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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명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참 여 총 7 명 연 구 99,000 천원
연구책임자
전응준
(주관연구수행기관)
연구원수
용역비
요약
면수
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 현지에서의 적절한 침해구제 절차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하여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콘텐츠 침해 현황
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침해 지표가 상위권인 국가 중 저작권 관련 정보가 부족
한 4개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문헌 자료 및 현지 전문가, 법무법인을 통하여 연구 대상 국가의 저작권법 및 제
도,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현지 정부기관, 민간단체 현황,
침해 대응을 위한 비용 및 법률대리인 정보 등 저작권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하였음
-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지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
- 현실적으로 연구 대상 국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대상 국가에서 발생한 온라인 저작
권 침해에 대하여 접속차단 또는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는 실무적인 프로세스
및 보호원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택 모니터링’ 사업에 필요한 모니터링 모델
을 제안함

색인어

한글
영어

저작권,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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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한류 문화 확산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증
가하고 있으나, 현지 저작권 보호제도 및 침해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여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
○ 한류 콘텐츠 침해 지표가 높은 국가들 중 저작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
로 부족한 국가들을 대륙별로 한 나라씩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별
로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저작권 침해구제 제도를 조사·검토
○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효
과적인 저작권 침해구제 방안을 연구하고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책 마
련

I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국가별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 및 분석
- 현행 저작권법 분석(주요 규정 번역 포함)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차이
점 비교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및 저작권 등록 절차 조사
- 해외 문헌 및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수
집
- 기존 논문·출판물 등 문헌자료 및 WIPO 공식 웹사이트 정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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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정리
○ 국가별 저작권 침해구제를 위한 세부절차 조사 및 분석
- 저작권 침해구제를 위한 법원 체계 및 소송 절차 정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방법 및 근거 법률 조사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정보 수집
- 최근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탐지할 수 있어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
실적으로 가능한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접속차단, 게시
물 삭제 등)을 집중연구
- 문헌 및 인터넷 자료 검색 후 현지 전문가 및 법무법인에 대한 질의를 통
하여 수집한 정보를 확인·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
- 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자, 콘텐츠업체들을 위한
저작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 국가별 민관협력 방안 연구
-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주요 저작권 침해발생 사이
트 정보 수집
-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을 정부기관(공공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로
분류하여 조사·정리
- 우리나라의 저작권자 또는 유관기관이 현지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
하여 접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기
관 또는 민간단체와 접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의 민간 협업 현황 및 외국의 민간 교류 협
력 현황 조사·분석
- 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류콘텐츠
에 대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저작권 보호기관이 포함
된 방안(정책) 제시
○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침해실태 조사 및 분석
- 해외 침해사이트의 일반현황 조사(1차, 2020. 8.) 및 주요 침해사이트의 침
해물 샘플링 조사(2차, 2020. 9.~2020. 12.) 결과 데이터를 분석
- 침해사이트의 일반현황 조사결과에서는 서버위치, 제공언어, 트래픽 분석
결과와 카테고리 별 침해물 수량을 위주로 하여 일반적인 경향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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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을 수행
- 주요 침해사이트의 침해물 샘플링 조사결과에서는 각 사이트 별로 약 1~2
주 정도 기간 동안에만 조사가 진행되어, 개별 사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경
향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개별 침해물의 카테고리, 제공형태(다
운로드, 스트리밍), 업로드 소요기간 등의 정보를 위주로 하여 분석하는 작
업을 수행
- 모니터링 항목들은 실제 온라인 침해물의 접속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사이트 이름, URL, 콘텐츠 명 등)에 불과하여,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표준 모니터링’ 모델 제안을 위하여는 별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자문위원회 개최
- 연구의 방향 및 분석방법에 대한 자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보고서 내
용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자문위원회’ 개최
- 연구수행기관인 유미법무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풀에
서 5~6인을 선정하여 연구기간 중 2회 개최(1회 비대면, 1회 서면)

IV. 연구과제 수행결과
1. 저작권법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가. 러시아
○ 현행 저작권법 : 2019. 12. 16. 개정 연방 민법(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69(지적재산권 관련 총칙), Chapter 70(저작권), Chapter
71(저작인접권)
○ 기존에는 저작권법이 존재하였으나, 2006년 러시아 연방 민법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4부(Part IV)로 추가하였음
○ 국제조약 가입현황 : 베른협약, WPPT, WCT, TRIPs 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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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형식과 모든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복제, 배포, 전시, 수입, 대여 등)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The
Exclusive Right to Work)를 인정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망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존속(공동
저작자의 경우 마지막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저작인격권 : 귀속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및 철회권. 일신
전속권이며 양도가 불가능함
○ 저작인접권 : 실연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
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미공개 저작물을 공
표하는 자의 권리
- 보호기간 : 실연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기준이 되
는 행위가 있은 다음해로부터 50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완
료된 해의 다음해로부터 15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미공개 저
작물을 공표하는 자의 권리는 공표된 해의 다음해로부터 25년
○ 업무상 저작물 :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
권은 해당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주는 고용계약 또는 별도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저작재산권)
을 가지게 됨. 다만 고용주가 직무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독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저작권 등록 : 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나, 권리의 소유관계 또는
권리의 우선권 주장 등을 위하여 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양도등록 포함)에 대해서만 러시
아 지적재산권국(ROSPATENT)에서 관리하고, ROSPATENT에서 교부하는 증
명서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권리를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
음
- 다른 저작물에 대한 등록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단체들을 통하
여 이루어지며, 등록부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저작권의 양도 : 과학, 문학, 예술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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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오픈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현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
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러시아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연방지방중재법원에
제소된 민사소송 건수(10,109건) 중 저작권 침해가 51%의 비율을 차지함
(2014년 기준)
- 2019년에는 522건의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적발되었음

나. 인도
○ 현행 저작권법 : 2012. 6. 5. 개정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2012),
2013. 3. 14. 제정 저작권 규칙(The Copyright Rules, 2013)
○ 인도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후, 1999년, 2002년, 2012년 개정을 거
쳤으며, 2012년 개정으로 I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저작권협회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규정, 세관에 의한 불법 복제품 수입
금지 및 민사상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음
○ 국제조약 가입현황 : 베른협약, WCT, WPPT, TRIPs 협정 등

○ 저작물 : 언어,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영화필름, 녹음물 등으로 열거
하여 정의
○ 저작재산권 :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규
정된 특정 행위(복제, 공중송신, 실연, 번역, 교부 등)를 행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으로 정의함.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망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60년간 존속(영화필름은 필
름이 공개된 연도, 녹음물은 녹음물이 발행된 연도 기준)
○ 저작인격권 :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음. 귀속권, 동
일성유지권. 일신전속권이며 양도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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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 실연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보호기간 : 실연권은 실연이 행하여진 해의 다음해 시작일로부터 50년,
방송사업자의 방송복제권은 방송이 행하여진 해의 다음해 시작일로부터
25년
○ 저작권 등록 : 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나, 실무상 저작권 등록부
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에서 반증을 통하여 뒤집히지 않는 이상 증명된
사실로 추정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48조) 저작권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
하고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저작권 등록이 자주 사용됨
-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인도 저작권국(Copyright
Office)를 통하여 진행됨
- 등록신청권은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인정됨
○ 저작권의 양도 : 양도 범위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용매체나 이용형태가 양도 후에 개발된 경우 그러한 이용매체나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지 않음
○ 저작권 침해 현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인터넷을 통한 모방품 및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크게 문제되고 있음
- 2020년 중반까지 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관련 분쟁의 판
결 업무를 담당하는 IPAB(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의 어려
움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음

다. 브라질
○ 현행 저작권법 : 2019. 11. 26. 개정 저작권법(LEI Nº 9.610, DE 19 DE
FEVEREIRO DE 1998.)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9,609호 법률에서
저작물의 보호와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
○ 국제조약 가입현황 : 베른 협약, TRIPs 협정, 부에노스 아이레스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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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처
분할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을 이용
하는 특정 행위(저작권법 제29조 각호)를 위해서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사
전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망한 연도의 다
음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존속(공동저작물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
한 저작자의 사망연도 기준). 단,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간 존속
○ 저작인격권 : 귀속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수정
할 권리, 저작자의 명예훼손 우려시 저작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저작권법 제27조). 일신전
속권으로 양도, 포기, 변경이 불가능하며 보호기간도 영구적으로 저작자
사망시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음(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제
외)
○ 저작인접권 : 실연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재산
권과 동일하게 실연, 방송, 음반제작이 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간 보호
○ 저작권 등록 : 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나, 실무상 저작권 등록부
를 이용하여 권리자임을 주장하거나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증명하기 용이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권장됨.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관리하는 중심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유형별로 정해진 기관에
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저작권의 양도 :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과 사용범
위, 사용대가 등 조건을 서면에서 명시해야 함. 만약 계약상 명시적인 정
함이 없을 경우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의 범위는 계약 목
적상 반드시 필요한 이용 방법에 한정되며, 계약이 체결된 국가 내에서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도 5년 이내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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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현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
으로 지정되어 있음
-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제조된 불법복제물이 브라질에 대량 수입되고
있음
- 상파울루의 상업지구, Bom Reitro와 같은 의류지구, Rua Santa Efigenia
와 그 주변 지역이 주요 불법복제물 유통지역으로 손꼽힘

라. 사우디아라비아
○ 현행 저작권법 : 2018. 7. 8. 개정 저작권법(Royal Decree No. M/41 of
2.7.1424H)
○ 1989년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중 최초로 문학과 미술 및 과학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가, 2003년 현행 저작권법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법을 국왕 명령(Royal Decree)으로 공포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법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에서 제정되고
왕령으로 승인·공포된다. 샤리아법과 일반법이 서로 배치될 때에는 샤리
아법이 우선한다.
○ 국제조약 가입현황 : 베른 협약, TRIPs 협정 등

○ 저작재산권 : 저작물 이용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권
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9조), 복제, 배포 등 정해진 행위태양에
만 한정된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해주
고 있음.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망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공동저작물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일 기준)
○ 저작인격권 : 귀속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수정
할 권리, 배포중지권(저작권법 제8조). 일신전속권으로 양도, 포기, 변경이
불가능하며 보호기간도 영구적으로 저작자 사망시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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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사할 수 있음(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문화정보부가 행사)
○ 저작인접권 : 실연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재산
권과 동일하게 실연, 방송, 음반제작이 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
○ 저작권 등록 : 2019년 8월 저작물 임의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2019년
12월부터 시행.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하
고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이 샤리아법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 공중
도덕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
리 행사 시기 및 장소를 한정하여야 함(저작권법 제11, 13조)
○ 저작권 침해 현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
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음. 유럽으로 유통되는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경유국
역할을 하고 있어 중동 국가에서 주요 침해품 수출국에 해당함
- 최근 SAIP의 설치 이후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단속과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속과 조사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침
해품의 압수 및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위성방송 또는 셋탑박스를 통한 방송 시청이 일반화 되어 있어, 위성방
송 또는 온라인을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보고되고 있음

2. 저작권 침해대응·집행 체계 분석
가. 러시아
□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 민사(상사) 사건의 관할 :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내에서 등록을 요하는
특허, 상표 및 그 밖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민사소송법 제403조,
상사소송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건에 대한 분쟁의 전속적 국
제관할권을 가지고, 러시아 법원이 사건을 맡은 후에는 외국법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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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계속하여 본안에 대하여 판결함(국
제재판관할권의 우선적용원칙, 민사소송법 제405조, 상사소송법 제247
조).
○ 형사 사건의 관할 : 러시아 형법 제3조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범한 범
죄행위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기소는 러시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
됨
○ 행정 사건의 관할 : 러시아 내에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면
책특권을 가진 자 제외)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규위반법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부담함
□

소송절차 및 법원 체계

○ 법원 체계 :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관할 법원과 상사적
성격의 분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특별 상사
법원(arbitrazh 법원)으로 나뉨
- 일반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제1심 법원), 주 법원, 자치구 법원, 자치공
화국 대법원,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 상사법원은 상사법원(제1심 법원), 상사 항소법원, 연방 지방 상
사법원, 러시아 연방 최고 상사법원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
12. 1.에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이 상사법원 체계 하에 설립되었음
-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특별법원, 2심 지식재산권 특
별법원으로 구성되며, 2심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특별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재심, 러시아연방 상사법원이 1심 및 항소심에서
내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다룸. 2심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러시아 연방 최고 상사법원이 맡음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피고 거소지 법원 또는 피고
재산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이행
지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의 소는 계약이행지 법
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음
-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서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호콘텐
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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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에 관계 없이 무조건 모스크바
시 법원에 신청해야 함
○ 형사소송절차 : 지적재산권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은 아직 별
도로 존재하지 않아 일반법원이 관할
- 수사기관 : 러시아 경찰, 경찰사무소, 연방세관, 지적재산국
□

구제방법

○ 민사적 구제수단
- 구제조치의 종류 : 금지명령, 손해배상, 원저작자 확인, 침해품의 압수,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압수·폐기 등
- 당사자적격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자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 법정보상금(최대 5백만
루블, 불법복제물 가격의 2배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료의 2
배)을 청구할 수도 있음(셋 중 하나만 청구 가능)
○ 형사적 구제수단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
락을 받은 자, 저작권자로부터 통상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위임 필요)만 가능
- 처벌규정 : 형법 제146조에 근거하여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권 및 저
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무단이용, 저작물 또는 음반 불법복제물의
취득, 저장 및 운송행위가 범죄로 처벌됨. 다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로 이용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로 이용한 경우 중 조직적
으로 행하여진 경우, 피해가 1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인 지
위를 이용한 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 처벌의 종류 : 징역 등 자유형, 의무노동형, 교정노동형, 벌금형 등 중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 가능
- 판결에 따라 침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건을 폐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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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구제수단
- 근거법령 : 연방민법, 행정범죄법(CAO), 형법, 저작권침해대책법, 세
관법 등
- 행정범죄법(CAO) 제7.12조 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방품과 음
반의 수입, 판매, 대여, 위법한 사용과 저작물의 제조자, 제조지, 저
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할 시 일반인은 1,500~2,000루블, 공무원은 1만~2만 루블, 법인은 3
만~4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함(침해에 사용된 설비 등에 대한 압수·
폐기도 가능)
- 세관을 통한 구제조치 : 세관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국경조
치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음(등록 소요기간
은 보통 3~4개월 정도)
-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에는 해당 행정기관이 원고로 참여함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 계약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만 사용될 수 있
음

나. 인도
□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 인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국제사법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
지 않음. 다만 인도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of India)는 효율성
과 일관성의 취지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적용할 절차법이
인도법이라는의견을 제시하였음
○ 준거법 : 인도 대법원은 두 국가 법 사이의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
한다고 판시하였음(Surinder Kaur Sandhu v. Harbax Singh Sandhu
(1984) 3 SCC 698.) 다만 저작권은 엄격하게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법이
므로, 인도 법원이 외국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소송절차 및 법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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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체계 : 연방국가이긴 하나 연방과 주의 구분이 없는 일원적 시스
템으로 운영되며, 하급법원(Lower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
(Supreme Court of India)으로 구성되는 3심제 체계
- 고등법원은 각 주에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하급법원의 항소심에 대
한 관할권 및 영장 관할권만 가짐. 예외적으로 마드라스 주, 캘커타 주,
봄베이 주, 자무 주, 카슈미르 주 고등법원 및 델리 고등법원은 토지관
할권 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1심 민사관할권을 가짐
(일정 소가 이상 사건만 가능)
- 대표적인 하급법원인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각 지구(District)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소송물의 크기나 공소사실의 경중에 따라 간이
한 재판절차를 목적으로 설치된 재판기구나 경미한 민형사 사건을 관할
하는 심판기구도 별도로 존재함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피고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소송상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발
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 도입으로 저작권 소송을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상사사건으로 지정되어 소가가 30만 루피
이상인 때에는 고등법원 상사부, 30만 루피 이하인 때에는 인도지방법
원 또는 일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됨
-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에 상대적으로 정통하므로,
1심 민사관할권을 가지는 고등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것이 권리자에게 유리함
- 저작권법은 제소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한은
1963년 제소기한법(Limitation Act, 1963)에 따라 규율됨. 제소기한법에서
는 법률상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3년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 중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침해
행위로 알려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

형사소송절차

:

저작권법에

따라

대도시권

치안판사(Metropolitan

Magistrate) 또는 법원의 1급 치안 판사(Judicial Magistrate) 보다 하위의
법원은 저작권법 상 범죄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64조에 따라 하위 검사관 급 이상의 경찰관은 장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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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저작권 침해물 및 침해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판
본을 영장 없이 압수할 권한을 가짐
-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출석이 모든 심리기일에 강제되기 때문에 외
국인의 경우 형사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구제방법

○ 민사적 구제수단
- 구제조치의 종류 : 금지명령, 손해배상, 이익반환, 침해품의 파기, 침해
에 사용된 물건의 압수·폐기 등(저작권법 제55조)
- 당사자적격 : 저작권자(저작권법 제54조, 배타적 이용권자 포함)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가처분(interim injunction) : 인도 민사소송법 제39호 명령(Order
XXXIX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발령됨. 사실관계가
정당하다면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권리자의 신청만
으로 발령되는 일방적 가처분(ex parte interim injuction)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John Doe Order : 불특정 당사자(익명 포함)에 대한 포괄적 명령
- Anton Piller Order : 조사·압수 명령.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의 감독
하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토지에 들어가 피고의 침해물을 압수할
수 있어 권리자의 증거 확보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Dynamic Injuction : 모색적 금지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대
한 차단 명령의 경우 신청 당시 특정한 웹사이트의 IP 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가 IP를 변경하여 이동한 주소에 대해서도 차단이 가
능함
○ 형사적 구제수단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
락을 받은 자(고소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 처벌규정 : 저작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해
서는 가중처벌 가능(저작권법 제63A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침해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자를 별도로 저작권법 제63B조에 근거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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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종류 : 침해자에 대한 금고형 또는 벌금형, 침해품의 압수·파
기 등
- 판결에 따라 침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건을 폐기할 수 있음
○ 행정적 구제수단
- 근거법령 :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 규칙 제79조, 세관법 제11조, 세
관 고시번호 51(2010년)
-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권리자는 세관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지
하고, 저작권 침해품을 금지물품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침해품
이 특정 시기에 인도로 수입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Norwich Pharmical Order : 원고를 위하여 완전히 선의일 수 있는 제
3자에 대한 정보의 개시를 명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명령(Norwich
Pharmacal and Others v.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1974] AC 133).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관세청에 대하여 발령하여 침
해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다. 브라질
□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 국제재판관할 : 브라질 민법은 피고가 브라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의무가 브라질 국내에서 이행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브라질 법원
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브라질에 대리인,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은 대리인, 지사 또는 지점의 주소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됨
○ 민사사건의 준거법 : 브라질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격과 관계에
대해서는 재산소재지법, 의무를 규율하기 위한 사건에서는 의무가 성립
된 국가의 법이 적용됨(계약에서 비롯된 의무는 청약자가 주소를 둔 곳
에서 성립된 것으로 해석됨)
○ 형사사건의 준거법 : 범죄가 브라질 영토 내에서 실행된 경우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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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적용될 수 있음. 범죄는 그 결과가 야기된 장소 또는 그 결과가
예상되었어야 하는 장소에서 실행된 것으로 간주됨
□

소송절차 및 법원 체계
○ 법원 체계 : 기본적으로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구성되며, 특별법원
은 군사법원, 노동법원, 선거법원으로 구성됨. 일반법원은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뉘는데, 연방지방법원은 주 법원과 동일한 사물관할을
가지지만 연방정부에 소속된다는 점이 다름
- 연방대법원(Supreme Federal Court, STF)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수행하
며, 각 특별법원들에 대하여 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
이 각각 존재함
- 최고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STJ)은 헌법과 관련이 없는 연방법
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할을 가지고 있는 최고 상급법원이며,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법률심)
-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 :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적재산권 및 불공정경쟁
행위 전문 연방 1심 법원, 상파울루와 리오그란데도술에는 지적재산권
전문 항소법원이 있음
○ 민사소송절차 :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기초로 한 소는 피고의 주
소지 주 법원에 제기됨. 브라질은 27개 주가 각자 사법권한을 가지고
사법제도와 소송을 관할하므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이에 따
라 주 법원에서 이루어짐.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법원이 사건을 심리
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원고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서 침해가 발생하였
다는 증거를 제출한 때에는 그 관할 지역에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에
는 원고의 소재지에서도 심리가 가능함
- 민사소송에는 현지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 형사소송절차 :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도 통상 주 법원의 관할에 속함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에서는 전문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 UNI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한 법률 제
9,307/96호 및 파나마 협약, 뉴욕 협약 등 국제조약 비준으로 중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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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되었음
- 브라질-캐나다 중재위원회, 상파울루 주의 산업연맹(CIESP)에 소속된
상파울루 조정 및 중재센터, AMCHAM 중재센터 등
□

구제방법

○ 민사적 구제수단
- 구제조치의 종류 : 손해배상, 사본압수 또는 공개중지, 전송중단조치,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파기, 벌금 등(저작권법 제102~110조)
-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는 침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간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손해배상의 경우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면 라이선스 대가로 지
급받았을 금액 중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함

○ 형사적 구제수단
- 저작물의 무단 공중송신(형법 제184조 제3항)을 제외한 형법 제184조
제1, 2항의 행위는 비친고죄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음. 다만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고소를 하고 검사가 원고가 되므로 저작권자
는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하거나 변론 등을 거의 할 수 없음
- 처벌규정 : 형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허
락없이 복제하거나 유통, 판매, 유상대여, 공중송신 등을 한 자는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직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적 사용을 위한 저
작물과 음반의 1부 복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행정적 구제수단
- 근거법령 : 세관 시행령 제6,759조/09호, TRIPs 협정
- 세관은 권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의
심되는 대상을 통관 시점에 압류할 수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세관등록제도가 없음

20

라. 사우디아라비아
□

소송절차 및 법원 체계
○ 법원 체계 : 일반법원 체계(General Court System)와 행정처가 당사자인
분쟁을 다루는 행정법원 체계(Administrative Court System)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 국왕이 위
원장)가 이러한 법원들을 감독함
- 일반법원 체계 :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1심법원(First degree courts)의 3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심법원은
내부적으로 노동부(the Labour Circuit), 형사부(the Criminal Circuit), 상
사부(the Commercial Circuit), 민사부(the Personal Matters Circuit)로 나
뉨
- 행정법원 체계(Board of Grievances) : 행정법원(The Administrative
Court), 항소행정법원(The Administrative Court of Appeal), 최고행정법
원(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의 3심 법원으로 구성. 산업재산
권의 등록과 관련된 분쟁(출원등록, 출원거절,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은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위반행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은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내에
설치된 위반행위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최고사법평의회의 지침을
통하여 2020. 1. 26.부터 저작권,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식물품종
권과 관련된 침해 사건의 관할을 모두 상사법원(Commercial Courts)으
로 이전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
다만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나,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에게 자
신들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임

□

구제방법
○ 민사적 구제수단
- 구제조치의 종류(저작권법 제22조) : 손해배상, 임시적 압류·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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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응)
○ 형사적 구제수단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1조)를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게 됨
- 처벌규정(저작권법 제22조) :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경고, 최대 25만
리얄의 벌금, 2개월 이하의 사업장 폐쇄, 복제물과 저작권 침해행위
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6개월 이하의 징역 중 하나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됨
- 침해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사죄 광고명령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영업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관련 분
야 활동, 행사 또는 박람회 참여를 금지시킬 수 있음(저작권법 제22
조 5, 6항)
○ 행정적 구제수단
- 근거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저작권과 상표에 따른 저작재산
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규칙 제5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저작권과 상표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규칙 제5조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 침해물품
통관을 보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 정지 요청을 할 수 있
음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
나, 2016년 리야드에 사우디 중재센터(Saudi Centre for Commercial
Arbitration, SCCA)가 개설되고 UNICITRAL 중재규칙에 기반한 SCCA
중재규칙이 만들어져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다만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무관하
게 모든 중재는 샤리아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중재법 제2조), 중재
결정이 샤리아법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3.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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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 Telegram 채널 또는 채팅방에 구글 드라
이브 또는 Yandex Disk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 URL을 전달하는
방식의 불법저작물 배포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러시아에서 사
용되는 SNS 중 Vkontakte(VK)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자유롭게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VK를 통한 불법 저작물의 업로드 및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VK는 업로드시 불법 저작물 여부 확인을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VK에 따른 저작권 침해
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차단
- 러시아는 2013년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연
방법 개정안(No.187-FZ, Anti-Piracy Law) 제정하여, 저작권자가 법원의
임시적 금지명령 등을 받아 정부기관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또는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후
2015년 Anti-Piracy Law를 개정한 Information Law에서는 영화, TV 영상
물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법률의 범위를 사진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
물에 확대하여 적용하게 됨
- 2017년 개정된 Information Law(연방법 제156-FZ호)에서는 침해사이트
차단 후 우회 도메인 등을 통한 미러링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
단을 위하여 “차단된 웹사이트의 복제(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개념을 도입함.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접속제한된 웹사이트
의 미러링 사이트가 발견될 경우 법원을 통한 법적절차 없이 바로 접속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0년 개정된 Information Law(연방법 제177-FZ호)는 차단의 범위를 웹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확장함(2020. 10. 1. 시
행)
- 접속제한 절차 : 법원의 예비금지 또는 접속제한에 따른 강제집행 영장
을 받은 후 이를 로스콤나조르(Roskomnadsor)에 송부하면, 로스콤나조르
는 3일 이내에 정보중개자를 파악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의 삭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정보중개자는 위
경고장을 받은 후 1일 이내에 호스트 프로바이더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정보중개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로스콤나
조르가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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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 금지조치 : 침해가 반복될 경우 권리자는 해당 사이트 등을 영구
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합법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에 불법저작물에 대한 접속차단 또는 삭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
고 있고, Information Law에서도 법원의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
권자가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속
차단 또는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 소유자가 3일 이내에 해당 콘
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소송 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Information
Law 제15.7조) 우선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스크바 시 법원에 인터넷 접속차단 등의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여
Information Law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됨(불법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참조)
- 불법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모스크바 시 법원에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의 명
령을 근거로 로스콤나조르에 접속차단 요청을 하면 로스콤나조르에서
ISP 등에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함. 이후
동일한 침해가 반복될 경우 모스크바 시 법원에 영구적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Information Law 제15.6조), 차단된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없이 로스콤나조르에 차단을 신청할 수 있음
(Information Law 제15.6-1조). 2020. 10.부터는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마켓 앱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접속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구할 수 있음

나. 인도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 2020년 기준 약 5억 6,6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인도는 예전
부터 불법적인 웹사이트, 토렌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이
흔하게 이루어져 왔었고, 최근에는 Youtube, Dailymotion 및 Vimeo와 같은
스트리밍 콘텐츠가 인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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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 인도 법원에서 수백 개의 불법 웹사이트와 홈페이지를 차단하였으나,
여전히 영상, 음악, 게임 등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불법 웹사이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차단
- 2000년에 제정된 정보기술법(IT법)에서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동영상,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IT법 제79조 제3항 (b)는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가 자신이 호스팅하는
사이트 또는 연결한 링크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이트
에 대한 접속제한 또는 링크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경
우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의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는 호스팅하는 사이트의 정보, 링크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접속제한 절차(Notice-and-take-down 시스템) :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c) 단서와 IT법 제79조 제1항 (c)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는 저작권
자로부터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서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접속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 John Doe Order(Ashok Kumar order) : 불특정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권리자는 법원에서 인용한 John Doe Order을 근
거로 다수의 ISP에 특정 웹사이트 또는 URL 등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에는 웹사이트 전체의 차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게 됨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IT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임
시적 접속제한 조치를 신청한 후, 본안 소송에서 영구적 금지조치를 명하
는 판결을 받아 접속제한 또는 콘텐츠 삭제를 하는 방법이 원칙
- 다만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시적 접속제한 기간인 21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John Doe Order를 받는 것이 유리함
- John Doe Order에 대해서, 2019년 4월 델리 고등법원은 “동적 금지명
령”(Dynamic Injuction)을 언급하면서 이미 John Doe Order를 통한 차단
을 요청한 사이트에 숫자 또는 알파벳이 추가되었을 뿐인 미러링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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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차단은 기존의 John Doe Order에 기한 차단명령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침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Anton

Piller

Order,

Norwich

Pharmical Order를 신청하여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 브라질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물은 토렌트, 불법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유통되고 있음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저작권자는 웹사이트나 ISP에 저작권 침해신고를 하여 해당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웹
사이트나 ISP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ction)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금지명령을 받아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게 됨
- ISP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제12,965/14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제19조, 제31조) 현행 저작권법
만이 적용되나, 저작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실무상으
로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ISP에 대한 침해신고가 있을
경우 접속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침해자를 알 수 없다면 권리자는 우
선 불분명한 침해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후 ISP에게 침해자 정보를
개시하고 저작권 침해자료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음

라. 사우디아라비아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 현재 대부분 위성방송 또는 셋탑박스를 이용하여 영상 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운로드 방식의 저작권 침해물 유통보다는 스트
리밍 방식 또는 불법개조한 셋탑박스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이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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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Facebook 등 SNS를 이용한 불법 콘
텐츠 공유, 해당 근로자의 현지 불법 웹사이트에서의 콘텐츠 다운로드가
오히려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함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차단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
재하지 않으나, 저작권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
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벌칙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답변이
없는 것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인 접속 차단 효과가 발생하게 됨
- 접속차단 절차 : 저작권자가 SAIP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고하거나
SAIP에서 자체 조사결과 저작권 침해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SAIP에서
해당 사이트의 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인터넷, 통신 접속을 관리하는
CITC(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함. SAIP의 차단 요청을 받은 CITC에서는 PSC(Permanant
Security Commitee)에 심의 요청을 하고 PSC에서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PSS(Presidency of State Security)에서 최종 승인을 하여 최종적
으로 그 결정에 근거하여 CITC에서 사이트 차단을 진행함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SAIP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접속차단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접속차단 요청을 SAIP이 운영하는 Copyright Portal에서 공식적으로 접수
하고 있고, 위 사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별도 인증절차를 거쳐
야만 로그인 할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국가별 민관협력 방안
○ 문화 상품의 특성상 국가기관에 의한 해외 국가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정책’의 강압적 집행은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주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나, 온라인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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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빠른 전파속도, 콘텐츠 접근 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민간이 홀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미국의 MPAA, BSA 등 저작권자 단체의 활동, 일본 CODA의 해외 저작
권 보호 활동 등을 살펴보았을 때,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통한 해외 저작
권 보호방안 모색이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임
○ 다만 연구 대상 국가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만 있을 뿐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MPAA, BSA와 같은 저작권자 단
체)가 없고, 현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도 자국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및 이용료 징구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자국 저작물이 아
닌 해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다만 현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MOU(상호관리) 체결을 통한 교류를
통하여 저작권 관리를 위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연구 대상 국가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저작권 관
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후, 국가별 문화적 특성, 경제 상황, 저
작권 산업 현황,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별 특
성을 고려한 민관협업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 로스콤나조르
- 인도 : CIPAM
- 브라질 : CNCP
- 사우디아라비아 : SAIP
○ 연구 결과, 연구 대상 국가에 형태는 다르나 모두 notice-and-take-down
시스템, 즉 침해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불법 콘텐츠의 접속차단 또는 콘
텐츠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기관들을 통하여 국내 저
작물 침해에 대하여 접속차단 조치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V. 연구 대상 국가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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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 국가의 시장규모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비하여 연구 대상 국
가에 대한 연구나 현황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현지 대사관,
KOTRA, 우리나라 민간 업체 등을 통한 현황 파악 및 현지 기관, 저작권
자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과의 교류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우리나라 민간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
사관 등 현지에 개설된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해 보임
○ 또한 2020. 12.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외 필요한 곳에 사무소, 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게 되었으므
로, 연구 대상 국가와 같은 주요 저작권 침해국에 현지 사무소 또는 주
재원을 두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침해 대응, 구제조치 등
보호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의 집행은 해당 국가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원은 저작권 관련 교육, 홍보, 지원 정
책을 우선으로 하여 해외기관 또는 저작권자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들과 직접 접촉하고, COA나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 민관협력체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행사 및 침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러시아는 저작권 관련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러시아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침해사이트가 상당히 많고 온라인 침해에 대한 접속차단 임
시명령을 비교적 쉽게 인용하여 주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터넷 접속차
단 업무를 수행하고 접속차단 사이트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로스콤나조
르와 협조하여 불법 침해사이트 정보의 공유를 통한 신속한 침해 대응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
여 CIPAM과 협조하여 인도 내 저작권 교육, 홍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지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사우디아라비아의 SAIP은 침해 조
사, 단속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침해 신고 및 침해 모니터링
정보제공, 침해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하여 SAIP과의 직접적
인 공조관계를 갖추는 방안을, 브라질의 CNCP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
한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 지원 업무도 병행하는 국가 주도의 민관협력
체이므로 현지 기반 마련 및 침해 대응을 위한 공조를 모두 시도해보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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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 대상 국가에 마련되어 있는 notice-and-take-down 제도를 활
용하기 위하여 ① COA 또는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일본의
CODA와 같이 자체 모니터링 후 현지의 ISP(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삭
제 또는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② 보호원이 연구 대상 국가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할 경우에는 현지 법
률대리인(로펌)과 계약을 맺어 보호원이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재택 모
니터링’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현지 법률대리인이 피침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현지 담당 기관 또는 ISP(OSP)에 침해 사
실 및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다면 연구
대상 국가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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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자문위원회
◦ 김인철 교수 (상명대학교)
◦ 이대희 교수 (고려대학교)
◦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 정태호 교수 (경기대학교)
◦ 최승재 교수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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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류 문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최근 한류콘텐츠
의 수출규모 및 수요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7위(623억
달러)의 콘텐츠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상 연평균 성장률도 약 5%
정도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예상 성장률 보다 훨씬 높아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손실은 연간 수조원 규모로,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중장기적
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실험이 진행될 수 있는 여
건을 저해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
(단위 : 억 원)
산업

생산 감소

고용 손실(명)

부가가치 감소

영업잉여 감소

세수 감소

음악산업

5,569

6,655

3,088

479

168

영화산업

10,505

12,554

4,009

671

448

방송산업

3,734

1,281

1,641

279

15

출판산업

5,004

5,149

1,779

200

212

게임산업

4,768

3,701

2,433

462

28

콘텐츠산업 (계)

29,579

29,340

12,952

2,093

872

기타산업

17,226

11,973

7,422

2,696

847

전체산업 (계)

46,806

41,313

20,374

4,790

1,719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12면
2) 한국저작권보호원 보도자료,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 9. 25. (하기 통계
표 모두 동일)

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순위

콘텐츠
영화

침해규모
855,022백만원

1

34.3%

2

출판

484,434백만원

19.4%

3

게임

462,080백만원

18.5%

4

음악

375,791백만원

15.1%

5

방송

314,252백만원
2,491,579백만원

12.6%
100.0%

전체

비율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순위

콘텐츠

1
2
3
4
5

음악
방송
영화
출판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량
1,256,121천개
415,038천개
212,543천개
60,993천개
22,679천개

온 · 오프라인 전체

1,967,374천개

비중
63.8%
21.1%
10.8%
3.1%
1.2%
100.0%

콘텐츠 불법복제는 주로 디지털 콘텐츠의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영상 압축 기술과 네트워크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 콘텐츠를 바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스포티파이’(Spotify), ‘넷플릭스’(Netfilx)와 같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세부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순위
1
2
3
4
5
6

이용경로
토렌트
모바일 앱
포털
웹하드
P2P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온라인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
503,057천개
432,994천개
287,189천개
253,139천개
182,776천개

3

점유율
28.5%
24.6%
16.3%
14.4%
10.4%

104,314천개

5.9%

1,763,469천개

100.0%

특히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연구 대상 국가’)는 한
류콘텐츠 침해 현황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 침해 지표가 상위권에 속하고, 각
기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의 주요국가이자, 콘텐츠 시장 규모에서도
기존의 콘텐츠 산업 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를 제외하
면 각 지역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도 높은 국가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3)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러시아 : 콘텐츠시장 규모 240억 달러(15위, 동유럽 1위), 2018~2023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 5.64%
○ 인도 : 콘텐츠시장 규모 394억 달러(11위, 남아시아 1위), 2018~2023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 11.14%
○ 브라질 : 콘텐츠시장 규모 407억 달러(10위, 남미 1위), 2018~2023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 5.8%
○

사우디아라비아

:

콘텐츠시장

규모

124억

달러(20위,

서아시아

1위),

2018~2023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 5.97%
※ 한국 : 콘텐츠시장 규모 623억 달러(7위, 동아시아 3위), 2018~2023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 5.01%
표 1. 연구 대상 국가의 콘텐츠시장 규모 및 예상 연평균 성장률 비교4)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12면 참조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12~13면

4

이러한 상황에서 ① 저작권 관련 법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기관, 침해
단속 및 구제를 위한 절차 등 연구 대상 국가의 저작권 제도를 조사·분석하
고, ② 연구 대상 국가의 현지 전문가 및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연구 대상 국
가의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정부기관·민간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침해 대
응을 위한 비용 및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등 저작권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현지 정보를 파악하고, ③ 현재 저작권 침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대상
국가에서 발생하는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대상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 및 보호제도 분석
- 연구 대상 국가의 현행 저작권법 검토를 통한 저작권 제도 분석 및 우리
나라 저작권법과의 비교
- 저작권 등록제도 및 저작권 양도·이용허락과 관련된 규정 검토
- 저작권 보호 및 침해구제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소송을 위한 절차법,
형법, 행정적 제재 및 온라인 접속차단을 위한 법률 등 저작권 보호를 위
한 법령 조사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 법원, 수사기관, 민간단체의 현황 및 역할
조사
-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
○ 연구 대상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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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 등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검토
- 민·형사 소송절차 및 법원 체계 조사
- 본안 소송 전 임시적 금지조치(가처분), 법정손해배상 제도, 증거제출명령
등 실질적 침해구제를 위한 제도 연구
- 세관을 통한 국경조치 등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구제 방안 연구
-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조사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연구 대상 국가들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
- 침해가 발생한 웹사이트 운영자 또는 ISP에 대한 notice and takedown(침
해통지 후 접속차단 또는 삭제)의 주체, 근거법률, 요건, 절차, 효과 등 조
사·분석
○ 조사·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지 법무법인에 구체적인 현황, 실무 정보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결과의 오류 및 보완점 확인
- 저작권 침해 및 한류콘텐츠의 수요 현황
- 주요 저작권 판례
- 침해대응을 위한 소송, 고소, 세관등록 등에 따른 법률대리인 비용
- 저작권 침해 대응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 및 저작권 관리 단체 현황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접속차단 및 콘텐츠 삭제 방법 등
○ 문헌 및 현지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도출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정부기관, 수사기관, 민간단체)들이 연계하
여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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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위 기관들과의 협력 가능성
검토
○ 청년 재택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된 해외 침해사이트 현황 및 주요 침해사
이트에 업로드된 저작물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언어 및 제공국가 별 한류
콘텐츠 침해현황, 장르별 이용현황 등 한류콘텐츠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 분석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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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제도 분석

제1절. 국가별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제2절. 국가별 저작권 침해실태 및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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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별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Ⅰ. 러시아

1. 저작권 관련 법률

가. 저작권법 제도 개관

러시아의 저작권 관련 법규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Part IV)에 포함
되어 있다. 제69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총칙을 두고 있고 제70장에 저작
권, 제71장에 저작인접권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저작권법과
저작인접권법을 민법과 별도의 법률로 두고 있었지만,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을 민법으로 통합하고 구법은 폐지
하였다. 위 개정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 도입, 상속에 따
른 저작인접권 이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

나. 국제조약 체결 현황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 조약은
다음과 같다.5)
WIPO 협약 (1968년 비준, 1970년 발효)
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신부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 협
약 (1988년 가입, 1989년 발효)
UNESCO 주관의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94년 가입, 1995년 발효)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94년 가입, 1995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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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협약 (1994년 가입, 1995년 발효)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2003년 가입
및 발효)
WIPO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조약(WPPT) (2008년 가입, 2009년 발효)
WIPO 저작권 조약(WCT) (2008년 가입, 2009년 발효)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8년
가입 및 발효)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5년 가입, 2020년 발효)
TRIPs 협정 (2012년 WTO가입으로 발효)
[지역간 국제조약]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유럽협약 (1994년 비준 및 발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CIS국가
주관, 1995년 비준 및 발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범죄억제 협력에 관한 협정 (CIS국가 주관,
1999년 발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간 정보 교류를 위한 조직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에 관한 협정 (CIS국가 주관, 2010년 발효)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의 통합된 규제원칙에 관한 협정 (EURASEC
주관, 2011년 비준, 2012년 발효)

다. 외국저작물의 보호
<러시아연방 민법>

5) 宮川 嵩浩, ロシアにおける知的財産権保護制度と権利侵害対策の最新状況, 特許ニュース No.14374,
経済産業調査会, 2017, 2면
JETRO, ロシア-技術・工業および知的財産権供与に関わる制度, 2020
<https://www.jetro.go.jp/world/russia_cis/ru/invest_08.html>, 최종방문일 : 2021.1.17.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 ロシア知的財産法 (1) – ロシア知的財産法の体系, 2016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6/08/1496>, 최종방문일 : 2021.1.17.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members/profile/RU>,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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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6조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학술, 어문 및 미술저작물에 대한 배타권 효력)
1. 학술적,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1)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공표되었거나, 미공표이지만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유형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저작자(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시민권을 불
문하고 저작자(또는 그 법정상속인)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
2) 러시아 연방 영토 외에서 공표되었거나, 미공표이지만 러시아 연방 영토 외에
유형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연방의 자연인인 저작자(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소유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
3) 러시아 연방 영토 외에서 공표되었거나, 미공표이지만 러시아 연방 영토 외에
유형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국
적이거나 무국적인 저작자(또는 그 법정 상속인)의 저작물이라고 러시아 영역
내에서 인정되는 것
2.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서 최초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 영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러시아 연방 영역 내에서의 공표에 의해 최초로 공표된
것으로 한다.
3.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저작물이 보호
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자나 최초 권리자는 저작권의 취득 사유인 법적 사실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4. 러시아 영역 내에서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른 저작물 보호는, 저작
물이 원래 발생한 국가에서 정한 저작권의 배타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으로 되지 않고, 러시아 연방 내에서도 본법에서 정한 배타권의 보호기간 만료로
인해 공유재산으로 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된다.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저작물이 보호되는 경우,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물이 원래 발생한 국
가가 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호기간을 넘을 수 없다.

라.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러시아연방 민법>
제1257조 (저작물의 저작자)
학술적,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적 행위에 의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원 저작물이나 복제물 또는 제1300조 제1단락에 따른 기타 방법으
로 저작자로 명시된 자는 별도의 증명이 없는 한 저작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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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9조 (저작권의 객체)
1. 저작권 객체는 저작물의 가치나 목적 및 그 표현 형태를 불문한 학술, 어문, 미술
저작물이다.
어문저작물
연극 및 악극 저작물과 각본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가사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음악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회화, 조각, 그래피티, 디자인, 극화, 만화 및 기타 미술저작물
장식, 응용미술 및 무대예술 저작물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에 관한 저작물 (이들의 기획, 도면, 묘사나 모형의 형식을
포함한다)
사진 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지리학적 또는 기타 지도, 도면, 스케치 및 지리학, 지형학 및 기타 학술과 관련한
조소저작물
기타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의 객체로 간주되며,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2. 저작권 객체에는 다음에 열거된 것들이 포함된다.
1) 이차적 저작물.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개작한 저작물
2) 복합저작물(composite works). 예를 들어, 소재의 선택과 배치에 의한 창작적
행위의 성과인 저작물
3. 저작권은 서면, 구두 형식(연설, 공공 실연 및 기타 모든 형식),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화 형식이나 3차원 형식 등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공표된 저작물
과 미공표 저작물에도 미친다.
4. 저작권의 발생, 구현화 및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의 등록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의
절차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본법 제1262조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5. 저작권은 사상, 개념, 원칙, 방법, 제법, 시스템, 수단, 기술적 또는 조직적 기타 문
제의 해결법, 발견, 사실, 프로그램언어 또는 하층 토양에 대한 지질정보에는 미치
지 아니한다.

13

6. 다음에 열거된 것들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체의 행정기관의 공문서 (제정법이나 기타 법령, 판결,
입법·행정·사법 성질을 갖는 기타 자료를 포함), 국제조직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
2) 국가의 상징 및 문장(국기, 인장, 기장, 화폐 등)과 지방자치체의 상징과 문장
3)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예술(민간전승) 저작물
4) 오로지 정보제공 성질을 갖는 사상 또는 사실에 대한 보도 (일간 뉴스 보도, 텔
레비전 방송표, 교통수단 시각표 도등)
7. 저작자의 창작적 성과로서 독립하여 인식될 수 있고 본 조항의 제3항에 따른 요
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의 일부와 명칭,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미
친다.

제1260조 (번역물 및 기타 번역저작물, 결합저작물)
1. 번역자 또는 이차적 저작물(가공, 번안, 영상화, 편곡, 무대화 또는 이들에 준하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이 한 번역이나 타인의 (원)저작물에 대한 기타 가
공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2. 수집물을 편집한 자 및 기타 복합저작물(선집,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웹
사이트, 지도책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는 소재의 선택과 배치
(편집)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객관적인 조합 형식으로 표현되고, 컴퓨터 사용에 의해 그 소재
의 검색과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된 독립 소재(기사, 계산, 법령, 사법판단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소재)의 집합체이다.
3. 번역자, 편집자 또는 이차적 저작물이나 복합저작물의 기타 저작자는 이차적 저
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번역자, 편집자 또는 이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의거하는 저작물 관련 저작자의 권리와 관계없이 독립된 객체
에 대한 저작권으로서 보호된다.
5. 수집물 또는 기타 편집저작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자
와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편집저작물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저작
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6. 번역, 수집물, 기타 이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동일한 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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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타인이 번역하거나 번안하는 것 또는 동일한 소재를 달리 선택 및 배치하
여 편집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백과사전, 백과사전과 같은 사전(encyclopaedic dictionaries), 정기적 및 계속적 학
술논문 수집물,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출판자는 이들 모든 출판물에
대한 이용 권리를 가진다. 해당 간행물의 사용 시 출판자는 출판자 명칭을 표시할
권리 또는 명칭 표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기타 배타권의 소유자는 출판자 또는
그 밖의 자가 간행물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권리와는 별개로 자신의 권리를 유지
할 수 있다. 단, 해당 배타권이 출판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나 법령
상 규정된 기타 상황에 의해 출판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다.

제1261조 (컴퓨터 프로그램)
이니셜 텍스트(The initial text) 및 컴파일드 코드(compiled code) 등 표현 언어와
표현 형식을 불문한 모든 유형의 컴퓨터 프로그램(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복합체
를 포함함)에 대한 저작권은 어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란 특정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컴퓨터 또는 기타 컴퓨터 장치를 기능하게 하는
유형적 형태의 명령어와 데이터의 총체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예비적 소재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한 시청각적 표현을 포함한다.

제1263조 (시청각저작물)
1. 시청각저작물은 상호 관련 있는 고정된 연속적 이미지(음을 수반하는지를 불문한
다)로 구성된 저작물로서, 적절한 기술적 장치의 이용을 통해 시각 또는 (음을 수
반할 경우는) 청각에 의해 인식될 것을 의도한 것을 의미한다. 시청각저작물에는
영화 저작물과 기타 영화에 준하는 수단으로 표시되는 모든 저작물(텔레비전 또
는 비디오 필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이 포함되며, 최초 또는 이후에 고정
되는 형식을 불문한다.
2.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자이다.
1) 감독 – 제작자
2) 각본의 저작자
3) 해당 시청각저작물을 위해 특별히 창작된 음악 저작물(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
의 저작자인 작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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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각저작물의 공공 실연, 재송신을 포함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송신이 행해질
시, 시청각저작물 에 사용된 음악저작물(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한다)의 저작자는
자신의 음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즉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조직한 자(프로듀서)의 권리는
본법 제1240조에 규정된 권리로 한다.
제작자는 그와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와의 사이에 별단
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시청각 저작물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다.
시청각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제작자는 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특정할 권리 또는
성명 표시나 특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달리 증명되지 않은 한, 시청각저작
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명칭이 표시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특정된 자는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자로 간주된다.
5. 시청각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이 시청각저작물 이전에
존재한 것(각본 등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이든 시청각저작물의 제작 중에
제작된 것(사진 감독, 예술 감독 등)이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권리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양도되
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

러시아에서도 지적활동의 결과물이라면 저작물의 가치나 목적, 표현 형
태를 불문하고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

민법 제1259조 제1항에서는 어문, 연극, 무용, 음악, 시청각, 미술 저작
물 등이 저작권 객체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도 어문저
작물로서 보호한다고 정한다.
동조 제2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번안물, 영상화, 편곡 저작물 등)과 편
집저작물도 저작권 대상이 되며, 영화, 가극, 극장 상연 등 일부 저작물은
복합저작물로 취급된다.6)
제3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과 미공표된 저작물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6)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2016, 6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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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과 달리 실무상으로는 서면이나
구두 형식, 묘사, 녹음, 녹화, 3차원 등의 저작물이 ‘실체 있는 객관적 형
태로 표현’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7)

한편, 민법 제1259조 제5항에 따라 사상, 개념, 원칙, 방법, 제조법, 시스
템, 기술적 또는 조직적 기타 문제의 해결법, 사실, 발견, 프로그램 언어,
지질 정보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동조 제6항에 따라 다음 대상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체의 행정기관의 공문서 (제정법이나 기타 법
령, 판결, 입법·행정·사법 성질을 갖는 기타 자료를 포함), 국제조직
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
2) 국가의 상징 및 문장(국기, 인장, 기장, 화폐 등)과 지방자치체의 상징
과 문장
3)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예술(민간전승) 저작물
4) 오로지 정보제공 성질을 갖는 사상 또는 사실에 대한 보도 (일간 뉴스
보도, 텔레비전 방송표, 교통수단 시각표 등)
러시아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직무저작물 요건과 그 귀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295조 (직무저작물)
1. 종업자(저작자)에 의해 정해진 노동 범위 내에서 창출된 학술, 문학, 미술저작물(종업
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2. 종업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은 사용자와 저작자 간의 민사 또는 노동계약에 별단
의 규정에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종업자의 저작물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가 그 저

7)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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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이용을 개시하지 않거나, 해당 배타권을 타인에게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저작물이 비밀임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은 저작자에게 반환된다.
제2단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종업자의 저작물 이용을 개시하거나 배타
권을 다른 자에게 부여할 경우, 저작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가 직무
저작물을 비밀로 할 것을 결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저작물 이용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보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보수액과 사용자에 대한 지급 관
련 조건 및 절차는 사용자와 종업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법원
의 결정에 따른다.
직무저작물의 보수에 관한 권리는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자의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자의 미지급 보수는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1320조 (직무수행에 의해 창작된 실연)
종업자(실연자)에 의해 그 고용 과정에서 창작된 실연에 대한 권리(공연에 대한 권리
를 포함함)는, 본법 제1295조 규정에 따른다.

직무상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종업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
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인 종업자에게 속하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
리’는 종업자의 사용자 또는 고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만약 사
용자가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
는 등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배타적 권리가 종업자
에게 반환되나, 만약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만이 저작
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종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수를 얻을 뿐이다.

마. 저작물의 보호기간

<러시아연방 민법>
제1281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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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더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배타권은 공동저작자 중 가장 길게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더
하여 그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한다.
2. 무명 또는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배타권 존속기간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표된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 후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위
기간 중에 무명 또는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신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특정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위 제1항의 기간에 따른다.
3. 저작자의 사망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내에 공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한다.
4. 저작물의 저작자가 탄압을 받아 사후에 명예가 회복된 경우, 배타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되며 70년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명예가 회복된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가 대애국전쟁(the Great Patriotic War) 시기에 근무하였거나 전쟁에 참가한
경우, 본 조에서 정하는 배타권 존속기간이 4년간 연장된다.

제1318조 (실연에 대한 배타권의 존속기간, 상속에 의한 해당 권리승계 및 공유재산에
의 이전)
1. 실연에 대한 배타권은 실연가 생존 중에 존속하나, 실연이 행해지거나 그 수록 또는
무선이나 유선을 통한 실연이 행해진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을 하한으로 하
여 존속한다.
2. 실연가가 탄압을 받아 사후에 명예가 회복된 경우, 배타권 존속기간은 연장되며 위
제1항의 하한 50년은 실연가의 명예가 회복된 해의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연가가 대애국전쟁 시기에 근무하였거나 전쟁에 참가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배
타권 존속기간은 4년간 연장된다.
4. 실연에 관한 배타권은 본조 제1단락에서 제3단락까지의 기간의 잔존부분 범위 내에
서 실연가의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5. 실연에 관한 배타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권리가 공유재산이 된다. 공유
재산이 된 실연은 본법 제1282조 제2단락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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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7조 (음반에 관한 배타권의 유효기간, 해당 권리의 법정 상속인에의 이전 및 음반
의 공유자산에의 이전)
1. 음반에 관한 배타권 유효기간은 수록이 행해진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
여 50년간 존속한다. 음반을 공표한 때의 배타권은 음반이 공표된 해의 다음해의 1
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유효하나, 음반 수록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된 것을 조
건으로 한다.
2. 음반에 관한 배타권은, 본조 제1단락에 정한 유효기간의 잔존부분을 한도로 하여 음
반 제작자의 상속인 또는 기타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된다.
3. 음반에 관한 배타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음반은 공유재산으로 되어 동의나
허가 없이 어떠한 로열티나 대가 지급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331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전달할 배타권의 존속기간, 해당권리의 법정상
속인에의 승계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전달의 공유재산에의 이전)
1.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 전달에 관한 배타권은,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이 전달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 간 존속한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 전달에 관한 배타권은 본조 제1항에 명기된 기간의 존속
기간을 한도로 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의 법정승계인에게 승계된다.
3.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에 관한 배타권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권리는 공유재산
으로 되며 어떠한 자도 동의나 대가의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335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권의 존속기간)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권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완료 시 발생하며, 완료
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15년간 존속한다. 위 기간 중에 공표된 데이
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권은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
하여 15년간 존속한다.
2.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은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시마다 갱신된다.

제1340조 (저작물에 관한 출판자의 배타권 유효기간)
1. 저작물에 관한 출판자의 배타권은 저작물 출판일에 개시되어 출판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5년간 유효하다.
2. 저작물에 관한 출판자의 배타권이 종료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의나 허가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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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
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 이내에 공표된 것임을 조건으로 하여, 공표된 다음 해
부터 기산하여 70년 간 존속한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은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해로부터 기산하여 70년
간 보호받는다. 단,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저작자 특정에 의심의 여
지가 없을 시에는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일반적인 저작물 및 실연과 관련하여, 제1281조 제4항과 제1318조 제2
항에서 배타적 권리자가 탄압을 받았다가 명예가 회복된 때에는 그 회복
의 다음해로부터 보호기간을 기산하여 권리 보호를 연장하는 점, 제1281
조 제5항과 제1318조 제3항에서 대애국전쟁8)에 참여하거나 그 시기에 근
무한 권리자의 보호기간을 4년간 연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영구적으
로 보호되며 저작인격권 포기는 무효로 된다(제1265조 제1항).9)

바. 저작권의 내용
<러시아연방 민법>
제1255조(저작권)
1. 학술, 어문 및 미술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으로 이해된다.
2. 다음의 권리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1)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2)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3) 저작자의 성명에 관한 권리

8)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소전쟁 (1941~1945년)
9)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2016,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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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성유지권
5) 공표권
3. 본법에서 정하는 경우, 본법 제2항에 명시된 권리와 함께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
속하는 기타 권리는 직무저작물의 대가청구권, 철회권, 추급권 및 미술 저작물에 관
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민법 제1255조에 따라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는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 여부, 이용 형식, 이용 수단 등을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저작
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저작
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자의 실명이나 가명을 표시하거나 저작자를
무명으로 표시할 ‘성명표시권’, 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변형을 금
지하는‘동일성유지권’, 저작물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공표권’
이 있다.

위 권리 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
리’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저작자의 비재산
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에 해당된다.

1) 저작재산권10)

<러시아연방 민법>
제1229조 (배타권) -총칙
1.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을 갖는 개인이나 법인은, 법에 상반
하지 않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해당 성과나 해당 수단을 사용할 권리
를 가진다.

10)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 ロシア知的財産法 (1) – ロシア知的財産法の体系, 2016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6/08/1496>, 최종방문일 : 2021.1.17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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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본법의 별단이 정하지 않는 한, 지적활동의 성과나 식별수단에 대한 배
타권을 처분할 수 있다.(제1233조)
권리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지적활동의 성과나 식별수단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동의(허락)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은 본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각 지적활동의 성과나 식별수
단을 사용할 수 없다.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해지는 지적활동의 성과나 식별
수단 사용(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사용을 제외함)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권리자 외의 자가 해당 성과나 식별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본법에서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하면 위법이며, 본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상호와 관련한 배타권을 제외함)은
1인 또는 수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다.
3.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이 수인에게 공동으로 속할 경우, 본
법 상 다른 정함이 있거나 권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각각의 권
리자는 그 성과와 수단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배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 간의 관계는 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지적활동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 이용은 본법 또는 권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의 공동 이용 또는 이들의 공동 처분으로부터 발
생한 수익은, 권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권리 공유자 간 균등하게 분배된다.
각 권리 소유자는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
한 조치를 독립적으로 취할 수 있다.
4. (집적회로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략)
5. 지적활동의 성과 및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의 제한(보상금 청구권을 유보하고 권
리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적활동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은 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학술, 문학, 및 예술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관한 배타권 관련 제한은, 이들
저작물 또는 객체의 통상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고 권리소유자의 정당한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별한 경우에 결정된다.
(이하 발명과 상표에 관한 조항 생략)

제1270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
1.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모든 형식과 형태(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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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표시한 방법을 포함함)에 의해 본법 제1229조에 따른 저작물을 이용할 배
타권을 가진다. 권리자는 저작물에 관한 배타권을 처분할 수 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저작물 사용은 다음 열거된 사항들이 포함된
다.
(1) 저작물의 복제. 예를 들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과 녹화를 포함한 유
형적 형태의 1개 이상의 복제물로 제작하는 것, 2차원의 저작물을 1개 이상의
3차원 복제물로 만드는 것 및 3차원 저작물을 1개 이상의 2차원 복제물로 작성
하는 것. 전자 방식의 저작물 녹음과 녹화(컴퓨터 기억장치에 보존하는 것을 포
함)도 복제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보존이 일시적이거나, 기록의 적법한 사용이
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의 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
분을 구성할 때를 제외한다.
(2) 원본 또는 복제물의 판매나 기타 양도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
(3) 저작물의 공공 전시. 참가가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 또는 통상적 가족범위에 속
하지 않는 다수의 자가 현존하는 장소에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직접
전시하거나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스크린
상영과 의도된 순서를 준수하지 않는 개별 프레임의 전시를 의미한다. 저작물이
상영되는 장소에서 인식될 수 있는지나 저작물의 제시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도 인식될 수 있는지를 불문한다.
(4) 배포 목적의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 수입
(5)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
(6) 저작물의 공공 실연. 라이브 또는 기술적 수단(라디오, 텔레비전과 기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저작물의 제시 및 참가가 자유로운 공개 장소나 통상의 가족구
성원이 아닌 다수의 자가 출석하는 장소에서의(음성 수반 여부를 불문한다) 시
청각작품 실연. 작품을 제시 장소에서 볼 수 있는지 또는 작품의 실연이나 전시
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도 볼 수 있는지를 불문한다.
(7) 무선에 의한 전달 즉, 유선에 의한 것을 제외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의 저
작물 공중전달. 공중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저작물을 청각 및
/또는 시각에 의해 인식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저작물이 위성을
통해 방송될 경우, 지상국부터 신호 위성에의 수신과 위성으로부터 지상국에의
신호 송신을 의미하며, 이에 의해 공중이 현실에서 수신하는지를 불문하고 저작
물이 공중에 전달된다. 코드화된 신호의 송신은 방송조직에 의해 또는 그 동의
를 얻은 코드해독 수단이 무제한으로 공중에게 제공된 때에는 무선방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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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다.
(8) 케이블에 의한 전달 즉, 케이블, 전선, 광섬유나 유사한 수단을 통한 라디오 또
는 텔레비전에 의한 저작물 공중 전달. 케이블 방송조직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코드 해석수단이 무제한으로 공중에게 부여된 경우, 코드화된 신호 전달이
발생한다.
(8.1) 중계방송 또는 재송신 즉, 무선이나 케이블 방송에 종사하는 조직이 케이블을
매개로 송신하는 완전하고 변경 없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그 중요
부분(위성이나 케이블을 매개로 한다)의 수신 및 동시재송신.
(9) 저작물의 번역과 기타 번안. 이 경우 저작물의 번안이란, 파생 저작물 (개작, 영
화판, 편곡, 무대화 등)의 창작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의 번안(또는 개변)이란 이들에 대한 변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
이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작, 즉 유저의 특정 프로그
램 관리 하에 있는 특정 기술적 장치의 조작만을 위하여행해지는 컴퓨터 프로
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제외한다.
(10) 건축, 설계, 도시계획 또는 공원이나 정원 계획의 시행
(11)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저작물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
물을 전달하는 행위(공중 전달)
3. 저작물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기술, 경제, 조직 또는 기타 해결로서 제공되는 것
을 포함함)의 실용적 응용은 본조 제2항 제10단에서 정하는 이용을 제외하고 본 장
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다.
4. 본조 제2항 제5단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대여의 주요 객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29조 제1항에 따라, 지적재산의 권리자는 지적활동의 성과나
식별방법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
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각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권의 내용과 범위는 지적재산 유형별로 민법
의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배타권 관련 내용은
민법 제1270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배타적
권리에 속하는 권리행사 방식을 열거하는데 저작물의 복제, 양도, 전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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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대여, 유무선을 통한 전달, 중계방송, 번안, 건축, 공중전달 등의 행위
가 포함된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와 행사 방식은 저작물의 저작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나 상속할 수도 있어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권리자가 된 제3자가 행사할 수도 있다.

○ 영상저작물의 특례

* 제1263조 (시청각저작물)
(4)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즉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조직한 자(프로듀서)의 권리는
본법 제1240조에 규정된 권리로 한다.

* 제1240조 (복합적인 객체 구성물로서 지적활동 성과의 사용)
1. 보호를 받는 여러 지적 활동의 성과(영화저작물, 기타 시청각 저작물, 연극, 멀티
미디어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복합적인 객체 창작의 전체적 형성에 기여
한 자는 해당 지적 활동의 각 성과에 관련된 배타권을 보유하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배타권 양도계약 또는 사용허락 계약에 따라 이들 성과를 이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복합적인 객체 창작의 전체적 형성에 기여한 자가 해당 복합 객체 안에 포함하기
위해 특별히 창작되었거나 또는 창작되어야 할 지적 활동의 성과와 관련된 이용
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에 관련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배타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간주된다.
복합적인 객체의 구성물에서의 지적 활동 성과의 이용을 정하는 사용허락계약
은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배타권이 효력을 갖는 모든 지역 및
기간에 걸쳐 체결된다.
2. 복합적인 객체의 구성물에 있어서 지적활동의 성과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용허락
계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3. 복합적인 객체의 구성물에서의 지적 활동의 성과의 이용에 있어 해당 성과의 창
작자는 해당 성과에 관련된 귀속의 권리와 다른 비재산적 인격권을 유보한다.
4. 복합적인 객체 구성물에서의 지적 활동 성과의 이용에 있어 해당 객체 창작의 전
체적 형성에 기여한 자는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거나 또는 해당 표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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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조의 규정은 본법 제77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 예산의 비용으로 창작된 일체화 기술체계에 있어서의 지적 활동의 성과를
이용할 권리에 적용된다.

영상저작물 제작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별도의 양도계약이나 라
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원 저작물의 배타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
상화 기간은 5년의 제약을 받는다.
영상저작물 제작이 원 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영상화와 무관하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이 외에 특이한 권리로 추급권과 접근권, 철회권이 존재하나 이는 이
하의 ‘국가별 특수한 규정’ 항목에서 살펴본다.

2) 저작인격권

<러시아연방 민법>
제1228조(지적활동 성과의 창작자) - 총칙
2. 창착자 인격권은 지적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귀속하며, 본법에 규정이 있을 시에는
성명표시권과 기타 비재산적 인격권도 창작자에게 속한다. 창작자의 창작자 인격권,
성명표시권 및 기타 비재산적 인격권은 양도와 이전이 불가능하며 권리의 포기는
무효이다. 창작자 인격권 및 성명표시권은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창작자 사후, 창작
자의 창작자 인격권 및 성명표시권의 방어는 본법 제1267조 제2항과 제1316조 제2
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관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제1265조 (저작물 귀속권(The right of attribution) 및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1. 저작물 귀속권(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될 권리)과 저작자 성명표시권(저작자의 성명
또는 가명 하에, 또는 무명 등 저작자 성명 표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 허
락할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에 대한 배타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또는 저작권 이용을 제3자에게 허락하는 경우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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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이들 권리에 관한 포기는 무효이다.
2.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이 출판될 시(저작자의 가명이

저작자를 의심의 여지없이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반증이 없는 한 성명이나 명칭이 저작물에 표시된 출판자
(제1287조 제1항)가 저작자의 대리인으로 되며, 출판자의 권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확보할 권리를 가지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은 저작물의 저작자
가 실명을 명시하거나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선언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제1266조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 및 왜곡으로부터의 저작물 보호)
1. 저작물에 관한 개변, 요약, 추가 또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삽화나 그림, 머릿
말과 후기, 주석, 설명의 삽입은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동일성유
지권).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물에 관한 배타권을 보유하는 자는 저작
자의 사상을 왜곡하지 않고 저작물 인식의 완전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저작자가 유
언, 편지, 일기 기타 서면형식으로 명확히 표현한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물에 관한 변경, 요약, 추가를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의 명예, 존엄, 업무상 평판을 훼손하는 저작물의 왜곡, 절제 또는 기타 변형
이 있는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의도된 경우, 저작자는 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명예, 존엄, 업무상 평판의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사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보호가 인정된다.
3. 본법 제1233조 제5항 및 제1286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저작자는 장래의 저작물
변경, 삭제, 추가에 동의할 수 있으나, 이는 그러한 변경(사실에 대한 데이터 등에
대한 오기 정정, 명시,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저작자의 사상을 왜곡하지
않고 저작물 견해의 통일성을 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67조 (저작자인격권, 저작자 성명표시권 및 저작자 사후의 동일성유지권 보호)
1. 저작자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기한의 정함 없이 보호된다.
2. 저작자는 유언집행인의 지정을 위해 규정된 것과 같이(제1134조), 자신의 사후에
저작자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제1266조 제1항 제2단락)을 위탁
할 자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피지정인은 그 권능을 생존 기간 중에 행사한
다.
해당지정이 없거나 저작자가 지정한 자가 권리 행사를 거절한 경우 또는 지정한
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자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보호는 저작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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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해당 상속인의 법정승계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의해 행해진다.

제1268조 (저작물의 공표권)
1.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즉 출판(publication), 공공 전시, 공공실연, 무선방송 또는 유
선에 의한 전달, 기타 방식을 불문하고 저작물을 공중에 대해 최초로 제공하거나
해당 행위를 동의할 권리는 저작권자가 가진다.
이때 출판(the publication(issuing))이란,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공중의 합리적인 필
요를 충족하기 충분한 부수에 의해 유형적 형태인 저작물의 복제물을 유통 상에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타인에 대한 저작물의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저작자의 생존 중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그 공표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서면(유언, 편지, 일기 등)에 의해 명확하게 표시한 의도와 모순되지 않을 시 저작
자의 사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을 보유하는 자가 공표할 수 있다.

제1316조 (실연가 사후의 실연 창작자의 인격권, 실연가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
권의 보호)
1. 실연가의 창작자인격권 및 실연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무기한으로 보호
된다.
2. 실연가는 유언 집행인의 지정에 대한 규정(제1134조)의 절차 중 자신의 사후의 성
명표시권과 실연의 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탁할 자를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지명
된 자는 자신의 생존기간 중 그 권한을 행사한다.
실연가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실연가가 지명한 자가 상응의 권한을 행사할 것
을 거절한 경우와 지명된 자가 사망한 후에는, 실연가의 성명표시권과 실연의 동일
성유지권은 실연가의 상속인, 해당 상속인의 법정승계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
사할 수 있다.

