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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수들은 구글이 만들어낸 수익, 구글의 노력과 조치들을 의미한다.

는 구글이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와 어떻게 싸우고,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 정책, 기술을

“30억 달러 이상”은 유튜브가 비디오 콘텐츠 사용으로 수익을 얻는 권리자들에게 지급한 액수이다. “1억 달

사용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발간을 알리기 위한 블로그에서 구글의 저작권 책임자인 Cedric Manara

러 이상”은 구글이 직원과 장비 등을 포함해 콘텐츠 ID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액수이다. “18억 달러 이상”

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도구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또한 우리

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으로써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악 산업에 지급한 액수이다. “9,000 이

는 저작권 침해와 싸우기 위해 기관 및 산업 전체와 함께 협조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고, 합

상”은 저작물을 관리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콘텐츠 ID를 사용하는 파트너들의 수이다. “8억8천2백만”은

법적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2017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소유자들이 구글에게 통지한 URL들의 수이다. “1천만 이상”은 2017년 구글이

|

2018년 11월, 구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보고서인 ‘How Google Fights Piracy’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

타

해 요청 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숫자를 통해 최근의 저작권 관련

기

구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보고서 발간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사이트에게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수 이다. “98%”는 유튜브가 콘텐츠 ID를 통
‘How Google Fights Piracy’의 주요 내용

해 다루고 있는 저작권 이슈의 비율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이나 산업과

보고서는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구글의 5가지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더 많고

협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 좋은 합법적 대안들을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합법적 콘텐츠에 대

보고서는 이후 구글의 제품들인 유튜브, 구글 웹 검색, 구글플레이, 광고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

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구글 플레이 뮤직이나 유튜브와 같은 제품들은 창작자들에게 수익을

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유튜브는 창작자들과 권리자들이 저작물을 관리하도록

얻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원칙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온라인 저작권 침

도왔으며, 이는 콘텐츠 ID를 통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콘텐츠 ID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으로써 권리자

해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자금 공급을 막는 것이다. 구글은 침해자들이 광고와 수익 창출 시스템

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포함한 비디오가 업로드될 때 자동적으로 통지 받고, 그 비디오들이 감지될 때 그들

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확장 가능하게 되는

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유튜브는 또한 라이브 스트림, 저작권 매치 도구를 제공

것이다. 구글은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 제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들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다. 이로 인

했으며, 저작권 정책들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유튜브는 투명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권리자의 남용을 막기

해 구글은 1주일에 수백만 건의 검색 결과에 대한 저작권 제거 요청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 원칙은 남

위해 통지 절차와 이의 절차를 마련하고, 유효하지 않은 통지들의 예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구글

용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구글은 정치적이거나 경쟁적 이유로 인한 제거와 같이 가짜 침해 주장을 감지하

웹 검색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검색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그 대신 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고 거부해왔다. 다섯 번째 원칙은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은 투명성 보고서에서 저작권자와 기관에 의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는 30억 URL들을 제거했고, 유효한 제거 통지를 많이 받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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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에서 훨씬 적게 나타나도록 했다. 구글은 자동완성과 관련 검색에서 침해 관련 용어

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와 구글 웹 검색 외에 구글 플레이는 영화와 TV쇼, 책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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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게임의 더 좋은 합법적 대안들을 제공했으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 출처가 광고라는 인식 하에

미국 저작권 단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규정 포함 희망

국

를 제거했고, 이미지 검색을 업데이트했으며, 남용적 제거 통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투명성을 유지하

이를 막기 위한 구글 AdSense, 마케팅 플랫폼, 광고 매니저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유

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로써 Kodi box와 같은 오픈 소스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
의 구글 제품인 드라이브, 구글 포토 등에서의 침해와 그 대응도 보여주고 있다.

럽

시사점
결론에서 구글은 자신의 각 서비스들이 창작자들과 권리자들을 위해 더 많은 수익을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

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더 많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는 세계의 청중들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수백만 명
의 창작자들을 도와왔으며, 새로운 구글 검색은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 비디오, 책 그리고 그 밖의 창작 작

본

품들이 합법적인 복제본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콘텐츠 ID와 같은 산업 주도형 도구
를 만들고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일하고 산업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구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중요한 영

도 했다.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

보고서는 구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왔던 조치들 그리

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까지 온라인에서 구글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갖고 있고, 어떠한 조치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지난 2018년 11월에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그 활동 및 조치들은 우리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새로운 무역협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절차에 착수했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사이트들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기본 원칙과 조치 등을 확립

이에 대해 MPAA와 RIAA 등 미국의 저작권 권리 단체들은 새로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서 저작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규정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저작권 및 지식

|

최근 영국 하원에서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Brexit) 계획에 대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타

적 커뮤니티에 많은 혜택을 주고 악의적 행위자들을 물리치지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기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한 방지책

|

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며, 지속적인 혁신과 파트너쉽을 통해 인터넷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창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SOPA와 PIPA 등의 입
법이 무산된 바 있는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인데 이와 달리 영국에서는 법원이 I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이 매우 효과적인 저작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 집행 수단이며, 전 세계 각지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항하고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합법
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접근 차단 금지명령 규정의 도입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와 미국-영국 무역협정
최근 영국 하원에서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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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9년 3월 29일부터 브렉시트가 자동으
국

로 발효될 예정이지만 영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EU와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만약 영국 정부가 2019년 3월 29일까지 영국 내의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파와 ‘소프트 브렉시트’ 간

|

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EU와의 협상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영국은 EU와 아
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자동 탈퇴하게 되는 ‘노 딜 브렉시트’의 상황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
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영국 무역협정을
위한 영국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럽

지난 2018년 11월에 향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절차에 착수했고 2019년 1월 셋째 주에 의견 제출을 마감했다1).

|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요구
일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MPAA’)와 미국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RIAA’)를 비롯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불법 저작권 침해

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이슈가 미국-영국 무역 협정의 우선 협상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
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음악 및 영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전 세계

|

많은 국가에서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차단되는 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웹사이트의

들과 달리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2).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의 양국의 교역 관계와 음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ISP에 대한 차단명령과 같은 영

특히 미국 기업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 저작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규정들을 미국에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4).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과 「지식재산보호법」(Preventing

이외에도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 확대와 같은 이슈들이 미국-영국 무역협정의 우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이하

선 협상의제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PIPA’)의 제정이 무산된 이후 MPAA와 RIAA를 필두로 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미디어엔터테인

특히 ‘공정이용(fair-use) 법리’ 등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예외가 적용되는 반면 영국에

먼트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규정의 도입을 미국 의회에 요구해

서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해 더 좁고 구체적인 범위에서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음

왔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

반 산업계는 미국의 현재 저작권 관련 규정이 미국-영국 무역협정 이외에 다른 기타 무역 협정에 의해 영국에 영향

속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영국,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백여 개의 불법 저작

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영국의 강력한 저작권 관련 법제가 미국에 도입 및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5).

타

국의 강력한 저작권법으로 인해 미국의 음반 시장보다 오히려 영국의 음반시장에서 저작권이 더욱 강하게 보호되고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브렉시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미국-영국 무역협정이 자신들의 목소리

영국 법원의 ISP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 명령

가 반영 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RIAA는 최근 브렉시트 이후 미국-영국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과정

영국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7A조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

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협상의제로서 영국의 법원이 I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부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항소법원)에게 해당 ISP로 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국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9장 분량의 보고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

여금 저작권 침해 이용자에 대한 차단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6) 「2010년 디지털 경제법」

출하기도 했다. 동 보고서에서 RIAA는 미국의 음반 산업계에 있어서 영국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에 영

에서도 영국 정부에게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시키는 ‘차단 금지명령’7)에 관한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1) https://torrentfreak.com/mpaa-and-riaa-want-site-blocking-in-new-us-uk-trade-deal-190122/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英 고등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15호, 2013년; 유
현우, “[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저작권 동향」 2018-13호, 한국저작권위원
회, 2018년; 유현우, “영국 고등법원, 프리미어리그축구협회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 부여”, 「CStory」 제12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년.
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英 고등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15호, 2013년; 유
현우, “[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저작권 동향」 2018-13호, 한국저작권위원
회, 2018년; 유현우, “영국 고등법원, 프리미어리그축구협회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 부여”, 「CStory」 제12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년.

