내부
자료용출판물관리방법’을 제정할 방침임.
o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협력체계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 행
정처벌 사건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투명도를 높임.
o 관련 정부인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저작권 홍보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
- 저작권, 문화종합집법, 공안,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집행
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저작권 집법 전문가 및 법집행 교육 강사 인
력을 확보하고, 2014년 저작권 침해 근절에 공을 세운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장려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와 위조품 단속 관련 인원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불
러일으킴.
- 4.26 지식재산권 보호의 날을 이용하여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o 통지는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서 존재하는

의의

주요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여야 할 2015년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명시함으로써 전국 각 지방 행정부문의 업무전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o 저작권 보호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분야를 제시하고 저작권 침해와 위조품을
근절하는 업무체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저작권 침
해와 위조품 판매 근절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o 저작권 보호와 법집행에 관한 교육업무 추진 등 여러 면에서 저작권 보호 관
리와 감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의 수준 제고와 업무능력의 향상
및 장기적인 저작권 보호 홍보를 요구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관련
당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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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252445.html
http://news.xinhuanet.com/zgjx/2015-05/11/c_1342273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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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이우시, 저작권을 침해한 스티커 판매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2015년 5월 중국 저장성 이우시(浙江省义乌市)는 저작권을 침해한 스티커를 대량
으로 판매한 두 사업자의 불법소득을 추징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스티커를 압수하
였으며 5,000위안(한화 약 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o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한 주택단지에서 스티커를 판매한 왕모씨는 저작권자

개요

로부터 두 차례의 저작권침해중지(스티커판매금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에 이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왕모씨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5,000위안(한화 약 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o 또한, 이우시 국제쇼핑타운에서 스티커를 판매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과징
금이 부과됨.
o 두 사업자는 모두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여
도매 및 소매 등 판매 행위를 진행해왔으며, 저작권자인 저장성의 모 인업회사
(浙江某印业有限公司)로부터 저작권침해중지 통보를 받았음.

구체적 내용

o 인업회사는 만화캐릭터 시리즈를 창작한 저작자로서 관할 저작권등록기관에
저작물을 등록하였음. 2015년 3월부터 이 회사는 이우시의 매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조사를 진행함.
- 동 인업회사는 두 사업자의 판매 행위를 발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대리인을
통해 침해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증(公證)하여 증거로 보전하고, 두 사업자와
협의를 해왔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여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저작권침해사실
을 신고함.

33)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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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발행·공연·방
송·배포·편집·전송하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
여 저작권침해 정지 및 불법소득 추징, 침해저작물의 압수 및 소각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을 병행할 수 있음. 또한 저작권 침해경과가 심각한 경우 침해
저작물을 제작한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형법상의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이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두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저
작권침해로 얻은 불법소득 및 침해저작물을 몰수했으며 과징금 5,000위안
(한화 약 89만원)을 병행하여 부과함.

시사점

o 중국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이 저작권·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통합단속업무
진해왔음.
- 이에 따라 대중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증(公
證)을 통하여 증거를 보전한 후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자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지식재산권단속기관은 사업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공식거래처에서 구입하
여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방침이라고 언급함. 또한 저작권침
해 통보를 받았을 때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확인해야하며 출처 불명인 경우
침해행위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제안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2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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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이래 이우시 단속관리기관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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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오늘의 헤드라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엄격히 시행
‘오늘의 헤드라인’은 중국의 뉴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2014년부터 콘
텐츠의 표절 및 저작물 무단 게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옴.
2015년 1월 12일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의 헤드라인 플랫폼 위반 및 금지행위
처벌방안》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자 함.
이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매주 콘텐츠의 제작 및 모바일 온라인상의 전송에서의
위반 및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고 있음.

‘오늘의 헤드라인’의
규모와 발전상황

o 오늘의 헤드라인(今日頭條)은 미디어, 국가기관, 기업 및 개인미디어(We Me
dia) 등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사용자의 기호, 검색 키워드, 클릭수, 관심도
등의 데이터에 따라 선별하여 추천하고 게시하는 플랫폼임.
o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12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억 6천명의 단
골 사용자가 있으며, 매일 2,0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오늘의 헤드라인에서 관
련 정보를 찾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o 2015년 6월 기준으로 오늘의 헤드라인의 플랫폼 계정 수는 2만 여개 이상으
로, 오늘의 헤드라인과 제휴하고 있는 매체, 정부, 기관은 6천 곳을 초과함. 그
중 계약을 체결한 전통매체는 1,000여개에 달하며 개인미디어(We Media)어
는 15,000여개에 달함.
o 오늘의 헤드라인은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제품
서비스 중 하나임.
o 모바일 온라인 데이터 전문회사인 Quest Mobile가 공표한 ‘2014년 어플 가
치 순위표’에 따르면, 인구 당 평균사용횟수 순위에서 오늘의 해드라인이 모
든 어플 중 6위를 차지하고 뉴스정보유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함.

34)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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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헤드라인
플랫폼 위반 및
금지행위 처벌방안
제정 배경

o 모바일 온라인 뉴스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문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됨.
o 2014년 4월 22일 국가판권국은 온라인상의 판권보호 강화를 위한 회의를 소
집하여 영화, 음악, 뉴스, 문학작품을 전송하는 주요한 어플에 대하여 감독
관리범위에 포함할 것을 결정하였음.
o 이에 따라 국가판권국은 《온라인상의 전재를 규범화하고 저작권 질서를 수
호할 데 관한 통지(關於規範網絡轉載版權秩序的通知)》를 발표하여 온라인
매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신문사에서 서로 상대방의 저작물
을 표절하는 경우 등 상황별로 분류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저작권 행정보호를 강화함.

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하고 분
류하여 사용자에게 관련 콘텐츠 열람과 댓글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버에
관련 콘텐츠를 저장한 것은 저작권자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음.
o 국가판권국의 조사과정에서 오늘의 헤드라인은 권리침해로 간주된 모든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였으며, 매체들에게 저작권 구매 의향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하였음.

주요내용

o 2015년 1월 12일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의 헤드라인 플랫폼 위반 및 금
지행위 처벌방안(今日頭條“頭條號”平台違禁行爲懲罰方案)》을 공표하였음.
o 오늘의 헤드라인에 계정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점
수 감점제를 시행함. 누적 감점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계정은
영구적으로 동결됨.
- 처음으로 오늘의 헤드라인에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40점을 감점
하고 4일간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지 못함. 만약 저작권 침해횟수가 3회에 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행한 계정은 영구적으로 동결되며 향후에도 오픈 될 수 없음.
- 중국의 유명한 SNS인 위쳇(we chat)의 처벌방안을 살펴보면 처음 타인의 저작
물을 침해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경고를 하며, 두 번째의 경우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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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9월 15일에서 국가판권국은 오늘의 헤드라인이 단순한 링크서비스

중국

계정을 동결하고, 4회까지 단계적인 계정동결을 시작함. 저작권 침해횟수가 5회
까지 달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계정을 동결함.
o 이외에도 2015년 4월부터 매주 오늘의 헤드라인에서는 오늘의 헤드라인 위
반금지행위처벌공고(今日頭條違禁行爲處罰公告)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서 발생하는 위반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처벌 내용을 공표하고 있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현황

o 2015년 6월 17일 오늘의 헤드라인은 제11차 위반 및 금지행위 처벌공고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에는 총 151건의 위반 및 금지행위가
있었고 그 중 표절행위는 24건에 달함.
o 6월 첫째 주 제10차 위반 및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공고에서는 총 275건의
위반 및 금지행위가 있었으며 그 중 표절행위는 19건이었음.
o 지난 5월 한 달동안의 저작권 위반 및 금지행위는 4월에 비해 18.5% 증가하였음.

o 오늘의 헤드라인 스스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효과적인

의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타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전송 어플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시범적 역할을 하고 있음.
o 오늘의 헤드라인에서 취한 조치는 플랫폼에 가입한 일부 사용자들의 표절행
위에 대하여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양성적인 콘텐츠 창작의 생태환경을 마련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출처
http://toutiao.com/about/
http://news.xinhuanet.com/zgjx/2014-06/09/c_133392908.htm 2
http://legal.china.com.cn/2014-07/01/content_32821513.htm
http://www.infzm.com/content/104191
http://www.takefoto.cn/viewnews-419611.html
http://economy.nmgnews.com.cn/system/2015/05/27/0116925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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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내용 일부 공개
•유럽사법재판소, 계약 외 형태의 저작물 이용은‘권리소진의 원칙’적용
부인
•구글, 2014년에 3억 4,500만개의 검색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
받음
•유럽사법재판소, EU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할권 판단
•창작을 위한 저작권 단체(C4C), 저작권 개혁을 위한 성명서 발표
,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
•테러 저항 슬로건“Je suis Charlie”
•英 항소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인터넷 재전송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 요청
•아일랜드 고등법원, 광대역서비스제공업체 UPC에 저작권침해 대책 도입
명령
•유럽사법재판소, 배포권으로 불법복제물의 광고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
•英 법원, 영국출판협회의 e-book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요청 승인
•英 시청각작가협회,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디지털시장
단일화 지원

유럽

EUROPE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내용 일부 공개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일부 내용이 EU 측에 의해 공개됨. EU 측은 추급권, 공연권, 방송권과 관련
하여 미국이 EU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예술가 및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추
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힘.