러시아 민법 제1228조 제2항에 따라 지적활동 성과의 창작자에게는 창
작자 인격권이 인정된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자는 저작자인격
권, 저작자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저작물 공표권과 같은
비재산적 인격권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자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고 양도
가 불가능하며 이는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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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기 역시 무효로 된다. 보호기간은 무기한이
며,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와 보호가 가능하다.11)

가)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성명표시권

러시아 민법 제1265조에 따라 저작자에게는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임
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도용할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
한 이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후에도 행사
가능하며 저작자의 사후에도 행사가 가능하다.12)

나) 동일성유지권

러시아 민법 제1266조에 따라,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수정, 요약, 추가되거나 그
림이나 머릿말, 후기, 주석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추가되는 것을 금지하
여 자신의 명예나 존엄, 업무상 평판을 보호할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 역시 일신전속권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이전이나 이용허락
과 무관하게 행사 가능하다. 또한 저작자의 사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성유지권의 행사와 보호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배타
적 이용권을 가지게 된 자라도 저작자가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 수정이나 변형을 할 수 없으며, 저작자의 이해관계인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저작자의 명예나 존엄, 업무상 평판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11)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12)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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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에 관한 예외로 민법 제1274조(정보, 학
술, 교육 또는 문화적 목적의 저작물 무상 이용) 제4항이 있다.13) 이에
따르면 ‘적법하게 공표된 원작을 문학, 음악, 풍자 기타 캐리커쳐 표현
법으로 풍자적으로 비틀어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나 기타 원저작물에 대
한 배타적 소유자의 동의나 그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도 가능’하다.

다) 공표권

저작물의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여 일반인 접근이 가능하
도록 공개할 권리를 의미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생존기간 중 명
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때에만 배타적 권리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
는 등, 일정한 범위에 저작자 사후의 보호가 가능하다.

다른 인격권과 달리 1회적으로만 행사 가능하여 저작물을 일단 공표하
면 이후의 공표권이 소멸하게 되나, 저작자가 공표결정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므로 예외가 가능할 수 있다. 저작자의 공표 철회권은 이후 국가별
특수 규정에서 다룬다.

3) 저작인접권

가) 러시아 저작인접권 제도
<러시아연방 민법>
제1303조 (총칙)
1. 실연, 음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전파 또는 유선에 의한 전달(방송조직이나 유
13)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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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송조직에 의한 방송)의 성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및 공지로 된 후 최초로 공
표된 학술,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에 관련하는 권리
(저작인접권)이다.
2. 저작인접권에는 배타권이 포함되며, 본법에 규정된 경우는 비재산적 인격권을 포함
한다.
3.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창작하기 위해 사용된 학술, 문학 및 예술에
관한 저작권과 함께 행사된다. 저작인접권은 해당 저작물에 관해 저작권이 존재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인식되며 기능한다.

러시아 민법 상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71장을 통해 실연가, 음반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가 등이 지적활동을 통해 창작한 성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저작인접
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내용이 달라지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권리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크게 배타적 권리
와 비재산적 인격권 및 기타 권리로 분류된다.

유의점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민간전승이나 민간예술은 러시아에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민간설화를 실연하였다면 그 실연에 대
해서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할 수 있다.14)

2017년 3월, 러시아 연방법 제43-FZ호 (러시아 연방민법 제4부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연출가의 저작인접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개정을 통
하여 연출가가 제작한 연극은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한 연극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반복 공연이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면 저작인접권
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었다. 민법 제13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연
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복제나 배포가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14)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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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출제작자도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실연
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러시아연방 민법>
제1304조 (저작인접권의 객체)
1.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들은 저작인접권의 객체이다.
1) 실연이 기술적 수단에 의한 복제 및 배포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된 경우, 실연가
및 지휘자에 의한 실연, 감독-제작자에 의한 상연(실연)의 제작
2) 음반 즉, 실연의 음이나 기타 표현에 의한 소리를 녹음한 음반으로서 시청각저작
물에 수록된 녹음을 제외한 것
3)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한 송신 전달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자 자체가 창작한 방송 또는 해당 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비용으
로 별도의 조직이 창작한 방송을 포함함)
4) 허락 없는 추출 및 구성 데이터의 반복된 사용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데이터베
이스
5) 권리 소멸 후에 공표된 학술, 어문, 미술저작물의 해당 저작물의 출판자 권리 보
호
2. 저작인접권의 발생, 권리행사 및 보호를 위해 별도의 등록이나 어떠한 형식을 요하
지 아니한다.
3.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러시아 영역 내
의 보호는, 실연, 음반, 방송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의 송신 전달에 있어, 그 발생
국가가 정한 해당 객체에 대한 배타권의 유효기간 만료 결과로서 해당 국가 내의
공유재산으로 되지 않고 본법에서 정하는 배타적 존속기간 만료 결과로서 러시아
영역 내에서 공유재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여된다.

위 민법 제1304조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같이, 보호대상
이 권리자 외의 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형식이 갖춰진 때부터 자
동적으로 발생하여 보호되며,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를 위해 별도의
등록이나 기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단,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연, 음반 등에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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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 실연과 연주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된다.15)

다) 저작인접권의 유형과 보호주체

① 저작인접권의 유형

저작인접권은 크게 배타적 권리, 비재산적 인격권, 기타 권리로 분류
된다.

먼저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저작인접권의 객체와 관련하여 그 이용수단과 형식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여 직접 행사하고, 제3자의 무단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비재산적 인격권은 저작인접권의 보호 주체 중 실연가와 연출가에게
만 인정되는 권리로 다른 저작인접권자는 인격권을 갖지 못한다. 저작
권의 인격권과 유사하게 권리자가 자신이 실연가임을 주장할 권리, 권
리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실연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기타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
자, 출판자가 복제물에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표시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는 일신전속권이지만 법인이 행사할 때가 많아 인격권 또는 비재산
적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16)

② 저작인접권의 주체
15)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16)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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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달리 저작인접권은 법인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
어 법인이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저작인접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의 내용 중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와 마찬
가지로 양도 계약 등을 통해 제3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권
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실연가의 권리
<러시아연방 민법>
제1315조 (실연가의 권리)
1. 실연자는 다음에 열거된 권리를 가진다.
(1) 실연에 관한 배타권
(2) 창작자권(the right of attribution) – 실연의 창작자로서 인식될 권리
(3) 성명표시권 – 음반의 복제물 상 또는 실연을 이용하는 기타 경우에 있어서 자
신의 명칭이나 가명을 표시할 권리와 본법 제131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
어서의 실연가 집단 명칭을 표시할 권리. 단, 저작물 이용의 성질 상 명칭의 표
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실연의 동일성유지권. 녹화, 방송, 유선 전송 등 공중에게 실연을 공개하거나 공
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연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떠한
변경으로부터 실연을 보호할 권리
2. 실연가는 저작물을 실연한 창작자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한
다.
3. 실연가의 권리는, 실연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존재 및 효력을 불문하고 인정되
며 효력을 유지한다.

제1316조 (실연가 사후의 실연에 대한 창작자인격권, 실연가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보호)
1. 실연가의 창작자인격권 및 실연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무기한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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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다.
2. 실연가는 유언 집행인의 지정에 대한 규정(제1134조)의 절차 중 자신의 사후의 성
명표시권과 실연의 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탁할 자를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지명
된 자는 자신의 생존기간 중 그 권한을 행사한다.
실연가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실연가가 지명한 자가 상응의 권한을 행사할 것
을 거절한 경우와 지명된 자가 사망한 후에는, 실연가의 성명표시권과 실연의 동일
성유지권은 실연가의 상속인, 해당 상속인의 법정승계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
사할 수 있다.

제1317조 (실연에 대한 배타권)
1. 본법 제1229조에 따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상태(본조 제2항에 명시된 수단을 포함
함)에서 실연을 이용할 배타권은 실연가에게 귀속된다. 실연가는 실연에 관한 배타
권을 처분할 수 있다.
2. 다음에 열거된 사항은 실연의 이용으로 간주된다.
(1) 방송, 공중 전달을 위한 실연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수단에 의한 전달
(재방송을 포함함). 단, 유성방송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전달이란 공중이 현실적으
로 지각할 수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실연을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연이 위성을 매개로 방송되는 경우, 방송이란 지상국으로부터 위성의 신호
수신 및 위성으로부터 신호 송신을 의미하며 신호는 공중이 현실적으로 수신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연을 공중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코드화된 신호의 송
신은 그 해독방법이 무선 방송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 동의를 얻어 불특정 다수
의 자에게 제공될 시 무선방송으로 간주된다.
(2) 유선에 의한 전달, 예를 들어 케이블, 유선, 광섬유 또는 유사 보조수단을 사용
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재송신을 포함)에 의한 실연의 공중전달.
(3) 실연을 공중에게 알리고 공중이 선택하는 장소와 시간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공중에 대한 통지, bringing to public notice)
(4) 실연의 수록, 예를 들어 소리 또는/및 영상과 그러한 표현을 기술적 설비를 통
해 다중의 지각, 재생, 재생산, 전달이 가능하도록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하는 것
(5) 실연 또는 그 일부를 유형적인 형태로 하나 또는 복수의 복제물로 작성하는 것.
전자매체에 실연을 수록(컴퓨터의 기억장치에 행한 녹화를 포함함)하는 것도 복
제로

간주된다. As reproduction shall not be deemed a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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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mporary or accidental nature and one which is an integral and significant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solely aimed at legally using the record, or
transmission of the performance in an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network
by an information broker to third persons, provided that such recording is of
no independent economic importance;
(6) 실연을 수록한 원본 또는 유형적 매체에의 복제물 판매하거나 기타 양도를 통
해 수록된 실연을 배포하는 것
(7) 실연의 수록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본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것
(8) 수록된 실연의 공중 재생, 예를 들어 공중에 개방된 장소나 통상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수록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당 수록이 그 전달 장소 또는 동시에 전달되는 다른 장소에서 지각되는지 여
부를 불문한다.
(9) 실연의 수록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여하는 것
3. 실연가의 동의를 얻어 행해진 실연의 수록을 복제, 방송, 유선 전송, 공공 재생하는
행위에는 실연에 대한 배타권이 미치지 않는다. 수록된 실연의 복제, 방송, 유선 전
송과 공공 재생은 실연의 수록이 행해질 시 얻었던 실연가의 동의와 동일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4. 시청각저작물의 창작에 대하여 실연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청각저작물을 구성
하는 실연에 대한 이용에 대해 실연가의 동의가 추정된다. 시청각저작물에 고정된
음성 또는 영상에 관한 개별 이용에 대한 실연가의 동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명
시되어야 한다.
5. 실연가가 아닌 자에 의한 실연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법 제1315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실연이란 노래, 연주, 연출, 무용이나 라이브 퍼포먼스,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문학, 예술, 민족 저작물을 연출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 되려면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복
제나 배포가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실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가란 지적활동을 통해 실연을 창작
17)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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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을 의미한다. 민법 제1313조에서 예시를 열거하며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서커스나 인형극을 포함한 대중연기자 등을 포함한다.

④ 음반제작자의 권리
<러시아연방 민법>
제1323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1. 음반제작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권리를 가진다.
(1) 음반에 관한 배타권
(2) 음반의 복제물 및/또는 복제물의 포장에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권리
(3) 음반을 그 이용 과정에서의 손해로부터 보호할 권리
(4) 음반의 공표권. 즉, 음반의 공표, 발표, 공공 실연,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전달
등의 수단에 의해 공중에 대해 음반을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할 권
리. 공표란, 음반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합리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수의
음반을 복제물로 유통 발행하는 것이다.
2. 음반제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와 실연가의 권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3.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 및 실연가의 권리의 존부와 효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효력을 가진다.
4. 음반의 복제물 및/또는 그 포장에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권리와 음반을
왜곡으로부터 보호할 권리는, 음반 제작자의 생존 기간 중 또는 음반제작자인 법인
의 소멸 시까지 존속하며 보호된다.

제1324조 (음반에 관한 배타권)
1. 본법 제1229조에 따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반을 이용할 배타권(음반에
대한 배타권) (본조 제2항에 명시된 수단에 의한 이용을 포함함)은 음반 제작자에
게 귀속한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관한 배타권을 처분할 수 있다.
2. 다음에 열거된 사항은 음반의 이용으로 간주된다.
(1) 공공 실연, 예를 들어 참가가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 또는 통상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기술적 수단으로 보조되는 음반의
전달로서 음반이 전달 장소에서 지각되는지와 그 외의 장소에서 전달과 동시에
지각될 수 있는지를 불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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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에 의한 전달. 예를 들어 유선에 의한 전달을 제외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
비전에 의한 송신(재송신을 포함함)에 의한 음반의 공중 전달. 전달이란 공중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불문하고 음반을 청각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하
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음반이 위성을 매개로 방송되는 경우, 지상국으로부
터의 신호를 위성에 수신하거나 신호를 위성으로부터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의해 공중이 현실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지를 불문하고 음반이 공중에게
전달된다. 코드화된 신호의 송신은 방송기관에 의해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얻
어 코드해설수단이 제한 없는 공중에게 제공될 시 무선방송으로 인식된다.
(3) 유선전달. 예를 들어 유선, 전선, 광섬유 또는 유사 수단으로 보조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송신(재송신을 포함함)을 통한 음반의 공중전달
(4) 다수의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반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음반의 공중전달)
(5) 복제. 음반 또는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유형적인 복제물로 제작하는 것. 음반
또는 그 일부를 전자매체에 재수록(컴퓨터 기억장치에의 보존을 포함함)하는 것
도 복제로 간주된다.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복제이거나, 음반의 기술적 프로세
스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복제로서 음반의 합법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
거나 정보브로커가 제3자에게 정보원거리전기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음반을 이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의 경우는 음반의 단기 녹음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 단, 이러한 녹음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판매, 음반의 원본이나 유형적 매체에의 음반 복제물을 양도하는 방식의 음반
배포
(7)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권리소유자의 허가를 얻어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함)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8)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의 대여
(9) 음반의 가공(the processing of the sound recording)
3. 음반의 번안을 적법하게 행하는 자는 번안된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취득한다.
4. 음반의 제작자 외의 자에 의한 음반 사용의 경우, 본법 제1423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25조 (공표된 음반의 원판 또는 복제물의 배포)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음반의 판매나 기타 처분을 통한 러시아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위해 적법하게 공표된 경우, 원본 또는 복제물에 관한 재배포는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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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배타권 소유자의 동의나 소유자에의 사용료 지급 없이도 가능하다.

제1326조 (상업목적을 위해 공표된 음반의 이용)
1.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표된 음반의 공개 실연과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전달은, 음
반에 관한 배타권 소유자와 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배타권을 소유하는 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가의 징수와 분배는 국가의 허가를 얻은 권리집중단체가
관리행위를 한다(제1244조).
3. 본조 제1항의 대가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실연가에게 50%, 음반제작자에게 50%. 특정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대가
배분은 음반의 실제 사용에 비례하여 행해져야 한다. 러시아 연방 전부는 요율과
대가의 징수, 분배 및 지급 수단을 정한다.
4. 음반 이용자는 권리집중단체에 대하여 음반의 이용에 대한 보고서 및 대가 징수와
분배를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음반제작자란 최초로 소리를 고정(녹음)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개인이
나 법인을 의미한다.

음반은 실연의 소리나 기타 표현에 의한 소리를 녹음한 것을 의미하
나, 시청각저작물에 포함된 녹음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음반 개념에
속하지 않고 시청각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음반 제작 자
체는 창작성이 없지만, 음반 제작을 위해 녹음, 설비 구입, 실연가 확
보, 투자 등을 요하므로 이러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인접권 대
상에 포함되었다.18)

⑤ 방송사업자의 권리
<러시아연방 민법>
제1329조 (방송기관 및 유선방송기관)

18)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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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관 또는 유선방송기관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음성 및/또는
영상 혹은 이들의 조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들을 무선이나 유선에 의해 독자적
으로 또는 제3자의 지원을 얻어 전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1330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에 관한 배타권)
1.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수단에 의하여 본법 제
1229조에 따라 무선이나 유선 방송을 송신(본조 제2항의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
함)할 배타권(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배타권)을 가진다. 방송
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전달할 배타권을 처분할
수 있다.
2. 다음에 열거된 사항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을 이용하여 전달(방송)되는 것으
로 간주한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의 수록. 예를 들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음성 및/또
는 영상이나 이들의 표현을 유형적으로 수록한 것으로서 반복적 인식, 재생이나
전달이 가능한 것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수록물의 복제. 예를 들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
송 수록물이나 이들의 일부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유형적 형태의 사본으로 제
작하는 것. 이 경우 컴퓨터의 저장메모리를 포함한 전자적 매체에의 라디오 또
는 텔레비전 방송 수록도 복제로 간주된다. As reproduction shall not be
deemed a short-term record which is of temporary or accidental nature or
is an integral and significant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solely aimed at
legally using a record of a radio or TV broadcast phonogram or its
transmission to an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network by an information
broker for third persons, provided that such record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economic importance;
(3)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을 수록한 원본 또는 복제물의 판매, 혹은 기타 처분
을 통한 배포
(4) 재송신. 예를 들어 방송기관 또는 유선방송기관에 의한 무선 혹은 유선에 의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그 일부의 유무선(위성 매개 등) 수신과 동시 방송
(5)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을 공중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6) 공공 실연. 예를 들어 유료로 입장하는 장소에서의 기술적 수단으로 보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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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전달로서 전달 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서 지각되는
지 여부를 불문한 것
(7) 수록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
3. [삭제]
4. 본법 제1317조 제3항의 규정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 권리에 적용된다.
5. 방송기관 또는 유선방송기관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실연가 및 적절한 경
우에는 음반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및 다른 방송기관과 유선방송기관의 라디오 또
는 텔레비전 송신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방송기관 및 유선방송기관의 권리는 저작권, 실연가의 권리 및 음반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도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가 권리자가 된다. 권리의 발생시점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시점이 아닌, 프로그램의 방송 시점부터 발생한다. 역시 방송 자체의
창작성은 없지만 방송을 위한 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된다.19)

방송사업자란 방송 또는 유선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
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러시아연방 민법>
제1333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감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수집, 처리, 배치한 자를 의미한다. 다른 증명이 없다면, 데이터베이스 복
제물 및/또는 그 포장에 이름이나 명칭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간주된다.

19)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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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소유한다. :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배타권
데이터베이스 복제물 및/또는 그 포장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할 권리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권리, 즉 출판, 공중에의 통지, 유무선 방송 기타 방식으
로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할 권리. 이때 공개란 제작
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양으로 데이터베이스 복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복제물 및/또는 그 포장에 제작자의 명칭을 표시할 권리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배타권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며 보호된다.

제1334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권)
1. 데이터베이스 제작(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처리와 제시를 포함함)에 상당한 경제적,
물질적, 인적, 기타 비용을 투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
료를 추출하고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를 이용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데이
터베이스 제작자의 독점적 권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독점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반증이 없는 한,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최소 10,000개의 독
립된 소재로 구성되어야 한다(제1260조 제2항의 제2단락)
누구든 본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추출하여 이를 이용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소재의 추출이란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체 또는 상당한 양을 어떠한 기술적 수단이나 기타 형식을 통해 다른 정
보매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데이터베이스 소재
에 대한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독점권의 존재와 효력과는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유효하게 기능한다.
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권의 유효기간 내에 권리소유자는 지적소유권을 관할하
는 연방행정기관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할 수 있다.이 등록에는 본법 제1262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금전과 인력, 물질적
투자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성 소재를 수집하고 배열, 조정하여야 한
다. 이때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10,000개 이상의
소재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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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거나, 그를 구성하는
소재를 수집하고 배열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구성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작업을 구성한 자’라는 점으로, 업무 위탁이
나 노동계약에 따라 실제로 작업을 실시한 자가 아니라 출자한 자가
저작인접권자가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형식과 구조이나, 저작인
접권이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21) 따
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에 의해 금지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
지만, 저작인접권 등록에 대한 정함은 없다.22)

⑦ 출판자의 권리
<러시아연방 민법>
제1337조 (출판자)
1. 출판자란 과학, 문학, 미술저작물로서 미공표이나 공유재산(제1282조)로 이전되지
않은 것 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공유재산으로 된 것을 법적으로 공표
하거나 공표를 관리하는 자이다.
2. 출판자의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된 시기와 관계없이, 본법 제1259조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의 객체로서 인정되는 저작물에 적용된다.
3. 본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의 보존기록 중인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20)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21)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22)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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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8조 (출판자의 권리)
1. 출판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공표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자의 배타권(제1339조 제1항)
2)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저작물의 번역 기타 번안 형식으로 사용된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2. 저작물 공표 시 출판자는 본법 제1268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저작물에 관련된 출판자의 배타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출판자는 본법 제1268조 제1
항에 명시된 권한을 갖는다. 저작물과 관련된 출판자의 배타권을 양수한 자도 동일
한 권한을 가진다.

제1339조 (출판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1. 저작물의 출판자는 본법 제127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1호 및 제11호의 방식에
따라 제1229조의 저작물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의 출판자는 배타
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2. 저작물에 대한 출판자의 배타적 권리는, 저작물이 출판자에 의해 번역 또는 다른
번안 형식으로 공표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저작물에 대한 출판자의 배타권은 출판
자 또는 다른 자의 번역 또는 기타 번안과 관련된 저작권의 존재 여부 및 효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효력을 가진다.

미공표이고 공유에 속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유에 속
하는 저작물의 출판은 저작인접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작성이 없는
미공표 저작물이라도 그 내용의 탐색, 준비, 출판을 위한 투자가 필요
하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출판자로 하여금 문
화유산의 유지와 보존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3)

출판자는 미공표 상태로 공유에 속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공유상태인 학술, 문학, 미술저작물을 적법하게 공표하거나 공표
를 구성하는 자를 의미한다. 출판자는 개인만 될 수 있다.

23)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3) – ロシア著作隣接権（смежные права）,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3/5299>,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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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은 실연가의 생존기간 뿐만 아니라 실연이 행해지거나 수록된 해
의 다음해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음반에 대한 권리는 수록된 다음해로부터, 공표된 음반일 경우 공표
다음해로부터 50년간 보호받는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권리는 방송전달 다음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완료된 다음해로
부터 15년간 존속한다. 출판자의 권리는 출판 다음해로부터 25년간 보호
받는다.

저작인접권 중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앞서 ‘저작권 보호기간’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저작인접권 중 비재산적 인격권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호받는다.

사.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러시아 민법 상 일정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 표시 등을 조건으로 저작자
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대가의 지급 없이도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 민
법 제1274조부터 제1280조가 그러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러시아연방 민법>
제1274조 (정보, 학술, 교육 또는 문화 목적의 저작물 무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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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정하는 이용은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저작자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창작의도를 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시목표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에서의 학술, 논문, 평론, 정보 및 교육
목적의 원저작물 또는 그 번역의 인용으로서, 보도논평의 형식으로 신문이나 잡
지기사에의 발췌 복제를 포함한다.
(2)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 및 그로부터의 발췌를 교육적 성질을 가지는 간행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각 수록에 대한 설명으로서 관련한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에서의 이용
(3) 정기간행물의 복제 및 그에 대한 유선 또는 무선상의 간행물 복제물 배포, 현재
의 경제, 정치, 사회 및 종교 문제에 관한 적법하게 공표된 기사의 공중전달과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 공중 방송. 단, 그러한 복제, 전달, 유포가 저작자 기타
권리자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정치적 발언, 연설, 강연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을 공중에 고지할 목적으로 정
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정기간행물에 복제하거나 무선 또는 유선으로 이러한 간
행물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 동시에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들을 모음 형식으로
간행할 권리를 유보한다.
(5) 현재의 사건 과정에서 견문되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고지할 목적으로 정당화되
는 범위 내에서의(특히 사진,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에서의) 복제, 배포, 무선 또
는 유선방송, 논평 행위
(6)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의 라이브 제시에 의한 영리목적을 하지 않는 교육조직,
의료조직, 사회사업조직 및 형벌제도 기관의 그러한 기관 종사자(직원), 이들 조
직의 업무대상자 또는 이들 기관에 포함되는 자를 위한 공연
(7) 논문 요약의 컴퓨터 기억장치에의 수록 및 공중 전달을 포함하는 전자매체 수
록
2.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오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식(점자 또는 기타 특별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작성하거나 복제물의 비영리 복제 및 반포하는
행위는 저작자나 기타 배타권 소유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자나 대여처의 명칭을 표시할 것을 의무로 하여 허용된다. 도서관은,
특별한 방식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복제를 자택에서의 일시적이고 무상의 이용
을 위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원거리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된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승인된 특별한 방식 및 특별한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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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저작물을 위한 정보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는 도서관과 이러
한 접속을 위한 절차 일람이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기타 복제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공공 제공은 인
정되지 않는다.
본 항의 규정은 특별한 방식에 의한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된 저작물 및 주로 음
악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음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신체장애를 가진 자에 의한 저작물의 지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청각적 설명을
하거나 저작물을 수화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 소유의
동의나 대가의 지급 없이도 가능하다.
4. 적법하게 공표된 원작을 문학, 음악, 풍자 및 기타 캐리커쳐 표현법으로 풍자적으
로 비트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자 및 기타 원저작물에 관한 배타권
소유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가능하다.

제1275조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교육조직에 의한 저작물 관련 무상이용)
제1276조 (공공장소에 상시 설치된 저작물의 무상 이용)
제1277조 (적법하게 공표된 음악저작물에 관한 무상의 공공 실연)
제1278조 (법집행 목적을 위한 무상의 복제)
제1279조 (방송사업자에 의한 저작물 단기이용을 위한 무상의 녹음, 녹화)
제1280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

제1274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 사진도 인용의 대
상으로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학술, 토
론, 평론, 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저작물과 그 번역물의 인용이 가능
하다고 하므로 사진도 인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24)

아. 러시아 저작권법의 특수 규정

1)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25)

24) JETRO, ロシア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2019 年度第 1 号, 2019, 14면
25)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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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민법>
제1269조 (철회권)
1. 저작자는 자신이 행사한 저작물에 대한 공표 결정을 실제로 공표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단,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양도한 자 또는 저작물 사용권이 부여된
자에 대해 위 결정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변제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본 조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 직무저작물 및 복합물(제1240조)의 저작물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제1292조 (접근권)
1.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 소유자에 대하여 그 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을 청구할 권리(접근권)을 가진다. 단, 저작자는 해당 원작품의 소유자에 대하여
원작품을 보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2. 건축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원작품 소유자에 대해, 계약 상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해당 원작품의 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가 가능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93조 (추급권)
1. 저작자에 의해 미술 원저작물의 양도가 행해지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특히 경매
업자, 화랑, 미술전 또는 미술상)이 중개자로 참가하여 원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
다 저작자는 재판매가격으로부터 재판매 가격의 일정한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추급권) 지급되는 금액과 조건, 절차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결정
에 따른다.
2. 저작자는 본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술가의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어
문 저작물 및 음악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원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예술가의 추급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권 존속기간 중
에는 저작자의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다.

민법 제1292조는 조형미술이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정한다.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원작품을 소유한 자에게 저작물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도 저작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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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원저작물의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단, 구
체적인 접근권 행사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된 바가 없다.

민법 제1293조에 따라 미술저작물의 원저작물, 어문 저작물과 음악저
작물의 원고에 대한 추급권이 인정된다. 이는 원저작물이 유통이나 양도
된 후에도 그러한 저작물의 전매 시 저작자가 그 대가의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2018년 6월부터 저작물을 재판매
할 때 판매자가 보수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저작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민법 제1269조에서는 저작권자의 철회권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저
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공표
할 것인지는 저작자가 결정하며 공표한 저작물을 철회할 것인지도 저작
자의 재량에 따른다.

2) 저작권 보호기간
<러시아연방 민법>
제1281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의 유효기간)
4. 저작물의 저작자가 탄압을 받아 사후에 명예가 회복된 경우, 배타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되며 70년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명예가 회복된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가 대애국전쟁(the Great Patriotic War) 시기에 근무하였거나 전쟁에 참가한
경우, 본 조에서 정하는 배타권 존속기간이 4년간 연장된다.

제1318조 (실연에 대한 배타권의 존속기간, 상속에 의한 해당 권리승계 및 공유재산
에의 이전)
2. 실연가가 탄압을 받아 사후에 명예가 회복된 경우, 배타권 존속기간은 연장되며 위
제1항의 하한 50년은 실연가의 명예가 회복된 해의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기산하
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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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연가가 대애국전쟁 시기에 근무하였거나 전쟁에 참가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배타권 존속기간은 4년간 연장된다.

2. 저작권 관련 제도

가. 저작권 등록26)
제1262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가

등록(The

State

Registration))
1. 권리소유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신의 배타권 유효기간
중,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에 등록
할 수 있다.
국가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등록 대상
이 될 수 없다. 국가 등록 신청을 제출하는 자(신청인)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
라 국가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개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국가 등록 신청(등록 신청)은 1 건의 컴퓨터 프
로그램 또는 1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각 등록 출원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국가 등록 신청 및 권리 소유자와 저작자(저
작자가 저작자로서 지명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표시와 각각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특정하기 위한 기탁 자료로서 요약을 포함
한 것
등록 신청 방식에 대한 규칙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규범적 또는 법적 규제를
집행하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한다.
3.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은 등록신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자료와 이
들이 본조 제2단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가

26)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ロシア知的財産法 (2) – ロシア著作権法の体系及び実務的特徴, 2018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8/01/5126>, 최종방문일 : 2021.1.17.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2016, 64면, 67면

51

긍정적인 경우에는 연방행정기관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의
등록부에 기입하며 신청인에게 공적인 등록증명서를 교부하고 기관의 공보를 통
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고한다.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소유자는 연방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와 자료를 국가 등록 전까지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
다.
4.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국가 등록 절차, 국가등록 증명서 양식과 이
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및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의 공보에
공고될 정보의 일람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규범과 법적 규제를 집행하는 연방행정
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권을 계약에 의해 또는 계약 없이
이전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의 국가등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1.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은 권리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컴퓨터 프로
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소유자 및/또는 저작권에 대한 정보(권리자 명칭,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 저작자 명칭과 우편주소를 포함함)를 수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등록부 및 국가 등록 증명서의 명백하고 기술적인
오기를 정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담당 연방행정기관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의
명백하고 기술적인 오기를, 직권으로 또는 권리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한 자의 신
청에 의해 정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담당 연방행정기관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의
정정된 정보를 공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별단의 증명이 없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은 국가 등록 절차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정
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러시아에서의 저작권 발생과 행사 시 저작물 등록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제1259조 제4항).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러시
아 민법 제1262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재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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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러시아 지적재산당국(ROSPATENT)이다. 등록 시 ROSPATENT로부터
증명서가 교부되나 이 증명서의 용도는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권리
를 증명하는 것에 한정된다. 저작물 등록 뿐만 아니라 등록된 컴퓨터 프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적 권리 양도 시에는 그 양도 사실도
등록해야 한다.
● ROSPATENT 에서의 저작권 등록절차
- 신청서에는 권리소유자·저작자명, 주소를 적고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혹은 데
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함.
- 지식재산관리청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저작권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해당 저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 국가등록부
혹은 데이터베이스 국가등록부에 기재함.
- 신청인에게는 국가등록증을 발급하며 지식재산관리청의 공식 게시판을 통해
등록을 공포함.
-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기타 저작물에 대한 등록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또는 단체를 통
하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저작권
등록부를

운영·관리한다.

대표적인

민간

단체로는

Russian

Authors’Society(RAO)가 있고, 민간 기업으로는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인
“National Reg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운영하는 n’Ris27),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idPowers”에서 운영하는 iReg28) 등이 있다.
IP전문 법무법인이 자체적으로 저작권 등록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소유 관계와 관련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작
권 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7) https://nris.ru/
28) https://idpowers.com/cases/i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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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센싱)과 양도

<러시아연방 민법>
제1233조 (배타권의 처분)
1.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활동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을, 타인과의 계약을
통한 양도(배타적 권리에 대한 양도계약) 또는 지적성과나 식별수단에 대한 이용권
을 타인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계약(이용허락 계약) 등 법률과 배타권의 본질에 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은 이용권자에게 배타권을 이전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2.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 처분 계약(양도 계약 및 이용허락계
약을 포함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또는 배타권의 내용이나 성질로부터 발생
하지 않는 한 채무에 관한 총칙(제307조 내지 제419조)과 계약에 관한 총칙(제420
조 내지 제453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 이전이 권리 전 범위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은 이용허락계약으로 간주된다. 단, 복합적인 객체(제1240조 제
1항 제2호)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히 창작되었거나 창작되어야 할 지적활동의 성과
를 이용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4. 배타권 양도 계약 또는 이용허락 계약의 조건 중, 특정한 유형이나 분야의 지적활
동 성과를 창작할 권리나 그 창작결과를 타인에게 양도할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은 무효로 간주한다.
5. 권리소유자는 권리자가 가진 학술, 문학, 예술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자
신이 정한 조건과 기간 내에 무료로 이용 허락할 것을 공지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누구든지 이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권리소유자가 정한 조건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공지는 연방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지를 관
리하는 연방행정기관, 공개 방법과 절차, 기간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공지에는 권리자와 권리자가 소유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 특정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소유자의 공지에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은 5년으로 간주된다.
권리소유자의 공지에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러시아 연방 내에서 유효
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지의 유효 기간 중에는 공지를 철회할 수 없으며, 공지를 통한 이용 조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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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 없다.
권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
락을 부여하는 유효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지를 할 수 없다. 만약 권
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 공지를 한 경우, 이용허락 계약은 종료된다. 이 경우 공지
를 한 권리소유자는 이용권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단락에 따라 이루어진 부적절한 공지에 의하여 저작물 또는 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받은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는, 본법 제1252조에 따라
배타권의 침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적용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본 조의 규정은 오픈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286조 1항).

제1234조 (배타권 양도에 관한 계약)
1. 배타권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에 근거하여 일방당사자(권리소유자)는 지적활동의 성
과 또는 식별수단과 관련된 자기의 배타권을 전면적으로 타방당사자(양수인) 이전
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진다.
2. 배타권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이 서면 요건을 준수하
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된다.
배타권의 이전은 본법 제1232조에 규정하는 절차에 기초한 국가등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배타권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에 근거하여 양수인은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계약에 규정된 대가를 권리소유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진다.
배타권의 양도와 관련된 유상계약 시 대가의 조건 또는 그 결정과 관련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법 제423조(3) 내의 가격의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타권의 양도 계약에 기초한 대가의 지급은 1회의 정액 지급 또는 정기급 지급
방식, 소득(수입)의 일정 비율 또는 기타 지급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3.1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조직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배타
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과 관련된 배타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별도
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타권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권리소유자
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배타권의 양도 계약에 근거한 배타권의 이전이 국가
등록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제1232조 (2))는 관련된 성과 또는 수단에 관계된

55

배타권은 국가등록 시에 권리소유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제1235조 (라이선스 계약)
1.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 즉,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 소유자(이용허락자)는 관련 성과와 수단을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타방 당사자(이용권자(에게 부여하거나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용권자는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을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하는 한도 내
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지적활동의 수단과 식별수
단 이용 권리는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2.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이용허락 계약은 서면에 의해 체결되는 것으로 한
다.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을 시 이용허락 계약은 무효로 된다.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한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의 이용권리 부여는 본법
제1232조에서 정한 상황과 절차에 따른 국가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3. 라이선스 계약에는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 이용이 허용되는 영역이 표시되
어야 한다. 이용 영역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용권자는 러시아 연방의 전
영역에서의 이용권리를 가진다.
4.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기간은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배타권의 유효
기간을 넘지 아니한다.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기간은 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으로 추정된다.
배타권이 종료된 경우, 라이선스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이용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에서 정하
는 대가를 이용허락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유상 라이선스 계약의 지급액에 관한 조건과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존
재하지 않을 시, 그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본법
제424조 제3항에 규정된 계약의 가격 결정에 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은 1회의 정액 지급 또는 정기 지급, 소득(이익)
비례한 지급 방식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5.1. 본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의 배타적 라이선스 조
건에 따라 배타권 유효기간 내의 영리조직 간 거래에 있어서, 지적활동의 성과 또
는 식별 수단 이용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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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선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주제. 계약에 따라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활동의 성과와 식별수단 및
이들의 배타권을 증명할 서류(특허 또는 증명서)
(2) 지적 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 수단의 이용 방법
7. 지적활동의 성과 또는 식별수단의 배타권을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의 권리자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1286조 (저작권 이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
1.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일방당사자, 저작자 또는 권리자(이용허락권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타방당사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2.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다.
3. 유상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보수액 또는 로열티의 계산 절
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는 본법 제1280조에 따른 권리와 함께,
계약에 따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권한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부여받을 수 있
다.
5.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배타적 라이선스 부여를 위한 계약은
간소화된 절차로 체결될 수 있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한 라이선스 계약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
본이나 그러한 사본의 포장 및 전자적 양식(제434조의 제2항)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 이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이용함에 따라, 이용
자는 기재된 조건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계약의 서식은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한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286.1조 (과학, 어문, 예술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
1. 저작자 또는 권리소유자(이용허락자)가 이용권자에게 학술, 문학, 미술 저작물에 대
한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오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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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라이선스는 부종계약으로, 조건은 공중에 공개되어야 하고 이용권자가 저작
물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그 조건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오픈
라이선스의 조건이 수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에 대한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제438조). 이 경우 계약의 서식은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오픈 라이선스의 대상은 계약 조건 범위 내에서의 학술, 문학, 미술 저작물의 이용
이다.
이용허락자는 지적활동의 새로운 성과 창출을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이용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On such occas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an open licenc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licencor has made the offer to
make the agreement (Item 2 of Article 437) on the use of the work owned by
him by any person wishing to use the new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ies
created by the licencee on the basis of this work within the limits and under
the terms which are provided for by the open licence.

The acceptance of such

offer shall be also deemed the acceptance of the licencor's offer to make a
licence agreement in respect of this work .
3.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오픈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는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
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은
배타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
선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간주된다.
오픈 라이선스에 의한 저작물 이용 영역이 특정되지 않았을 시, 이용은 전 세계에
대한 것으로 한다.
4. 오픈 라이선스를 부여한 이용허락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또는
저작물에 근거하여 이용권자가 창출한 새로운 지적활동 성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권리 범위를 넘어 및/또는 오픈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 외의 조건에 따라 제3자에게
부여할 시 전체 또는 부분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저작물에 관련된 배타권이 오픈 라이선스의 제공 또는
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침해되었을 시, 본법 제1252조에 따라 배타권 침해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123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자신의 배타권의 전부나 일부
에 대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민법 상
다른 정함이 없다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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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무효로 된다. 이용허락 계약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유효기간, 대
가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 어문, 예술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미
리 공개하여, 이러한 이용허락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
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86.1조).

<러시아연방 민법>
제1234조 (배타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
제1285조 (저작물에 관한 배타권의 양도계약)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 양도 계약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저작물에 대
한 배타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저작권자의 배타권 양도 역시 서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시 양도 계약이 무효로 된다. 단, 정기간행물에서 저작물을 사용
할 권리를 부여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다.29)

3.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와의 차이점
러시아

우리나라

법률로 인정

판례로 인정

50년

70년

베이스 제작자의

15년

5년

권리)
직무저작물의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제목, 캐릭터의
저작물성
존속기간(실연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존속기간(데이터

29) アザマト シャキロフ , ロシア知的財産法 (1) – ロシア知的財産法の体系, 2016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16/08/1496>,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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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않음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만

저작권등록

정부기관(ROSPATENT)에서
등록가능. 다른 저작물들은
민간 기업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모든
저작물의 등록을 관리함

등록서비스 제공
양도계약의 형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음.
저작권 양도

양도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① 이용허락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
② 오픈 라이선스 형식의
이용허락

이용허락을 법률에서 규정

특별한 규정 없음

③ 라이선스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기간은 5년으로 간주

Ⅱ. 인도

1. 저작권 관련 법률

가. 저작권법 제도 개관30)

인도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후 1999년, 2002년, 2012년 각 개정을
거쳤다. 이 중 가장 최근의 201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
30)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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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며, 국제조약에 준하는 정도로 인도 내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2012년 개정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2012)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
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WCT, WPPT 조약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저작물 보호
- I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가
-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저작자의 로열티 수령권한 명시
- 불법 복제물품의 수입금지와 그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강화
- 상업적 대여, 녹화물, 저작자, 영화필름, 공중송신, 실연가 등 새 용어
정의
- 녹음물에 대한 법정이용 허락제도 도입
- 저작권협회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규정 도입
- 세관에 의한 불법 복제품 수입 금지와 민사상 구제조치 등 마련
-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금지와 그 예외 규
정

나. 국제조약 체결 현황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인도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다음
과 같다. 이들 조약에 가입한 타국의 저작물들도 인도 국내 저작물과 동
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 항목에서 다룬다.31)
베른협약 (1928년 발효)

31)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06면
Mark-i, インド：2つのWIPO著作権条約に加盟, 2018
<https://trademark.jp/ip/detail/313>, 최종방문일 2017.1.17.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members/profile/IN>, 최종방문일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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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74년 비준, 1975년 발효)
WIPO 협약 (1975년 가입 및 발효)
UNESCO 주관의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88년 비준 및 발효)
TRIPs 협정 (1995년 발효)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4년
비준, 2016년 발효)
WIPO 저작권 조약(WCT) (2018년 가입 및 발효)
WIPO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조약(WPPT) (2018년 가입 및 발효)
※ 로마 협약은 1961년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음, 베이징 조
약 미가입

다. 외국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2조 (해석)
(l) ‘인도 저작물’이란, 이하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의미한다.
(i) 저작자가 인도 국민인 것, 또는
(ii) 인도 국내에서 최초 공표된 것, 또는
(iii) 미발표저작물의 경우, 작성 시기에 저작자가 인도 국민인 것.

제40조 (외국저작물에 저작권을 미치는 권한)
중앙정부는 관보에 공표된 명령에 의하여 본 법의 모든 또는 어떠한 규정을 이하와
같이 적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a) 인도 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중 위 명령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인
도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과 동일하게,
(b) 저작자가 작성 당시 외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인 저작물 또는 그 중 위 명령과 관
련된 것에 대하여 저작자가 인도 국민인 것과 동일하게,
(c) 인도 국외의 거주지 중 위 명령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가 인도 국내
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d) 최초 발행일 또는 저작자가 해당일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에 있어, 저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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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민이나 시민인 저작물 중 위 명령에 관련한 것에 대하여, 저작자가 해당
일 또는 그 시점에 인도 국민인 것과 동일하게 본장 및 명령의 규정에 따라 본법
을 적용한다. 단,
(i) 중앙정부는 외국(인도가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가 또는 인도도 당사국인 저작권
관련 조약의 당사자인 국가를 제외함)에 대해 본조에 따른 명령을 발하기 전에,
본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적용받는 저작물을 해당 국가에서 보호가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해당 국가가 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약정했다고 확신하여야 한
다.
(ii) 명령은 본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해당 명령이 특정하는 유형
의 저작물 또는 특정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iii) 명령은 인도에서의 저작권 기간이 해당 명령과 관련한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기
간을 넘지 않고, 본법에 따라 정해진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iv) 명령은, 해당 명령에서 정하는 조건 또는 형식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본법 상
권리 향유가 가능하다고 정할 수 있다.
(v) 명령은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법률에 비
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외나 수정을 할 수 있다.
(vi) 명령은, 위 명령의 개시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하지 않거
나, 위 명령 개시 전에 최초 발행된 저작물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할 수 있다.

제40A조 (일정한 외국의 방송기관 및 실연가에게 제VIII장을 적용하는 중앙정부의 권
한)

제42조 (인도 국내에서 최초 발행된 외국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한)
중앙정부는 외국이 인도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표되는 명령에 의해 인도
국내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본 법의 규정이 특정일 이후
에 발행되고 저작자가 외국 국민이고 인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
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해당 규정이 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2A조 (외국 방송기관 및 실연가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

인도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인도 국내에서 최초 공표된 저작물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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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는다. 저작권자가 인도 국적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인도 외
의 국가에서 공표된 작품이고 저작자가 작품 공표 시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시에 인도 국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건축물을 제외한
미공표 작품은 창작 시 저작자가 인도 국민이거나 인도에 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인도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
도 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의 명령과 저작권 적용 규칙을 발
할 수 있다. 현재 인도 정부의 1999년 국제저작권 적용 규칙에 따라 외국
에서 최초 공표되거나 창작된 저작물에도 인도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저
작권법 제40조에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 저작물은 인도 저작권법에 따
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32)

* 저작권법 제40조 (외국 저작물에 미치는 저작권)
(1) 인도 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최초 공표된 작품으로서 위 명령과 관련
한 것
(2) 작성 당시 저작자가 외국인인 미발행 저작물로서 위 명령과 관련한
것
(3) 명령에서 정한 외국을 거주지로 하는 저작자의 저작물
(4) 최초 공표 시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 시 저작자가 명령에
서 정한 외국의 국민인 저작물

라.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저작권법>
제2조 (해석)
(y) ‘저작물’이란 이하의 어느 하나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32)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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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
(ii) 영화 필름
(iii) 녹음물

(d) ‘저작자’란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i) 어문 또는 연극저작물의 작자
(ii)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iii) 사진 외의 미술저작물의 예술가
(iv) 사진의 촬영자
(v) 영화 또는 녹음물의 제작자 및
(vi) 컴퓨터로 발생한 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은 그러한 저작물을 발생시킨 자

인도 저작권법 제2조 (y)에서는 저작물이란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
작물’, ‘영화 필름’, ‘녹음물’을 의미한다고 하며, 각 저작물에 대해
서는 제2조의 다른 호에서 예시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1)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

먼저 어문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표, 데이터베이스 기타 편집물을
포함하는 것이며(제2조 (o)) 연극저작물은 암송, 무용, 무언극의 일부로서
그 배경장치나 연기 형식이 문서 기타 다른 형식으로 고정된 것 중 영화
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제2조 (h)).

음악저작물은 음악 또는 악곡 저작물을 의미하지만 악곡과 함께 노래,
낭송, 실연되는 어구나 행위는 제외된다(제2조 (p)).

미술저작물은 미술성을 불문한 회화, 조각, 도화, 판화, 사진 등을 의미
하고 건축저작물과 미술공예창작물도 포함한다(제2조 (c)). 상표 라벨이나
표장도 경우에 미술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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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표법 외에 저작권법 상 침해행위도 주장할 수 있다.

2) 영화필름

영화필름이란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서 영상에 수반되는 음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제2조 (f)). 이때 영화란 비디오를 포함하여 영화 촬영과
유사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영화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녹음물

매체나 수단을 불문하고, 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xx)). 영화와 마찬가지로,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을 녹음
한 것이나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녹음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 대상과 관련한 특징으로는, 방송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연자
의 권리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법 상 위 대상들 중 ‘창작성’이 있는 것에만 저작권이 인정되
는데(제13조,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 이때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표현될 필요는 없다. 우리 법
과 유사하게 인도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이디어나
발상 자체의 독창성이 아닌 표현의 독창성이기 때문이다.33)

33)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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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개념은 저작권법 제2조 (d)에서 정하고 있으며,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작자,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사진을 제외한 미술저작물의 예술
가, 사진의 촬영자, 영화나 녹음물의 제작자 및 컴퓨터로 발생한 저작물
은 그러한 저작물을 발생시킨 자가 해당된다.

4) 직무저작물
제17조 (최초의 저작권자)
본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최초의 저작권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단,
(a) 저작자가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의 소유자에 의한 업무 또는 도제
계약에 따른 고용 과정에서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의 발행 목적으
로 작성한 언어, 연극 또는 미술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신문, 잡
지 또는 기타 유사한 정기간행물에서의 저작물 발행 또는 그러한 발행을 위한
저작물 복제에 관해서는 그 소유자가 최초의 저작권자인 것으로 보나, 다른 모
든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한다.
(b) 위 (a)에 따라 의뢰에 따라 대가를 받고 촬영된 사진, 그려진 그림 또는 초상화,
작성된 판화나 영화필름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의뢰자가 최초 저작권자
가 되는 것으로 한다.
(c) 업무 또는 도제계약에 근거한 저작자의 고용 과정에서 작성된 저작물로서, (a)
또는 (b)가 적용되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그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한다.
(cc) 공개적으로 구술된 연설 또는 담화의 경우에는 해당 연설 또는 담화를 구술한
자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구술된 연설 또는 담화의 경우에는 타인이 그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해당 연설 또는 담화를 구술하는 자 또는 대리로 구술하는 자
가 연설이나 담화를 해당 연설 또는 담화를 준비한 타인에 의해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in the case of any address or speech delivered in public,
the person who has delivered such address or speech or if such person has
delivered such address or speech on behalf of any other person, such other
person shall be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therein notwithstanding that
the person who delivers such address or speech, or, as the case may be,
the person on whose behalf such address or speech is delivered, is
employed by any other person who arranges such address or speech o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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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behalf or premises such address or speech is delivered;)
(d) 정부저작물(생략)
(dd) 공공사업체에 의하거나 공공사업체의 지시 또는 관리 하에 작성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공공사업체가 그 최초 저작
권자가 된다.
(e) 국제기관의 저작권 (생략)

직무저작물의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
하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동일하며 한국법과도 유사하다.

마.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22조 (발행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기간)
본법 본조 이하의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생존 중에 발행
된 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사진 제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의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60년간 존속한다.

제23조 (무명 및 가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간)

제24조 (사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간)

제26조 (영화 필름에 대한 저작권 기간)
영화 필름의 경우, 저작권은 해당 필름이 공개된 해의 다음해의 시작일로부터 기산
하여 60년까지 존속한다.

제27조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간)
녹음물의 경우, 저작권은 녹음물이 발행된 해의 다음해의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60년간 존속한다.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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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해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된다. 저작자가 2인 이
상인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모든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사후 60년이
다.

무명, 가명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공표 후 60년 동안이며, 이 기
간이 만료되기 전 저작자 신원이 공개되었다면, 저작자 사망한 다음해로
부터 60년 동안 보호받게 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판화 저작물의 경우에
는 저작물이 발행된 다음해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되고, 이들에 대한 2차
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2차 저작물의 발행 다음해로부터 60년 동안이다.

영화와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각 저작물이 공개된 다음해로부터
60년이다.

바.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14조(저작권의 의의)
(1) 본법의 적용 상, ‘저작권’이란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
에 따라 이하의 행위를 행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의 경우
(b)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c) 미술저작물의 경우
(d) 영화 필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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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녹음물의 경우

제16조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저작권의 부존재)
누구든지 본법 또는 효력을 갖는 다른 법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발행되었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나,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배임 또는 비밀누설을 제한할 권리나 재판권을 무효로 한다고 해석되
지 않는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보호로서,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저작물 이용권을 행사하고, 무단으로 제3자의 저작물 복제,
배포, 상영 등이 행해질 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의 집합을 의미한
다. 저작권 등록이나 표시, 절차와 무관하게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 바
로 권리가 발생한다.34)

저작권법 제14조에서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정
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
- 전자적 방식의 매체 보존을 포함한 저작물의 유형적 형식의 복제권
-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교부할 권리
- 공중을 상대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달할 권리
- 저작물로 영화나 녹음물을 제작할 권리
- 저작물을 번역할 권리
- 저작물을 번안할 권리
- 저작물의 번역 또는 번안물에 대해 1)에서 6)까지의 행위를 할 권리

34) S. S. Rana & Co., インドにおける新たな知的財産権関連問題, 2015
<https://www.globalipdb.inpit.go.jp/judgment/8386/>, 최종방문일 2021.1.17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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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 프로그램
-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에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대여할 권리. 또
는 판매나 상업적 대여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권리

③ 미술저작물
- 저작물을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권리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권리
-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교부할 권리.
- 저작물을 영화에 포함할 권리
- 저작물을 번안할 권리
- 저작물의 번안물에 대해, 1)에서 5)의 행위를 할 권리

④ 영화저작물
- 영화를 복제할 권리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상의 사진이나, 전자
적 또는 기타 매체에의 보존을 포함함)
- 복제된 영화를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상업적 대
여를 위해 제공할 권리
- 영화를 공중에 전달할 권리

⑤ 녹음물
-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의 보존을 포함하여 다른 녹음물을 제작할 권
리(복제권)
- 녹음물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를 위해 제공할 권리
- 녹음물을 공중에 전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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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정하거나, 또는 효력이 인정되는 다른 법 규
정 상 정함이 없다면 저작물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
이나 기타 유사한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제16조).

2)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57조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
(1)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과 독립하여 또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후에
도 이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b) 저작물에 대한 왜곡, 삭제, 변경, 기타 행위에 대하여 해당 왜곡, 삭제, 변경, 기
타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시 이들을 제한하거나 손해
배상을 구할 권리
단, 저작자는 제52조 (1) (aa)에 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번안과 관련하여 이
들 제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제1항의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행사될 수 있
다.

인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제57조 이
하에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정하여 보호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저작물의 왜곡이나
변형, 훼손 등이 발생하여 자신의 명예나 명성이 훼손될 시에는 그러한
왜곡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도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지만,
법률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나 번안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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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작인격권 침해를 들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할 수 없다.35)
3) 저작인접권

가)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38조 (실연가의 권리)
(1) 실연가가 출연하거나 실연에 종사하는 경우, 실연가는 실연에 관하여 ‘실연가의
권리’로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2) 실연가의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해의 다음 해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제38A조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
(1) 실연가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실연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 대하여 이하의 각 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본법 규정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a) 실연의 녹음 또는 녹화물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이하의 사항을 포함한다.
(i) 전자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매체 보존을 포함한 유형적 형식으로 실연
을 복제하는 행위
(ii) 실연의 복제물로서 유통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발행하는 행위
(iii) 실연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iv) 해당 기록물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또는 판
매나 상업적 대여에 제공하는 행위
(b) 실연을 공중에 방송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단, 실연이 이미 방송 완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다.
(2) 실연가가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실연을 영화필름에 포함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실연가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필름의 제작자가 필름 내에서 실연가의 권
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연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연가는 사용료
를 받을 수 있다.

35)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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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B조 (실연가의 인격권)
실연가는 자신의 권리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후, 자신의 권리와는 독립하여 이하의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자신의 실연에 대한 실연가임을 주장할 권리. 단, 실연의 이용태양에 따라 생략
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실연가의 명성을 훼손하는 실연의 왜곡, 삭제 기타 변형을 중지하거나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

제38A조에서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를, 제38B조에서 실연가의 인격권을
정한다. 실연가의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때의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
속한다.

①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

우선 실연가는 실연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실연을 유형적 매체에 복제할 권리, 복제된 실연을 공중에
전달하거나 방송할 권리, 실연에 대한 녹음물을 복제하여 판매 또는 상
업적 대여하거나, 판매나 상업적 대여를 위해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만약 실연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실연에 대한 저
작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실연가가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연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이어서는 안된다.
제38A조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
(2) 실연가가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실연을 영화필름에 포함하기로 동의한 경우,
실연가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필름의 제작자가 필름 내에서 실연가의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연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연가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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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영화 저작물 내에서 실연이 다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영화에 실연을 포함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실연가는 영화
내에서의 실연가 권리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8조는 실연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시 실연가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영화 내에서의 실
연 사용에도 적용된다.

② 실연가의 인격권

실연가도 자신을 실연가로 명시할 권리와 실연의 왜곡과 변형으로 인
한 자신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왜곡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 목적으로 단순히 실연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일정한 길
이로 단축하는 행위 또는 기타 기술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개변은 실연
자의 명예나 평가를 훼손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실연가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후
에도 실연가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방송기관의 권리
<저작권법>
제37조 (방송복제권)
(1) 방송기관은 방송에 관하여 ‘방송복제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2) 방송복제권은 해당 방송이 행해진 해의 다음해의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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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에 관한 방송복제권의 존속 중, 권리자의 허락 없이 방송 또는 그 실질적 부
분을
(a) 재방송하거나
(b) 유상으로 공중에게 시청하도록 하거나
(c) 방송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작성하거나
(d) 최초의 수록이 허락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허락을 받았지만 허락범위가 아닌 목
적을 위한 경우) 해당 녹음물 또는 녹화물 제작을 작성하는 행위
(e) (c)나 (d)의 저작물이나 녹화물을 공중에게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나 상업적 대여를 위해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라 방송복제권
을 침해한 자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방송기관에게 ‘방송복제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방송기관은 방송이나 방송의 실질적 부분을 배타적으로 재
방송하거나, 공중에게 유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거나, 방송으로 녹음물 또
는 녹화물을 제작하거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판매나 상업적 대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기관의 방송복제권은 방송이 행해진 해의 다음해로부터 25
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다) 방송복제권 또는 실연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9조 (방송기관 또는 실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인도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방송기관이나 실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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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사용이나 신의성실에 따른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음성을 녹
음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
- 시사보도나 선의의 논평, 지도나 연구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실연이나 방송을 발췌하여 인용하는 행위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번안이나 수정을 가하는 행위

사.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1)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을 ①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
는 행위, ② 비평 또는 논평, ③ 공개된 강연을 포함하여 최신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정사용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가 ① 프로그램을 그
공급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② 프로그램을 백업하기 위
하여 또는, ③프로그램의 실행개념과 규칙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위
하여 또는, ④ 기타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
제 또는 번안하는 행위
- 공중을 위한 저작물의 전자적 전달이나 기술적 통신과정에서 저작물이
나 실연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전자적 링크, 접속을 위해 작품이
나 실연을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단, 그러한 보존행
위가 불법복제임을 행위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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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보존행위가 권리 침해라는 서면 신청이
있던 경우에는 위 보존행위의 책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복제물에 대
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법절차 또는 그 보고를 위한 복제행위
- 공표된 언어나 연극저작물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발췌하여 공중에게
낭독, 암송하는 행위
- 주로 저작물의 대상이 아닌 것들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교육 목적으로
의도되고 제목이나 광고에 교육용임이 표시된 것에 있어서, 그 자체로
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교육목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닌 언어나 연극저
작물을 짧게 발췌하여 공표하는 행위. 단, 같은 출판사가 5년 이내에
동일한 저작자의 저작물에서 둘 이상을 발췌하여 공표할 수 없다.
-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의 일부나 답변으로서 교사 또는 학생이 복제
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활동 중, 해당 기관의 직원, 학생, 학부모, 기관 관계자를
청중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영화필름 또는 녹음물을 상
영, 재생하는 행위
- ① 거주자 간 공동이용이 의도된 거주시설의 실내 등에서 거주자를 위
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일환으로서 또는, ② 비영리 목적의 클럽이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③ 비영리 클럽이나 단체, 기타 조직활
동의 일환으로서 녹음물을 청취하게 하는 행위
-

아마추어클럽에 의한 어문, 희곡, 음악저작물의 실연 행위. 단, 청중에
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 최신 경제, 정치, 사회, 종교에 관한 기사를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
물에 복제하는 행위. 단, 기사 저작자가 해당 복제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공공도서관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적을 3부까지 복
제하는 행위. 단, 해당 서적이 인도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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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사적 연구를 위해 도서관, 미술관 기타
기관에 보관된 미공표 문학, 음악, 연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관보에 공표된 사항, 주석 및 기타 원본을 포함한 의회의 법률, 의회의
위탁으로 작성된 행정부 위원회의 보고서, 사법 판결 등을 복제하는
행위
- 법률과 그에 따른 규칙, 명령을 인도의 언어로 복제 또는 출판하는 행
위. 단, 정부가 작성한 번역이 없거나 번역이 있더라도 대중에게 판매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번역이 정부 승인을 얻지 않은 것임을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해야 한다.
- 건축 작품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제작 또는 공표하거나 건축 작
품을 표시하는 것
- 조각, 기타 미술저작물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작성 또는 공표하는
행위. 단, 해당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항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공공장소나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가옥 안에 항구적으로 설치된 미술
저작물을 영화 필름에 포함하거나, 그러한 미술저작물을 배경으로 영
화필름에 녹화하는 행위. 단, 그러한 녹화가 영화 상 부수적인 것에
그쳐야 한다.

2) 강제이용허락 및 법정이용허락 제도

저작권법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강제이용허락 및 법정이
용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공중으로부터 유보된 저작물의 강제이용허락)
제31A조 (미발행 인도 저작물에 대한 강제이용허락)
제31B조 (신체장애인을 위한 강제이용허락)
제31C조 (커버 버젼을 위한 법정이용허락)
제31D조 (어문, 음악 저작물 및 녹음물의 방송을 위한 법정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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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화적 특성에 의한 인도 저작권법의 특수 규정

1)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디자인
의 저작권은 50회 이상의 제품 제작 이후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2) 저작물 원본의 재판매에 따른 수익분배권(추급권)
<저작권법>
제53A조(원본에 대한 재판매 분배권)
(1) 회화, 조각, 도면의 원본 또는 언어나 연극 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원고를 1만 루피
를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제17조에 따른 최초의
권리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에도 불구하고 본조 규
정에 따라 원본이나 원고의 재판매 가격에 대한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간 만료 시 위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분배율은, 저작권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단, 저작권위원회
는 다른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 다른 분배율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
에도 분배율은 재판매 가격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본조가 인정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회부하
며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미술, 어문, 음악 저작물의 원본이나 원고를 1만 루피를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 할 시에는 저작자나 그 상속인이 재판매가격에 대한 분배를 권리
를 가진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
으나, 저작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수익 분배권 역시 소멸한다.

구체적인 수익 분배율을 저작권위원회가 결정하나, 어떤 경우에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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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은 재판매 가격의 10%를 넘을 수 없다.

2. 저작권 관련 제도

가. 저작권 등록36)
<저작권법>
제45조 (저작권 등록부에의 기재)
(1) 저작물의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소정의 양식과 요금
납부를 통하여 저작권 등록관에 대해 저작권 등록부에 저작물 명세를 기재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2) 저작권등록관은 제1항에 따른 저작물 신청을 수령한 때에는, 적절한 조사를 수행
한 후 해당 저작물의 명세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 (저작권 등록부 기재사항의 증거 간주 효력)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명세사항은 일응 증거가 되는 것으로 하며, 기재된 명세의
사본 또는 그 초록으로 여겨지는 문서로서 저작권등록관이 인증하고 저작권국 인장을
받은 것은, 새로운 증명이나 원본 제출 없이도 모든 법원에서의 증거로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
며, 권리의 발생과 행사를 위해 저작권등록 등을 요하지 않는다.

대신 실무상 저작권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저작권 등록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재
판에서 반증을 통해 뒤집히지 않는 한 입증된 증거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36)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06면, 117-118면
河野登夫 외, 諸外国における著作権の登録制度, パテント(Vol. 64 No. 12), 2011, 75면
mondaq, India: Copyright Law In India- Everything You Must Know, 2017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655852/copyright-law-in-india-everything-you-must-kno
w>,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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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내의 저작권 인식 수준이 낮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
려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위 제48조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은 권리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의 법원과 경찰도
저작권등록부를 저작자 권리 증명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인도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을 통하여 진행되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
발행자,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저작권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방식
으로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거나, 1958년 이후 등록된 저작물 검색이 가능
하다.
●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에서의 저작권 등록절차

1. 접수: 저작권은 등록이 접수되면 일련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의신
청 및 심사 절차 개시
2. 심사: 등록관은 등록번호(Diary NO.)를 발급. 이후 거절이유를 받기까
지 30일간의 의무적 대기기간이 있음. 저작권 청구에 반대되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1개월이 더 소요되며 저작권 등록관은 양 측 당사
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 소유권의 결정이 있은 후이거나 이의신청
이 거절되면, 신청 건은 조사(scrutiny)로 나아가게 됨.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조사 단계에서 신청에 문제되는 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3. 등록: 추가 문서 제출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관이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 신청자가 저작권등록부
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사본을 교부받으면 등록이 완료.

나. 저작권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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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 (저작권자에 의한 이용허락)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에 발생할 저작물의 예정 저작권자는, 직접 또는 적법
하게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한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권에 대한 이
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장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해당 저작물이 발생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시에 지켜야할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다만 서면
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용허락 권리의 범위는 명시된 바가 없다면 저작권 관련한 모든 권리
를 이용허락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지역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도
국내에서의 이용허락으로 간주된다.

이용허락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면 5년으로 간주되며, 이용허락을 받
은 자가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용허락이 무효로 된다.

이용허락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
용허락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용허락의 효력은 저작물이 발생하여 공표
된 때로부터 유효하며, 장래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이 발
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이용
허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저작권 양도
<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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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장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자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전체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단, 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경우, 양도의 효력은 해당 저작물이 발생
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양도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매체 또는 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
를 제외하고, 양도의 효력은 양도가 행해진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업적 이
용방법이 아니었던 저작물 이용매체 또는 이용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 필름에 포함되는 어문,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영화관에서의 영화필름과
함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식에 의한 저작물 이
용에 있어 저작권 양수인과 균등한 사용료 분배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
할 수 없으며, 이에 상반되는 합의는 무효로 된다. 단, 저작권자의 법정상속인 또
는 징수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단체에 대한 권리양도나 포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녹음물에 포함되나 영화 필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어문, 음악저작물의 저작
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의 양수인과 균등하게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
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이에 상반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로 된다. 단,
권리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징수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단체에 대한 권리
양도나 포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저작권의 권리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본법의 적용상 저작권자로 취급되며 본 법의 규정
은 그러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3) 본조에 있어 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이라는 표현에는
양수인이 저작물의 발생 전에 사망한 때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제19조 (양도의 방법)
제19A조 (저작권 양도에 관한 분쟁)

저작권 양도 시에도 양도할 권리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면 저작권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양도된 저작물의 이용 형태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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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있는데, 양도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용매체나 이용형
태가 양도 후에 개발된 경우 그러한 이용매체를 양도계약에 명시하지 않
은 한 새로운 이용매체에서의 저작물 이용 권한이 곧바로 양도되지는 않
는다. 예를 들어, 1961년 저작권자가 영화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건에 대
하여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비디오나 텔레비전 방식을 통한 영
화저작물의 상영권 등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마드라스
고등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이용허락과 마찬가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저작물에 대해서도 저
작권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역시 그 경우에는 장래저작물이 창작된 후에
야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본 저작권 이용허락과 유사하게,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1년 이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양도는 무효로 되
며, 양도 기간과 지역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각각 5년과 인도 국내로
간주된다.

영화나 녹음물에 포함된 어문, 음악 저작물 등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화
나 녹음물 이용에 균등하게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권
리를 가지며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사용료 배분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3.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와의 차이점
인도

우리나라

60년

70년

50년

70년

존속기간(일반
저작물, 영화,
녹음물 등)
존속기간(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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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방송기
관의 권리)

25년

50년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은 50회

특수 규정

이상의 제품 제작 후에는

특별한 규정 없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녹음물’을 일반
음반제작자의

저작물로 취급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권리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으로 보호

저작권등록의
효과

저작권으로 보호
법률로 저작권등록부 기재
사항에 대해 증거 간주
효력 인정
① 서면에 의한 양도만
인정됨
② 양도 지역과 기간을

저작권 양도

명시하지 않을 시,
지역은 인도 국내, 기간은
5년으로 간주되며 양수인이
1년 간 권리행사 하지 않을
시 양도가 무효로 됨
① 서면에 의한 이용허락만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추정효를 인정함
양도계약의 형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음.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인정됨
②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가능
이용허락

③ 라이선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시, 기간은
5년으로 간주되며
라이선시가 1년 이내에
권리행사 하지 않을 시
이용허락이 무효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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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 없음

Ⅲ. 브라질

1. 저작권 관련 법률

가. 저작권법 제도 개관37)
브라질은 1988년 공화국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성문법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국내 법령 중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998년 제9610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 1998년 제9609호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보호법
- 1996년 제9279호 산업재산권법
- 1997년 제9456호 식물품종보호법
- 모방품의 취득, 보존, 상업화에 종사하는 상업시설에 대하여 시 공무원
의 폐쇄권한을 인정하는 상파울루시법 (법령 제14167/06호)

나. 국제조약 체결 현황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브라질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아
래와 같다.38)
베른 협약 (1922년 가입 및 발효)
37)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2면
JETRO, ブラジルにおける模倣品対策の制度及び運用状況に関する調査, 2018, 1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면
38)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ブラジルの投資環境, 2011, 144-145면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2면
JETRO, ブラジルにおける模倣品対策の制度及び運用状況に関する調査, 2018, 14면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5-76면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members/profile/BR>, 최종 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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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주관의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75년 비준 및 발효)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1965년 비준
및 발효)
WIPO 협약 (1974년 가입, 1975년 발효)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75년 비준 및 발효)
TRIPs 협정 (1995년 발효)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5년 비
준 및 2016년 발효)
※ WCT, WPPT, 베이징 조약 미가입

[지역간 국제조약]
어문 및 예술저작권에 관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협약(1915년 비준 및 발
효)
어문, 과학, 예술저작물에서의 저작자 권리에 관한 아메리카 대륙간 협
약(1949년 비준 및 발효)

위와 같은 국제조약의 내용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저작권법을 포함
한 브라질 국내법에 반영된다.