4)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riaa-bigs-up-uk-copyright-law-in-post-brexit-trade-talks-submission/
5)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riaa-bigs-up-uk-copyright-law-in-post-brexit-trade-talks-submission/
6) 박덕영, 「영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5,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85면.
7) “차단 금지명령”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이 문제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있어 해당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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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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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자국에서는 다른 나라

|
미

하고 있다. 영국의 음반 산업계는 법원으로 하여금 ISP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

|

단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페이스북,
침해게시물 삭제거부에 따른 책임 공방

국

있다8). 대부분의 ISP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법원의 사이트 차단 명령을 준수

외에도 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체계와는 달리 음반제작자에게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모두
유

아우르는 공중송신권(Public Communication 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음성송신이 방송의 개념
에 포섭되어 있다. 즉, 음반제작자에게 녹음물의 전송과 방송 모두에 대한 통제 및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으
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음반제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9). 이를 통해 영국의 라디오 방송

럽

국(radio station)은 음반제작자와 녹음에 참여한 실연자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10).

|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평가 및 시사점
일

MPAA와 RIAA를 비롯한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영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Website
blocking)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차

본

단 명령받은 음악 사이트가 63개에 달하며, 이와 같은 차단 명령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의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이용은 이전에 비해 75% 정도나 감소됐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트래픽을 줄이는데

|

있어서도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정책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미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이 매우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방법이

기

며, 전 세계 각지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항하고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집행과 관련해 영국은 미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영국 무역협정에 영국 정부의 노하우 및 관련 법제가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

2019년 1월 14일, 美 사진작가 크리스틴 피어슨 라일리(Kristen Pierson Reilly)는 온라인서비스 사

다. 그러나 과거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명령과 유사한 내용 또는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

업자 페이스북(Facebook)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뉴욕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 이유는 피어슨

은 SOPA 및 PIPA 등의 입법이 추진됐지만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접근 차단

이 촬영해 저작권을 등록한 정치인의 초상사진을 페이스북의 ‘Trusted Tech Tips’ 계정에서 저작자

금지명령 규정의 도입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근 차단 금지명령 규정이 만약 미국-영

의 성명표시도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국 무역협정에 포함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피어슨의 요청도 페이스북에서 거절했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사진의 삭제를 거절한 이유는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이 이용한 목적은

|

페이스북, DMCA에 따른 침해게시물 삭제요청 거부
타

국보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

해당 정치인에 대한 ‘논평 또는 비평(commentary or criticism)’을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1). 이전에도 피어슨은 트위터(Twitter)를 상대로 유사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로 해결한 바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트위터 측에서 피어
슨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가 시행되
는데 9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2).
그렇다면, 美 DMCA의 저작물의 삭제통지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1998년 온라인 디지
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DMCA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

8) 박덕영, 「영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5,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240-241면.
9) 오은정, “디지털음성송신형 매장음악서비스와 저작인접권 침해”,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207>, (최종방
문: 2019년 2월 18일).
10)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riaa-bigs-up-uk-copyright-law-in-post-brexit-trade-talks-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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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isten Pierson v. Facebook, INC,Case 1:19-cv-00397-PKC
2) Kristen Pierson v. Twitter, INC, Case 3:17-cv-06530-MEJ (11/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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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위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 여부는 공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

용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건에 불과하다6).

다. 그리고 이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선거 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Galvin v.

그런데 美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정이용(fair use)

Illinois Republican Party 사건7)에서 법원은 문제의 사진은 정치인의 선거 캠페인 기록을 위해 촬영된 반면, 선거 전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③이용된 부분이 보호되

단지는 정치인을 비평하기 위해 제작됐으므로 이 사건 사진의 촬영목적과 선거 전단지에 사진을 사용한 목적은 명

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④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

백히 다르고 선거 전단지는 이 사건 사진에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전단지가

향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즉, 비영리적이거나 공익적 목적 등으로 원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거

정치적 비평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사건 사진을 변형적으로 이용했더라도 선거 전단지 자

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의 상당

체의 비평적이고 정치적 성격 그 자체만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작권자의 통지와 삭제 절차를 담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럽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의 비평적이고 정치적 성격 그 자체가 그 저작물의 이용 행

유

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나 디지털 정보전달자는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저

|

그러나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이 인정되더라도

국

이 규정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나 도서관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전달자(기관)에 의해 행해진 전송내용에 대

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

저작권자는 삭제통지에 앞서 공정이용 등의 여부를 고려해야

규정하고 있다.

美 법원은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의 삭제를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지하기에 앞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치적 신념, 비평 또는 개인의 의견 등을 표현하기 위해 저작물

2015년 Lenz v. Universal Music Corp. 사건8)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하기

을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다수의 저작권 분쟁이 야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美 법원은 판결에서 ‘논평이나

에 앞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 법원은 공정

비평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의사 표현’을 위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를

이용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사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으로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은 법이 인정하는 것이

본

비평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 가능성 높아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美 대법원도 저작권자는 삭제 통지 발송 전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적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 법원은 우선 기사 작성자는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는 항소법원 판결의 상고를 불허한 바 있다9).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삭제를 통지하기에 앞서 해당 저작물

공익적 목적으로 사진들을 이용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진의 이용이 변형적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사

의 이용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진작가는 사진들을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을 표현하기 위해 촬영한 반면, 기사 작성자는 공적 관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해당 가수의 초상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게시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고 비영리

사인 낙태 반대 유명인들과 선거에 출마하려는 보수주의적 유명인들에 관해 보도하고 비평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진들을 인용해 초상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이용한 행위

시사점

는 변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는 시장에서 미치는 손

우리나라의 경우, 美 DMCA와 유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

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구체적인 입증자

103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 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Ferdman v. CBS Interactive Inc. 사건4)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

비디오 게임과 비디오 게임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뉴스와 논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영화 촬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동조 제6항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장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나 비평을 위

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5)

한 저작물의 이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2010년 일명 손담비 ‘미쳤어’ 어린이 동영상 사건10)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저
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단지 자신이 저작권 등의 권리자이고 복제·전송자에

3) 2018 WL 339142 (E.D. Va. Jan. 8, 2018).
4) 17cv1317. (PGG), 2018 WL 4572241 (S.D.N.Y. Sept. 21, 2018).
5) 동 사건에서 법원은 기사 작성자가 영화 촬영장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진을 사용한 목적은 변형적이지 않으며,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 가능하므로 공정이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기사에 논평이 담겨 있더라도 영화 촬영장 사진을 영화 촬영장에 관한 기사에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전달 또
는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단순하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형적 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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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enitz v. Sconnie Nation LLC, 766 F.3d 756(7th Cir. 2014). 7) 2015 WL 5304625 (N.D. Ill. September 9, 2015).
9)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6-217.htm
1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판결 2010나35260【손해배상(기)】

타

므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

기

예를 들면, Philpot v. Media Research Ctr. Inc. 사건 에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

3)

8) 801 F.3d 1126 (9th C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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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판결 사례

|
유
럽

글. 최희식 | 경민대학교 외래교수

|
일
본
|

해외 기반에 저작권을 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인터넷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자리
매김되면서 논란의 여지는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유명 레코드사들이 러시아에

게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단을 요구한 저

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저작권 보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 제한사유 등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지에 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보여 진다. 본고에서는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건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기

기반을 둔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해외에 기반을 둔 저

타

방법으로 검토할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조 제6항의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문구는 ‘자신의 권
소송 과정 및 법원의 판결

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

2018년 8월, 유명 레코드사들은 유튜브 복제 웹사이트들인 FLVTO.biz와 2conv.com의 러시아 운

우도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 등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

영자인 쿠바노브(Kurbano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기에 앞서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

2019년 1월,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 클로드 M. 힐튼은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이번 소송을 기각했다.

선 검토해야 하며,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적

지방법원은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운영 방법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해당 웹사이트가 버지니아 주 및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의도적 대상으로 선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리가 침해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는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물론 침

특히 법원은 웹사이트들이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적으로도 보이지 않기에 상업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
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들이 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을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주 및 미국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기각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 미 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해 미국 레코드 협회인 RIAA1)와 미국 영화 협회인 MPAA2)의 저
작권 단체들에 대한 반응도 함께 알아본다.

1)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 음반 산업 협회)는 미국의 레코드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레코드 레이블과 배급사들과
같은 수많은 회사들이 가맹한 단체이다. RIAA의 업무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음악 산업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관련법에 대한 정책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영화협회)는 미국의 비영리사업, 영화 스튜디오의 사업적 관심을 드높일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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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저작권 단체들의 대응
미국 레코드 협회인 RIAA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했음을 표명했고, RIAA는 2019년 3월,

|

제4순회 항소 법원에서 항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RIAA는 웹사이트의 소유자가 버지니아 주 및 미국 국가에 대한 접촉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불법복

유

제 웹사이트로부터 수십억 개의 저작권 침해 파일들이 미국 기기에 전송되고 있는 근거와 이 웹사이트들이
미국 사용자들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음을 밝혔다.
만약 이번 법원 결정이 항소에도 이대로 확정 판결된다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미국 법원의 관할

럽

권 밖에 새로운 도피처로 부각될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RIAA는 FLVTO.biz와 2conv.com이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용자들과 상호

|

작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웹사이트들이 상호작용적이지 않다는 미국 지방법원의 판
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 이유를 밝혔다.

일

RIAA 주장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이 불법 웹사이트들이 사용자들과의 접촉이 비 상호적이고 비 상업적이
기 때문에 미국 사용자 수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했지만 이 웹사이트들이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본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비 상업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충분한 설득력이 없기에 기각에 대한 동의를
트 소유자에 대한 관할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MPAA 외에도 미국출판협회(The Association of

스북, 구글 등과 같은 유명 웹사이트 및 다른 웹사이트들도 비 상업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American Publishers),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과 국제위조방지연합(International

RIAA는 문제의 웹사이트들이 미국 기반 광고 회사와 미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 기반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역시 RIAA를 대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

못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지방법원의 결론대로 문제의 웹사이트의 광고 행위가 비 상업적이라면 페이

기

의 서버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웹사이트들의 소유자가 미국의 DMCA3) 대리인(DMCA Agent) 시스

미국 영화 협회인 MPAA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MPAA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가

2019년 4월,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운영자인 쿠바노브는 항소 법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쿠바노브와

지고 있다. MPAA는 이전에 토렌트 공유 사이트인 isoHunt의 캐나다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그의 법률 팀은 지방법원의 소송을 기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며 또한 웹사

있으며, 또한 불법 공유 사이트인 Hotfile의 파나마인 운영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MPAA는

이트의 운영 및 관리가 러시아에서만 이뤄졌기에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작권 단체들의

FLVTO.biz와 2conv.com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외국 저작권 침해

대응이 외국인 혐오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웹사이트가 미국 법원의 관할권

자들을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에 MPAA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계를 절대로 이용할 의도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MPAA는 위와 같은 이유로 레코드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MPAA는 이번 지

뿐만 아니라 쿠바노브는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이 항소심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반박했으며 이번 항소심