EU, TTIP 관련
협상 진행내용
일부 공개

o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
rship; TTIP)은 미국과 유럽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
으며, 관세 철폐와 투자 개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체제를 재편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TTIP는 “미국과 유럽 간 국제 교역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접
근, 규제와 비관세 장벽, 그리고 규범과 원칙 및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주요한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음.
o 현재 TTIP 협상 관련 일부 내용이 2015년 1월 유럽연합(EU)에 의해 공개되
었으며, 협상완료 시한은 2014년 말에서 2015년으로 조정된 상황임.

추급권, 공연권,
방송권 적용기준 등
논의 예정

o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
만 이번 공개를 통해 유럽 측이 원하는 협상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음.
o 공개 내용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이미 보호하고 있는 공연권(Public perfor
mance rights), 방송권(broadcasting rights), 추급권(resale rights for visu
al artists)과 관련하여 미국이 유럽의 기준을 따르도록 논의할 것으로 보임.
o 현재 미국 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곡이 방송되는 것에 따른 사용료
를 받지 못하며, 미국의 작사·작곡가도 음식점 등에서의 음악 재생공연에 대

1)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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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협상이 필요하다고 EU 측은 밝힘.
- 이와 관련하여, EU 측은 미국의 관련 저작권법 조항이 베른협약(1-21조항)을

C

따르도록 한 TRIPs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힘.
o 또한 유럽에서는 미술품이 전문 중개상을 통해 경매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
창작자가 판매금액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추급권을 법으로 보호하므로 미
국 내에서 추급권의 보호를 위한 협상도 진행될 예정임.
- 이는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판매자가 얻는 이익을 창작자에게도 지급
하여 창작자의 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만이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추급권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o 한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부결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
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일부 내용을 도입하
는 것과 관련하여 EU 측은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며, 다만 예술가 및 저작권
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측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EU 측의 공개 내용만으로는 향후 TTIP 협정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
최대 규모의 두 거대경제가 체결하는 이번 협정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준으
로 떠오르게 될 전망임.
- 추급권이나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 등과 관련한 조항이 EU의 요구사항대로 마
련된다면 TTIP의 대상국이 아닌 나라는 양국가와의 교류하기 위해 TTIP의 기
준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s://www.eff.org/deeplinks/2015/01/europe-releases-its-ttip-proposals-intellectual-pr
operty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4/july/tradoc_152670.pdf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5/january/tradoc_153020.7%20IPR,%20GI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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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미국 측의 보고문 공개가 기다려지는 상황이며, 세계

유럽

EUROPE

유럽사법재판소, 계약 외 형태의 저작물
이용은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 부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올포스터(Allposters)社가 포스터 형태로 이용허락이 체결된 그
림을 캔버스 액자 형태로 제작·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은 포스터 형태
에 대해서만 배포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른 유형으로 판매하는 것은 복제
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재생산이므로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함.

계약상 명시된 형태
이외 저작물
제작·배포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o 네덜란드 저작권협회 픽토라이트(Pictoright)3)는 그림 판매업체 올포스터(Al
lposters)社4)와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은 포스터 형태로 미술저작물을 이용
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올포스터社가 캔버스 액자 형태로 제작 및 판매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올포스터社는 온라인에서 포스터, 포스터 액자, 캔버스 액자 형태로 저작물
을 판매해 왔음.
o 이에 올포스터社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을 근거로 자사의 판매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함.
- ‘권리소진의 원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권리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원칙임.
o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용 허락한 제작형태 이외의 캔버스 형태로 제작한 유
형물의 판매에 권리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임.
- 네덜란드 1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픽토라이트 측
의 상고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법적 해석을 의뢰하였음.

2) 박은정_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3) 네덜란드 저작권협회로 자국 및 외국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함.
4) 인터넷으로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포스터, 포스터 액자, 캔버스 액자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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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o 2015년 1월 22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외의 형태로 저작
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록 배포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

C

하였더라도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지침 상 권리소진의 원칙은 해당 대상물(유체물)에만 국
한되며, 양 당사자들은 포스터 형태에 대해서만 배포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른 유형으로 판매하는 것은 복제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재생산이므로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함.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관련 EU 지침 5)
1.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
게 부여한다.
2.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물과 관
련하여 배포권은 공동체내에서 소진되지 아니한다.
- 또한 캔버스 형태로 판매함으로 인해 권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
했으므로 궁극적으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함.

판매하는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
요하며, 원 저작자는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처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january/transferring-copyrighted-works-to-alt
ernative-mediums-re-sets-owners-right-to-control-distribution-rules-eu-court/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61609&pageIndex=0
&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72825

5)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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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판결로 인해 동일 저작물이라도 계약 외의 다른 형태로 변형을 가하여

유럽

EUROPE

구글, 2014년에 3억 4,500만개의 검색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 받음
2014년 구글은 3억 4,500만개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도
록 권고 받음. 이는 2013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것으로 그 중 1/6 이상이 영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BPI)로부터의 요청임.

o 검색엔진업체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에 관한 2014년 통계가 집계 발표됨.

배경

o 구글(Google)의 주별(weekly)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을 분석한 美 토렌트프릭
(TorrentFreak)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구글은 3억 4,500만개에 달하는 저
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도록 권고 받음.
- 이는 2013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것으로, 그중 1/6 이상이 영국의 음악 저작
권 집중관리 단체인 영국음반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BPI)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남.

권고 내용

o 대부분의 요청 내용은 구글 검색 결과에서의 저작권 침해 관련 링크의 삭제
조치임.
- 그러나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과거에 관
련 링크를 삭제한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
다고 TorrrentFreak은 밝힘.
o 2008년부터 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결과의 삭제조치를 시행한 구글은 삭제
요청 건수가 2008년 68건에서 55,000,000%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함.
- 구글은 영국의 가디언지가 2014년 10월에 기사화한 ‘구글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How Google fights Piracy)’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
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6)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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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글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단속 방
안을 개발하고 수백 명의 인원을 배치함.

C

의의

o 영국의 가디언지에 게재되었던 ‘구글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How Google
fights Piracy)’은 구글의 대표 제프 테일러(Geoff Taylor)가 작성한 것임.
o Geoff Taylor는 이용자가 음악이나 영화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합법적인 결
과물을 얻는 것은 당연하므로 합법적으로 온라인 음악을 판매하는 Spotify,
Deezer, Itunes와 같은 기업과 이용자가 정품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합법적인 음원판매 기업들이 온라인 음악 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예술가나, 음반사 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o BPI와 영화계는 온라인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색 업
체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Bing과 Yahoo도 구글과 비슷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색
업체와 정부가 함께 강력한 디지털 음악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음.

EUROPE

※출처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jan/08/google-was-asked-to-remove-3
45m-search-results-i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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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U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할권 판단
오스트리아 사진작가의 사진이 독일 회사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건의 관
할권 문제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침해 웹사이트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침해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며, 다만 그 손해배상은 침
해가 발생한 국가 내의 손해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함.

사건의 배경

o 오스트리아의 건축물 사진작가인 헤이둑(Hejduk)은 건축가인 라인버그(Reinb
erg)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고, 라인버그는 사진의 저작권자인 헤이
둑의 이용허락을 얻어 2004년 컨퍼런스에서 이 사진들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독일 회사인 에네르기아겐투어(EnergieAgentur)가 사진 저작권자인 헤이둑의
이용허락 없이 자사 웹사이트에 해당 사진들을 게시함.
o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인 헤이둑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4,000유로(한화 약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브뤼셀 규
정 제5조(3)에 근거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법원(Handelsgericht Wien)에
제기함.
- 브뤼셀 규정 제5조(3) (Article 5(3) of Brussels Regulation; Council Regulati
on (EC) No 44/2001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은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
한 불법행위, 위법행위 또는 준 위법행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o 이에 에네르기아겐투어는 자사의 웹사이트 주소인 ‘.de’에서 보듯이 해당 사진저
작물이 게시된 자사의 웹사이트가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
로 오스트리아 내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오스트리

7) 노현숙_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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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o 이러한 에네르기아겐투어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비엔나 법원은 유럽사법재

C

판소8)에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판단을 의뢰함.
- 비엔나 법원은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한 EU의 브뤼셀 규정을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함.
- 브뤼셀 규정은 EU 회원국 간의 분쟁 시의 관할권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EU
의 한 회원국에서 판결을 얻은 원고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동일한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는 온라인에 저작물이 게시된 지역이나
국경, 즉 침해 저작물이 게시된 원래의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
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해당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저작물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추후의 접근 및 침해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작물이 처음 게시되었던 지역 또는 국가의 관할권과 함
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국가의 관할권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o 유럽사법재판소는 먼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한 국가, 즉 웹사이트에 권한 없
이 사진 저작물을 게시한 에네르기아겐투어 회사가 위치한 국가인 독일이 관
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o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브뤼셀 규정의 제5조(3)에 근거하여 그러한 침해 저작물
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에서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해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들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o 요컨대, 유럽사법재판소는 원래의 침해가 시작된 지역의 법원 뿐 아니라 침
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법원
또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8)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EU 회원국 법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EU
법 문제를 해석하고, 모든 EU회원국에 대하여 EU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EU회원국 정부, 기관,
개인,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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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국가 즉, 침해 수단에 접
근이 가능한 국가의 하나인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의 침해 웹사이트의 주소인 ‘.de’는 독일을 가리키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으로서, 해당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는 독일에서 발원한 사이트임을 나타
내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다른 국가의 웹사이트에 접근
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도메인 이름에 따른 온라인상의 접근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한 어느 국가에
서라도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o 유럽사법재판소는 침해 수단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
우에는 해당 법원이 위치한 국가 내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즉,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지역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없고, 침해가 발생한 해당 지역 내의 손해
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음.