다. 외국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2조. 브라질 국외의 거주자도 브라질에서 효력이 있는 계약과 조약, 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본법은 브라질 국민과 거주자에게 저작권과 그에 상당한 권리 보호에
있어 상호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와 그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라.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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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 저작물이란 표현과 수단, 유형과 무형, 고정 형식을 불
문하고 알려진 것인지를 묻지 않는 정신적 표현을 의미한다.

브라질 저작권법도 저작자의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표현된 형식만을 보호한다. 보호의 요건으로 나름의 독창성과
저작물이 복제물 등의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고정성을 요한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그 유무형, 표현 방식
과 수단, 매체 등을 불문한 저작자의 정신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창작물을
의미한다. 동조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
다.
- 문학 미술, 과학 저작물의 문장(내용)
- 강연, 연설, 설교 기타 이와 유사한 저작물
- 연극과 악극
- 무용, 무언극으로서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무대 연기가 정해진 것
- 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한 음악 작곡
- 소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한 영화 등의 시청각 저작물
- 사진 또는 사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저작물
- 그림, 회화, 조각, 판화, 키네틱아트 저작물
- 일러스트, 지도 기타 유사한 저작물
- 지형학, 공업, 건축, 공원설계, 무대, 과학과 관련한 도면, 견본, 3차원
저작물
- 원 저작물의 변형, 번역 기타 변형물로서 새로운 지적창작성이 있는 것
- 컴퓨터 프로그램
- 소재의 선택, 조정, 배열이 지적 창조에 해당하는 수록물, 편집물, 백과
사전, 사전, 데이터베이스 기타 저작물. (저작물을 구성하는 소재나 요소
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으며, 저작물에 포함된 소재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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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3차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의 복제물은 원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제9조).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물의 제목에
도 미칠 수 있지만 제목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저작자가 공개
한 동일한 성질의 저작물과의 혼동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제10조).

한편, 이하의 대상들은 브라질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에
해당한다(제8조).
- 아이디어, 규범적 절차, 시스템, 방법, 수학적 개념 등
- 정신적 활동 또는 게임이나 사업 수행을 위한 규칙과 계획, 다이어그램
- 과학적 또는 기타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양식과 그에 기재된 지시사항
- 조약과 법령, 규칙, 판결 기타 공적 규정 서식과 문서
- 달력과 일지 등에 기재된 공공정보(공공이 이용하는 정보)
- 독립적인 제목, 이름
- 저작물에 구현된 아이디어의 공업적 또는 상업적 이용

○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
술에 따라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목적에 따라 동작시키기 위해 제공되
는 자연언어 또는 코드 언어로 구성된 일련의 지시적 표현으로서 물리적
매체에 내장된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규정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것들은 적용되나,
1998년 제9609호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보호법의 내용이 추가로 적
용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와 판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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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39)

위 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창작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고용 관계로 인
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나 계약 당사자에
게 귀속하는데, 대신 1)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목
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계약 당사자의
툴이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40)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해 민형사
상 조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
고 자신의 허락 없는 프로그램 변형이나 수정을 반대할 수 있으며 프로그
램의 변형 등으로 자신의 명예나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 법은 국제적 상호주의를 따
른다.41) 즉, 프로그램이 작성된 국가에서 브라질 국민의 저작권을 보호하
는 한, 브라질에서도 해당 국가의 국민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
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프로그램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지
만(저작권법 제18조), 등록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 등록부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권리자에게 유리하므로 등록이 강하게 권장된다. 프로그램 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브라질 산업재산청(BPTO)을 통해 할 수 있다.42)
39)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7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면
40)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7면
41)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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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저작물

브라질 저작권법에는 직무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현행 저작권법이
의회를 통과할 때 직무저작물에 대한 조항 초안이 삭제된 이후로 대체되
지 않았다고 한다.43) 따라서 사용자나 고용자는 종업자와 별도로 권리이
전 계약 등을 체결해야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브라질 소프트웨어법 제4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직무저작
물 개념을 인정한다.

* Law No. 9609, of February 19, 1998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Software, its Commercialization in the Country, and Other Provisions

제4조.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 서비스 계약 당사자 또는 공공 단체는 계약
이나 부칙의 의무가 지속되는 동안 개발 또는 제작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권리의 전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상기 의무는 명백하게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것으
로서 피고용자, 서비스 계약자 또는 서버의 활동이 명시되거나 언급한 제휴에 관련된
의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44)
(Unless covenanted otherwise, the employer, service contracting party or public
body shall have full title over the rights associated to the software program,
developed and elaborated throughout the duration of an agreement or by-law
obligation, expressly intend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r in which the
employee’s, service contractor’s or server’s activities are provided, or yet, which
arise from the nature of the duties pertaining to said ties.)
(1) 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공된 작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합의된 보
수 또는 급여 범위로 제한된다.
(2) 고용계약, 서비스 계약 또는 법률상 의무와 무관하게 제작되고, 피고용자가 서비

42)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7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면
4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12b91f3-8bac-4ee0-9508-d5ddf55d1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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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계약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나 회사, 법인, 서비스 계약자, 공공
기관의 자원, 기술정보, 거래와 업무상 비밀, 물질, 시설, 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
고 제작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권리에 대하여 피고용자, 서비스계약자 또는 서
버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3) 본조에 따른 처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학생, 교육생
기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에 의해 개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 법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체결된 계약 등 업무상 의무기간
동안 개발된 프로그램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나 고용주가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고용이나 기타 법률상 의무와 무관하고, 사용자의 자원이
나 장비 사용 없이 제작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은 그를 제작한 종업자
가 전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마. 저작물 보호기간45)

일반적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만약 다수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
작물이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다음해로부터 70년간
보호 가능하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시청각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은 저작물이 공개되거나 방송된 다음 해로부
터 70년간 보호되며, 앞서 살핀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개된 소프트웨
어라면 공개된 다음해로부터 50년간,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면 창작
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44) 브라질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법령과 판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번역문을 참고하였습니다.
45)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4면

93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각 저작물은 공유재산이 되어 저작자나 상속인의
허락 없이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자 등은
이에 대한 이용료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저작인격권은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보호 가능하다.

또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과 더불어, 상속인 없이 저작자가 사망
한 저작물이나 민족과 전통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저작자 불명인 저작물
도 공유재산이 된다.(저작권법 제45조)

바.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재산권46)

<저작권법>
제28조. 저작자의 그의 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
거나 처분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이하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시적인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1.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생산
2. 발행(publication)
3. 번안, 작곡, 기타 변형
4. 다른 언어로의 번역
5. 음악 또는 시청각물 제작 시의 포함
6. 배포.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7. 저작물을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자기파, 기타 시청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선택하
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배포로서, 시스템 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
46)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3-74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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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
8. 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의 직간접적 사용으로서 이하에 해당하는 것
(a) 실연, 낭독, 연설
(b) 음악 연주
(c) 확성기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의 사용
(d)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e)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라디오 수신
(f) 배경음악 제공
(g) 시청각적, 영화 기타 유사한 방식의 공개
(h) 인공위성을 통한 사용
(i) 광학시스템, 전화 기타 회선, 케이블 및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으로서 미래에 개
발될 것을 포함한 것을 통한 사용
(j) 3차원 또는 입체적 방식의 저작물 전시
9.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저장소, 마이크로필름 기타 유사한 보관 수단에의 통합
10. 기타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 사용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의 명시적 사전 허락을 요하는 저작물 이용 행위 예시를 저작권
법 제29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53조 이하에서는 각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이용방식
을 정하고 있다.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차원 미술저작물(Three-Dimensional Art)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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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차원 예술저작물을 판매할 시
저작자는 복제권이 아닌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만을 양도한다(제77조). 만
약 3차원 미술저작물을 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시에는 그러한 합
의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대가는 유상으로 추정된다(제78조).

○ 사진저작물의 사용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판매할 권한을 가진다.
단, 초상에 대해서는 전시, 복제, 판매에 대한 제한을 받으며, 3차원 미술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제79조).

제3자가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분명하게 표시
해야 하며, 사진저작물의 불완전한 복제는 저작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
는 한 금지된다.

○ 음반의 사용

음반의 발행 시 음반제작자는 각 음반에 다음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
다(제80조).
(1)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의 성명
(2) 실연자의 성명 또는 별명
(3) 발행연도
(4) 음반제작자의 성명 또는 식별표장

○ 시청각저작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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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가 실연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시청각저
작물로 제작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시청각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한도 부여된다(제81조). 이때 제작 허락은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야 하며, 서면 협의 후 10년이 경과 시 만료된다.
또한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는 각 저작물의 복제물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시청각저작물의 명칭
(2) 제작자 기타 공동저작자의 성명 또는 별명
(3) 원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 성함을 적절한 곳에 표시
(4) 실연가의 성명
(5) 발행연도
(6) 제작자의 성함 또는 식별표시

○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제적 권한을 갖는 권리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
조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거나 금지할 수 있
다(제87조).
(1) 수단과 절차를 불문한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
(2) 번역, 번안, 재구조 기타 모든 형태의 변형
(3) 데이터베이스 원본 또는 복제물 배포 및 공중전달
(4) 위 제2항에 따른 결과에 대한 복제, 배포, 공중전달

○ 영상저작물의 특례
제6장. 시청각저작물의 사용

제81조. 시청각저작물 제작을 위한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저작자나 실연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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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시청각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허락을 구성한다.
(1) 허락의 배타적 성질은 특정한 조항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년
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제작자(The Produceer)는 각 시청각저작물의 사본에 다음을 언급하여야 한다.
I. 시청각저작물의 제목
II. 감독 및 기타 공동 저작자의 성명 또는 가명
III. 각색된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물의 저작자 성며
IV. 실연자의 성명
V. 발행 연도
VI. 제작자의 성명 또는 식별표시

제82조. 시청각저작물 제작 계약서 상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제작자가 작품의 공동저작자 및 실연가에게 지급할 보수, 지급일시, 장소 및 방
식
II. 시청각저작물 완성을 위해 허용된 기간
III.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 저작자와 실연가에 대한 제작자의 책임

제83조. 자신의 기여를 일시 중단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단한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자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침해 없이 자신의 기여가 저
작물에 사용되거나, 제3자가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4조. 시청각저작물의 공동 저작자의 보수가 상업적 이용에 따른 수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제작자는 다른 기간이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월마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시청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여가
구성하는 저작물의 부분을 다른 장르로 이용할 수 있다.
(단독 단락) 제작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시청각저작물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거
나 완료 후 2년 내에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본 조에 따른 이용은 무료로 된다.

제86조. 시청각저작물에 편입된 뮤지컬 및 극음악 저작물과 음반에 대한 저작권료는
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구내 또는 업소를 관할하는 자 또는 이를 방송하는 텔레
비전 방송기관에 의해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한국과 동일하게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하여 원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시 시청각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권리를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에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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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단, 명시적인 서면 기재를 요하며 10년의 유효기간 제한을 두
고 있기도 하다.

2) 저작인격권47)
<저작권법>
제24조. 저작자의 인격권은 다음과 같다.
1. 언제든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2. 저작물의 이용 시 저작자의 이름, 가명, 일반적인 서명을 표시하거나 공표할 권
리
3.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을 권리
4.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변형 기타 행위
를 금지하여 저작물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을 권리.
5. 저작물의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할 권리
6. 저작물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시 이미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할 권리
7. 사진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 시청각적 방식으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
로 타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저작물의 유일하고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리.
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하며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
해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저작자의 사망 시, 위 1 부터 4의 권리는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국가는 공유재산으로 된 저작물에 대한 완전성과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담한
다.
(3) 위 5와 6에 해당할 시, 제3자에게 사전에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제27조. 저작인격권은 양도와 변경이 불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포기, 변경이 불가능하며(제27조) 보호기간도 영구적이므로

47)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5면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2-73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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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브라질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격권으로는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
물을 수정할 권리, 저작자의 명성이나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시 저
작물 유통을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저작자 사망 시에는 저작자의 상속인이 그의 권리를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 중 ‘저작자의 사망 전후로 저작물을 변경할 권
리’,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사용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

3)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89조. 저작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은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준용된다.
The protection under this Law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leave
intact and in no way affect the guarantees afforded to the authors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저작권법 제89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실연가, 음반
제작자, 방송기관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적절한 수정을 거쳐 준용된
다.48)

가) 실연가의 권리

<저작권법>

48)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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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3호. “실연가”란 모든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연기, 노래, 암송
등의 방식으로 문학, 예술, 민간전승 표현을 실연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90조. 실연가는 독점적으로 이하의 행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실연의 고정
2. 고정된 실연의 복제, 공중 공연, 대여
3. 고정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방송
4.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 기타 모든 형식의 실연 이용
(1) 2인 이상의 실연자가 실연을 한 경우, 그룹의 대표가 권리를 행사한다.
(2) 실연가에 대한 보호는, 실연과 관련한 실연가의 목소리 및 유사성의 복제에 대
해서도 미친다.

제92조. 실연가는 실연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실연에 대한 완전성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작자의 책임 하에 실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에서 실연의 생략, 응축, 편집, 더빙 등이 행해질 수 있다.
시청각 저작물의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의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물의
공개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지 않고 별도의 허락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사망자의 재산이 편입되거나 그
의 승계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93조. 음반제작자는 다음 행위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1. 음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복제
2. 복제된 음반의 판매를 통한 배포 또는 대여
3. 방송을 포함한 공연 형식으로 음반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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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5. 기타 현존하는 모든 형식이나 미래에 발생할 형식을 통한 음반 이용

음반제작자도 제93조에 따라 음반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과 대여권, 공
중전달권, 기타 모든 형식을 통한 음반이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음반’이란 실연 기타 다른 소리를 고정한 것 또는 시청각저작
물에 포함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리를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음반제
작자란 매체의 성질을 불문하고 음반에 소리를 최초로 고정함에 있어 그
제작 계획과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다) 방송기관의 권리
<저작권법>
제95조. 방송기관은 방송의 재전송, 고정, 복제, 공공장소에서의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전달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나,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적재산
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에 대하여 방송기관은 재전송권, 복제권, 방송전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실연가의 권리는 실연이 된 때,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최초로
고정된 때, 방송기관의 권리는 방송이 전송된 때의 다음해의 1월 1일부
터 70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사.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배타적 권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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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6조. 이하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복제
(a) 신문이나 잡지의 뉴스나 정보성 기사를 저작자의 성명과 발췌 출처를 표시하여
일간 또는 정기간행물에 복제하는 행위
(b) 공공 모임에서의 연설 등을 뉴스나 잡지에 복제하는 행위
(c) 의뢰를 받아 제작된 초상 또는 기타 유사성의 표현을 복제하는 것으로서 의뢰받
은 주제의 소유자, 대표자, 그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d)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의 복제로서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으며 브라유 점자법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다른 매체를 통한
복제
2. 복제자가 직접 저작물의 일부를 1부 복제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3. 연구, 비평, 토론 기타 정당한 목적을 위한 도서, 신문, 잡지, 기타 저작물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로부터의 일부 인용으로서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명시한 것
4. 교육기관의 강연 참석자의 노트 기록으로서, 강연자가 명시적인 사전 허락이 없는
강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발행을 금지한 경우
5. 상업시설에서의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과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사용으로서,
오로지 고객에게 그러한 저작물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나 물체에 대한 설명
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
6. 가족 범위 내 또는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목적만으로 행해지는 무대 또는 음악 공
연으로서 비영리 목적인 것
7.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증거로서의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 사용
8. 원저작물의 성질을 불문하고 그 일부분을 다른 저작물에 복제하거나, 3차원 저작물
의 전부를 복제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복제가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
지 않고 원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을 해하지 않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

제47조. 패러프레이즈와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고 원저작물을 경멸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자유롭다.

제48조. 공공장소에 항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은 회화, 소묘, 사진 및 시청각적 방식
으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

103

브라질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예외
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문기사나 잡지의 정보 기사를 일간지나 정기간행물에 복제하
거나, 연구와 비평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인용할 때에는 반
드시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아. 문화적 특성에 의한 브라질 저작권법의 특수 규정

저작권법 제38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 또는 대본의 원본을
처분한 후에도 이들의 재판매 시 발생하는 수익의 최소 5%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변경이나 포기가 불가능하다.

만약 저작자가 재판매 당시 그 수익을 받지 않는 때에는, 판매자가 저
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의 보관자가 되며, 판매가 경매를 통해 이루
어진 경우에는 경매자가 수익을 보관한다.

2. 저작권 관련 제도

가. 저작권 등록49)
<저작권법>
제18조. 본법에 따른 권리 보호는 저작권 등록과는 독립적이다.

브라질 저작권법도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시점
에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하며, 권리의 형성과 보호 또는 행사를 위하여

49) 河野登夫 외, 諸外国における著作権の登録制度, パテント(Vol. 64 No. 12), 2011,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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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등록은 어디까지 저작자의 재
량에 의한 것이다.50)

그러나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 등록부를 이용하여 권리자가 자
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거나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증명하기 용이하며 이
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때 유용하므로 저작
권 등록이 권장되는 편이다.51)

문학, 음악, 영화, 건축물, 예술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이 등록
대상이 된다.

1) 등록기관

모든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전담하는 중심기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
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등록 절
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된 기관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52)

- 브라질 국립도서관재단 산하 저작권사무소 (EDA-FBN) : 시, 소설, 만
화,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한다. 1898년 이래로 브라
질 국립도서관 기금을 이용하여 저작권사무소(EDA)가 저작권 등록과
기록을 수행한다.

- 브라질 연방 공학, 건축, 농업위원회 (Regional Counsel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and Agronomy) : 건축물 또는 공업 관련 저작물에 대
50)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1면, 76면, 78면.
51)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7면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6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27면
52)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3면. 14면.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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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록 기관이다.

-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미술학부(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School of Fine Arts) : 조각, 미술 저작물에 대한 등록을 수행
한다.

-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
컴퓨터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등록을 담당한
다.53)

만약 저작물이 두 가지 이상의 기관에서 등록될 수 있을 시에는 저작물
의 성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의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구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54)

2) 기타 정보(2011년 기준)

2011년 기준, 브라질 국립도서관에 저작물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은
80 브라질 헤알이며 대리인 비용으로는 800 미국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
다.
실제 저작권 등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는 미공개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1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나.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센싱)과 양도
<저작권법>

제49조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라이선스, 양도, 기타

53)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7면
54)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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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작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단,
이하의 제한을 받는다.
1. 전체 양도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법이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제외한 저작자
의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2. 완전하고 최종적인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계약 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의 효력은 5년까지만 존속한다.
4. 계약 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계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
여 효력이 있다.
5. 양도의 효력은 양도계약 당시 존재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한하여 유효하다.
6. 저작물 이용 형식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기간
과 사용 범위, 사용 대가 등 조건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55)

브라질 저작권법은 양도 계약의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다. 따라서 계약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한 양도의 범위는 계약 목적 상
반드시 필요한 이용 방법에 한정되며, 양도 계약이 체결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고, 유효기간도 5년 이내로 해석된다.56)

3.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와의 차이점

제목의 저작물성

브라질
법률로 인정.

우리나라

정기간행물은 1년,

판례로 인정

연간 간행물은 2년 간 보호
55)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5-16면
Nishimura & Asahi, Doing Business In ブラジル, 2012, 26-27면
56)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15-16면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ブラジル編, 2011,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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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한
시청각저작물 제작 허락 시,
시청각저작물
특수 규정

시청각저작물의 상업적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활용 권한도 부여된 것으로

복제·배포에 대하여

보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저작재산권 제한

필요하며 10년 경과 시
존속기간

허락 효력이 소멸함
저작권법이 아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통해

프로그램)

50년 간 보호

존속기간(방송기
관의 권리)

70년

70년

50년

저작권법에는 규정이 없고
직무저작물의

소프트웨어법에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보상금 지급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않음

보수를 규정
모든 저작물의 등록을
저작권등록

관리하는 기관이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브라질 국립도서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모든

저작물의 유형별로 정해진

저작물의 등록을 관리함

기관을 통해 등록이 이뤄짐
① 서면에 의한 양도만
인정됨
② 양도는 계약일에

저작권 양도

존재하는 이용방법에

양도계약의 형식을 특별히

대하여만 유효하며,

정하지 않고 있음.

이용방법에 대한 언급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없는 경우 양도 범위는

계약의 경우에도 특약이

계약 목적 상 필수적인

없다면 2차적저작물

이용방법에 한정됨

작성권은 양도계약에

③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양도 계약이 체결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고, 기간은

이용허락

5년으로 해석됨
서면에 의한 이용허락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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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 없음

Ⅳ. 사우디아라비아

1. 저작권 관련 법률

가. 저작권법 제도 개관57)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중 처음으로 저작권법을 도
입한 국가로서, 1989년 문학과 미술 및 과학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법을 제정하였다. 이 1989년 저작권법은 한동안 그 효력을 유지해오다가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과 더불어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함께
개정을 거치게 된다.

국왕 명령 No. M/41 of 2.7.1424H(Royal Decree No. M/41 of 2.7.1424H)
를 통해 발표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2004년 3월부터 그 효력을 가지
게 되었다. 2003년 저작권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명시적 보호
- TRIPS 협정에 따라 외국 저작물의 번역과 복제 등 법적인 사용 명시
- 베른 협약에 따라 모든 예술, 문학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 규정
- 시청각저작물과 소리에 대한 명시적 보호 및 최초 공중 전시나 출판
시로부터의 보호기간 50년 규정
- 국경조치와 손해배상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명시
-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25 만 사우디 리얄 이하의 벌금 또
는 6개월 이하의 구금형)을 정하는 등 저작권보호 강화

57)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38면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Chapter 1 – 1. Sources :
Legislation
Mercury General LPC & Partners, サウジアラビアにおけるちてきざいさんについて (2), 2019
<https://www.mercury-law.com/saudi-chitekizaisanken2>,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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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03년 저작권법의 절차와 집행 등 상세한 내용은 2004년 사우디아
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으로 정한다.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 외에 기타 저작권 관련법으로는 이하의
것들이 있다.
- Law of King Fahd National Library (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M/9of13/5/1410H(12

December

1989),

as

amended

by

Royal

Decree No.M/2 of 24/3/1417(9 August 1996)
- Law of Printed Materials and Publication (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M/32 dated 03/09/1421H (29 November 2000)
- The GCC Unified Customs Law No.10 of 2003.
- Regulations of Border Procedures for Protection of IP Rights of
Trademarks and Copyrights (3 July 2004)
- Anti-Cyber Crime Law(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M/17 on 26
March 2007)
- Electronic Transaction Protection Law(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M/8 of 26 March 2007)
- Penal Law on Dissemination and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and

Documents

(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M/35

of

8/5/1432H(12 April 2011)

전체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보호 체제는 법률과 왕실 명령, 관습,
법원의 판결, 이슬람법과 샤리아 원칙, 법원리 등 다양한 규범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중 앞서 살핀 법률과 왕실 명령 등이 1차적인 적용대상이고 다
른 규범은 2차적으로 적용된다.

나. 국제조약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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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국제 조약은 다음과 같
다.58)

WIPO 협약 (1982년 가입 및 발효)
UNESCO 주관의 세계 저작권 협약(UCC) (1994년 가입 및 발효)
베른 협약 (2003년 가입, 2004년 발효)
TRIPs 협정 (2005년 WTO가입으로 발효)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8년
가입, 2019년 발효)
그러나 아직 WIPO 저작권조약(WCT)와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다. 외국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8조 (보호의 범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대상에 적용된다.
(1) - 1.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에서 사우디 또는 사우디 외의 저작자가 최초로 출판,
제작, 실연, 전시한 저작물
- 2.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외에서 사우디 저작자가 최초로 출판, 제작, 실연, 전시
한 저작물
(2) 방송기관 또는 음반제작자, 실연가의 작품
(3)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 또는 국제 협정에 따른 저작
58)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38면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Chapter 1 – 1. Sources :
Legislation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 – 사우디아라비아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saudi/saudi.do>, 최종방문일 : 2021.1.17.
Mercury General LPC & Partners, サウジアラビアにおけるちてきざいさんについて (2), 2019
<https://www.mercury-law.com/saudi-chitekizaisanken2>, 최종방문일 : 2021.1.17.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members/profile/SA>,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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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라.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59)
<저작권법>
제1조 (정의)
저작물 : 모든 문학, 과학, 미술 저작물
청각 저작물 : 특정한 실연, 소리를 수단을 불문하고 고정한 것
시청각 저작물 : 소리를 동반한 일련의 관련 이미지로 구성된 영상과 소리의 동시적인
사용을 위한 모든 저작물로서 적절한 수단에 고정되어 적절한 장치로 보일 수 있는
것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제2조 (원저작물)
본 법은 다음과 같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창작물을 그 유형과 표현의 형식, 중
요성, 저작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보호한다.
1. 서적, 소책자, 그와 유사한 문서
2. 강의, 연설, 시, 노래, 기타 유사한 것으로 구술로 전달되는 저작물
3. 연극 저작물, 극, 쇼, 유사한 상연으로서 동작이나 소리, 또는 양쪽을 포함하는 것
4.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또는 방송으로 방영되는 저작물
5. 그림, 비주얼 아트, 건축, 장식미술, 예술적 자수 및 그와 유사한 것
6. 청각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7. 수공예 또는 제조 여부를 불문한 응용미술저작물
8. 사진 저작물 및 기타 유사한 것
9. 일러스트, 지도, 디자인, 설계도, 스케치 및 지형학, 건축, 과학 관련 시각 저작물
10. 지형, 건축, 과학 관련 3차원 저작물
11. 컴퓨터 프로그램
12. 창의적이고 독특한 저작물의 제목으로서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
현이 아닌 것에도 보호가 미친다.
59)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38-239면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Chapter 1 – 2.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3. Conditions of Protection, 4. OwnershipMercury General LPC & Partners,
サウジアラビアにおけるちてきざいさんについて (2), 2019
<https://www.mercury-law.com/saudi-chitekizaisanken2>,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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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파생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본 법은 다음의 대상도 보호한다.
(1) 번역 저작물
(2) 요약, 수정, 일러스트화, 편집, 기타 형식의 변형으로 인한 저작물
(3) 사전, 선집으로 문학, 미술, 과학 저작물 여부를 불문한 그 내용의 선정과 배치에
창작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
(4) 민간전승 저작물의 편집물과 그러한 저작물을 선택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내용의
선정과 배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편집에 창작성이 있는 것
(5) 기계적인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내용의 선정과
배치에 창작성이 있는 것

위 문단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누리는 저작권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저해할 수 없다.

제7조 (민간전승)
(1) 민간전승은 국가의 소유로서, 관련 국가기관이 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한다.
(2) 민간전승 저작물의 복제물과 그 번역에 대한 복제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국가 기관의 허락 없이 작성된 것을 수입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 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
해야 하고, 저작자가 타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저작물을 창작해야 한
다. 저작물이 독창적이고 창작적 요소만 있다면 저작물의 유형과 표현양
식, 중요도, 제작자의 의도 등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나 기타 행정부서는 저작물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나 목적을 판단할 권
한이 없으며, 실제로도 사우디 법원이나 판례가 저작권의 법률적 보호와
관련하여 실질적 요건에 대해 크게 논의하거나 문제삼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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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상 ‘저작물’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조항은 명시적으로 없으나,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
물의 유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역시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의
보호대상인데, 2004년 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구성물의 선정과 배열을 지적인 창작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며, 보호의 범위는 데이터베이스에만 미치고
원본 데이터나 구성물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호되는 저작물 유형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는 (1) 뮤지컬과 극작품, (2) 무용과 마임,
(3) 가사 수반을 불문한 음악, (4) 영상저작물 및 영상촬영과 유사한 방법
으로 표현된 저작물, (5) 조각, 판화, 석판화, (6)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민간전승 저작물(사우디아라비아의 영역 내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학, 미술, 과학 저작물로서 세대 간 이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문화와 예술 유산을 구성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유재산이며, 국
가기관(문화정보부)가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국가
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자는 민간전승을 수정하거나 변형할 수
없으며, 왕국 외에서 제작된 민간전승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 또는 번역
물 등으로서 국가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의 수입과 복제물 배포가 금지된다.

또한 2004년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에서 시작되거나 계속 중인 전통유산을 반영한 모든 표현은 사우디아
라비아의 민간전승의 일부로 간주된다. 특히 다음의 표현을 포함한 경우
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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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속 이야기, 수수께끼, 퍼즐, 시 기타 유사한 전통적인 민속표현
(b) 암송 또는 음악 수반 여부를 불문한 챈팅(chanting), 노래, 민속음악
등의 음악적 표현
(c) 민속 무용, 예술적인 배치와 축제에서의 공연 등 움직임을 통한 표
현
(d) Plastic expressions, such as drawings by lines, colours, engraving
and sculpture, pottery, products made from wood and iron and the
like, or what is added to them of different figurations such as
inscription and drawing, handcrafted bags, needle works, carpets
and clothes and the like.

2) 파생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제3조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파생 저작물(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다. 이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각
색과 번안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각색과 번역 등에 대한 사전 동의
를 얻거나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아 한 것이어야 하고, 허락받은 범위 내
에서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3) 공동저작물과 집합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의 권리자 추정과 권리는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제6조).
저작권법
제6조(공동저작물과 집합저작물)
(1)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참여하여 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의 기여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각 창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동등한 저작자로 간주되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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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저작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단, 각 저작권
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저작물 보호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신의 저작물 지분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참여하였지만 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의 기여를 분리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 부분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다른 내용의 정함이 없어야 하며 공동저작물 이용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3) 공동저작물의 창작이 자연인이나 법인의 지휘 또는 감독으로 이뤄진 경우, 저작물
의 창작을 지휘감독한 자가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업무상 저작물60)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직무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자가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없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 취득을 희망하는 고용자는 반드시 저작물 창작자
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이전받아야 하고, 이때 계약은 서면
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권리 양도 지역과 양도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5)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다음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4조)
- 법령, 사법판결, 행정기관의 결정, 국제협정, 모든 공식 문서와 그 번역
본
- 일상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사건을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방송 등으
로 공표한 것
- 아이디어, 절차, 업무 방법, 수학과 과학적 개념, 원리 및 추상적 사실
60)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Chapter 1 – 4. Ownership
– III. Works made for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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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자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상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더불어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저작자’란 ‘문인, 시인, 화
가, 음악가, 기타 예술가 등 자신의 노력을 통해 표현 형태에 따라 문학,
미술, 과학적 저작물을 창조하는 모든 자’로 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저
작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1)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발행하거나, 저작물을 자신의 것
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발행한 자는 별다
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자로 간주되며,
(2) 저작물이 가명 또는 무명으로 발행된 경우, 저작물 상에 이름이 표
시된 출판자는 저작자의 대리인으로 되고,
(3) 청각 저작물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자로서 내용의 작
가, 시나리오 작가, 극작가, 감독, 작곡자 등도 저작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인 자연인뿐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작물 소유권이 기업이나
기타 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가 앞서 살펴본
‘공동저작물과 집합저작물’로서 개인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저작물
을 창작한 경우이다.

마. 저작물의 보호기간61)
61)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41-242면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8. Duration of protection
Mercury General LPC & Partners, サウジアラビアにおけるちてきざいさんについて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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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9조 (보호 기간)
(1) - 1.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된다.
- 2. 공동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공동저작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일부터 기산된다.
- 3. 법인의 저작물 또는 무명 저작물은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 간 보호
된다. 50년이 경과하기 전 저작자의 성명이 밝혀진 경우, 저작물 보호기간은 제1항
에 따른다.
- 4. 저작물이 각자 발행되거나 여러 기간 동안 발행된 수 개의 부분이나 수개의 권
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부분 또는 권은 저작권 기간과 관련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취급된다.
- 5. 청각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영화, 공동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의 최
초 발행일 또는 최초 상영일로부터 50년 간 보호되며 재발행 여부를 묻지 않는다.
- 6. 응용미술저작물(수공예 또는 제조)과 사진 저작물은 발행일로부터 25년간 보호
된다. 이 경우 보호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되며, 저작물의 재발행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2) - 1. 방송기관의 보호기간은 방송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송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한
다.
- 2. 음반제작자와 실연가의 보호기간은 최초로 실연이 행해지거나 음반을 녹음한
날로부터 50년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른다.

2003년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도 위 제19조
에 따른다. 그러나 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어
야 하고, 외국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또는 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외국의 법률에 따르더라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야 한다.
<https://www.mercury-law.com/saudi-chitekizaisanken2>,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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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작권의 내용62)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시 당연히 발생하여 보
호되며 권리의 발생과 행사를 위해 저작물을 국가기관에 등록하거나 제출
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소
유권과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제8조에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

1) 저작재산권 (경제적 권리)63)
제9조 (경제적 권리)
1. 저작자와 그의 대리인은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1) 저작물을 인쇄 기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출판하는 행위 및 음반 또는 비디오테
이프, CD, 전자적 메모리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한 배포
(2) 다른 언어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인용, 개변하는 행위 및 저작물을 청각 또는
시각매체로 재반포 하는 행위
(3) 저작물을 전시, 공연, 방송, 네트워크상 데이터 전송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
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4) 동의를 얻은 상업적 대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

저작권자는 제9조에 정해진 저작물 이용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62)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Chapter 1 – 3. Conditions
of Protection.
Mercury General LPC & Partners, サウジアラビアにおけるちてきざいさんについて (2), 2019
<https://www.mercury-law.com/saudi-chitekizaisanken2>, 최종방문일 : 2021.1.17.
63)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41면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6. Scope of Exclusive
Rights – II. Exploitation Rights
Mercury General LPC & Partners, サウジアラビアにおけるちてきざいさんについて (2), 2019
<https://www.mercury-law.com/saudi-chitekizaisanken2>,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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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을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
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제9조에 기재된 권리 행사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
다. 일부 이용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복제권

2003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란 ‘문학, 미술, 과학저작물을 녹
음이나 녹화를 포함하여 유형적 매체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본
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
는 저작물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인쇄하거나 출판할 수 있는데, 이때 저
작자는 저작물을 그러한 배포 수단이나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전자 메모리 등에 기록할 권한도 가진다.

○ 번안, 인용, 변형할 권리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번안, 변형하거나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저작자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지만, 사전 동의하에 제3
자에게 이들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 The Disposition Right

저작권자는 판매, 공중전달, 배포 등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 또는 저작
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 대여권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문화정보부의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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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 이하와 같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 후 저작물을 왕국 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를 금지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
(2) 승인을 구하는 대여 유형, 대여할 대상의 목록 제출
(3) 대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와 침해 가능성 판단
(4) explaining to the targeted public the rental mechanism by the
beneficiary
(5) 저작권자 비용 부담 하에, 대여 타겟인 공중에 대한 필요한 지침
광고
(6) 대여 유효기간 확정

○ 공연, 방송, 전달권

저작권자는 실연, 전시, 연기, 방송,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등
수단을 불문하고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64)
제8조 (저작인격권)
(1) 저작자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거나 저작물을 익명 또는 무명으로 출판할 권리
(b) 저작물의 침해를 반대하고, 저작물의 삭제, 변경, 변형, 추가, 훼손 기타 저작물
의 성질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할 권리
(c) 재량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리
(d)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권리
(2) 제1항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영구적인 권리로서 포기나 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3)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제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더

64)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6. Scope of Exclusive
Rights – I.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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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저작인격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4)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저작인격권은 국가기관에 이전된다.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8조에서 정하는 저작인격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독립된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하고,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저작자의 일반 상속인도 인격권 행사가 가능하나, 상속인 없이 저작자
가 사망한 때에는 국가기관인 문화정보부가 인격권을 행사하게 된다.65)

특수한 내용으로 저작권법 제10조의 ‘저작물 회수 시의 보상’ 규정
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는 제3자에게 허용된 저작물 행사를 방해할
수 없지만, 제3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미 유통된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일
부를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다. 만약, 합의 없이 저작물 회수 등을 하
게 된다면 저작자는 저작권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저작인접권

가) 사우디아라비아 저작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권법 시행령>66)
제5조 (연기와 공연에 대한 권리)
연극, 뮤지컬,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수단과 방식을 불문하고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할 권리
(2) 공중에 대한 저작물 실연을 수단을 불문하고 고정하거나 전송할 권리
(3) 저작물의 번역

65)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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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대한 보호)
1.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
실연가와 음반제작자는 이하의 행위를 독점적으로 행할 권리를 가진다.
(1) 암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실연하는 행위
(2) 수단을 불문하고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송하거나 실연하는 행위
(3) 유형적인 형태로 실연을 고정하는 행위
(4) 인터넷으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송을 허락하는 행위
(5) 음악저작물의 음반 고정 및 이를 특정한 국가에 유통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 독
점적 라이선스의 복제물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 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작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
(6) 저작물의 배포 또는 대여를 허락하는 행위
(7) 음반제작자는 직간접적인 음반 재생산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2. 방송기관
방송기관은 허락 없이 행해진 이하의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1) 방송의 고정 및 재생산
(2) 저작물의 무선 재전송 및 공중전달
(3) 직접 방송과 수신 또는 케이블을 통한 수신 방식의 결정
(4) 공공장소에서의 라디오 방송 또는 폐쇄된 장소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저작
물 전송

나) 저작인접권 유형과 보호주체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 상, 실연가란 배우, 악기의 연주자,
가수, 무용가, 낭송인 기타 문학과 예술 저작물을 하나 또는 여러 방식으
로 예술적으로 실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음반 ‘제작자’란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미술, 청각, 시청각 저작
물을 물질적 매체로 변형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그에 대한 경제적

66) Implementing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Amended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audi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No.(4/8/2019) dated 9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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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최초의 실연일 또는 최초의 음반 녹음
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방송기관의 권리는 프로그램 또는 방송매체
의 최초 방송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저작권법 제19조)

사.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배타적 권리의 예외)67)

<저작권법>
제15조 (저작권의 예외)
저작물을 원본 언어 또는 번역된 언어로 이하와 같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
락을 얻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청각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
을 제외한다.
(2) 저작물을 타 저작물에 인용하는 행위. 단, 그러한 인용이 관습에 부합하여야 하고
목적 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로부터 발췌된 요약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3)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 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의 저작물 행위 또는 공
공도서관이나 비영리 문서보관소로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위한 저작물 복제 행
위
(4) 일상적인 사안을 다루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기사 또는 비슷한 성질의 방송을
인용 또는 복제하는 행위. 단,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명시하여
야 한다.
(5) 현재 사안에 대한 발표 중에 보여지거나 들을 수 있는 방송 저작물을 고정된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복제하는 행위. 단,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연설, 강연, 사법 절차 기타 유사한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것을 미디어가 복
67)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7. Limitations or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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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행위. 단, 저작자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자신이 원하
는 방식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7) Production of temporary recordings b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through
their own means –without impairing the author’s copyright– in one copy or
more for any protected work, for which they are licensed to broadcast or
show, provided that all the copies are destroyed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ir preparation, or a longer period
agreed to by the author. A copy of this recording may be kept with official
archives, if the recording is a unique documentary work.
(8) Music playing, acting, performing, or showing any work after publication by
government groups, public corporate entities, or school theaters, as long as
such playing, performing, or acting does not lead to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gains(9) 교육과정을 위해 마련된 교육용 책자 또는 역사, 문학, 예술책자
에 실린 출판물, 그림, 디자인, 지도 등을 복제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
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 성명이 표시되는 한 가능하다.
(10) 이전에 촬영된 대상이나 저작물을 새로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들을 출판하는 행위
는 새로운 사진이 이전 사진과 동일한 시점 및 동일한 상황 하에 촬영된 것이라
도 허용된다.
(11) 과학적 저작물 및 연구기관의 저작물을 연구기관의 내부적 이용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필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부분 인용하는 것. 단,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본을 가진 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 하나를 작성
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행규칙을 통하여 예외규정이 필요한 상황을 정한다.

1)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권한부여 또는 저작권자에의 보수 지급 없이도 가능
하다.
이때 무엇이 개인적 이용인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를 통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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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본을 보존할 목적 또는 사본에 필기를 할 목적
(reproducing the work for writing on the reproduced copy)으로 복제하거
나, 일부 문단을 번역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인 이용 범위에 속한다고 간주된다. 단, 컴퓨터 소
프트웨어, 청각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이용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이용은 제15조 제3항, 제9항, 제11항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조건
은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을 상업적 활동 또는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함
-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복제해야 함
- 복제로 인해 저작물의 물질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절판, 훼손, 상실된 저작물이어야 함

제15조 제9항에서는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이고,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 성명을 표시하였다면 교육과정을 위해 마련된 교육용 책
자 또는 역사, 문학, 예술책자에 실린 출판물, 그림, 디자인, 지도 등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제11항에서는 저작물 출처를 표기할 경우, 연구기관의 내부적 목적 또
는 연구 수행자의 필요를 위해

연구기관의 내부적 목적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필요를 위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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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저작물이나 연구기관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출처를 표기한
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 원본의 소유자가 원 프로그램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
나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

4)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일부를 타 저작물에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인용은 관
습에 부합하고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와 저작자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로부터 발
췌된 요약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5) 연설, 공중 공연 등의 이용

미디어는 연설, 강연, 사법 절차 저작물 기타 유사한 저작물로서 공중
에게 공개된 것을 복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저작자 성명이 명시되어
야 하고 저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권리를 가진
다.

직간접적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음악 연주, 연기, 실연, 기타 공연으
로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극장 등이 행하는 것은 허용
된다.

6) 시사보도, 신문기사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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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시사보도, 신문기사 등의 이용에 관한 내용
을 정한다.

먼저, 제4항에 따라 일상 시사 사안을 다루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그러한 방송물은, 출처와 저작자 성명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들을
명시하였다면 저작물 복제 또는 인용이 허용된다.

그리고 현 사안에 대한 발표 중에 보여지거나 들릴 수 있는 방송저작
물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복제하는 것은 출처를 명시하고 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가능하다.

7) 방송기관의 권리

방송기관이 방송허락을 얻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없이 방
송기관의 수단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복제물로 제작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 위 복제물을 제작된 후 1년 내에 폐기되어야 하거나 저작자가 허
용한 기간 보다 더 길게 소유할 수 없다.

8) 사진과 그림의 이용

이전에 촬영되었던 대상이나 저작물을 새로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들을
출판하는 행위는, 새롭게 촬영되는 사진이 이전 사진과 동일한 시점 및
동일한 상황 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허용된다.

9) 일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금지된 이용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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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Prohibited Use of Certain Works
(1) Whoever produces pictures shall not publish, display, or distribute the originals
or copies thereof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dividuals in the pictures or
their heirs.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if the pictures were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public events, if they are pictures of officials or public figures, or
if publication is permitted by public authorities in the service of public
interest. The person represented in the picture may give permission for its
publication

in

photographer’s

newspapers,
permission.

magazines,
Such

and

provisions

the
shall

like,

even

apply

to

without
the

the

picture,

regardless of the way the picture was produced.
(2) The author shall have the sole right to publish his letters. However, this right
shall not be exercis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ddressee, if publication
may harm him.

사진을 촬영한 자는 사진에 촬영된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
이는 사진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출판, 전시, 배포할 수 없다. 단, 위 제17
조는 사진이 공적인 사안(public events)과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인을
촬영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출판이 허용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촬영 방법을 불문하고, 사진에 촬영된 자는 촬영자의
허락과 무관하게 사진을 뉴스, 잡지, 기타 등에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을 가진다.

서신은 그 저작자만이 서신을 출판할 권한을 가진다. 단, 출판으로 인
해 서신의 수신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서신의 저작자도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다.

아. 문화적 특성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의 특수 규정68)

68) AIPPI Japan, 中近東における知的財産権 -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2015
<https://www.aippi.or.jp/data_files/view/665>, 최종방문일 2021.1.17.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5. Transfer - I.
Assignment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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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리아 원칙의 영향

<저작권법>
제11조 (저작권의 양도) 제4항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공동저작물의 일방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권리는 샤리아법이 지정한 자에게 이전된다.
제25조 (침해심의위원회) 제1항
침해행위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The Board of Directors69)의 결정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률 자문과 샤리아 자문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과 언행으로부터 나온 법규
범인 ‘샤리아’을 따른다. 이러한 샤리아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사우디
아라비아 헌법에 해당하는 ‘통치기본법’은 지적재산권법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형태의 재산 보호와 문화유산의 보호
를 보증하며 이는 저작권법에도 영향을 미친다.70)

예를 들어 저작권법 상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샤리아에 따라 지정
된 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는 반드시 샤리아 자문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법관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샤리아 해석에
따르게 된다.

또한 샤리아에 따르더라도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그를 통한 금전적 이
익 취득, 권리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권 이용 허락이 인정된
다. 또한, 재산의 부정한 취득을 금지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
69) 저작권위원회의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심의와 의
결.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기능,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에 대한 최
종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법 제16조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제22조의
벌칙 관련 심의 등을 한다. 위원회 구성 : 링크 참조 https://www.saip.gov.sa/en/board-of-directors/
70) JETRO, シャリーア及びファトワーと知的財産法, 2016, 16면,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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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의 수수를 인정하는 샤리아에 따라 지적재산권법 침해자에게 대
응하는 근거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샤리아에 따라 지적재산권 행사와 등록이 제한받을 수도 있는
데, 예를 들어 외설적인 언어가 포함된 저작물과 그 번역물, 나체의 남녀
를 그린 도화, 부도덕한 복장이 담긴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이 어려울 수 있다.71)

추가로 저작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
권 관련 국제조약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왕국 내에서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사우디의 관련 규칙과 이슬람법에 반하지 않는 저
작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72), 이하에서 다룰 것과 같이 2019년 도입
된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저작권 임의등록제도에서도 저작물 등
록의 요건으로 저작물과 그 내용이 샤리아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다.

2) 추급권

2004년 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음악 원고 및 plastic art 원본
의 저작자는 이들 저작물의 재판매 시마다 판매 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
원본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여전하다. 단, 응용미술저작물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저작권 관련 제도

71) JETRO, シャリーア及びファトワーと知的財産法, 2016, 28면
72)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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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권 등록73)

1) 일반 저작권 등록 및 등록의 필요성

베른조약 가입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등록
이나 기록 없이도 발생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은 어디까지나 저작
자의 저작권 소유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
다. 단, 특정한 경우 등록이나 예탁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
으며, 예탁은 King Fahad National Library에서 할 수 있다.

외국 저작물의 등록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절차가 정해져있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된 저작물 또는 사우
디아라비아 국민이 해외에서 창작한 저작물로서 외국에서의 공표나 유통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저작물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2009
년 기준)74)

2) 저작물 임의등록 시스템 도입

2019년 8월, 지적재산규칙 No.(3-7-2019) 승인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에 저작물 임의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게 되었
다.75) 이 제도를 담당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에 따르면 본
제도는 저작물 거래나 저작권 행사 시 거래자 간 신뢰를 위해 등록증서
를 부여하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76)
73)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3. Conditions of
Protection – I. Formal Requirements
74)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39면
75)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0, 2020, 4-5면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36, 2019, 3-4면
76)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36, 201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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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는 위 규칙에 따라 지적재산권 등록절차와 방식도 정하게 되는데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지적재산국장에 의
한 저작권 등록증이 발행된다.

등록시행령 제8조
The followings shall be attached with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1-A copy of national ID, passport (for foreigners), commercial register (for legal
entities) or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other entities.
2-A copy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Work.
3-Acknowledgment of the validity of the stated information in the application,
the right ownership, the registrar responsibility bearing any violation of
other parties' rights, or any violation results in his application

저작권 임의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77)
- 저작물과 그 내용이 샤리아 또는 사우디왕국 규칙과 공중도덕에 반하
지 않아야 함
- 저작물과 그 내용이 저작권법 제4조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의 예외가
아니어야 함
- 저작물은 초안이나 개요 수준이 아닌 완성된 것이어야 함
- 외국인의 저작물 등록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저작물 등록과 차이가
없으며 아랍어와 영문으로 등록 가능함

2019년 기준, 건축디자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신청 시 납부해야하
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78)
절차
저작물 심사
저작물 등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인
기업
SAR 100
SAR 200
SAR 200
SAR 400

77)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0, 2020, 4-5면
78)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36, 2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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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개인
SAR 50
SAR 100

기업
SAR 100
SAR 200

저작물 수정
저작물 양도,
처분 등 등록

SAR 100

SAR 200

SAR 50

SAR 100

SAR 100

SAR 200

SAR 50

SAR 100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저작권법이 개정되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저작권 발생과 행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등록대상 저작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저작물의
창작일자, 저작자 등에 대하여 등록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임의등록제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어플리케이션, 건
축디자인 저작물(종래 건축 디자인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건축저작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및 지적재산국장의 발표를 통해 지정된 저작물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그 등록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79)

○ 저작권 임의등록 절차

임의등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저작물에 대해 가능하다.
- 공중도덕, 샤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규와 이슬람 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파일 첨부가 완료되어야 함
-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등록 신청 가능
- 저작물은 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어야 함
- 완성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초안 또는 준비 중인 저작물은 대상이
아님
-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당국의 결정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79) Mark-i, サウジアラビア：著作権の任意登録開始, 2020
<https://trademark.jp/ip/detail/495>, 최종방문일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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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임의등록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1) SAIP 웹사이트 접속(영문 선택)
2) 상단의 Service 아이콘 – Copyright 선택 – 하단의 Copyright Portal
클릭
3) Absher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저작권 등록신청
1) 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아이콘 선택
2) 다음을 선택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
설명 – 단계 – 수수료 – 조건
3) 신규 저작물 등록을 시작하려면 하단의 ‘신규 등록 신청서 제출’
아이콘 클릭
4) 확인 메세지 창에서 신규 저작물 등록 서비스 시작 ‘확인’ 클릭
5) 신청 종류, 번호, 날짜, 상태 등 모든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
6) ‘신청 세부사항’ 아이콘 클릭 – 타인 대리 위임(위임 증명서 첨
부) / 본인 증명 중 선택 – 모든 입력란을 작성한 후 ‘양식 제출’
클릭
7) 저작물 세부사항 아이콘 클릭
8) 저작물 종류 – 제목 – 설명 – 출판 여부(Y/N) 작성
출판여부가 (Y)일 시 출판사명 – 출판일 – 출판장소 입력
9) 등록할 저작물 첨부
10) 나머지 양식 작성한 후 ‘양식 제출’ 아이콘 클릭
11) 저작권자 아이콘 클릭
12) 자연인/ 사업체/ 정부기관 법인 등 저작권자 특정 정보 입력
기재해야 할 저작권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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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아랍어, 영어), 성별, 출생일, 국적,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13)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아닐 시 저작권자 증명 문서 첨부
14) 양식 모두 기재한 후 ‘양식 제출’ 클릭
15) 정보확인 페이지로 이동 –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16) 이행 보장 및 최종 결정 메시지 확인한 후 ‘승인 및 신청서 발
송’ 클릭
17) ‘접수 완료’ 메시지 확인. 수수료 청구서가 포함되며 완료까지
3일 소요됨

* 등록 신청 검토 및 결과 확인
1) 검토 기간은 약 60일 소요되며, 기간 내에 신청인은 승인/ 거부/ 추
가 문서 요청 등 검토 결과를 받게 됨
2)‘신청’ 탭에서 신청 번호를 기입하여 상태 확인 가능
3) 승인 시 메일로 청구서가 발송되며, 온라인 납부 후 30일 이내로
등록 완료 됨
4) 추가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 탭에서 ‘재신청’을 선택한 후
양식 작성

* 인증서 발급 및 출력
1) 등록 인증서는 등록비 납부 후 발급됨
2) ‘신청’ 탭의 ‘등록된 신청’에서 신청 건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운로드/출력

나.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센싱)과 양도80)

<저작권법>

80)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中東編, 2009, 242-243면
Mohammed El Sai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2018, 10. Mandatory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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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양도)
(1) 본 법으로 인정되는 저작권은 그 전부나 일부를 상속 또는 서면으로 기록되는 합
법적인 처분을 통해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된 권리의 시간과 장소 범위를 제한을
정하여야 한다.
(2) 본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저작물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저작자
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3) 저작자가 유언을 통해 저작물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공개일자를 특정한 경우, 저작
자의 유언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4)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공동저작물의 일방 저작자가 상속
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권리는 샤리아법이 지정한 자에게 이전된다.

제12조 (장래 제작의 양도)
저작자가 장래의 지적재산권 제작을 모두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1)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서면을 통해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시 별도
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단, 양도되는 권리가 행사될 시기와 장소를 한
정하여야 한다.

2) 저작권 이용허락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임의적 이용허락이나 임의적 라
이선스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허락과 관
련하여,‘일부 유형의 저작권 이용허락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 특정 조
항’과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두
가지 규범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권자로 하여금 제작, 인쇄, 출판, 배
포 기관, 방송기관 및 기타 ‘이용허락’을 통해 저작권을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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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과 당사자 간의 권리와 관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제작, 인쇄, 출판, 배포 기관, 방송국과 기타 저작권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은 저작권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과 각 당사자의 권리
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저작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
다.

이때 이용허락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권리
범위를 명시하고 이용허락 기간과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3) 강제적 이용허락

제16조 (강제적 이용허락)
(1) The Board of Directors는 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저작물의 공개가 공중의 이익
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저작권 시행 규칙이 정한 기간 경과 후 공공 라이선
스를 허여할 수 있다.
(a) If no copies of the published work in its original language are made
available in the Kingdom by the copyright owner to satisfy the general
needs of the public or the needs of school or university education, at a
price comparable to the price of similar works in the Kingdom, upon the
author’s declining to make available copies of that work.
(b) 원 저작물의 모든 판본 또는 아랍어 번역본이 절판되고, 저작권자에 대한 요청
이 있었음에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c) 번역권을 가진 자 또는 그의 허락에 의한 저작물 번역본이 없는 경우. 단, 저
작물 번역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d) 사우디 저작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본법 제11조에 따라 승계 받은 권리
행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합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2) 본 조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한 하에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번역한
경우 소멸한다.
(3) The Board of Directors는 모든 이용허락에 대하여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
해야 할 보상을 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문화정보부의 결정에 대해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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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적 이용허락 이행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저작권법 제16조에서 강제적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어
느 한 유형에 해당될 시 문화정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이 그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저작물 발행을
위한 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저작물 발행이 공익에 부합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한다.

- 왕국 내에서 원어로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과 교육기관의 수
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양으로, 국내 유사 저작물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수요가 존재함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제공이 없어 원어와 아랍어 번역
저작물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교재로 이용되어야 할 저작물 번역판이 번역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 이용허락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우디 저작자의 법정상속인이나
그 승계인이 자신이 양도받은 권리를 요청일로부터 1년 간 정당한 이
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 이용허락의 절차와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2004년 저작권법 시
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강제적 이용허락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
행된 저작물에 적용되며,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용허
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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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사우디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강제적 이용허락)
The provisions regulating the procedures of issuing mandatory licenses shall
apply to work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licenses shall not be gran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publication date of the edition in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1) The Authority shall ensure that copies of the works in printed form or
reproduced in any similar form are not displayed for sale in the Kingdom by
the copyright owner or whoever acts on his behalf, or pursuant to permission
from him, in response to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16) of the Law,
unless such copies are displayed for sale within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six months.
(2) The applicant shall submit proof that he has requested a license from the
copyright owner but failed to obtain it, or that he was unable to find him
after exerting necessary efforts.
(3) He shall submit proof that he has made such a request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but has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him.
(4) No license shall be granted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author is unknown
or impossible to contact, and the license applicant submits the data proving
such and submits the necessary guarantees to fulfill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once he applies to claim his right, and the Authority accepts
these guarantees.
(5) The license shall not be granted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not less
than six months from the applicant’s attempts [to obtain a license] from the
author or the publisher.
(6) No license shall be granted if the author or the publisher reprints his work
during the six-month period.
(7) No permission shall be granted if the author has withdrawn from circulation
all copies of the edition subject of the application.
(8) The permission shall not be granted if it is for pure commerc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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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와의 차이점

제목의 저작물성
저작인접권

저작자 사망 시
저작인격권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법률로 인정

판례로 인정

저작권법이 아닌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

저작권법에서 규정

저작자의 상속인이 없을 시

사망한 저작자의 명예를

국가기관이 저작인격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인격권 인정

50년

70년

50년

70년

20년

50년

존속기간
(일반저작물,
시청각저작물,
프로그램 등)
존속기간(실연,
음반)
존속기간(방송기
관의 권리)

이용허락 중인 저작물을
회수·변경하거나 일부를
철회권

삭제·추가할 수 있음. 다만
이용허락한 자와 합의하지

관련 규정 없음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저작권등록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법 상 등록 관련
규정이 없음

서면에 의한 양도만 인정됨
인증된 계약서(certified
contracts)에 의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모든
저작물의 등록을 관리함
양도계약의 형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음
특별한 규정 없음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샤리아 법의
영향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받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규범과 샤리아 법에 반할
시 등록과 권리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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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규정 없음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② 저작권 관련 분쟁 시
샤리아법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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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별 저작권 침해실태 및 소송사례

Ⅰ. 러시아

1. 저작권 침해 현황

러시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
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
흡하고 시장의 공정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된다.81)

2014년 기준, 러시아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연방 지
방 중재법원에 제소된 민사소송 건수는 10,109건이었으며, 이중 저작권 침
해가 51%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법원에서
다룬 사건도 2,491건이었으며 전체 침해자에게 총 19억 루블의 배상 명령
이 내려졌다고 한다.82)

2019년에는 522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형사범죄가 적발되었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도 20만 4,000건이 넘게 적발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약 70%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약
50%, 이동통신 접속을 이용한 범죄가 약 30% 이상이다.83)

2. 저작권 소송 사례

○ A Serial LLC vs. Privactually LLC, Yes Networks Unlimited Ltd, Sia
Vps Hosting, Iliad (모스크바시 법원, 사건번호 3-0330/2015)84)
81) JETRO, ロシア・中南米地域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上の模倣品対策に関する調査, 2018, 79면
82) JETRO, ロシア・中南米地域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上の模倣品対策に関する調査, 2018, 12면
83) JETRO, ロシア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2019 年度第 2 号, 2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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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인터넷 상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러시아 법원
이 저작권자를 위한 신속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침해방지법을 적
용한 사례이다.

원고는 다양한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이다. 원고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위 텔레비전 시리즈가 확산됨에 따
라 웹사이트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대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모
스크바 법원으로부터 예비금지명령을 받았고, Roskomnadzor은 예비금지명
령의 집행권을 갖는 제3자로서 참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모
스크바시 법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예비금지명령 후 호스팅 프로바이더가
위 텔레비전 시리즈의 복제물을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 원고가 부담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지적재산법원 판결, 사건번호 A40-182072/2017호, 2019.11.27.85)

미술저작물인 완구 Homunculus Loxdontus (Zhdun)에 대한 원고의 배타적
권리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는 위 완구를 인터넷과 소매점에서 판
매하였다.

지적재산법원은 인터넷에서의 모방제품 선전 및 판매와, 동일한 모방품
의 오프라인상 판매는 각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진 별개의 행위이
므로 독립하여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각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84)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2016, 155면
85) JETRO, ロシア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2019 年度第 2 号, 2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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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esk Inc(미국 기업), Altium Limited(호주 기업) vs. Reltec LLC(러
시아 기업),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상사법원, 사건번호 A60-25829/201486)

원고는 미국 기업인 Autodesk Inc와 호주 기업 Altium Limited로, 러시아
기업 Reltec LLC를 피고로 하여 2014년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약 2년에 걸쳐 4심까지 진행된 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소프트
웨어를 컴퓨터에 기록 및 보존한 자였다. 법원은 원고의 허락 없이 소프
트웨어의 복제품을 컴퓨터에 보존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한 목적을 인정하
여 고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9.05. 2015 г. N 84-КГ15-187)

원고(Бойцова А В)는 컨트리하우스와 욕조 등에 대한 카탈로그
와 설계도의 저작자로서, 피고(Колосову С А)가 피고의 웹사이
트에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
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위 카탈로그가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문제된
바, 러시아 대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적재산 활동
의 결과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인지와 그 결과물이 지적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결과물이 저작자의 창작적 결과물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86) JETRO, ロシアベストプラクティス集, 2018, 44-46면
87) Nikitin Law International - Определения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ерхов
н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мая 2015 г. N 84-КГ15-1, от 26 мая 2015 г. N 84-К
Г15-4, 2020
<http://ncglaw.ru/index.php/en/node/108>. 최종방문일 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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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21.05.2019 on case N 309-ЭС
18-25988, А60-27474/201888)

원고(Гелио Пресс)는 사진저작물의 원 저작자로부터 7개의 사
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자이다. 원고는 위 사진
저작물을 개변하고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피고(Рассвет жизн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삭제한 피고에 대해 저작물의 창작자 뿐만
아니라 그 후속 권리자(the subsequent right holder)도 배상을 구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되었다.

러시아 대법원은 후속 권리자 역시 저작권 정보 삭제에 대한 배상을 구
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러시아 민법 제1233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법률과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2) 만약 계약상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조건과 그러한 내용의 계약은 독점적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며, 이용허락 계약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88) Журнал «Юрист компании» - Обзор практики Экономколлегии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за ма
й 2019 года (кроме банкротных споров), 2019
https://www.law.ru/blog/21590-obzor-praktiki-ekonomkollegii-verhovnogo-suda-rf-za-may-2019-go
da-za-isklyucheniem>, 최종방문일 2021.2.21.
ЗАКОНЫ, КОДЕКСЫ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Опред
еление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ор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21.05.2019 п
о делу N 309-ЭС18-25988, А60-27474/2018, 2019
https://legalacts.ru/sud/opredelenie-sudebnoi-kollegii-po-ekonomicheskim-sporam-verkhovnogo-su
da-rf-ot-21052019-po-delu-n-309-es18-25988-a60-274742018/>, 최종방문일 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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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정보(저작물, 창작자와 기타 권리자를 특정하고 저작물 이용 조
건을 담은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및 저작권 정보가 제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각각 독자적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
서 계약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저작권 정보
가 삭제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단, 침해사실을 판단하
기 위해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였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8.11.2014 N 85-КГ14-889)

원고(Классик Партне)는 계약을 통해 작곡가와 실연가로부
터 6건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한을 취득한 자이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만이 음악저작물 6건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
었지만, 피고(Анишкину В В)는 위 음악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음
반을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6개의 음악저작물 각각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6개
의 음악 저작물을 기준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은 6건
의 음악저작물은 하나의 음반에 의해 침해된 것이므로 1개의 음반을 기준
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불법 배포된 음반에 포함된 각 음악저작물(노래)는 각자가 독점
적 권리의 객체가 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배상액을 청구할 시 배상액
89) Договор-Юрист.Ру - Дело № 85-КГ14-8, 2014
<
https://dogovor-urist.ru/%D1%81%D1%83%D0%B4%D0%B5%D0%B1%D0%BD%D0%B0%D1%8F_%D
0%BF%D1%80%D0%B0%D0%BA%D1%82%D0%B8%D0%BA%D0%B0/%D0%B4%D0%B5%D0%BB%D
0%BE/85-%D0%BA%D0%B314-8/> , 최종방문일 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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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음반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음악저작물마다 산정되어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09.04. 2013 г. N 5-КГ13-290)

원고(Глухов
financial

М.Ю.)는

engineering

“Structured

system”과

financial

“Russian

products

market

of

in

the

structured

products”라는 논문의 저자이다. 피고(Шляпочнику Я.Л., Со
рокопуду Г.Б. и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ЭКСМ
О»)는 2010년 “New investment culture or structured products”라는 도
서를 출판하였는데 원고는 이 책에 자신의 논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구하며, 유통 중인 도서의 사본을
회수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양 저작물이 유사한 문구를 포함하나, 저작물의 의미 부여와 표
현의 성질이 서로 다르며, 독자층도 상이하고(원고의 저작물은 과학 저작
물이며 피고의 저작물은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되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출처의 내용과 유사함을 들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저작물 간의 의미 부여와 표현의 성질, 타겟으로 하
는 독자층이 다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하나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차용한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판시하였다.

90) Nikitin Law International - Determination of the Judicial Collegium for Civil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April 9, 2013 N 5-KG13-2, 2020
<http://ncglaw.ru/index.php/ru/node/100>, 최종방문일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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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9.04. 2011 г. N 77-В10-991)

원고(Миронова Л.И)는 자신의 사진저작물 12장을 피고(«Лип
ец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및 ОАО «ПК «Ориус»)
가 앨범에 포함하여 출판하였음을 발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
다. 원고와 피고 간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도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로열티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구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알지 못했
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근거는 입증
된 저작권 침해 사실이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는
지는 배상책임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1.06. 2015 г. N 309-ЭС
14-787592)

원고(Эдельвейс)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Masha and the Bear”
91) Nikitin Law International - Определение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ерховн
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апреля 2011 г. N 77-В10-9, 2020
<http://ncglaw.ru/index.php/ru/node/104>, 최종방문일 2021.2.22
92) http://ipcmagazine.ru/ - Персонаж может охраняться как объект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независи
мо от сам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2015
<http://ipcmagazine.ru/news/2634-news1538>, 최종방문일 2021.2.22.
http://www.garant.ru/ - Определение СК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ор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11 июня 2015 г. N 309-ЭС14-7875 Суд отменил принятые ранее судебные решения по делу
о взыскании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арушение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направил дело
на нов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поскольку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дела суд не установил наличия приз
наков, позволяющих считать перечисленных истцом действующих героев персонажами про
изведения 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канцелярских товарах отдельных фрагментов сериал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этих героев - частя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являющими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резуль
татом творческого труда, 2015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70999086/?prime>, 최종방문일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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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하는 7인의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피고 (Волегову
Николаю Александровичу)가 침해하였음을 들어 각
캐릭터별로 1만 루블, 총 7만 루블의 배상액과 기타 비용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캐릭터 7인에 대한 독점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
지만,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일부인 캐릭터를 사용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저작물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1만 루
블의 배상액만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러시아 저작권법 상 저작권은 캐릭터에게
도 미칠 수 있으며 캐릭터가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캐릭
터도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애니메이션 저
작물의 보호와 별개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Ⅱ. 인도

1. 저작권 침해 현황

202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
였으며,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터넷 상 모방품 유통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도 시장 내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
방품이 다수 유통되어 문제되고 있다.93)

2. 저작권 소송 사례

93) 政府模倣品・海賊版対策総合窓口, 模倣品・海賊版対策の相談業務に関する年次報告, 2017,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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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물의 개념과 인정
‘창조력’주의로의 전환 : Navigators Logistics Ltd vs. Kashif Qureshi
& Ors94)

1. 개요

델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제정법에 따
른 권리이고, common law 상 권리나 자연권이 아니므로, 어떠한 조직
의 고객연락처에 대한 유지관리 및 편집된 목록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
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판례 분석

사건명 : Navigators Logistics Ltd vs. Kashif Qureshi & Ors.21
법원명 : 델리 고등법원

a. 사실 개요

원고인 Navigators Logistics Ltd.는 물류 및 화물 수송 분야에 종사하
는 자로서, 원고는 자신의 사업운영을 위해 특별히 식별성이 높고 상세
한 포괄적인 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발전시켜왔다고 한
다. 해당 데이터에는 비밀정보, 고객 정보베이스, 어카운트 정보 등 재
무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원고의 영업 비밀을 구성하
여 원고의 컴퓨터 등 통신기기에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다룰 정보의 비
밀성이 높아 고용 시에는 법적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고객서비스나 업무 부문 등 각 분야의 담당자나 담당간부로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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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용되었다.
원고는 대규모 연수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의 기밀정보나 데이
터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는 각 업무를 개시하여 원고 사업
에 공헌하게 되었다. 고용 기간 동안 종업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위 피고들에게는 컴퓨터 기기 등이 부여되어 원고의 모든 비
밀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가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비밀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2016년 5월 피고들이 원고 기업을 사직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2인)들에 대해 종국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 델리 고등 법원의 판결

쟁점 1 :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관리되어온 고객 담당자명과 연락처 목
록에 대한 저작권

법원은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제정법상의 권리이며, common law의
권리나 자연권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리스트에 저작권이 존재한
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한 원고는 자신의 고객 담당자명과 연락처 리스
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위 목록은 1957년 저작권법 제2조 (c), (h), (p) 및 (o)의 창작적
언어,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인정되더라도 위
리스트의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그 저작자가 인도 국민이거나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7조, 아마도 (c)항에 따른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
장하였지만, 원고에게 고용된 저작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기업인
원고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Tech Plus Media Private Ltd. v. Jy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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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a 사건에서 법인은 저작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의 소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저작자 신원을 밝히거나 그 비밀성
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원고가 저작자의
신원을 밝혀야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원고의 목록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창작성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조)>

95)

1. 개요

인도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창작성이 있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작품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 상 ‘창작성’의 정의가 없
고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창작성의 해석과 기준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창작성(originality)’의 기준은 ‘창조적 요소가 있는 기능 및 판단
(skill and judgement with a flavor of creativity)’이다. 창작성에 대한
이론 중 인력과 자본 투자만 요하는‘이마의 땀 이론(sweat of the
brow)’이 존재하나

인도 법원에서는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았다.