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저작권 침해자를 추적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은 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했으며 이번 판결이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레코드사들과 다른 저작권 보호 단체들은 이번 항소는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광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

MPAA는 의견서에 불법 복제 사이트의 상업적인 성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지방법원이 인터넷 광고와

만 쿠바노브측은 웹사이트들의 광고 활동이 제3의 회사에 위탁되고 있기에 이번 항소와 무관하다고 주장했

디지털 불법 복제의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 저작권 단체들이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광고 행위가 비 상업적이라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웹사이트도

MPAA는 쿠바노브의 웹사이트들은 전형적인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가 사용하는 광고

비 상업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쿠바노브측은 페이스북, 구글 등도 자신의 웹사이트와 비슷한 광고 모

네트워크는 디지털 불법복제의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불법복제 웹사이트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쉽게 판

델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들이 전 세계 나라들의 관할권에 자동으로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할 수 없기에 제3의 회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쿠바노브측은 자신의 웹사이트는 미국 사용자 수가 전체 웹사이트 사용자 수의 10% 밖에 차지하지 않기에 자

MPAA는 쿠바노브가 광고를 직접적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제3자인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행위가 상

신들이 미국을 주요 목표로 지정했다는 RIAA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웹사이트들이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법원이 웹사이

마지막으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이 미국 지방법원 판결의 정당함과 쿠바노브 측을 지지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

웹사이트의 소유자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대응
타

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웹사이트라는 점에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무리한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쿠바노브 측을 지원하는 법정 조
언자 의견서를 2019년 4월에 제출했다.
3)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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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지털 저작권 보호 단체들이 복사 사용 및 사용 가능성을 통제하려 한다고 했다.

|

또한 EFF는 법원의 관할권 밖이라는 판결을 지지했다. EFF는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이 상업적 관계를 이루

美 정부, GDPR에 대응하는
WHOIS 정보 공개 법안 추진 시사

국

기술이므로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RIAA와 같은

고 있지 않으며 지역-타겟팅 광고(Geo-Targeted Ads) 사용이 관할권에 포함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
유

장했다. 또한 EFF는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지 않으며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기에 법원의 웹사이트들이 반(半)-상호적이라는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럽

시사점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앞으로의 해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

외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를 상대로 한 소송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기에 많은 저작권 보호 단체들과 디지털 권리 해방 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일

기도 하다. 특히 저작권 보호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안과 관련이 깊으므로 레코드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면에 디지털 권리 해방 단체들은 쿠바노브 측을 지원하고 있는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본

이번 사건이 쿠바노브 측의 승소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앞으로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처벌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지며 저작권 보호 단체들로부터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전적으로 미국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권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만 있으며 저작침해에 관련된 침
해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며 저작권청에서는 저작권 등록 업무에 관한 담당 업무만 관여할 수 있다.

기

국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 기반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나 운영자가 한국인인 경우 엄격히 단속해 처벌하고 있다. 국외 국적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소송이 국

구글, 유럽 GDPR 위반으로 과징금 최대 부과

내에서 진행될 경우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5월 23일 시행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타

Protection Reulation, GDPR)」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과 다양한 법제도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들과 관리의무를

|

정보의 컨트롤러에게 부과하며 정보주체의 정보처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 삭제 요청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 처리 제한 요청 권리, 데이터 이동 권리, 처리 거부 요청 권리 등 복잡한 내용의 권리들을 보장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가장 엄격
하고 제재 강도가 높은 법이다1). 또한 GDPR은 EU의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EU 내 국민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국민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
하는 전 세계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1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CNIL)가 구글에 대
해 GDPR 위반으로 5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 동의 정책과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데이터 통제 권한의 제공과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 구
글은 “이번 판결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출판사, 콘텐츠 제작자, 기술 관련 기업들에게 미칠 여

출처
https://torrentfreak.com/hollywood-fears-that-stream-ripper-verdict-will-serve-as-roadmap-for-foreign-pirates-190322/
https://torrentfreak.com/stream-ripper-verdict-gives-carte-blanche-to-internet-pirates-record-labels-say-190314/
https://torrentfreak.com/major-labels-sue-more-youtube-ripper-sites-180806/
https://torrentfreak.com/stream-ripper-operator-rejects-record-labels-piracy-hysteria-in-court-190412/
https://torrentfreak.com/eff-backs-stream-rippers-in-legal-battle-against-record-labels-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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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일반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2% 또
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2) CNIL, “The CNIL’s restricted committee imposes a financial penalty of 50 Million euros against GOOGLE LLC”,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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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염려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3). 이와 관련해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EU의 美 IT 기업에 대한 견제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

|

이 순차적으로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4).

유

GDPR에 따른 WHOIS 정보 공개 범위 축소
한편 GDPR의 시행은 1998년 美 상무부가 만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에서 도입한 후이즈(WHOIS) 정보 검색 시스템의 업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럽

치고 있다. WHOIS 정보는 국가 인터넷주소(도메인, IP주소/AS번호)의 등록·할당 정보를 통해 도메인이나
IP 주소의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다. 국가별로 WHOIS 정보 검색서비스를 제

|

공하는 관리 기구들이 있으며, WHOIS 서비스 제공 목적은 인터넷에서의 유일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 주소의
등록·할당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인터넷 주소의 네트워크 및 관리자 정보를

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피싱, 스팸, 해킹 등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본

그러나 ICANN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도메인 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
집해 투명하게 공개하던 WHOIS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은 GDPR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들과 정면으로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기존에 수집하던 모든 등록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되 개인정보의 일부

메인등록대행업체들은 GDPR 규제를 어기고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재 도메인 기술 정보 외 소유자

만을 공개하는 한편,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GDPR 적용 모델을 도입했

정보를 WHOIS 시스템 상에서 모두 비공개 처리하거나, 소유자 정보를 일체 수집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다. 예를 들면, 벨기에 DNS의 경우 GDPR 시행을 앞두고 약 70만 명의 개인 등록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있어 WHOIS 기능 자체가 심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존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기

ICANN의 원칙과 GDPR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들이 충돌한다는 점이 독일 법원에서 재차 확인되면서 많은 도

|

충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5). ICANN은 GDPR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WHOIS 정보

관리해 왔으며 수년간 등록인, 등록인 주소, 전화번호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GDPR 시행 이후에

경 조치 이후에도 개인 도메인 등록자와의 연락은 여전히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연락 양식을 제공하고 신청

美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온라인상 저작

자가 개인 도메인 이름 보유자와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연락처와 연락 요청사유를 기재해 신청자가 자신의 이

권 침해 및 부정한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WHOIS 정보의 공개를 다시 포괄적으로 허용할 것을

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게 연락처와 함께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NTIA는 ‟WHOIS 정보는 범죄집단 및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사이버보안을

|

美 정부,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WHOIS 정보 제공 확대 요구

타

는 이메일 주소, 언어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추가로 시행해 인터넷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변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첫 방어선에 해당하는 핵심정보”라고 밝
WHOIS 정보 공개 축소로 인한 효율성 저하

혔다. WHOIS에 게시된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 상표를 보호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범죄 해결에 활용하고

그러나 GDPR이 시행되자마자 독일 도메인등록대행업체인 EPAG 측이 GDPR 규정 위반을 우려해 도메인 등

있는데, 예를 들면 도메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 발생 시 도메인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록 시 WHOIS가 요구하는 기술 및 관리 책임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GDPR 적용 모델의 한

제공해주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의 단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WHOIS 정보를 이용해 저작권 침해

계가 드러났다. 이에 ICANN은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기술 및 관리 정보가 WHOIS 시스템을 정상적

웹사이트의 근원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활용했던 저작권단체들은 GDPR 시행 이후 업무에 상당한 제약을

으로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했으나, 독일 법원은 GDPR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

받고 있다고 밝히고,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안전한 웹사이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

집하겠다는 EPAG의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ICANN은 독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

려 개인정보 보호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6).

이와 관련하여, 美 정부는 WHOIS 정보의 제공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상거래 및 지식재산권의 보
호를 위해 WHOIS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7).

3) CNET, “Google appeals $57M GDPR fine, defends privacy practices“, 2019.1.24.
4) 홍하나, “EU, 美 IT기업 겨냥한 GDPR 과징금 때리기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2019.1.23.
5) 한국인터넷진흥원, “EU ICANN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힘”, 2018.4.20.
6) Cyberlaw, “ICANN V. EPAG: The First Decision Applying The GDPR Confirms WHOIS Privacy Shortcomings”,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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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omainpulse, “US Government Reiterates Opposition to Changes to WHOIS Resulting From EU’s GDPR”,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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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자 등의 복제·전송 중단요청이 없더라도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의거해 문화체육관

|

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유럽연합지식재산청, 2018년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 보고서 발표

국

시사점

삭제·전송 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33조의 3에 의거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을 통한
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게 되며
그동안 WHOIS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활용해 불법복제물 등을 추적했다. 우리나라

럽

WHOIS 정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고객에게 할당한 IP주소 사용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면 제
공하게 되며, WHOIS 정보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글. 김창화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그러나 GDPR로 인한 WHOIS 정보 공개의 제한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도메인 정
보들의 신속한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결국 불법복제물의 효과적인 차단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불법복

일

제물 등의 단속을 위한 WHOIS 정보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접근은 필요하며, 향후 EU와 ICANN이 WHOIS 정
보 수집 및 공개와 관련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본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