판결의 의의

o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저작물 침해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이 관할
권을 가진 뿐 아니라, 온라인상 침해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 또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임.
o 침해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 법원들의 관할권이 인정됨으로써 침해
발생의 가능성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포괄적인 손
해에 대해서가 아닌 침해가 발생한 국가 내에서의 손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
다는 한계를 가짐.
o 반면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라면 저작권자가 원하는 어느 국가에서
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포럼쇼핑9)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
의가 있음.

9) 소송 당사자가 여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114❘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출처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61611&pageIndex=0

C

&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71565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january/copyright-owners-free-to-choose-w
here-to-bring-web-infringement-claims-but-restrictions-placed-on-damages/
http://www.limegreenipnews.com/2015/01/eu-cjeu-newsflash-on-relevant-jurisdictionfor-online-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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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을 위한 저작권 단체(C4C),
저작권 개혁을 위한 성명서 발표
최근 유럽연합에서 저작권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창작을 위
한 저작권 단체(C4C)”는 저작권 개혁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함.
성명서는 첫째, 저작권법의 현대화, 둘째, 저작권법의 단일화, 셋째, 저작권 보호기
간의 축소, 넷째, 저작권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담음.

o 유럽연합(EU)에서는 통일되고 단일한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저작권

배경

개정 내지 단일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o 최근 ‘창작을 위한 저작권 단체(Copyright for Creativity; C4C)’11)는 2015
년 1월 19일에 공개된 “저작권 성명서: 저작권 개혁을 통한 혁신과 창작을
추구하기 위한 EU 정책(The Copyright Manifesto: How the EU should su
pport Innovation and Creativity through Copyright Reform)”에서 유럽연
합의 저작권 개혁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함.

개혁 방안

o C4C는 우선 오늘날 단순하고 현대화된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저작권법은 유럽연합 회원 국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럽
연합 단일 시장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조항도 필요하다고 봄. 미국을 비롯
하여 한국 등의 아시아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정이용 규정(fair use)의
도입을 촉구함.
- 2001년 도입된 현실과 동떨어진 예외 및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디지털 시대와
기술의 발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외규정의 도입을 주장함.

10) 박은정_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11) 창작을 위한 저작권 단체(C4C)는 유럽연합의 창작과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작권 개혁 정책을 지지
하기 위하여 이용자, 창작자, 도서관, 연구 및 교육기관, 시민 단체, 기술 회사 등의 참여로 2010년 5월에
발족된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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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연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단일화를 요구함.
- 유럽회원국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다양함. 이로 인

C

하여 어떤 국가에서는 합법적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인 사례가 발생함. 저
작권법이 예측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명확하
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시함.
- 저작권에 관한 예외 및 제한에 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개별 회원국 간의 저
작권법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함.
- 반면, 저작권자를 위한 추가적인 권리 신설 및 권리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
적으로 평가함.
o 둘째, 저작권 보호기간의 축소필요성을 강조함.
- WIPO 조약이나 Berne 협약에 규정된 사후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로
보호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를 통하여 저작물을 공유(public domain)로 빠르게 전환
하는 것은 고아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고 발표함.
- 데이터 보호관련 규정과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cement)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조항의 도입과 문화의 창조와 보급에 기반이 되도록 경제
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private cop
ying) 또는 기타의 이용을 위한 추가 부담금이 징수되어야 하는 경우 추가부담금
의 액수, 징수의 목적, 부담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지할 필요
가 있음. 이를 통해 권리자, 중개자,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저작권 집행은 적정 수준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 관련 계약들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 규
정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어야 하며, EU 저작권법상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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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셋째, 현재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는 이행 및 집행(implementation and e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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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현대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고, 채택여

의의

부를 기다리고 있음. 저작권 통일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임.
o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예
상되지만,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권리자들의 보호범위에 확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http://www.ip-watch.org/2015/01/22/the-copyright-manifesto-how-the-eu-should-su
pport-innovation-and-creativity-through-copyright-reform/
http://copyright4creativity.eu/2015/01/19/c4ccopyright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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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저항 슬로건 “Je suis Charlie”,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
2015년 1월 7일 발생한 테러에 대항하여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 라는 슬
로건을 만들어낸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조아킴 롱쌍(Joachim Roncin)은 해당 슬로
건의 상업적 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구할 것이라고 밝힘.

사건의 배경

o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 라는 슬로건은 2015년 1월 7일 파리에서
발생한 Charlie Hebdo 잡지사에 대한 테러에 반대하는 의미로 저널리스트
조아킴 롱쌍(Joachim Roncin)이 고안해낸 것임.
o 반인본적인 테러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이 슬로건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킴. 그러나 슬로건이 티셔츠, 스티커, 찻잔, 모자 등에
사용되고 테러의 원인이 되었던 Charlie Hebdo 잡지 1178호가 인터넷으로
도를 존중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보호를 구함.

저작권 보호요청

o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근거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11조 제1절과 제
112조 제2절, 제711조 제4절 제E항을 제시함.
- 제111조 제1절은 “정신적 창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그의 창작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무체적 권리를 취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2절은 그래픽, 활판 저작물을 포함하여
보호를 받는 창작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음.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711조 제4절 제E항은 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로 사용하
려는 기호(signe)가 저작권과 같은 기존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로 채택
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함.

12) 김지원_파리 3대학 커뮤니케이션·인포메이션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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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되는 등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면서 원작자는 슬로건의 원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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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작자인 조아킴 롱쌍은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검은색 바탕에 'Charli
e'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세 개 단어로만 슬로건을 구성한 것은 저널리스트로
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슬로건의 상업적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본연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모든
자유로운 사용은 허가하겠다는 입장임.

전망 및 시사점

o 프랑스 지식재산권위원회(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
NPI)는 지난 2015년 1월 13일, 슬로건 'Je suis Charlie' 와 관련한 120여건
의 상표등록을 거절하였고 이후로도 이 슬로건과 관련된 모든 신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식별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라고 발표함.
o 이러한 지식재산권위원회의 결정이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 요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는 원작자가 주장하고 있는 독창성
과 관련하여 과거 연대를 호소하며 ‘나는 유대인이다(Je suis juif)’, ‘나는 베를
린인이다(Je suis un berlinois)’라는 문구들이 사용된 바 있기 때문임.

※출처
http://www.latribune.fr/opinions/tribunes/20150116triba12b5faa3/comment-s-opposerau-depot-d-une-marque-je-suis-charlie.html/
http://www.journaldugeek.com/2015/01/19/jesuischarlie-createur-revendique-ses-droit
s-dau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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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항소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인터넷
재전송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 요청
영국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인터넷 전송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을 요청하였
으며, 방송 콘텐츠의 스트리밍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영국 저작권법 개정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함.

사건의 배경

o 영국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에 영국 방
송 콘텐츠의 스트리밍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
은 스트리밍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저작권법과 충돌됨.
o 영국항소법원은 CJEU으로부터 답변이 오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영국방송업계와

구체적인 내용

o 영국 CDPA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중에 전송하는 행위는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규정함.
- 영국 CDPA에 따르면, 방송이나 영화가 공중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어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저작물이 불
법적으로 공중에 전송(communicated)된 것으로 판단함.
- 이 규정은 2003년 EU의 정보화 사회 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을
영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 제정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3년 규칙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Regulations 2003)’에 명문화됨.
- EU지침에 따르면, 방송 저작권법은 적법한 방송 저작권자에 의해 공중에 제공
되지 않은 모든 공중송신(any such transmission or retransmission of a wor
k to the public by wire or wireless means, including broadcasting)에 광범
위하게 적용됨.

13)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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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제공업체(TV Catchup)간의 사건 판결을 연기할 예정임.