2. 판례 분석
[Eastern Book Company & Orsvs D.B. Modak & Anr] (Appeal (civil)
6472 of 2004)(최고재판소)

a. 사실개요
94) JETRO, インド知財判決分析集 2018 年版, 2019, 127-135면
95) JETRO, インド知財判決・審決分析集 (第５版), 2015, 203-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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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은 인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모아 법률논문/저널을 출판한 자
로서, 판결문 정리 및 편집과 별개로 판결을 간단하게 정리한 편집후기
인 ‘주기(注記)’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또한 상고인인 출판사는 ‘동
의’, ‘일부동의’, ‘일부반대’ 등의 주기를 판결문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본 건의 피상고인도 법률 논문/저널을 다루는 전자출판사로서
상고인 출판사의 논문과 저널을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이
에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들어 제소하였다.

b. 최고재판소 판결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사실 그 자체는 저작자의 창작의 산물이 아니
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 개념에 해당하려
면, 저작물이 저작자로부터 창작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며 저작자의 기술과 판단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어
야 한다. 이때 저작자의 기술과 판단은 사소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상고인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결과인 ‘주기’와 기타
편집 기사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상고인이
판결문을 경미하게 편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결국 피상고인이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범위는 상고인의
‘주기’ 및 기타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되는 편집물로 제한되었다.
판결문의 경미한 편집 부분은 저작권법 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
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상고인은 상고인이
경미하게 편집한 판결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K&S PARTNERS , 질의응답,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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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실연가의 권리범위 : Miss Kaja
Aggarwal vs. The Managing Director, M/s V.V. D & Sons Pvt. Ltd96)

마드라스

고등

법원은

Miss

Kajal

Aggarwal

v.

The

Managing

Director, M/s V.V. D&Sons Pvt.Ltd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실연가가 계약을 통해 실연을 영화 필름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하였다
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영화 필름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피고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른 기간 동안 저작
물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이 계약은 1년 간 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독심에서도 저작권법 제26조에 의한 권리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본건에서 1957년 저작권법 제38조의 도입을 통해 실연가 권리에 대
한 저작권법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배우, 음악가, 무용가
의 실연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없는 것은 저작권법 제도의 큰 결함이
며, 이는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실연가의 권리를 다루는 제38조
가 도입되어 비로소 보완,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 사건 개요

원고(Kajal Aggarwal)는 인도의 저명한 여배우로서 피고(V.V.D. &
Sons Pvt. Ltd)와 피고의 헤어오일 제품에 대한 광고를 촬영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이틀 간의 촬영을 통해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
는 광고 촬영 후 사전에 상호 협의된 조건을 위반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2008년 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원고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피고만 서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조건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거
나 최종 체결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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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만 광고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
고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계속 사용해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광고사용을 즉시 금지하라는 통지를 하였
지만 피고의 사용은 계속되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함과 동시
에 원고가 출연한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
를 마드라스 고등법원 단독심에 제기하였다.

○ 단독심 판결

단독심은 광고 촬영 계약이 체결되어 촬영 완료 후 그 대가인 30만
달러가 원고에게 지급된 점이 인정되며, ‘피고가 광고물에 대한 최초
저작권자이고, 저작권자는 영화필름의 보호기간인 60년 간 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통해 저작물 이용이 1년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광고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
한 보상을 인정할 이유도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실연이 광고물인 영화
필름에 포함되는 점에 동의했다면 피고의 광고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합의심 판결

원고는 위 단독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합의심 판결
에서도 피고가 제작한 것은 영화 필름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영화
필름의 제작자이자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독심 결정을 유지하
였다.

96) JETRO, インド知財判決分析集 2018 年版, 2019, 144-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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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 침해 판단

1) 저작재산권 침해 판단
Penguin Books vs. India Book Distributors 사건에서, 델리 고등재판소
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서
적 수입은, 비록 서적이 판매된 국가에서 저작권자의 독점권에 따라 저
작물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97)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유사성 판단기준>

98)

1, 개요

인도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기준은 독자, 관객 또는 시청자가 원저작
물과 후속 저작물을 보거나 읽은 후 후속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복제했
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에 따른다. 그러나 경미한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복제 수준은 상당하고 중대한 것
이어야 한다.

2. Common law

인도 1957년 저작권법이 존재하지만, 법 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침해 인정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최고재판소의 R.G. Anand vs. M/s Delux
Films and Others 판결이 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97)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インド編, 2014, 121면
K&S PARTNERS, 질의응답,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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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을 다룬다.

3. 판례법 분석

[R.G. Anand vs. M/s Delux Films and Others] (1978 (4) SCC 118) 인도
최고재판소

(a) 사실관계

상고인은 1953년 인도어로 연극 대본을 창작한 자로, 연극의 내용은
서로의 가족이 이웃인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들의 가족
은 서로 다른 지방 출신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피상고인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팔로키아리즘(편협주의)에 기
반한 로맨스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지만, 상고인의 연극과 달리 당시
인도 결혼 제도의 사회악적인 측면과 기타 여러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 최고재판소 판결

최고재판소는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였
다. 재판소는 먼저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양 저작물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독자, 관객 또는 시청자가 양 저작물을 보거나 읽은 후 어느 하나의 저
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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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고재판소 판결의 분석과 원칙

인도 및 common law 국가에서의 저작권법 심리 시 재판소가 저작권
침해 사건의 판결을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7개의 저작권법 기본원칙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아이디어, 원리, 주제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디
어의 표현에 대해서만 권리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다
르게 표현되는 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ii) 동일한 아이디어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법원은 유사성 판
단을 위해 양 저작물을 비교해야 한다. 만약 양 저작물이 동일하다
면 확실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두 저작물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정도라면 법원은 유사성을 판단하여 그 정도가 상당하면 저
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iii)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저
작물을 보거나 읽은 독자나 시청자가 저작물이 복제되었는가에 대
해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인상을 받는가’이다.
(iv) 주제가 동일하더라도 그 취급 방식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
다.
(v) 저작물 간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작
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물 간 유사성 외에도 원본을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이 부수
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vi) 모든 저작권 침해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
다.
(vii) 영화가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영화는
관점이나 범위가 넓으므로 침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화
가 연극을 복제한 것이라는 인상을 시청자가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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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인도 최고재판소는 저작권 침해의 근본적인 판단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를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형식
과 배열,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을 채택하였는지와 그 과정에서 표현을
사소하게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는지에 따른다고 하였다.
만약 피고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상당한 부
분을 복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저
작물을 상이한 형태와 성질로 재구성하여 저작물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이 사안에 있어 인도 최고재판소는 문제되는 저작물들을 세심하게 비
교한 결과, 각 장면과 극의 클라이맥스, 표현 등이 달라 저작물 상호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피상고인의 영화저작물을 본 자가 상고인의
연극저작물이 불공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인상을 받기에도 유사성이 부
족하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1957년 저작권법 제57조 상, 건축가는 어떠한 유형의 특별한 권리(저작
인격권)도 누리지 못한다.99)

1. 개요

델리 고등법원 단독심은 2019년 5월 28일자 판결을 통해 원고인 Raj
98) JETRO, インド知財判決・審決分析集 (第５版), 2015, 206-207면
K&S PARTNERS, 2021.1.18. 질의응답
99) JETRO, インド知財判決分析集2019 年版, 2020, 8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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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l 개인은 저작권법 제57조 하의 건축물/건조물의 건축가로서 어떠
한 특별한 권리(저작인격권)를 갖지 않으며, 건축물/건조물의 해체에 이
의를 제기하거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의 피고인 인도연방(Union of India)과 인도
무역진흥국(ITPO)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2. 관련법과 규정

1957년 저작권법 제57조 (1), 제52조 (1)(x)

3. 판례 분석

a.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선정된 Hall of Nations와 Nehru
Pavilion을 포함한 여러 건물의 설계자이고, 이들 건축물은 문화유산으
로 인정받기 위해 인도 예술 및 문화유산 보존위원회(HCC)에 추천되었
다.
피고 중 1인인 인도무역진흥국은 원고에게 위 건물들의 해체를 제안
하였는데, 원고의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HCC를 통한 위
건물들의 보존 유지도 실패하였다. 이에 원고는 델리 고등법원에 청원
서를 제출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청원은 2017년 판결을 통해 각하
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그 동안 위 건물들은 해체되
었다.
이후 원고는 인도연방과 인도무역진흥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
고의 감독 하에 동일한 장소 또는 유사한 다른 장소에 철거된 건축물
을 재건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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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독심 판결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특별
한 권리는 건축물/건조물의 건축가인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
작물의 해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가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고등법원은 법률의 어떠한 조항도 다른 조항의 효력이 무의미해지도
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바, 만약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b)
에 따라 건물의 해체가 금지되어야 한다면 건물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x)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유사한 취지로 저
작권법 제59조는 건축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건축된 건물을 해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의한 명예 및 명성의 범위와 그 구제>100)

○ 개요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양도한 호에도 존재
하는 어떠한 ‘특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인격권이라고도 불리는 이러
한 특권은 전 세계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어떠한 정
도의 관리권을 부여한다. 저작물에 어떠한 변형(mutilation)이나 왜곡
(distortion)이 있을 시, 저작권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성문법 규정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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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저작인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저
작인격권’으로 칭하는 판결과 문헌이 존재한다.

본 조항은 저작권자의 인격권 행사가 저작권 소유와는 독립되는 점
이 명백하고, 저작물의 왜곡, 절제, 변형 및 기타 행위로서 저작자의 명
예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대략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저작인격권’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작인격권’ 개념은 대륙법계를 채용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그
기초가 발생한 것으로, 베른조약을 통해 저작인격권이 의무화되었기 때
문에 인도법에도 도입된 것이다.

2. 판례 분석

[Amar Nath Sehgal vs. Union of India] (델리 고등법원)

a. 사실 개요

원고는 유명 조각가로서 인도 정부에게서 주요 정부청사에 전시하기
위한 조각 제작을 의뢰받았다. 이후 완성된 조각은 인도 정부청사에 전
시되었지만, 수 십년 후 철거되어 수납실에 방치되었다. 조각가는 해당
조각을 원형으로 복원해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었고,
1992년 조각가는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위반행위를 이유
로 소를 제기하였다.

b.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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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각을 노후한 상태로 방치한 것은 인도 정부에 이해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도 정부에 의해 소유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의 저작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은 인도정부로 하여금 50만 루피의 손해배
상과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였고, 일정한 기간 내에 조각을 원고에게 반
환하도록 지시하였다.

3. 결론

인도에서 저작인격권이 주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 사례에서
도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인도 저작권법의 개정으
로 실연가의 권리 역시 인격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저작인격권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아직 애매한 면이 있다.

라.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
스트리밍, 다운로드와 구매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 라이브러리는
1957년 저작권법 상 ‘공정한 사용’ 또는 ‘법정 이용허락’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101)

1. 개요
2012년 인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31D조에 방송기관을 위한 문
학, 음악 저작물의 법정 이용허락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
면 방송기관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방송한다는 통지를 한 후, 저작
권위원회가 정한 요율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0) JETRO, インド知財判決・審決分析集 (第５版), 2015, 208-209면
101) JETRO, インド知財判決分析集2019 年版, 2020, 78-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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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경우 인터넷 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가 위
법정 이용허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며. 법정 이용허락 대
상에 ‘인터넷 상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
론을 내린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원고(Tips Industries Ltd.)는 피고(Wynk Music Ltd. & Ors.)을 상대로
음악 레퍼토리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
고가 월정액제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악곡을 제공하여 레퍼토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피고는 (i) 공중이 피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악곡
을 다운로드 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
법 상 인정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ii) 방송기관인 피고는 법
정 이용허락 규정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를 지지하며, 공중의 악곡 사용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
라 피고가 제공하는 다운로드와 구입 기능을 사용한 필연적인 결과이
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악곡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피고의 행위
는 단순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며 원고의 악곡에 대한 배타
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정은 피고에 의한 ‘공정한 사용’에 따른 보호와 ‘방송기
관으로서의 법정사용권’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악곡을 사용,
판매할 수 없다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 관련법과 규정

1957년 저작권법 제2조(fa), 제2조(ff), 제14조(1)(e), 제31D조, 제52조
(1)(a)(i), 제52조(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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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분석

TIPS INDUSTRIES LTD. V. WYNK MUSIC LTD. & ORS. (2019년 4월 23
일부)

a.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8월을 종료일로 하여 자신의 음악 레퍼토리를 온라인
스트리밍과 방송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피고에게
부여하였다. 그 후 라이선스 갱신이 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음악 레
퍼토리 삭제를 위해 피고에게 중지 통고를 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따르
지 않아 소가 제기된 것이다.
원고는 월정액제 판매/대여를 통해 원고의 음악 레퍼토리를 공개한
피고의 행위는 음악 레퍼토리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 피고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악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악곡을 다운로드 하여 다른 단말기에 보존하기 위한 구입 기능도 존재
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사업과 경합하며,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
로 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자신은 방송기관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52조 (1)(a)(i)와 (1)(b)에서 정하는 ‘공정
한 사용’에 따른 보호와 제31조에 따른 법정 이용권을 들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도 음악저작물 방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b.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봄베이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선 인도 저작권법 상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는 (1) 전자적 수단
을 포함하여 어떠한 매체로든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2) 상업적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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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권리, (3) 저작물을 공중전달할 권리를 가진
다.
그리고 저작권법 상 방송기관의 법정 이용허락권이 인정되나, 이는
오로지 (3) 저작물을 공중전달할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상업적 판
매나 대여는 방송기관의 법정 이용허락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저작
권법에서의 공중전달은 보통 인터넷 통신을 포함하여 수단을 불문한
전달을 의미하나, 방송기관을 위한 법정 이용허락에서의 전달은 전통적
인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터넷 방송기
관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어플리케이션 구독료를 대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물의 다운로드와 구매 기능을 제공하였는바, 고객들이 원고 음악
레퍼토리 파일이나 복제물을 아무런 방해 없이 단말기 등에 다운로드
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업적 대여’에 해당하
고 이는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e)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배타적인 권

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악곡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대여
또는 판매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악곡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
작권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고등법원은 피고의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악곡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마.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례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관련
최초의 John Doe 명령 인용 사례 : Taj Television v. Rajan Mandal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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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원고는 새로운 형태의 24시간 독점 스포츠 채널을 런칭하였고 일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영권리를 보유하면서 인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
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원고는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하여 중계권
을 취득하여 인도 전역에 대대적 송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진행 및 중계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 케이블 네트워크 등에서 원고의 채널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하여 원고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측은 우선적으로 해당 채널을 무단으로 송출하는 일부 케이블 사업자, 네
트워크, 제3자 등을 식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인도 내의 특정 지역
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의 케이블 전송의 범위가 불특정하
며, 이를 실질적으로 증빙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허가 네트워크의 경
우 특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2년 6월 30일 월드컵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에서 결승전의 방송 등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식별한 이후, 직접적인 침해 증
거를 수집하여 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이 종료된 시점에서
막대한 손실의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방영권 침해 위협을 선
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도 민사
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 Section 151에 따른 법원의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를 근거로 불법 행위의 선제적 조치를 위한 John Doe 명
령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다수의 관련 판결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케이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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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장기간 저작권을 침해해 왔음을 확인된 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 상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구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서 원고의 John Doe 명령을 인용하였다.

John Doe 명령을 통한 ‘웹 사이트 차단’의 주요 사례

2011년 7월 20일 Delhi High Court의 John Doe 명령 결정 (I.A. No. 11242/2011
(under Section 151 CPC))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일부 웹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John Doe 명령의 청구인인 Big Pictures는 본 명령을 근거로 2011년 7월 21일을
기점으로 인도 내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하, ISP)에게 자사의 영화저
작물 Singham의 온라인 배포의 방지를 위한 이행을 요청하였고, 인도의 통신대
기업인 “Bharti Airtel”사102)는 청구인이 요청한 파일 공유 사이트103)의 차단
을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망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ISP의 웹 사이트 차단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단 요청된 웹 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
였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The site has been blocked as per instructions
from the Department of Telecom.” 라는 문구와 함께 웹 사이트의 차단이 이
행된 사실이 확인되어졌다. 명령 이후 최초 시점에는 “Bharti Airtel”사 외의
Vodafone 3G, MTNL, MTNL 3G 등의 타 ISP를 통해서는 웹 사이트의 차단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타 ISP의 인터넷 망에서도 해당 웹 사이트
가 실질적으로 일부 차단되었음이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본 사례는 John Doe 명령을 통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다수의 ISP에 의하여
매우 대규모적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인터넷 이
용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
여 웹 사이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자동적으로 제한
된다는 점에 큰 반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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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라질
1. 저작권 침해 현황104)

브라질에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판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 브라질
내에서 제조되는 것 외에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제조된 모방품이 브
라질에 대량 수입되기도 하는데, 저작물의 정식 수입판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모방품의 몇 배 이상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때가 많으므로 이러
한 모방품과 해적판 수입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주된 모방품 유통지역으로는 상파울루의 상업지구, Bom Reitro와 같은
의류 지구, Rua Santa Efigenia와 그 주변 지역이 있으며, 해외에서 유입
되는 모방품은 주로 산토스 또는 이타구아이, 파라나과 항만, 칠레와의 자
유무역지구, 파라과이와의 국경 등을 통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영국 기업인
NetNames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까지 브라질에서 사용된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9,820건 발견되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BSA)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47%가 불법
제품이라고 한다.

2020년에는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감시대상국으로 지
102) 본 사는 인도 내에 2억 8370만의 모바일 서비스, 240만의 가정 인터넷 서비스, 1660만의 디지털 TV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3월 31일 기준)
출처 : Airtel, "Company Profile", <https://www.airtel.in/about-bharti/equity>, 최종방문일 :2020.11.14.
103) 당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Mediafire.com, Megaupload.com,
Rapidshare.com, Sendspace.com, Megavideo.com, VideoBB.com, Novamov.com, Movshare.com,
Putlocker.com, Hotfile.com, Fileserve.com, Filesonic.com, Filesonic.in, Depositfiles.com, Wupload.com,
Uploaded.to, 및 Uploadstation.com
104) JETRO, ブラジルにおける模倣品対策の制度及び運用状況に関する調査, 2018, 8면, 11면, 76면
政府模倣品・海賊版対策総合窓口, 模倣品・海賊版対策の相談業務に関する年次報告, 2017,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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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2. 저작권 소송 사례
<브라질 최고법원의 저작권 침해행위 위법성 판단>105)

○ 개요
브라질 전역에서 노점 등을 통해 해적판 CD나 DVD 등이 판매되고 있
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저작권 침해물품
판매자가 개인이라면 ‘사회적합성의 원칙(princípioda dequação social)’
에 따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져왔다. 그러나 2012년 9월, 브라
질 최고법원(STJ)이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상세

2008년 해적판 CD와 DVD를 판매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브라질
검찰국은 형법에 따라 위 CD와 DVD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을 들어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사회적합성의 원칙’을 들어, 저작권 침해행
위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때, ‘사회적합성 원칙’이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저작권
침해물품인 CD나 DVD의 판매 등)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
한 행위에 대한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행위를 범
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원칙이다.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찰국은 브라질 사법 대법원
(STJ)에 특별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년 브라질 사법 대법원(STJ)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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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침해에 따른 해적판 판매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긍정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도 피해를 입게 되며, 해적판 판매 시 그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한 ‘사회적합성 원칙’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는 법원의 법 해석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
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
해진다면 민법 시행법 제2조에 따라 해당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폐지되
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를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벌의 효력이 소멸된
다고 하였다.
STJ는 본 건을 계기로 2013년 판례요약 제502호를 발행하였고, ‘행위
성과 유책성이 존재할 시 판매신청 행위는 형법 제184조 제2항에 해당하
여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 유의사항

브라질에서는 선례(판례)는 이후의 판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발행하는 "판례요약(súmula)"은 사실상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CD나 DVD의 해적판 판매는 「사회적합원칙」에 따라 처벌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여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를 얻지 못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본 판결과
판례 요약을 통해 향후 비슷한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105) 新興国等知財情報データバンク, ブラジル司法最高裁判所（STJ）による著作権侵害行為の違法性の
判断について（判例紹介）, 2014
<https://www.globalipdb.inpit.go.jp/judgment/6118/>, 최종방문일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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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vs. Latin Stock, 2020>106)

브라질 최고법원은 저작권 라이선스와 서비스 계약 상, 외국법률 관할
조항은 유효하며 외국법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브라질 기업을 소
환하기 위한 요청서(rogatory letter)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ntervozes vs. Google Brasil Internet LTDA, 2020>107)

2018년 Intervezos는 YouTube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이뤄지는 방
송국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으나, 이 영상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었다. 이에 2019년 4월, Intervezos는 Google Brasil
Internet LTDA를 상대로 자신이 YouTube에 게시한 영상 저작물이 삭제
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사안이 저작권에 관한 것이므로 Google은 타당한 당사자가 아니
며, 소송의 당사자는 Globo와 TV Bandeirantes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사
안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파울루 항소법원은 법원의 결정 없이 삭제된
YouTube 컨텐츠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컨텐츠의 소유자는 삭제에 대
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
다.
106) DANNEMANN SIEMSEN, 2021
107)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 Intervozes: Brazil Justice condemns Google
for prior censorship for removing content, 2021
<
https://www.apc.org/en/pubs/intervozes-brazil-justice-condemns-google-prior-censorship-removing
-content>, 최종방문일 : 2021.2.22
Revista Eletronica do Terceiro Setor - Intervozes vence ação contra remoção de conteúdos no
Youtube, 2020
<https://rets.org.br/node/20416>,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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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Management Service(representing Millenium Media) vs. Claro,
2020>108)

영국 회사인 Copyright Management Service는 미국의 영화 제작사인
Millenium Media를 대신하여 Millenium Media가 저작권을 소유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인터넷 사용자의 IP주소를 입수하였다. 이는 Guardaley
로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기술로 보호되는 일부 영화들은
영화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자의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술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증거의 확보를 위해 ISP인 Claro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상파울루 법원은 ISP인 Claro로 하여금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는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과거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
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다.
<João Pedro Doederlein de Oliveira vs. Marisa Lojas Varejistas Ltda.,
2020>109)

인플루언서인 원고는 피고가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원고가 작성한 책과
인스타그램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한 것을 발견하
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파울루 항소법원은 피고가
108) Jusbrasil - Exclusivo | Usuários de torrent recebem cobrança no valor de R$ 3 mil no Brasil
<
https://colalillo.jusbrasil.com.br/noticias/1134443193/exclusivo-usuarios-de-torrent-recebem-cobranc
a-no-valor-de-r-3-mil-no-brasil>,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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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티셔츠에 원고의 책과 인스타그램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 사우디아라비아

1. 저작권 침해 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실시에 관한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서 3단계 감시대상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방품 시장에 관한 202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보고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추가한 이유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
속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단속과 조사는 투명성이 부족하여 침해품 압수나 처분이 불충분하다
고 한다.

또한 최근 유성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보고된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그 사례로서 서비스제공자인 “BeoutQ”가 위성

109) Consultor Juridico - TJ-SP condena Marisa a indenizar influencer por violação de direitos
autorais, 2020
<
https://www.conjur.com.br/2020-out-09/tj-sp-condena-marisa-indenizar-influencer-violacao-direitosautorais>,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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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체 Arabsat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불법 방송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앱이나 스트리밍을 통해 영화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무단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건이 있다.110)

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으로 유통되는 지적재산권 침해제품의
경유국 역할을 하는 점111), 일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이 비준되지 않
은 점, 세관 단속이 불충분한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2. 저작권 소송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의 침해 여부 판단 및 민사상 손
해배상금 또는 형사처벌 형량은 2020. 1.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심의의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에서 결정하였다.

위반행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작권과 관련된 소송사례는 현재까지는 검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110)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33, 2019, 3면
111) 2012년 세계세관기구(WCO)의 부정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의 모방품
수출처 1위를 차지하였다. (パテント, 2015,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모방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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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러시아

I. 의의

1. 실례: 저작권침해사건에서 가처분 또는 금지청구가 가능한가?

저작권침해사건에서 권리자는 가처분 또는 금지청구 모두를 활용할 수 있
다.112)

2. 실례: 러시아에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은?

제1심법원에서 침해소송에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3,000달러부터 5000달
러다. 그리고 통상 4개월에서 7개월 걸린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
에 대한 상고를 포함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모든 심급을 거쳤다면 전체 비
용은 10,000 미화달러 내지 15,000 미화달러 정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
고 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데에는 최대 2년 정도 걸릴 수 있
다.113)

II.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1. 국제소송법적 쟁점

112)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copyright/640846/copyright (last visit on January
16, 2021).
11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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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소송법 (국제재판관할 포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관련된 민사적 분쟁은 일반관할법원과 상사관
할법원(Arbitrazh Courts)이 심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러시아 국민과
동일한 절차적 지위 및 절차적 권리 및 절차적 의무를 가진다.114)

Civil Procedur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115)116)

Article 398. Procedural Rights and Duties of Foreigners

1.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foreig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reinafter in the present section also referred to as foreign persons
or as foreigners)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ir violated or disputed rights, freedoms and lawful
interests.
2. Foreign citizens shall enjoy all the procedural rights and shall discharge the
procedural duties as Russian citizens and organizations.
3. Legal proceedings on cases involving foreigners shall be conducte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de and other federal laws.
4.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reciprocal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foreigners - the citizens of those states in whose courts the same
restrictions

of

procedural

rights

of

Russian

citizens

and

organizations

are

introduced.

114) Article 398 of Russian Federation Civil Procedure Code 및 Part 1 of Article 254 of the
Russian Federation Arbitrazh Procedure Code.
115) No. 138-Fz of November 14, 2002, adopted by the State Duma on October 23, 2002 and
approved by the Federation Council on October 30, 2002 (with the Amendments and
A dd it io n s of J u ne 30 , 20 0 3 , J un e 7 , J u ly 2 8 , N ov emb er 2 , D ec em ber 2 9 , 2 0 04 , Ju l y
21, December 27, 2005, December 5, 2006, July 24, October 2, 18, December 4,
2007, June 11, July 14, 22, November 25, 2008, February 9, April 5, June 28,
November 9, 2009, February 11, March 9, April 30, July 23, 27, December 9, 23,
2010, April 6, May 4, June 14, December 3, 2011, February 6, 2012).
116)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81en.pdf (last visit on December 12, 202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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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Procedur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117)118)

Article 254. Procedural Rights and Duties of Foreign Persons

1. Foreign persons enjoy procedural rights and discharge procedural duties on a par
with Russian organisations and citizens. Procedural privileges are granted to
foreign persons if they are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Foreign persons have the right to apply to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ir violated or disputed rights and lawful
interests in the sphere of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mpetence and jurisdiction, established in this Code.
3. Foreign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case are obliged to present to the
commercial court the proof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right to perform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y. If such proof is not supplied, the
commercial court may order to present it on its own initiative.
4.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reciprocal restrictions
(retortions) against persons of those foreign states, in which restrictions against
Russian organisations or citizens are introduced.

외국인 피고가 국외에 거주하여 상호법률공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외
국의 영토에서 송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러시아 상사소송법은 법원의
신문를 위한 기간을 연장한다.119)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보복원칙(principle of retorsion)을
토대로 러시아연방정부가 확립할 수 있다. 전술한 민사소송법과 상사소송

http://www.arbitr.ru/_upimg/B722EA8F0FB9196A465ADC315B86B16B_Commercial%20Procedure%20
Code%20of%20the%20Russian%20Federation.pdf (last visit on December 20, 2020).
118) Federal Law No. 171-FZ of June 8, 2020, “On Amending the Arbitrazh Procedur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Legal Entities in
Connection with the Restrictive Measures Introduces by a Foreign State, State Association and
(or) Union and (or) State (Inter-State) Institution of a Foreign State or State Association and
(or) Union.”
119) Irina Savelieva, Applicable procedural law, 2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30:5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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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양자는 외국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특별한 장(러시아 민사
소송법 제43장 및 러시아 상사소송법 제33장)을 포함하고 있다.120)

2020년 6월 19일 개정된 러시아 상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121) 2020년 개
정된 러시아 상사소송법은 (i) 외국법원 또는 외국 중재를 개시하거나 계
속하지 못하도록 제재받은 당사자에 관련된 특정분쟁 및 제재의 부과로부
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러시아 주 상사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및 (ii) 상대방 당사자가 외국법원 또는 외국 중재를 개시하거나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재받은 당사자에게 허용하는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
을 규정하고 있다.122) 2020년 개정 상사소송법은 외국이 도입한 각종 ‘제
한적 조치(restrictive measures)’ 때문에 국외에서 중재하거나 제소할 수
없는 러시아 법원과 러시아 국민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다.123)

나.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러시아 일반관할법원과 상사관할법원은 다음의 사건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즉, 러시아 법원이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또는 피고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다만, 러시아 법원이 분쟁해결
을 위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와 관련하여

120)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이 민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외교면책특권의 승인을 포함
한다.
121) Federal Law No. 171-FZ of June 8, 2020, “On Amending the Arbitrazh Procedur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Legal Entities in
Connection with the Restrictive Measures Introduces by a Foreign State, State Association and
(or) Union and (or) State (Inter-State) Institution of a Foreign State or State Association and
(or) Union.”
122)
https://www.clearygottlieb.com/news-and-insights/publication-listing/amendments-to-the-russian-ar
bitrazh-procedure-code-on-sanctions-related-disputes (last visit on December 4, 2020).
12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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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관할합의가 외국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우선할 수는 없
다.

러시아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을 다룰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i) 외국 법인의 관리기관, 계열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에서 소재하는 경우, (ii) 피고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또는 피고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소재하는 소비자의 주
목을 끄는 것을 목표로 홍보를 실행하는 경우 (iii)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손해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야기된 경우, (iv)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서 발생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손해가 야기된 경우, (v) 완전한
이행 또는 일부이행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때에 청구
가 계약에 기한 경우, (vi) 원고가 러시아 연방 영토의 주민으로서 자신의
명예, 존엄성 또는 영업평판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vii) 도메인이름의
국가등록에 대한 분쟁 및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402조 및 러시아 상사소송
법 제247조에 따른 그 밖의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Civil Procedur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44. cognisance of Cases Involving Foreigners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402. Application of the Rules for cognisance

1.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in the rules of the present Chapter, the cognisance
of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ers to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s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hapter 3 of the present
Code.
2.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consider cases involving foreigners, if the
defendant organization is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f
the defendant citizen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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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lso have the right to consider cases
involving foreigners, if:
1) the management body, an affiliate or a representation of the foreign person is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defendant has property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the plaintiff in a case on the exaction of alimony and on the establishment of
paternity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4) the damage is caus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plaintiff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a case on the
recompense of the damage caused by a serious injury or by other harm to
health, or by the death of the bread-winner;
5) an action or other circumstance which has served as the grounds for filing a
claim for the recompense of the damage in a case on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flicted upon the property has taken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6) the claim stems from a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which the full or partial
execution shall take place or has taken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7) the claim stems from an unjust enrichment which has taken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8) the plaintiff in a case on the dissolution of a marriage has his place of
residen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f eithier of the spouses
is a Russian citizen;
9) the plaintiff in a case on the protection of the honour, dignity and business
reputation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403. Exclusive cognisance of Cases Involving Foreigners

1. To the exclusive cognisance of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referred:
1) cases on the right to immovable property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cases on disputes arising from a contract of shipment, if the shipp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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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the cases on the dissolution of a marriage of Russian citizens with foreign
citizens or with stateless persons, if both spouses have their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4) the cases envisaged in Chapters 23-26 of the present Code.
2.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consider the cases of the special
proceedings, if:
1) the applicant in a cas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 of juridical importance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fact whi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s taking place or has taken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citizen with respect to whom an application is filed for adoption (for a son
or for a daughter), for the restriction of a citizen's legal competence or for
recognizing him as legally incapable, or for recognizing an underaged person
as completely legally competent (emancipation), for forcible hospitalization into
a mental hospital, for extension of the time term for the forcible hospitalization
of a citizen suffering from a mental disorder, or for a forcible psychiatric
examination, is a citizen of, and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3) the person with respect to whom an application is filed for recognizing him as
missing or for declaring him as the deceased, is a Russian citizen or had his
last known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if on the
resolution of the given question depends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itizens who have their place of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of the organizations which have their place of loc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4) an application is filed for recognizing an object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ownerless or for acknowledging the right of municipal
ownership to an ownerless immovable object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5) an application is filed for recognizing as invalid the lost bearer or order
security issued by a citizen or to a citizen who has his place of resid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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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ssian Federation, or by an organization or to an organization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for the restoration of rights to it
(the summons procedure).

Article 404. Agreed cognisance of Cases Involving Foreigners

1. The parties in a case involving foreign person have the right to reach an
agreement

on

changing

the

cognisance

of

the

case

(the

prorogation

of

jurisdiction) before the court accepts it for its proceedings.
2. The cognisance of the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ers established in
Articles 26, 27, 30 and 403 of the present Code cannot be changed by the
parties' agreement.

Article 405. Invariability of the Place for Considering a Case

The case accepted by the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its proceedings with
the observation of the rules for the cognisance shall be resolved by this court on
merit, even if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of the citizenship, of the place of
residence or of the place of location of the parties, or with the other circumstances
it has become cognisant to the court of another country.

Article 406. Procedural Consequences of Considering a Case in a Foreign Court

1. The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refuse to accept a statement of an
action for its proceedings or shall terminate the proceedings on the case, if there
is a court decision on the dispute between the same parties, for the same object
and on the same grounds adopted by a foreign court with which the Russian
Federation

has

signed

an

international

agreement

envisaging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the court decisions.
2. The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return the statement of an action or
shall leave this statement without consideration, if in the foreign court whose
decision is subject to recognition or execution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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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was earlier instituted a case on the dispute between the same parties,
for the same object and on the same grounds.

Article 407. Court Orders

1.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xecute the orders of foreign courts
passed over to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establish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the federal law, fo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such as handing in notices and
other documents, the obtaining of the parties' explanations, of the evidence of the
witnesses and of the conclusions of the experts, an examination on the spot, etc.).
2. The order from a foreign court on the performance of the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is not subject to execution, if:
1) the execution of the order may cause damage to the sovereign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present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execution of the order i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given court.
3. The orders from foreign courts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Russian

law,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4.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may turn to foreign courts with orders on
the performance of the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The procedure for intercourse
of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with foreign courts i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by the federal law.

Article 408. Recognition of the Documents Issued, Compiled or Certified by the
Competent Bodies of Foreign States

1. The documents which are issued, compiled or certified in conformity with the
foreign law an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form by the bodies of foreign
states

outside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spect

to

Russian

citizens

or

organizations or to foreign persons, shall be recognized by the cour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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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ederation if they are legalized, unless otherwise envisag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the federal law.
2. The documents compiled in a foreign language shall be presented to the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properly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e Russian
language.

Commercial Procedur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Section V. Proceedings in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Chapter 32. Competence of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to Consider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Article 247. Competence of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1.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consider economic disputes and
other cas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with

organisations,

the
of

participation
foreign

citizens

of

foreign
or

of

organisations,
stateless

of

persons,

international
engaged

in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hereinafter - foreign persons), if:
1) the defendant is present or reside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defendant's property i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managing body, a representative or branch office of the foreign person i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the dispute arises from a contract, according to which the performance is to
take place or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4) the claim arises from the infliction of damage to property by an action or
another circumstance, which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f damage occurr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5) the dispute arises from unjust enrichment, which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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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a case on the protection of business reputation, the plaintiff i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7) the dispute arises from relations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securities, issu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8) the applicant in a case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ly significant fact
indicates the existence of the fact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9) the dispute arises from relations concerning the state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and other objects, and the rendering of services in the World Wide
Web - the Internet -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0) in other cases, where there exists a close link between the disputed legal
relation and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lso consider economic disputes and
other cases, related to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referred

to

their

exclusive

compet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8 of this Code.
3.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lso consider case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stablished in Article 249 of this Code.
4. A case, accepted by the commercial court for consideration, with the observation
of the rules established in this Article, must be considered on its merits by the
court, even if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it is referred to the competence of a
foreign court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of location or place of residence of
the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case or with other circumstances.

Article 248. Exclusive Competence of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1. The following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are referred to the
exclusive competence of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1)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ing disputes
concerning the privatisation of state property and eminent domain;
2) cases, the subject matter in which is immovable property or the rights to it, if

188

this property i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cas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r issuance of patents, the registr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to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utility models, or
the registration of other rights to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which require
the registration or the issuance of a patent or of a certificate in the Russian
Federation;
4) cases regarding the invalidation of entries in public registers (books of records,
cadastres), made by a competent body of the Russian Federation, keeping such
a public register (book of records, cadastre);
5) cases concerning the creation, liquidation or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the challenge of decisions of these legal entities’ bodies.
2.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stipulated in Section III of this
Code, arising from administrative or other public relations, are also referred to
the exclusive competence of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249. Choice of Court Agreement

1. If the parties, of which at least one is a foreign person, conclude an agreement,
in which it is stated that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possesses
the competence to consider a dispute that arises or may arise, concerning the
performance

by

them

of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y,

the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possesses the exclusive competence to
consider the given dispute on condition that such an agreemen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exclusive competence of a foreign court.
2.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must be concluded in the written form.

Article 250. Competence of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In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referred to the compe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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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conformity with Chapter 32 of this
Code, the commercial court may apply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provided in Chapter 8 of this Code.

Article 251. Jurisdictional Immunity

1. A foreign state as a holder of power enjoys jurisdictional immunity regarding
claims filed against it with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ts
drawing to participation in the case in the capacity of a third person, arrest of
property belonging to the foreign state and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measures taken against it to secure the claim and property
interests. Recovery of this property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of a commercial
court’s judicial act is only admissible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bodies
of the corresponding state,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federal law.
2.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s determin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by federal law.
3. Jurisdictional immunity may only be waived in the manner, stipulated in the law
of the foreign state or in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this
instance, the commercial court considers the case in the manner, established in
this Code.

Article 252. Procedural Consequences of Consideration of a Case on a Dispute
between the Same Persons, on the Same Subject Matter and on the Same Grounds
by a Foreign Court

1.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leaves a claim without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hapter 27 of this Code, if a case between the
same persons, on the same subject matter and on the same grounds is being
considered by a foreign court, on condition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 given
case is not referred to the exclusive competence of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conformity with Article 248 of thi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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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terminates proceedings in the case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Chapter 18 of this Code, if there exists an effective
foreign court judgement, adopted on the dispute between the same persons, on
the same subject matter and on the same grounds, on condition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 given case is not referred to the exclusive competence of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that the said judgement is not
subject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conformity with Article 244 of this
Code.

Chapter 33. Special Rules for the Consideration of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Article 253. Consideration of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1.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are considered by commercial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is Code and subject to the special rules,
stated in this Chapter,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ersons are considered within the terms
fixed in this Code, if these persons or their managing bodies, representative or
branch offices or representatives, authorised to conduct business, are located or
resid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If foreign persons, participating in a case, considered by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located or reside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uch persons are notified of the judicial proceedings by a commercial
court ruling forwarded in a letter of request to a juridical institution or to another
competent body of a foreign state. In these cases, the commercial court extends
the term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ase by the term, established in the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for the forwarding of letters of request to a juridical
institution or to another competent body of the foreign state, and if such a term
is not fixed in the treaty or such a treaty does not exist – by no more than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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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4. Procedural Rights and Duties of Foreign Persons

1. Foreign persons enjoy procedural rights and discharge procedural duties on a par
with Russian organisations and citizens. Procedural privileges are granted to
foreign persons if they are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Foreign persons have the right to apply to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ir violated or disputed rights and lawful
interests in the sphere of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mpetence and jurisdiction, established in this Code.
3. Foreign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case are obliged to present to the
commercial court the proof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right to perform
entrepreneurial and other economic activity. If such proof is not supplied, the
commercial court may order to present it on its own initiative.
4.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establish reciprocal restrictions
(retortions) against persons of those foreign states, in which restrictions against
Russian organisations or citizens are introduced.

Article 255. Requirements to Documents of Foreign Origin

1. Documents regarding Russian organisations and citizens or foreign persons that
are issued, compiled or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form by the
competent bodies of foreign stat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conformity with the norms of foreign law are accepted by commercial courts in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said documents are legalised, or if an apostille is
placed on them,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When submitted to a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documents
compiled in a foreign language must be accompanied by a properly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e Russi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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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6. Letters of Request fo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1. The commercial court executes letters of request of foreign courts and of
competent bodies of foreign states fo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handing of summons and of other documents, request of written
evidence, conduction of expert examinations or examinations on the spot, etc.)
forwarded to it in the manner,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federal law.
2. A letter of request of a foreign court or of a competent body of a foreign state
is not subject to execution, if:
1) the execution of the letter of request violat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Russian law or in any other way contradicts the public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2) the execution of the letter of request is not referred to the competence of the
commercial court in the Russian Federation;
3)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containing the request to perform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is not established.
3. The commercial court executes letters of request fo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in the manner, provided by this Code,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4. Commercial courts may, in the manner, establish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by federal law, forward letters of request fo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cedural actions to foreign courts or to competent
bodies of foreign states.

러시아 법원은 다음의 분쟁에 대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i)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쟁, (ii)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등록을 요하는 특허, 상표 및 그 밖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
쟁, (iii)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청산, 회생 또는
등록과 관련된 분쟁 및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403조 및 러시아 상사소송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건에 대한 분쟁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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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을 가진다.

당사자의 국적, 주소 또는 거소가 추후 변경되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하
여 러시아 법원이 사건을 맡은 이후에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
될 수 있더라도 러시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
해당 러시아 법원이 본안에 대해 판결한다. 이를 국제재판관할권의 우선
적용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405조 및 러시아 상사소
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민사소송법과 러시
아 상사소송법을 적용할 것이다.

다. 형사재판관할권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3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범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형사상 기소124)는 러시아 연방 형사소
송법의 조문에 따라 실시된다.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하였거
나 그러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 영토 밖에 있는 경
우에 형사기소의 목적으로 또는 판결의 집행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요
청에 인도될 수 있다.125)
Criminal-Procedur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126)127)
(with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of May 29, July 24, 25, October 31, 2002, June
30, July 4, 7, December 8, 2003, April 22, June 29, December 2, 28, 2004, June 1,
2005)

Article 3. Oper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al Law with Respect to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124)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연방법과 국제조약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25)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460조 및 제461조.
126) No. 174-FZ of December 18, 2001, passed by the State Duma on November 22, 200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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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ceedings on the criminal cases,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y foreign citizens or by stateless persons shall be conducted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the present Code.
2. Procedural actions stipulated by the present Code with respect to the persons
enjoying diplomatic immunity, shall be conducted only at the request of the said
persons or with their consent, which shall be inquired after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460. Directing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of a Person Staying on the
Territory of a Foreign State

1. The Russian Federation may direct to a foreign state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of a person for the criminal prosecution or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the ground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this state, or of a written liability
of the Procurator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extradite the persons to this
state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onformity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2.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of a pers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all be directed, if in conformity with the legislation of both states the
ac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quiry for the extradition is forwarded, is
criminally punishable and if for the perpetration of such is either envisaged a
punishment in the form of the deprivation of freedom for a term of no less than
one year, or a more severe punishment - in case of the extradition for the
criminal prosecution, or the person is sentenced to the deprivation of freedom for
a term of no less than six months - in case of the extradi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3. If the need arises for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and if for this there exist the
grounds and the conditions, pointed out in the first and in the second parts of
the present Article, all necessary materi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Procurator-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resolving the issue of forwarding
to the corresponding competent body of the foreign state an inquiry for the
extradition of the person, staying on the territory of the give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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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 inquiry for the extradition shall contain:
1)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inquiring body;
2) the full name of the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 inquiry for the
extradition is directed, the date of his birth, the data on his citizenship,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of his stay, and the other data on his person, as well
as, if possible, a description of his appearance, a photograph and the other
materials, making it possible to identify the given person;
3) a description of the actual circumstances and the legal qualification of the act,
committed by the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 inquiry on the extradition
is forwarded,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size of the damage he has caused,
with citing the text of the law envisaging responsibility for this act and with an
indication of the sanctions;
4) information on the place and the time of pronouncing the sentence, which has
entered into legal force, or of the resolution on bringing to the bar in the
capacity of the defendant, with an enclosure of the certified copies of the
corresponding documents.
5. To the inquiry on the extradition for the criminal prosecution shall be enclosed a
certified copy of the judge's resolution on the selection of taking into custody as
a measure of restriction. To the inquiry on the extradi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shall be enclosed a certified copy of the sentence, which has come into
legal force, and a reference note on the unserved term of punishment.

Article 461. Limits of Criminal Liability of the Person, Extradi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person, extradited by a foreign state, cannot be detained, brought forward as
the defendant, convic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tate which has extradited
him, or handed over to the third state for a crime, not indicated in the inquiry
for the extradition.
2. No consent of the foreign state shall be required, if;
1) the person it has extradited has not left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course of 44 days after the day of completing the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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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serving the sentence or being released from it on some lawful
ground. Into this term shall not be included the time, when the extradited
person could not leav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not through his
own guilt;
2) if the extradited person left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ut then
returned to the Russian Federation of his own free will.
3. The demands of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spread to cases when
the crime is committed by the person pointed out in it, after his extradition.

라. 행정사건의 관할권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행한 외국인 및 외국법
인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규위반법(Code of Administrative Offense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면책특권을 가
진 외국인은 연방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한 규정들은 무엇보다도 국경선 위반, 국경조치 위반, 러시아 연방
에의 출입 또는 체류에 관한 규정 위반과 관련이 있다.128)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129)130)

Chapter 18. Administrative Offences in the Area of Safeguarding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reating Aliens and Stateless Person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8.1. Violating the Regime of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1. Violating the rules of crossing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by
persons and (or) transport vehicles, or violating the procedure for movement of

approved by the Federation Council on December 5, 2001.
127) 이 법률은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1년 12월 18일자 러시아 연방법 제177-FZ호
(ederal Law No. 177-FZ of December 18, 2001)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하는 예외조문을 두고 있다.
128) Articles 18.1 to 18.8 of the Code on Administrative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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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ersons and (or) transport vehicles from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check-points of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in
the reverse direction, except for the cases provided for by Article 18.5 of this
Code -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n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two thousand to five thousand roubles; on officials - from thirty
thousand to fifty thousand roubles and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from four
hundred thousand to eight hundred thousand roubles.
2. The same actions committed by an alien or a stateless person -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two thousand to five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3. Economic, fishing, hunting, procurement and other types of activities exercised at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the vicinity thereof without
notifying border guard agencies, or notifying such bodies in violation of the
established procedure for economic, fishing, hunting, procurement and other
types of activities exercised at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the vicinity thereof - shall entail a warning or the imposition on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up to one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instruments used to commit or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offence; on officials - from three thousand to five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instruments used to commit or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offence; on legal persons - from ten thousand to thirty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instruments used to commit or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offence.

Note. For the administrative offences, provided for by this Article and by other
articles of this Chapter, persons engaged in business activity without forming a legal
entity shall be held liable und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by them of said activities as legal entities, except for the cases when the
appropriate articles of this Chapter establish special rules for administrative liability of
persons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forming a legal entity, other than the
rules for administrative liability of leg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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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2. Violating the Regimen of the State Border in the Border Zone

1. Violating the rules of driving (passing) to the border zone, of temporarily staying
there, of movement of persons and (or) transport vehicles in the border zone shall entail a warning or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one hundred to five hundred roubles.
2.

Exercising

economic,

hunting,

fishing,

procurement

and

other

activities

or

organising mass socio-political, cultural or other events in the border zone, as
well as keeping and pasturing of cattle in the quarantine area within the limits
of the border zone without authorization of border guard agencies and in the
presence of authorization of such bodies, but in violation of the established
procedure for exercising economic, hunting, fishing, procurement and other
activities or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 for organising mass socio-political,
cultural or other events in the border zone shall entail a warning or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one hundred to three hundred roubles, on officials in the amount
of three hundred to five hundred roubles, and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of
three thousand to five thousand roubles.

Article 18.3. Violating the Border Regimen in the Territorial Sea and in Inland Sea
Wat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1. Violating the rules for registering, keeping, departing from stationing points,
arriving at stationing points and staying in the water bodies of Russian small
self-propelled and non-selfpropelled (surface and under-water) vessels (means) or
of ice vehicles established in the territorial sea and in the inland sea wat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Russian part of border rivers, lakes and other water
bodies shall entail a warning or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three hundred to five hundred roubles; on officials in the amount
of five hundred to one thousand rou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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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ercising hunting, fishing, procurement, research, prospecting and other activities
in the territorial sea and in the inland sea wat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Russian part of border rivers, lakes and other water bodies without authorization
(notification) of border guard agencies or in the presence of authorization
(notification) of such bodies, but in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authorization (notification) shall entail a warning or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three hundred to five hundred roubles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the instruments used to commit, and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offence;
on officials in the amount of five hundred to one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the instruments used to commit, and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offence; and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of five thousand to ten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the instruments used to commit,
and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offence.

Article 18.4. Violating the Regimen at Check-Points of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1. Violating the regime at check-points of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ntail a warning or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up to one thousand roubles.
2. The same actions committed by an alien or by a stateless person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up to one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8.5. Violating the Rules Relating to an Peacefull Passage over the Territorial
Sea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o a Transit Flight over the Air Space of the
Russian Federation

Violating the rules relating to an peacefull passage over the territorial sea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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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ederation or to a transit flight over the air space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of thirty thousand to fifty thousand roubles.

Article 18.6. Violating a Procedure for Passing Established Check- Posts (Points)

Violation by vessels of the fishing fleet, of the procedure for passing established
checkposts (points), when crossing the outer border of the economic exclusion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two thousand to two thousand five hundred roubles, on officials in the amount of
fifteen thousand to twenty thousand roubles, and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of
two hundred thousand to four hundred thousand roubles.

Article 18.7. Failure to Follow a Lawful Order or Demand of a Military Serviceman in
Connection with Discharge of His Dut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ailure to follow a lawful order or demand of a military serviceman in connection
with discharge of his dut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State Bord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one thousand
to one thousand five hundred roubles or administrative arrest for a term of up to
fifteen days.

Article 18.8. Violation by an Alien or a Stateless Person of the Rules for Entry into
the Russian Federation or of the Regime for Staying (Liv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1. Violation by an alien or by a stateless person of the rules for entry to the
Russian Federation or of the regime for staying (residing) in the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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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manifesting itself in the violation of the statutory rules for the entry
into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violation

of

the

rules

for

migration

registration, movement or the procedure for choice of the place of stay or
residence, or transit passage across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bsence of the documents proving right to stay (reside)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in the case of such documents' loss, in non-submission of an
application about their loss to the appropriate body or in non-discharge of the
duty of making a notice proving residence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instances established by the federal laws, as well as in avoiding exi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upon the expiry of a certain period of stay there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two
thousand to five thousand roubles with or without a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2. Violation by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of the rules for entry into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regime for staying (resid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manifesting itself in the noncompliance of the declared purpose of entering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activity or line of business which is actually carried
out while staying (resid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two
thousand to five thousand roubles accompanied by an administrative expuls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r without such.
129) No. 195-Fz of December 30, 2001, adopted by the State Duma on December 20, 2001 and
endorsed by the Council of Federation on December 26, 2001 Part One No. 51-FZ of
November 30, 1994, Part Two No. 14-FZ of January 26, 1996, Part Three No. 146-FZ of
November 26, 2001 and Part Four No. 230-FZ of December 18, 2006
(with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of February 20, August 12, 1996, October 24, 1997, July
8, December 17, 1999, April 16, May 15, November 26, 2001, March 21, November 14, 26,
2002, January 10, March 26, November 11, December 23, 2003, June 29, July 29, December 2,
29, 30, 2004, March 21, May 9, July 2, 18, 21, 2005, January 3, 10, February 2, June 3, 30, July
27, November 3, December 4, 18, 30, 2006, January 26, February 5, April 20, June 26, July 19,
24, October 2, 25, November 4, 29, December 1, 6, 2007, April 24, 29, May 13, June 30, July
14, 22, 23, November 8, December 25, 30, 2008, February 9, April 9, June 29, July 17,
December 27, 2009, February 21, 24, May 8, July 27, October 4, 2010, February 7, April 6, July
18, 19, October 19, November 21, 28, 30, December 6, 8, 2011, June 5, 14, October 2,
December 3, 29, 30, 2012, February 11, May 7, June 28, July 2, 23, September 30, November 2,
December 2, 21, 28, 2013, March 12, May 5, June 23, July 21, October 22, December 22, 29,
31, 2014, March 8, April 6, May 23, June 29, July 13, November 28, December 30, 2015,
January 31, February 15, March 9, 30, May 23, July 3, 2016). See Federal Law No. 196-FZ of
December 30, 2001 of the Enactment of the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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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규위반법 제32.9조 및 제32.10조에 따라 러
시아에서 추방될 수 있다.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2.9. Executing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A decision about the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shall be executed:
1) by border guard agencies - when committing the administrative offences provided
for by Part 2 of Article 18.1 and by Part 2 of Article 18.4 of this Code;
2) the federal executive governmental body in charge of the functions of maintaining
the established procedure for the operation of courts and enforcing court's orders
and act of other bodies and officials -- when a judge orders an administrative
penalty for a foreign citizen or stateless person as administrative expuls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form of enforced expuls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See Service Manual on Organising the Operation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ederal Migration Service and Their Territorial Bodies
in Terms of the Deportation and Administrative Expulsion of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ou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Order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Federal Migration Service No.
758/240 of October 12, 2009

Article 32.10. Procedure for Executing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Citizens or Stateless Persons

1.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shall be executed by way of an official transfer of the

130)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ru/ru073en.pdf (last visit on Decem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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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itizen or of the stateless person to a public officer of the foreign state to
the territory of which said person is deported, or by way of a controllable
independent exit of the person, subject to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2. Where administrative deportation is provided for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a foreign state, authorities of the foreign state, to the
territory of which or across the territory of which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is deported, shall be notified about the administrative deportation of said
person from a checkpoint at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3. Where a transfer of the person, subject to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a public officer of a foreign state is not provided for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said state, the administrative
deportation of the person shall be carried out at the place determined by border
guard agencies.
4. Execution of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shall be formalized as a bilateral or
unilateral act attached to the decision or to the execution proceeding materials.
5. Abrogated from January 1, 2012.
6. A foreign citizen or stateless person for whom an administrative penalty has been
ordered as administrative expuls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form of
exi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n his/her own under control shall leave the
Russian Federation within five days after the judge's order concerning the relevant
administrative penalty becomes final.
7. The federal executive governmental body empowered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area of migration shall exercise control over the
foreign

citizen's

or

stateless

person's

performing

the

order

for

his/her

administrative expuls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form of exi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n his/her own under control.

2. 준거법

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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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lex fori)원칙을 토대로 러시아 법원은 외국적 요소를 가진 분쟁
에 적용할 수 있는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 민법131) 제3부
의 러시아 국제사법의 조문을 적용한다.

외국적 요소를 가진 계약관계에 적용하는 준거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
르면,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132)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133)

Article 1210. Selection of Law by the Parties to a Contract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amended Item 1 of Article 1210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1. When they enter into a contract or later on the parties thereto may select by
agreement between them the law that will govern their rights and duties under
the contract.
2. An agreement of parties as to the selection of law to be applicable shall be
expressly stated or shall clearly ensue from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or the complex of circumstances of the case.
131)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 One No. 51-FZ of November 30, 1994, Part
Two No. 14-FZ of January 26, 1996, Part Three No. 146-FZ of November 26, 2001 and Part
Four No. 230-FZ of December 18, 2006 (with the Additions and Amendments of February 20,
August 12, 1996, October 24, 1997, July 8, December 17, 1999, April 16, May 15, November
26, 2001, March 21, November 14, 26, 2002, January 10, March 26, November 11, December
23, 2003, June 29, July 29, December 2, 29, 30, 2004, March 21, May 9, July 2, 18, 21, 2005,
January 3, 10, February 2, June 3, 30, July 27, November 3, December 4, 18, 30, 2006, January
26, February 5, April 20, June 26, July 19, 24, October 2, 25, November 4, 29, December 1, 6,
2007,
April
29,
2008).
See
https://gss.unicreditgroup.eu/sites/default/files/markets/documents/Civil%20Code%20of%20the%20
Russian%20Federation.pdf (last visit January 5, 2020).
132) Part 1 of Article 1210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205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amended Item 3 of Article 1210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3. Selection of applicable law made by parties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shall have retroactive effect and it shall be deemed valid,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ird persons and the validity of a transaction from the poi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 thereof, beginning from the time when the contract
was concluded.
4.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elect applicable law both for the contract as a
whole and for specific parts thereof.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reworded Item 5 of Article 1210 of
this Code. The new wording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5. If at the time of selection by the parties to a contract of the law to be applied
by the parties to a contract all the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essence of the
parties relations are only connected with a single country, the selection by the
parties of the law of another country may not concern the operation of the
imperative norms of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all the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essence of the parties' relations are connected.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supplemented Article 1210 of this
Code with Item 6. The Item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6. Unless otherwise results from law or the essence of relations, the provisions of
Items 1-3 and 5 of this article shall accordingly apply to the selec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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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greed by parties to be applied to the relations which are not based upon an
agreement where such choice is allowed by law.

러시아 연방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간 준거법 합의
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거소 또는 당사자의 이행이 합의의 실
행에 더 결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예: 유료 서비스의 합의 사례에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경우)(합의 체결시) 주된 활동의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지적인 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 수단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합의
의 사례에서 준거법은 자국 영토 내에서 양도된 권리가 유효한 그 국가의
법이고 복수 국가의 영토에 관련된 사례에서는 권리자의 거소 또는 주된
활동의 국가의 법이다.134) 러시아 연방민법 제1211조는 권리자-양도인 또
는 양수인-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준거법은 양도인 국가의 법으로 해
석할 수 있다.135) 그러한 해석은 라이선스계약(실시허락계약, 사용허락계
약, 이용허락계약 등)에 대한 접근방식에 부합한다.136)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준거법은 자국 영토 내에서 피허락자가 지적
활동 또는 식별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그 국가의 법이고 복수의
영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거소지국법 또는 라이선스를 준 자의 주된 활
동지국법이 그 준거법이다.137)

법, 계약조건 또는 계약의 주요 내용 또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의 전체를 살펴볼 때, 그 합의가 전술한 법 이외의
국가의 법에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은 계약이 보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138) 합의가 상이한 합의 요
133)
https://gss.unicreditgroup.eu/sites/default/files/markets/documents/Civil%20Code%20of%20the%20
Russian%20Federation.pdf (last visit on January 5, 2020).
134) Part 7 of Article 1211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135) Irina Savelieva, Applicable substantive law, 2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30:52 (2020).
136) Part 8 of Article 1211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13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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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각 요소와 관련하여 법, 구체적인 사
건의 상황 또는 주요내용에 비추어 보아 준거법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
지 아니하는 한, 준거법은 그 전체를 고려할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139)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reworded Article 1211 of this Code.
The new wording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See the Article in the previous wording

Article 1211. The Law to Be Applied to a Contract Where There Is No Agreement of
the Parties on the Choice of Law

1.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Code or other law, where there is no
agreement of the parties as to the law to be applied,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as of the time of making a contract the place of residence or the
principle place of activity of the party, which effects the execution thereof that is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located, shall apply to
the contract.
2. As the party effecting execution which is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content of
a contract shall be recognised the party which is:
1) the seller - in a contract of purchase and sale;
2) the donator - in a contract of gift;
3) the lessor - in a contract of lease;
4) the lender - in a contract of gratuitous use;
5) the contractor - in a contract of work and labour;
6) the carrier - in a contract of carriage;

138) Part 9 of Article 1211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139) Part 10 of Article 1211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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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forwarding agent - in a forwarding contract;
8) the lender (creditor) - in a contract of loan (credit contract);
9) the financial agent - in a contract of financing against the assignment of a
monetary claim;
10) the bank - in a bank deposit and bank account contract;
11) the custodian - in a contract of custody;
12) the insurer - in an insurance contract;
13) the attorney - in a trust deed;
14) the commission agent - in a contract of commission;
15) the agent - in an agency contract;
16) the executor - in a contract of onerous rendering of services;
17) the pledger - in a contract of pledge;
18) the surety - in a contract of suretyship.
3. In respect of a construction contract and a contract for design and prospecting
work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results provided for by the relevant
contract will be mainly created shall apply.
4. In respect of a simple partnership agreemen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partnership mainly exercises its activities shall apply.
5. In respect of a contract made at an auction, on the basis of a tender or at an
exchange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uction or tender is held or where
the exchange is located shall apply.
6. In respect of a commercial concession contract shall apply the law of the country
on whose territory it is allowed to use a set of the exclusive rights possessed by
the right holder or, if the given use is concurrently allowed on the territories of
several countrie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right holder's place of
residence or the principal place of exercising activities is located shall apply.
7. In respect of an agreement on alien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ies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the law of the country on
whose territory the exclusive right transferred to the acquirer thereof operates
shall apply or, if it concurrently operates on the territories of several countrie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right holder's place of residence or the
principle place of exercising activities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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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 respect of a licence agreement the law of the country on whose territory the
licencee is allowed to use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shall apply or, if such use is concurrently allowed on the
territories of several countrie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licencee's place
of residence or the principal place of activities is located.
9. If it clearly results from law, from the terms or essence of a contract or the
aggregate of the facts in a case that the contract is more closely linked with the
law of a country other than the one which is cited in Items 1-8 of this article,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the contract is more closely linked shall apply.
10. To a contract containing elements of various contracts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this contract, seen in whole, is more closely linked shall apply, unless
it results from law, the terms or essence of this contract or from the aggregate
of the facts in a case that the law to be applied is subject to determination for
such elements of this contract on a separate basis.
11. If the trade terms normally used in international intercourse are used in a
contract, it shall be deemed, in the absence of other indications in the contract,
that the parties have coordinated the application to their relations of the
customs denominated by the relevant trade terms.

소비자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러시아 연방 민법 제1212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212. The Law Governing a Contract with Participation of a Consumer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reworded Item 1 of Article 1212 of
this Code. The new wording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1. The selection of the law governing a contract to which a party is a natur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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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cquiring or ordering or intending to use, acquire or order movable things
(works, services) intended for personal, family, household or other purposes and
not connected with the pursuance of entrepreneurial activity may not cause the
deprivation of such natural person (consumer)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thereof provided by the imperative norms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consumer's place of residence, if the consumer's contractor (the professional party)
exercises its activities in the country of the consumer's place of residence or in
any way focuses its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is country or the territories of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the consumer's place of
residence, provided that the contract is connected with such activities of the
professional party.
2. If there is no agreement of the parties as to applicable law and if the
circumstances specified in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 appl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sumer has his/her place of residence shall govern a contract
with the participation of a consumer.
3. The rules established by Items 1 and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be
applicable to:
1) a carriage contract;
2) a work performance contract or a service provision contract if the work is to
be performed or the service to be provided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e

country

where

the

consumer

has

his/her

place

of

residence.

The

exemptions specified in the present item shall not extend to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of carriage and accommodation for a single price
(irrespective of the inclusion of other services in the single price), in particular,
tourist service contracts.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supplemented Article 1212 of this
Code with Item 4. The Item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4. Where it is not provided for by Item 1 of this article, the choice of the law to be
applied to a contract with a consumer's participation may not entail the

211

consumer's depriv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thereof which is provided
by the imperative norms of law of the country whose law would be applied to
this contract in the absence of the parties' agreement on the choice of law.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260-FZ of September 30, 2013 supplemented Article 1212 of this
Code with Item 5. The Item shall enter into force on November 1, 2013

5. Except for the exemptions established by this article, the law to be applied to a
contract with a consumer's particip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s of this Code on the law to be applied to the contract.

나.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조약과 국내법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특별규정

일반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조약상 규정은 국내법규
에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쟁점에 어떠한 규
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로 둔 특별규정은
준거법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에 규정되어 있다.

1) 일반규정

러시아 연방 민법 제1231조 제2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국제조약상
승인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의 내용, 보호범위, 유효성, 제한사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 및 보호는 국제조약이나 러시아 연방 민법
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원국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민
법에 따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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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232.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ies and of
Means of Individualisation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amended Item 1 of Article 123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1. In the cases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is recognised and protec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result or means is registered by the state.
The right holder is bound to notify accordingly the federal executive power
body in charg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ederal executive power body in
charge of selection achievements (Article 1246) about changes in the data related
to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denomination or name, place of location or residence and postal address.
The risk of unfavourable effects, if such notification of an appropriate federal
executive power body has not been made or unreliable data has been presented,
shall be borne by the right holder.
The federal executive power body in charg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federal executive power body in charge of selection achievements may change
the data related to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for correcting evident and technical errors on their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any person after having notified the right
holder thereof.

2. In cases when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is
subject to state registration under the present Code the alien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such result or means under a contract, the pledge of the right
and the granting of a right to use the result or means under a contr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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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ly the transfer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r means without a
contract are also subject to a state registration for which the procedure and
terms a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reworded Item 3 of Article 123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3. The state registration of alien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under

a

contract,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pledge of this right, as well as the state registration of
granting the right to use such result or such means under a contract, shall be
effected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 application may be filed by the parties to a contract or by one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In the event of filing an application by one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he application shall have attached thereto one of the following
documents at the applicant's choice:
a notice on the effected disposal of the exclusive right signed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 extract from the contract certified by a notary;
the contract proper.
The following shall be ci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in
the document attached to an application of one parties to the contract:
kind of contract;
data o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citing the number of the documents certifying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to an individualisation
means.
In the event of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use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along with the data
cited in paragraphs seven to nine of this item, the following shall b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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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pplic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in the document attached to an
application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contract's validity term, if such term is fixed by the contract;
the territory in which the right to use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if the territory is fixed by the contract;
the ways of using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the goods and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right to use the individualisation means is granted;
the availability of the consent to granting the right to use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under a sub-licence contract, if the
consent is given (Item 1 of Article 1238);
the possibility of the unilateral dissolution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of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pledge of the exclusive right, along
with the data cited in paragraphs seven to nine of this item, the following shall
be cited in an applic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in the document
attached to an application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validity term of the contract of pledge;
the limitation of the pledger's right to use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or to dispose of the exclusive right to such result or to such
means.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amended Item 4 of Article 123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4. In the case envisaged by Article 1239 of the Code the grounds for the state
registration of provision of the right to use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is
the relevant court's decision.

5. The grounds for the state registration of assign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in line of succession
shall be a certificate of inheritance, except for the case envisaged by Article 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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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resent Code.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reworded Item 6 of Article 123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6. In the event of non-observance of the requirement for the stat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under a contract of alienation of the exclusive right or
without a contract, of the pledge of the exclusive right or granting to another
person the right to use such result or such means under a contract, the transfer of
the exclusive right, its pledge or granting the right to use it shall be deemed
unaccomplished.

7. In the cases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the state registration of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may be carried out if the right
holder so wishes. In these cases, the registered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and the rights to such result are subject to the rules set
out in Items 2-6 of the present article, except as otherwise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2) 특별규정

러시아 연방 민법 제1256조 제3항에 따르면,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영토 내에서 저작물이 보호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최초 권리자는 저작권 취득을 가져오는 법적 사실이 발생
한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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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56.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to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extends to:
1) works

promulg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t

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cognised to be held by their authors (their successors)
irrespective of the citizenship thereof;
2) works promulg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t
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cognised to be held by authors being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ir successors);
3) the works promulg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n-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 is recognis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be held by authors (their successors) being citizens of other
states or stateless pers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A work is also deemed promulgated for the first time by public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f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is publish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Wh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tection is provided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uthor of the work or another initial right hold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legal fact serving as grounds for the
acquisition of copyright took place.
4.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tection shall be granted to work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respect of the
works which have not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due to the expiry of the exclusive right's duration established i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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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for these works, and which have not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Russian Federation due to the expiry of the effective term of exclusive right
thereto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When protection is granted to work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ffective term of the right to these work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exceed the effective term of the exclusive right
established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s.