국제 거래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위조와 저작권 침
타

해 상품에 대한 국제 거래는 약 3,380억 유로에 달하고, 유럽연합으로의 수입은 약 850억 유로에 이
른다고 한다1). 유럽 관측기구(European Observatory)의 지식재산권 침해 연구는 위조와 저작권 침해

|

가 유럽연합에 실업과 수입의 감소 문제들을 가져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2). 지식재산권 침해는 더 나
아가 소비자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되기
도 한다. 위조 약품, 건강·미용 제품은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비순정 자동차 부품이나 위조
배터리들은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3).
특히 유럽연합의 회사들은 제3국가들의 시장에서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의 주제
공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갖는다. 지식재산권 적용과 집
행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종합 대책은 2017년 11월 오늘의 사회적 도전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
재산 집행 시스템에 대한 전언에 소개됐다4). 여기서의 대책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의

1) Mapping the economic impact of 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 2016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
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Mapping_the_Economic_Impact_study/Mapping_the_Economic_Impact_en.pdf>.
2) The quan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fringement studies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quantification-ofipr-infringement>.
3) 유럽지식재산청-유럽경찰청(EUIPO-Europol)의 2018 유럽연합 위조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황 보고는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된 범죄 단체들이
마약밀매, 인신매매,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들에도 관여한다고 했다. EUIPO-Europol 2018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European Union. <https://www.europol.europa.eu/publications-documents/2017-situation-report-counterfeiting-and-piracy-in-european-union>.
4) Communication on A balanced IP enforce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
rep/1/2017/EN/COM-2017-707-F1-EN-MAIN-PAR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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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및 국경에서 세관의 강화와 관련되지만 세계에서의 지식재산 침해와 싸우기 위한 노력들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하지만 감시 리스트는 시장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며, 법적 위반을 결정하지는

|

않는다. 또한 시장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결된 나라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의 상태에 대한 유럽위
원회의 분석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사이버라커는 사용자들이 중앙의 온라인 서버에 콘텐츠를 업로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클라
럽

우드 저장 및 클라우드 공유 서비스이다. 로그(rogue) 사이버라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버에 인기 있는 파일
들을 업로드 하도록 권장한다. 업로드된 파일들은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다. 주 수입원

|

은 온라인 광고나 프리미엄 계정의 판매이다. 사이버라커로서 rapidgator.net, Uploaded.net, Openload,
4shared.com, Sci-hub.tw 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스트림-리핑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스트리

일

밍 플랫폼으로부터 오디오를 바꾸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앱들이다. 광고가 스트
림-리핑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며, 이용자들은 보호받는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스트림-리핑

본

은 최근 저작권 침해의 가장 주요한 형태이며, H2converter.com과 Downvids.net이 스트림-리핑 서비스들을

크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색인을 만든다. 링크나 리퍼러 사이트들은 콘텐츠 그 자체들을 호스트하

고 제거하는 조치의 효율성, 권리자와 집행기관과의 협조 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네시아의

지 않지만, 이용자들을 제3의 사이트에 연결한다. 링크나 리퍼러 사이트들은 광고와 소개로부터의수입을얻으며,

Bukalapak, 러시아의 Tiu.ru, 태국의 Lazada.co.th, 한국의 Naver.com, 인도의 Snapdeal.com, 중국의

Fullhdfilmizlesene.org, Seasonvar.ru, Dwatchseries.to, 1channel.ch, Rnbxclusive.review이 이에 해당한다.

Xxjcy.com이 포함됐다.

기

구매하도록 한다. 감시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선택은 위조 상품의 양, 위조를 탐지하
|

제공하고 있다. 링크와 리퍼러 사이트는 호스팅 웹사이트, 사이버러커 등에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링

P2P와 비트토렌트(BitTorrent) 인덱싱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P2P 파일 배포

가능하다. 인덱싱 서비스들은 광고와 이용자들로부터의 기부로부터 수입을 만든다. 해당 사이트들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이 연구한 결과. 의약분야에서 위조로 인해 매년

ThePirateBay.org, Rarbg.to, Rutracker.org, Torrentz2.eu, 1337x.to 등이 있다.

유럽연합에서 102억 유로의 판매 손실이 있으며, 37,700개의 직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

허락받지 않은 다운로드 당 결재 사이트는 허락받은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뮤직 콘텐츠를 판매한다.

다5). 많은 수의 불법적인 온라인 약국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감시 보고서는 몇몇 도메인 이

이용자들은 원하는 콘텐츠를 찾고 파일의 크기에 따른 가격을 지불한다. 사이트들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름 등록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들은 유럽연합 밖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낮은 운영비용을 지출해 합법적 서비스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고 허락받은 사이트의 판매를 감소시킨다.

회원국들에 의약을 배송하는 가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 의해 종종 이용된다. CJSC Registrar R01 도메인

Mp3va.com과 Mp3caprice.com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 앱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영화와 TV 프로그

이름 등록자는 EVA 약국과 PharmCash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 EPIK Inc.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RxProfits

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지불하는 수백만의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Popcorn Time

의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 ZhuHai NaiSiNiKe Information Technology Co.는 PharmaWeb 온라인 약국 네

이 저작권 침해 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해당한다.

트워크에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온라인 약국과 의약판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타

기술을 사용한다. 웹사이트는 P2P 링크의 집합자로써 기능하고, 이용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과 접근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호스팅 제공자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호스팅
제공자들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 미국의 CloudFlare와 스위스의 Private Layer 회사가 이

물리적 시장

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수입원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장에서의 위조품 판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물리적 시장은 고

광고 공간의 판매를 이용한다. WWWPromoter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광고 네트워크이다.

품질과 저품질 모두의 위조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물리적 시장은 관광객에 의해 자주 다니는 지역에 위치
해 있으며, 몇몇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시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의 선택을 향상시키고 국경을 초월한 접근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위
조 상품을 판매하려는 자에게도 매혹적이며, 몇몇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구매자들을 속여 가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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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ipr-infringementpharmaceutical-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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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파트너로서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하여 협조의 상대국으로 파악되고 있

|

다. 다만 네이버와 동대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디지털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플랫폼 규칙안(案)

국

한국에 관한 시사점

먼저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인들은 위조품들을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쇼핑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유

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노골적인 용어(replica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와 제품의 위조 특성을 암시하
는 용어(한국어로 A-class와 mirror-class)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수만 번의 통지와 테이크-다운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네이버 플랫폼이 위조품의 판매를 줄이기 위해 감지와 제거 기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

럽

다. 동대문 특별관광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고 그 판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
지만, 서울시의 단속전담반 운영, 특별 사법권한의 지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압류들은 위조품 판매를 상당히

|

글.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감소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해관계인들은 여전히 위조품의 판매가 유
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

국가

도시

시장

부에노스
아이레스

La Salsda

캐나다

마캄

Pacific Mall

선전

Huaqiangbei Electronics Markets

상하이

- Asia Pacific Xingyang Fashion and Gifts Plaza
- Asia Pacific Shenghui Leisure and Shopping Plaza

푸톈시

Anfu Market and its neighbourhood

광시 지역

Mule Town

우한

- Chengdu Qinglong Shoes Wholesale Markets in Jinniu district
- Chengdu and Shangmeicheng Market at Chunxi Road

델리

- Karol Bagh Market
- Tank Road Market
- Gaffar Market

의 장애 없이 이용될 수 있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단일시장과 플랫폼의 역할
EU(European Union)는 DIGITALEUROPE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회원국 국민들
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축1)에

Mangga Dua marke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소규모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

한국

서울

동대문 특별 관광 구역

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기업과의 경쟁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EU 전체 디지털 경제

말레이시아

콸라람푸르

Petaling Street Market

멕시코시

El Tepito

과달라자라

San Juan de Dios Market

러시아

모스코바

Gorbushkin Dvor Mall

태국

방콕

MKB Center

공하는 반면,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이용자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효과적인 보상 메커니즘

터키

이스탄불

Grand Bazaar

의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단일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3). 따라서 공정한

우크라이나

오데사

7th km market

거래관행과 충분한 보상메커니즘이 실현되면 더 많은 사업이용자와 소비자들은 재화와 서비스 거래

UAE

-

- Ajman China Mall, Dragon Mart
- Jebel Ali free Zone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경제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베트남

호치민시

Saigon Squar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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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유럽 전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단일

자카르타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

노력해왔다. 현재 EU 인구가 약 7억 명임을 감안할 때 하나의 콘텐츠가 유럽전역에서 온라인상에 접근

인도네시아

멕시코

기

인도

|

중국

본

아르헨티나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민간 소비의 약 60%, 공공 소비의 30%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제

1) Mańko, Rafaɫ.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Towards a new EU online sales law”, EPRS IN-DEPTH ANALYSIS, PE 568.322 (2015), p.3.
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2/20/increased-transparency-in-doing-business-through-onlineplatforms/
3) European Commission, 「The EU explained: Ten Priorities for Europe」, 2015, p.5.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회원
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민은 단 15%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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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플랫폼 규칙 등 4)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콘텐츠거래에는 소비자, 권리자, 사업이용자 그리고 플랫폼사업자5)의 이해관계가 작용

|

한다. 이를 위해 EU는 온라인상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들을 법제도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
다. 이해관계자 중 콘텐츠를 창작하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플랫폼상으로 거래되는 콘텐츠에 대

유

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다.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밸류갭을 최소화하고자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안」6)이 제안됐다7). 두 번째, 유럽지역 내에서의 디지털콘텐츠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온
라인시장에서의 계약을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럽

2015년 5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일정의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안」8)이 제안되어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채택됐다.9) 마지막으로 플랫폼상에서 콘텐츠 사업을 하는 이용자들이 플랫폼과의

|

계약에서 겪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칙안(이하, 플랫폼 규칙안이라 한다)」10)이 2018년 제안됐다. 이들 세 가지 지침 및 규칙들은 플

일

랫폼의 규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 및 규칙
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플랫폼 규칙은 유럽연합 전체에 대해 유효한 법 규범 중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본