유럽

o 하지만 EU지침은 위성 방송과 케이블 전송에 관련된 별개의 EU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송에 적용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하고 있음.
-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CDPA 제73조에 따라 영국의 케이블 주요 방송사 네트
워크(ITV, Channel 4, Channel 5 등)가 전송한 방송물의 무단 재송신을 허가하
고 있음.

o 영국 CDPA를 EU지침과 별개로 취급한다면, 공중의 구성원들에게 공영방송

시사점

물을 스트리밍 하는 경우 제기되는 방송 저작권 침해와 방송에 포함된 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이용자에 대한 항변수단을 제공할 것임.
o 이번 해석 요청은 영국항소법원이 TV Catchup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 해석
을 유럽사법재판소에 2번째로 자문을 구한 것임.
- 과거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동일 지역의 거주민에게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재전송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중에 대한 전송(communicati
on to the public)’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음.
-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후 TV Catchup 서비스가 영국의
주요 방송사 ITV, Channel 4, Channel 5 등의 이용허락 없이 방송물을 공중에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출처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april/uk-court-to-ask-cjeu-for-guidance-on
-copyright-rules-for-internet-retrans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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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고등법원, 광대역서비스제공업체
UPC에 저작권침해 대책 도입 명령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서비스제공 업체인 UPC에
대하여, 불법 복제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에게 두 차례의 경고 통
지 후 접속을 차단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막지 못할 경우에 법적 구제절차를 취
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함.

사건의 개요

o 2015년 1월, 아일랜드의 음악기업 소니 뮤직(Sony Music), 워너 뮤직(Warner
Music), 유니버셜 뮤직(Universal Music)은 아일랜드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UPC Communications Ireland Limited(이하 ‘UPC’)
에 대하여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

- 아일랜드 상사법정(Commercial court)은 UPC의 이용자가 불법으로 음원 및
기타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대량 절도(wholesale theft)’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
- 동 3기업은 영국의 최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인 Eircom과 이미 협의를 마친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방지 시스템을 UPC도 구축할 것을 요청함.
o Ericom이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으로 적용한 3진 아웃제의 적용을 UPC측
은 거부함.
- 3진 아웃제는 이용자에게 2차례의 경고 통지 후 3번째에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UPC측은 이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권리의 균형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소니, 유니버셜, 워너 등 3개 기업의 주장에 따라 UPC에
3진 아웃제도 시스템 구축 명령을 승인함. 아일랜드 상사법원의 심리에서는
250개의 샘플음반에 대한 7,757개(2013년 11월 기준)의 저작권 침해 증거와
더불어 침해 회원의 인터넷 주소 등이 UPC측에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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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럽

2013년 법률 개정

o 2013년 아일랜드 정부는 ISP가 음악 및 영화사들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아일랜드 고등법원
에 부여함.
- 이번 사건은 법 개정 후 첫 사건이며,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3진 아웃제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UPC측에서 약 80%의 비용을 부담하고, 음악 기업측이 20%
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힘.

o 이 사건은 아일랜드가 2013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ISP의 협조와

시사점

책임을 정한 개정 법률을 적용한 첫 사건으로서 법원은 UPC에게 3진 아웃
제를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명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명령의 형태로서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
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 사건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비용분담 부분을 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음.

※출처
http://www.upc.ie/
http://www.irishtimes.com/news/crime-and-law/courts/high-court/case-against-upc-o
ver-illegal-downloading-begins-1.2064220
http://www.independent.ie/irish-news/courts/upc-ordered-to-install-three-strikes-antip
iracy-system-31100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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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배포권으로 불법복제물의
광고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
2015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에 규정된
배포권으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
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결정을 내림.

사건의 개요

o 이탈리아 가구업체 디멘션다이렉트세일즈(Dimensione Direct Sales)는 2005
년과 2006년 사이에 이탈리아 가구업체인 크놀인터내셔널에스피에이(Knoll I
nternational Spa)(이하 ‘크놀’)가 저작권을 보유한 가구의 복제품을 독일에서
판매하기 위해 웹사이트와 잡지에 광고를 게시함.

에서 독일연방대법원(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은 저작권자의 배
포권과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구함.
- 첫째, 판매를 위해 공중에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행위
가 EU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배포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둘째, 위의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를 위해 공중에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계약에 따른 배포뿐만 아니라 광고를 위한 배포
행위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 셋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배포행위와 소비자의 구매가 직접적으로 연
관되지 않더라도 배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의 결정
을 구함.
14)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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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크놀이 독일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크놀이 승소하였고, 항소심

유럽

o 2001년 5월 EU는 기술개발과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보호제도를 정비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역시 새로운 조약 내용을
공동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EU저작권관련 기본규정에 해당되는 치침인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통일에 관한 지침(Europea
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
ciety)」을 채택함.
- 동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대여권, 저작권, 위성이나 케이블 전송
에 의한 프로그램의 전송에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
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
- 저작권자의 배포권과 관련하여, 동 지침 제4조 제1항은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
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내용을 규정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o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Blomqvist v Rolex SA 사건15)에서 유럽연합 비회원
국에서 제작된 복제품이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거나 판매 또는 광고
목적으로 공급된 경우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o 2015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저작권지침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배포권으로 유럽회원국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하거나 판매를 위한 제공 및 판
매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함.16)
-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거래업자가 복제품의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유럽회원국의 소비자에게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함.

o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EU저작권지침의 배포권의 범위를 확대해

시사점

석한 것으로 평가됨.
- 유럽사법재판소는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국의 거래
업자가 판매 또는 광고를 위해 제공하는 영업행위(commercial act)를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15) (Case C-98/13) [2014] Bus LR 35.
16) Knoll International SpA, C‑516/13, EU:C: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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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이번 결정은 공중에 대한 배포는 소유권이 이전(a transfer of the own
ership)을 수반하지만,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판매
8년 Cassina 사건17)의 해석과 달리하였다는 견해가 있음.

C

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

※출처
http://ipkitten.blogspot.kr/2015/05/breaking-cjeu-says-that-distribution.html?m=1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64262&pageIndex=0
&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4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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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eek & Cloppenburg KG v Cassina SpA, Case C-456/06, 17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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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영국출판협회의 e-book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요청 승인
2015년 5월 26일 영국고등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 하여금 불법으로 e-b
ook을 제공한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영국출판협회(The Publishers
Association)의 e-book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임.

o 영국출판협회(The Publishers Association; PA)19)에 따르면 출판사 수입의

개요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판매에 따른 것으로서 온라인 판매 시장은 커졌으나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음.
o 전자책(e-book)은 적은 용량의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져 온라인상에서 공유
되기 쉽지만 이를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o Avaxhome, Bookfi, Bookre, Ebookee, Freebookspot, Freshwap, Libgen 등
7개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e-book 중 80%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영국출판협회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 영국출판협회는 해당 웹사이트에 백만 번 이상 공유된 e-book을 삭제해줄 것
을 요청하였으며, 구글에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175만개의 e-book URL 링크
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함.
o 해당 웹사이트는 약 1,000만개의 e-book을 유료로 제공하고 온라인광고를 통해 상
당한 수익을 거두었으나 저작물의 출판사나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o 영국출판협회는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
와의 공조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을 침해한 e-book을 제공하
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함.

18)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19) 영국출판협회는 영국의 100개 이상의 출판사를 대표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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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고등법원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
d Patents Act 1988)」 제97A조에 따라 BT, Virgin Media, Sky, EE, Talk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명함.

의의

C

Tal 등 영국의 주요 5대 ISP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e-book을 제공한 7개 웹

o 영국출판협회의 요청은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o e-book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출판업계는 지속적으로 인력
및 콘텐츠 개발에 혁신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o 영국 런던 경찰 지식재산권범죄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ISP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공유한 웹사
이트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침해단속 사이트(Copyright
Infringement Portal)를 운영하고 있음.
- 이들은 온라인상의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중국, 인도, 브
라질, 터키 등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EUROPE

※출처
http://www.alcs.co.uk/About-Us//News/News/2015/05-May/High-Court-application-gr
anted-in-the-fight-agains.aspx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5-05/27/high-court-blocks-pirate-ebook-sites
http://www.publishers.org.uk/policy-and-news/news-releases/2015/publishers-win-hig
h-court-support-in-fight-agains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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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英 시청각작가협회,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디지털시장 단일화 지원
영국 시청각작가협회(Society of Audiovisual Authors)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유럽 디지털시장 단일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 등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
는 「유럽 시청각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백서」 를 발간함.