3. 외인법상 쟁점

가. 외국인의 지위

러시아 연방 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원칙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과의 관계에
서도 적용된다. 일반론으로서 외국인은 러시아국민 및 러시아 법인과 동
등한 행위능력 및 처분권능을 가진다.140)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2. Relations Regulated by the Civil Legislation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02-FZ of December 30, 2012 amended Item 1 of Article 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1, 2013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1. The civil legislation determines the legal position of civilian participants, the
grounds for the appearance and the procedure for exercising the right of
ownership and the other real rights, the rights to the results of intellectual
140) Irina Savelieva, Status of foreigners, 2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30:5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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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and to the equated to it means for the individualisation of intellectual
rights),

regulates

the

relations

connected

with

participation

in

corporate

organisations or in their management (corporate relations), the contractual and
other liabilities, as well as the other property and personal non-property relations,
based on the equality, the autonomy of the will and the property independence
of the participants.
Both the citizens and the legal entities may be the participants of the relations,
regulated by the civil legislation. The Russian Federation, the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municipal entities may also participate in the
relations, regulated by the civil legislation (Article 124).
The civil legislation shall regulate relations between the persons,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or in those performed with their participation, proceeding from
the fact that the business activity shall be an independent activity, performed at
one's own risk, aimed at systematically deriving a profit from the use of the
property, the sale of commodities, the performance of work or the rendering of
services by the persons, registered in this capacity in conformity with the
law-established procedure.
The rules, laid down by the civil legislation, shall be applied toward rela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itizens, of persons without any citizenship, and
also of foreign legal entitie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the Federal Law.
2. The inalienable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the other non-material values
shall be protected by the civil legislation, unless otherwise following from the
substance of these non-material values.
3.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legislation, the civil legislation shall not be applied
toward the property relation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or the other kind of
authoritative subordination of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including toward the
taxation and other financial or administrative relations.

나. 외국인의 지위-국제조약의 적용

러시아 연방은 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인접권의 분야에서 주요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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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준하였다. 국제조약의 규정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내에서 법원(法
源)(source of law)으로 승인되어 있고 러시아 연방법률에 우선적용된
다.141) 러시아 연방이 일방 당사자인 조약의 조문은 자기집행력이 있고 국
내이행입법을 요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공유 저작물의 발행자의 보호를 다루는 러시아 민법 제1256조 제1항 제3
호, 제1321조, 제1328조, 제1332조, 제1336조 제1항, 제1341조 제1항 제4호
에서 국제조약에 의존하고 있다. 이 조문들은 구체적인 보호적격의 기준
을 규정하면서 러시아 연방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객체는 다른 사건에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은 국제조약에 의
존하지 않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에서 정해져 있다.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256.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to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extends to:
1) works

promulg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t

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cognised to be held by their authors (their successors)
irrespective of the citizenship thereof;
2) works promulg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t
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cognised to be held by authors being citizens of the

141) See Part 4 of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s 7 and 1231 of
the RF Civil Code; and Parts 1 and 2 of Article 5 of the Federal Law of July 15, 1995, No.
101-FZ “On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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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ederation (their successors);
3) the works promulg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n-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 is recognis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be held by authors (their successors) being citizens of other
states or stateless pers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A work is also deemed promulgated for the first time by public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f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is publish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Wh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tection is provided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uthor of the work or another initial right hold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legal fact serving as grounds for the
acquisition of copyright took place.
4.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tection shall be granted to work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respect of the
works which have not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due to the expiry of the exclusive right's duration established in that
country for these works, and which have not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Russian Federation due to the expiry of the effective term of exclusive right
thereto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When protection is granted to work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ffective term of the right to these work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exceed the effective term of the exclusive right
established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s.

Article 1321.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a Performan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clusive right to a performance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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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if:
the performer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irst performance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rformance is fixed as a sound recording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28 of the present Code;
a performance that has not been fixed as a sound recording in included in a
broadcast or cable transmission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32 of the
present Code;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28.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a Sound Recording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clusive right to a sound recording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manufacturer of the sound recording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Russian legal entity;
the sound recording has been promulgated or its copies have been publicly
distributed for the first tim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ther cases contempla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32.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Communication of a Radio or
Television Programm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clusive right to the communication of a radio or television programme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broadcasting and
cable-services organisation i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carries out the communication by means of transmitter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also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36.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of the Manufacturer of a Databas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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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of the manufacturer of a database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manufacturer of the database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Russian legal entity;
the manufacturer of the database is a foreign citizen or a foreign legal entity,
provid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foreign state grants protection on the
territory

thereof

to

the

exclusive

right

of

a

manufacturer

of

database

if

manufactured by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Russian legal entity;
in the other cases set out in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If the manufacturer of a database is a stateless person, depending on whether his
place of residence i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foreign state,
said manufacturer is respectively subject to the rules of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s concerning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foreign citizens.

Article 1341.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of the Publisher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of the publisher extends to a work:
1) promulg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rrespective of the
publisher's citizenship;
2) promulgated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y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3) promulgated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y a foreign
citizen or stateless person, provid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foreign state
where the work was promulgated grants protection on the territory thereof to
the exclusive right of a publisher who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4)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In the case specified in Subitem 3 of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 the effective
term of the publisher's exclusive right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exceed the effective term of the publisher's right to a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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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in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legal fact serving as grounds for
the acquisi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ok place.

다. 외국인의 지위-국제조약 이외의 법원에 의한 외국인 저작자 및
외국인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1) 저작자의 보호

가) 저작자/저작물의 보호

국제조약에 의하여 포섭하지 아니한 외국인 저작자는 배타적인 권리
에 대하여 러시아 법에 의거하여 러시아 연방 민법 제1256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보호된다.142)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256.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to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works extends to:
1) works

promulg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t

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cognised to be held by their authors (their successors)
irrespective of the citizenship thereof;
2) works promulg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t
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cognised to be held by authors being citizens of the

142) See, e.g., Oleg V. Dobynin et al., Kommentarij k Chetvertoj Chasti Grazhdanskogo Kodeksa
Rossijskoj Federacii: Pravovoe Regulirovanie Otnoshenij v Sfere Intellektual'noj Sobstvennosti, at
106 (Ivan A. Bliznetz & Aleksandr Yu.Larin, ed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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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ederation (their successors);
3) the works promulg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non-promulgated but located in any objective form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it is recognis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be held by authors (their successors) being citizens of other
states or stateless pers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A work is also deemed promulgated for the first time by public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f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is publish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

Wh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tection is provided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uthor of the work or another initial right hold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legal fact serving as grounds for the
acquisition of copyright took place.
4.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tection shall be granted to work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respect of the
works which have not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due to the expiry of the exclusive right's duration established in that
country for these works, and which have not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in
the Russian Federation due to the expiry of the effective term of exclusive right
thereto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When protection is granted to work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ffective term of the right to these work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exceed the effective term of the exclusive right
established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s.

나) 최초 공표

러시아 국외에서 최초발행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의 영
토 내에서 저작물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저작물은 러시아 연방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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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143)

2)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가) 일반원칙

러시아 연방 민법 조문은 국제조약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영토 내
에서 보호될 저작인접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특별규정

① 실연자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21조에 따른 외국인의 실연은 다음의 경우에 보
호된다.
(i) 러시아 연방의 영토내에서 최초의 실연이 발생한 때
(ii) 실연이 보호받는 음반에서 고정된 때
(iii) 실연이 음반에 고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상파 방송 또는 케이블 방
송에 의하여 보호받는 전송에서 포함된 때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21.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a Performan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clusive right to a performance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performer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143) Part 2 of Article 1256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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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performance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rformance is fixed as a sound recording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28 of the present Code;
a performance that has not been fixed as a sound recording in included in a
broadcast or cable transmission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32 of the
present Code;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② 음반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28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외국인
의 음반이 공표되거나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그 음반의 복제물이 최
초로 공개․배포되는 때에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보호된다.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28.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a Sound Recording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clusive right to a sound recording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manufacturer of the sound recording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Russian legal entity;
the sound recording has been promulgated or its copies have been publicly
distributed for the first tim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ther cases contempla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③ 방송사업자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32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또는 케이블방송사
업자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소재하고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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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송신장치를 통해 통신하는 때에는 방송사업자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 내에서 보호된다.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32.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Communication of a Radio or
Television Programm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clusive right to the communication of a radio or television programme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broadcasting and
cable-services organisation i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carries out the communication by means of transmitter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also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④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러시아 연방민법 제1336조에 따르면,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는 외국법이 러시아 국민 또는 러시아 법인인 데이터베이
스 제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위한 보호를 하는 조건하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 보호된다(상호주의 원칙).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36.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of the Manufacturer of a Databas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of the manufacturer of a database is effectiv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manufacturer of the database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Russian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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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facturer of the database is a foreign citizen or a foreign legal entity,
provid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foreign state grants protection on the
territory

thereof

to

the

exclusive

right

of

a

manufacturer

of

database

if

manufactured by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Russian legal entity;
in the other cases set out in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If the manufacturer of a database is a stateless person, depending on whether his
place of residence i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foreign state,
said manufacturer is respectively subject to the rules of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s concerning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foreign citizens.

⑤ 비공표 공유저작물의 발행자

러시아 민법 제13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유저작물의 외국 발행
자의 배타적인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보호된다.
(i) 비공표 공유저작물의 발행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저작물이 러시아 영
토 내에서 공표되는 경우
(ii) 외국의 법이 러시아 연방의 국민인 비공표 공유저작물의 발행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를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
영토 밖에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341. The Effect of the Exclusive Right of the Publisher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exclusive right of the publisher extends to a work:
1) promulg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rrespective of the
publisher's citizenship;
2) promulgated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y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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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mulgated outside of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y a foreign
citizen or stateless person, provid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foreign state
where the work was promulgated grants protection on the territory thereof to
the exclusive right of a publisher who is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4)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 In the case specified in Subitem 3 of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 the effective
term of the publisher's exclusive right to a work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exceed the effective term of the publisher's right to a work
established in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legal fact serving as grounds for
the acquisi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ok place.

III. 절차

1. 민사소송절차

가. 법원 체계

러시아 연방의 법원 체계는 일반관할 법원과 특별 상사법원(arbitrazh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할 법원은 민사사건, 행정사건 및 형사사
건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민사법 또는 형사법에 전문화되어
있다.

일반관할 법원은 여러 단계의 법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지방
법원(제1심 법원), 주 법원, 자치구 법원, 자치공화국 대법원, 러시아 연방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rbitrazh"란 체계도 러시아 연방의 최고 상
사법원이 제1심 법원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자연인이라면 일반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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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법인 사이의 분쟁이고 상사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사법원
(arbitrazh court)이 관할권을 가진다.
2013년 12월 1일에 지식재산권 특별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이
러시아 연방의 상사법원 체계 하에서 설립되었다.144)

러시아 연방 헌법 제43.4 및 상사소송법(Arbitrazh Procedure Code) 제34
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은 다음 사건들의 제1심을 담당한다.
1) cases on challenging regulatory legal acts of federal executive bodies in the
field of patent rights and rights to breeding achievements, rights to topology of
integrated circuits, rights to production secrets (know-how), rights to means of
individualization of legal entities, goods, works, services and enterprises , the
right to use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as part of a single technology;

2) cases on challenging acts of federal executive bodies in the field of patent
rights and rights to breeding achievements, rights to topology of integrated
circuits,

rights

to

production

secrets

(know-how),

rights

to

means

of

individualization of legal entities, goods, works, services and enterprises, rights the
use of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as part of a unified technology
containing explanations of legislation and possessing regulatory properties;

3) cases on disputes on the granting or termination of legal protection of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and equivalent means of individualization of legal
entities, goods, works, services and enterprises (except for obj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opologies of integrated circuits), including:
- on challenging non-normative legal acts, decisions and actions (inaction) of the
federal executive body for intellectual property, the federal executive body for
breeding achievements and their officials, as well as bodie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consider applications for the grant of a
patent for secret inventions;
- on challenging the decision of the federal antimonopoly body on recognizing
144) https://ipc.arbit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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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nfair competition action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means of individualization of a legal entity, goods, works, services and
enterprises;
-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tent holder;
- on invalidating a patent for an invention,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selection achievement, decisions on granting legal protection to a trademark,
appellation of origin of goods and on granting an exclusive right to such a
name, unless federal law provides for another procedure for invalidating them;
- on early termination of legal protection of a trademark due to its non-use.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은 또한 위에서 열거한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의 제1
심 관할 사건의 재심 및 지식재산권 특별법원의 제1심 관할 사건 아닌 지
식재산권 관련 사건도 심리한다.

법원 체계 내에서 특별한 사례로서 모스코바 시법원은 인터넷을 비롯하
여 정보통신망에서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호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다룰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145)

러시아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 심리절차, 판결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일반조항들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에 적용된다. 러시아 연방 상사소송법은 상사법원에 관한 심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관할 법원은 모든 민사사건을 다룬다. 즉, 일반관할 법원은 민사법,
가사법, 노동법 또는 지식재산법과 관련되거나 이들 법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법원들은 러시아 연방에서 외
국 법원의 판결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145)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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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가진다.146)

나. 지역적 관할권(토지관할)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소는 피고의 거소지의 법원에 제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소는 통상 법인을 주정부에
등록한 곳인 법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의 거소지를 알
수 없다면 소는 피고 재산이 소재하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계
약이행지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의 소는 계약이행
지의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147)

다. 가처분

필요하다면 법원은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고 향후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
기 위한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임시적 조치에는 (1) 피고
재산의 압류, (2) 특정 행위의 금지, (3) 재산 처분의 연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임시적 조치의 신청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로 심리한다.148)

임시적 조치를 명한 법원의 명령의 부준수시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고
는 발령한 임시적 조치의 부준수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49)

라. 증거

146)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6호.
147)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29조 제9항.
148) Comment to Article 141 in Dmitry Abrushenko et al., Kommentarij k Grazhdanskomu
Processual'nomu Kodeksu Rossijskoj Federacii (Vasily I. Nechaev ed., 2008).
149)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140조 내지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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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민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출한 청구
를 뒷받침하는 상황에 관한 증거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어떠한
상황이 사건의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및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지를 결정한다.
Civil Procedur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38-FZ of November 14, 2002

Article 56. Duty of Proving

1. Each party shall prove those facts to which it refers as to the grounds for its
claims and objection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federal law.
2. The court shall determine what facts are of importance for the case and which
party is obliged to prove them, and shall submit these facts for discussion, even if
the parties have not referred to some of them.

증거는 증언, 유형물의 제출(불법복제물 포함), 문서, 전문가의 조사 등
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된다.

러시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관할 법원은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절
차의 개시 이전에 증거보전명령을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러시아
상사법원(Arbitrazh court)은 예비적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에 따라 사건의
본안에 대한 절차의 개시 이전에 신청인의 신청시에 증거의 보전을 명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150)

러시아 공증인에 관한 입법원칙(Principles of the Legislation on Notary
in the Russian Federation)151)의 규정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원에서 절차
개시 이전에 증거의 보전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공증인에 관한 입법원
150) 러시아 상사소송법(Arbitrazh Procedure Code) 제99조.
151) Supreme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February 11, 1993 N 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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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103조에 따르면, 보전절차의 지연이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일방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최근에 법원은 당사자 공증인에게 주소를 지정하여 인터넷상 침해의 증
거를 보전할 의무가 없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독립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과 같은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인터넷
페이지의 스크린 샷, 다양한 정보 자원의 출력물, 전자적 응답의 출력물
등이 바로 그러한 예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는 정보 고정일(스크린 샷의
날짜, 정보자원의 출력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서명으로 인증
되어야 한다.152)

2. 형사소송절차

러시아 연방 형법153)154) 제3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범죄를
행한 것으로 기소된 외국인의 형사기소는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155)156)
152) Decision of the Court for Intellectual Rights of November 30, 2017, case No.
A12-69825/2016.
153)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63-Fz Of June 13, 1996, adopted by the
State Duma on May 24, 1996 and adopted by the Federation Council on June 5, 1996 (with
Amendments and Additions of May 27, June 25, 1998, February 9, 15, March 18, July 9, 1999,
March 9, 20, June 19, August 7, November 17, December 29, 2001, March 4, 14, May 7, June
25, July 24, 25, October 31, 2002, March 11, April 8, July 4, 7, December 8, 2003, July 21, 26,
December 28, 2004, July 21, December 19, 2005, January 5, July 27, December 4, 30, 2006,
April 9, May 10, July 24, November 4, December 1, 6, 2007, February 14, April 8, May 13, July
22, November 25, December 22, 25, 30, 2008, February 13, April 28, June 3, 29, July 24, 27,
29, October 30, November 3, 9, December 17, 27, 29, 2009, February 21, March 29, April 5, 7,
May 6, 19, June 17, July 1, 22, 27, October 4, November 29, December 9, 23, 28, 29, 2010,
March 7, April 6, May 4, July 11, 20, 21, November 7, 21, December 6, 7, 2011, February 29,
March 1, 2012).
154)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4247/file/RF_CC_1996_am03.2012_en.pdf (last visit
on December 20, 2020).
155) Criminal Procedur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74-FZ of December 18, 2001 (2002년 7월
1일 시행, 다만, 2001년 12월 18일자 연방법 제177-FZ호(Federal Law No. 177-FZ of December
18, 2001)에 의해 시행일을 달리하는 절차는 예외)(with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of May
29, July 24, 25, October 31, 2002, June 30, July 4, 7, December 8, 2003, April 22, June 29,
December 2, 28, 2004, June 1, 2005, January 9, March 3, June 3, July 3, 27, December 30,
2006, April 12, 26, June 5, 6, July 24, October 2, November 27, December 3, 6, 2007, March 4,
June 11, December 2, 22, 25, 30, 2008, March 14, April 28, June 29, July 18, Octob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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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실시된다.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 The Principle of Legality

1. The criminality of a deed, and also its punishability and other legal consequenc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ent Code alone.
2.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by analogy shall not be allowed.

러시아에서 범죄를 행하였거나 범죄를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기소 또는 평결 집행의 목적상
러시아 연방의 요청에 따라 인도될 수 있다.157)
The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460. Directing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of a Person Staying on the
Territory of a Foreign State

1. The Russian Federation may direct to a foreign state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of a person for the criminal prosecution or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the ground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this state, or of a written liability
of the Procurator-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extradite the persons to
this state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onformity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2.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of a pers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all be directed, if in conformity with the legislation of both states the
ac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quiry for the extradition is forwarded, is

November 3, December 17, 27, 29, 2009, February 21, March 9, 29, April 7, 22, 30, May 5, 19,
July 1, 22, 23, 27, November 29, December 28, 29, 2010, February 7, March 20, April 6, May 3,
June 3, 14, July 11, 20, 21, November 6, 7, 21, December 6, 7, 2011, February 29, March 1,
2012) NO. 174-FZ OF DECEMBER 18, 2001
156)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4248/file/RF_CPC_2001_am03.2012_en.pdf (last visit
on December 20, 2020).
157) Articles 460 and 461 of the Russian Federation Crimina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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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ly punishable and if for the perpetration of such is either envisaged a
punishment in the form of the deprivation of freedom for a term of no less than
one year, or a more severe punishment - in case of the extradition for the
criminal prosecution, or the person is sentenced to the deprivation of freedom for
a term of no less than six months - in case of the extradi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3. If the need arises for an inquiry on the extradition and if for this there exist the
grounds and the conditions, pointed out in the first and in the second parts of
the present Article, all necessary materi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Procurator-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resolving the issue of forwarding
to the corresponding competent body of the foreign state an inquiry for the
extradition of the person, staying on the territory of the given state.
4. An inquiry for the extradition shall contain:
1)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inquiring body;
2) the full name of the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 inquiry for the
extradition is directed, the date of his birth, the data on his citizenship,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of his stay, and the other data on his person, as well
as, if possible, a description of his appearance, a photograph and the other
materials, making it possible to identify the given person;
3) a description of the actual circumstances and the legal qualification of the act,
committed by the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 inquiry on the extradition
is forwarded,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size of the damage he has caused,
with citing the text of the law envisaging responsibility for this act and with an
indication of the sanctions;
4) information on the place and the time of pronouncing the sentence, which has
entered into legal force, or of the resolution on bringing to the bar in the
capacity of the defendant, with an enclosure of the certified copies of the
corresponding documents.
5. To the inquiry on the extradition for the criminal prosecution shall be enclosed a
certified copy of the judge's resolution on the selection of taking into custody as
a measure of restriction. To the inquiry on the extradi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shall be enclosed a certified copy of the sentence, which has come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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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orce, and a reference note on the unserved term of punishment.

Article 461. Limits of Criminal Liability of the Person, Extradi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person, extradited by a foreign state, cannot be detained, brought forward as
the defendant, convic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tate which has extradited
him, or handed over to the third state for a crime, not indicated in the inquiry
for the extradition.
2. No consent of the foreign state shall be required, if;
1) the person it has extradited has not left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course of 44 days after the day of completing the criminal court
proceedings, serving the sentence or being released from it on some lawful
ground. Into this term shall not be included the time, when the extradited
person could not leave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not through his
own guilt;
2) if the extradited person left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ut then
returned to the Russian Federation of his own free will.
3. The demands of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spread to cases when
the crime is committed by the person pointed out in it, after his extradition.

3. 행정절차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범한 외국인 및 외국 법
인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규 위반법158)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진다. 다만,
158)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95-FZ of December 30,
2001, adopted by the State Duma on December 20, 2001 and endorsed by the Council of
Federation on December 26, 2001 (with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of April 25, July 25,
October 30, 31, December 31, 2002, June 30, July 4, November 11, December 8, 23, 2003, May
9, July 26, 28, August 20, October 25, December 28, 30, December 30, 2004, March 7, 21, April
22, May 9, July 2, 21, 22, September 27, December 5, 19, 26, 27, 31, 2005, January 5, February
2, March 3, 16, April 15, 29, May 8, June 3, July 3, 18, 26, 27, October 16, November 3, 5,
December 4, 18, 29, 30, 2006, February 9, March 29, April 9, 20, May 7, 10, June 22, July 19,
24, October 2, 18, November 8, 27, December 1, 6, 2007, March 3, April 29, May 13, 16, July
14, 22, November 8, December 3, 25, 26, 30, 2008, February 9, May 7, June 3, 28, 29, July 17,
19, 24, November 9, 23, 25, 28, December 21, 28, 2009, March 9, April 6, 30, May 8, 1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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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
는다. 그러한 규정들은 국경 위반, 국경 체계 위반 또는 러시아 연방의 출
입 또는 체류에 관한 규정 위반에 관련이 있다.159) 외국인은 러시아 연방
행정법규 위반법 제32.9조 및 제32.10조에 따라 러시아에서 추방될 수 있
다.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2.9. Executing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A decision about the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shall be executed:
1)

by

border

guard

agencies

and

frontier

troops

-

when

committing

the

administrative offences provided for by Part 2 of Article 18.1 and by Part 2 of
Article 18.4 of this Code;
2) by internal affairs bodies - when committing the administrative offences provided
for by Article 18.8, Part 2 of Article 18.10 and by Article 18.11 of this Code.

Article 32.10. Procedure for Executing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Foreign Citizens or Stateless Persons

1.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shall be executed by way of an official transfer of
the foreign citizen or of the stateless person to a public officer of the foreign
state to the territory of which said person is deported, or by way of a
controllable independent exit of the person, subject to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2. Where administrative deportation is provided for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June 17, July 1, 5, 23, 26, 27, 30, October 4, November 8, 29, December 8, 23, 28, 29, 2010,
February 7, April 6, 21, May 4, June 3, 4, 27, July 1, 11, 18, 20, 21, November 6, 7, 8, 16, 21,
30, December 3, 6, 7, 8, 2011, January 31, March 1, April 2, 2012).
159) Articles 18.1 to 18.8 of the Code on Administrative Offense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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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ederation with a foreign state, authorities of the foreign state, to the
territory of which or across the territory of which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is deported, shall be notified about the administrative deportation of said
person from a checkpoint at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3. Where a transfer of the person, subject to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a public officer of a foreign state is not provided for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said

state,

the

administrative deportation of the person shall be carried out at the place
determined by border guard agencies.
4. Execution of a decision on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of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shall be formalized as a bilateral or
unilateral act attached to the decision thereof.
5. Prior to administrative deportation from the Russian Federation, a foreign citizen
or a stateless person may be held by a court decision at the special premises
provided for by Article 27.6 of this Code.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중재, 조정 등)

중재는 러시아에서 점차로 활성화되고 있고 다수의 러시아 중재기관이
몇 년 전부터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식재산 중재
를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 전문 중재인(국제
중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포함)의 명단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법원은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포함하여 특정한 유형의 분쟁에 대
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에 걸친 실무관
행에 따라 지식재산관련 중재가 러시아에서 보다 보편화될 것인지 여부가
입증될 것이다.160)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계약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
160)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1-963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
fault)&firstPage=true (last visit on November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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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은 점차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161)

5. 집행절차

가. 일반원칙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률, 특히 ‘법원 집행에 관한 연
방법’(이하 ‘법원 집행법’)162)에 따라 집행관(bailiff)은 법원판결 및 명
령의 집행할 실시할 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의 판결 및 명령은 법원의 재
판이 효력이 생긴 후 법원이 발급하는 집행문(writ of execution)을 토대로
집행된다.163)

일반적으로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집행관에게 집행문을 제출한다.
법원 집행법은 집행문의 집행을 개시할 기한을 정하고 있다. 특히 법원
집행법 제30조 제8항에 따르면, 집행관은 집행문의 수령시에 3일 이내에
집행절차의 집행을 개시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집행관이 정한 기간 내(통상 5일)에 법원 판결의 이행 요청을 자
발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집행관은 판결의 집행을 개시한다. 집행관
의 요청은 수취인(addressee)을 구속한다.

법률이 (i) 자산, 재산 또는 재산권, 피고의 수입의 회복, (ii) 피고 권리
를 입증하는 문서의 압류, (iii) 피고의 재산 및 수입의 관리, (iv) 이 재산

161) Id.
162) Federal law No 229-FZ On Proceedings on the Execution of Judgments, 2 October 2007,
accepted by the State Duma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September 14, 2007 and approved
by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September 19, 2007 (as amended on 31-07-2020).
163) Article 428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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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 및 수입의 사용, 의 회복을 비롯한 다수의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 집행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 법원 판결의 집행문
은 법원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집행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
다. 하지만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러시아 법원 집행법

Article 21. Terms of presentation of executive documents to execution

1. The writs of execution issued based on court resolutions except for of the writs
of execution specified in parts 2, 4 and 7 these Articles can be shown to
execution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troduction of court resolution
in legal force. The writs of execution containing requirements about return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illegally of the child moved
to the Russian Federation or withheld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shown to
execution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introduction in legal force of
court resolution.
2. The writs of execution issued based on court resolutions of Arbitration Courts on
which the Arbitration Court recovers the passed term for presentation of writ of
execution to execution can be shown to execu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moval of determination by court about recovery of the passed term.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특별규정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15.2조 및 제15.7조는
정보기술 네트워크상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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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원의 판결과 명령의 집행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 정보기술 및 대중매체의 연방감독청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Roskomnadzor)]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과 명
령의 집행을 담당할 책임을 진다.

IV. 구제책

1. 민사적 구제책

가. 의의

러시아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이하 ‘러시아
저작권법’)’으로 알려진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993년에 최
초로 시행되었다.164) 러시아 최초의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의 조문을 러시아
법에 수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1995년에 베른협약에 서명
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상 최소한 보호는 러시아 저작권법에 포섭되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이 고려해야 할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에서는 법인은 저작물의 저작자로 될 수 없다. 동시에 저작
자는 자신의 권리를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다. 그리고 종
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되어 사
용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165) 러시아 저작권법 제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이 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국제조

164) Copyright law in the developing world-Russia, 4 Laws of International Trade § 105:8 (2020).
16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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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조문은 러시아가 조약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한
다.166)

2008년, 러시아 연방의 민법 제4부가 시행되었다. 러시아 민법 제4부는
포괄적인 지식재산관련 법률이다. 이 입법은 전면 개정으로서 1993년 러
시아 저작권법과는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저작권에 관
한 한 실체법적 측면에서 약간의 개정만 하였을 뿐이었다.167) 러시아연방
의 법과 민법에 따르면 권리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들
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
구할 수 있다.

러시아 민법 제69장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저
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민법 제1250조 제2항에 따라 권리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법
에서 정하는 다른 자의 요청시에 민사적 구제책이 적용된다.
러시아 민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책임규정은 러시아 민법에서 달
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침해자의 과실시에 적용된다. 침해혐의자는 과
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러시아 민법 제125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상
황168)에서 침해자가 불가항력(force majeure)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책임규정-기업활동 과정에
166) Id.
167) Id.
168) Irina Savelieva, Chapter 30. Russian Federation, 2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30:4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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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범한 경우-은 침해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169) 과실의 부존재
시 지식재산권의 보호조치가 러시아 민법 제125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그리고 제3항에 따라 부과된 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롯하여 발
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70)

과실이 없는 경우에 침해자는 침해를 금지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아
니한다. 또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침해자가 침해에 관한 법원판결의 공
표, 침해행위의 예방, 침해의 위협이 되는 행위 예방, 위조자료의 몰수 및
폐기 등과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한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시된다.171)

나. 인격권 및 이와 유사한 비재산적인 권리의 보호 조치

러시아 민법 제1251조에 따르면, 인격권 및 이와 유사한 비재산적인 권
리의 보호 조치 중에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i) 권리의 승인
(ii) 위반행위 이전의 상태 복원
(iii)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
(iv) 인격적 권리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v) 침해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의 공표

이러한 조치는 또한 저작인접권자의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복잡한 객
체(시청각 저작물을 포함)의 제작자의 권리, 집합물의 출판권자의 권리, 고

169) 러시아 민법 제1250조 제3항.
170) 러시아 민법 제1250조 제4항.
171) 러시아 민법 제125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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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계 내에서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사용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비공개
공유(公有) 저작물의 출판권자의 권리의 보호에 적용된다.172)

더욱이 러시아 민법 제1301조에 따르면 배타적인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
접권자는 10,000 루블이상 5,000,000 루블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대략 350 내지 170,000 미국 달러에 상응하는 것이다.

배상체계는 손해가 현실적인지 그리고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산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적어도 침해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예상 수익
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법에 따르면 손해액을 산정하는 또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는 더 복
잡하다. 즉,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상 거의 사용되지 아니할 것
이다. 법이 제공하는 특별손해액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하
여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실상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종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종전에 저작자의 소는 국가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었고 청구된 손해배상
액은 간혹 과도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의 손
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선고하였다. 현재 저작자는 이러한 면책을 상실하였
고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국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한 금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

172) Savelieva, supra note, at § 30:4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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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명예, 존엄성 및 영업평판의 보호는 러시아 민법 제152조에
의해 보호된다. 특히 그것은 대중매체에 특정인의 명예 또는 존엄성을 해
하는 정보의 반박문을 발행할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173)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러시아 민법 제151조에 규정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금전적 손해배상액은 침해자 과실의 정도, 손해
를 입은 피해자의 개인적 성격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그 밖의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174)

다. 저작재산권 보호조치

1) 의의

러시아 민법 제1252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는 다
음의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다.

(i) 권리를 부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권리 승인
(ii)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를 가져오는 행위의 지속 금
지. 이 구제책은 그러한 행위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위하여 필
요한 준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행
사할 수 있다.
(iii) 권리자의 동의 없이 지식재산의 대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 또는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 손해를 입힌 자의 손해의 회복
(iv) 유형의 매체 몰수. 이는 제조자, 수입업자, 보관업자, 운송업자, 판매
자 또는 그 밖의 유통업자 및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
173) Part 3 of Article 1251 of the RF Civil Code.
174) Savelieva, supra note, at §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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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책이다.
(v) 침해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법원 판결의 발행. 이는 배타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다.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금지적 구제책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즉, 상업화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위조혐의복제물의
제조, 복제, 판매, 대여, 수입, 운송, 저장 또는 점유의 금지 또는 그 밖
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175)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지식재산권의 위반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
해당하는 배타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는 동일한 보호조치를 활용
할 수 있다.176)

일반론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창작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수단의
이용은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횟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하나
의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여러 방식으로 한 사람이 지적창작
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를 단수 침
해한 것에 해당한다.177)

2) 금지처분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법원은 침해의 규모 및 성격에 비례하는 절
차법상 예방조치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에는 그러한 유형의
매체, 설비 및 재료 또는 그러한 행위가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혐의에 관
련된 경우에 유형의 매체, 설비 및 재료의 압류 및 정보통신망에서 특정
175) Part 1 of Article 1302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176) Article 1254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177) The Resolution of the Plenum of the RF Supreme Court No. 10 of April 23, 2019 “On the
Application of Part IV of the Civil Code of the RF,” par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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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금지를 포함한다.178)

Article 1252. Protecting Exclusive Rights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reworded Item 1 of Article 125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1. The intellectual rights to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ies and individualisation
means shall be protected, in particular, by way of making in the procedure
provided by this Code claims for the following:
1) recognition of the right: against a person that denies or otherwise does not
recognise the right and by doing so violates th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2) suppressing actions that infringe the right or create the threat of infringement
thereupon: against the person committing such actions or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for such actions, as well as against other persons that can
suppress such actions;;
3) payment of damages: against the person that has illegally used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without

concluding

an

agreement with the right holder (use without a contract) or otherwise has
violated the right holder's exclusive right and inflicted damage thereon, in
particular has violated the right thereof to a fee provided for by Article 1245,
Item 3 of Article 1263 and Article 1326 of this Code;
4) seizure of a material medium in accordance with Item 4 of this article: against
its

manufacturer,

importer,

keeper,

carrier,

seller,

another

distributor

or

non-bona fide acquirer;
5) publication of a court decision on the infringement committed with reference
to the actual right holder: against the violator of the exclusive right.

178) Part 2 of Article 1252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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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reworded Item 2 of Article 125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2. By way of securing a claim in a case of infringement on an exclusive right the
security measures adequate to the extent and nature of an offence established by
the procedural legislation may be taken, including the imposition of arrest upon
the material media, equipment and materials, prohibition to carry out the
appropriate actions in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networks, if in respect of
such material media, equipment and materials or in respect of such actions the
assumption has been made about viol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amended Item 3 of Article 125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3. In the cases envisaged in the present Code for certain types of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when an exclusive right is
infringed the right holder is entitled to claim compensation from the infringer for
the infringement of the said right. The compensation shall be collected if the fact
of infringement is proven. In this case, the right holder that has applied for a
remedy shall be relieved from the duty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inflicted
there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within the limits
set by the present Cod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fringement and of the
other circumstances of the case with due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reasonability and justice.
Where a single action has violated the rights to several results of an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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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the rate of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by court for each wrongfully used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ies or individualisation
means. With this, if the rights to the appropriate results or individualisation means
are held by the same right holder,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the rights to them subject to the nature and effects of the violation may be
reduced by court below the limit fixed by this Code but may not be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amount of the minimum rates of all compensations for the
violations made.

4. If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or another use, and also the importation, carriage
or storage of the material media in which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is expressed cause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r means such material media shall be deemed counterfeit and
subject under a court decision to withdrawal from circulation and destruction
without

any

compensation

whatsoever,

except

as

other

circumstances

are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530-FZ of December 31, 2014 amended Item 5 of Article 1252 of
this Code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5. Tools, equipment, other means primarily used or intended for infringing the
exclusive rights to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and means of individualisation
shall be subject under a court decision to withdrawal from circulation and
destruction at the infringer's expense, except when being subject to be converted
into revenu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reworded Item 6 of Article 1252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See the Item in the previous w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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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f various means of individualisation (a firm name, trademark, service mark or
commercial name) turn out to be identical or similar to the point of confusion,
and as a result of this identity or similarity consumers and/or parties under a
contract may be misled, then preference shall be given to the means of
individualis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exclusive right came into being earlier or,
in

the

event

of

establishing

the

convention

or

exhibition

priority,

the

individualisation means with the earlier priority.
If an individualisation means or industrial design turn out to be identical or
similar to the point of confusion, and as a result of this identity or similarity
consumers and/or parties under a contract may be misled, then preference shall
be given to the means of individualisation or industrial design in respect of which
the exclusive right came into being earlier or, in the event of establishing the
convention, exhibition or other priority, the individualisation means or industrial
design with the earlier priority.
The holder of such exclusive right in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this Code
may claim for declaring invalid the provision of legal protection to a trade mark
or service mark, for declaring invalid the patent on the industrial design or the
full or partial ban on the use of the firm's name or commercial desig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item the partial ban shall mean the following:
in respect of a firm's name - a ban on its use in particular kinds of activities;
in respect of a commercial designation - a ban on its use within the limits of a
particular territory and/or in a particular kinds of activities.

Information on changes: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supplemented Article 1252 of this Code
with Item

6.1.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6.1. Where the same viol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individualisation means is made by joint actions of several persons,
such persons shall be held jointly liable with respect to the 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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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en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has been recognised in the established procedure to
be unfair competition then the protection of the exclusive right infringed may
be ensured both in the manner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and in
accordance with antimonopoly legislation.

이 규정은 러시아 민법 제130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자의 저
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일반 원칙과 부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
은 저작물 위조복제혐의물의 제조 또는 복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
용될 재료 및 설비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조복제혐의물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온라인상 전송되는 비디오 콘텐츠상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
한 가처분 관련 특별규정은 2013년 7월 “정보통신망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별도 입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
185-FZ호”에서 채택되었다.179) 가처분 절차는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
144.1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비디오콘텐츠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는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의 보호에 관
한” 2006년 7월 27일자 개정 연방법 제149-FZ호에 따라 확립되어 있
다.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의 보호에 대한 연방법의 개정에 관한 2014년
11월 24일자 연방법 제364-FZ호는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144.1조의 범위
를 확대하였다. 인터넷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은 사진저작
물 및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취득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이 보호하는 인접물에 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될 수 있다.180)
179) Federal law No.185-FZ “On Amending Separat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e Question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180) Part 1 (3.1) of Article 140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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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취득되는 저작
물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제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를 상대로 금지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181)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가처분적 보호 청구는 모스코바 시법원
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호는 모스코바 시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상
에서 양식을 제출하여 연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전자서명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182)

상습적인 침해행위시에 인터넷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상 또 다른 저
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사례에서 동일한 원고가 모스코바 시법원
에서 승소한 경우에 모스코바 시법원은 저작물을 침해하는 호스팅 사이
트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제한의 쟁점도 해결할 것이다.183)

3) 교정적 구제책

러시아 민법 제1252조는 유형의 매체의 제조, 배포, 수입, 운송 또는
저장이 지식재산권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유형의 매체는 위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러시아
연방 민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배상 없이 법원의 판결로 압수하
여 폐기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민법

181) Part 1 (3.1) of Article 140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Procedure Code.
182) Part 1 of Article 144.1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Procedure Code.
183) Part 3 of Article 26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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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52. Protecting Exclusive Rights

1. The protection of the exclusive rights in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and
means of individualisation shall be, in particular, carried out by means of
presenting a claim for:
1)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 person that denies or otherwise does not
recognise the right and by doing so violates th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2) stopping the actions that infringe on the right or create the threat of
infringement thereon: to a person committing such actions or making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such actions;
3) payment of damages: to a person that has illegally used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without

concluding

an

agreement with the right holder (use without a contract) or otherwise has
violated the right holder's exclusive right and inflicted a damage thereto;
4) seizure of a material medium in accordance with Item 5 of the present article:
to its manufacturer, importer, keeper, carrier, seller, another distributor or
non-bona fide acquirer;
5) publication of a court's decision on the infringement committed with reference
to the actual right holder: to a violator of the exclusive right.
2. In the arrangement of provision of a security for a claim in a case of
infringement of exclusive rights the material media, equipment and materials
which are allegedly involved in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may be subjected to
the security measures established by the procedural legislation, for instance,
seizure of material media, equipment and materials.
3. In the cases envisaged in the present Code for certain types of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when an exclusive right is
infringed upon the right holder is entitled to claim a compensation from the
infringer for the infringement of the said right. The compensation shall be
collected if the fact of the infringement is proven. In this case, the right holder
that has applied for a remedy shall be relieved from the duty to prove the

255

amount of the damage inflicted thereto.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within the
limits set by the present Cod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fringement and
of the other circumstances of the case with due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reasonability and justice.
The right holder is entitled to claim compensation from the infringer for each
case when the result of the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has
been used or for the infringement in its entirety.
4. If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or another use, and also the importation, carriage
or storage of the material media in which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is expressed cause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r means such material media shall be deemed counterfeit
and

subject

under

a

court's

decision

to

withdrawal

from

circulation

and

destruction without any compensation whatsoever, except as other circumstances
are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5. The equipment, other apparatus and materials primarily used or intended for
infringing the exclusive rights in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and means of
individualisation shall be subject under a court's decision to withdrawal from
circulation and destruction on the infringer's account, except as their being
subject to be converted into a revenue of the Russian Federation.
6. If various means of individualisation (a firm name, trademark, service mark or
commercial name) turn out to be identical or similar to a degree of confusion,
and as a result of this identity or similarity consumers and/or parties under a
contract

may

be

mislead,

then

preference

shall

be

for

the

means

of

individualisation in which the exclusive right came into being earlier. In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present Code the owner of this exclusive right may
claim as invalid the granting of legal protection to the trademark (service mark)
or claim a full or partial ban on the use of the company name or commercial
name.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item "partial ban on use" has the following
meaning:
in respect of a firm name: a ban on the use thereof in certain types of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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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ect of a commercial name: a ban on the use thereof within a certain
territory and/or in specific types of activity.
7. When an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 to the result of an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sation has been recognised in the established procedure
to be an unfair competition then the protection of the exclusive right infringed
may be ensured both in the manner envisaged by the present Code and in
accordance with antimonopoly legislation.

지식재산권 침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을 의도한 설
비, 그 밖의 장치 및 재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통망에서 퇴출할 수
있고 법률이 국가의 몰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인에 대한 구체
적인 구제책은 러시아 민법 제1253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과실이 입증된다면 그 법인의 청산을 명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민법

Article 1253. The Liabilities of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for the
Infringement of Exclusive Rights

If a legal entity infringes several times or bluntly the exclusive rights in the results
of an intellectual activity and means of individualisation, the court may take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Item 2 of Article 61 of the present Code on liquidating
the legal entity on the demand of a prosecutor.
If such infringements are committed by a citizen, his activity as an individual
entrepreneur may be terminated by a court's decision or judgement in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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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범한 동일한 행위는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판결 또는 유죄판결에 따라 그의 활동의 종료를 초래할 수 있다.

전술한 조치는 불법복제에 대응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상업적
규모의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징벌적 성격은 민법을 구성하는 조문들의 주된 원칙과 전통에는 부합하
지 아니한다.184)

4) 손해배상

러시아 민법 제15조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그 법 또는 계약에서 제한
배상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러시아 민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자는
실제적 손실(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및 일실수익(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더라면 통상적인 시장조건 아래에서 수령하였을 미수령수입)을 비롯
하여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침해자가 침해의 결과로
서 수입을 수령하였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다른 손해액과 더불어
적어도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실수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러시아 연방민법

Article 15. Compensation of the Losses

1. The person, whose right has been violated, shall be entitled to demand the full
recovery of the losses inflicted upon him, unless the recovery of losses in a
smaller amount has been stipulated by the law or by the agreement.
2. Under the losses shall be understood the expenses, which the person, whose right
has been violated, made or will have to make to restore the violated right, the

184) Irina Savelieva, Civil remedies, 2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30:4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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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r the damage done to his property (the compensatory damage), and also
the undeceived profits, which this person would have derived under the ordinary
conditions of the civil turnover, if his right were not violated (the missed profit).
If the person, who has violated the right of another person, has derived profits
as a result of this, the person, whose right has been violated,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longside

with

the

compensation

of

his

other

losses,

also

the

compensation of the missed profi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such profits.

이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는 (i) 실제적 손실(저작물의 창작, 복제, 저장 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배상액 및 (ii)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예정되어 있는 보수 또는 미수령
한 수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자는 적어도 침해자가 수령한 실제 수
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민법 제1252조 제3항에 따르면 권리자는 손해의 회복 대신에
배상을 청구할 대안(법정손해배상)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초
래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손해배상
액은 침해의 성격 및 그 밖의 상황을 토대로 합리성원칙 및 정의를 고
려하여 러시아 연방민법에 의하여 정해진 한도내에서 법원이 산정한다.
권리자는 침해의 각 사건별 행위 또는 침해행위 전체에 대해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지적활동의 여러 결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권리가 하나
의 행위로 침해되는 경우에 배상액은 불법적으로 사용된 지적활동의 결
과 또는 식별수단 각각에 대하여 법원이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
한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권리가 단일의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침해에 대한 전체 배상액은 침해의 성격과 결과를 고
려하여 법원이 러시아 민법에서 정하는 한도보다 적게 감축할 수 있으
나 침해에 대한 모든 배상액의 최저 금액의 50%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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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민법 제1301조에 따르면,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는 손해
의 회복 대신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 법원의 재량으로 산정되는 10,000 러시아 루블 이상 5백만 러시아
루블 이하의 손해배상액 또는
(ii) 저작물의 위조복제물의 값의 2배 또는
(iii) 침해된 저작물의 적법한 사용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
(사용료)을 토대로 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의 2배

최근에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최저금액을 설정하는 법정손해배
상액에 관한 조문은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185) 이 규정은 다수의 저작물이 단수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되는 사례 및 최저액을 누적하다면 권리자에게 초래된 실제 손해와 관
련하여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큰 배상액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최저액 미만으로 법원이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다.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결정에서 일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러시아 연방민법에서 정해진 법정손해배상액의 최저한 미만으로 손해배
상액의 전액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예시적인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i)
침해행위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점, (ii)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침해자
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심각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 (iii)
손해배상액이 권리자의 실제 손해로 과도하게 초과하였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러시아 연방민법이 적절한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법원은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대로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부합하도록 러시아 민법 제130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85) Res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December 13, 2016 No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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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민법

Article 1301.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an exclusive right to a work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exclusive right to a work, the author or other right
owner may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2(3) of this Code, the following
compensation, at his choice, from the infringer instead of the payment of damages,
along with the use of the other applicable remedies and measures of liability
established by this Code (Articles 1250, 1252, and 1253):

1) in the amount from ten thousand to five million rubles as determin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violation;
2) twice the cost of counterfeit copies of the work;
3) twice the cost of the right to use the work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rice normally charged in comparable circumstances for the legal use of the
work in the way that the infringer has used it.

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러시아

연방민법에서는

‘정보중개인(information

intermediary)’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의 법적 정의 및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의 조문은 2013년 개정된 러시아 연방민법에 도입되었다. 러시아 연
방민법 제1253.1조를 신설하여 ‘정보중개인(information intermediary)’을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민법

Article 1253.1. The qual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n information intermediary

1.

Persons

who

perform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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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terial

through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cluding the network "Internet,", persons providing
the opportunity of placing such material or information necessary to retrieve it
using such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persons providing access
to the material in these networks - information intermediaries – are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n the grounds stipulated in this Code, if found
guilty with the violation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An

information

intermediary

who

transmits

material

via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s not responsible for any violation of intellectual
rights, which occur as a result of the transfer, when:
1) he is not the initiator of the transmission and does not decide the recipient of
this material;
2) he did not alter the material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except for changes made to effect the process of transmitting the
material;
3) he did not know and should not have known that the use of the relevant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zation of the person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the material containing those corresponding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zation was illegal.
3. An information intermediary who provides the opportunity to place material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s not responsible for any violation
of intellectual rights, which occur as a result of a third party’s placement of that
material in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upon their order,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brok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he did not know and should not have known that the use of the respectiv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or means of individualization contained in this
material was illegal;
2) in the event of a written application by the owner claiming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rights with an indication of the site and (or) network address in the
network "Internet" on which such material was posted, he promptly took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measures to halt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rights. A
listing of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measures and procedures fo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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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uation will be established by law.
4. An information intermediary who,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s not liable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n be presented with claim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Article 1250(1), Article 1251(1), Article 1252(1) of this Code)
not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ivil liability measures, including the removal of
information violating exclusive rights, or restrictions to its acces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pply to persons who provide access to the material
or information and the means necessary to retrieve it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인 및 조건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
및 조건은 Kontent i Pravo v. Masterhost 사건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186)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확립하였다. 즉,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i) 거래를 개시하지 않고, (ii)
정보의 수령인을 선택하지 않으며, (iii) 정보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iv)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는 면책된다. 이러한 면책요건에 대해서는 Top 7 v. Agava-soft 사건에서
구체화되었다.18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결정
하기 위하여 고려할 다음의 상황의 법적 관련성을 다루었다.

이에는 (i)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다른 권리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사용
에 관련된 사용자의 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 (ii) 인터넷서
비스제공자가 업로드된 콘텐츠의 양과 무제한적 공중을 접근에 대한 제한
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iii) 온라인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에 러시아
연방의 법률을 준수할 사용자의 의무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게
186) The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Commercial (“Arbitrazh”) Court of
Russian Federation of December 23, 2008, No. 10962/08.
187) The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Commercial (“Arbitrazh”) Court of
Russian Federation of November 1, 2011, No. 6672/11; also cited in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Arbitrazh”)
Court
of
Moscow
of
September
4,
2012,
case
A40-75669/08-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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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
the
No.

시중단(take down)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궁극적인 권리를 사용자와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었는지 여부, (iv)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지 여부 및 (v) 인
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콘텐츠를 방지, 추적 또는 삭제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도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지 여
부가 있다.188) 이 두 사례에서 원고는 침해된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으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궁극적으로 면책되었다. 참고로 러시아
에서 음악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하여 인터넷이용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은 드물다.189)

2. 형사적 제재책

가. 의의

저작권침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불법
이용에 관한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소추기관(예: 경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
다.

(i) 저작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저작권 귀속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ii) 100,000 루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는 이용자는 러시아 형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할 것이
188)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Commerci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December 23, 2008, No. 10962/08 in the Kontent v. Masterhost 사건에서는 처음 세가지 요인의
부재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침해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89) Trudy S. Martin, Vicarious and Contributory Liability for Internet Host Provides: Combat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27 Wis. Int’l L.J. 363, 39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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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0)
불법복제방지법은 금지처분으로서 차단 시스템을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
지만, 이러한 차단 시스템은 임시적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91)192)

러시아 형법 제146조에 따르면 저작권침해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즉, 표
절, 저작물의 위법한 이용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할 목
적으로 대량으로 취득, 저장 및 운송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193)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기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절차는
(1) 조사, (2) 공판전 수사 및 (3) 제1심 법원에서 공판심리를 포함한다. 형
사소송절차의 제1단계는 조사와 공판전 수사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시에
최초 정보를 수집하고 입건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 형사소송 절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러시아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 형법 제146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i) 저작자 허위표시
(appropriation of authorship),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객체의 무단 이
용, (iii) 저작물 또는 음반의 불법복제물의 취득, 저장 및 운송에 대해 형
사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90) 러시아 형법 제273조 제1항은 악의적 소프트웨어의 제작, 이용 또는 유포라는 제목하에 규정하
고 있다; Margarita Sobol, Exceptions to copyright in Russia and the “fair use” doctrine,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Strasbourg,
2016,
p.
14,
available
at
https://rm.coe.int/1680783347 (last visit on November 24, 2020).
191)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139조.
192) Sobol, supra note, at 16.
193) https://iclg.com/practice-areas/copyright-laws-and-regulations/russia (last visit on Decembe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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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형법에 따라 법인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저작자 허위표시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즉 저작자를 허위표시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가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에 대하여 대규모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i) 최대 200,000 러시아 루블의 벌금 또는

유죄판결

을 받은 사람의 최대 18개월 동안의 급여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ii)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compulsory labor)194) 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correctional lobor)195) 또는 (iii) 6개월 이하의 구속에
처할 수 있다(러시아 형법 제146조 제1항).

러시아 대법원 총회(Plenum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러시아 형법 제146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시하
였다. 특히 저작자 허위표시(표절)에 의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위반한 사
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주
장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전부 또는 일부) 발행하
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저작으로 창작
된 저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행위에 있어 그러한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196)
194) 강제노동은 법원이 자유의 박탈 없이 명하는 형사처벌의 형태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근무
시간 외 시간 동안 대가없이 지역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다. 지역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배
치는 범죄수사기관과 함께 지방당국이 결정한다(러시아 형법 제49조).
195) 노동교화형은 자유의 박탈없이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형태다. 종업원인 죄수는 근무지에서
노동교화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업자인 죄수는 범죄수사기관과 함께 지방당국이 정한 장
소에 배정된다. 법원은 노동교화형으로 수령한 죄수 소득의 5-20%를 국가소득으로 공제하도록 설
정한다(러시아 형법 제50조).
196)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의 위반 및 상표권의 무단사용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고
려를 담은 2007년 4월 26일 제14호의 러시아 대법원 총회의 의결 제3항(Part 3 of the Resolution
of the Plenum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April 26, 2007, No. 14 On
the judicial consideration cases regarding violation of author’s, neighboring and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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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객체의 무단이용 뿐만 아니라 저작물과 음반
의 불법복제물의 취득, 저장 또는 운송

권리자의 허락없이 또는 러시아 민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자 또는 장래의 처분을 목
적으로 저작물 또는 음반의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취득, 저장 또는 운
송하는 자는 (i) 최대 200,000 러시아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480 시간
이하의 기간동안 강제노동 또는 (iii)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는 (iv) 2
년 이하의 의무노동형 또는 (v)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Part 2
of Article 146 of the Russian Federation Criminal Code).

최초 공모에 의해 일단의 사람197) 또는 조직198)이 동일한 행위를 범한
경우, (ii) 중대학게 대규모로 범한 경우 또는 (iii) 공적 지위를 사용하는
자가 범한 경우에는 (i) 5년 이하의 의무노동형 또는 (ii) 6년 이하의 금
고형 (500,000 러시아 루블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유죄판결
을 선고받은 자의 임금 또는 그 밖의 수입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
음)(Part 3 of Article 146 of the Russian Federation Criminal Code).
Article 146. Violation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1. Appropriation of authorship (plagiarism), if this act has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the author or another possessor of the right, - Shall be punishable
with a fine in an amount of up to 200 thousand roubles or in the amount of
the wage or another income of the convicted person for a period of up to 18
months, or with obligatory work for a period of up to 480 hours, or by

as well as unlawful use of trademarks).
197) Part 26 of the Resolution of the Plenum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April 26, 2007, No. 14 “On the judicial consideration of criminal cases regarding violation of
author's, neighboring, and patent rights, as well as unlawful use of trademarks”.
198) Part 1 of Article 35 of the RF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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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ve labour for a term of up to one years, or with arrest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2. Illegal use of objects of copyright or neighbouring rights, as well as the
acquisition, storage or carriage of counterfeited copies of works or phonograms
for the purpose of sale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 shall be punishable by a
fine in the amount of up to two hundred thousand roubles, or in the amount
of a wage/salary or other income of the convicted person for a period of up to
eighteen months, or by obligatory labour for a term of up to four hundred and
eighty hours, or by corrective labour for a term of up to two years, or by
compulsory labour for a term of up to two years, or by deprivation of liberty
for the same term.
3. Acts stipulated by Item two of this Article, if they have been committed:
a) abolished
b) by a group of persons by previous concert or by an organised group;
c) on an especially large scale;
d) by a person with the use of his official position shall be punishable by compulsory labour for a term of up to five years, or by
deprivation of liberty for a term of up to six years accompanied by a fine in
the amount of up to five hundred thousand roubles or in the amount of a
wage/salary or other income of the convicted person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or without such.

Note. Acts stipulated by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mmitted
on a large scale if the value of the copies of the works or phonograms or the
value of the rights for the use of the objects of copyright or neighbouring rights
exceed 100 thousand roubles, and on an especially large scale - one million
roubles.

On

Judicial

Practice

of

Examination

of

Criminal

Cases

on

Infringement

of

Copyrights, Associated Rights, Inventor's Rights and Patent Rights and Also on
Illegal Use of the Trademark, see Decision of the Plenum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4 of April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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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는 저작물이나 음반의 복제물의 가치가 100,000 러시아 루블
을 상회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행된 것이고 중대하게 대규모로 불법복
제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 가치가 1백만 러시아 루블을 상회하여야 한
다.

러시아 형법 제146조 제3항은 2009년 기소된 유명한 저작권침해사건
에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은 30 편을 초과하는 러시아 및 외국의 영화의
불법배포에 관하여 로푸크호프스(Lopukhovs) 부부를 상대로 2009년에 기
소한

사안이다.

Paramount

권리를

Pictures

당한

Corp.,

것으로

Disney

주장하는

Enterprises

외국의
Inc.,

권리자에는

Sony

Picture

Animation Inc. 및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이 있다. 러시아 방송
사 및 외국 방송사에게 초래된 손해는 380억 러시아 루블을 상회하였다.
2011년 10월 검찰청(Prosecutor General’s Office)은 러시아 형법 제146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로푸크호프스 부부를 기소하였다.199)

러시아 형법 제146조는 불법복제물의 몰수 또는 불법복제물, 설비 및
재료의 폐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 형법 제
104.1조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처벌된 범죄의 결과로서 취득한 금전
및 재산의 몰수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속하는, 범죄실행 무기, 설비
또는 그 밖의 수단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04.1. Confiscation of Property

1.

Confiscation

of

property

means

forced

gratuitous

withdrawal

without

compensation, and conversion to ownership of the State under a judgment of
conviction of the following property:

199) Irina Savelieva, Criminal sanctions, 2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30:4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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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Law No. 18-FZ of March 1, 2012 amended Subitem a of part 1 of Article
104.1 of this Code.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Federal Law No. 18-FZ of March 1, 2012 amended Subitem a of part 1 of Article
104.1 of this Code

a) money, valuables and other property received as a result of the committing of
the crimes set out in Part 2 of Article 105, Parts 2-4 of Article 111, Part 2 of
Article 126, Articles 127.1, 127.2, Part Two of Article 141, Article 141.1, Part
Two of Article 142, Article 145.1 (if a crime is committed venally), Articles 146,
147, Articles 153-155 (if crimes are committed venally), Articles 171.2, 183,
Parts 3 and 4 of Article 184, Articles 186, 187, 189, Parts 3 and 4 of Article
204, Articles 205, 205.1, 205.2, 206, 208, 209, 210, 212, 222, 227, 228.1, 229,
231, 232, 234, 240, 241, 242, 242.1, 275, 276, 277, 278, 279, 281, 282.1, 282.2,
285, 290, 295, 307-309, 355, and Part 3 of Article 359 of the present Code or
which are the subject of illegal movement across the customs border of the
Customs Un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or
across the Customs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member states of
the Customs Un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punishable under Article 226.1 and 229.1 of this Code, and any income from
that property, except for the property and the income from it that are subject
to return to their legal owner;
b) money, valuables and other property into which the property received as a
result of committing of at least one of the crimes provided for by the articles
cited in Item (a) of this Part, and income from such property have been fully
or partially transformed;
c) money, valuables and other property used or intended for financing terrorism,
an organised group, illegal armed formation or a criminal community (criminal
organisation);
d) instruments, equipment or other means of commission of a crime belonging
to an accused person.

2. If the property received as a result of committing a crime and/or incom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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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roperty have been pooled with legally acquired property, confiscation shall
extend to the part of the property corresponding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and incomes from it so pooled.

3. The property specified in Parts 1 and 2 of the present article transferred by an
accused person to another person (organisation) shall be subject to confiscation
if the person that received the property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it had
been received as the result of criminal actions.

3. 행정적 규제책

가. 행정법규 위반

행정법규 위반에 관한 절차규정은 러시아 행정법규위반법(Code of
Administrative Offense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
법원 판사(치안판사), 소년범죄위원회 위원장 및 연방집행기구가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을 심리한다. 러시아 행정법규위반법 제7.12조에 따라 제기
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사건은 판사가 다룬다.

러시아 행정법규위반법 제7.12조

Article 7.12. Violation of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of Invention and Patent
Rights

1. Import, sale, hiring out or any other unlawful use of copies of works or
phonograms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come, where the copies of works or
phonograms are counterfeited under the laws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or where the information about the manufacturers
of the copies of works or phonograms, or about the places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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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as well as about the possessors of the copyright and similar rights,
indicated on these copies, is false, as well as any other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neighbouring rights for the purpose of drawing an income, except
for the cases stipulated by Item 2 of Article 14.33 of this Code,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citizens in the amount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to two thousand roubles accompanied by
confiscation of counterfeited copies of works and phonograms, as well as of
the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for reproduction thereof, and of other
instruments of committing the administrative offence; on officials in the
amount

of

ten

thousand

to

twenty

thousand

roubles

accompanied

by

confiscation of counterfeited copies of works and phonograms, as well as of
the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for reproduction thereof and of other
instruments of committing the administrative offence, and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of thirty thousand to forty thousand roubles accompanied by
confiscation of counterfeited copies of works and phonograms, as well as of
the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for reproduction thereof and of other
instruments of committing the administrative offence.

2. Unlawful use of an invention, an efficient model or an industrial specimen,
except for the cases stipulated by Item 2 of Article 14.33 of this Code, or
disclosure of the essence of an invention, of an efficient model or of an
industrial specimen without the author's or applicant's consent prior to the
official publ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m, or appropriation of inventorship
and coercion to co-inventorship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in the amount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to two thousand roubles, on officials in the amount of
ten thousand to twenty thousand roubles and on legal entities in the amount
of thirty thousand to forty thousand roubles.

반면에 부정경쟁에 관한 러시아 행정법규위반법 제14.33조에 따라 제기
된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사건은 연방 반독점기구에 의
해 다루어진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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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행정법규 위반법 제14.33조

Article 14.33. Unfair Competition

1. Unfair competition, unless such actions contain a criminally punishable act,
except for the cases stipulated by Article 14.3 of this Code and by Item 2 of
this Article,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officials in an amount of
twelve thousand to twenty thousand roubles; on legal entities from one hundred thousand to five hundred thousand roubles.

2. Unfair competition expressed in the introduction into turnover of a commodity
with illegal use of the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and equivalent means of the
individualisation of a legal entity, means of the individualisation of products,
works, services - shall entail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officials
in an amount of twenty thousand roubles or disqualification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on legal entities - from one hundredth to fifteen hundredths of
the size of the amount of the receipts of the infringer from the realisation of a
commodity

(work,

service)

on

whose

market

the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but not less than one hundred thousand roubles.

나. 관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에 관한 규정은 관세동맹의 관세법 제
46장 및 러시아 연방에서 관세규제에 관한 2010년 11월 27일 제311-FZ호
의 연방 관세규제법201) 제4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2007년 10
월 6일자의 공통관세지역의 설립 및 관세동맹의 성립에 관한 조약에 의하
여 만든 러시아 연방, 벨라루스 공화국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사이의 동
200) Savelieva, supra note, at § 30:44.
201)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of November 27, 2010, No. 311-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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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을 의미한다. 관세동맹의 관세법은 러시아 연방과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2010년 7월 1일에,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스 공화국 사이에는 2010년 7월
6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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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

I. 의의

1. 실례 1

Q: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회원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가?
A: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회원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인도 대법원은 저작자를 위하여 소권을 가진다고 판시
하였다.202)

2. 실례 2
Q: 불특정 피고를 상대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인도에서는 불특정 피고를 상대로 발하는 명령(John Doe
order)를 내릴 수 있다.203)

II.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1. 절차법

가. 의의

202) Entertainment Network (India) Ltd. v. Super Cassettes Industries.
203)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0-7571?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
fault)&firstPage=true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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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는 달리 인도는 국제사법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법상 원칙의 대다수는 사례를 통해 발전하였고 대다수의
판례는 다른 판례법국가, 특히 영국의 판례법을 확립한 원칙을 차용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of India)는 인도내에서 국제사법
의 특정한 측면을 포섭하는 보고서 중 하나에서 절차법과 관련하여 법정
지법(즉, 인도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204) 이
원칙 이면의 논거는 절차법이 상이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과 외국의 절차법을 적용하도록 국내 법률체계
전체를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205) 따라서 효율성과 일
관성의 취지상 인도 법률위원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적용
할 절차법이 인도 절차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
은 쟁점은 특정 법이 실체법(substantial law)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절차
법(procedural law)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이다.

실체법 또는 절차법으로 분류한 한정열거적인 목록(exhaustive list)은 존
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쟁점은 사례별로 조사하여야 하고 절차의 특정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목록은 절차적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소송서류의 송달(service of process), 소송의 제목(예: 어떠한 사
람이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목), 증인적격(competency of
witness) 및 증거허용성에 대한 쟁점(question as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판사의 역할(functions of judge), 항소권 및 입증책임(burden of
proof)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제소기한에 관한 법이 절차법인지 아니면
실체법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법률위원

204) ‘Transnational litigation—Conflict of Laws—Law of Limitation’, 193rd Report of the Law
Commission of India (2005).
205) Pravin Anand, Applicalbe procedural law,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19:5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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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법정지탐색(forum-shopping) 시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소기한에 관
한 규정은 실체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206)

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 있는 법원을 정함에 있어 인도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국제사법 원칙 중 하나는 부적절한 법정지 원칙(principle of forum

non-conveniens)이다. 부적절한 법정지 원칙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법원 또는 법정지가 소송의 심리를 위한 적절한 법정지라는 것을 이
유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 인도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207) 양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사건이 상이한 법
정지에서 심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
는 기준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법원이 보다 적절한,
관할권있는 법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해당
대안적 법정지에서 당사자가 다시 제소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쟁점을 다룬다.208)

Airbus Industries v. Laura Howell Linton 사건209)에서 카르나타카
(Karnataka) 고등법원은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그 관할구역 내에 영구적으
로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그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를 부정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다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구원인이 그 관할구역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한 사건에서 특정지역의 지역 법률이 외국인을 상대로 제

206) Pravin Anand, Applicalbe procedural law,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19:51 (2020).
207) See Kusum Ingots v. Union of India, AIR 2004 SC 2321, Mosaraf Hossain Khan v.
Bhagheeratha Engg., AIR 2006 SC 1288, Glaxosmithkline v. Heinz India Ltd., 156(2009) DLT 330,
Maqsood Yusuf Merchant v. Union of India, MANU/DE/0773/2008.
208) GlaxoSmithKline Consumer Healthcare Ltd. & Horlicks Limited & Anr. v. Heinz India (P) Ltd.
156 (2009) DLT 330.
209) Airbus Industries v. Laura Howell Linton, I.L.R. 1994 Kar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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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소를 다룰 재판관할권을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부여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 지방의 자치단
체의 법규가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210)

2. 준거법

두 국가의 법 사이의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 저촉법(Conflict of Laws)의
최신 이론은 공서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가
장 밀접한 접촉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인도 대법
원은 판시하였다.211) R. Vishwanathan v. Rukn-ul-Mulk Syed Abdul Wajid
사건212)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촉법을 외국적 요소와 관련된 거래 또는 인
적 지위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을 다루는 한 국가의 민사법의 일 분야로
만 정의하였다. 하지만 저작권 쟁점에 관한 한, 저작권은 해당 국가의 주
권적 기능에 관하여 엄격하게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인도
법원이 외국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예컨대 Penguin
Books Ltd v. M/s India Book Distributors 사건213)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책
의 판매, 배포, 재판매,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에서 동의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항소인은 1957년 인
도 저작권법에 따라 인도에서 몇몇 책에 대하여 국내 이용권을 가지고 있
다. 피항소인은 23종의 미국 출시판 중 13종을 수입, 배포 및 판매하고 있
었다. 항소인은 이 소송에서 피항소인이 청구의 대상인 책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저작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또한 항소인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선
고한 동의판결에 피항소인이 구속된다는 것을 논거로 단독판사는 가처분
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저작권은 일종의 재산이고 미국 법
210)
211)
212)
213)

Airbus Industries v. Laura Howell Linton, I.L.R. 1994 Kar 1370.
Surinder Kaur Sandhu v. Harbax Singh Sandhu (1984) 3 SCC 698.
R. Vishwanathan v. Rukn-ul-Mulk Syed Abdul Wajid (1963) 3 SCR 22.
Penguin Books Ltd v. M/s India Book Distributors, AIR 1985 Delhi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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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동의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인은 인도 국내에서 저작권을 실효적으
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3. 외인법상 쟁점

가. 외국인의 지위

인도 저작권법 제40조는 인도인의 저작물이 외국에서 상호주의에 입각
하여 해당 국가 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면 인도 중앙정부
가 인도 저작권법을 외국인의 저작물에 적용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을 인도
인의 저작물처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Act, 1957

CHAPTER IX INTERNATIONAL COPYRIGHT

40. Power to extend copyright to foreign works.— The Central Government may, by
order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214) direct that all or any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a) to works first published in any territory outside India to which the order relates
in like manner as if they were first published within India;
(b) to unpublished works, or any class thereof, the authors whereof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work, subjects or citizens of a foreign country to which
the order relates, in like manner as if the authors were citizens of India;
(c) in respect of domicile in any territory outside India to which the order relates in
like manner as if such domicile were in India;
(d) to any work of which the author was at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thereof,
or, in a case where the author was dead at that date, was at the time of his
death, a subject or citizen of a foreign country to which the order relates in
like manner as if the author was a citizen of India at that date o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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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up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of the order, this
Act shall apply accordingly:

Provided that—
(i) before making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foreign country
(other than a country with which India has entered into a treaty or which is a
party to a convention relating to copyright to which India is also a party),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be satisfied that the foreign country has made, or has
undertaken to make, such provisions, if any, as it appears to the Central
Government expedient to require for the protection in that country of works
entitled to copyright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ii) the order may provid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ei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such classes of works or such classes of cas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iii) the order may provide that the term of copyright in India shall not exceed that
conferred by the law of the country to which the order relates [but such a term
or copyright shall not exceed the term of copyright provided under this Act]215);
(iv) the order may provide that the enjoyment of the rights conferred by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the accomplishment of such conditions and formalities, if
any, as may be prescribed by the order;
(v)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to ownership of copyright, the order
may make such exceptions and modifications as appear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law of the foreign country;
(vi) the order may provide that this Act or any part thereof shall not apply to works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order or that this Act or any part
thereof shall not apply to works first pu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order.