EU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낸다(직접 적용 가능성)는 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안됐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하에서는 플랫폼 규칙에 대하여 설명한다.

|

플랫폼 규칙의 입법과정
기

2018년 4월 26일 EU위원회에 EU의회와 EU이사회가 입법한 플랫폼 규칙을 제출됐다. 플랫폼 규칙안은 EU
가 기업들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뿐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온라인 플랫

European Union (TFEU)) 제114조11)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의회와 이사회 대표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2019년 2월 20일 상주대표위원회(Coreper)14)에서 열린

규칙안은 온라인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적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들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간의 관계를 다루는 초

절한 투명성과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부여하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기능에 기여하는 것을 목

안 규정에 대해 유럽 의회에서 타결한 잠정 합의를 승인한 상태이다.

|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가 이 규칙안에 대한 보고서를 가결했다13). 2019년 2월 13일
타

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안은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표로 한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2018년 9월 19일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12) 2018년 12월 7일
플랫폼 규칙안의 내용
본 규칙안의 주요 목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이용자들을 위한 투명한 약관 및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토
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4) 규칙(Regulation)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회원국들로서는 규칙을 선택적으로 내국법화한다든지 내국법화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5) 여기서 소비자는 엔드유저의 의미로, 권리자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의 의미로, 사업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미로, 그리고
플랫폼사업자는 단순히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매개자로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6)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7)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을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했다. 지침안의 최종합의를 위하여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의
협상 대표들이 삼자 협상이 2018년 10월 2일부터 시작됐으나 이사회의 협상안 반대로 삼자협상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사회의 협상 수정안이 2월 14일 타결
되어 현재 3월-4월 중에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예정이다.
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COM(2015) 634final.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숙,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플랫폼책임에 대한 관견(管見) - EU의 디지털콘텐츠계약지침안을 통하여-”
참조.
9) Spindler, Gerald.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 Scope of application and basic approach – Proposal of the Commission for a
Directive 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12.3 (2016), pp.183-217.
10)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cil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11) TFEU 제114조는 규칙 제정의 법적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EU가 내부 시장의 설립과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며, 여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12) TEN/662 – EESC-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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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안의 적용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에는 EU 내에서 설립된 사업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검색엔진뿐아니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
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또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다(규칙안 제2조). 투명성과 관련해 플
랫폼은 그들의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알기쉽고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규칙안 제3조).
플랫폼사업자들은 사업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중단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때마다
이유서를 제공해야 한다(규칙안 제4조).

13) Doc. A8-0444/2018.
14)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서 1967년 7월에 발효된 브뤼셀조약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도화됐다. 상주대표(대사)로 구성되는
COREPER-II와 부대표(공사)로 구성되는COREPAER-I가 있고, 정책영역에서 일을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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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나 산하 관계자를 통해 부여하는 차별화된 대우를 공개해야 한다(규칙안 제5조 및 제7조).

|

플랫폼 외부의 소비자에게 다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이용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주요 경제적,

독일 뮌헨 지방법원, 사상 최초로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다

국

플랫폼은 검색 결과에서 비즈니스 이용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변수와 그들이 직접 제공하거

상업적 또는 법적 고려사항이 있다면 그 고려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규칙안 제10조).
유

구제수단과 관련해 이 규정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모든 플랫폼에 대해 의무화해야 한다(규칙안 제11조). 또한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이
그들의 사업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플랫폼이 둘 이상의 분쟁해결의

럽

중재자 목록을 약관에 제시해야 한다(규칙안 제12조).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이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사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대표조직, 협회 또는 공공

|

기관의 권리를 정해야 한다(규칙안 제14조). 회원국은 본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규칙안 제15조). 이 규칙은 모든 EU국가를 구속한다.

일

플랫폼 규칙안 이행 시의 주의점

이며, 예전보다 오프라인과 더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범위까지 ‘온라인 중개자’로 볼지는

또한 본 규칙안은 온라인 중개인과 그 사업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도록 기여 할

한 행정 부담과 사업자유의 제약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규제안의 내용을 초과해 플랫폼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난 2019년 2월 7일, 독일의 뮌헨 지방법원(the Regional Court of Munich)은 독일의 대
표적인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사이트인 MusicMonster.fm의 운영자 DEMEKOM

기

수 있으나, 플랫폼 규정의 특정 조항이 선의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할 경우 불필요

개요
|

어려운 과제다. 이는 곧 플랫폼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이 규칙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자이다. 그러나 온라인 경제가 다양하고, 역동적

Entertainment AG에 대해 기존의 독일 법원에서 문제 삼았던 복제권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InfoSoc Directive 2001/29/EC) 제3조 제1항 및 독일 「저작권법」 제19조

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가 공중으로 하여금 유·무선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공중접근권(Recht der öfentlichen Zugä glichmachung)을 침해한다
고 판시했다. 이러한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은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해 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

|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만을 문제 삼았던 기존의 독일 법원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책임
(more extensive liability)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새로운 저작권 침해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저해 및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스트림-리
핑 사이트에 대한 이번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선구적인 판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음악 산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이란 스트리밍(streaming)과 리핑(ripping)이 결합된 단어로써 ‘스
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이나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해 mp3처럼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 최근 이러한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서비스를 제공하

1) 유현우,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 「C STORY」 Vol.10,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년,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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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해 철퇴를 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법원들은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해 주로 저작권자
의 복제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었지만 최근 뮌헨 지방법원이 독일 법원의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저작

|

권 침해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책임(more extensive liability)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을 내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사실관계
럽

2007년에 결성된 독일 국적의 록밴드 Jennifer Rostock의 “Worst of Jennifer Rostock”라는 제목의 앨범에 수
록된 전체 곡들이 DEMEKOM Entertainment AG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스트림-리핑 사이트 MusicMonster.

|

fm의 서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2017년 10월 밝혀지게 됐다. 이에 록밴드 Jennifer Rostock과
음반 계약을 맺은 독일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 Germany)는 MusicMonster.fm와

일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서한(warning letter)을 보냈지만 MusicMonster.fm사이트의 운영
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록밴드 Jennifer Rostock와 독일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한 독일의 로펌 Rasch는 스트림-

본

리핑 사이트 MusicMonster.fm의 운영자인 DEMEKOM Entertainment AG와 CEO를 상대로 뮌헨 지방법원
(the Regional Court of Munich)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동 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서한 비용의 상환(reimbursement of expenses for the warning
letter)뿐만 아니라 Jennifer Rostock의 앨범 “Worst of Jennifer Rostock”의 복제권, 공중접근권 등의 침해에

기

는 웹사이트(이하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음악팬들 사이에서 광고 없이 무료로 음악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의 2018년 연구 조사

지난 2019년 2월 7일 독일의 뮌헨 지방법원(the Regional Court of Munich)은 사상 최초로 스트림-리핑 사이

결과2)에 따르면 스트림-리핑이 가장 보편화된 불법 음악 청취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비자의 32%가

트인 MusicMonster.fm와 운영자에 대해 기존의 독일의 법원에서 문제 삼았던 저작권자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인 스트림-리핑 방식을 통해 음악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림-리핑으로 인한

저작권자가 공중으로 하여금 유·무선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공

저작권 침해 이슈는 이미 지난 2016년도 연구 조사 결과에서부터 불법 음악 이용 행태에 있어 스트림-리핑이

중접근권(Recht der öfentlichen Zugäglichmachung)7)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불법 다운로드를 훨씬 압도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로운 저작권 침해 수단으로써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독일 「저작권법」 상의 공중재현권(Recht der öfentli-chen Wiedergabe)과 이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공중접근권

이었다4). 이처럼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저작권자들은

(Recht der fentlichen Zugäglichma-chung)은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InfoSoc Di-rective 2001/29/EC)

스트림-리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제3조의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플랫폼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the public)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써 이는 우리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해당

이러한 가운데 덴마크의 Frederiksberg 법원은 2018년 7월 세계 최초로 스트림-리핑 사이트

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8).

Convert2MP3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라고 판시5)하면서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해

즉, 뮌헨 지방법원은 스트림-리핑 사이트 Music-Monster.fm와 MusicMonster.fm의 운영자인 DEMEKOM

차단 명령을 부과하는 등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 독일의 여러 법원들도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

Entertainment AG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공중으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음악 콘텐츠를 무단으

3)

6)

|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

타

1933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음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음반산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2) https://www.ifpi.org/downloads/Music-Consumer-Insight-Report-2018.pdf
3) 김백건, “[영국] 국제음반산업협회, 2017년 기준 소비자의 38% 해적판 음악 들어”, 엠아이앤 뉴스, 2018년 10월 12일, <http://www.minnews.co.kr/44438>,
(최종방문: 2019년 4월 15일).
4) 박경신, “[산업] 국제음반산업협회, 스트리밍 리핑이 파일 공유보다 심각하다”, 「저작권 동향」 제2016-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5) Andy, “In World First, Danish Court Rules Stream-Ripping Site Illegal”, torrentfreak, July 10. 2018, <https://torrentfreak.com/in-world-firstdanish-court-rules-stream-ripping-site-illegal-180710/>
6) 김창화, “덴마크, 세계 최초로 스트림-리핑을 불법으로 규정하다”, 「C STORY」 제11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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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중접근권(Recht der öfentlichen Zugäglichmachung)은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InfoSoc Directive 2001/29/EC) 제3조 제1항과 독일 「저작권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공중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8) 박희영, “[EU] 사법재판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저작권 동향」
제2018-1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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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시사점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공중에 대해 음악 콘텐츠를 배포한 저작권 침해자에게

불법 다운로드 규제확대와 리치 사이트
규제에 관한 일본 입법안의 불발

국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공중접근권까지도 침해한다고 판시한

|

보다 광범위한 책임(more extensive liability)을 부과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유의
미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유