유럽 디지털시장
단일화를 위한 계획

o 유럽위원회는 2016년 말 시행을 목표로 유럽 디지털시장 단일화를 위한 16
개의 시행계획을 세움.
o 동 16개 시행계획은 소비자의 이용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유럽 내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를 용이하게 만들 계획
- 소비자 보호 협력 규제를 재검토
- 효과적인 우편물 운반을 보장
- 온라인 판매자의 상업적인 이유로 인한 지리적 차별 철폐
- 유럽공동체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 독과점을 금지
- 유럽 저작권법의 현대화 방안
- 유럽의 방송 온라인 전송을 확대
- 비즈니스 시 각기 다른 부가가치세(VAT)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계획
o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 활성을 통해 적절할 환경을 만듦.
- 유럽 통신 규정을 점검하고,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유럽의 시청각 상품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가능하도록
계획
- 시장의 온라인 플랫폼을 검토하여 인터넷의 불법 유통을 금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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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15년 말까지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을
만들 예정

C

- 사이버보안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 보호를 강화할 예정
o 디지털 경제 잠재적 성장을 극대화함.
- 유럽의 무료 데이터를 활성화할 계획
- 유럽 디지털 단일화 시장의 기준과 정보 처리 상호 운용의 정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
- 인터넷 관련 직종을 확대 지원하고, 신규 전자정부 시행 계획을 통해 전자 공공
조달 활성화 예정

진보된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 제시

o 영국 시청각작가협회(Society of Audiovisual Authors; SAA)는 디지털 단
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작가와 감독에게 진보된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제
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2015년 3월 「유럽 시청각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보상금 지급(audiovisual authors’ rights and remuneration in Europe)에
관한 백서」를 발간함.
- 백서에는 제작자의 권리와 보수를 보장, 재전송 권리, 사적복제, 시청각 정책,

시사점

o 유럽의 온라인 시장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청
각 산업 역시 활성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된 법적 규제와 비즈니
스 환경의 변화는 시청각 산업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임.
o 시청각 제작자의 수입원은 원고료 및 시청각 상품 제작 또는 저작권에 따른
수입임.
- 그러나 대부분의 시청각 산업 인력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작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불안전한 형태의 환경에 처
해있음.
o 이번 유럽정부차원의 시청각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서 발간을 통
해 향후 보수 지급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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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디지털 세금, 국제 무역의 문화의 다양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유럽

※출처
http://www.directors.uk.com/about-us/news/saa-ready-help-make-digital-single-mar
ket-work-audiovisual-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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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호주,‘3진 아웃(three-strike)’법안 초안 제출

기타

Australia

호주, ‘3진 아웃(three-strike)’ 법안 초안 제출
호주 정부는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에서 ISP가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3진 아웃(three-strikes)’ 법안
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3진 아웃’ 법안 제출

o 호주 정부는 악화되어가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3
진 아웃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의 저작권자 및 인터넷서
비스제공자(이하 ‘ISP’)들에게 2015년 4월 8일까지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호주 방송 연합(Communications Alliance)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
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ISP가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저
작권 통지 제도 산업규범(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의 초안
을 발표하고 2015년 3월 23일까지 의견제출(public comment)절차를 시행함.
- 최종 법안을 2015년 4월에 호주 방송 통신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에 제출하면 2015년 9월 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o 해당 법안은 옵터스(Optus), 텔스트라(Telstra), 아이넷(iiNet), 보터폰(Voda
fone)과 같은 ISP와 음악, 영화, TV 및 공연예술 산업계의 저작권자 연합체
의 자문을 얻어 발전되었음.
- 이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
로써,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원 명령을 내리고자할 경우 ISP측에
협력을 구할 수 있음.

1)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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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

o 3진 아웃 법안은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통지하여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변화시키고 합법적 콘텐츠
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저작권자들이 ISP측에 저작물 불법 공유 이용자의 IP주소의 목록을 보내서, ISP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IP주소와 대조할 수 있게 됨.
- IP주소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게 ‘교육 통지’와 함께 경고를 하
게 되는데, 이 경고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시간과 장소 및 불법으로 다운
로드한 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이 경고에는 합법적인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o 만일 사용자가 12개월 이내에 3번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ISP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 절차를 위해서 저작권자에게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도
움을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
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함.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o 이 법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ISP가 저작권자에게 이용자의 신원을 제공하
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자의 정보원 등이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잠복하고 있으면
서, 파일의 무단공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연관된 이용
자들의 IP주소를 기록하는 등의 행위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
o 저작권자는 침해에 대한 경고를 통지하기 전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가 남용될 수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o ISP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화면에 최종 침해 경고 팝업(pop-up) 창
을 띄우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
은 멀웨어(malware)2)공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각한 보안상의 영향을

2)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와 같이 시스템에 해를 입히거나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
웨어 또는 데이터·컴퓨터·네트워크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악성 코드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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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됨.
o 법안은 최종 경고 통지를 보낸 후의 처벌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
으로 보임.
o 이 밖에도 호주 대법원(High Court)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적용
할 의무가 ISP에게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o 호주 정부의 3진 아웃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성사된 환태평양경

시사점

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이
협정은 ISP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장려하도록 요구함.
o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 법안을 도입하려
하는 호주 정부의 행동은 이후의 법안 시행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출처
http://www.biztekmojo.com/00325/australia-have-new-anti-piracy-policy
https://www.eff.org/deeplinks/2015/02/australias-proposed-copyright-alert-system-all
ows-rightsholders-spy-users
http://advanced-television.com/2015/02/20/australia-rights-holders-isps-publish-draft
-copyrigh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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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위상

ZOOM-IN
조용상 ∣

가천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교수

필자가 대학시절을 보낸 1980년대는 저작권이

하여 WTO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

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대학생들

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 해적판 교재나 복사된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

저작권 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

행했고, 해외 전문서적을 무단복제해온 출판사가

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

정부나 사회로부터 제재나 단속을 받았다는 소식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우리가 갖

을 보거나 듣지 보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는 관심의 핵심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관심보

시절, 대학생들에게 해적판과 복제 된 책은 당연

다는 외국인들의 저작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보호

한 선택이었고 도덕적·법적 규정에 대한 인식은

받는가라는 일종의 악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

전혀 없었다. 학생은 물론이고 교수, 심지어 정부

처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수동적 반응이었다.

마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않거나 하지 못
했다. 사실 한국의 저작권의 법적 역사는 무려

하지만 네트워크와 지식정보가 급격히 확산되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

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우리도 이러한 분위기

이는 사회적 중요성은 극히 낮았던 것이다.

가 확연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일상생
활의 주요한 기저로 활용되고 지식재산의 산출물

1990년대 중반이후 세계무역기구(WTO)등의

이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국제적 압박수위가 거세

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

지면서 국내에서도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이 문

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시작했고

제인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1995년 WTO 체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류현상이 본격

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

화되면서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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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WTO등의 국제기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구들을 통해 국제적인 저작권 규범을 만들고자

하여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노력해 왔으며, 특히 WIPO를 중심으로 한 전문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

가회의와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두 가지 주요한

하려는 주체적․능동적 활동이 본격화 된 것이다.

조약인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
연·음반조약(WPPT)'을 우리도 채택하였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WCT는 과거 베른협약이 저작물의 범위를 '문
학, 예술 저작물'이라 표현함으로서 제외되었던

저작권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 범위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저작권법

에 새롭게 포함하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

은 언어적, 문화적, 법적 차이 등으로 인해 사실

권의 범위를 크게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상 존재하기 쉽지 않다. 각 국가의 모든 저작물은

대여권(right of rental), 공중전달권(right of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자국영토에서 보호받

communication to the public)으로 규정한 조약

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 저

이다.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가입국

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 저작권

가와 유럽 국가들에게 적용되며, 국제기구들도

관련 협정들에 기초하여 국내법상 보호조치를 취

참가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세계 60여 개국이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서 미국, 유럽연

가입한 상황이다. 또한 WPPT는 기본적으로 실

합, 일본 등 저작권 분야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자

연자와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국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보장받아 저작권 산업

기존의 로마협약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권리를

을 더욱 발전시키고 무한 자유경쟁을 통해 비교

방송권, 공중전달권, 복제권 만을 인정하는 것과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제적 질서 수립 활동을 펼

는 달리 배포권과 대여권, 그리고 이용 제공권을

쳐 온 것이 현실이다.

새롭게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역시
세계 60여 개국이 가입하였다.

대 후반 및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기술 발

문화 콘텐츠의 강국인 미국은 기간산업으로서

달에 따른 빠른 정보화를 인식하고, 저작권 문제

의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일치감치

의 개선을 위한 국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인식하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표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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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90년

국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였다.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 태도,

미국의 주도로 국제 교역의 중심인 세계무역기구

문화, 감정적인 요소가 모두 병합적으로 결합되

(WTO)가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게

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 및 각종 국제단체들과

되고, TRIPS 협정을 통해 국제적인 협약으로 정

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국제 협조를 이끌

리되어 저작권 보호 노력의 대전환을 마련하였

어 낼 수 있는 국제적 관계에 대한 긴밀한 전략

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

이 필요하다.