이론적으로 그러한 보호는 국제조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도 확대할
수 있다. 1957년 인도 저작권법의 목적상 인도 정부가 승인한 국가의 목
록은 1999년 국제저작권명령(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9)으로 발
214)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9 (w.e.f. 6-4-1999).
215) Ins. by Act 27 of 2012, s. 29 (w.e.f. 2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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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있다. 1999년 국제저작권명령은 인도가 체약한 조약의 체약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216)

나. 저작권법상 외국인의 지위

외국인이 국제협약의 체약국인 아닌 외국의 거주민인 경우에 우선 인도
가 해당 국가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
고 그 다음으로 해당 국가가 1999년 국제조약명령(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9)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국가가
1999년 국제조약명령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다면 그 주민은 1957년 인도저
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다.217)

Ⅲ. 절차

1. 민사소송절차

가. 제1심 법원 및 항소법원의 재판관할권

1957년 인도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소는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
62조의 제2항은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을 원고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
할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216) https://copyright.gov.in/documents/international%20copyright%20order.htm (last visit on
December 15, 2020).
217) Status of foreigners-Particular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authors and
related-rights owners, § 19:5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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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법 제62조는 특별관할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조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인도 저작권법 제62조는 인도 저작권법에 따라 제기된
소의 토지관할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인도 저
작권법 제62조는 1908년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218)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거나 소송상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민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고등법원 재
판에 대한 상고는 인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마드라스 주, 캘커타
주, 봄베이 주, 자무 주 및 카슈미르 주의 고등법원과 더불어 델리 고등법
원은 고시된 토지관할권(대부분의 경우 해당 시의 지리적 범위로 한정됨)
을 가지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1심 민사
관할권(항소심 관할권 또는 영장 관할권만을 가지는 다른 고등법원과 대
비됨)을 가진다. 델리 고등법원의 제1심 민사관할권을 가지는 사물관할의
최소한도의 소송목적의 값은 20 렉(lakh) 루피 또는 50,000 미화 달러다.

최근의 델리 고등법원 개정법에 따라 그 최저한도는 2 크로어(crore) 루
피 또는 300,000 미화 달러로 증가되었다. 제1심 관할권을 가지는 이러한
법원들의 중요성은 델리 고등법원의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의 요건을 충족
한다면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가 전술한 다섯 곳의 고등법원 중 한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도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의 도입과 함께 저작권관련 소송을 비롯하여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상사사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고등법원의 상사부에서 그

218) Sanovi Technologies v. Aditya Shyam Bhatia; 2018(73)PTC315[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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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건을 다룰 사물관할권의 요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의 최저한은 1
크로어 루피 또는 150,000 미화 달러다. 저작권 양도 쟁점에 관해서는 후
술하는 항소부(Appellate Board)의 관할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Act, 1957

62. Jurisdiction of court over matters arising under this Chapter –

(1) Every suit or other civil proceeding arising under this Chapter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any work or the infringement of any other right
conferred by this Act shall be instituted in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2) For the purpose of sub section (1), a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 shall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or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nclude a district court
within the local limits of whose jurisdiction , at the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suit or other proceeding, the person instituting the suit or other proceeding or,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such persons, any of them actually and
voluntarily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or personally works for ga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Last Updated 4th March, 2020 [act379]

20. Other suits to be instituted where defendants reside or cause of, action arises
.-Subject to the limitations aforesaid, every suit shall be instituted in a Court within
the local limits of whose jurisdiction(a) the defendant, or each of the defendants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suit, actually and voluntarily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or personally works for gain; or
(b) any of the defendants,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at the ti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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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cement of the suit, actually and voluntarily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or personally works for gain, provided that in such case either the
leave of the Court is given, or the defendants who do not reside, or carry on
business, or personally work for gain, as aforesaid, acquiesce in such institution;
or
(c) the cause of action, wholly or in part, arises.
[* * * *]
[ Explanation ].-A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carry on business at its sole or
principal office in [India] or, in respect of any cause of action arising at any place
where it has also a subordinate office, at such place.

나. 소답절차(pleadings)

소송은 법원의 사무처(Registry)에 소장(plaint)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 개시된다. 소장의 요건은 1908년 인도 민사소
송법 명령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은 소제기 시 요구되는 소장의
기재사항을 다루고 있다. 소장은 원고가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토대가 되는 주요사실만 기재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의 필수적 기재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소가 제기된 법원의 이름
(ii) 원고의 성명, 설명 및 거소지
(iii) 아는 한도 내에서 피고의 성명, 설명 및 거소지
(iv)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및 청구원인이 발생한 시점
(v)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청구원인
(vi) 원고가 청구하는 구제책
(vii) 사물관할의 목적상 그리고 법원비용의 목적상 소송물가액에 대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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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대응하여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추가
적인 서면교환을 위한 요건은 없다. 하지만 원고가 답변서에 대한 재답변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다수 법원의 관행이다.

상사법원법의 도입에 따라 서면을 제출할 기한은 피고의 출석요구서
(summons) 수령일로부터 최대 120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기한의 경과시
그 권리는 박탈된 것으로 된다.

Order 7

PLAINT

1. Particulars to be contained in plaint. - The plain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a) the name of the Court in which the suit is brought ;
(b) the name, description and place of residence of the plaintiff;
(c) the name, description and place of residence of the defendant, so far as they
can be ascertained;
(d) where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is a minor or a person of unsound mind,
a statement to that effect;
(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action and when it arose;
(f) the facts showing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g) the relief which the plaintiff claims;
(h) where the plaintiff has allowed a set-off or relinquished a portion of his claim,
the amount so allowed or relinquished; and
(i) a statement of the valu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for the purposes of
jurisdiction and of court fees, so far as the case admits.

STATE AMEND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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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urt Amendments-[Andhra Pradesh].-Order 7, rule 1(d)-Same as that of
Madras.
[Bombay].-Order 7, rule 1(i)-In Order VII, rule 1, for the existing item (i) of
particulars, substitute the following as item (i).
"(i) a statement of the valu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for the purposes of
jurisdiction and of Court-fees, so far as the case admits, showing the
provisions of law under which the valuation for Court-fees and jurisdiction is
separately made.”-(1-10-1983).

[Karnataka].-Delete rule 1 and substitute the following:"1. The plain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a) the name of the Court in which the suit is brought;
(b) the name, age, description, place of residence and place of business, if any,
of the plaintiff;
(c) the name, age, description, place of residence and the place of business, if
any, of the defendant, so far as can be ascertained by the plaintiff;
(d) where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is a minor or a person of unsound mind,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in the case of a minor, his age to the best of
the knowledge and belief of the person verifying the plaint:
Provided that, where, owing to the large number of defendants or any other
sufficient cause, it is not practicable to ascertain with reasonable accuracy the
age of the minor defendants, it may be stated that the age of the minor
defendants is not known;
(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action and when it arose;
(f) the facts showing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g) the relief which the plaintiff claims;
(h) where the plaintiff has allowed a set-off or relinquished a portion of the
claim, the amount so allowed or relinquished; and
(i) a statement of the valu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for the purposes
of jurisdiction and of Court-fees, so far as the case admits."-(R.O.C. No.
2526/1959, dated 9-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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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la].-Order

7,

rule

1(d)-Same

as

that

of

Madras

but

without

the

proviso.-(7-6-1959).
[Madras].-Substitute the following for sub-clause (d) of rule 1:
"(d) Where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is a minor or a person of unsound
mind,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in the case of a minor, a statement
regarding his age to the best of the knowledge and belief of the person
verifying plaint:
Provided that, where, owing to the large number of defendants or any other
sufficient reason, it is not practicable to ascertain with reasonable accuracy
the age of the minor defendant, it may be stated that the age of the minor
defendant is not known.”

[Punjab, Haryana and Chandigarh].-Insert the following new clause (j) after
existing clause (i):
"(j)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no suit between the same parties, or between
parties under whom they or any of them claim, litigating on the same grounds
has been previously instituted or finally decid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limited jurisdiction, and if so, with what results." [Noti. No. G.S.R.
17/C.Section 5/1908/S.122/78, dated 15-3-1991].
2. In money suits. - Where the plaintiff seeks the recovery of money, the plaint shall
state the precise amount claimed:
But where the plaintiff sue for mesne profits, or for an amount which will be
found due to him on taking unsettled accounts between him and the defendant,
[or for movables in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 or for debts of which the
value he cannot, after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estimate, the plaint
shall state approximately the amount or value sued for].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Delhi].-Same as that of Punjab.

287

[Himachal Pradesh].-Same as that of Punjab.
[Karnataka].-Delete rule 2 and substitute the following:
"2. Where the plaintiff seeks for recovery of money, the plaint shall state the
precise

amount

claimed,

and

wherever

a

statement

of

account

or

a

memorandum of calculation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such statement or
memorandum shall be set out in the schedule to the plaint or separately
annexed thereto.But where the plaintiff sues for mesne profits, or for an
amount which will be found due to him on taking unsettled accounts between
him and the defendant, the plaint shall state approximately the amount sued
for."-(R.O.C. No. 2526/1959, dated 9-2-1967).

[Punjab, Haryana and Chandigarh].-In the second paragraph of rule 2 of Order 7,
after the word "defendant" insert "or for movables in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 or for debts the value of which he cannot after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estimate" and after the word "amount" where it last occurs
insert "or value".-(1-11-1966).
3. 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is immovable property. - 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is immovable property, the plaint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roperty sufficient to identify it, and, in case such property can
be identified by boundaries or numbers in a record of settlement or survey, the
plaint shall specify such boundaries or numbers.

STATE AMENDMENTS▼

High Court Amendments-[Assam].-Same as that of Calcutta.
[Bombay].-In Order VII, for the existing rule 3 and its marginal note, substitute
the following as rule 3 and marginal note:
"3. 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is immovable property.-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is immovable property, the plaint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property sufficient to identify it, and, in case such property
can be identified by boundaries or numbers in a record of settle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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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the plaint shall specify such boundaries or numbers. In case of
encroachment a sketch showing as approximately as possible the location and
extent of encroachment shall also be filed alongwith the plaint.”-(1-10-1983).

[Calcutta].Add at the end the words:
"and where the area is mentioned, such description shall further state the area
according to the notation used in the record of settlement or survey, with or
without, at the option of the party, the same area in terms of the local
measures".
4. When plaintiff sues as representative. - Where the plaintiff sues in a representative
character the plaint shall show not only that he has an actual existing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but that he has taken the steps (if any) necessary to enable
him to institute a suit concerning it.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 - [Karnataka].-Delete runs 4 and substitute the following
rule 4, namely :"4.(1) Where the plaintiff sues in a representative character, the plaint shall show
not only that he has an actual existing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but also
that he has tken the steps (if any) necessary to enable him to institute a suit
concerning it.
(2) When the permission of the court under rule 8 of Order 1 of the Code is
sought, before or at the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suit, the plaint shall be
accompanied by an application supported by an affidavit stating the number
or

approximate

number

of

parties

interested,

the

places

where

they

respectively reside, that they have all the sam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and the nature of the said interest, and the best means of giving
noticeof the institution of the suit to the said partires. If the permission
sought is granted, the plaint shall state or be amended so as to state that
the plaintiff sues on behalf of himself and all other persons interes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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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matter of the suit and that he has been permitted by the Court to do
so by an order of Court made on a particular date, in the application
mentioned above.”-(R.O.C. No. 2526/1959, dated 9.2.1967).
5. Defendant's interest and liability to be shown. - The plaint shall show that the
defendant is or claims to be interested in subject-matter, and that he is liable to
be called upon to answer the plaintiff's demand.

6. Grounds of exemption from limitation law. - Where the suit is institut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law of limitation, the plaint shall show
the ground upon which exemption from such law is claimed :
[Provided that the Court may permit the plaintiff to claim exemption from the law of
limitation on any ground not set out in the plaint, if such ground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grounds set out in the plaint.]

7. Relief to be specifically stated. - Every plaint shall state specifically the relief which
the plaintiff claims either simply or in the alternative, and it shall not be necessary
to ask for general or other relief which may always be given as the Court may
think just to the same extent as if it had been asked for. And the same rule shall
apply to any relief claimed by the defendant in his written statement.

8. Relief founded on separate ground. - Where the plaintiff seeks relief in respect of
several distinct claims or causes of action founded upon separate and district
grounds, they shall be stated as far as may be separately and distinctly.

9. Procedure on admitting plaint.- Where the Court orders that the summons be
served on the defendants in the manner provided in rule 9 of Order V, it will
direct the plaintiff to present as many copies of the plaint on plain paper as
there are defendants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such order alongwith
requisite fee for service of summons on the defendants.

STATE AMEND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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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urt Amendments-[Allahabad].-In rule 9(a). for the semicolon after "it" in
clause (1) substitute a full stop and delete the rest of this clause as well as
clauses (2) and (3); and re-number clause (4) as clause (2), deleting the words "or
statements” therein.-(12-2-1927).

[Andhra Pradesh].-Same as that of Madras.
[Assam].-Same as that of Calcutta.
[Bombay].-For the existing rule 9 and its marginal notes, substitute, the following
as rule 9 and marginal note:
"9. Chief Ministerial Officer to sign lists and copies produced alongwith plaint.-(1)
The plaintiff shall endorse on the plaint or annex thereto a list of documents
(if any) which he has produced along with it.
(2) The Chief Ministerial Officer of the Court shall sign such lists and the copies
of the plaint with annexures presented under rule 1 of Order IV, if on
examination he finds them to be correct.”-(1-10-1983).

[Calcutta].-For rule 9(1), substitute:
"9. (1) The plaintiff shall endorse on the plaint, or annex thereto, a list of the
documents (if any) which he has produced along with it.
(1-A) The plaintiff shall present with his plaint:
(i) As many copies on plain paper of the plaint as there are defendants, unless
the Court by reason of the length of the plaint or the number of the
defendants, or for any other sufficient reason, permits him to present a like
number of concise statements of the nature of the claim made, or of the
relief claimed in the suit, in which case he shall present such statements;
(ii) Draft forms of summons and fees or service thereof.”-(3-2-1933).

[Karnataka].-Delete rule 9 and substitute the following:
"9. The plaintiff shall present alongwith the plaint as many copies on plain paper
of the plaint as there are defendants, unless by reason of the length of the
plaint or the number of the defendants or for any other sufficient reason, the

291

Court permits him to present a like number of concise statements of the
nature of the claim made or of the relief claimed in the suit, in which case he
shall present such statements. Where the plaintiff sues or the defendant or
any of the defendants is sued in a representative capacity, such statements
shall show in what capacity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sues or is sued. The
plaintiff may, by leave of the Court, amend such statements so as to make
them correspond with the plaint. The copies or concise statements, as the
case may be, shall bear an endorsement signed by the party or the pleader
filing the same as to the effect that they are true and correct.”-(R.O.C. No.
2526/1959, dated 9-2-1967).

[Kerala].-In Order 7, rule 9,
(i) for sub-rule (1) the following sub-rule shall be substituted, namely:

"9. (1) The plaintiff shall endorse on the plaint, or annex thereto, a list of the
documents (if any) which he has produced along with it, and shall present
along with the plaint as many copies on plain paper of the plaint as there
are defendants.”

(ii) sub-rules (2) and (3) shall be omitted.

(iii) in sub-rule (4) the words "or statements" shall be omitted.-(9-6-1959).

[Madhya Pradesh].-Substitute the following for rule 9:
"9. (1) The plaintiff shall endorse on the plaint or annex thereto, a list of the
documents (if any) which he has produced along with it.
(2) The Chief Ministerial Officer of the Court shall sign such lists and the copies
of the plaint presented under rule 1 of Order 4, if on examination, he finds
them to be correct.”-(16-9-1960).

[Madras].-In rule 9(1) of Order 7, after the word "and" occurring in the third line,
delete the comma and the five words following, viz., "if the plaint is ad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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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ert the expression "along with the plaint” after the words "shall present”.

[Punjab, Haryana and Chandigarh].-For sub-rule (1-A) substitute the following:"The plaintiff shall, within the time fixed by the Court or extended by it under
sub-rule (1), file summons in the prescribed form, in duplicate, after being duly
filled in, for each of the defendants and pay the requisite fee for the service
thereof

on

the

defendants.”-Punjab

(26-2-1982)

Haryana

(16-2-1982)

and

Chandigarh (1 –4-1982).

[N.B.-These High Court Amendments relate to the provisions as existed before
the 2002 Amendment Act.]
[10. Return of plai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0A, the plaint shall] at
any state of the suit be returned to be presented to the Court in which the suit
should have been instituted.
[Explanation.-For the removal of doubts, it is hereby declared that a Court of appeal
or revision may direct, after setting aside the decree passed in a suit, the return of
the plaint under this sub-rule.]

(2) Procedure on returning plaint.-On returning a plaint, the Judge shall endorse
thereon the date of its presentation and return, the name of the party
presenting it, and a brief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returning it.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Bombay].-In Order VII, rule 10, for the existing sub-rule
(1) and its marginal note, substitute the following as sub-rule (1) and marginal
note: "10. Return of plaint.-(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10-A, the plaint
shall at any stage of the suit be returned to be presented to the Court in which
the suit should have been instituted. The plaintiff or his pleader shall be
informed of the date fixed for the return of the plaint. "-(1-10-1983).
[10A. Power of Court to fix a date of appearance in the Court where plaint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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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after its return. -(1) Where, in any suit, after the defendant has appeared,
the Court is of opinion that the plaint should be returned, it shall, before doing,
so, intimate its decision to the plaintiff.

(2) Where an intimation is given to the plaintiff under sub-rule (1), the plaintiff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Court(a) specifying the Court in which he proposes to present the plaint after its
return,
(b) praying that the Court may fix a date for the appearance of the parties in
the said Court, and
(c) requesting that the notice of the date so fixed may be given to him and to
the defendant.

(3)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plaintiff under sub-rule (2), the Court shall,
before returning the plaint and notwithstanding that the order for return of
plaint was made by it on the ground that it has no jurisdiction to try the suit,(a) fix a date for the appearance of the parties in the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proposed to be presented, and
(b) give to the plaintiff and to the defendant notice of such date for appearance.

(4) Where the notice of the date for appearance is given under sub-rule (3),(a)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the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presented after
its return, to serve the defendant with a summons for appearance in the suit,
unless that Court, for reasons to be recorded otherwise directs, and

(b) the said notice shall be deemed to be a summons for the appearance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presented on the date so fixed
by the Court by which the plaint was returned.

(5) Where the application made by the plaintiff under sub-rule (2) is allowed by the
Court, the plaintiff shall not be entitled to appeal against the order returning the
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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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 Power of appellate Court to transfer suit to the proper Court. - (1) Where, on
an appeal against an order for the return of plaint, the Court hearing the appeal
confirms such order, the Court of appeal may, if the plaintiff by an application
so desires, while returning the plaint, direct plaintiff to file the plain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mitation Act, 1963 (36 of 1963), in the Court in which the
suit should have been instituted,(whether such Court is within or without the
State in which the Court hearing the appeal is situated), and fit a date for the
appearance of the parties in the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directed to be filed
and when the date is so fixed it shall not be necessary for the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filed to serve the defendant with the summons for appearance in
the suit, unless that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filed, for reasons to be
recorded, otherwise directs.
(2) The direction made by the Court under sub-rule (1), shall be without any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ques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which the plaint is filed, to try the suit.]
11. Rejection of plaint. - The plaint shall be rejected in the following cases:(a) where it does not disclose a cause of action;

(b) where the relief claimed is undervalued, and the plaintiff, on being required
by the Court to correct the valuation within a time to be fixed by the Court,
fails to do so;

(c) where the relief claimed is properly valued, but the plaint is returned upon
paper insufficiently stamped, and the plaintiff, on being required by the Court
to supply the requisite stamp-paper within a time to be fixed by the Court,
fails to do so;

(d) where the suit appears from the statement in the plaint to be barred by any
law :

[(e)where it is not filed in du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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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where the plaintiff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ule 9:]

[Provided that the time fixed by the Court for the correction of the valuation or
supplying of the requisite stamp-paper shall not be extended unless the Court, for
reasons to be recorded, is satisfied that the plaintiff was prevented by any cause of
an exceptional nature form correcting the valuation or supplying the requisite
stamp-paper , as the case may be, within the time fixed by the Court and that
refusal to extend such time would cause grave injustice to the plaintiff.]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Andhra Pradesh].-Same as that of Madras.
[Assam].-Same as that of Calcutta.
[Calcutta].-Add the following as clause (e):
"(e) Where any of the provisions of rule 9 (1-A) is not complied with and the
plaintiff on being required by the Court to comply therewith within a time to be
fixed by the Court, fails to do so."-(25-7-1928).

[Karnataka].-Delete rule 11(c) and substitute the following:
"11(c) Where the relief claimed is properly valued, but the Court-fee actually paid
is insufficient and the plaintiff does not make good the deficiency within the
time, if any, granted by the Court."-(R.O.C. No. 2526/1959, dated 9-2-1967).

[Madras].-For clause (c), the following clause shall be substituted, namely:
"Where the relief claimed is properly valued, but the plaint is written on paper
insufficiently stamped, and the plaintiff does not make good the deficiency within
the time, if any, granted by the Court"-(9-2-1967).

[N.B.-These High Court Amendments relate to the provisions as existed before
the 1999/2002 Amendment Acts.]
12. Procedure on rejecting plaint. - Where a plaint is rejected the Judge shal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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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rder to that effect with the reasons for such order.
13. Where rejection of plaint does not preclude presentation of fresh plaint. - The
rejection of the plaint on any of the grounds herein before mentioned shall not
of its own force preclude the plaintiff from presenting a fresh plaint in respect
of the same cause of action.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Bombay].-In Order VII, for the existing rule 13 and its
marginal note, substitute the following as rule 13 and marginal note:
"13. Where rejection of plaint does not preclude presentation of fresh plaint.-The
rejection of the plaint on any of the grounds hereinbefore mentioned or on
the ground mentioned in rule 14-A (5)(a) of Order VI shall not of its own
force preclude the plaintiff from presenting a fresh plaint in respect of the
same cause of action."-(1-10-1983).
Documents Relied On In Plaint

[14. Production of document on which plaintiff sues. - (1) Where a plaintiff sues
upon a document in his possession or power, he shall produce it in Court when
the plaint is presented, and shall at the same time deliver the document or a
copy thereof to be filed with the plaint.
(2) Where any such document is not in the possession or power of the plaintiff, he
shall, where possible, state in whose possession or power it is.]
[(3) A document which ought to be produced in Court by the plaintiff when the
plaint is presented, or to be entered in the list to be added or annexed to the
plaint but is not produced or entered accordingly, shall not,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be received in evidence on his behalf at the hearing of the suit.]
[(4) Nothing in this rule shall apply to document produced for the cross-examination
of the plaintiff's witnesses, or, handed over to a witness merely to refresh hi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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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Karnataka].-Delete rule 14 and substitute the following:"14. (1) The plaintiff shall endorse on the plaint or annex thereto a list of
documents required to be produced or disclosed as hereinafter provided in this
rule. (2) Where the plaintiff sues upon a document in his possession or power,
he shall produce it in Court when the plaint is presented, and shall at the same
time deliver the document or a copy thereof to be filed with the plaint. (3)
Where the plaintiff relies on any other documents (whether in his possession or
power or not) as evidence in support of his claim, he shall enter such documents
in the list above referred to showing separately which of the documents are in
his possession or power and which are not, which of the documents in his
possession or power he has produced with the plaint and which are not so
produced. In regard to any such documents which are not produced, the list
shall contain a statement of the reason for their non-production and the steps
which the plaintiff has taken or will take to produce them or cause their
production."-(R.O.C.

No.

2526/1959,

dated

9-2-1967).

[N.B.-This

High

Court

Amendment relates to the provisions as existed before the 1999 Amendment
Act.]
15. Statement in case of documents not in plaintiff's possession or power. -[Omitted
b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mendment) Act, 1999 (46 of 1999), section 17
(w.e.f. 1.7.2002).]

16. Suits on lost negotiable instruments. - Where the suit is founded upon a
negotiable instrument, and it is proved that the instrument is lost, and an
indemnity is given by the plaintiff,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against the
claims of any other person upon such instrument, the Court may pass such
decree as it would have passed if the plaintiff had produced the instrument in
Court when the plaint was presented, and had at the same time delivered a
copy of the instrument to be filed with the 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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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roduction of shop-book. - (1) Save in so far as is otherwise provided by the
Bankers' Books Evidence Act, 1891 (18 of 1891), where the document on which
the plaintiff sues is an entry in shop-book or other account in his possession or
power the plaintiff shall produce the book or account at the time of filing the
plaint, together with a copy of the entry on which he relies.
(2) Original entry to be marked and returned.-The Court, or such officer as it
appoints in this behalf, shall forthwith mark the document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and, after examining and comparing the copy with the original,
shall, if it is found correct, certify it to be so and return the book to the plaintiff
and cause the copy to be filed.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Allahabad].-Add the following proviso at the end of
clause (2) of rule 17:

"Provided that, if the copy is not written in English or is written in a character
other than the ordinary Persian or Nagri character in use, the procedure laid
down in Order 13, rule 12 as to verification shall be followed, and in that case
the Court or its officer need not examine or compare the copy with the
original."-(29-1-1927 and 10-12-1932).

[Bombay].-Substitute a colon for the full stop at the end of sub-rule (2) and add
thereafter the following provisos:
"Provided that where the entry referred to in this rule i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r the language of the Court, the plaintiff shall file with the plaint a
true copy of the entry together with its translation either in English or in the
language of the Court, such translation being verified as regards its correctness
by an affidavit of the person making the translation:
Provided further that the Court may accept a plaint without the translation and
permit the party to file the said translation within a time to be fix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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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ither of such cases the Court or its officer need not examine and compare
the copy with the original and certify the same to be correct."-(1-10-1983).

[Delhi].-Same as that of Punjab.
[Gujarat].-The following proviso shall be added at the end of sub-rule (2) of rule
17:"Provided that where the entry referred to in this rule is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language of the Court, the plaintiff shall file with the plaint a true copy
of the entry together with its translation in the language of the Court such
translation being verified as regards its correctness by an affidavit of the person
making the translation. In such a case the Court or its officer need not examine
and

compare

the

copy

with

the

original

and

certify

the

same

to

be

correct."-(17-8-1961).

[Himachal Pradesh].-Same as that of Punjab.
[Karnataka].-Add the following as sub-rule (3) to rule 17:
"(3) Where the document is not in the language of the Court. the Chief
Ministerial Officer of the Court shall take the directions of the Judge or Presiding
Officer of the Court as to whether the procedure prescribed in rule 12 of Order
XIII of this Code shall be followed."-(R.O.C. No. 2526/1959, dated 9-2-1967).

[Punjab, Haryana and Chandigarh].-Add the following after sub-rule (2):"Explanation.-When a shop-book or other account written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r the language of the Court is produced with a translation or
transliteration of the relevant entry, the party producing it shall not be required
to present a separate affidavit as to the correctness of the translation or
transliteration, but shall add a certificate on the document itself, that it is a full
and true translation or transliteration of the original entry, and no examination or
comparison by the ministerial officer shall be required except by a special order
of the Court.“

High Court Amendments-Rules 19 to 25-[Allahabad].-Add the following rul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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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7:
"19. 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proceeding giving
an address written in Hindi in Devnagri script at which service of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Plaintiffs or petitioners subsequently added shall, immediately on being so
added, file a proceeding of this nature.

20. An address for service filed under the preceding rule shall be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suit or petition is filed, or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party ordinarily resided, if within the limits of
the United Provinces of Agra and Oudh.

21. Where a plaintiff or petitioner fails to file an address for service, he shall be
liable to have his suit dismissed or his petition rejected by the Court sue
motu or any party may apply fo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just.

22. Where a party is not found at the address given by him for service and no
agent or adult male member of his family on whom a notice or process can
be served, is present, a copy of the notice or process shall be affixed to the
outer door of the !louse. If on the date fixed, such party is not present,
another date shall be fixed and a copy of the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shall be sent to the registered address by registered post, and such
service shall be deemed to be as effectual as if the notice or process had
been personally served.

23. Where a party engages a pleader, notices or processes for service on him
shall be serv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er 3, rule 5, unless the Court
directs service at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the party.

24. A party who desires to change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him as
aforesaid

shall

file

a

verified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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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urt

may

d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petition shall be given
to such other parties to the suit as the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 and may be either served upon the pleaders for such parties or be
sent to them by registered post, as the Court thinks fit.

25. Nothing in these rules shall prevent the Court from directing the service of a
notice or process in any other maimer, if for any reasons, it thinks fit to do
so."-(1-6-1918 and 12-12-1970).

26. Deleted by Notification 4084, 35-A-3(7), dated 24-7-1926.
Rules 19 to 26-[Bombay].-In Order VII, after the existing rule 18, add the
following rules with marginal notes as new rules 19 to 26 and their respective
marginal notes:

19. (1) Address to be filed with plaint or original petition.-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memorandum in writing giving an
address at which service of notice, or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Plaintiffs or petitioners subsequently
added shall, immediately on being so added, file a memorandum in writing
of this nature.
(2) Registered address.-This address shall be called the "registered address", and
it shall, subject to rule 24 of this Order, hold good in all proceedings in the
suit and in appeals and also for a further period of six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decision for all purposes including those of execution.
20. Nature of address to be filed.-The registered address filed under the
preceding rule shall be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suit or petition is filed or, if a party cannot conveniently give an
address as aforesaid, at a place where the party ordinarily resides.
21. (1) Consequences of failure to file address.-Where a plaintiff or petitioner,
after being required to file the registered address within a specified time,
fails to file the registered address, he shall be liable to have his plaint or
petition rejected by the Court suo mote, or any party may apply for a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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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at effect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just.
(2) When default may be condoned.-Where a plaint or a petition is rejected
under sub-rule (1) the plaintiff or the petitioner may apply for an order to
set aside the rejection and, if he files a registered address and satisfies the
Court that he was prevented by any sufficientcause from filing a registered
address at the proper time, the Court shall set aside the rejection on such
terms as to costs or otherwise as it deems fit and shall appoint a date for
proceeding with the suit or petition.
22. Procedure when party not found at the place of registered address.-Where a
party is not found at the registered address and no agent or adult male
member of his family, on whom a notice or process can be served is
present, a copy of the notice or process shall be affixed to the outer door of
the house. If on the date fixed such party is not present, another date shall
be fixed and a copy of the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shall be sent
to the registered address of that party by registered post pre-paid for
acknowledgment, (which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riginally fixed for hearing) and such service shall be deemed to be as
effectual as if the notice or process had been personally served.
23. Service of process where party engages pleader.-Where a party engages a
pleader, notice or process issued against the party shall be serv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er 3, rule 5, unless the Court directs service at the
registered address of the party.
24. Change of registered address.-A party who desires to change the registered
address given by him as aforesaid shall file a fresh memorandum in writing
to this effect, and the Court may d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memorandum shall be given to such other parties
as the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 and may be served either
upon the pleaders or such parties or be sent to them by registered post
pre-paid for acknowledgment as the Court thinks fit.
25. Rules not binding on Court.-Nothing in rules 19, 22, 23 and 24 of this Order
shall prevent the Court from directing the service of a notice or process in
any other manner, if, for any reasons, it thinks fit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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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pplicability to notice under Order 21, Rule 22.-Nothing in rules 19,22,23 and
24 of this Order shall apply to the notice prescribed by clause (b) of sub-rule
(1) of rule 22 of Order 21 of this Code."-(1-11-1966).

[Delhi].-Same as that of Punjab.
Rules 19 to 25-[Gujarat].-Rule 19 be added:
"19. Address to be filed with plaint or original petition.-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memorandum in writing giving an
address at which service of notice, or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Plaintiffs or petitioners subsequently
added shall immediately on being so added, file a memorandum in writing of
this nature. The address so given shall hold good throughout interlocutory
proceedings and appeals and also for a further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decision and for all purposes including those of execution.”
Rule 20 be added:
"20. Nature of address to be filed.-An address for service filed under the
preceding rule shall be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suit or petition is filed, or if he cannot conveniently give an
address as aforesaid, at the place where a party ordinarily resides.”
Rule 21 be added:
"21. Consequences of failure to file address.-Where a plaintiff or petitioner fails to
file an address for service he shall be liable to have his suit dismissed or his
petition rejected by the Court suo motu, or any party may apply fo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just.”
Rule 22 be added:
"22. Procedure when party is not found at the place of address.-Where a party is
not found at the address given by him for service and no agent or adult
male member of his family on whom a notice or process can be served, is
present, a copy of the notice or process shall be affixed to the outer door of
the house. If on the date fixed such party is not present anotherdate shall
be fixed and a copy of the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shall be sent
to the address supplied by that party by registered post pre-pai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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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ment (which pre-payment shall be made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riginally fixed for hearing) and such service shall be deemed to be
as effectual as if the notice or process had been personally served.”
Rule 23 be added:
"23. Service of notice on pleaders.-Where a party engages a pleader, notice or
process on him shall be serv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er 3, rule 5
unless the Court directs service at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the party.”
Rule 24 be added:
"24. Change of the registered address.-A party who desires to change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him as aforesaid shall file a fresh memorandum
in writing to this effect and the Court may 1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memorandum shall be given to such other
parties to the suit as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 and may be
served either upon the pleaders for such parties or be sent to them by
registered post, as the Court thinks fit.”
Rule 25 be added:
"25. Service of notice or process in any other manner.-Nothing in these rules
shall prevent the Court from directing the service of a notice or process in
any other manner, if for any reasons, it thinks fit to do so.”
Rule 26 be added:
"26. Applicability to notice under Order 21, rule 22.-Nothing in these rules shall
apply to the notice prescribed by Order 21, rule 22."-(17-18-1961).
Rules 19 to 25-[Himachal Pradesh].-Same as those of Punjab except in rule 20
the words "Judicial Commissioner's Court, Himachal Pradesh" are substituted
for the words "High Court of Judicature at Lahore.”
Rules 19 to 23-[Madhya Pradesh].-Add the following as rules 19 to 23:
"19. Registered address.-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memorandum giving an address at which service of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The address shall be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Civil District in which the plaint or original petition is filed or, if an
address within such Civil District cannot conveniently be given,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Civil District in which the party ordinarily r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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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ddress shall be called the "registered address" and it shall hold good
throughout interlocutory proceedings and appeals and also for a further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final decision and for all purposes
including those of execution.
20.

Registered

address

by

a

party

subsequently

added

as

plaintiff

or

petitioner.-Any party subsequently added as plaintiff or petitioner shall in like
manner file a registered address at the time of applying or consenting to be
joined as plaintiff or petitioner.
21. Consequences of non filing of registered address.-(1) If the plaintiff or the
petitioner fails to file a registered address as required by rule 19 or 20, he
shall be liable,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have his suit dismissed or
his petition rejected.
An order under this rule may be passed by the Court suo motu or on
application of any party.
(2) Where a suit is dismissed or a petition rejected under sub-rule (1) the
plaintiff or the petitioner may apply for an order to set the dismissal or
rejection aside and if he files a registered, address and satisfies the Court
that he was prevented by any sufficient cause from filing the registered
address at the proper time the Court shall set aside the dismissal or the
rejection upon such terms as to costs or otherwise as it thinks fit, and shall
appoint a day for proceeding with the suit or petition.
22. Affixing of process and its validity.-Where the plaintiff or the petitioner is not
found at his registered address, and no agent or adult male member of his
family on whom a process can be served is present, a copy of the process
shall be affixed to the outer door of the house and such service shall be
deemed to be as effectual as if the process had been personally served.
23. Change of registered address.-A plaintiff or petitioner who wishes to change
his registered address shall file a verified petition and the Court shall d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petition shall be
given to such other parties to the suit or proceedings as the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16-9-1960).
Order 7-[Orissa].-Same as those of Patna amendment except rules 19, 20, 2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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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f Order 7 (Patna Amendment) (7-5-1954).
Rules 19 to 22-[Patna].-Add the following rules:
"19. 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giving
an address at which service of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and

every

plaintiff

or

petitioner

subsequently added shall, immediately on being so added, file a similar
statement.
20. An address for service filed under the preceding rule shall state the following
particulars
(1) the name of the street and number of the house (if mi a town);
(2) the name of the town or village;
(3) the post office;
(4) the district; and
(5) the munsiff (if in Bihar) or the district Court (if outside Bihar).
21. Where a plaintiff or petitioner fails to file an address for service, he shall be
liable to have his suit dismissed or his petition rejected by the Court suo
motu or any party may apply fo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fit.
22. A party who desires to change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him as
aforesaid shall file a verified petition, and the Court may d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petition shall be given
to such other parties to the suit as the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 and may be either served upon the pleaders for such parties or be
sent to them by registered post as the Court thinks fit.”
Rules 19 to 25-[Punjab].-Add the following rules:
"19. 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proceeding giving
an address at which service of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Plaintiffs or petitioners subsequently
added shall, immediately on being so added, file a proceeding of this nature.
20. An address for service filed under the preceding rule shall be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suit or petition is filed, or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party ordinarily resides, if within the limi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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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High Court of judicature at Lahore.
21. Where a plaintiff or petitioner fails to file an address for service, he shall be
liable to have his suit dismissed or his petition rejected by the Court suo
motu or any party may apply fo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just.
22. Where a party is not found at the address given by him for service and no
agent or adult male member of his family on whom a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can be served is present, a copy of the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shall be fixed to the outer door of the house. If on the date
fixed such party is not present another date shall be fixed and a copy of the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shall be sent to the registered address
byregistered post, and such service shall be deemed to be as effectual as if
the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had been personally served.
23. Where a party engages a pleader, notices, summonses or other processes for
service on him shall be serv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er 3, . ule 5,
unless the Court directs services at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the party.
24. A party who desires to change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him as
aforesaid shall file a verified petition, and the Court may d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petition shall be given
to such other parties to the suit as the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 and may be either served upon the pleaders for such parties or be
sent to them by registered post, as the Court thinks fit.
25. Nothing in these rules shall prevent the Court from directing the service of a
notice, summons or other process in any other manner, if for-any reasons, it
thinks fit to do so.”
Rules 19 to 25--[Rajasthan].-Add the following as rules 19 to 25:
"19. (1) Every plaint or original peti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memorandum
giving an address at which service of process may be made on the plaintiff
or petitioner. Plaintiffs or petitioners subsequently added 'hall, immediately on
being so added, file a memorandum of this nature.
(2) This address shall be called the registered address and it shall hold good
throughout interlocutory proceedings and appeals and also for a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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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final decision and for all purposes
including those of execution.
20. An address for service filed under the preceding rule shall be within the local
limits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suit or petition is filed, or of the
District Court within which the party ordinarily resides, if within the limits of
Rajasthan.
21. (1) Where a plaintiff or petitioner fails to file an address for service, he shall
be liable to have his suit dismissed or his petition rejected by the Court suo
motu or any party may apply for an order to that effect, and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just.
(2) Where a suit is dismissed or a petition rejected under sub-rule (1) the
plaintiff or the petitioner may apply for an order to set the dismissal or the
rejection aside and if he files a registered address and satisfies the Court that
he was prevented by any sufficient cause from filing the registered address at
the proper time, the Court shall set aside the dismissalor the rejection upon
such terms as to costs or otherwise as it thinks fit and shall appoint a day
for proceeding with the suit or petition.

22. Where a party is not found at the address given by him for service and no
agent or adult male member of his family on whom a process can be
served, is present, a copy of the process shall be affixed to the outer door
of the house. If on the date fixed, such party is not present and the process
is not declared by the Court under rule 19 of Order 5, to have been duly
served, another date shall be fixed and a copy of the process shall be sent
to the registered address by registered post, and such service shall be
deemed to be as effectual as if the process had been personally served.
23. Where a party engages a pleader, process for service on him shall be serv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er 3, rule 5, unless the Court directs service
at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the party.
24. A party who desires to change the address for service given by him as
aforesaid, shall file a verified petition, and the Court may direct the
amendment of the record accordingly. Notice of such petition shall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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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ch other parties to the suit as the Court may deem it necessary to
inform, and may be either served upon the pleaders for such parties or be
sent to them by registered post, as the Court thinks fit.
25. Nothing in these rules shall prevent the Court from directing the service of
a-process in any other manner, if for any reasons it thinks fit to do
so.”-(24-7-1954).
18. Inadmissibility of document not produced when plaint filed. - [Omitted b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mendment) Act, 2002 (22 of 2002), section 8 (w.e.f.
1.7.2002).]

다. 법원비용(court fees)과 소송목적의 값 (suit valuation)

법원비용은 소제기 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법원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구제책 전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법원비용은 통상 법원비용법(Court
Fees Act)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인도의 대다수의 주는 관할권을 가지
는 법원에 지불할 수 있는 법원비용을 정하기 위하여 자체 법을 입법하였
다.

법원의 사물관할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물가액 평가는 소송물가액 평가
법(Suit Valuation Act)에 따라 행해진다. 따라서 제소시에 지불할 법원비용
을 결정함에 있어 소가 제기된 곳의 법을 살펴보아야 한다.219)

라. 제소기한

인도 저작권법은 제소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한은 1963
년 제소기한법(Limitation Act, 1963)에 따라 규율된다. 1963년 제소기한법
의 별표 조항은 법률상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모든 사건에서 기본적으
219) Pravin Anand, Civil Proceedings,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19:4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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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소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의 경우, 그 제
소기한은 소를 제기할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다. 하지만, 소를 제
기할 권리는 침해혐의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마다 발생한다는 점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소기한은 침해행위 중 제일 나중의 침해행위
로 알려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개시할 것이다.

Limitation Act, 1963220)

Schedule Period of Limitations
PART X - Suits for which there is no prescribed period
Any suit for which no period
113.

of

limitation

is

provided

Three years

elsewhere in this Schedule.

When the right to
sue accrues.

마. 절차연기(Adjournment)

인도 사법(司法) 시스템의 고질적인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소한 이유로
절차연기하는 것을 자주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가하는 문제를 막
기 위하여 인도 민사소송법은 절차연기 가능횟수를 각 당사자에게 3회까
지로만 제한하였고 그 절차연기도 당사자가 절차연기를 위한 충분한 사유
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221) ‘충분한 사유(sufficient
cause)’란 일반적으로 양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해석된다. 하
지만, 사소한 이유로 절차연기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규정을 우회하는 다
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인도 상사법원법(Commercial Courts Act)의 도입과
함께 상사법원은 엄격한 소송일정이 이 법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므로 상

220)
https://www.advocatekhoj.com/library/bareacts/limitation/index.php?Title=Limitation%20Act,%20196
3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221) 인도 민사소송법 명령 제17호(Order XVII of the Code of Civil Porcedure)가 절차연장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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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보다 더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222)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Last Updated 4th March, 2020 [act379]

Order 17. Adjournments223)

1. Court may grant time and adjourn hearing. -[(1) The Court may, if sufficient cause
is shown, at any stage of the suit grant time to the parties or to any of them,
and may from time to time adjourn the hearing of the suit for reasons to be
recorded in writing:
Provided that no such adjournment shall be granted more than three times to a
party during hearing of the suit.]
(2) Costs of adjournment.-In every such case the Court shall fix a day for the further
hearing of the suit, and [shall make such order as to costs occasioned by the
adjournment or such higher costs as the court deems fit]:
[Provided that,(a) When the hearing of the suit has commenced, it shall be continued from
day-to-day until all the witnesses in attendance have been examined, unless the
Court finds that, for the exceptional reasons to be recorded by it, the
adjournment of the hearing beyond the following day is necessary.
(b) no adjournment shall be granted at the request of a party,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are beyond the control of that party.
(c) the fact that the pleader of a party is engaged in another Court, shall not be a
ground for adjournment.
(d) where the illness of a pleader or his inability to conduct the case for any reason,
other than his being engaged in another Court, is put forward as a ground for
adjournment, the Court shall not grant the adjournmen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the party applying for adjournment could not have engaged another pleader in
time.

222) Pravin Anand, Civil proceedings,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19:4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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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ere a witness is present in Court but a party or his pleader is not present or
the party or his pleader, though present in Court, is not ready to examine or
cross-examine the witness, the Court may, if it thinks fit, record the statement of
the

witness

and

pass

such

orders

as

it

thinks

fit

dispensing

with

the

examination-inchief or cross-examination of the witness, as the case may be, by
the party or his pleader not present or not ready as aforesaid.]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Allahabad].-Add the following proviso:
"Provided further that no such adjournment shall be granted for the purpose
ofcalling

a

witness

not

previously

summoned

or

named,

nor

shall

any

adjournment be utilised by any party for such purpose, unless the Judge has
made an order in writing under the proviso to Order 16, rule 1." -(24-7-1926).

[Delhi].-Same as that of Punjab.
[Himachal Pradesh].-Same as that of Punjab.
[Punjab].-(i) To rule 1, add the following as sub-rule (3):
"(3) Where sufficient cause is not shown for the grant of an adjournment under
sub-rule (1), the Court shall proceed with the suit forthwith."
(ii) To rule 1(1) before the word "the Court" add the word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Order 23, rule 3".-(H.C. Notification No. 211, dated 21-7-1937).
[N.B.-These High Court Amendments relate to the provisions as existed before
the 1999 Amendment Act.]
2. Procedure if parties fail to appear on day fixed,. - Where, on any day to which
the hearing of the suit is adjourned, the parties or any of them fail to appear,
the Court may proceed to dispose of the suit in one of the modes directed in
that behalf by Order IX or make such other order as it thinks fit.
[Explanation.-Where the evidence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vidence of any
party has already been recorded and such party fails to appear on any day to which
the hearing of the suit is adjourned,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proce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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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as if such party were present.]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Allahabad].-Add to rule 2:
"Where the evidence,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vidence, of any party has
already been recorded and such party fails to appear on such day,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proceed with the case as if such party were present, and
may dispose of it on the merits.
Explanation.-No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failed to appear if he is either
present or is represented in Court by agent or pleader, though engaged only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pplication."-(28-5-1943).
[Andhra Pradesh].-At the end of rule 2, the following Explanation shall be added:"Explanation.-The mere presence in Court of a party or his Counsel not duly
instructe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appearance of the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rule."-(27-4-1961).
3. Court may proceed notwithstanding either party fails to produce evidence, etc.. Where any party to a suit to whom time has been granted fails to produce his
evidence, or to cause the attendance of his witnesses, or to perform any other
act necessary to the further progress of the suit, for which time has been
allowed, [the Court may, notwithstanding such default,(a) if the parties are present, proceed to decide the suit forthwith, or
(b) if the parties are, or any of them is, absent, proceed under rule 2].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Allahabad].-Put a comma after the first word "where"
sert thereafter the words "in a case to which rule 2 does not apply".-(17-1-1953).
[Andhra Pradesh].-At the end of rule 3 add the following proviso: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re is default under this rule as well as default
of appearance under rule 2, the Court will proceed under rule 2."-(27-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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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hya Pradesh].-The following proviso shall be added to Order 17, rule 3:"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re is default under this rule as well as default
of appearance under rule 2, the Court will proceed under rule 2."-(27-8-1976).

2. 형사소송절차

가. 관할권

저작권법 제70조에 따라 대도시권 치안판사(Metropolitan Magistrate) 또
는 법원의 1급 치안 판사(Judicial Magistrate) 보다 하위의 법원은 이 법상
범죄에 대해 심리할 수 없다. 인도 저작권법은 치안판사의 재판에 대한
법정 항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의 직권에 의한 권한

인도 저작권법 제64조에 따르면, 하위 검사관(sub-inspector) 급 이상의
경찰관은 찾은 곳이 어디이든지간에 침해물의 모든 복제물 및 저작물의
침해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판본을 영장 없이 압수할 권한
을 가지고 치안판사에게 해당 복제물 및 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opyright Act, 1957

Section 64. Power of police to seize infringing copies.

[(1) Any police officer, not below the rank of a sub-inspector, may, if he is satisfied
that an offence under section 63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any work has been, is being, or is likely to be, committed, seize without warrant,
223) http://www.bareactslive.com/ACA/ACT379.HTM#O17 (last visit on January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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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opies of the work, and all the plates used for the purposes of making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wherever found, and all copies and plates so
seized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be produced before a Magistrate.]224)
(2) Any person having an interest in any copies of a work [, or plates]225) seized
under sub-section (1) may, within fifteen days of such seizure, make an
application to the Magistrate for such copies [, or plates]226) being restored to
him and the Magistrate, after hearing the applicant and the complainant and
making such further inquiry as may be necessary, shall make such order on the
application as he may deem fit.

경찰관은 침해 복제물로 보이는 복제물만을 압수할 수 있다.227)

Copyright Act, 1957

Section 2. Interpretation.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m) "infringing copy" means-(i) in relation to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a reproduction thereof
otherwise than in the form of a cinematograph film;
(ii) in relation to a cinematographic film, a copy of the film made on any medium
by any means;
(iii) in relation to a sound recording, any other recording embodying the same
sound recording, made by any means;
(iv) in relation to a programme or performance in which such a broadcast
reproduction right or a performer's right subsist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sound

recording

or

a

cinematographic

film

of

such

programme

or

performance,; if such reproduction, copy or sound recording is made or imported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228)

224)
225)
226)
227)
228)

Subs. by Act 65 of 1984, s. 7, for sub-section (1) (w.e.f. 8-10-1984).
Ins. by Act 65 of 1984, s. 7 (w.e.f. 8-10-1984).
Ins. by Act 65 of 1984, s. 7 (w.e.f. 8-10-1984).
Section 2(m) of the Indian Copyright Act.
Subs. by Act 38 of 1994, s. 2, for clause (m) (w.e.f. 10-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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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차법

경찰의 체포, 수색 및 압수에 관한 절차, 보석은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
정되어 있다. 이 절차는 주마다 다양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
절차 양자에서 관련된 쟁점이 동일한 경우에 민사소송의 계속이 형사소송
절차의 중지를 정당화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각각 독립적이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두 절차 중 하나가 중지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민사소송절차일 것이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절차는 공공정책을 토대로 한 것인 반면에 민사소송절차
는 당사자간 권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29)

3. 행정절차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특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대다수의 정
부 부처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다루는 내부 메커니즘을 창설하
고 있다. 하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자연적 정의 원칙(principles of natural
justice)을 준수하여야 한다.230)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중재, 조정 등)

1899년 7월 1일 최초의 인도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인도 제1차 입법위원
회(The

1st Legislative Council for India)는 1834년에 설치되었다. 이 중재

법은 본질적으로

1889년의 영국 중재법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

도 중재법은 대통령 지정도시(presidency

town) 즉, 캘커타, 봄베이 및 마

드라스에서만 한정하여 적용되었다. 이 중재법의 독특한 성격은 중재인의
229) R.G. Chaturvedi, Sanjay Upadhyay ed., T.R. Srinivasa Iyengar's the Copyright Act, 1957,
Butterworths (2000).
230) Pravin An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19:4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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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 중재합의에 기재된다는 점과 중재인이 배석판사일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Nusserwanjee Pestonjee and Ors. v. Meer

Mynoodeen Khan Wullud Meer Sudroodeen Khan Bahadoor가 있다.231)
Gajendra Singh vs. Durga Kunwar 사건232)에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 합
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2019년 8월 9일 인도 대통령은 1996년 중재 및 조정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의 개정을 동의하였고 이 개정법이 인도 관보에 공
표되었다. 현재 인도의 중재에 관한 법은

2019년 개정된 중재 및 조정법

이다.233)

5. 집행절차

가. 일반원칙

1) 가처분을 제외한 일반원칙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
여 민사소송법 명령 제21호에 따른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집행절차
(execution proceedings)가 개시된다.

판결채권자가 판결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신청은 판결채권자가
제출한다. 판결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
다.234)
231) (1855) 6 MIA 134.
232) (1925)ILR 47All637.
233)
https://www.mondaq.com/india/arbitration-dispute-resolution/840292/the-arbitration-and-conciliati
on-amendment-act-2019-key-highlights?type=popular (last visit on January 18, 2020).
234) Rule 16 of Order XXI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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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21
EXECUTION OF DECREES AND ORDERS

16. Application for execution by transferee of decree. - Where a decree or, if a
decree has been passed jointly in favour of two or more persons, the interest of
any decree-holder in the decree in transferred by assignment in writing or by
operation of law, the transferee may apply for execution of the decree to the
Court which passed if, and the decree may be executed in the same manner and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 application were made by such
decree-holder :
Provided also that, where the decree, or such interest as aforesaid, has been
transferred by assignment, notice of such application shall be given to the transferor
and the judgment-debtor, and the decree shall not be executed until the Court has
heard their objections (if any) to its execution :
Provided also that, where a decree for the payment of money against two or more
persons has been transferred to one of them, it shall not be executed against the
others.
[Explanation.-Nothing in this ru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section 146, and a
transferee of rights in the proper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suit, may
apply for execution of the decree without a separate assignment of the decree as
required by this rule.]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Bombay].-In Order XXI, for the existing rule 16 and its
marginal note, substitute the following as rule 16 and marginal note:
"16. Application for execution by transferee of decree.-Where a decree or i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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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has been passed jointly in favour of two or more persons the
interest of any decree-holder in the decree is transferred by assignment in
writing or by operation of law, the transferee may apply for execution of
the decree to the Court which passed it, or to the Court to which it has
been sent for execution, and the decree may be executed in the same
manner and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 application were made
by such decree-holder:
Provided that, where the decree or such interest as aforesaid, has been
transferred by assignment, notice of such application shall be given to the
transferor and the judgment-debtor, and the decree shall not be executed until
the Court has heard their objections (if any) to its execution:
Provided further that where the transferee Court holds the assignment proved, it
shall forthwith communicate its decision in that behalf to the Court which passed
the decree, and the latter Court shall make an entry in the Register of Suits
indicating that the assignment has been held to be proved:
Provided also that, where the decree for the payment of money against two or
more persons has been transferred to one of them it shall not be executed
against tJ others.
Explanation I.- In an application under this rule, any payment of money made
undera decree, or any adjustment in whole or in part of the decree arrived at to
the satisfaction of the decree-holder, which payment or adjustment has not been
certified or recorded by the Court under rule 2 of this Order, shall not be
recognised by the Court entertaining the application.
Explanation II.-Nothing in this ru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section 146, and
a transferee of rights in the property, which is the subject-matter of the suit, may
apply for execution of the decree without a separate assignment of the decree as
required by this rule."-(1-10-1983).

[Calcutta].-In the first proviso to rule 16, cancel the words "and the decree shall
not be executed until the Court has heard their objections (if any) to its
execution" and substitute therefor the following words:
"and until the Court has heard their objections (if any) the decree shall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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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d provided that if, with the application for execution, an affidavit by the
transferor admitting the transfer or an instrument of transfer duly registered be
filed, the Court may proceed with the execution of the decree pending the
hearing of such objections.“

[Delhi].-Same as that of Punjab.
[Gauhati].-Same as that of Calcutta.
[Himachal Pradesh].-Same as that of Punjab.
[Madhya Pradesh].-In rule 16, after the words "which passed it", insert the words
"or to any Court to which it has been sent for execution".-(16-9-1960).
[Orissa].-Same as that of Patna-(26-7-1958).
[Patna].-In rule 16
(1) Add the words "or to the Court to which the decree has been sent for
execution, as the case may be” after the words "to the Court which passed it”;
(2) Delete the words "and the judgment-debtor” from the first proviso and in the
second proviso after the word "transferor” insert the words "unless an affidavit
of the transferor admitting the transfer is filed with the application” and
substitute the word "his” for the word "their" and the word "objection” for the
word "objections”.

[Punjab, Haryana and Chandigarh].-In the first proviso the words "and the
judgement-debtor” which were deleted are reinstated and the word "their” is
substituted for the word "his”; the first proviso as now it stands is the same as
that in the Central Code.

이 신청은 판결을 선고한 수소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판결채무자가
금전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의 압류 및 경매를
명할 수 있거나 판결채무자는 민사사건의 교도소에 감치될 수 있다.235)

235) Rule 30 of Order XXI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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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21

EXECUTION OF DECREES AND ORDERS

30. Decree for payment of money. - Every decree for the payment of money,
including a decree for the payment of money as the alternative to some other
relief,

may

be

executed

by

the

detention

in

the

civil

prison

of

the

judgment-debtor, or by the attachment and sale of his property, or by both.
STATE AMENDMENTS ▼

High Court Amendments-[Allahabad].-In sub-rules (2) and (3), wherever the words
"six months” occur, substitute "three months or such extended time as the Court
may, for good cause direct”.-(24-7-1926).

판결이 특정 동산에 관한 것인 경우, 그 판결은 그 동산의 압류 및 승
소한 당사자에 대한 인도 또는 민사교도소에 판결채무자의 감치 또는
양자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압류한 지 3월 이내에 판결채무자가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판결채무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채권자에게 동산
의 인도의 대안으로서 확정된 금액 및 특정 사안에서는 적절한 손해배
상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진다.

2) 가처분의 집행

인도 민사소송법 명령 제39호 제2A조에 따라 피고가 가처분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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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 재산의 압류를 명하고 최대 3월 이
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추가로 쟁점이 된 명령이 고등법원에 의해
발령된 경우 판결채무자는 1971년 법원모독법(Contempt of Courts Act
1971)에 따라 민사모독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판결채무
자는 최대 6개월까지 감치될 수 있다.236)

Contempt of Courts Act 1971237)

12. Punishment for contempt of court.—
(1) Save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Act or in any other law, a contempt
of court may be punished with simple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six months, or with fine which may extend to two thousand rupees, or
with both: —(1) Save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Act or in any other
law, a contempt of court may be punished with simple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six months, or with fine which may extend to two
thousand rupees, or with both\:" Provided that the accused may be discharged
or the punishment awarded may be remitted on apology being mad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Explanation.—An apology shall not be rejected merely
on the ground that it is qualified or conditional if the accused makes it bona
fide.
(2)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no court shall impose a sentence in excess of that specified in sub-section (1)
for any contempt either in respect of itself or of a court subordinate to it.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section, where a person is found
guilty of a civil contempt, the court, if it considers that a fine will not meet the
ends of justice and that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necessary shall, instead of
sentencing him to simple imprisonment, direct that he be detained in a civil
prison for such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s it may think fit.
(4) Where the person found guilty of contempt of court in respect of any
undertaking given to a court is a company, every person who, at the time the
236) Section 12(3) of Contempt of Courts Act 1971.
237) https://indiankanoon.org/doc/1396751/ (last visit on Decembe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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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t was committed, was in charge of, and was responsible to, the company
for the conduct of business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 guilty of the contempt and the punishment may be enforced, with
the leave of the court, by the detention in civil prison of each such person: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in this sub-section shall render any such person
liable to such punishment if he proves that the contempt was committed without
his knowledge or that he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prevent its commission.
(5)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4), where the contempt of
court referred to therein has been committed by a company and it is proved
that the contempt has been committed with the consent or connivance of, or is
attributable to any neglect on the part of, 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officer of the company, such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officer
shall also be deemed to be guilty of the contempt and the punishment may be
enforced, with the leave of the court, by the detention in civil prison of such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officer.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4) and (5),—
(a)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and includes a firm or other association
of individuals; and
(b) “director”, in relation to a firm, means a partner in the firm.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특별규정 (건축저작물)

인도 저작권법 제59조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건에서 어떠한 법원도 건축물의 건축금지명령을 발
령하지도 못하고 쟁점이 된 건축물의 파괴를 명하지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tion 59. Restriction on remedies in the case of works of architecture.

(1)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Specific Relief Act, 1963 (47 of 1963)
],238) where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which infring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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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f completed, would infringe the copyright in some other work has been
commenced, the owner of the copyright shall not be entitled to obtain an
injunction to restrain the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 or structure or to order its
demolition.
(2) Nothing in Section 58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which infringes or which, if completed, would infringe the
copyright in some other work.

IV. 구제책

1. 민사적 구제책

가. 의의

민사적 구제책은 인도 저작권법 제12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절은 제54
조부터 제6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 구제책으로는 금지처분, 손해배
상 및 계정 승계(damages and accounts), 침해복제물의 인도 및 횡령
(conversion)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구제책
은 인도 저작권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The Copyright Act, 1957

Section 55.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238) Subs. by Act 23 of 1983, s. 21, for "the Specific Relief Act, 1877 (1 of 1877)" (w.e.f.
9-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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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copyright in any work has been infringed, the owner of the copyright
shal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Act, be entitled to all such remedies
by way of injunction, damages, accounts and otherwise as are or may be
conferred by law for the infringement of a right:
Provided that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at the date of the infringement he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able ground for believing that copyright
subsisted in the work, the plaintiff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remedy other
than an injunction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and a decree for the whole or
part of the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by the sale of the infringing copies
as the court may in the circumstances deem reasonable.
(2) Where,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1[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of section 13, a cinematograph film or sound
recording, a name purporting to be that of the author, or the publisher, as the
case may be, of that work, appears] on copies of the work as published, or, in
the case of an artistic work, appeared on the work when it was made, the
person whose name so appears or appeared shall, in any proceeding in respect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such work, be presumed, unless the contrary is
proved, to be the author or the publisher of the work, as the case may be.
(3) The costs of all parties in any proceeding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shall be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인도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만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owner of copyright)는 인도 저작권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다.

Copyright Act, 1957

Section 54. Defin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expression "owner of copyright" shall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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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exclusive licensee;
(b) in the case of an anonymous or pseudonymous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the publisher of the work, until the identity of the author or, in the
case of an anonymous work of joint authorship, or a work of joint authorship
published under names all of which are pseudonyms, the identity of any of the
authors, is disclosed publicly by the author and the publisher or is otherwise
establishme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1[Appellate Board] by that author or his
legal representatives.

이 용어의 정의는 배타적인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 익명 또는 가
명의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출판자를 포함한다.239) 인도저작권법 제2조 제j항에 규정되어 있
는 ‘배타적인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이란 저작권자를 비롯하여 모
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
용허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소할 권리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240)

Copyright Act, 1957.

Section 2. Interpretation.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j) "exclusive licence” means a licence which confers on the licensee or on the
licenses and persons authorised by him,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 persons
(including the owner of the copyright), any right comprised in the copyright in a
work, and exclusive licensee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나. 민사적 구제책 대 형사적 제재책
239) Pravin Anand, Civil remedies,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19:42 (December 2020).
24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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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책은 특정 사건에서 특히 실효적이고 형사소송보다 선호될
수 있다. 이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i) 금지처분이 바람직한 경우에 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민사
법원 뿐인 때
(ii) 저작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사소송절차가 선호될 수 있다. 왜냐 하
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출석이 모든 심리기일에 강제되기 때문이
다.
(iii) 형사사건이 경찰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우. 경찰의
관여가 종종 장애요인을 작동할 수 있고 과실 또는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종종 사건을 오염시킬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은 플로피 디스
크를 사건 파일에 연결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증거를 폐기
하였다.

다. 가처분

가처분(interim injunction)신청은 인도 민사소송법(1908년) 제39호 명령
(Order 3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제출된다.

ORDER XXXIX241)

Temporary Injunctions and Interlocutory Orders

Temporary Injunctions

1.242) Cases in which temporary injunction may be granted.—Where in any suit it is
proved by affidavit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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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at any property in dispute in a suit is in danger of being wasted, damaged
or alienated by any party to the suit, or wrongfully sold in execution of a
decree, or
(b) that the defendant threatens, or intends, to remove or dispose of his property
with a view to [defrauding]243) his creditors,
[(c) that the defendant threatens to dispossess, the plaintiff or otherwise cause
injury to the plaintiff in relation to any property in dispute in the suit,]244)
the Court may by order grant a temporary injunction to restrain such act, or make
such other order for the purpose of staying and preventing the wasting, damaging,
alienation, sale, removal or disposition of the property 1 [or dispossession of the
plaintiff, or otherwise causing injury to the plaintiff in relation to any property in
dispute in the suit]245) as the Court thinks fit, until the disposal of the suit or until
further orders.

2. Injunction to restrain repetition or continuance of breach.—(1) In any suit for
restraining the defendant from committing a breach of contract or other injury of
any kind, whether compensation is claimed in the suit or not, the plaintiff may,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suit, and either before or after
judgment, apply to the Court for a temporary injunction to restrain the defendant
from committing the breach of contract or injury complained of, or any breach of
contract or injury of a like kind arising out of the same contract or relating to
the same property or right.
(2) The Court may by order grant such injunction, on such terms as to the duration
of the injunction, keeping an account, giving security, or otherwise, as the Court
thinks fit.

* * * * *246)

[2A. Consequence of disobedience or breach of injunction.—(1) In the case of
disobedience of any injunction granted or other order made under rule 1 or rule
2 or breach of any of the terms on which the injunction was granted or the
order made, the Court granting the injunction or making the ord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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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Court to which the suit or proceeding is transferred, may order the property
of the person guilty of such disobedience or breach to be attached, and may also
order such person to be detained in the civil prison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unless in the meantime the Court directs his release.
(2) No attachment made under this rule shall remain in force for more than one
year, at the end of which time, if the disobedience or breach continues, the
property attached may be sold and out of the proceeds, the Court may award
such compensation as it thinks fit to the injured party and shall pay the balance,
if any, to the party entitled thereto.]247)

3. Before granting injunction, Court to direct notice to opposite party.—The Court
shall in all cases, except where it appears that the object of granting the
injunction would be defeated by the delay, before granting an injunction, direct
notice of the application for the same to be given to the opposite pa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proposed to grant an injunction without giving notice of
the application to the opposite party, the Court shall record the reasons for its
opinion that the object of granting the injunction would be defeated by delay, and
require the applicant—
(a) to deliver to the opposite party, or to send to him by registered post,
immediately after the order granting the injunction has been made,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together with—
(i) a copy of the affidavit fil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ii) a copy of the plaint; and
(iii) copies of documents on which the applicant, relies, and
(b) to file, on the day on which such injunction is granted or on the day
immediately following that day, an affidavit stating that the copies aforesaid
have been so delivered or sent.]248)

[3A. Court to dispose of application for injunction within thirty days.—Where an
injunction has been granted without giving notice to the opposite party, the Court
shall make an endeavour to finally dispose of the applicat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nction was granted; and where it is unable s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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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shall record its reasons for such inability.]249)

4. Order for injunction may be discharged, varied or set aside.—Any order for an
injunction may be discharged, or varied, or set aside by the Court, on application
made thereto by any party dissatisfied with such order:
[Provided that if in an application for temporary injunction or in any affidavit
supporting such application, a party has knowingly made a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in relation to a material particular and the injunction was granted
without giving notice to the opposite party, the Court shall vacate the injunction
unless, for reasons to be recorded, it considers that it is not necessary so to do
in the interests of justice:
Provided further that where an order for injunction has been passed after giving to
a party an opportunity of being heard, the order shall not be discharged, varied
or set aside on the application of that party except where such discharge,
variation or setting aside has been necessitated by a change in the circumstances,
or unless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order has caused undue hardship to that
party.]250)

5. Injunction to corporation binding on its officer.—An injunction directed to a
corporation is bindig not only on the corporation itself, but also on all members
and officers of the corporation whose personal action it seeks to restrain.