기존의 독일 법원의 판례들은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해 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었다. 대표적으로 함부르크 고등법원(Hanseatic Higher Regional Court of Hamburg)은 2019년 1월 17일

럽

글. 김지만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법학박사(일본 와세다대학)

MusicMonster.fm과 유사한 스트림-리핑 사이트의 운영자인 ZeeZee Media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공중
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

|

으며, 뮌헨 고등법원도 지난 2018년 11월 22일 스트림-리핑 사이트 MusicMonster.fm에 대해 이는 독일 「저작
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예외 사유로써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

독일연방음악산업협회(The Federal Association of the Music Industry, ‘BVMI’)는 MusicMonst-er.fm사건에
대한 뮌헨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저작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높

최근 들어 창작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디지털 라이선스 수익은 신뢰할 수 있는 책임(reliable liability)에 의해서만

ing)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고무적이고 발전적인(encouraging development) 판결이라고 평가

우회하고 실제로 콘텐츠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스트림-리핑 사이트와 같은 무임승차

한편 독일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저작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

롯한 최근의 독일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독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예외
사유로써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명백해졌다9).
최근 들어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새로운 저작권 침해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의 발전
을 저해 및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한 이번 독일 뮌헨 지방법원
의 선구적인 판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음악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 논문 등 다양한 콘텐츠로 폭넓게 확대하는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금번 개정안에 대해 일본 자민당은 2019년 3월 13일 통상국회의 법안제출을 보류하
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 포함된 리치사이트1) 규제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이번 법안 제출의 불발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의 제공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
하고, 비친고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상, ‘위법한 애니메이
션 아이콘의 링크집이나 표절논문의 일람 링크집을 만들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피해자에 의
한 고소가 불요한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의 적발점수 벌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등의 비판과 더

|

는 권리와 저작권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한 이번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을 비

사적이용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업로드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한 불법의 범위를, 만화

타

서비스(freeriding service)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해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련되는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특히

기

하면서 대부분의 음악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정당한 로열티 지불을

책을 시작으로 하는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책이나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한 원활화를 마련하기 위

|

보호될 수 있다는 법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이 매우 획기적(groundbreak-

일본에서는 저작물 등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불법 복제물 대

본

이 평가하면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BVMI의 회장이자 CEO인 Florian Drücke 박사는 동 판결에 대해

일

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불어 불법 다운로드 규제 확대를 둘러싼 일본 만화가 협회나 일본 건축학회 등 창작자 단체와 법률 전
문가 등이 제출한 반대의견 등을 심각히 고려해, 일본 자민당이 고심한 끝에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
기 때문이다2).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등록의 특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
금번 법률안3)의 취지는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과 함께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
기 위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 등에 의한 침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저작물 등을 이용할 권리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등록이 이뤄진 저작물의 저작권자 등이 스스로가 보유하는 저작물이 프로그

9) https://torrentfreak.com/stream-ripping-site-acted-illegally-german-court-rules/

1) Leech site. 인터넷 상에 있는 불법 콘텐츠에 이용자를 유도하기 위해 링크(URL)을 모아놓은 사이트. 위법 콘텐츠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
된 만화, 서적, 음악, 영화 등이 포함되며, 리치 사이트 자체는 불법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지않지만,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조장
시키는 행위이므로, 출판 등 업계단체가 문제시하고 있다.
https://kotobank.jp/word/%E3%83%AA%E3%83%BC%E3%83%81%E3%82%B5%E3%82%A4%E3%83%88-1979673
2)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1903/13/news065.html (2019년 4월 25일)).
3) https://storage.bengo4.com/news/resources/%E6%B3%95%E5%BE%8B%E6%A1%88%E6%A6%82%E8%A6%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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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유저의 행위에는 정당성이 없으며 여러 외국(독일·프랑스 등)에서의 규제에

상범위의 확대, ③엑세스 컨트롤 등에 관한 보호 강화, ④저작권 등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의 강화를 내

대한 내용도 참고해, 다운로드 위법화의 대상범위를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음악·

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저작물 등 이용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 ⑤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의

영상 이외의 저작물(특히 정지화면·텍스트 등)은 블로그나 SNS를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 위법 파일이 게재

대응제도의 도입, ⑥행정절차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지리적 표시법, 종묘법 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그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유저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운로드하기 쉬운 상황이기에 유저 보호의 관점에서 주

밖의 조치로 ⑦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등록제도의 정비(프로그램 특례법4))가 있다.

관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 위법하게 다운로드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다운로드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유

꾀하기 위한 조치로 ①리치 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로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②다운로드 위법화의 대

|

스 소프트·게임·학술 논문 등 폭넓은 분야에서 침해가 확인되고 있는 점, 위법한 정보원으로부터 적극적

국

램 등록이 됐음을 증명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에 있다. 먼저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를

않다는 것을 확실히 담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벌에 대해서는 악질성이 높은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럽

자 했다8).

리치 사이트와 리치 앱
법안에서는 리치 사이트 및 리치 앱에 대해, 공중을 침해 콘텐츠에 고의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웹사이

술(엑세스 컨트롤) 등으로써 시리얼 코드를 활용한 라이선스 인증(일명 ‘액티베이션 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

화의 배경의 하나로 자신의 웹사이트에는 침해 콘텐츠를 게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웹사이트로의 링크정보 등을 제

으나, 라이선스 인증기술의 회피에 의한 콘텐츠의 부정사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현행 저작권법에

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에 유도하기 위한 웹사이트(리치 사이트)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앱(리

서는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기에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과 같이 콘텐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치 앱)에 대한 지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액세스 컨트롤 등에 관해 ①정의규정의 개정(라이선스 인증이 포함됨을 명확화), ②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

즉, 리치 사이트나 리치 앱의 경우,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할 개연성이 높은 장소, 혹은 수단으로 거기서 일어

시리얼 코드의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자 했다. 특히 ②에 대해 민사조치9)와 함께 형사벌10)의 대상으로 했

나는 링크 정보의 제공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야 할 큰 불이익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①리치 사이트 운

다. 또한 CD·DVD 등에 관한 보호기술은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신호가 콘텐츠와 함께(동시·동일 장소에) 기

영행위 및 리치 앱 제공행위와, ②리치 사이트 및 리치 앱에 의한 침해 콘텐츠에 관한 링크 정보 등의 제공행위를

록되어 있고, 법률상의 정의도 이를 염두해 규정하고 있다. 즉, 콘텐츠에 관한 라이선스 인증으로는 부정사용

5)

규제하고자 했다 .

방지를 위한 신호가 콘텐츠와 별도 송신·기록되기 때문에 종래의 정의규정에는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불명

이러한 규제대상행위 및 규제내용은 크게 사이트 운영자 및 앱 제공자와 링크 제공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

확했다11).

기

특히 이러한 리치 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저작권침해가 심각

|

콘텐츠 제공 방법이 패키지 판매에서 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주가 됨에 따라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기

본

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일

엑세스 컨트롤 등에 관한 보호 강화

|

트 및 프로그램으로, 주로 공중에 의해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웹사이트나 프로

타

저 사이트 운영자 및 앱 제공자에 대한 규제대상 행위는 ①리치 사이트를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과 ②리치 앱을 공중에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의 강화

사벌을 두고자 했다. 링크 제공자의 경우, 리치 사이트나 리치 앱에 대해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해 침해 콘텐츠를 공

저작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재판소는 원고로부터의 신청에 의거해 침해입증이나 손해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

중에 의한 이용을 용의하게 하는 것을 규제대상행위로 보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청구·손해

류의 소지자에 대해 서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당해 서류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6)

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사조치와,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친고죄의 형사벌 을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기에 그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적절하기 판단하기 위해 재판관 등이

두고자 했다7).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카메라 절차)가 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①그 서류가 침해입증 등

|

게 제공·제시하는 행위이며, 그 규제내용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비친고죄의 형

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를 볼 수 없을 것, ②전문성이 높은 서류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재판
다운로드 위법화에 대한 대상범위의 확대

관이 전문가로부터 서포트를 받을 제도가 없기에 재판소가 서류 제출명령의 여부 판단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이라고 알면서 침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 정식판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어려운 장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특허법 등에서 ①인카메라 절차를 침해입증 등에 필요한지 아닌

있음에도 다운로드를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사용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

지의 판단에도 이용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고, ②전문위원의 관여를 가능토록 하는 규정의 검토가 이뤄진 것을

으로 보고, 형사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정 취지로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화

포함해 저작권법에서도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의 권리의 적절한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상기와 같은 조치를 두고

됨에 따라, 이미 다운로드가 위법화되어 있는 음악·영상 이외에도 만화·잡지·사진집·문예서·비지니

자 했다12).

4) http://www.cric.or.jp/db/domestic/pr3_index.html
5) 다만, 정당한 표현행위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6) 고의범만을 처벌
7) https://storage.bengo4.com/news/resources/%E6%A6%82%E8%A6%81%E8%AA%AC%E6%98%8E%E8%B3%87%E6%96%99.pdf

8) 전게주 7)
9)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10) 3년이하 지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1) 전게주 7)
12) 전게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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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계약)에서 이용자(라이선시)는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의 양수인(제3자)

|

에 대해 당해 이용허락(라이선스)에 관계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이용권)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 라이선시의 법

인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전세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국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의 대응제도 도입

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허법 등에서 특허발명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에 대해서는 등록
유

등을 요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이용권의 대항을 인정해도 양수인에게 미칠 불이익은 적은 것
등을 포함해 저작권법에서도 등록 등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이용권을 대항할 수 있는 제도(당연 대항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13).