호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개
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국제적
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평가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최초의 무
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협약이 채택되어 저작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저작권보호에 대한 노력, 예를 들어 각종 저작
권 규정 개혁, 진입 장벽에 대한 개선 효과 등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저작권 산업의 GDP

WTO 가입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저작물

기여도 및 고용분담률 자료1)들을 활용한다.(자료

들에 대해 자국 내에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

1) WIPO의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저작권 산업의

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반적인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의 수준

통해 저작권보호 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

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는데(2012), 특히 한국

(2013년 7월 1일 발효)으로 늘리는 일명 ‘미키마

의 경우 GDP 기여도 조사에 있어 비교 대상국가

우스법’을 제정하여 최근 저작권에 대한 국익을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자료 2) 저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작권산업의 고용담당(분담)율도 평균 이상으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자료 3)

이러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에서 미래
사회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되며, 한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를 산업경제에 연관시켜 경제적 이익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별 대비책을 마
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
산업은 단순히 간단한 협정 및 계약만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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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PO STUDIES ON THE ECONOMIC CONTRIBUT
ION OF THE COPYRIGHT INDUSTRIES (http://ww
w.wipo.int/export/sites/www/copyright/en/performanc
e/pdf/economic_contribution_analysis_2012.pdf)

[자료 1] 저작권 산업의 GDP 및 고용분담률 종합 기여도

[자료 2] 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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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저작권 산업의 고용분담률 기여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
에 있어서도 지난 2009년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에 통합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특
성을 반영한 특례의 장을 두었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침해 방지뿐만 아니
라 오프라인에서의 콘텐츠 제공에 대한 접근관련

또한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법 개정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

까지는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점도 국제사회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보화사회 배경 속에

록 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

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단하는 길을 선명히 하였으며, 건전한 저작물 이

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원화된 방식이

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온라인서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이 시기 법 개정

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경고,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주요한 고려사항으

시정명령제도도 도입하였다.

로 판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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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나 영화, K-pop을 중심으로 한 한

상국에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제외되었

류 콘텐츠는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 남미나

다. 이는 우리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위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뿐 아니

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미

라 국외에서의 우리 저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국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물

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론 아직도 저작권 보호보다는 한류 문화의 확산

집행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

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

하였다. 단적으로 2008년까지 약 20년간 우선감

의 방향성에 있어 우리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지

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비교하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있다.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 문화 콘텐

저작권보호수준 및 제도적 장치가 크게 발전했음

츠 산업이 발전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현 국정과제의 대안이자 국가발전의 미래 과
제인 것이다. 이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작권을

하지만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전

보호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

히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

는 여러 저작권 문제를 미리 예상하는 대비책 강

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

구가 필요하며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연구

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

가 한류 확산에 역행하는 기류가 아님을 인식할

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

필요가 있다. 저작권 보호가 단순한 불법 유통 규

작권법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

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류를

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

비롯한 문화콘텐츠 저작권산업을 더욱 발전시키

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모바일의 확산, 사물인터

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한

넷,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 빅데이터 등 디

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 단속 강화’라

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한 온라인 전용 저작물 이

는 일시적 대응보다는 단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속

용매체가 증가하면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

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까닭이다.

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

우리나라는 이전 10여 년 동안 정부 차원의 지
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집행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대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
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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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유럽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Internet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Europe)
Oliver Süme∣

EuroISPA(European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회장

※ EuroISPA는?
EuroISPA는 유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연합(ISPAs)의 범유럽연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연합이
며, 호주,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영국의 ISP를 포함한 EU와 EFTA
국가들의 2,300개 이상의 ISP(회원사)들을 기초로 한 모든 규모의 ISP의 입장을 반영한다.
연합은 유럽연합의 정책과 입법 문제에서 유럽 ISP 산업을 대변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ISP 연합
사이에서 모범 사례의 교환을 촉진한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위치해 있다. 본 원고는 ISP의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SP 측의 입장을 들어본 원고이다.

In the coming years, the Internet s

앞으로 몇 년 동안, 인터넷 부문은 유럽

ector will be the primary vehicle driv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ing Europe’s economic growth. Besid
es the added-value that the Internet

다. 인터넷 그 자체가 제공하는 부가가치 외

sector provides in itself, it also serve

에도, 금융 서비스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s as a crucial enabler across various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쳐 중요한 조력자로

sectors of the economy, from financi

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경제

al services to farming. Given its ever
-increasing impact on economic fortu

적 성쇠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증가함에 따

nes, the legislative infrastructure that

라, 이러한 디지털 부문을 뒷받침할 입법적

underpins the digital sectors must be

인프라는 더욱 주의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

given careful consideration. Indeed, b

다. 실제로 인터넷 중개자를 위한 혁신 지향

y fostering an innovation-friendly op
erating environment for Internet inter

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정

mediaries, digital policy can serve as

책은 미래 경제 성장의 청사진으로서 그 역

the blueprint for future economic gro

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처

wth. This is as true in Europe as it i

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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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 of European Intern

유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험은,

et Services Providers can serve as a

디지털 정책을 형성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useful case-study in understanding th
e formative role of digital policy. Un

데 유용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2000

doubtedly, the liability environment fo

년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명시된 인터넷

r Internet intermediaries as enshrined

중개자에 대한 책임 환경은 지금까지 유럽

in the 2000 E-Commerce Directive h

의 디지털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as played a key role in driving Europ
e’s digitalisation thus far. As I will s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 지침

eek to explain, the Directive provides

은 정부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수

a balanced framework for dealing wit

용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혁신

h illegal content online, one that prot

을 지원하며,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기

ects freedom of expression and supp
orts innovation while accommodating

위한 균형 잡힌 틀을 제공해 준다.

the needs of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The E-Commerce Directive in Focus
The background

<EU 전자상거래지침>에 초점을 맞추어
배경

The EU Electronic Commerce Directi

2000년에 채택된 <EU 전자상거래지침>

ve, adopted in 2000, sets up an Interna

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l Market framework for electronic com
merce, which provides legal certainty f

부여해 주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시

or business and consumers alike. It est

장의 틀을 구축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 제

ablishes harmonised rules on issues su

공자를 위한 투명성과 정보 필수 요건, 상업

ch as the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 전자 계약 및 중개 서비스 제

rs, commercial communications, electro
nic contracts and limitations of liability

공자의 책임 제한 같은 문제들에 대해 조화
를 이루는 규칙들을 제정한 것이다.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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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online service provide

The intermediary liability framewor

<EU 전자상거래지침>에서 중개자의 책임

k of the E-Commerce Directive is in

에 대한 뼈대는, 이보다 앞서 정보통신 서비

spired by an earlier 1997 German la
w dealing with Information and Comm

스를 다룬 1997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다. 독

unication Services. The German law

일법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자

marked a new departure in digital pol

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icy by enshrining no obligation for IS

책임이 없으며, 이를 전체적으로 모니터할

Ps to generally monitor and no liabili
ty for content transmitted over ISPs’
networks.

의무가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Articles twelve through fifteen of th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부터 제15

e E-Commerce Directive set out the

조는 유럽 ISP들의 주요 의무조항을 명시하

main obligations for European ISPs. U
nder article twelve, an ISP is classifie

고 있다. 제12조에 따르면, ISP는 “단순 도

d as a “mere conduit”, and is not liab

관(conduit)”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신의 네

le for the information transmitted on i

트워크를 통해 전파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ts network. Article thirteen deals with

지지 않는다. 제13조는 캐싱(caching)에 대

caching, and ensures ISPs are not liab
le for the automatic and temporary st

한 것으로, ISP는 막힘없이 빠른 웹 브라우

orage of information that is so essenti

징에 필수인 정보의 자동 및 임시 저장에 대

al to smooth and quick web browsing.

한 책임이 없음을 보장하고 있다. 제14조에

Under article fourteen, an ISP is not l

따르면 ISP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저장된 정

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user. Finally, article fifte

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제15조

en ensures that ISPs have “no genera

는 ISP가 불법 콘텐츠를 찾기 위해 자신의

l obligation to monitor their networks”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할 의무가 없

in search of illegal content.

음을 보장하고 있다.

The “actual knowledge” criterion

“실질적 인식” 기준

Article fourteen states that an IS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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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행

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

위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

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n co

했고, 피해 주장에 관하여, 불법 행위나 정

ndition that “the provider does not h
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

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지

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

못한” 조건에서는 ISP는 수신자의 요청으로

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

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

고 있다.