판례법상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가처분명령을
발령한다. 그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241) http://legislative.gov.in/sites/default/files/A1908-05.pdf (last visit on December 30, 2020).
242) Amendment to rule 1 of Order XXXIX by Act 46 of 1999, s. 30 subsequently s. 30 omitted
by Act 22 of 2002 s. 15 (w.e.f. 1-7-2002).
243) Subs. by Act 104 of 1976, s. 86, for “defraud” (w.e.f. 1-2-1977).
244) Ins. by s. 86, ibid. (w.e.f. 1-2-1977).
245) Ins. by Act 104 of 1976. s. 86 (w.e.f. 1-2-1977).
246) Sub-rules (3) and (4) omitted by s. 86. ibid. (w.e.f. 1-2-1977).
247) Ins. by Act 104 of 1976. s. 86 (w.e.f. 1-2-1977).
248) The proviso added by s. 86, ibid. (w.e.f. 1-2-1977).
249) Ins. by Act 104 of 1976. s. 86 (w.e.f. 1-2-1977),
250) The proviso added by Act 104 of 1976, s. 86 (w.e.f. 1-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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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제책에 대한 권리근거사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
작권자라는 것과 피고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2) 편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 이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처분인용으로 인하여 받을 불편보다 원고는 가처
분기각으로 인하여 받을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
다.
(iii) 가처분이 인용되지 아니한다면 원고 저작권의 지속적인 침해 또는
원고

저작권의

장래의

침해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irreparable injury)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인도에서, 특히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에서 가처분은 저작권침
해사건에서 빈번하게 인용된다. 왜냐하면 저작권침해로 초래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이라는 구제책의 필요
성에 대하여 델리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요약하여 판시하였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종종 적절한 구제책이 아니다. 왜냐
하면 원고의 재산, 영업 및 신용에 대한 손해로서 그러한 손해액을 확인
하여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251)

라. 금지처분

금지처분은

중간적(interlocutory)이고

강행적이며(mandatory)

영구적

(permanent)일 수 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은 잠정
적 구제책(temporary injunction)이다. 이 금지처분의 효력은 변론이 종결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인도에서 특히 온전한 변론은 인도법원에서 수

251) Penguin Books v. India Book Distributors, AIR 1985 Del 29, at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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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계속중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고등법원의
상사부 및 상사항소부252)가 설치된 후, 변론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추세다.
하지만 가처분을 받는 것의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인도
법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의 80% 이상은 가처분 단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당하다면 저작권자는 심지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를 억제하는 일방적 가처분(ex parte interim
injunction)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한 사건에서 장래 침해가 확실
히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토대로 한 가처분신청, 즉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소송(quia timet action)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법원은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John Doe Order)과
함께 조사・압수명령(Anton Piller Order)를 발령할 수도 있다.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은 최초로 그러한 명령이 발령된, 영국 사례로부
터 비롯된 것이다.253)

그러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court-appointed

commissioner)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토지에 급습하여 원고의
저작물의 침해물을 압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명령은 피신청인이
침해품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된다.
또한 조사・압수명령(Anton Piller order)과 연계하여 불특정 당사자에 대
한 포괄적 명령(John Doe order)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특정 당사
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에 따르면, 신청인은 익명의 피신청인 조차도 포함
하는 것을 허용한다.254)

252) Commercial Court, Commercial Division and Commercial Appellate Division of High Courts
Act, 2015.
253) Anton Piller K.C v. Manufacturing Process Ltd., (1976) 1 All ER 779.
254) Anand, supra note, at § 19:4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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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Taj Television Ltd v. Rajan Mandal사건255)에서 델리고등법원은
스포츠 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의 일방적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적절한 권
한 없이 신청인의 방송신호를 방송하고 있었던 케이블 운영자의 시설을
압수할 권한을 판사보에게 부여하였다. 이 사건에서 델리고등법원은 불특
정 당사자의 침해활동이 밝혀졌을 시점에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한 명령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에서 정기적
으로 발령된다.

과거 수년 간에 걸쳐 인도의 상이한 법원이 방송 복제권을 보호하는 수
많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러한 명령들은 전형적으로 불법복제의 만연한
특성 및 침해에 관여하는 각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불특
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의 발령을 바라는 신청인에 관한 것이다.
거의 모든 이런 류의 사건은 조사・압수명령의 집행과 관련이 있다. 조
사・압수명령은 기소증거(incriminating evidence)를 보전하는데 매우 유용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256)

특정구제법(Specific Relief Act)(1963년) 제37조에 관하여 영구적인 금지
처분은 소송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후 선고한 판결(decree)로 내려질 수 있
다. 그리고 이 영구적 금지처분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된
다.257)

Specific Relief Act, 1963258)

Section 37. Temporary and perpetual injunctions.

(1) Temporary injunctions are such as are to continue until a specific time, or until

255) Taj Television Ltd v. Rajan Mandal [2003] F.S.R. 22.
256) Anand, supra note, at at §19:42, b. (1).
257) Anand, supra note, at §19:42,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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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rther order of the court, and they maybe granted at any stage of a suit,
and are regulated b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2) A perpetual injunction can only be granted by the decree made at the hearing
and upon the merits of the suit; the defendant is thereby perpetually enjoined
from the assertion of a right, or from the commission of an act, which would be
contrary to the rights of the plaintiff.

그리고 인도에서는 모색적 금지처분(dynamic injunction)을 허용하고 있
다. 모색적 금지처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주된 도메인이름와 불법복
제 웹사이트의 IP주소 양자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권리자에게 허용하는 제도다.259)

마. 계정의 승계(Rendition of accounts)

원고는 피고의 진정한 판매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피고가 계정의 승계
를 법원에 명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는 침해물의 판
매를 통하여 피고가 벌어들인 이익의 정확한 평가치의 산정을 돕는다. 계
정 승계는 그 밖의 구제책과는 별도로 법정 구제책이어서 원고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60)

바. 손해배상

인도 저작궈넙은 두 가지 유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58)
https://www.indiacode.nic.in/show-data?actid=AC_CEN_3_20_00009_196347_1517807320084&sectio
nId=30252&sectionno=37&orderno=41 (last visit on December 29, 2020).
259)
https://itif.org/publications/2020/10/22/adaptive-antipiracy-tools-update-dynamic-and-live-blocking
-injunctions (last visit on December 12, 2020).
260) Tata Oil Mills Co. Ltd. v. Hansa Chemical Pharmacy PTC Supp (1) 438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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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침해에 관한 저작권법 제55조

The Copyright Act, 1957

Section 55.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1) Where copyright in any work has been infringed, the owner of the copyright
shal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Act, be entitled to all such remedies
by way of injunction, damages, accounts and otherwise as are or may be
conferred by law for the infringement of a right:
Provided that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at the date of the infringement he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able ground for believing that copyright subsisted
in the work, the plaintiff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remedy other than an
injunction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and a decree for the whole or part of
the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by the sale of the infringing copies as the
court may in the circumstances deem reasonable.
(2) Where,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1[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of section 13, a cinematograph film or sound
recording, a name purporting to be that of the author, or the publisher, as the
case may be, of that work, appears] on copies of the work as published, or, in
the case of an artistic work, appeared on the work when it was made, the
person whose name so appears or appeared shall, in any proceeding in respect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such work, be presumed, unless the contrary is
proved, to be the author or the publisher of the work, as the case may be.
(3) The costs of all parties in any proceeding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shall be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원고가 피고 또는 제
3자와 체결하였을 수 있는 이용허락계약에서 합의한 저작물이용료율을
토대로 한다. 예컨대 유사한 이용허락계약이 저작물 복제물 당 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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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정한다면 법원은 동일한 사용료율을 수용하여 피고가 벌어들
인 판매 건수에 적용할 것이다.

이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을 돕는, 그 밖의 4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i) 공제방식(deduction method): 비침해 기간동안의 평균 판매액-침해
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액
(ii) 차이 방식(difference method): 유사한 제품의 평균 판매액-침해기
간 동안 침해품의 평균적 판매액
(iii) 특정고객 방식(specific customer method): 일실수익 대 침해품을
매수하는 특정고객
(iv) 손실간주방식(deemed loss method): 피고의 수익=원고의 손실

연혁적으로 인도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또는 억
지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을 허여하는데 극도로 주저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경향은 지식재산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억지적 손해배상
을 허여하는 법원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Microsoft
Corporation

v.

Yogesh

Popat

&

Ors사건261)에서

델리고등법원은

Microsoft에게 1,975,000루피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선고하였다. 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사건262)에서 법원은 건축가의 인격권을 위
반한 것을 이유로 인도정부에 대한 5,000,000 루피의 손해배상청구를 인
용하였다. Microsoft Corporation & Ors. v. S.B. Mandava사건263)에서 델
리고등법원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20,000,000 루피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61) Microsoft Corporation v. Yogesh Popat & Ors 2005 (30) PTC 245 (Del).
262) 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 2005 (30) PTC 258 (Del).
263) Microsoft Corporation & Ors. v. S.B. Mandava 2016 (67) PTC 230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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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rol Ltd & Anr v. Pandit Oil and Company사건에서 법원은 법원
절차를 회피하기로 선택한 피고가 그 법원 절차의 회피로부터의 편익을
향유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억제하려는 공익의 목적을 인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
상액으로서 2십만 루피(2라흐)를 인용하였다.264)

2) 횡령(conversion)에 대한 저작권법 제58조

The Copyright Act, 1957

Section 58. Rights of owner against persons possessing or dealing with infringing
copies.

All infringing copies of any work in which copyright subsists, and all plate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such infringing copies, shall be
deemed to be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who accordingly may
take proceedings for the recovery of possession thereof or in respect of the
conversion thereof:
Provided that the owner of the copyright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remedy in
respect of the conversion of any infringing copies, if the opponent proves-(a) that he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copyright subsisted in the work of which such copies are alleged to be
infringing copies; or
(b) that he had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such copies or plates do
not involve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any work.

인도 저작권법 제58조는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의 모든 침해물 및
침해복제물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판(plate)은 저
작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그 점유의 회복을

264) Castrol Ltd & Anr v.Pandit Oil and Company, 2014 (59) PTC 406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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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소 또는 동산횡령(conversion)으로 인한 소를 제기할 수 있
다.265)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동산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의 손해배상이 저작권과 같이 무체의 권리
(incorporeal right)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인데 반해 후
자의 손해배상이 특정 동산, 즉 침해복제물 또는 침해조성물의 횡령에
대해서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인도 저작권법 제58조와 관련하여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의 복제물 전부가 그러한 복제물을 점유하거
나 그 복제물의 횡령에 의한 가액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저작
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침해혐의자가 그러한 복제물이 침해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는 것을 입증하면 그러한 구제책은 허여되지 않을 것이다.

Super Cassettes Industries Pvt. Ltd. v. HRCN Cable Network CS
(COMM)사건266)에서 델리고등법원은 물품의 침해복제물의 수가 횡령율
을 산정하는데 고려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델리고등법원은
사실관계를 참작한 공식을 고안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식을 고안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보적 손해배상
액을 허여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시하면서 16,200,000루피
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사. 선언적 구제책(declaratory relief)

265) Lewis Trusts v. Bambers Stores Ltd., [1983] FSR 453.
266) Super Cassettes Industries Pvt. Ltd. v. HRCN Cable Network No. 48 of 2015, judgment dated
October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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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법 제60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법
적 절차를 통해 타인을 제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한 자는
저작권침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불만을 제기한 자
는 그러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금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러
한 위협을 이유로 입었을 수 있는 손해를 회복할 수도 있다.

Section 60. Remedy in the case of groundless threat of legal proceedings.

Where any person claiming to be the owner of copyright in any work, by circulars,
advertisements or otherwise, threatens any other person with any legal proceedings
or liability in respect of an alleged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ny person
aggrieved thereby may,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ection 34 of the
Specific Relief Act, 1963 (47 of 1963)],267) institute a declaratory suit that the alleged
infringement to which the threats related was not in fact an infringement of any
legal rights of the person making such threats and may in any such suit-(a) obtain an injunction against the continuance of such threats; and
(b) recover such damages, if any, as he has sustained by reason of such threats:
Provided that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f the person making such threats, with
due diligence, commences and prosecutes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claimed by him.

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의의

NOTIFICATION

267) Subs. by s. 22, ibid., for " in section 42 the Specific Relief Act, 1877 (1 of 1977)" (w.e.f.
9-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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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lhi, the 11th April, 2011

G.S.R. 314(E).—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clause (zg) of subsection
(2) of section 87 read with sub-section (2) of section 79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21 of 2000), the Central Government hereby makes the
following rules, namely.-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 (1) These rules may be call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ies guidelines) Rules, 2011.
(2) They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ir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2. Definitions — (1) In these rule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a) "Act" mean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21 of 2000);
(b) "Communication link” means a connection between a hyperlink or graphical
element (button, drawing, image) and one or more such items in the same
or different electronic document wherein upon clicking on a hyperlinked
item, the user is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other end of the hyperlink
which could be another document website or graphical element.
(c) "Computer resource” means computer resources as defined in clause (k)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Act;
(d) "Cyber security incidnt” means any real or suspected adverse event in
relation to cyber security that violates an explicity or implicity applicable
security policy resulting in unauthotrised access, denial of service or
disruption, unauthorised use of a computer resource for processing or
storage

of

information

or

changes

to

data,

information

without

authorisation;
(e) "Data" means data as defined in clause (o)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Act;
(f) "Electronic Signature" means electronic signature as defined in clause (ta)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Act;
(g)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means the Indian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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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Response Team appointed under sub section (1) section 70 (B)
of the Act;
(h)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as defined in clause (v)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Act;
(i) “Intermediary” means an intermediary as defined in clause (w) of sub-section
(1) of section 2 of the Act;
(j) "User" means any person who access or avail any computer resource of
intermediary for the purpose of hosting, publishing, sharing, transacting,
displaying or uploading information or views and includes other persons
jointly participating in using the computer resource of an intermediary.
(2) Ail other words and expressions used and not defined in these rules but
defined in the Act shall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the Act.

3. Due diligence to he observed by intermediary — The intermediary shall observe
following due diligence while discharging his duties, namely : —
(1) The intermediary shall publish the rules and regulations, privacy policy and
user agreement for access-or usage of the intermediary's computer resource by
any person.
(2) Such rules and regulations, terms and conditions or user agreement shall
inform the users of computer resource not to host, display, upload, modify,
publish, transmit, update or share any information that —
(a) belongs to another person and to which the user does not have any right
to;
(b)

is

grossly

harmful,

harassing,

blasphemous

defamatory,

obscene,

pornographic, paedophilic, libellous, invasive of another's privacy, hateful, or
racially,

ethnically

objectionable,

disparaging,

relating

or

encouraging

money laundering or gambling, or otherwise unlawful in any manner
whatever;
(c) harm minors in any way;
(d) infringes any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proprietary rights;
(e) violates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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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eceives or misleads the addressee about the origin of such messages or
communicates any information which is grossly offensive or menacing in
nature;
(g) impersonate another person;
(h) contains software viruses or any other computer code, files or programs
designed to interrupt, destroy or limit the functionality of any computer
resource;
(i) threatens the unity, integrity, defence, security or sovereignty of India,
friendly relations with foreign states, or public order or causes incitement
to the commission of any cognisable offence or prevents investigation of
any offence or is insulting any other nation
(3) The intermediary shall not knowingly host or publish any information or shall
not initiate the transmission, select the receiver of transmission, and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as specified in sub-rule
(2):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ctions by an intermediary shall not amount
to hosing, publishing, editing or storing of any such information as specified
in sub-rule: (2) —
(a) temporary or transient or intermediate storage of information automatically
within the computer resource as an intrinsic feature of such computer
resource, involving no exercise of any human editorial control, for onward
transmission or communication to another computer resource;
(b) removal of access to any information, data or communication link by an
intermediary after such information, data or communication link comes to
the actual knowledge of a person authorised by the intermediary pursuant
to any order or direction as per the provisions of the Act;
(4) The intermediary, on whose computer system the information is stored or
hosted or published, upon obtaining knowledge by itself or been brought to
actual knowledge by an affected person in writing or through email signed
with electronic signature about any such information as mentioned in sub-rule
(2) above, shall act within thirty six hours and where applicable, work with
user or owner of such information to disable such information that is in
contravention of sub-rule (2). Further the intermediary shall preserv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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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associated records for at least ninety days for investigation
purposes,
(5) The Intermediary shall inform its users that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rules and regulations, user agreement and privacy policy for access or usage
of

intermediary

computer

resource,

the

Intermediary

has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access or usage lights of the users to the
computer resource of Intermediary and remove noncompliant information.
(6) The intermediary shall strictly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Act or any other
law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7) When required by lawful order, the intermediary shall provide information or
any such assistance to Government Agencies who are lawfully authorised for
investigative, protective, cyber security activity. The information or any such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identity, or for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cyber security incidents and
punishment of offences under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n a
request in writing staling clearly the purpose of seeking such information or
any such assistance.
(8) The intermediary shall 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secure its computer
resource and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following the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Reasonable

procedures

security

as

practices

prescribed
and

in

the

procedures

Information
and

Technology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ules, 2011.
(9) The intermediary shall report cyber security incidents and also share cyber
security incidents related information with the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10) The intermediary shall not knowingly deploy or install or modify the technical
configuration of computer resource or become party to any such act which
may change or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normal course of operation
of the computer resource than what it is supposed to "perform thereby
circumventing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provided that the
intermediary may develop, produce, distribute or employ technological means
for the sole purpose of performing the acts of securing the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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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and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11) The intermediary shall publish on its website the name of the Grievance
Officer and his contact details as well as mechanism by which users or any
victim who suffers as a result of access or usage of computer resource by
any person in violation of rule 3 can notify their complaints against such
access or usage of computer resource of the intermediary or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computer resources made available by it. The Grievance
Officer shall redress the complaint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pt of complaint.

2011년의 중개인 가이드라인268)269) 제3조 제4항은 인도의 인터넷 중개
업자(예: 구글과 페이스북)이 자사의 웹사이트상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
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Guruji.com의 대표인 Anurag Dod는 다른 임원과
함께 T-Series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는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가능하게 한 혐의로 2010년 4월에 체포되었
다.270) 이 사건은 재판에 이르면 IT법과 2012년 저작권 개정법에 따른
2011년의 중개인 가이드라인을 시험에 들게 하였다.

또한, 권리자인 Reliance Entertainment는 델리고등법원으로부터 웹사
이트, 케이블 운영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그 밖의 자가 Reliance의
영상을 불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Reliance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반
하는 것을 방지하는,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을 발령받았
다.271) 법원의 명령은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URL 보다
268)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GSR314E_10511%281%29_0.pdf (last visited July 15,
2013).
269) F. No. 11(3)/2011-CLFE.
270)
http://www.medianama.com/2010/04/223-execs-of-sequoia-funded-guruji-com-arrested-over-copyri
ght-violation-in-india/ (last visit on December 15, 2020).
271) See Order dated 20.07.2011 in CS(OS) No. 1724/2011, Delhi High Court and
http://www.thehindu.com/sci-tech/technology/internet/filesharing-site-blocking-flags-up-internet-fre
edom/article2311321.ece
(last
visit
on
December
10,
2020)
and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1-08-28/news/29938388_1_piracy-levels-fight-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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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전체의

금지를

초래하였다.

Airtel

Broadband

이용자들은

MediaFire와 같은 여러 파일공유 웹사이트가 접속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그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표시되었다.272)

142개의

음악회사로

구성된

산업

컨소시엄인

Indian

Music

Industry(IMI)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387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 혐의가 있는 104곳의 음악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하는 캘커
타고등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명령은 2012년 1월 27일, 2월 6일
및 3월 1일에 받았다.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104곳의 사이트
전체를 36시간 내에 차단하도록 명하였다.273)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 v. Myspace Inc. & Another사건274)에서
단독판사는 광고 등을 삽입하여 작품을 수정하는 행위가 IT 법 제79조
제2항 제b호의 범위에서 MySpace를 배제하여 그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275)

[CHAPTER XII INTERMEDIARIES NOT TO BE LIABLE IN CERTAIN CASES

79. Exemption from liability of intermediary in certain cases.–(1)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2) and (3), an intermediar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third party information, data, or communication link made available or hosted by

-cable-operators (last visit on December 10, 2020).
272)
http://www.medianama.com/2011/07/223-files-sharing-sites-blocked-in-india-because-reliance-bigpictures-got-a-court-order/ (last visit on December 9, 2020).
273) http://www.medianama.com/2012/03/223-india-music-block/ (last visit on December 9, 2020).
274)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 v. Myspace Inc. & Another on 29 July, 2011; High Court Of
Delhi in CS (OS) No. 2682/2008.
275) https://www.indiacode.nic.in/bitstream/123456789/1999/3/A2000-21.pdf (last visit o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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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
(2)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apply if–
(a) the function

of

the intermediary

is

limited

to providing

access

to

a

communication system over which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third parties
is transmitted or temporarily stored or hosted; or
(b) the intermediary does not–
(i) initiate the transmission,
(ii) select the receiver of the transmission, and
(iii)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c) the intermediary observes due diligence while discharging his duties under this
Act and also observes such other guidelines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prescribe in this behalf.
(3)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not apply if–
(a) the intermediary has conspired or abetted or aided or induced, whether by
threats or promise or otherwise in the commission of the unlawful act;
(b) upon receiving actual knowledge, or on being notifi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 or its agency that any information, data or communication link
residing in or connected to a computer resource controlled by the intermediary
is

being

used

to

commit

the

unlawful

act,

the

intermediary

fails

to

expeditiously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at material on that resource
without vitiating the evidence in any manner.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expression ―third party information
‖ means any information dealt with by an intermediary in his capacity as an
intermediary.

CHAPTER XIIA
EXAMINER OF ELECTRONIC EVIDENCE

79A. Central Government to notify Examiner of Electronic Evidence.–The Central
Government may,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expert opinion on electronic
form evidence before any court or other authority specify, by notific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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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Gazette, any Department, body or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a
State Government as an Examiner of Electronic Evidence.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electronic form evidence‖ means any
information of probative value that is either stored or transmitted in electronic form
and includes computer evidence, digital audio, digital video, cell phones, digital fax
machines.]276)

또한 MySpace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침해 후 조치로
전락하기보다는 대중에게 작품을 알리기 전에 인도어 제목에 관한 모든
영상저작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277)고 판시하였다. 하지
만, Learned Division Bench (Myspace Inc. v.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 FAO(OS) No. 540 of 2011에서 2016년 12월 23일에 선고한 판결 참
조)는 인도 저작권법 제51조 제a항 제ii호의 ‘장소’가 Myspace가 규정
하는 것과 같은 가상공간/플랫폼을 포함할 것이라는 단독판사의 설시사
항에 동의하였다.

THE COPYRIGHT ACT, 1957

Secton 51. When copyright infringed.

Copyright in a work shall be deemed to be infringed-(a) when any person, without a licence granted by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the Registrar of Copyrights under this Act or in contravention of the conditions
of a licence so granted or of any condition imposed by a competent authority
under this Act-(i) does anything, the exclusive right to do which is by this Act conferred upon

20, 2020).
276) Subs. by, s. 40, ibid., for Chapter XII (w.e.f. 27-10-2009).
277)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ies guidelines) Ru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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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ii) permits for profit any place to be used for the communication of the work
to the public where such communication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unless he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able
ground for believing that such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ould b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r]278)
(b) when any person-(i) makes for sale or hire, or sells or lets for hire, or by way of trade displays or
offers for sale or hire, or
(ii) distributes either for the purpose of trade or to such an extent as to affect
prejudicially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iii) by way of trade exhibits in public, or
(iv) imports *** into India,279) any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Provided that nothing in sub-clause (iv) shall apply to the import of one copy of
any work for the private and domestic use of the importer.]280)
Expla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reproduction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in the form of a cinematograph film shall be
deemed to be an "infringing copy”.

하지만 인식의 부재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인도 저작
권법 제51조 제a항 제ii호의 두 번째 문단에 관하여 Learned Division
Bench는 단독판사가 적용한 기준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지식 탓으로 돌릴 특정 지식 대신에 일반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단독판사는 판시하였다. 단독판사는 이용자 계약의 면책 수단과 조항에
관한 둔 것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물이 침해물이라는
MySpace의 일반적 인식을 공개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하였다. 이 법원
278) Subs. by Act 38 of 1994, s. 16, for sub-clause (ii) (w.e.f. 10-5-1995).
279) The brackets and words "(except for the private and domestic use of the importer)" omitted
by Act 65 of 1984, s. 3 (w.e.f. 8-10-1985).
280) Subs. by Act 38 of 1994, s. 16, for the proviso (w.e.f. 10-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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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독판사가 적용한 ‘지식’ 테스트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간단히 말
하면, 이 테스트는 현실공간과는 달리 그것을 간과하였다. 수백만 개의
비디오가 매일 업로드되는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침해하는 스트리밍 콘
텐츠를 식별하는 것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하에서는 불가능
하다. 지식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이 아닌 의식이나 인식이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
상 지식의 해석은 물리적 전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할 수 없다.”

제52조 제1항 제c호는 또한 2012년 개정된 인도 저작권법281)에 새로
신설되었다.

The Copyright (Amendment) Act, 2012

Section 52. Certain acts not to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1) The following acts shall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namely,-[(a) a fair dealing with any work, not being a computer programme, for the
purpose of-(i) private or personal use, including research;
(ii) criticism or review, whether of that work or of any other work;
(iii) the reporting of current events and current affairs, including the reporting
of a lecture delivered in public;

Explanation.-- The storing of any work in any electronic medium for the purposes
mentioned

in

this

clause,

including

the

incidental

storage

of

any

computer

programme which is not itself in infringing copy for the said purposes, shall not
constitute infringement of copyright.]282)

281) The Copyright (Amendment) Act, 2012, No. 27 of 2012 (An Act further to amend the
Copyright Act, 1957)(7th June, 2012).
282) Subs. by Act 27 of 2012, s. 32, for clause (a) (w.e.f. 2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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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the making of copies or adaptation of a computer programme by the lawful
possessor of a copy of such computer programme, from such copy-(i) in order to utilise the computer programme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supplied; or
(ii) to make back-up copies purely as a temporary protection against loss,
destruction or damage in order only to utilise the computer programme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supplied;]283)
[(ab) the doing of any act necessary to obtain information essential for operating
interoperability of an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mes with other
programmer by a lawful possessor of a computer programme provided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otherwise readily available;
(ac) the observation, study or test of functioning of the computer programme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as and principles which underline any elements of
the programme while performing such acts necessary for the functions for which
the computer programme was supplied;
(ad) the making of copies or adaptation of the computer programme from a
personally legally obtained copy for non-commercial personal use;]284)
[(b) the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of a work or performance purely in the
technical process of electronic transmission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of a work or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lectronic links, access or integration, where such links, access or
integration has not been expressly prohibited by the right holder, unless the
person responsible is aware or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such
storage is of an infringing copy:
Provided that i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storage of the copy has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from the owner of copyright in the work, complaining that such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is an infringement, such person responsible for the
storage shall refrain from facilitating such access for a period of twenty-one days or
till he receives an order from the competent court refraining from facilitation access
and in case no such order is received before the expiry of such period of
twenty-one days, he may continue to provide the facility of such access;
(d) the reproduction of any work for the purpose of a judicial proceeding or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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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a report of a judicial proceeding;
(e) the reproduction or publication of any work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f a
Legislature or, where the legistanure consists of two Houses, by the Secretariat
of either House of the Legislature, exclusively for the use of the members of
that Legislature;
(f) the reproduction of any work in a certified copy made or supplied in accordance
with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g) the reading or recitation in public of reasonable extracts from a published
literacy or dramatic work;
(h) the publication in a collection, mainly composed of non-copyright matter, bona
fide intended for instruction use, and so described in the title and in any
advertisement issued by or on behalf of the publisher, of short passages from
published literary or dramatic works, not themselves published for such use in
which copyright subsists:
Provided that not more than two such passages from works by the same author are
published by the same publisher during any period of five years.

Explanation. --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references in this clause to
passages from works shall include references to passages from works by any one or
more of the authors of those passages or by any one or more of those authors in
collaboration with any other person;
(i) the reproduction of any work-(i) by a teacher or a pupil in the course of instruction; or
(ii) as part of the question to be answered in an examination; or
(iii) in answers to such questions;

[(j) the performance, in the course of the activities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by the staff and students of the institution, or
of a cinematograph film or a sound recording if the audience is limited to such
staff and students, the parents and guadians of the students and persons
connected with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or the communication to such an
audience of a cinematograph film or sound recording;]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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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he causing of a recording to be heard in public by utilising it,-(i) in an enclosed room or hall meant for the common use of residents in any
residential premises (not being a hotel or similar commercial establishment)
as part of the amenities provided exclusively or mainly for residents therein;
or
(ii) as part of the activities of a club or similar organisation which is not
established or conducted for profit;
(l) the performance of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by an amateur, club
or society, if the performance is given to a non-paying audience, or for the
benefit of a religious institution;
(m) the reproduction in a newspaper, magazine or other periodical of an article
on current economic, political, social or religious topics, unless the author of
such article has expressly reserved to himself the right of such reproduction;
[(n) the storing

of a work in

any medium by Electronic means by

a

non-commercial public library, for preservation if the library already possesses a
non-digital copy of the work;]286)
(o) the making of not more than three copies of a book (including a pamphlet,
sheet of music, map, chart or plan)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a [non-commercial public library]287) for the use of the library if such
book is not available for sale in India;
(p) the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or private study or with a
view to publication, of an unpublished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kept in
a library, museum or other institution to which the public has access:
Provided that where the identity of the author of any such work or,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of any of the authors is known to the library, museum or
other institution, as the case may be,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shall apply only if
such reproduction is made at a time more than 8[sixty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ath of the author or,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from the death of
the author whose identity is known or, if the identity of more authors than one is
known from the death of such of those authors who dies last;
(q) the reproduction or publication of-(i) any matter which has been published in any Official Gazette except an Act of a

353

Legislature;
(ii) any Act of a Legislatur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Act is reproduced
or published together with any commentary thereon or any other original
matter;
(iii) the report of any committee, commission, council, board or other like body
appointed by the Government if such report has been laid on the Table of the
Legislature, unless the reproduction or publication of such report is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iv) any judgment or order of a court, tribunal or other judicial authority, unless
the reproduction or publication of such judgment or order is prohibited by the
court, the tribunal or other judicial authority, as the case may be;
(r) the production or publication of a translation in any Indian language of an Act of
a Legislature and of any rules or orders made thereunder-(i) if no translation of such Act or rules or orders in that language has been
previously been produced or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r
(ii) where a translation of such Act or rules or orders in that language has been
produced or published by the Government, if the translation is not available
for sale to the public:
Provided that such translation contains a statement at a prominent place to the
effect that the translation has not been authorised or accepted as authentic by the
Government;
[(s) the making or publishing of a painting, drawing, engraving or photograph of a
work of architecture or the display of a work of architecture;]288)
(t) the making or publishing of a painting, drawing, engraving or photograph of a
sculpture, or other artistic work falling under sub-clause (iii) of clause (c) of
section 2, if such work is permanently situate in a public place or any premises
to which the public has access;
(u) the inclusion in a cinematograph film of-(i) any artistic work permanently situate in a public place or any premises to
which the public has access; or
(ii) any other artistic work, if such inclusion is only by way of background or is
otherwise incidental to the principal matters represented in th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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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he use by the author of an artistic work, where the author of such work is not
the owner of the copyright therein, of any mould, cast, sketch, plan, model or
study made by him for the purpose of the work:
Provided that he does not thereby repeat or imitate the main design of the work;
[(w) the making of a three-dimensional object from a two-dimensional artistic work,
such as a technical drawing, for the purposes of industrial application of any
purely functional part of a useful device;]289)
(x) the reconstruction of a building or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rchitectural
drawings or plans by reference to which the building or structure was originally
constructed:
Provided that the original construction was made with the consent or licence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such drawings and plans;
(y) in relation to a literary, [dramatic, artistic or]290) musical work recorded or
reproduced in any cinematograph film, the exhibition of such film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copyright therein: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sub-clause (ii) of clause (a), sub-clause (i) of clause
(b) and clauses (d), (f), (g), (m) and (p) shall not apply as respects any act unless
that act is accompanied by an acknowledgment
(i) identifying the work by its title or other description; and
(ii) unless the work is anonymous or the author of the work has previously
agreed or required that no acknowledgment of his name should be made,
also identifying the author;
[(z) the making of an ephemeral recording, by a broadcasting organisation using its
own facilities for its own broadcast by a broadcasting organisation of a work
which it has the right to broadcast; and the retention of such recording for
archival purposes on the ground of its exceptional documentary character;
(za) the performance of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or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such work or of a sound recording in the course of any bona fide
religious ceremony or an official ceremony hel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State Government or any local authority.

Explan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religious ceremony includes a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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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on and other social festivities associated with a marriage;]291)

[(zb) the adaption, reproduction, issue of copies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ny work in any accessible format, by-(i) any person to facilitate persons with disability to access to works including
sharing with any person with disability of such accessible format for private or
personal use, educational purpose or research; or
(ii) any organisation working for the benefi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ase
the normal format prevents the enjoyment of such works by such persons:
Provided that the copies of the works in such accessible format ar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 non-profit basis but to recover only the cost of
production:
Provided further that the organisation shall ensure that the copies of works in such
accessible format as used only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akes reasonable
steps to prevent its entry into ordinary channels of business.

Explanation. -- For the purposes of this sub-clause, "any organisation" includes and
organisation registered under section 12A of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and working for the benefit of persons with disability or reorgnised under Chapter X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Protection or Rights and full
Participation) Act, 1995 (1 of 1996) or receiving grants from the government for
facilitationg acces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library
or archives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zc) the importation of copies of any literary or artistic work, such as labels,
company logos or promotional or explanatory material, that is purely incidental
to other goods or products being lawfully.]292)

(2)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apply to the doing of any act in relation
to the translation of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or the adaptation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the work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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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링크, 접속 또는 통합을 제공할 목적인 저작물 또는 공연의
일시적인 저장 또는 부수적인 저장에 대해 침해로부터 면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은 책임있는 자가 그러한 저장이 침해복제물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
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는 추가조항(rider)에 의해 명백하게 되었다. 또
한 이 추가조항은 복제물의 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 서면 불만을 받은 경우에 저장책임을 지는 그 자
는 21일간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관할권있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그러한 접근을 제공
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21일의 만료 이전에 그러한 명령을 받지 못하
는 사건에서 저장책임을 지는 자는 그러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저
작물의 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저작권자가 관할권있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1일 이내에 침해혐의물을 삭제하여
야 할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발전상은 Shreya Singhal사건 판결293)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사건은 2000년의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제79조
제3항 제b호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중개업
283) Ins. by Act 38 of 1994, s. 17 (w.e.f. 10-5-1995).
284) Ins. by Act 49 of 1999, s. 7 (w.e.f. 15-1-2000).
285) Subs. by Act 27 of 2012, s. 32, for clauses (b), (c), (d), (e), (f), (g), (h), (i) and (j) (w.e.f.
21-6-2012).
286) Subs. by Act 27 of 2012, s. 32, for clause (n) (w.e.f. 21-6-2012).
287) Subs. by s. 32, ibid., for “public library” (w.e.f. 21-6-2012).
288) Subs. by Act 38 of 1994, s. 17, for clause (s) (w.e.f. 9-8-1995).
289) Subs. by Act 27 of 2012, s. 32, for clause (w) (w.e.f. 21-6-2012).
290) Subs. by s. 32, ibid., for “dramatic or” (w.e.f. 21-6-2012).
291) Ins. by Act 38 of 1994, s. 17 (w.e.f. 9-8-1995).
292) Ins. by Act 27 of 2012, s. 32 (w.e.f. 21-6-2012).
293) Shreya Singhal, (2013) 12 SCC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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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리소스에 소재하거나 연계된 정보, 데이터 또는
통신링크가 위법행위를 행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명령으
로부터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적절한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통지
한 때에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지 못한다면 중개업자는 책임을 질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사실을 실제로 알았다면 2000년의 정보기
술법 제79조 제3항 제b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Shreya Singhal 사건판결에 따른 ‘현실적 인식(actual knowledge)’은
현재 법원의 명령을 통한 인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Myspace 사건에서
델리고등법원의 Division Bench는 저작권 사안에서 법원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구체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294)

상표관련 청구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혐의물을 삭제할 의무
가 생기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발령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자
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콘텐츠를 삭제하도
록 명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자는 그 침해물을 21일 이내에
삭제할 수 있다.

Shimoga 주민인 Vinay B의 불만접수로 Shimoga 지역의 지역소비자분
쟁구제포럼(District Consumer Disputes Redressal Forum)은 불만접수인
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인터넷서비스의 결함을 이유로 Airtel에게
20,000 루피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 포럼에 따르면, Airtel은 영화
‘3’에 관한 사건295)에서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포괄적 명령의
잘못된 해석에 따라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자사의 행위를 부당하게 정당

294) Judgement dated December 23, 2016 in Myspace Inc.v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
FAO(OS)No, 540 of 2011.
295) M/s R.K Productions Pvt. Ltd v. BSNL & Ors CS (OS) 2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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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웹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결함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법원은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특정 URL를 차단하는
것만 허용하였다.

그 포럼은 “마드라스 고등법원(Madras High Court)의 명령을 잘못 해
석함으로써 Airtel은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였다. 자사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 관행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설시하였다.296)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항고297)에 따라 마드라스 고
등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링크만 차단하고 파일공유 웹사이
트 전체를 차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초의 일방적 명령을 정정하였
다.

AGS Entertainment Pvt. Ltd v. BSNL & Ora 사건298)은 면책조항을 신
설한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299)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타
밀 영화인 ‘Maattrraan/Brothers’의 제작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37곳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였다.

2) 재판관할권

인도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미술저작물
의 창작자 및 영화제작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격권, 저작인접권 및 재산
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인도 영토 내에서 발
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재판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
296) The Hindu, “Airtel Penalised for Torrent Site Block, Legality Questioned,” available at
http://www.thehindu.com/sci-tech/technology/internet/airtel-penalised-for-torrent-site-block-legality
-questioned/article3738269.ece (last visit on December 20, 2020).
297) Vodafone India v. R.K Productions Pvt. Ltd & Ors, order dated 30.10.2012, Madras high Court
in CS 208 of 2012 and CS 294 of 2012.
298) AGS Entertainment Pvt. Ltd v. BSNL & Ora, O.A 846 & 847/12 in CS 669/12, October 11,
2012, High Court of Madras.
299) Section 52(ii)(c) of Copyright (Amendment)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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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도 밖에 소재하는 웹사이트로서 저작권침해에 기여하는 웹사이트
는 인도의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침해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안에 대하
여 재판할 관할권을 인도 법원에게 부여할 것이다.300)

2. 형사적 제재책

형사적 제재책은 인도 저작권법 제13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제13절은
인도 저작권법 제63조 내지 제70조에 해당한다.

가. 개별적인 제재

인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형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63조는 저작권침해죄를 정의한 주된 벌칙 조항이다.

Section 63. Offenc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other rights conferred by this
Act.

Any person who knowingly infringes or abets the infringement of-(a) the copyright in a work, or
(b) any other right conferred by this Act 1[except the right conferred by section
53A],301)
2[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six
months but which may extend to three years and with fin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fifty thousand rupees but which may extend to two lakh rupees:]302)
Provided that 1[where the infringement has not been made for gain in the course of
trade or business]303) the court may, for adequate and special reasons to be

300)
https://www.internetsociety.org/wp-content/uploads/2018/10/The-Internet-and-extra-territorial-appli
cation-of-laws-EN.pdf (last visit on December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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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in the judgment, impo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less
than six months or a fine of less than fifty thousand rupees.

Explanation.-- Construction of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which infringes or which,
if completed, would infringe the copyright in some other work shall not be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이 조문은 저작권 또는 인도 저작권법이 부여한 그 밖의 권리(인도 저
작권법 제53A조에 따른 재판매권 제외)를 알면서 침해하거나 교사하는 자
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Act, 1957

Section 53A. Resale share right in original copies.

[53A. Resale share right in original copies.-- (1) In the case of resale for a price
exceeding ten thousand rupees, of the original copy of a painting, sculpture or
drawing, or of the original manuscript of a literary or dramatic work or musical
work, the author of such work if he was the first owner of rights under section
17 or his legal heirs shall, notwithstanding any assignment of copyright in such
work, have a right to share in the resale price of such original copy or
manuscrip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Provided that such right shall cease to exist 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copyright in the work.
(2) The shar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be such as the 2[Appellate Board]
may fix and the decision of the 3. Subs. by Act 7 of 2017, s.160, for “Copyright
Board” (w.e.f. 26-5-2017). in this behalf shall be final:
Provided that the [Appellate Board]304) may fix different shares for different classes
of work:
301) Ins. by Act 38 of 1994, s. 21 (w.e.f. 10-5-1995).
302) Subs. by Act 65 of 1984, s. 5, for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which may extend
to one year, or with fine, or with both" (w.e.f. 8-10-1984).
303) Ins. by Act 38 of 1994, s. 21 (w.e.f. 10-5-1995).

361

Provided further that in no case shall the share exceed ten percent, of the resale
price.
(3) If any dispute arises regarding the right conferred by this section, it shall be
referred to the [Appellate Board]305) whose decision shall be final.]306)

알면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6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형과 5만 루피 이상 2십만 루피의 벌금에 처한다. 압수된 물품이 침해 복
제물이라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침해 복제물의 폐기 또는 저작
권자에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누범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및 1십만 루피 이상 2십만 루피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확립된 판례법
에 따라 범의(犯意)(mens rea)는 인도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범죄의 필
수 요소이며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점유하는 것(예: 영화 음악을 담은
카세트)에 불과한 경우는 인도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라 그 자를 유책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다.307)

인도 저작권법은 제63B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의 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63B조에 따라 컴퓨터상에 컴
퓨터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이용하는 자는 7일 이상 3년 미만
의 금고 및 5만 루피 이상 2십만 루피 미만(5000 미화 달러)의 벌금에 처
한다.

Copyright Act, 1957.

304) Subs. by Act 7 of 2017, s.160, for "Copyright Board" (w.e.f. 26-5-2017).
305) Subs. by Act 7 of 2017, s.160, for "Copyright Board" (w.e.f. 26-5-2017).
306) Ins. by Act 38 of 1994, s. 18 (w.e.f. 10-5-1995).
307) P. Narayanan, Law of Copyright and Industrial Designs, 4th Ed., Eastern Law House, 2007 at
p. 348.
308) Ins. by s. 23, ibid. (w.e.f. 10-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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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3B.

Knowing use of infringing copy of computer programme to be an

offence.

[63B. Knowing use of infringing copy of computer programme to be an offence.-Any person who knowingly makes use on a computer of an infringing copy of a
computer programme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seven days but which may extend to three years and with fin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fifty thousand rupees but which may extend to two
lakh rupees:
Provided that where the computer programme has not been used for gain or in the
course of trade or business, the Court may, for adequate and special reasons to be
mentioned in the judgment, not impose any sentence of imprisonment and may
impose a fine which may extend to fifty thousand rupees.]308)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익을 위해 또는 거래 또는 영업의 과정에
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법원은 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50십 만 루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신속하고 보다 효과적
인 제재책을 위하여 저작권법 및 정보기술법 양자의 규정에 따라 델리 경
찰청의 형사부(Crime Branch)의 지식재산전담부와 함께 현장급습을 행하
는 델리시 소재 델리경찰청의 경제범죄수사단(Economic Offences Wing)에
고소장/최초정보보고서(first information report)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
하의 금고 또는 2십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기술법 제
65조에 따라 형사적 제재책을 구할 수 있다.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Section 65. Tampering with computer source documents.

Whoever knowingly or intentionally conceals, destroys or alters or intentionally or
knowingly causes another to conceal, destroy, or alter any computer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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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for a computer, computer programme,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when the computer source code is required to be kept or maintained b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up to three years, or
with fine which may extend up to two lakh rupees, or with both.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mputer source code" means the
listing of programmes, computer commands, design and layout and programme
analysis of computer resource in any form.

저작권법 제63B조 및 정보기술법 제65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는 인식할 수 있는 범죄(cognizable offense)다. 하지만, 인도 저작권법
제63B조와 정보기술법 제65조 양자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는
정보기술법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범죄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는 범죄다. 더욱이 정보기술법 제81조 단서는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가 정보기술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69조에 따라 기업의 범죄 사례에서 범죄실행시에 기업
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모든 자 또는 그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유책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
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 저작권법 제69조에 따라 "회사"는
모든 법인격체를 의미하며 회사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그 밖의 단체를 포
함한다. 형사적 구제책은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다.

Copyright Act, 1957.

Section 69. Offences b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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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any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 by a company, every
person who at the time the offence was committed was in charge of, and was
responsible to the company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 guilty of such offence and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punished accordingly: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in this sub-section shall render any person liable to
any punishment, if he proves that the offence was committed without his knowledge
or that he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prevent the commission of such offence.
(2)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1), where an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 by a company, and it is proved that the offence
was committed with the consent or connivance of, or is attributable to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officer of the
company, such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officer shall also be deemed
to be guilty of that offence and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punished accordingly.
Expla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a)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and includes a firm or other association of
persons; and
(b) "director” in relation to a firm means a partner in the firm.

인도 저작권법은 기술우회방지조치의 보호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309)

나. 형사적 제재책 대 민사적 구제책

형사적 제재책은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건에서 민사소송보다 더 편의로
울 수 있다.

(i) 복제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은 피고가 쟁점이 된 제품을 제
작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곤란할
309) Anand, supra note, at § 19:45.

365

수 있다. 그러한 사례에서 제품의 불법복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극
도로 복잡하게 된다. 또한 피고는 알려진 출처의 제품을 매수하였다
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형사소송은 효과적이다. 왜
냐하면 경찰은 이러한 쟁점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단과 주정부의 장비
를 가지고 있다.
(ii) 심한 불법복제 사건에서 테러 또는 마약밀수와 관련된, 보다 심각한
위법행위와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이 현장 급습으로 붙
혀진 사회적 오명 및 보석 거부의 공포로 인하여 그 압력은 위반자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iii)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비밀성은 형사소송사건
에서 보다 용이하게 보전될 수 있다. 이것은 민사사건에서 행해질 수
는 없다. 왜냐하면 민사사건에서 피고는 필연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자신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310)

3. 행정적 규제책

가. 관련 행정 법률 검토

민사적 구제책 및 형사적 제재책 이외에 저작권등록청에게 부여된 법정
권한을 통하여 행정적 규제책이 저작권법 제53조 및 판례법에 따라 마련
되어 있다.

Copyright Act, 1957.

Section 53. Importation of infringing copies.

[53. Importation of infringing copies.-- (1) The owner of any right conferred by this
310) Anand, supra note, at §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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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respect of any work or any performance embodied in such work, or his
duly authorised agent,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be Commissioner of
Customs, or to any other officer authorised in this behalf by the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a) that he is the owner of the said right, with proof thereof, and
(b) that he requests the Commissioner for a period specified in the notice, which
shall not exceed one year, to tre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s prohibited
goods, and th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re expected to arrive in India
at a time and a place specified in the notice.
(2) The Commissioner, after scrutiny of the evidence furnished by the owner of the
right and on being satisfied m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tre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s prohibited goods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India, excluding goods in transit:
Provided that owner of the work deposits such amount as the Commissioner may
require as security having regard to the likely expenses on demurrage, cost of
storage and compensation to the importer in case it is found that works are not
infringing copies.
(3) When any goods treated as prohibited under sub-section (2) have been detained,
the Customs Officer detaining them shall inform the importer as well as the
person who gave notice under sub-section (1) of the such goods within
forty-eight hours of their detention.
(4) The Customs Officer shall release the goods, and they shall not longer be treated
as prohibited goods, if the person who gave notice under sub-section (1) does
not produce any order from a court having jurisdiction as to the temporary or
permanent disposal of such goods within fourteen days from the date of their
detention.]311)

나. Norwich Pharmical 명령

Norwich Pharmical 사건판결312)은 원고를 조력하고 관세청과 같이 완

311) Subs. by Act 27 of 2012, s. 34, for section 53 (w.e.f. 21-6-2012).
312) Norwich Pharmacal and Others v.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1974] AC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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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선의일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개시를 명함으로써 나중에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명령을 의미한다. 델리 고등법원은 Souza
Cruz SA v. N KJain 사건(소위 ‘Hollywood’사건)에서 Hyderabad 소재
관세소비세청(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에게 우크라이나로 수
출되고 있는 침해 담배의 온전한 상세내용을 공개하도록 명하였다.313)
Shaw Wallace v. Gemini Traders사건314)에서 이 명령을 따랐다. 이 사건에
서 법원은 법원 명령을 위반하여 다른 주로 이동하는 침해물품인 위스키
의 상세사항을 공개하도록 관세소비세청에게 명하였다. 그 명령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도 발령될 수 있다.

다. 인도 저작권법 제53조와 관세

인도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르면,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
는 공연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세청 또는
소비 및 관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에게 서면
으로 아래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a) 그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자신이 전술한 권리를 가지는 자라는 사
실 및
(b)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자신이 관세청장에게 저작물의 침해복제
물을 금지물품으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및 저작물의 침해물품
이 통지서에 특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

권지라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한 후 충족된 때에 관세청장은 법의 규정
을 적용받으면서 이동중인 물품을 제외하고 그 저작물의 침해복제물을 인
313) Souza Cruz SA v. N KJain (1995) 3 IPA 28.
314) Shaw Wallace v. Gemini Traders (1993) 8 IP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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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수입된 금지물품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그 작품이 복제침해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체납, 보관비
용 및 수업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예상비용을 고려하여 저작권자는 관
세청장이 보증으로 요구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지물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이 유치된 경우에 그 물품을 유치한 관세청
직원은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수입업
자에게 유치 후 48시간 내에 그 물품의 유치에 대해 통지한다.

그 이후 서면통지서를 제출한 권리자는 관세청 직원에게 그러한 물품의
임시적 또는 영구적 처분이 실시된 방법을 명하는, 관할권 있는 법원의
명령을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명령은 침해물품의 유지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관세청 직원이 알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14일 이내에 그
명령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치된 그 물품의 유치 해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동 중인 물건으로서 인도에 수입된 물품은 명시적으로 저작권법 제53
조의 적용이 배제된다.315)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 Gramophone Company of India Ltd. v.
Birendra Bahadur Pandey and Ors사건316)에서 대법원은 상거래 및 수입
목적의 수입과 이동 목적의 수입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인도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네팔에 가는 도중에 인도를 경유하는 음악저작
물의 불법복제물 맥락에서 쟁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315) Section 53(3) of the Copyright Act, 1957.
316) Gramophone Company of India Ltd. v. Birendra Bahadur Pandey and Ors (1984) 2 SCC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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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재판부는 주저없이 저작권법 제51조 및 제53조에서 ‘수
입’이란 용어가 ‘인도 바깥으로부터 인도 내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본 재판부는 이에는 상거래를 위한 수입에
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도 포함한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제법 원칙과 모순되지 않은 본 재판부의 해석은
국제조약 및 인도와 네팔간 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317)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2012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채택한 개정내용
때문에 전술한 판례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개정 이전에 제53조에 따른 소송은 관세청과 협력하는 저작권청과 관련
이 있다. 하지만 개정의 결과로서 현재로는 저작권 및 공연권에 한정된
국경조치절차는 권리자와 관세청과 관련이 있다.

라.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규칙 (2007년)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318) 제11조 제n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
는 것이 가능하다.

The Customs Act, 1962

Section 11. Power to prohibit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1) If the Central Government is satisfied that it is necessary so to do for any of

317) (1984) 2 SCC 534, Para 39.
318) Act No. 52 of 1962 [13th December, 1962]. The Act shall come into force in the State of
Sikkim (w.e.f. 1-10-1979), vide Notification No. G.S.R. 527(E), dated 1-9-1979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 3(i).
319) Subs. by Act 12 of 2020, s. 107, for "gold or silver" (w.e.f. 27-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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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specified in sub-section (2), it may,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prohibit either absolutely or subject to such conditions (to be fulfilled
before or after clearanc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the import
or export of goods of any specified description.
(2) The purpose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the following:-(a) the maintenance of the security of India;
(b)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standards of decency or morality;
(c) the prevention of smuggling;
(d) the prevention of shortage of goods of any description;
(e) the conserv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the safeguarding of balance of
payments;
(f)

the prevention

of injury

to

the economy

of the

country

by

the

uncontrolled import or export of [gold, silver or any other goods]319);
(g) the prevention of surplus of any agricultural product or the product of
fisheries;
(h) the maintenance of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grading or marketing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i) the establishment of any industry;
(j) the prevention of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tion of goods of any
description;
(k)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l)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m)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n)

the

protection

of

patents,

trademarks

[,

copyrights,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320);
(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p) the carrying on of foreign trade in any goods by the State, or by a
Corporation owned or controlled by the State to the exclusion, complete
or partial, of citizens of India;
(q) the fulfi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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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he implementation of any treaty, agreement or convention with any
country;
(s) the compliance of imported goods with any laws which are applicable to
similar good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India;
(t) the prevention of dissemination of documents containing any matter which
is likely to prejudicially affect friendly relations with any foreign State or is
derogatory to national prestige;
(u) the prevention of the contravention of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and
(v) any other purpose conducive to th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3)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r obligation relating to import or export of any
goods or class of goods or clearance thereof provided in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r any rule or regulation made or any order or
notification issued thereunder, shall be execu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Act only if such prohibition or restriction or obligation is notifi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subject to such exceptions,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s the Central Government deems fit.]321)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지침(2007년)(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322)은 관세청의 국장(Deputy
Commissioner) 또는 과장(Assistant Commissioner)에게 혐의물품의 통관을
중지하고 권리자가 그 물품을 심사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규칙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 권리자에 의한 통지의 제출
(ii) 관세청에 의한 전술한 통지의 등록
(iii) 권리자가 절차에 참가할 기한

320) Subs. by Act 17 of 2013, s. 64, for and copyrights (w.e.f. 10-5-2013).
321) Sub-section (3) shall stand inserted (date to be notified) by Act 13 of 2018, s. 59.
322)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47/2007-CUSTOMS (N.T.), New
Delhi, dated the 8th May, 2007, available at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in/in054en.pdf (last visit on December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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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권리자가 제출한 통지의 등록을 위한 단일 시점
(v) 합법적인 수입업자의 적절한 보호
(vi) 성실한 행위(bina fide act)에 대하여 관세청의 적절한 보호
(vii)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세청에 의한 직권소송(Suo-moto action)
(viii) 몰수된 물품의 처분

이 규칙의 명칭은 수입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실제로는 수출품에도 적용된다. 지식재산권자가 관세청에 등록하면
관련된 항구와 입국지점에서 관세청 직원은 침해물품을 통관검사한다. 침
해물품이 관세청이 유치되면 경보가 뜨고 지식재산권자는 정해진 기간내
에 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때 참가하지 못하면 물품 유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는다.

마.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Penguin Books Ltd v. M/s India Book Distributors사건323)에서 델리고등
법원은 인도 내 배타적인 이용권자의 허락없이 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도서를 인도로 수입하는 행위가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관련 조문은 제2조 제m항, 제51조 제b항
제iv호 및 제53조이다.

Section 2. Interpretation.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m) "infringing copy" means-(i) in relation to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a reproduction thereof
otherwise than in the form of a cinematograph film;
323) Penguin Books Ltd v. M/s India Book Distributors, AIR 1985 Delhi 29.
324) Subs. by Act 38 of 1994, s. 2, for clause (m) (w.e.f. 10-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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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n relation to a cinematographic film, a copy of the film made on any medium
by any means;
(iii) in relation to a sound recording, any other recording embodying the same
sound recording, made by any means;
(iv) in relation to a programme or performance in which such a broadcast
reproduction right or a performer's right subsist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sound recording or a cinematographic film of such programme or
performance,;
if such reproduction, copy or sound recording is made or imported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324)

Section 51. When copyright infringed.

Copyright in a work shall be deemed to be infringed-(a) when any person, without a licence granted by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the Registrar of Copyrights under this Act or in contravention of the conditions
of a licence so granted or of any condition imposed by a competent authority
under this Act-(i) does anything, the exclusive right to do which is by this Act conferred upon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ii) permits for profit any place to be used for the communication of the work
to the public where such communication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unless he was not aware and had no reasonable
ground for believing that such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ould b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r]325)
(b) when any person-(i) makes for sale or hire, or sells or lets for hire, or by way of trade displays
or offers for sale or hire, or
(ii) distributes either for the purpose of trade or to such an extent as to affect
prejudicially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iii) by way of trade exhibits in public, or
(iv) imports *** into India,326) any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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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hat nothing in sub-clause (iv) shall apply to the import of one copy of
any work for the private and domestic use of the importer.]327)

Expla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reproduction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in the form of a cinematograph film shall be
deemed to be an "infringing copy".

Section 53. Importation of infringing copies.

[53. Importation of infringing copies.-- (1) The owner of any right conferred by this
act in respect of any work or any performance embodied in such work, or his duly
authorised agent,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be Commissioner of Customs, or to
any other officer authorised in this behalf by the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a) that he is the owner of the said right, with proof thereof, and
(b) that he requests the Commissioner for a period specified in the notice, which
shall not exceed one year, to tre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s prohibited
goods, and th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re expected to arrive in India
at a time and a place specified in the notice.
(2) The Commissioner, after scrutiny of the evidence furnished by the owner of the
right and on being satisfied m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3),
treat infringing copies of the work as prohibited goods that have been
imported into India, excluding goods in transit:
Provided that owner of the work deposits such amount as the Commissioner may
require as security having regard to the likely expenses on demurrage, cost of
storage and compensation to the importer in case it is found that works are not
infringing copies.
(3) When any goods treated as prohibited under sub-section (2) have been
detained, the Customs Officer detaining them shall inform the importer as well
as the person who gave notice under sub-section (1) of the such goods within
forty-eight hours of their detention.
(4) The Customs Officer shall release the goods, and they shall not longer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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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as prohibited goods, if the person who gave notice under sub-section
(1) does not produce any order from a court having jurisdiction as to the
temporary or permanent disposal of such goods within fourteen days from the
date of their detention.]328)

인도 저작권법 제2조 제m항은 침해물품을 정의하고 수입된 복제물도 포
함한다. 인도 저작권법 제51조 제b항 제iv호는 특정인이 침해 복제물을 국
내로 수입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인도 저작
권법 제53조는 인도 국내로 수입된 침해 물품을 저작권청이 압류할 수 있
는 절차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델리고등법원은 ‘발행(publish)’
란 용어에 ‘수입’이란 용어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배타적인 이
용권자인 원고가 그 물품을 발행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물품을 수입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329)

Eurokids International (P) Ltd. v. India Book Distributors Egmont Books
Ltd.사건330)은 권리의 속지적 분배(territorial divisions)를 승인하였다.
이 규칙의 현행 해석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권을 가질 것이다.

325) Subs. by Act 38 of 1994, s. 16, for sub-clause (ii) (w.e.f. 10-5-1995).
326) The brackets and words "(except for the private and domestic use of the importer)" omitted
by Act 65 of 1984, s. 3 (w.e.f. 8-10-1985).
327) Subs. by Act 38 of 1994, s. 16, for the proviso (w.e.f. 10-5-1995).
328) Subs. by Act 27 of 2012, s. 34, for section 53 (w.e.f. 21-6-2012).
329) Id.
330) Eurokids International (P) Ltd. v. India Book Distributors Egmont Books Ltd. (2005) 6 Bom C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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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브라질

I. 의의

1. 실례 1

Q: 브라질에서 저작권침해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A: 경고장(cease-and-desist letters)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행규
정은 아니다.

2. 실례 2

Q: 브라질에서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제척기간은?
A: 브라질 민법 제206조 제3항 제V호에 따라 그 기간은 3년이다.331)

II.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1. 절차법

가. 의의

브라질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절차법의 법적 근거는 브라질 민사소송법과
브라질 형사소송법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주로 브라질 민법에 두고 있
다.332)
331)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98825d0-a336-4b12-90e7-f585c1dbd32e (last
visit on January 11, 2020).
332) Federal Decree no. 4657, 09/24/1942, art. 7 et seq.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88, 89, 90 and 484 (Braz.).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Braz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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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브라질 민법은 피고가 브라질에 주소를 두고 있
는 경우 또는 의무가 브라질 국내에서 이행되는 경우에 브라질 사법당국
이 기본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민사소
송법은 피고가 국적과는 상관없이 브라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의무
가 브라질에서 이행되는 경우, 또는 소송이 브라질 국내에서 발생한 사실
또는 브라질 국내에서 행해진 행위의 결과인 경우에 브라질 사법당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민법상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규
정을 강조하고 보완하고 있다. 브라질에 대리인,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은 그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국법원에 제기된
선행 소송이 있더라도 브라질 사법당국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재판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실행된 곳 또는 피고가 주소를 둔 곳
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권을 강조하고 있다.333)

국제재판관할권이 결정되면 절차법은 필연적으로 소가 제기된 곳의 법
이어야 한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사건을 판단할 실질법은 외국법일 수도
있지만 절차법은 브라질 법이다. 이는 브라질의 공서에 관한 사안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조334)와 형사소송법 제1조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외국판결
의 집행에도 마찬가지다.335)
Código de Processo Civil Lei Nº Code of Civi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Code], art. 1 and 69 (Braz.).
333) Rules of the Brazilian Civil Code, article 12.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88 and 90 (Braz.).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Brazili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69 (Brazil).
334)
https://www.lawyerinbrazil.com/wp-content/uploads/2019/06/BRAZILIAN_CODE_OF_CIVIL_PROCEDU
RE-1.pdf (last visit on December 21, 2020).
335)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484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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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5, de 16 de março de 2015

ACT Nº 13.105, of 16 March 2015.

(Alterada pela lei 13.256/2016)
(As amended by Law 13.256/2016)
Art. 1º
Art. 1.
O processo civil será ordenado, Civil procedure is to be organised,
disciplinado e interpretado conforme governed

and

interpreted

in

os valores e as normas fundamentais accordance with the values and basic
estabelecidos
República

na

Constituição

Federativa

do

da norm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Brasil,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bservando-se as disposições deste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Código.

this Code.

2. 준거법

준거법으로서 브라질 실질법이 적용되는 경우, 준거법 결정에 관한 조
문은 주로 브라질 민법 및 브라질 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브라질 저작권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36)

브라질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격과 관계에 대해서는 준거법은
재산소재지법이다.
의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의무가 성립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계약에
서 비롯된 의무는 청약자가 주소를 둔 곳에서 성립된 것으로 해석된다.337)

브라질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외
국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
다. 선례와 함께 중요한 부분의 전문가들은 계약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준거법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선
택이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민법 규칙 제9조가 적용된다. 반면에 브라질
대법원 판례제요 제335호(Digest n. 335 of the Supreme Court of Brazil)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유롭게 국제재판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336) Rules of the Brazilian Civil Code, article 7 et seq. Brazilian Criminal Code, articles 5 and 6.
337) Rules of the Brazilian Civil Code, articles 8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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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브라질 판사는 외국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법의 내용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고 시행중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338)

브라질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브라질 영토내에서 실행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다. 범죄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야기된 장소 또는 그 결과가 예상되었어야 하는 장소에서 실행된
것으로 간주된다.339)

Lei n° 10.406, de 10 de janeiro de 2002 (Código Civil)340)
포르투갈어

영어

Art. 8o Se dois ou mais indivíduos

Art. 8. If two or more individuals

falecerem na mesma ocasião, não se

die on the same occasion, it is not

podendo

dos

possible to ascertain whether any

outros,

of the comorients preceded the

averiguar

comorientes

se

precedeu

presumir-se-ão

algum
aos

simultaneamente

mortos.

público:
I - os nascimentos, casamentos e
óbitos;
II - a emancipação por outorga dos
pais ou por sentença do juiz;
III - a interdição por incapacidade
absoluta ou relativa;
-

they

will

be

presumed

simultaneously dead.

Art. 9o Serão registrados em registro

IV

others,

a

sentença

declaratória

ausência e de morte presumida.

de

Article 9. The following will be
registered in the public register:
I - births, marriages and deaths;
II

-

emancipation

by

parental

consent or by judge's sentence;
III - interdiction due to absolute or
relative incapacity;
IV - the declaratory sentence of
absence and presumed death.

338)
Rules of the Brazilian Civil Code, article 14.
339) Código Penal [C.P.][Brazilian Criminal Code], art. 5 and 6 (Braz.).
340)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602-514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
fault)&firstPage=true (last visit on Decembe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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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인법상 쟁점

가. 의의

브라질 헌법은 누구나(브라질 내 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브라질인, 외국
인 또는 난민)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안전권, 재산권 및 적법절차의 불
가침성을 포함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있다.341) 추가로 브라
질 헌법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 및 취득과 관련하여 브라질 거주민인 외국
인은 브라질국민과 동등하다. 브라질 법원은 브라질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 및 사회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 헌법
상 조문을 확대해석하였다.342)

나. 외국인의 지위-국제조약의 적용

브라질 저작권법에 따르면, 브라질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브라질에
시행중인 조약, 협정, 협약에서 정하는 보호를 향유한다.343)

다. 외국인의 지위-국제조약 이외의 국내법에 따른 따른 외국인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국제조약 외에 브라질 저작권법은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자
에게 저작권 또는 동등한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상호주의를 보장하는 국

341) Constitution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article 5. See Appeal No. 83.607/PB, Federal
Regional Court of Appeals of 5th Region, Third Panel, judged on 10/30/2003.
342) See Interlocutory Appeal n. 2005.04.01.032610-6/PR, Federal Regional Court of Appeals of 4th
Region, Third Panel, judged on 08/29/2006; Civil Appeal n. 2004.03.99.033604-1/SP, Federal
Regional Court of Appeals of 3rd Region, Eighth Panel, judged on 11/22/2004.
343) Brazilian Copyright Act, art. 2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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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거주하는 그 국가의 국민 및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344)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법은 소프트웨어의 저작자 본국이 브라질인과
브라질에 주소를 둔 외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브라질인
에게 부여된 권리가 해외에 주소를 둔 외국인에게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45)

Ⅲ. 절차

1. 가처분 절차

브라질 민사소송법은 수색․압류명령(search and seizure order)을 포함하
여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346)

2. 민사소송절차 (본안소송)

브라질 재판권은 기본적으로는 대법원(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 국지적 연방항소법원(Regional Federal Courts
of Appeals), 연방주 대법원(Supreme Courts of the Federal States), 연방
법원 및 주법원에 귀속되어 있다. 또한 선거, 노동 및 군사 분쟁을 다루는
특별법원이 존재한다.

민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서 제기된다. 연방법원
344) Brazilian Copyright Act, art. 2 (Braz.).
345) Brazilian Software Act, art. 2 (Braz.).
346)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273, 796, and 839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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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권은 브라질 헌법 제109조에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다.347)

Constitution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348)349)

Article 109. The federal judges have the competence to institute legal proceeding
and trial of: (CA No. 45, 2004)

I – cases in which the Union, an autonomous government agency or a federal public
company have an interest as plaintiffs, defendants, privies or interveners, with the
exception of cases of bankruptcy, of job-related accidents, and of those subject
to the Electoral and Labour Courts;

II – cases between a foreign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 municipality or
a person domiciled or residing in the country;

III – cases based on a treaty or a contract between the Union and a foreign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V – political crimes and criminal offenses committed against the assets,services or
an interest of the Union or of its autonomous agencies or public companies,
excluding misdemeanours and excepting the competence of the Military and
Electoral Courts;

V – crimes cover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or convention, when, the prosecution
having started in the country, the result has taken place or should have taken
place abroad, or conversely;

V-A – cases regarding human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VI – crimes against the organization of labour and, in the cases determined by law,
those against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347) Article 109 of the Brazili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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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habeas corpus, in criminal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or when the
coercion is exercised by an authority whose acts are not directly subject to
another jurisdiction;

VIII – writs of mandamus and habeas data against an act of a federal authority,
except for the case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federal courts;

IX – crimes committed aboard ships or aircrafts, excepting the competence of the
Military Courts;

X – crimes or irregular entry or stay of a foreigner, execution of letters rogatory,
after exequatur, and of foreign court decisions, after homologation, cases related
to nationality, including the respective option, and to naturalization;

XI – disputes over the rights of Indians.

Paragraph 1. Cases in which the Union is the plaintiff shall be instituted in the
judicial section where the other party is domiciled.

Paragraph 2. Cases brought against the Union may be instituted in the judicial
section where the plaintiff is domiciled, or where the act or fact giving rise to
the suit occurred or where the item is located, or further, in the Federal District.

Paragraph 3. Cases in which the parties are a social security institution and its
beneficiary shall undergo legal proceeding and trial in the state courts, in the
forum of the domicile of the beneficiaries or insured participants, whenever the
district is not the seat of a federal court of first instance, in which case the law
may allow other cases to be also processed and judged by the state courts.

Paragraph 4.

In the event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ppropriate appeal shall

always be taken to the Federal Regional Court within the area of jurisdic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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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of first instance.

Paragraph 5. In cas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ith a view to ensuring
compliance with obligations deriving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Brazil is a party, the Attorney-General of the Republic may request, before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and in the course of any of the stages of the
inquiry or judicial action, that jurisdiction on the matter be taken to Federal
Justice.