럽

행정절차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

글. 최희식 | 경민대학교 외래교수

|

(지리적 표시법, 종묘법 관계)
일본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14)에서는 특허 등에 관한 조사가 신속·적확하게 이뤄지도록 특허심사절차 등에서

일

권리자에게 허락 없이 필요한 문헌 등의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 ①지리적 표시법에 근거한 지리
적 표시의 등록, ②종묘법에 근거한 식물의 품종등록에서도 심사 등이 신속·적확하게 이뤄지도록 같은 조치를

본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추후 같은 조치가 필요한 행정절차의 존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령에 의해

|

즉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15).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작권 침해로 입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전 세계의 많은 저작자들이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특수성이 높은 이유로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계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저작권법

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2018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의 특례를 규정하고, 프로그램 등록은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등록 기관’(일반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정보 센

인도의 마드라스 고등법원에서 나왔으며 다른 나라의 정부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도입했거나 도

터)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침해 사이트 선제 차단과 더불어 전 세계의 저작권 침해 사이

지난해 프로그램 등록을 둘러싼 관계자의 요구나 지정등록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포함해, ①소송 등으로 활용

트 차단에 대한 반응과 그 실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강력히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

기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등록제도의 정비

|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보유하는 저작물과 프로그램 등록이 된 저작물이
동일 한 것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등록을 행한 경우 수수료 면제규

전 세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뤄졌다.

캐나다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Canada)는 2018년 4월에 한국을 포함한 최소 42개국이 저
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MPA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 17개의 유럽 국가들이 약 1,800개의
웹사이트와 5,300개의 도메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약 460개의 웹사이트와 547개의 도메인을 차단시
키고 있다. MPA에 의하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권한을 얻어서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첫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3) 전게주 7)
14)（裁判手続等における複製）
第四十二条 著作物は、裁判手続の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及び立法又は行政の目的のために内部資料として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その必要と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고 두 번째는 행정 처리에 의해서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영국과 덴마크 국가는 법원을 통
해서 차단 권한을 얻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에서는 행정 처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 권한을 얻는다고 밝히고 있다.

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複製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著作物の種類及び用途並びにその複製の部数及び態様に照らし著作権者の利益を不当に害
す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次に掲げる手続の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
一 行政庁の行う特許、意匠若しくは商標に関する審査、実用新案に関する技術的な評価又は国際出願（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昭和五十三年法律第三十号）第二条に規定する国際出願をいう。）に関する国際調査若しくは国際予備審査に関する手続
二 行政庁若しくは独立行政法人の行う薬事（医療機器（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四
十五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医療機器をいう。）及び再生医療等製品（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再生医療等製品をいう。）に関する事項を含む。以下こ
の号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審査若しくは調査又は行政庁若しくは独立行政法人に対する薬事に関する報告に関する手続

15) 전게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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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
최근 인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차단 명령은 저작물이 저작
권 침해가 되기 전에 이뤄져서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28일, 인도의 마드라스 고등법원
은 SF 영화인 ‘2.0’을 불법적으로 배포 및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12,564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37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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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명령했다. 영화 ‘2.0’은 인도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로 라이카 프로
덕션 프라이빗 리미티드(Lyca Productions Private Limited)에 의해 제작됐다. ‘2.0’의 제작사는 자사의

|

영화를 불법 배포 및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에 대해 차단해줄 것을 신청했으며 선다(Sundar) 판사는 영
화 제작사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현지 언론사들은 차단된 웹사이트 중 약 2,000개의 웹사이트가 인도

유

에서 가장 큰 불법 복제 그룹 중 하나인 타밀라커스(TamilRocker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
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명
령의 침해 사이트 차단 대상은 실제로 각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도메인들까지 포함하여 차단될 가능성은 보이

럽

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시행령에 대한 법 제도적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에 관한 여부는 아직은 불
분명한 상태이다. 이번 인도의 사례는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복제 및 공유되기 이전에 웹

|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선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 제공자들은 다
양한 편법을 이용해 불법 복제를 여전히 서비스하고 있기에 영화 불법 유통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일

다. 그럼 유럽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

유럽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인도와 같은 정책을 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

|

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정책을 도입하였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 고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법원은 축구

독일에서는 2018년 2월에 처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보다폰 카펠(Vodafone Kabel)에게 불법 스

경기를 불법 스트리밍 하는 IP주소를 경기하는 시간만이라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MPA에 의하면 현재

트리밍 사이트인 kinox.to를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보다폰 카펠은 kinox.to를 차단하기

영국은 171개의 웹사이트와 2,215개의 도메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해 DNS 차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DNS 차단 방식은 사이트가 차단됐다 하더라도 우회 주소를 이용하

타

독일

기

영국

면 충분히 접속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2013년 11월에 처음으로 파리 지방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16개의 저작권 침해 사
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에서는 피어 투 피어 방식을 이용하는 일종의 불법 스트리밍 공유 사
이트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리스트는 꾸준히 지속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업데이트해 관리한 결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북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북아메리카에서는 유럽과는 다르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미국의 경우 여러 저작권 보호 단체 및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제의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구글, 위키피디아, 파이어폭스와 같은 거대 웹사이트와 전문 IT기업들조차 극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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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의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 하기 위한 페어플레이 캐나다가 제의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차단 권
한이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CRTC는 페어플레이

|

캐나다가 주장한 불법 복제가 캐나다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끼치는 악 영향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통신
법이 저작권의 구제 수단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캐

유

나다 방송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미 의회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악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럽

호주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호주는 영국과 비슷하게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

MPA의 2018년 4월 보고에 의하면 91개의 웹사이트와 355개의 도 메인을 차단했다. 2018년 11월, 호주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관련 법안이 강화됐으며 저작자들은 기존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신청을 쉽게

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12월,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이 내려
졌다. 각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78개의 웹사이트와 181개의 도메인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명

본

령은 3년간 유효하며, 필요할 경우 저작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사점
웹툰과 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RIAA)와 미국 음악출판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있으며 MPA에 의하면 최소 47개국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한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 역시 최근에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를 차단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여전히 불법 미디

반드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물에 대한 유통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인도와 같이 영화 콘텐츠나 방송 저작물이 저

타

은 지속되어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 응책으로 웹사이트 차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

대함으로써 논의는 무산됐다. 최근에 미국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작권 침해가 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고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2018년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에 대해 크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살펴보도록 하자. 저작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선제 대응책을 사용한 인도의 최근 사례와 같이 우려가 되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

침해 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캐나다의 대형 방송국, 스포츠 중계사, 극장과 같은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2018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선제 대응책

년 1월에 페어플레이 캐나다(FairPlay Canada)라는 연합 단체를 만들었다. 페어플레이 캐나다는 캐나다

에도 불구하고 해외 서버 운용과 같은 다양한 우회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노력에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Commission, CRTC)에 저작권 침해 사이

도 큰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선책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트 차단 정책을 제의했다. 제의된 내용에는 비영리 단체인 독립적 불법 복제 검토기구(Independent Piracy
Review Agency, IPRA)를 설립해 CRTC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리스트를 관리하며 IPRA와 CRTC의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연방 항소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페어플레이 캐나다에 소속된 벨(Bell)의
CEO는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복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신 방식이 필요하
며, 페어플레이 캐나다가 제안된 정책은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효과적이고 공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영화협회의 경우 페어플레이 캐나다의 제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전 세계의 저작권 침해
차단 현황을 CRTC에 보고했다. 캐나다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나라들은 저작권 침
해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CRTC는 페어플레이 캐나다가 제의한 정책 신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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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불법 사이트 차단조치 확대’ 법안 의회 통과

국

(Google)이나 빙(Bing)과 같은 온라인 검색서비스 제
공자들(online search engine providers)에게 그

|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주 저작권법의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첫째, 저작권 침해의 고

유

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했던 저작권 침해의 ‘주
된 목적(primary purpose)’ 기준을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primary purpose or primary effect)’

럽

로 완화했다. 둘째,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확대했다. 셋째, 불법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의 삭

|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조치 명령 대상에 검색서비스제공자도 포함됐다. 이하에서는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더 면
밀하게 살펴본다.

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저작권 침해의 ‘주된 효과(primary effect test)’ 접근 차단 대상
현행 호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구하기 위해 해당 사이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8」을 승인했다1).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정의

트에 대해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안 제115A조 1항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절차와 운용의 효율성에 관하여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가 해

그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를 가지는

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저작권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자가 법원에 접근을 막는 조치를 위한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

라서 이번 저작권 개정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에 호주 저작권법에 도입됐던 불법 사이

라서 법원은 접근 차단조치를 명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고의성 여부는 고려할 요소가

트 접근 차단조치에 관한 제115A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현행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에 따라 저

아니며,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된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만으로 접근 차단조

작권자들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

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효과’를 가지는 사이

타

2018년 11월 28일, 호주 의회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Copyright

기

트 운영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저작권자들은 그 입증의 어

|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들을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들(carriage service provider, CSPs)에게 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연방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현행법 하에서 온라인 사이트 접근 차단조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CSPs는 호주 이외

검색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차단 적용 확대

의 지역에서 운용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해야만 하고, 불법 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

개정안 제115A조 2항은 법원이 저작물등의 온라인 위치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판

해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불법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라

단한 경우 저작권자등은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차단하도록

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호주 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의 검색

부,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을 묵과하였는지 여부, 사이트 차단이 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

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

다4). 그런데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이후 온라인 검

령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차단조치 명령을 확대한 이유는 접근이 차단된 불법 사이트에 대

색결과에서 나타나는 프락시 서버 및 미러 사이트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한 정보를 검색서비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우회적 접근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우회적 접

즉각적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접근이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구글