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
nt”.
This “actual knowledge” requireme

이 “실질적 인식” 요건은 캐싱이나 호스

nt has proven to be a cornerstone of

팅 제공자 모두에게 면책(safe-harbour) 제

the safe-harbour regime for both cac
hing and hosting providers. The gene

도의 초석이 되었음이 판명되었다. 지침에

ral wording of the Directive with reg

서 실질적 인식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특

ard to actual knowledge was specific

정 콘텐츠의 합법성에 관한 결정을 균형 잡

ally crafted so as to ensure that the

힌 평가의 능력을 갖춘 훈련된 사람들로 구

decision on the legality of a given pi
ece of content would only be taken b

성된 법원 또는 행정 당국에 의해서만 결정

y a court or an administrative authori

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섬세하게 만들어

ty with trained personnel capable of

졌다.

making balanced assessments.
That said, the lack of a specific de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식”에 대

finition of “actual knowledge” has giv

한 구체적 정의의 부재는 서비스 제공자가

en rise to interpretative problems at
national level concerning the exact c

실제로 “실질적 인식”을 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해

ider can be considered to have effect

석상 문제가 부각되었다. 실제로 일부 회원

ively received “actual knowledge”. In

국에서는, 특정 콘텐츠의 명백한 불법성을

deed, in some Member States it is un
clear if the intermediary acquires act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통해 규정하는 것
과는 대조적으로, 만약 사용자가 제기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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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itions under which a Service Prov

ual knowledge when a user is simply

순한 이의나 부적절한 신고내용도 중개자가

making a complaint or flagging conte

실질적 인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것인

nt deemed inappropriate, as opposed
to a court order or decision establish

지는 분명치 않다.

ing that a piece content is determinat
ely illegal.
In this context, the “actual knowled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인식”의 기준은 몇

ge” criterion turns on a number of i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들에 달려있다고 할

mportant considerations:

수 있다:

∙ What kind of inform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actual knowledge
to the intermediary?
∙ How detailed must this information be?
∙ Can this information be provided by a

∙ 중개자에게 실질적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한가?
∙ 이 정보는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가?
∙ 이 정보가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될 수

ny third party, or is it necessary that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

it be provided by an affected party?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 Concerning the actual knowledge abo
ut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 does t
he intermediary need to carry out a l

∙ 콘텐츠의 불법성에 대한 실질적 인식과 관련
하여, 중개자는 법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egal analysis or must such illegality

있는지, 또는 그런 불법성을 법적으로 정의

be judicially defined?

해야 하는지?

In order to minimise the potential p
itfalls associated with these question
s, the Service Provider has generally
been deemed to have actual knowled

이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할 당국이 콘텐츠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삭제(철회), 접근 제한을 명령하거

ge of the illegal deeds once a compe

나 또는 손해가 있음을 선언하면, 서비스 제

tent authority has declared the conte

공자가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nt illegal and ordered its withdrawal,
limitation to its access or declared th
e existence of damages.

152❘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인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In some Member States, the actual

일부 회원국에서는, 저작권자의 상세 통

knowledge criterion is met by a detai

지에 의해 실질적 인식 기준이 충족된다. 통

led notice from a copyright owner. T
he notification must fulfil certain mini

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분명한 확인,

mum requirements, such as by clearl

문제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의 입증

y identifying the infringing content, p

등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확실하게 만족

roving rights ownership of the conten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서도 문제

t in question, and so forth. However,
the flaws in this method are significa

가 있다. 이 방법은 편파적 입장에서의 근거

nt. This method often requires Servic

없는 모든 주장들이나 특정 콘텐츠가 실제

e Providers to address complex legis

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와 같은 복잡한 법

lative considerations, such all allegati

적인 고려 사항들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종

ons of hate-speech, or whether a ce
rtain piece of content is actually cop

종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yright-infringing.
“Expeditiously” removing content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Once properly notified of the existe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불법 콘텐츠가 있다

nce of illegal content on their networ

는 사실을 적법하게 통보 받으면, 서비스 제

ks, Service Providers must expeditiou
sly remove or block access to such
content. Importantly, the Directive do

공자는 그런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불법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중

es not define the nature of this requi

요한 것은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하기에 앞

rement, empowering Member States t

서 신속하게 수행되기 위한 특정 요구사항들

o “[establish] specific requirements
which must be fulfilled expeditiously
prior to the removal or disabling of i

을 부여하면서, 동 지침에는 이런 요구사항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t

“신속하게”라는 용어의 일반적 이해는 콘

erm “expeditious” offers the necessa

텐츠 삭제에 대한 각각의 사례 분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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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ormation.

[규정할 수 있는]에 대해” 회원국에게 권한

ry flexibility for a case-by-case anal

필연적인 융통성이 부여된다. 간단히 말하

ysis of content removal. Simply put, t

면, 특정 사례에서의 개별적 환경과 제반 기

ime-frames cannot be laid down with
out appreciation of the individual circ
umstances and infrastructural technic

술에 대한 평가 없이 (신속하게라는)시간 프
레임을 규정할 수 없다.

alities of the particular case.

Procedures for removing infringing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절차

content
Notice and take-down
With regard to the removal of illeg
al content, Article Fourteen of the E
-Commerce Directive does not clearl
y define the mechanism Member Stat

통지 후 삭제(Notice-and Takedown)
불법 콘텐츠의 삭제와 관련하여, <EU 전
자상거래지침>의

제14조는,

회원국에서

“실질적 인식” 또는 “사실이나 정황에 대한

es must adopt in order to establish

인지”를 성립시키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메

“actual knowledge” or an “awareness

커니즘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

of facts and circumstances”. As a co

로 인해 회원국 사이에 다양한 접근 방법들

nsequence, diverging approaches hav
e been adopted across Member State
s which could be grouped in the follo

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wing categories:
a) A formal official notification by a co

a) 관할 사법 당국의 공식 통보: 통지 후 삭제

mpetent and judicial authority: Kno

(Notice-and-Takedown)로 알려진 이 방

wn as Notice-and Takedown, this
option ensures the actual knowledg
e criterion is satisfied. Crucially it

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개자를 위한 법적

ensures legal certainty for interme

확실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옹호

diaries and vindicates the rights of

한다.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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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mple notification determining actu
al knowledge: Under this mechanis

b) 실질적 인식을 결정하는 간단한 통지: 이
메커니즘에서의 통지는 공식 출처 뿐 아니

m, notifications can come from offi
cial as well as unofficial sources. A

라 비공식 출처를 통해서도 내려질 수 있

s has been alluded to already, ther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경

e are several pertinent shortcoming

우 몇 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로, 비공식적

s with such a regime. Firstly, the b
urden of proving the illegality of un
official notifications stays with the

인 경로를 통한 통지에 있어 합법성을 입
증할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 유

Service Provider. Regrettably it is r

감스럽게도, 특정 콘텐츠가 확실하게 불법

arely clear-cut whether a piece of

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

content is definitely illegal and user
s can often make misinterpretations
of the law. As such, there is a real

고, 사용자들은 종종 법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SP가 적절한 법적 평가

risk that legal content is removed

가 수반되지 않은 통지 제도를 적용함으로

by ISPs properly applying a notifica

써 합법 콘텐츠가 삭제될 위험이 있다. -

tion regime which requires no prop

이 메커니즘 하에서는, ISP가 불법 콘텐츠

er legal assessment – the need for
ISPs to escape liability for illegal c

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날 필요성이 너무

ontent is simply too high to discard

높아서 비공식 통보를 폐기하지 못한다.

unofficial notices under this mechan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ism. In that context, it is of key im
portance to clarify and define mini
mum requirements as to when a Se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자가 언제 “실질적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

관한 최소 요건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ge”, in order to reduce legal uncert

중요하다.

ainties for all involved.
c) Statutory requirements: Some EU M

c) 실정법에 따른 요건: 일부 EU 회원국들은

ember States do not provide a form

공식적 또는 간단한 통보 절차를 제공하지

al or simple notification procedure b
ut rather, set specific requirements

않는 반면, 법원에 의해 특정 준수 요건이
설정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실정법에서는

nce, in the United Kingdom statutor

통지 후 삭제 절차를 통해 정보의 삭제 및

y procedures governing the removal

접근 차단을 관리하는 절차가 없다. 대신,

or disabling of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notice and takedown proced

ISP에 통지를 요청하기 전에, 일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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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observed by courts. For insta

ures are not in place. Instead, a ser

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이해 당

ies of requirements must be met be

사자들은 통지 발신인의 전체 이름과 주

fore an ISP can be put on notice. F
or instance, interested parties must

소, 문제가 되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

provide the full name and address o

세 위치, 문제가 된 행위나 정보의 불법적

f the sender of the notice; details o

특성의 세부 내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f the location of the information in
question and; details of the unlawful
nature of the activity or information
in question.

Notice and notice
In Canada and some other jurisdicti
ons a notice-and-notice regime is in
play. Under the notice-and-notice sy
stem, copyright owners are entitled t

통지 후 통지 (Notice-and-notice)
캐나다와 일부 다른 관할 지역에서는, 통
지 후 통지(notice-and-notice)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통지 후 통지 시스템에서는, 저

o send infringement notices to Servic

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통지를

e Providers who are legally required

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to forward the notifications to their s
ubscribers. The notices must include
details on the sender, the copyright

가입자에게 법적으로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다. 통지에는 발신인, 저작권 작품, 침해

works and the alleged infringement.

혐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We at EuroISPA believe that such an

다. 유럽ISP협회(EuroISPA)에 속한 우리

additional notification procedure could
be an option which helps resolve dis
putes amicability and put the liability

는, 그러한 추가 통지 절차가 분쟁을 우호적
으로 해결하고, 마땅히 책임이 있는 측, 즉

where it should lie – that is, in the h

특정 콘텐츠의 합법성에 동의하지 않는 당

ands of the parties disagreeing on th

사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e legality of a given piece of conten
t.