근의 98%에 대한 책임이 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접근 차단 명령 준용
1)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s Legislation Committee, Copyright Amendment(Online Infringement) Bill 2018, Nov 2018.
2) 2015년 사이트 차단 조치 도입 이후, 호주의 저작권 침해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Rimmer, Matthew, “A Submission on the 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8 (Cth) to the Senate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s
Legislation Committee,” 21 Nov 2018.
4) Roadshow Films Pty Ltd v Telstra Corporation Ltd [2016] FCA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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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에 대한 검색결과에 대해서만 확대해 적용된다.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은 동일한 불법콘텐츠를 이용자들

|

이 검색하도록 하려고 다른 도메인 네임, URLs 및 IP 주소를 이용해 접근 차단 조치를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

싱가포르 고등법원,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 앱들의 접속 차단 명령 부과

국

법원이 내린 차단조치 명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 규정은 법원의 접근 차단 명령이 이뤄진 CSPs 관

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정을 지지하는 견해는 접근 차단조치를 구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이 부담해야 하
유

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절차들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법원의 과도
한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저작권법상 대체 분쟁 해결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 규정을 반대
하는 견해는 법원이 해야 하는 법적 판단을 저작권자, CSPs 및 검색서비스제공자들 간에 협의토록하고 결정하

럽

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저작권자, CSPs 및 검색서비스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고 보았다.

|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시사점
일

온라인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호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하여 페이스북, 구글, 트위
터 등과 같은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검색서비스제공자들을 접근차단조치 대

본

상에 포함하는 제115조 2B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동 규정은 법원의 명령 없이 호주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중요한 결정을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

|

한다. 그리고 법원의 차단 명령에 따르기 위한 기존의 조치들이 지체됐거나 저작권자들에게 고비용을 충당하
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저작권 개정은 기존 조치들의 비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

기

없이 접근차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급한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
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치 피필드 통신문화부 장관(Minister for

도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창작산업과 창작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하 ‘ISP’)들에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저작권 침해 앱(app)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명령

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번 저작권 개정은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njunction)을 내렸다. 이번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결문은 아직 공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

최근 해외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접근 차단조치가 실행된 이후 검색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만 그동안 저작권 침해 앱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던 지역의 TV 사

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내의 대형 온라인포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업자들과 Fox International,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등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1). 저작권 침해의 주요

여 법원의 접근차단 명령 이후 불법 사이트와 링크 정보 등이 검색되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

수단인 셋톱박스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2) ISP들에게 셋톱박스 기기 자체가 아

기 위해 불법콘텐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자와 포털사업자들이 협력 구축해 6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

닌 셋톱박스를 구동시켜 주는 셋톱박스 앱의 접속 차단을 명령한 이번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제한다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미디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18년 11월 2일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
타

Communications and the Arts)은 “이번 저작권 개정으로 호주에서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우회적 시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 및 셋톱박스 앱
셋톱박스는 원래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셋톱박스에 영화, TV 프로그
램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
로그램이 미리 탑재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셋톱박스가 사실상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1) https://torrentfreak.com/singapore-high-court-blocks-access-to-pirate-set-top-box-apps-181123/
2) 하노이 사무소, “유료 TV방송,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직면”, 해외센터뉴스 제2018-8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 김혜성, “[뉴질랜드] 법원, 유
료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동향 2018 제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 유현우, “[호주] 홍콩 TV 방송사, 셋톱박스(set-top boxes)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청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저작권동향 2018 제18호, 한국저작권위
원회, 2018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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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er)11)의 일원인 Dedar Singh Gill은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바로 즉시 8개

의 불법 스트리밍 (illicit streaming) 앱을 설치한 셋톱박스 기기는 별다른 설정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저작

의 인증 서버 도메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승인했다.

국

device)로 기능하기 때문에 셋톱박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목적

|

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콘텐츠의 무단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도 악용되고 있

이 중에서도 TV 셋톱박스란 온라인 영상물 및 웹페이지의 검색,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스마트폰, 태블릿 PC

서비스에 대해 지불 의사가 없는 이용자의 수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셋톱박스에 대한 억제 효

등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을 관람 및 시청하는 행위 등을 TV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 제품을 의미5)

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12) 그러나 이번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셋톱박스 기기 자체뿐만 아니

하며, 최근에는 무료로 유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셋톱박스를 구동시켜주는 응용 프로그램인 ‘셋톱박스

라 셋톱박스를 구동시켜주는 셋톱박스 앱까지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앱’이 셋톱박스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9월 KBS, MBC, SBS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간 VOD서비스를 통해

이처럼 셋톱박스와 셋톱박스를 구동시켜주는 셋톱박스 앱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저작권 침해 문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

제를 야기하면서 미디어·콘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공적(公敵)으로 지목되고 있으

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셋톱박스 유통업체의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모두 인정해

며, 전 세계 미디어 업계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 기기 및 셋톱박스 앱으로 인해 많은 골치를 썩고 있

원고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미국 캘리포니

는 상황이다. 이에 전 세계의 미디어 산업 관련 회사들은 셋톱박스 생산자 및 유통업자와 앱 개발자들을 상대

아 연방 지방법원도 국내 지상파 3사 미국 법인이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의 제조·판매·마케팅업체인 중국의

로 이들의 행위를 직접 법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을 통해 대처하거나 ISP에게 해당 셋톱박스 및 앱의 접근 차단

Creat New technology와 Huaynag technology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인

을 요청하는 법적 수단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셋톱박스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7).

정된다며 이들 제조사들에게 6천 5백 만 달러(약 785억 원)를, 미국의 유통업체에는 140만 달러(약 17억 원)를

6)

|

적 옵션은 이미 스틱형 단말기기부터 스마트폰 앱, PC용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다가 기존의 유료

본

지불을 원치 않는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4).

일

기존의 셋톱박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셋톱박스의 생산 및 유통 일부를 차단하더라도 셋톱박스와 관련한 기술

|

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불법적으로 해당 스포츠의 실시간 TV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비용

럽

시사점
유

는 실정이다3). 셋톱박스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이용자들이 중계권자, 방송사 등 공식 공급업체에게 높은 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셋톱박스 기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근까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AVIA 등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

법원은 2018년 11월 2일 지역의 ISP들에게 저작권 침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s, 이하 ‘앱’)의 접속을 차

은 이번 판결이 관련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성명서까지 내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13).이

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결문은 아직 공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와 함께 미디어 업계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범죄 단체들의 라이브 스포

‘아시아 비디오 산업협회(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이하 ‘AVIA’)’8) 산하 ‘반 저작권 침해 연합

츠, TV 채널 및 VOD 콘텐츠를 포함한 불법 스트리밍 콘텐츠를 막고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Coalition Against Piracy, 이하 ‘CAP’)’ 의 총괄 책임자인 Neil Gain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 앱들로 인해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에까지 참여한 Singnet PTE Ltd, Fox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통한 금지 명령은 최근 몇 달 동안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내린 세

Networks Group Singapore PTE Ltd, NGC Network Asia LLC, Fox International Channels

번째 금지 명령으로 평가14)되는데 싱가포르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미디어 산업에

(US) Inc, The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 등 원고들의 목소리가 이번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게 될지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

|

이처럼 셋톱박스와 셋톱박스 앱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수단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고등

타

국내에서 셋톱박스 앱만을 문제삼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셋톱박스 앱에 대한 접

기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접속 차단명령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번 재판에서 문제된 앱들은 판결 이후 ISP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기 시작했으
10)

며, 11월 초에 원고들에 의해 차단 신청이 완료된 다른 앱들도 곧 ISP에 의해 접근이 차단될 예정이다. 한편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적 공세에 직면한 해적판 셋톱박스 및 TV 서비스”, 2018 KCA Media Issue & Trend, 2018년, 6면.
4) https://torrentfreak.com/singapore-high-court-blocks-access-to-pirate-set-top-box-apps-181123/
5) 한국저작권보호원, “中, 온라인 TV 셋톱박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 소송 증가”,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제18권, 2014년, 54면.
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적 공세에 직면한 해적판 셋톱박스 및 TV 서비스”, 2018 KCA Media Issue & Trend, 2018년, 6면.
7) https://torrentfreak.com/singapore-high-court-blocks-access-to-pirate-set-top-box-apps-181123/
8) 아시아 비디오 산업협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디오 산업 및 생태계를 위한 무역 관련 협회이다. 동 협회는 미디어 산업의 전 세계적 동향에 주목하고 있
으며, 특히 아시아 비디오 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s://asiavia.org/about/
9) 2017년 10월에 출범한 ‘반 저작권 침해 연합’은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인 비디오 콘텐츠 제작자 및 유통사업자자들이 함께 연대해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반 저작권 침해 활동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정보 및 IP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https://asiavia.org/antipiracy/cap/
10) https://torrentfreak.com/singapore-high-court-blocks-access-to-pirate-set-top-box-apps-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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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사법위원(Judicial Commissioner)은 사법부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임명되는 재판관의 일종으로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법위원이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대통령의 추천과 대법원의 임명에 의해 사법위원이 결정
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Judicial_Commissioner
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적 공세에 직면한 해적판 셋톱박스 및 TV 서비스”, 2018 KCA Media Issue & Trend, 2018년, 13면.
13)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18/11/23/singapore-court-decision-to-block-access-to-illegal-app-tv-box/
14) 지난 5월에는 미국 영화협회의 요청에 의해 ISP가 수십 개의 torrent와 유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The Pirate Bay와 Kickass Torrents 등을 포함한 스
트리밍 플랫폼의 접근이 차단됐으며, 10월 초에는 헐리우드 영화사들에게 불법 사이트들이 차단을 우회하려고 시도할 때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시
킬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동적 차단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https://torrentfreak.com/singapore-high-court-blocks-access-to-pirate-set-top-boxapps-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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