Such a system could come into co

nsideration exclusively for Hosting Pr
oviders and be limited to th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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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다. 이런 시스템은 호스팅 제공자에게만 고
려될 수 있고, 단순히 통지 발송으로만 제한

forwarding of notifications. Under any

될 수 있다. 그런 제도에서는 사생활 보호법

such regime, privacy laws and the se

이나 통신 기밀이 존중되고, 기본적인 자유

crecy of telecommunications should b
e respected, and fundamental freedo

가 엄격히 지켜진다.

ms must be strictly adhered to.
Notice and stay-down
In general terms, upon receipt of a
takedown notice concerning a particul
ar piece of content a Service Provide
r should then automatically delete all

통지 후 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

개괄적으로 설명하자면,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콘텐츠에 관한 차단 요청을 받으면, 그
콘텐츠의 모든 복제물을 자동적으로 삭제해

copies of that piece of content and,

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콘텐츠가 다

more importantly, block such content

시 업로드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러

from being uploaded again. Such a sy
stem raises legal uncertainty, turns I
SPS into the judges of the illegality

한 시스템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ISP
가 콘텐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of content, and imposes continuous m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

onitoring of users’ communications. S

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방

uch monitoring methods are not only
costly to implement and present a ris
k to users’ fundamental rights, but th
ey also have no proven effectivenes

법은 비용 부담이나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
한 위험뿐만 아니라 효과 역시 입증된 바가
없다.

s.
In practice notice and stay-down is

실제 통지 후 차단유지는 분명히 <EU 전

clearly incompatible with Article 15 o

자상거래지침>의 제15조, 즉 ISP는 자신의

f the E-Commerce Directive, namely,

네트워크에 전파되고 저장된 정보를 “모니

nformation transmitted or stored on t

터할 의무가 없다”는 <EU 전자상거래지

heir networks. In order to discharge

침>의 15조와 상반된다. 통지 후 차단 요청

a notice and stay-down request, an I

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ISP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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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Ps have “no duty to monitor” i

SP would have to constantly monitor

된 콘텐츠가 또다시 나타나는지 자신의 네

its network for the reappearance of t

트워크를 끊임없이 모니터해야 할 것이다.

he notified material. Moreover, unless
the notification was extremely narro

게다가, 정확하게 동일한 파일의 디지털 복

wly construed so as to refer to exac

제품으로 언급되기 위해서는 통지가 극도로

t digital copies of the same file, notic

좁게 해석되지 않는 한 통지 후 차단유지는

e and stay-down would be impossibl

실행되기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복

e to implement. For instance, how ca
n an ISP reasonably apply a notificati

되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침해 콘텐츠에 대

on of libellous content to cover a rep

해 표현이 다르다면 ISP는 어떻게 합리적으

etition of the same libellous message

로 통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in a different form of expression?
Voluntary Industry Agreements

자발적 업계 협약

The E-Commerce Directive provide

<EU 전자상거래지침>은 ISP와 관련된

s scope for ISPs and interested third

제3자들이 통지 후 삭제와 관련된 협력을

parties to enter into voluntary mecha
nisms of cooperation with regard to

위한 자발적 매커니즘에 참여하는 여지를

notifications and take-downs. Under

제공한다. 그러한 협정 하에서 이해 당사자

such agreements, an interested party

는 ISP가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

can report the existence of an allege

차단할 것을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불법이

d illegal content to an ISP with a vie
w to the ISP making a decision as to
whether to remove or deny access to

라고 주장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ISP에 보고
할 수 있다.

said content.
While such voluntary industry agree

그러한 자발적 업계 협약이 이미 일부 회

ments are already in play in some M

원국에서 가동되고 있지만, 협정 체결에 있

ember States, it is crucial to stress t
hat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a
nd conditions that must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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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특정 요건과 조
건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when setting up such agreements.
Indeed, the aim of such agreements
should be to reinforce legal certainty
for ISPs and their liability limitations,
and to create the context for a mean

실제로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ISP를 위한
법적 확실성과 ISP의 책임 제한을 강화하
고, 두 당사자 간에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ing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창출하기 위한 맥락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parties. In principle, Articles twelve t

원칙적으로,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제12

hrough fifteen of the E-Commerce Di
rective should not be affected by vol
untary agreements, and notifications

조에서 제15조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 영향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런 협정 하에서의 통지

under such agreements should not co

가 동 지침의 “실질적 인식”을 한 것으로 간

nstitute “actual knowledge” under the

주하는 것, 즉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

Directive’s stipulations, a reality whic

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h would expose the Service Provider
to liability.

Preserving a balanced approach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의 보존

A key benefit of the liability regim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른 책임 제도

e in the E-Commerce Directive is its

의 중요한 이점은 “수평적인” 접근 방식이

“horizontal” approach. By setting rule
s that apply to any kind of illegal co

라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편파적 발언, 아

ntent – such as hate speech, child ab

동 학대 및 기타 범죄 행위, 불공정한 경쟁,

use and other criminal acts, unfair co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산업 재산권의 침해

mpetition, infringements of any kind

등 모든 종류의 불법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

of industrial property, including copyr

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유럽 내 기업들이

e allows business in the EU to conce

자신의 고객들에게 제공할 혁신적인 비즈니

ntrate on developing innovative busin

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ess models that serve their customer

하고, 동시에 불법 콘텐츠에 대처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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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ht infringements) the current regim

s,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

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at they have effective system in plac

다.

e to deal with illegal content.
However we note with worry that s
ome stakeholders have been using th
e ongoing discussions in Europe surr
ounding the European Commission’s

그러나 우리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EU
전자상거래지침>이 지지하는 중요한 입법
기반의 약화를 위하여, 유럽위원회의 ‘디지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to lobb

털 단일 시장 전략’을 둘러싼 유럽 내의 담

y for a weakening of the crucial legi

론을 사용해온 것에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

slative infrastructure underpinned by
the E-Commerce Directive. For insta
nce, some content providers continue

어,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찾기 위한 인터넷 트래픽의 지속적인 감시

to pressure EU policymakers to intro

의무 부과를 위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한

duce a “special duty of care” for thei

“특별 주의 의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EU정

r content, to be discharged through c
onstant surveillance of Internet traffic
in search of infringing content. These

책입안자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
다. 이러한 콘텐츠 제공자들은 ISP들이 삭

content providers seek the right to s

제 또는 차단할 의무를 지게끔 하는 불법 콘

upply lists of allegedly illegal conten

텐츠의 목록을 제공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

t, content which ISPs will be obliged

다.

to remove or suppress.
Such an environment would inevitab

이와 같은 환경은 단순한 오류나 지나친

ly result in the removal of legitimate

요구 모두로부터 필연적으로 합법 콘텐츠를

content, both from simple error and
excessive demands. Indeed, we at Eu

삭제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

roISPA strongly believe that a greate

로 유럽ISP협회에 속한 우리는, 우리에게

r duty is owed to the public, a duty f

주어진 법률의 원칙 보호와 같은 커다란 의

or our sector to uphold the principles

무가 대중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of the rule of law. The rightful arbite
r of civil disputes between corporatio

시민과 기업 간의 민사 분쟁에서 정당한 중
재자는 사법 체계이다. 실제로 인터넷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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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and citizens is the court system. I

은 신중하게 재판청구권을 보호할 것이며,

ndeed, the Internet industry will vigil

모든 경우에 영화사가 아닌, 법원이 불법이

antly defend the right of access to th
e courts, and in every case will conti
nue to act expeditiously to remove c

라고 판단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ontent that a court – not a film studi
o - has found to be unlawful.
The provisions of the E-Commerce
Directive has created the legislative
environment that has allowed the inte
rnet sector to play its powerful enabl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조항들은, 인터
넷 산업이 유럽 경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ing role across the European econom

“수직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

y. It is fundamental that its horizontal

의 균형을 다시 잡는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approach to illegal content is maintai
ned – any re-balancing of this regim
e that is driven by a “vertical” intere

수평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EU
전자상거래지침>의 본질이며, 저작권 또는

st and seeks to introduce specific rul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특별한 규정 도입을

es on areas such copyright or IPR wi

추구하는 것은 인터넷 중개자에 의해 가해

ll cause undue adverse effects, to th
e detriment of all those business sec
tors that are enabled by Internet inte

질 모든 산업 부문에서의 손실과 같은 지나
친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rmediaries.
Ultimately, only by protecting the l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한

egal infrastructure that has gotten us

(유럽의 경우, EU 전자상거래지침과 같은)

this far – in Europe’s case the E-Co
mmerce Directive – can we hope to

법의 기반을 보호함으로서 진정한 디지털
경제를 향한 중대한 마지막 단계에 다다를

ds truly digitalised economies.

수 있을 것이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
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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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 important final steps to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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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용철 저작권보호센터 센터장
● 감수위원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지만 일본 수도대학동경 도시교양학부 법학계 조교수
이이덕 연변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학과 교수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통신원
미국담당자
권세진 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김지수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일본담당자
권용수 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중국담당자
김김군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이김화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임지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유럽담당자
김지원 파리 3대학 커뮤니케이션·인포메이션 석사 졸업
노현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장대한 런던대학교(king’
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 편집위원
김좌현 팀장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
정성희 과장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
이춘환 사원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