이들 연방사건은 주로 연방 연합과 그 지부가 원고, 피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가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이다. 다른 유형의 소송사건은
전술한 특별법원이나 주법원에 직접 제기된다. 저작권 사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기초로 한 소는 피고의 주소지 주법원에
제기된다. 따라서 소나 항소가 판사에게 배당되는 방법은 각 법원이 규율
할 문제다. 주의 대다수는 지식재산 또는 저작권 사건에서 전문화된 재판
부를 두고 있지 않다.350)

저작권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 보완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제기로 개시된다. 소를 제기하거나 다투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

348) Constitutional text of October 5, 1988, with the alterations introduced by Constitutional
Amendments No. 1/1992 through 64/2010 and by Revision Constitutional Amendments No.
1/1994 through 6/1994.
349) https://www.oas.org/es/sla/ddi/docs/acceso_informacion_base_dc_leyes_pais_b_1_en.pdf (last visit
on December 5, 2020).
350)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94 (Braz.). Federal Constitution,
art. 96 (Braz.). 사회보장전문법원에 대한 지식재산관련 항소의 배당을 하는 제2지구의 국지적 연방
항소법원은 예외다. See Provision No. 015 of 09/18/2000; See Azevedo, supra note, at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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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은 저작물이 사기로 복제, 공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권리
자가 손해배상청구, 불법복제물이나 제작된 원본의 압류 또는 공표의 금
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51) 특히 집합물(collective
work)에 관하여 연방항소법원은 타인의 허락 없이도 법원에서 자신의 이
익을 변호할 기여자의 자율권을 승인하였다.352)

절차 개시시에 판사는 당사자간 조정을 시도하는 예비적 심리기일을 정
하는 것이 통례다. 공격방어방법의 토대가 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
하여 모든 법적․도덕적 적법수단이 허용된다. 권리근거사실(constitutie
facts of his/her rights)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권리장애사실
(impeditive

facts),

권리변경사실(modifiable

facts)

또는

권리멸각사실

(extinctive facts)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진다.353)

소송계속중에 판사는 본안승소의 개연성에 대해 확신하고 일방 당사자
의 권리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또는 권리남용의 성질결정
또는 명백한 지체 목적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종국
판결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할 수 있다.354)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의 소가 제기된 경우, 관련 정보가 비밀정보인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비밀심리절차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
방 당사자는 다른 목적으로 전술한 비밀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355)

2. 형사소송절차

가. 수사 및 기소 절차
351)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3 and 262 (Braz.).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2.
352) Special Appeal n. 88079/ RJ, Federal Court of Appeals, Fourth Panel, judged on 11/04/1997.
353)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331 and 332 (Braz.).
354) Azevedo, supra note, at § 6:46.
355) Brazilian Software Act, art. 14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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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관련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도 통상 주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356)

브라질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완결된 장소 또는
미수의 경우 마지막 실행행위가 실행되는 장소에 의해 결정된다. 위반 장
소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권
한을 가진다.357)

브라질 형법 체계하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위반 범죄는 원칙적으
로 고소를 통해 개시된다. 하지만 위반행위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공익법
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형사소송은 공개심리
하고 고소 없이 할 수 있어서 검사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가 직접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종전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될 저작물 또는 음반의 선택을 이용자가 수
행하도록 허용하는 케이블, 광섬유, 전파 또는 그 밖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중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은 공개심
리되나 피해자의 대리를 조건으로 한다.358)

브라질 형사소송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무형적
재산에 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359)

따라서 범죄행위가 흔적을 남긴 사례에서 범죄행위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감정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은 접수하지
356)
357)
358)
359)

Article 109 of the Brazilian Constitution.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 [Brazili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70 and 72 (Braz.).
Código Penal [C.P.][Brazilian Criminal Code], art. 184 (Braz.).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Brazilian Criminal Procedure Code] 524 et seq.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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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 권리를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소장은
접수할 수 없다. 이러한 조사절차는 판사가 임명한 전문가 2인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예비적 수색 또는 압류 노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절차가 피
해자의 고소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행위의 경우에 수색 및 압류에 대한 전
문가 보고서의 승인으로부터 기산하여 최대 30일 내에 해야 한다. 이 기
간은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flagrante delicto)로 체포될 경우 8일로 단축된
다.

위반행위가 영리목적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공익법인의 활동에 반하는
경우에 경찰당국은 침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설비, 조성물 및 자료와 더
불어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압류뿐만 아니라 예비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압류된 모든 재산의 수
탁자가 될 수 있고 주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판사에게 이를 제공할 의
무를 부담한다.

나. 형사소송 절차

판사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침해물 및 침해장비의 폐기 또는 연
방재무부를 위해 손실처리로 판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것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주, 시, 연방지구 또는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공공기관 또는
사회부조를 위한 공공기관에게 기부할 것인지 여부는 연방재무부에 달려
있다. 침해물 및 침해장비는 연방 연합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도 있다.

브라질 소프트웨어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죄에 관한
특별한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형사소송은 피해자
의 고소를 요한다. 다만, 침해행위가 공익법인에 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
우 또는 조세회피, 세금징수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조세관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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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비자관련 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60)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형사소송에서는 전문가
조사가 선행하여야 한다. 판사는 침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침해 복제물 뿐
만 아니라 그 판(version) 및 파생물의 예비적 압수를 명할 수도 있다.361)

3. 행정절차

가. 관련 행정 법률 검토

브라질 관세청에서 압류하는 침해물품의 지정은 2002년 4월 22일자 브
라질 재무부(Brazilian Exchequer) 행정규칙 제100호 및 2002년 4월 30일자
브라질 국세청(Brazilian Federal Revenue Office) 행정규칙 제555호에 규
정되어 있다.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비리 혐의로 인한 수입물품의 통제에 관한
특별절차는

2001년

5월

8일자

브라질

국세청

규범

지침(Normative

Instruction) 제52호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세관 발송 규정은
2002년 9월 25일자 브라질 국세청의 규범지침 제206호에 의하여 규율된
다.362) 브라질에서는 저작권 관련 행정법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처분의 요건 및 절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책과 형사적 제재책
의 과반수는 위조물품의 수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것은 브라질

360) Brazilian Software Act, art. 12 (Braz.).
361) Brazilian Software Act, art. 13 (Braz.).
362) http://www.receita.fazenda.gov.br/Grupo2/Legislacao.htm (last visit on Decembe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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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복제가 해외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위조복제물
의 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의무에 관하여 발생한다.

압류 및 폐기명령은 이러한 위조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형법
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또는 음반
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내
에 수입하는 자에 대해 2년 이상 4년 미만의 금고 및 벌금에 처한다.363)

위반행위가 영리목적이거나 공익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 관세당국
은 침해목적으로만 사용된 설비, 조성물 및 자료와 함께 불법으로 제작되
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압류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364)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중재, 조정 등)

중재는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한 법률 제9,307/96호365)의 제정뿐
만 아니라 중요한 국제조약의 비준(파나마 협약 및 뉴욕 협약)에 따라 브
라질에서 유효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몇몇 조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
의를 4년간 지속한 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01년에 법률(SEC 5,206)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양한 조정 및 중재센터가 창설되었다. 그에는 브라질-캐나다 중재위
원회, 상파울로 주의 산업연맹(CIESP)에 소속된 상파울로 조정 및 중재센
터 및 AMCHAM 중재센터 등이 존재한다.

363)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4 (Braz.);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Brazili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184 (Braz.).
364) Rodrigo Azevedo, Administrative sanctions, where applicable,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6:44 (2020).
365) Law No. 9,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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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법은 국내중재 또는 국제중재 사이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중
재지에 따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고 있다. 브라질이 중재지라면
국내중재로 간주되고 중재판정은 브라질 최고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366)에 의해 승인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외국이 중재지라면 브라질
최고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367)

브라질 중재법368)에 따르면, 준거법이 선량한 풍속(good customs)과 공
공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형평, 법원칙 및 상관습법
(lex mercatoria)을 포함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준거법을 선택하려는
계약당사자의 자치원칙은 중재절차에서만 허용된다. 분쟁의 본안이 종국
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진다면 브라질 민법 제9조가 필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369) 브라질 중재법은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제34조에서
조약의 우선적용원칙을 도입하였다.

Chapter VI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icle 34. A foreign arbitral award shall be recognised or enforced in Brazil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effective in the internal legal system, or, in
its absence,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Law.

Sole paragraph. A foreign award is considered to be an award rendered outside
the national territory.

366) 김남우, 브라질의 사법체계,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 98면,
http://www.klri.re.kr:9090/bitstream/2017.oak/8492/1/%EB%B8%8C%EB%9D%BC%EC%A7%88%EC%9
D%98%20%EC%82%AC%EB%B2%95%EC%B2%B4%EA%B3%84.pdf (최신방문일: 2020년 1월 5일).
367)
https://www.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publications/2016/10/dratw/dratw_brazil_2009.
pdf?la=en (last visit on January 7, 2020).
368) LAW No. 13.129 of MAY 26, 20151.
369) Baker McKenzie, Dispute Resolution Around the World: Brazil at p. 9 (2009), available at
https://www.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publications/2016/10/dratw/dratw_brazil_2009.
pdf?la=en (last visit on January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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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절차

가. 원칙

브라질법에 따르면, 모든 소송절차를 완료한 후, 판사는 판결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하거나 특정행위를 이행하도록 명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러한 의무는 피고가 자
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거나 사법당국이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집행은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별절차도 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몇몇 사적 계약과 같은 채무약정의 집행에도 직접 적용가
능하다.370)

브라질 민사소송법은 의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행절차를 마
련하고 있다. 따라서 (i)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재산으로 분리하여 채권자
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체물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 (ii)
피고가 특정 행위를 이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예: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
하지 않고 종전에 발행한 저작물의 정확한 저작자표시를 신문에 발행하는
행위) 또는 특정행위의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침해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에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위한 집행절차, (iii) 특정 값의 지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액을 부과하는 집
행절차(예: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iv) 특정 값의 지불을
목표로 하지만 채무를 지불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를 상
대로 추진되는,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액을 부과하는 집행
절차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수색 및 압수명령)(search and

370)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566 to 795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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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 order), 재산의 압류(attachment of property), 정기적인 벌금의 부
과(imposition of periodic fine) 등을 포함한다.371)

브라질 형법에 따르면 형사적 처벌은 종국판결 이후 즉시 집행된다.372)
자유형의 경우, 피고인은 관련된 상황에 따라 개방형, 준개방형 또는 폐쇄
형 시스템으로 구금되거나 유치된다. 브라질 형법은 체납자가 법에 규정
된 요건(예: 기존 법체계에서 형벌의 최소 1/6 경과 및 교도소에서 품위방
정한 행동)을 충족하는 경우, 더 심각한 시스템에서 더 관대한 시스템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공한다.373) 더욱이, 브라질 형법은 피고인이 범죄경력
이 없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절차의 중
지를 유예를 허용한다.

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특별규정

2004년 브라질 연방정부는 불법복제 및 지식재산범죄대응 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the Combat of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이하 ‘CNCP')을 창설하는 명령 제5244호(Decree No. 5244)를 제
정하였다. CNCP는 브라질에서 특히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초점을 두는 법
인이다. 이 기관의 주도하에서 침해물에 대한 세관의 국경조치는 강화되
었고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공적 기관의 압수도 강화되었
다.374)

371) Código de Processo Civil [C.P.C.][Code of Civil Procedure], art. 621, 632, 646, and 748 (Braz.).
372)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Brazili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669 (Braz.).
373) Brazilian Criminal Executions Statute, art. 112 and 114 (Braz.).
374) Rodrigo Azevedo, Specific rules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6:5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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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제책

1. 민사적 구제책

브라질 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구제책과 형사적 제재책을 마련하
고 있다. 브라질에서 일반적 민사구제책은 브라질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법도 저작자의 권리 위반에 관하여 다수의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침해에 관한 민사적 구제책은 형사적 제재책에 적용될 수
있다.375) 민사적 구제책에는 손해배상, 침해물 또는 원본의 압류 및 폐기,
위반행위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저작자의 명시적인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
제하는 자의 민사적 책임은 과실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브라질 최
고법원(Brazilian Superior Court of Appeals)은 최근에 위조자의 책임이 인
지되었다면 위작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저
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376)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브라질 민법377)은 손해의 한도에 의해 양적 평가
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무
단발행에 대해서는 판매 복제물의 가액을 저작자나 권리자에게 지불할 의
무를 지우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자 또는 권리자가 침해복제물의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무단발행에 해당하는 복제물의
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침해자는 3,000부의 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378)
375)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1 (Braz.).
376) Special Appeal No. 1123456/RS, Brazilian Federal Court of Appeals, Third Panel, judged on
10/19/2010.
377) Código Civil [C.C.][Brazilian Civil Code], art. 944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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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브라질 법원들은 출판업자가 유사한 상황 하에서 저작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였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례다.379)

최근의

사례에서

브라질

연방대법원

(Brazilian

Federal

Court

of

Appeals)은 장래의 불법적 실무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징벌적 성격을 받아들였다. 브라질 연방대법
원은 최악의 사례에서 침해자는 기껏해야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점에서 무단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위험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종국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한 사례에서 브라질 연방대
법원은 압류된 프로그램의 가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증
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380)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무단발행에 해당하는 복제물의 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저작물의 3,000부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
는 것은 문제가 클 수 있는 쟁점이다.381) 브라질 법원의 최근 판결 중 다
수에 따르면 불법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가 검증에 의해 정해질 수 있
는 경우에 전술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이유가 없다. 이 규정은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양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
다.382) 마지막으로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개인 네트워크상 소프트웨어를 무
단으로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83)
378)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3 (Braz.).
379) Civil Appeal No. 70010660496, Supreme Court of Rio Grande do Sul, Ninth Chamber, judged
on 09/28/2005.
380) Special Appeal No. 1403865/SP, Federal Court of Appeals, Third Panel, judged on 11/07/2013.
381)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3 (Braz.).
382) See Civil Appeal n. 70016882409, Supreme Court of Rio Grande do Sul, Ninth Chamber,
judged on 04/11/2007; Civil Appeal n. 70018521195, Supreme Court of Rio Grande do Sul,
Ninth Chamber, judged on 02/20/2008.
383) Special Appeal n. 768783/RS, Brazilian Federal Court of Appeals, Third Panel, judged on
09/2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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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소프트웨어
의 수색 및 압류명령을 발령받아 수색 및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컴퓨
터 프로그램이 피고의 사무소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건에서 권리남용
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384)

브라질에서 공식적인 통지 및 삭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브라질
최고법원에 따르면 불법복제 사실을 통지받은 후 즉시 불법복제물을 삭제
하지 아니한 인터넷콘텐츠제공자도 저작권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385)

하지만,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Marco Civil da Internet)38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연결제공자는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387)
둘째,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제공자는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이 발령된
후 해당 명령에 기재된 서비스의 틀과 기간 내에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불법으로 확인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
사책임을 질 수 있다.388) (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 규정
으로 규율하도록 정해고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84) Special Appeal No. 1189692/RJ, Brazilian Federal Court of Appeals, Third Panel, judged on
15/05/2012.
385) Appeal on Special Appeal No. 259.482/MG, Brazilian Federal Court of Appeals, judged on
04/16/13.
386) Civil Rights Framework for the Internet—Statute No. 12965 of April 23, 2014.
387) Marco Civil Statute, art. 18 (Braz.).
388) Marco Civil Statute, art. 19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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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에 따르면, 침해행위를 범하는데 사용된 불법복제물, 원본, 블
록, 조형틀, 원판 및 그 밖의 자료 전부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압류 및
폐기는 침해 목적으로만 사용된 기계, 설비 및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389)

판매의 목적으로 또는 직접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 자신 또는 제3자
를 위한 편의 또는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로 복제된 저작물 또
는 음반을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 수령 및 은닉, 취득, 배포, 기탁 또는
사용하는 자는 침해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390)

그 법은 또한 권한 사법당국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어문저작물, 예술저
작물 및 학술저작물, 실연 및 음반을 전송, 재전송 및 공중송신하는 행위
를 즉시 중단 또는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은 불이행에 대한 강
행적 일별 벌금 및 적용가능한 그 밖의 배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
시된다. 침해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누범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이 2배로 가중될 수 있다.391)

저작물의 공연을 통한 공중송신권의 침해의 경우, 침해자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감독, 매니저, 시설소유자 및 대여업자는 저작권침해
가 발생한 쇼를 조직한 자와 더불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392)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성명, 가명 또는 전형
적인 표지를 누락하여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인격적 이익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신원을 공개
389)
390)
391)
392)

Brazilian
Brazilian
Brazilian
Brazilian

Copyright
Copyright
Copyright
Copyright

Act,
Act,
Act,
Act,

art. 106 (Braz.).
art. 104 (Braz.).
art. 105 (Braz.).
art.s 109 and 110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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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393)

인격적 손해배상액의 양적 산정은 법관이 사안별로 유사한 사례의 선
례, 침해된 권리의 확대적용 및 중요성, 원고와 피고 각각의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한다. 브라질 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한 대로, 저작자의 인격
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실효성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하게 충족하여 피고의 다른 저작
권침해 관행을 억제할 역량에 달려 있다.394)

브라질 최고법원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제척기간
은 저작권법에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 브라질 민법 제206조 제3항 제V
호에 따라 3년이다.395)
브라질이 WCT와 WPPT,의 체약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적조치
의 우회와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유일한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에 있다.396)
브라질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복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저작물 및 음반의 복제물에
통합되어 있어 기술적 장치를 변경, 제거, 수정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저작물, 음반 또는 방송의 공중송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암호화된
신호를 변경, 제거 또는 오염시키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셋째, 권리관리정보를 허락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넷째, 권리관리정보, 암호화된 신호 및 기술적 보호장치가 허락없이 제
393)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8 (Braz.).
394) See, for example, Civil Appeal n. 70018639310, Supreme Court of Rio Grande do Sul, Sixth
Chamber, judged on 12/04/2007.
395) Special Appeal No. 1168336/RJ, Brazilian Federal Court of Appeals, Third Panel, judged on
03/22/2011.
396)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7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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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저작물, 공연, 음반과 방송에 고정된
공연의 복제물을 허락없이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 전송 또는 공
중송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해자는 설비의 압류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저작권침
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397)

2. 형사적 제재책

브라질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책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2003년 제10695호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다.

브라질 형법은 자유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형의 경우, 금고
(imprisonment) 또는 구류(detention)를 포함하는데 금고의 처벌은 폐쇄, 개
방 또는 준개방 형태로 집행되고 구류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또는 준개방
형으로 집행된다. 폐쇄형 시스템은 최대한도의 보안시설 또는 최소한도의
보안시설에서 금고가 집행되는 것으로 특징지워지고 준개방형 시스템은
농업식민지 또는 산업식민지에서 처벌의 집행으로 묘사될 수 있다. 개방
형 시스템은 기숙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에서 정주하는 체계다.398)

벌금 형태의 처벌은 형벌에 정해져 있고 ‘일당 벌금’으로 산정된 금
액을 교도소 기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금액은 최소 10일에
서 최대 360일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당 벌금’의 가치는 판사가
설정하며 현재 국가 최저임금의 1/30에서 5배 사이여야 한다.399)
397)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7 (Braz.).
398) Código Penal [C.P.][Brazilian Criminal Code], art. 33 (Braz.).
399) Código Penal [C.P.][Brazilian Criminal Code], art. 49 (Braz.). The minimum wage is annually
fixed by the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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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주된 형사법적 규정은 브라질 형법 제184조다. 이 조문
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3월 내지
1년의 구류에 처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직접
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음반에의
고정에 있어 어떤 수단이나 과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부 복제 또는 일부
복제하는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에 2년 내지 4년 이하의 금고와 벌금에 처
한다. 직접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없이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또
는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 판매, 판매의 청약, 대여, 수입, 취득,
은닉 또는 기탁하는 자 또는 저작물 또는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
여하는 자는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또한 직접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해 종전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
에서 수신할 저작물 또는 음반의 선택을 이용자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케이블, 광섬유, 전파 또는 그 밖의 시스템을 통해 공중에게 무단으로 제
공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 4년 미만의 금고 및 벌금에 처한다.

브라질 형법은 벌칙조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제한 또는 예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브라질 형법은 벌칙조항이 저
작물 또는 음반의 복제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익 또는 간접적 이익 없이
사적 이용을 위한 단수의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400)

400) Código Penal [C.P.][Brazilian Criminal Code], art. 184, § 4 (B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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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형법 이외에도 브라질 소프트웨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6월
이상 2년 미만의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 한 전부 또는 일부 복제에 해
당하는 경우, 벌칙은 1년 이상 4년 미만과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저작권
을 위반하여 제작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판매 청약, 수입, 취득, 은닉 또는 기탁하는 자에게 적용가
능하다.401)

3. 행정적 규제책

가. 관련 행정 법률 검토

브라질 관세청에서 압류하는 침해물품의 지정은 2002년 4월 22일자 브
라질 재무부(Brazilian Exchequer) 행정규칙 제100호 및 2002년 4월 30일자
브라질 국세청(Brazilian Federal Revenue Office) 행정규칙 제555호에 규
정되어 있다.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비리 혐의로 인한 수입물품의 통제에 관한
특별절차는

2001년

5월

8일자

브라질

국세청

규범

지침(Normative

Instruction) 제52호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세관 발송 규정은
2002년 9월 25일자 브라질 국세청의 규범지침 제206호에 의하여 규율된
다.402) 브라질에서는 저작권 관련 행정법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처분의 요건 및 절차

401) Brazilian Software Act, art. 12 (Braz.).
402) http://www.receita.fazenda.gov.br/Grupo2/Legislacao.htm (last visit on Decembe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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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책과 형사적 제재책
의 과반수는 위조물품의 수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것은 브라질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복제가 해외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위조복제물
의 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의무에 관하여 발생한다.

압류 및 폐기명령은 이러한 위조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형법
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또는 음반
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내
에 수입하는 자에 대해 2년 이상 4년 미만의 금고 및 벌금에 처한다.403)

위반행위가 영리목적이거나 공익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 관세당국
은 침해목적으로만 사용된 설비, 조성물 및 자료와 함께 불법으로 제작되
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압류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404)

403) Brazilian Copyright Act, art. 104 (Braz.); Código de Processo Penal [C.P.P.][Brazilian Criminal
Procedure Code], art. 184 (Braz.).
404) Rodrigo Azevedo, Administrative sanctions, where applicable, 1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 6:4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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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우디 아라비아

I. 의의

1. 실례 1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범위한 위성방송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가 발생하고 있다. BeoutQ란 사우디 아라비아내 서비스제공자가 유
럽연합 스포츠경기 조직위원회 및 유럽연합내 권리자(저작자 및 저작인접권
자)에서 귀속하는 콘텐츠를 무단없이 사우디 아라비아내에서 공중송신하였
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BeoutQ의 위성방송서비스가 국가가 일부 소유하는
아랍위성통신기구의 위성(Badr-4/Arabsat-4b)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중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405)

2. 실례 2

문화정보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저
작권위원회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재량권과 TRIPs협정에 부합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절할 재량권을
가진다. 이러한 규칙은 형사소송절차 및 형사벌의 활용가능성을 정치적 또는
주관적 고려사항에 조건을 두는 것이다.406)

405)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1.pdf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40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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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적 쟁점

1. 법원 체계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원 체계는 일반 사건들을 다루는 일반법원 체계
(General Court System)와 행정처가 당사자인 분쟁을 다루는 행정법원 체
계(Administrative Court System)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사법평
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 국왕이 위원장)가 이러한 법원들을 감독하
고 있다.

- 일반법원 체계 :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1
심법원(First degree courts)의 3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심법원은 내
부적으로 노동부(the Labour Circuit), 형사부(the Criminal Circuit), 상사부
(the Commercial Circuit), 민사부(the Personal Matters Circuit)로 나뉜다.

- 행정법원 체계(Board of Grievances) : 행정법원(The Administrative
Court), 항소행정법원(The Administrative Court of Appeal), 최고행정법원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의 3심 법원으로 구성된다. 지적재산권
사건과 관련해서는 산업재산권의 등록과 관련된 분쟁(출원등록, 출원거절,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은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관할합의 조항
의 효력을 인정하고407) 당사자가 합의한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강
제할 것이다.408)
407) Article 36, paragraph 3 of Implementation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in Saudi
Arabia.
408) Amgad Husein & Jonathan Burns, Choice of Forum in Contracts with Saudi Arabian
Counterparties: An Analysis of the DIFC Common Law Courts from a Saudi Arabian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48,
No.
3,
181,
availab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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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거법

샤리아 법(이슬람 법)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의 최고의 법원(法源)이다.409) 칙
령(royal decrees),

부령(ministerial orders), 기관의 회람용 안내문(agency

circulars) 및 그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을 입법한 것은 구속력있는 법을 창설
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 모든 입법은 궁극적으로 이슬람법리의 혼발리 학파
[Hanbali school (fiqh)]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용되는 불문의 Shari’a
법(샤리아 법)에 구속된다.410)

일반적으로 모든 사우디 아라비아 사법부는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샤리아 법의 적용에 구속된다.411) 사우디아라비아 판사는 일반적으로 계약자
치가 샤리아법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법
의 적용을 배제하는 준거법합의조항은 일반적으로 샤리아법의 해석에 모순
되는 한도내에서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412)

2016년 7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이 되
는 것을 의결하였고 2016년 10월 1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이 되었
다.413)414)

3. 외인법상 쟁점
https://scholar.s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606&context=til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409) See The Basic Law of Governance, enacted by Royal Decree no. A/90, 27/s/1412H., corr. (Jan.
3, 1992), Art. 1.
410) See The Legal Procedures Law of Procedure Before Shari'a Courts, enacted by Royal Decree
no. MI/20, 20 Jumada 1, 1421 (Aug. 19, 2000), art. 1.
411) Id.
412) Id.
413) “Cabinet Approves Kingdom becoming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Arab News, July
26, 2016, p. 2.
414) https://www.hcch.net/en/states/hcch-members/details1/?sid=268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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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2004년 3월 11일 이래 베른협약의 가입국이므로 보호받
는 대상물이로서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은 등록 없이 보호받는다.
또한 TRIPs 협정상 저작권에 관한 규정도 WTO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8조에서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 저
작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18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가 당사국인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에 따른 저작물”에
대해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5)

Ⅲ. 절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 진술 또는 의견서 제출 등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드는 비용,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
한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에게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소송비용청구 제도가 법정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의 소송은 모두 아랍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 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 변호
사의 민사소송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호사 자격증
을 취득한 변호사만이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15) https://www.wipo.int/edocs/mdocs/arab/en/wipo_ip_ju_ryd_04/wipo_ip_ju_ryd_04_1.pdf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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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절차

가. 가처분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시간의 경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
에 관한 긴급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을 잠정적으로 다룰 수 있다.416) 이러한
결정은 본안사건과 별도로 또는 본안사건의 일부로서 행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안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17)

긴급한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사실심리 이전에 제기할 수 있거나 법원
이 본안사건을 이미 심리하고 있다면 사인은 나중에 긴급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긴급한 사건의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i)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사, (ii) 여행금지, (iii) 점유권침해금지 및
점유회복금지, (iv) 새로운 작위의 중지, (v) 일당 급여에 관한 사건, 법이
긴급한 것으로 간주한 그 밖의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418)

하지만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구제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용불가하
다.419) 그렇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심의위원회가 가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 위반행위심의위원회가 가처분명령을 내릴 가
능성은 거의 없다.420)

416) Article 205 of Civil Procedure Law in Saudi Arabia.
417)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0-567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
fault)&firstPage=true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418) Article 206 of Civil Procedure Law in Sauidi Arabia.
419)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0-567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
fault)&firstPage=true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42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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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안소송절차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

저작권침해 사건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매우 드물다.421) 저작권자와
이용허락계약상 소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 배타적인 이용권자는 침해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이론상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샤리아 법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적용가능하다. 이 법에 따르면, 침해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실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2.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형사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
을 가진다.

Article 128 of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s

Without prejudice to the jurisdiction of other courts, the crimi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criminal cases.

법원법 제20조에 따르면, 형사법원은 처벌 및 샤리아법 부[Panels for
punishments (Qassas) and Shari’ah laws(Al Houdood)], 재량적 처벌부
[discretionary punishments (Tazir)], 청소년부(Panels for juveniles/minors)로
구성된다.422)

421) http://www.kadasa.com.sa/publications/100?type=Copyright_Protection_in_Saudi_Arabia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422)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new-court-system-in-saudi-arabia/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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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of the Judiciary Law

The criminal court shall compose the following specialised panels:
(a)

Panels for punishments (Qassas) and Shari’ah laws (Al Houdood).

(b)

Panels for discretionary punishments (Tazir).

(c)

Panels for juveniles/minors.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시 250,000 사우디 리얄(66,700 미화 달러에 상당
함)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해 6월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영업시설은 2월 이하로 폐쇄될 수 있다. 권리침해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 침해물의 몰수 및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2배까지 벌칙을 가중할
수 있다. 예컨대 500,000 사우디 리얄(133,400 미화 달러 이하)의 벌금과 1
년 이하의 구금을 병과할 수 있다. 영업시설은 4개월까지 폐쇄될 수 있다.

3. 행정절차

저작권자는 관세당국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침해상품이 포함된 화
물을 압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세상 국경조치 이외에 현재 시행중인
관리절차는 없다.423)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중재, 조정 등)

2012년 새로운 중재법과 집행법(Enforcement Law)이 제정된 이후, 2016년

423) http://www.kadasa.com.sa/publications/100?type=Copyright_Protection_in_Saudi_Arabia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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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드에

사우디

중재센터(Saudi

Centre

for

Commercial

Arbitration,

SCCA)가 개설되고 UNICITRAL 중재규칙에 기반한 SCCA 중재규칙이 만들
어졌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새로운 중재법에서 의미가 불분명했던 조항
들을 명확히 하는 중재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중재의 경우,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규정(ICC 규정, 런던국제중재규정,
UNICITRAL 규정 등) 및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가능하고, 소송절차와는
달리 아랍어 외 언어로 진행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 정책과 관련되었거나 행정법원 관할의 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
관이 관련된 사건(왕이 승인한 경우 제외) 등 일부 유형의 사건들은 중재
에 회부될 수 없다.

또한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무관하게 모든 중재는 샤리아법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중재법 제2조), 중재결정이 샤리아법에 맞지 않을 경우(이
자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집행절차

집행법원은 모든 법원의 판결을 집행한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신청인은 법무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 전자적 집행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ii) 신청은 집행기관에 회부된다.
(iii) 집행권원(판결 및 어음)은 집행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한다.
(iv) 집행채무자는 청구인용판결을 송달받고 공식적 방식을 통해 지불하는
것이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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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판결채무자가 지불하는 것을 해태하면 집행판사는 판결채무자의 서비
스를 중지하고 은행계좌를 동결하며 판결채무자의 여행을 금지하며 채무자
의 미수금 채권이 정부기관이 갚아야 하는 것이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판결채무자가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감치할 수 있다.
(vi) 집행판사는 채무상환에 사용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득의 1/3을 공제
한다. 집행판사는 또한 채무자에게 속한 자산 및/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vii) 집행판사는 채무를 지불할 금전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판결채무자
를 구금하여야 한다.
(viii) 판결채무자는 금전을 은닉하거나 밀수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채무변제
를 거절하기 위하여 불법을 범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받을 것이다.424)

IV. 구제책

1. 민·형사적 구제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및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 및 결
정은 저작권법 규정(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내에

설치된

위반행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고사법평의회의 지침을 통하
여 2020. 1. 26.부터 저작권,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식물품종권과 관
련된 침해 사건의 관할을 모두 상사법원(Commercial Courts)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424)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0-567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
fault)&firstPage=true#co_anchor_a849927 (last visit on Januar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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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2조에는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서는 민·형사를 구별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 지급을 함께 결정하였
다.425)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1조)를 하였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함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경고, 최대
25만 리얄의 벌금, 2개월 이하의 사업장 폐쇄, 복제물과 저작권 침해행위
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6개월 이하의 징역 중 하나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추가적으
로 위반행위심의위원회(법원)는 임시적 압류·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침해자에 대한 사죄광고명령, 사업장에 대한 2년 이하의 활동 금지명령도
가능하다.
Article 22: Penalties
First: Any person who violates a provision of this Law shall be subj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enalties:
(1) Warning.
(2) A fine not exceeding 250,000 riyals.
(3) Closing the violating establishment or the establishment which has participated in
the violation of copyrigh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months.
(4) Confiscating all copies of the work along with the material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s.
(5)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Second: Upon repetition of the infringement on the same work or any other work,
the maximum limit of penalty, fine, and closure may be doubled.
Third: If the Committee sees that the violation entails imprisonment or a fine
exceeding 100,000 riyals, or the cancellation of the license, the case shall be
submit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referral to the Board of Grievances.
425) 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전된 이후에 어떻게 판결하는 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인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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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Committee may decide on financial compensation to the benefit of the
author whose right has been infringed upon and who files the complaint.
Compensat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size of the infringement and the damage
incurred.
Fifth: The Committee may include in its decision the punishment of defamation
against the person who commits the infringement. Publication of the same shall be
at his expense and by the method the Committee deems appropriate.
Sixth: The Committee may include in its decision suspension of the participation of
the infringing establishment in activities, occasions, or exhibitions, if the infringement
is discovered during a commercial event, provided that the suspension period shall
not exceed two years.
Seventh: The Committee may issue an injunction against the printing of infringed
upon work, its production, publication, or distribution, in addition to enforcing a
protective impoundment of the copies, materials, and pictures made therefrom. It
may take any temporary measures it deems necessary to protect the copyright until
a final decision is reached regarding the complaint or grievance.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shall specify the protective impounding procedures.

2. 행정적 구제책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품이 수입 또는 수출됨을 의
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수출입품 압류를 위하여 위반행위심의
위원회에 서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과 상표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규칙 제5
조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 침해물품 통관을 보류할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서면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 정지 결정 요청서를 문화정보부에 제출할 수 있다.
통관 정지 결정 요청서를 받은 세관은 행정법원 또는 문화정보부의 예방적
압류명령이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해야 하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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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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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가별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426)

Ⅰ. 러시아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GORODISSKY & PARTNERS

러시아에서 가장 큰 IP 전문 로펌이며, 유럽에서도 IP 전문 로펌 중 10위
권 내에 드는 대로펌임.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권 분야 전반에 대하여 소송, 중재, 고소, 조사, FTO 분석 뿐만 아니
라 회계, 세무, M&A, 번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소 : 129090, Moscow B. Spasskaya Str., 25, stroenie 3 Russia
- Phone : +7 495 937 6116
- 연락처 : +7 495 937-6116, +7 495 937-6109
- 홈페이지 : www.gorodissky.com
- Email: pat@gorodissky.com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Ekaterinburg, Krasnodar, Samara, Perm,
Dubna,

Kazan,

N.

Novgorod,

Vladivostok,

Novosibirsk,

Tekhnopark

"Sarov", Kiev
- 변호사 수 : 13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Evgeny Alexandrov, Ilya Goryachev, Natalia
Nikolaeva, Stanislav Rumyantsev 등

426) 사무소 개관 및 저작권 관련 사건 수행 정보는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2021.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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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O INEUREKA

2001년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함

- 주소 : INEUREKA 125009 Moscow, Strastnoy Boulevard, 4, building 1,
office 100
- 연락처 : +7 495 369-10-36, +8 800 350-31-65
- 홈페이지 : www.ineureka.ru
- Email: org@ineureka.ru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Fariza Gabolaeva

◌ Gowling WLG

9개국 19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로펌 그룹으로 러시아 모
스크바에는 1991년부터 사무소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소 : 11 Gogolevsky Boulevard, Moscow, 119019, Russia
- 연락처 : +7 495 775-4863
- 홈페이지 : www.gowlingwlg.com
- 변호사 수 : 11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eronica Fridman

◌ Baker McKenzie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계 다국적 로펌으로 47개국 77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초대형 로펌.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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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White Gardens, 9 Lesnaya Street, Moscow 125196, Russia
- 연락처 : +7 495 775-4863
- 홈페이지 : www.bakermckenzie.com/en/locations/emea/russia
- Email: moscow@bakermckenzie.com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 변호사 수 : 81 명(모스크바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Eugene Arievich, Margarita Divina, Pavel
Gorokhov 등
-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 온라인 상 권리침해에 대한 콘텐츠 차단과 관
련된 집행절차 협조업무 수행

◌ Hogan Lovells

런던과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영미계 다국적 로펌으로 영국, 미국 외 12
개 국가에 약 40여 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주소 : Summit Business Centre, 22 Tverskaya Street, 9th Floor,
Moscow 125009, Russia
- 연락처 : +7 495 933-3000
- 홈페이지 : www.hoganlovells.com/en/locations/moscow
- 변호사 수 : 29 명(모스크바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Natalia Gulyaeva, Julia Gurieva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① 레고 그룹을 대리하여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내에서 저작권 관
련 업무를 수행
② 글로벌 게임 기업인 Novomatic을 대리하여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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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침해중단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업무를 수행

◌ Dentons

2015년 미국 로펌 덴톤스와 중국의 다청 법률사무소가 통합하여 만들어
진 초대형 로펌으로 한국의 Dentons Lee 법률사무소가 업무제휴 관계에
있음

- 주소 :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Lesnaya ulitsa, 7, Moscow,
125196, Russia
- 연락처 : +7 495 644-0500
- 홈페이지 : www.dentons.com/en/global-presence/russia-and-cis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Krasnodar
- 변호사 수 : 48 명(모스크바 사무소), 30 명(St. Petersburg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ictor Naumov, Denis Voevodin 등

◌ Egorov Puginsky Afanasiev & Partners

1993년 설립된 종합 법률사무소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 이상의 국
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주소 : 21, 1st Tverskaya-Yamskaya Str., Moscow, 125047, Russia
- 연락처 : +7 495 935-8010
- 홈페이지 : epam.ru/en/team
- Email: mow_office@epam.ru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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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 : 31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avel

Sadovsky,

Irina

Kosovskaya,

Igor

Serebryakov, Daria Sergeeva 등

◌ INTELS

1980년대말 구 소련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적재산권 전문 민간기관으로,
현재는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소 : 33, Pokrovka Str. 105062, Moscow, Russia
- 연락처 : +7 495 921-40-81
- 홈페이지 : intels.ru
- Email: agency@intels.ru
- 변호사 수 : 14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Jennet Abduraimova

◌ Liapunov and Partners

1994년 설립된 IP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국가연
합(CIS), 발틱국가들의 법률사무소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주소 : off. 25, Zagorodny pr. 16, St.Petersburg, 91002, Russia
- 연락처 : +7 812 312-8421
- 홈페이지 : www.liapunov.com
- Email: mail@liapunov.com
- 분사무소 위치 : Moscow, Kiev
- 변호사 수 : 23 명(St. Petersburg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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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nna Eznichenko, Alexey Grishaev, Daria Pettus,
Elena Shevchenko, Inna Galaka

◌ Sojuz patent

1922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변리업무를 전담하였던 'Sojuzpatent'가 모
체로, 구 소련 붕괴 후 유한회사로 전환되었음

- 주소 : 13 Bldg. 5 Myasnitskaya St., 101000 Moscow, Russia
- 연락처 : +7 495 221-8881, +7 495 221-8880
- 홈페이지 : www.sojuzpatent.com
- Email: info@sojuzpatent.com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vetlana B. Felitsyna, Maxim V. Mikhailov, Elena
F. Halturina, Tatiana V. Ekhlas, Mikhail V. Nepomnyashchikh, Victoria M.
Nikitina, Maria A. Plotkina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 미국의 하스브로 사를 대리하여, 'My Little
Pony'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의 불법복제품을 수입한 자들에 대한 세
관조치(압류) 및 행정소송(벌금 및 몰수)업무를 수행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427)

- 침해통지서 작성
① 도메인 네임 소유자 : 1,000 USD
② 웹사이트 소유자 : 800 USD
③ ISP : 600 USD
④ 도메인 등록업체 : 600 USD
427)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
습니다(이하 다른 국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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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장 작성 : 1,000~1,500 USD

- 민사 본안소송(1심) : 15,000~20,000 USD
- 민사 가처분(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 포함) : 5,000
USD

- 형사사건(권리자 측)
① 수사단계 참여 : 4,000~7,000 USD
② 소송단계 참여 : 5,000~7,000 USD

- 행정소송 : 5,000~7,000 USD
- 세관의 저작권 등록 : 1,700 USD(이후 1개 추가될 때마다 1,000 USD)
- 세관집행 과정에 참여 : 700~1,500 USD

Ⅱ. 인도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K & S PARTNERS

1994년에 설립된 IP 전문 부티크 로펌

- 주소 : Chimes 61, Sector 44, Gurugram, Haryana 122 003, National
Capital Region NDIA
- 연락처 : +91 124 4708-700
- 홈페이지 : www.kns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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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Bangaluru, Chennai, Hyderabad, Mumbai, New Delhi
- 변호사 수 : 11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ishwarya Menon, Prashant Gupta, Deepak Gogia
등

◌ Remfry & Sagar

1827년에 설립된 법률사무소(Remfry & Son)를 모체로 한 IP전문 로펌. 저
작권등록신청, 저작권 라이선스, 양도 및 민·형사상 소송 및 행정적 구제
방안 대응 업무 등을 수행

- 주소 : Remfry House at the Millennium Plaza, Sector 27, Gurugram –
122 009 New Delhi National Capital Region, India
- 연락처 : +91 124 280-6100, +91 124 465-6100
- 홈페이지 : www.remfry.com/
- Email: remfry-sagar@remfry.com
- 변호사 수 : 95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ishnumohan Rethinam, Shivam Vikram Singh,
Gaurav Mukerjee 등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 덴마크의 Hallmark Cards 주식회사를 대리하
여, 인도의 'Mouazzam's Hallmark Estates Projects Private Limited'가 사
용하는 'Hallmark' 표장에 대하여 상표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
여 본안소송과 함께 표장 사용금지

◌ ANAND AND A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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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 중 특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저작권 전문 로펌으로
저작권 등록, IP 권리화,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체
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주소 : First Channel Building Plot No. 17A, Sector 16A, Film City,
Noida, Uttar Pradesh 201301, India
- 연락처 : +91 120 405-9300
- 홈페이지 : www.anandandanand.com
- Email: foreignpatent@anandandanand.com, email@anandandanand.com
- 분사무소 위치 : New Delhi, Mumbai, Chennai
- 변호사 수 : 30 명(파트너 변호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afir Anand, Prachi Agarwal, Imon Roy 등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 인도에서 최초로 저작인격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 Saikrishna & Associates

2001년 설립되어 IP, 통신매체 및 기술, 기업법, 경쟁법 분야를 주요업무로
하는 LLP 법무법인

- 주소 : 8th Floor, VJ Business Tower, Plot No. A-6, Sector 125, Noida 201301
- 연락처 : +91 120 463-3900
- 홈페이지 : www.saikrishnaassociates.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Delhi, Mum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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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 : 100 명 이상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aikrishna Rajagopal, Pushpam Jha, Surya Patnaik
등

◌ Singh & Singh

1997년 설립된 LLP 법무법인으로 지적재산권법, 미디어 및 통신법, 중재,
경쟁법, 조세법, 마약규제법 등의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로펌

- 주소 : C-139, Defence Colony, New Delhi, India 110 024
- 연락처 : +91 98 1067-6281
- 홈페이지 : www.singhandsingh.com
- Email: info@saikrishnaassociates.com
- 분사무소 위치 : Bangalore, Mumbai, Chandigarh
- 변호사 수 : 5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udeep Chatterjee

◌ Mason & Associates

2006년 설립된 지적재산권법 전문 로펌. 인터넷 및 IT관련 법 분야까지 전
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대표 변호사 Neel Mason 및 구성원 변
호사들은 저작권 개정 절차에서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사생활
및 정보보호 법안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제개정 과정에 지
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주소 : A-7 Sarvodaya Enclave, Lower Ground Floor, New Del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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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7
- 연락처 : +91 11 4656-6260
- 홈페이지 : mason.co.in
- Email: mail@mason.co.in
- 분사무소 위치 : Hyberdad
- 변호사 수 : 16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Neel Mason, Sabia Veqar, Ridhima Pabbi, Uday
Singh Chopra 등

◌ Rahul Chaudhry & Partners

1983년에 IP 조사업무 수행하는 작은 펌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변호사 55
명, 직원 약 110명 정도가 소속되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전문
로펌으로 운영되고 있음. Fortune Global 500 회사들 중 약 100개의 업체를
고객으로 하여 대리하고 있음

- 주소 : RCY House, C-235, Defence Colony, New Delhi, India 110024
- 연락처 : +91 11 435 000 00
- 홈페이지 : www.rahulchaudhry.com
- Email: mail@rahulchaudhry.com
- 분사무소 위치 : Gurugram
- 변호사 수 : 55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Rahul Chaudhry, Anuradha Salhotra

◌ Beruar & Beruar

2018년 1월에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공동대표인 Rahul Beruar는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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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유명 로펌인 FoxMandal Little 및 Akash Chittranshi & Associates
에서 저작권 및 IP 집행 부문을 이끌어왔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작권 침
해와

관련하여

작가인

JK

Rowling을

대리한

것을

포함하여

Warner

Brothers, Bloomsb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 대기업들을 대리한 바
있음

- 주소 : D-155, Third Floor, Defence Colony, New Delhi 110024
- 연락처 : +91 11 4107-9789
- 홈페이지 : beruar.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Mumbai, Ranchi
- 변호사 수 : 2 명(뉴델리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Rahul Beruar, Nidhi Jain

◌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1956년에 설립된 로펌을 모체로 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고, IP 및 기술분
야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대부분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과학, 공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있음

- 주소 : New Excelsior Building, 7th Floor, Wallace Street, A.K. Nayak
Marg, Fort Mumbai, India 400001
- 연락처 : +91 22 2200-6322
- 홈페이지 : www.krishnaandsaurastri.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Mumbai, Pune, New Delhi, Bengaluru, Ahmedabad,
Chennai
- 변호사 수 : 100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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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unil Krishna, Manish Saurastri, Richa Padney,
Ashish Gupta 등

◌ Lall & Sethi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정보기술 등
IP 관련 분야에 관한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소 : D-17, South Extension – II, New Delhi – 110 049
- 연락처 : +91 11 4289-9999
- 홈페이지 : www.indiaip.com
- Email: info@indiaip.com
- 변호사 수 : 23 명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① 미국의 MPAA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을 수행
② 인도의 특별 제도(John Doe Order, Anton Piller Order)와 관련된 중요
한 결정을 이끌어 냄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작성 : 400~600 USD
- 소장 작성 : 최소 1,500 USD
- 가처분(Interim Injuction) 신청 절차 : 6,000~10,000 USD428)
- 민사 본안 절차(1심) : 15,000~40,000 USD
- 형사소송 절차 : 최소 10,000 USD

428) 비용은 웹사이트 및 URL 개수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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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저작권 등록 절차 : 최소 600 USD

Ⅲ. 브라질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DANNEMANN, SIEMSEN BIGLER & IPANEMA MOREIRA

1900년 설립된 로펌을 모태로 한 남미 지역 최대 IP 전문 로펌으로, 현재
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체결, 기술관련 법률, 환경법,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행 중인 사건 수는 약 8만 건
정도이고 소송과 자문의 비율은 7:3 정도

- 주소 : Av. Rodolfo Amoedo, 300 Barra da Tijuca, 22620-350, Rio de
Janeiro/RJ - Brasil
- 연락처 : +55 21 2237-8700
- 홈페이지 : www.dannemann.com.br/home.html
- Email: marketing@dannemann.com.br
- 분사무소 위치 :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몬테비데오(우루과이)
- 변호사 수 : 24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eter Dirk Siemsen, Attilio Gorini, Luiz Augusto
Lopes Paulino, Fernanda Salomão Mascarenhas 등

◌ MAGELLAN IP

브라질, 포르투갈에서 IP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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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로펌. IP 분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음.

- 주소 : Rua da Assembleia, 10 • sala 3215 20011-901 • Rio de Janeiro,
RJ • Brazil
- 연락처 : +55 21 4063-3297
- 홈페이지 : www.magellan-ip.com
- Email: magellan@magellan-ip.com
- 변호사 수 : 8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Carla Castello, Caio Rodrigues da Silva,
Alexandre Macedo Altberg

◌ CLARKE, MODET & CO.

1879년 스페인에 설립되어 1960년대부터 포르투갈, 남미 지역으로 서비
스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는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
시코, 칠레,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및 스페인, 포르투갈에 26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다국적 IP 전문 로펌. 그 외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지역은
international desk를 개설하고 있음

- 주소 : Rua Arizona, 1422 15º andar, Conjunto 152/153 Brooklin, São
Paulo
- 연락처 : +55 11 5103-3490
- 홈페이지 : www.clarkemodet.com/en/companies/brazil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산 호세 도스 캄포스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atrícia Fal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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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ering Advogados

1978년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자문, 권리보호, 침해대응 등 전반적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소 : Av. Rio Branco, 103 / 11th and 12th Floors, 20040-004 - Rio de
Janeiro, RJ - Brazil
- 연락처 : +55 21 2221-3757
- 홈페이지 : www.knspartners.com
- Email: www.bheringadvogados.com.br/en
- 분사무소 위치 : 상파울루, 쿠리치바
- 변호사 수 : 29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edro Afonso Vieira Bhering, Philippe Bhering,
Chairin Kong (저작권법 전문은 아니지만 한국계 변호사)

◌ Demarest Advogados

1948년에 설립된 대형 로펌으로,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제작한 한국기
업을 위한 가이드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음429)

- 주소 : Av. Pedroso de Morais 1201, São Paulo SP 05419-001
- 연락처 : +55 11 3356-1800
- 홈페이지 : www.demarest.com.br/en
-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캄피나스, 뉴욕
- 변호사 수 : 140 명 이상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Camila Biral Vieira da Cunha Martins, Tatiana

429) https://www.demarest.com.br/en/doing-business-in-brazil-guide-for-south-korean-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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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Blasi Parente & Associados

1987년에 설립되어 지적재산권, 경제법, 반독점법, 경쟁법, 프랜차이즈, 소
비자 법, 기업법, 세금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
로펌

- 주소 : Alameda Santos, 455, 14 andar , 1409/1410, Cerqueira César,
01419-000, São Paulo – SP
- 연락처 : +55 11 3090-0210
- 홈페이지 : diblasiparente.com.br/en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 변호사 수 : 22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Beatriz Andrade Dornelas, Daniela C. Colla,
Felipe

Barros

Oquendo,

Jhones

Ferreira

da

Silva,

Lucas

Bernardo

Antoniazzi, Patricia Franco

◌ Kasznar Leonardos

1919년 설립된 IP 전문 법률사무소를 모태로 한 IP 전문 로펌으로, 25명의
파트너와 20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지적재산권의 등록·보호,
소송·중재·조정, 침해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IP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

- 주소 : R. Teófilo Otoni, 63 - Centro, Rio de Janeiro - RJ, 2009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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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5 21 2113-1919
- 홈페이지 : www.kasznarleonardos.com
- Email: mail@kasznarleonardos.com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line Ferreira de Carvalho da Silva, Claudio
Roberto Barbosa, Elisabeth Kasznar Fekete 등(파트너 급), Amanda
Pimenta Gil Prota, Ligia Ferreira Marcondes Rocha, Thereza Gonçalves
Curi Abranches, Vivian de Melo(소속 변호사)

◌ Gusmão & Labrunie

IP 분야, 특히 침해소송과 권리 무효화 업무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
는 로펌으로, 식품 및 음료, 자동차, 제약 산업 등의 다국적 기업들을 고객
으로 하고 있음

- 주소 : Av. Brigadeiro Faria Lima, 1485 - São Paulo - SP
- 연락처 : +55 11 2149-4500
- 홈페이지 : www.glpi.com.br/en
- Email: glpi@glpi.com.br
- 변호사 수 : 21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José Roberto Gusmão, Jacques Labrunie, Laetitia
Maria Alice Pablo d'Hanens 등

◌ Trench Rossi Watanabe

1959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2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브라질
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 중 하나이며,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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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 종합 로펌. 다국적 로펌인 Baker McKenzie와 협력관계를 맺
고 있음

주소 : Rua Arq. Olavo Redig de Campos, 105, 31º andar - Edifício EZ,
Towers, Torre A - 04711-904, São Paulo – SP
연락처 : +55 11 3048-6800
홈페이지 : www.trenchrossi.com/en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포르투 알레그리
변호사 수 : 184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 Flávia Rebello Pereira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발송 : 1,000~3,000 USD
- 민·형사 소송 : 20,000~50,000 USD
- 행정적 구제절차 신청 : 10,000~20,000 USD

Ⅳ. 사우디아라비아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ABU-GHAZALEH INTELLECTUAL PROPERTY(AGIP-SAUDI ARABIA)
주소

:

King

Fahd

Road

-

Olaya

Organization (TAG-Org)
연락처 : +966 11 46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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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

Talal

Abu-Ghazaleh

홈페이지 : www.agip.com
Email: agip.ksa@tagi.com, ksa@agip.com

◌ AL TAMIMI & COMPANY
주소 : Sky Tower,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PO Box
300400, Postal Code 11372, Riyadh,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3 821-9960
홈페이지 : www.tamimi.com/offices/saudi-arabia/
Email: info@tamimi.com, infoabudhabi@tamimi.com

◌ SMAS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 122 Creativity Trading Center Building, Office No. 2, 2nd Floor
,Prince Abdulaziz Bin, Mosaad (Dabab Street), P.O. Box 17854, Riyadh
11494,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1 412-7711
홈페이지 : www.smas-ip.com
Email: info@smas-ip.com

◌ Al Hadaf Marks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Saba IP)
주소 : Office # 1, 2nd Floor, Tower B GOSI Olaya Towers, Olaya Street,
Riyadh, 12213, Saudi Arabia, 61145
연락처 : +966 11 207-9596
홈페이지 :
www.sabaip.com/jurisdictions/intellectual-property-rights-in-saudi-arabia
Email: saudi@sabaip.com
변호사 수 : 18 명

◌ Kadasa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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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Ibn Katheer Street, King Abdulaziz Sector, WASEL 12233-4269,
Bldg. No.7601, Riyadh, 11465
연락처 : '+966 11 474-0777, +966 11 479-2053
홈페이지 : www.kadasa.com.sa
Email: info@kadasa.com.sa

◌ Cedar White Bradley
주소 : Meshal Al Akeel Law Firm Al Nakhlah Tower, 11th Floor, King
Fahd Road, Sahafa District, Riyadh 13311,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1 299-0500
홈페이지 : www.cwblegal.com
Email: riyadh@cwblegal.com

◌ Baianat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 6663 Ar Rayan - Al Nafel Dist. Unit No 44 Riyadh 13312 - 3556,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1 412-7755
홈페이지 : www.baianat-ip.com/saudi-arabia-office
Email: saudi@baianat-ip.com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발송 : 약 1,000 USD
- 민·형사 소송 : 약 8,000 USD
- 행정적 구제절차 신청 : 약 6,500 USD

435

제6절. 국가별 협업 프로세스를 위한 주요내용 요약·정리

Ⅰ. 러시아

1. 민사적 구제수단
◌ 관할법원
- 1심 : 상사법원(분쟁의 양 당사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일반
관할 법원(그 외의 경우)
- 항소심 : 지적재산권 특별법원
- 상고심 : 최고상사법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콘텐츠 접속제한·차단을 신청하는
가처분 사건은 모스크바 시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짐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구제수단(러시아 연방 민법 제1251
조)
- 권리 승인, 위반 이전의 상태 회복, 침해 또는 침해를 초래할 수 있
는 행위 금지, 손해배상, 침해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공표
◌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구제수단(러시아 연방 민법 제1250
조, 제1252조)
- 권리 승인, 침해 또는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금지, 손해의 회
복, 유형물 매체의 몰수, 침해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공표
-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 저
작권 침해물의 제조, 복제, 판매, 대여, 수입, 운송, 저장 또는 점유의
금지 또는 그 밖의 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러시아 연방 민법 제
1302조)
- 저작권자 및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가 청구
가능
◌ 법정손해배상(러시아 연방 민법 제1301조) :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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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만 입증하면 아래 중 하나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이 침해의 성격에 기초하여 재량으로 10,000~5,000,000 러시아
루블 사이에서 산정한 금액
- 저작권 침해물 가격의 2배
- 침해된 저작물의 통상 사용료의 2배
◌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제한·차단조치
(가처분)
- 인터넷 중개자(ISP 등)에 대한 통지 : Information Law 제15.7조
- 법원의 차단명령 : 민사소송법 제144.1조

2. 형사적 구제수단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 및 형사처벌
1) 표절행위430)(저작인격권) :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
를 초래하는 침해의 경우에 형사처벌되며, 아래에 열거된 형벌 중 하나
로 처벌받게 됨(러시아 연방 형법 제146조 제1항)
- 2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18개월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6개월 이하의 구속
2) 저작물의 불법이용431)(저작재산권) : 불법이용의 규모가 10만 루블
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되며, 아래에 열거된 형벌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됨(러시아 연방 형법 제146조 제2항)
- 2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18개월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2년 이하의 의무노동형 또는 금고
3) 가중처벌(저작재산권) : 저작물 불법이용이 ① 공모에 의해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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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졌거나, ② 규모가 100만 루블 이상이거나, ③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아래에 열거된 형벌 중 하
나로 처벌받게 됨(러시아 연방 형법 제146조 제3항)
- 5년 이하의 의무노동형
- 6년 이하의 금고
- 5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3년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병
과 가능
◌ 고소권자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 저작권의 통상 이용권자(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이용권자의
위임 필요)만 고소가 가능함
◌ 저작권 침해물의 몰수, 폐기 :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1조에 의해
몰수 가능

3. 행정적 구제수단
◌ 규제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물 및 음반의 수입, 판매, 대여, 불
법이용 및 저작물의 제작자, 제작 장소,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로 기재하는 행위 : 러시아 행정법규위반법 제7.12조
- 일반인은 1,500~2,000 루블, 공무원은 10,000~20,000 루블, 법인은
30,000~40,000 루블의 벌금을 부과
- 저작권 침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 설비, 기구 등
에 대한 압수, 폐기도 가능
2) 부정경쟁행위 : 러시아 행정법규위반법 제14.33조
◌ 사건 관할
- 저작권 침해물 유통 : 법원
- 부정경쟁행위 : 러시아 연방 반독점기구
430)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431) 저작권 침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저장, 운송하는 행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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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조치 : 세관에 국경조치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러시아
연방 관세규제법 제42조)
◌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제한·차단조치
- 저작권자(배타적 이용권자 포함)가 법원의 차단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로스콤나조르에 접속제한·차단을 신청하면 로스콤나조르가 ISP
등에 접속제한·차단 요청을 함
- 침해사실이 반복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영구차단
- 이미 접속제한·차단을 신청한 사이트의 미러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미러사이트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됨

Ⅱ. 인도

1. 민사적 구제수단
◌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 소가가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상사부,
이하인 경우에는 하급법원 또는 일부 고등법원(마드라스, 캘커타, 봄베
이, 자무, 카슈미르, 델리 주 고등법원)
- 항소심 : 고등법원
- 상고심 : 대법원
◌ 제소기간 : 인도의 제소기한법은 법률상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모
든 사건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소제기의 경우 해당 소를 제기할 권리가 발생한 때(침해행위가 발생
한 때)로부터 3년이 됨. 다만, 소를 제기할 권리는 침해행위 때마다 발
생하므로 침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장 마지막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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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구제수단(저작권법 제55조)
-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51조에서 열거
- 금지명령, 손해배상, 이익분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익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 가능
- 다만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함을 침해행위 시에 침해자가 알지 못
하였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음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
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지명령, 이익분배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청구권자 : 저작권자 및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만 청구 가능
◌ 가처분 : 민사소송법 제39호 명령(Order 39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따름
- 인용요건 : 저작권 존부 및 저작권 침해사실, 가처분 인용에 따른
비교형량(기각으로 인하여 받을 불편이 더 크다는 점 소명),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 특정구제법 제37조에 따라 소송 본안에서의 판결로 가처분을 영구
금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모색적 금지처분(dynamic injuction) 허용
◌ 판례로 인정되는 특수한 명령
- John Doe Order : 불특정 당사자(익명 포함)에 대한 포괄적 명령
- Anton Piller Order : 조사·압수 명령.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의 감
독 하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점유지에 들어가 침해물을 압수할 수 있
어 권리자 증거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Norwich Pharmacal Order : 제3자에 대한 정보 개시를 위하여 발령
되는 명령으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관세청에 대하여 발령을 신청하여
침해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제한·차단조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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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 52조 제1항 (c) 단서에 따라 저작권자는 ISP 등 인터넷
중개자에 대하여 접속제한·차단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21일 이내에 침해와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함

2. 형사적 구제수단
◌ 관할법원 : 저작권법에 따라 대도시권 치안판사 또는 법원의 1급 치
안 판사보다 하위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음(저작권
법 제70조)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 및 형사처벌(저작권법 제63조)
- 처벌대상 :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53A조가 인정하는 권리(재판
매 분배권)를 제외한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침해 및 침해방조행
위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침해행위가 영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은 재
량에 따라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5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재범 또는 누범에 따른 가중처벌(저작권법 제63A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침해행위가 영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은 재
량에 따라 1년 미만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복제물을 고의 사용한 경우에 대한 특칙(저
작권법 제63B조)
- 7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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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이 영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
은 재량에 따라 금고형을 과하지 않거나 5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을 선
고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T법 제65조에서 소스코드의 고의적인
은폐, 변경, 삭제 등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 위 IT법으로 처
벌하는 것도 가능함
◌ 고소권자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저작권자의 위임 필요)만 고소가 가능함
◌ 저작권 침해물의 압수 : 저작권법 제64조에 의해 경찰이 압수 가능

3. 행정적 구제수단

◌ 국경조치
-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세관에 통
지하고, 저작권 침해품을 금지물품으로 할 것을 요청하거나 침해품이
특정 시기에 인도로 수입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저작권 규칙 제79조, 세관법 제11조, 세관 고시번호
51(2010년)
- 이동을 위하여 인도로 반입된 물건(다른 국가로 유통 중 반입)에 대
해서는 저작권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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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라질

1. 민사적 구제수단
◌ 관할법원
- 1심 : 연방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적재산권 특
화 연방지방법원 설치)
- 항소심 : 연방항소법원, 지역 연방항소법원 (상파울루, 리오그란데도
술에 지적재산권 전문 항소법원 설치)
- 상고심 : 최고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STJ)
※ 피고 소재지 또는 침해발생지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고의 소재지에서도 심리가 가능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구제수단(저작권법 제102~110조)
- 손해배상
- 사본의 압수 또는 공개 중지 : 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의 경우 저
작권자에게 사본의 판매상당액(사본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000부의 판매액)을 지급해야 함
- 전송, 공중송신 등의 중단·금지
- 저작자 등의 성명 또는 표지를 누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자 등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함
◌ 제소기간 : 저작권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206조 제3항
V호에 따라 3년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면 침해자가 지급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료
상당액 중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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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하
여 압류된 프로그램 가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정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가처분
- 인용요건 : 저작권 존부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의 존
재, 가처분 인용이 필요한 긴급성,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복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 일반적으로 소제기 전 가처분(임시적 금지명령)을 위한 증거를 수집
한 후 소제기 직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형사적 구제수단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 및 형사처벌(형법 제184조)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432)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저
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물
을 유통, 판매, 진열, 유상대여, 수입, 취득, 보관하는 행위, 저작권자 또
는 대리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벌금형 병과 가능)
3) 영리 목적으로 케이블, 위성, 전파, 기타 사용자가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자 등의 명시적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금고 및 벌금형
4) 처벌제외 대상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예외·제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및 비영리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단수(1부) 복제에는 형
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칙(소프트웨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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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 복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청약, 수입, 취득, 은닉, 기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금고 및 벌금형
◌ 고소권자 : 비영리 목적의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형법 제184조
본문) 및 저작물의 무단 공중송신(형법 제184조 제3항)을 제외한 저작
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직권으로
고소하여 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3. 행정적 구제수단
◌ 국경조치
- 근거법령 : 세관 시행령 제6,759조/09호, TRIPs 협정
- 세관은 권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의
심되는 대상을 통관 시점에 압류할 수 있음
- 세관은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권리자에게 침해
의심 물품을 몰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
-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 관련 정보를 세관에 미리 등록하여 놓는 저
작권등록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국경조치에 따른 권리자의 대응절차
- 세관당국의 압류 → 세관당국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통지 → 저작
권자가 세관에 압류품에 대한 압수·폐기를 위한 신청서 및 견본 제출
(10일 이내 기술보고서 제시) → (저작권자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
수입자가 압류된 물품이 침해품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 → 세관당국의

432) 벌금형은 ‘일당 벌금’으로 산정된 금액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360일의 일수를 적용한 벌금을 교
도소 기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일당 벌금’은 법원에서 현재 국가 최저임금의 1/30에서 5배 사이
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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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압류품의 압수·폐기 및 저작권자의 본안 소송 제기

Ⅳ. 사우디아라비아

1. 민·형사적 구제수단
◌ 관할 : 기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심리 및
결정은 문화정보부 내에 설치된 위반행위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2020년부터 상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하였음
- 1심 : 상사법원(1심 법원 상사부)
- 항소심 : 항소법원
- 상고심 : 대법원
◌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저작권법 제22조)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1조에 열거)를 하였을 경
우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2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민사적 구제수단 : 손해배상, 임시적 압류·금지명령(가처분), 사죄
광고 명령, 영업활동 또는 박람회 참여 금지
- 형사적 구제수단 : 경고, 25만 리얄 이하의 벌금형, 2개월 이하의 사
업장 폐쇄, 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6개월
이하의 징역 중 하나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됨(재범의 경우 처벌을 2배로
가중할 수 있음)

2. 행정적 구제수단
◌ 근거법령 : 저작권법 제24조
-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 직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사하
고, 저작물을 활용하는 미디어, 상업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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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증거 보호 권한을 부여받음
◌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제한·차단조치
-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에서 자체 조사 또는 신고를 통한
침해사실 확인 후, 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터넷 접
속을

관리하는

CITC(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
- 접속제한·차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 한 사이트에 대한 조사
를 요구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이트 차단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
◌ 국경조치
- 근거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저작권과 상표에 따른 저작재
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규칙 제5조
-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수입 또는 수출됨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수출입품 압류를 위하여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 서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10일 이내에 증거 제출해야 함)
- 서면 요구서를 받은 세관은 행정법원 또는 문화정보부의 예비적 압
류명령이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게 됨
- 예비적 압류명령 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작권자는 침해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소제기하
였다는 증거를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적 압류명령 또는
결정은 무효가 됨
- 압류품의 몰수 및 폐기는 세관이 직접 할 수 없고, 판결 또는 결정
을 통하여 집행권한을 받아야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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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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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1. 러시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2019년 9월 기준 러시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출처 : Statista, What type of conctent do you "pirate" most often?,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68687/online-media-formats-illegally-used-byrussians/>, 최종방문일 : 2021.01.06.)

2019년 9월 기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게임 (52%) 분이며, 영화 및 드라마 (43%), 음악 (34%),
소프트웨어 (19%), 서적 (14%)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33) 라이선스료를 항상 지
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하였다.434)

433) Statista, What type of conctent do you "pirate" most often?,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68687/online-media-formats-illegally-used-by-russians/>,
최종방문일 : 2021.01.06.
434) Statista, What type of conctent do you "pirate" most often?,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68687/online-media-formats-illegally-used-by-russians/>,
최종방문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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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디지털 불법복제는 BitTorrent와 같은 P2P (Peer-to-Peer)에 인한 광범
위한 저작권 침해435)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불법 복제의 규모가 최근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436) 러시아의 특징적인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 양상은
Telegram의 채널 혹은 채팅방에 Google Drive 또는 Yandex Disk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 URL을 전달하는 방식의 불법저작물의 배포 및 공유가 존재한
다.437) 비슷한 형태로 Vkontakte (VK)를 통한 침해도 파악되고 있다.438) VK는 러
시아에서 13번째로 유명한 웹 사이트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자유롭게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 달에 약 16~19 억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439)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Vkontakte는 업로드 시 불법 저작물
여부 확인을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시행하였으나, 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40)

2. 러시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조치

가. 2013년 연방법 No.187-FZ (Anti-Piracy Law)의 채택과 2015년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의 통합 개정

2013년 러시아 연방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
하여 연방법 No.187-FZ ("On Amendments to Certain Law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소위 Anti-Piracy Law)를 채택하였다.

Anti-Piracy Law는 불법 저작물의 온라인 상 배포와 관련하여 업로더 외 추가
435) Viacheslav Gordeev, Digital piracy in Russia, Bachelor's Thesis, 2020,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Oulu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p.8.
436) 위의 논문 p.8.
437) 위의 논문, p.25.
438) 위의 논문, p.27.
439) 위의 논문, p.27.
440) 위의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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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하 세 부류의 관련자를 명시하고 있다.441)
(ⅰ) 정보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로 정보 데이터를 송신하는 자 (ISP)
(ⅱ) 정보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업로드 하고, 이를 취득
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 (웹 사이트의 소유자 및 관리자)
(ⅲ) 정보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에서 자료 접근을 제공하는 자 (호스팅 프로바이더)

러시아 연방정부는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의 영상저작물 등의 온라인을 통한 저
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 결정을 근거로 한 사전
적 명령의 이행을 통하여 불법 저작물의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Anti-Piracy Law에 도입하였다.442)

Anti-Piracy Law를 통해 도입되어진 해당 메커니즘을 통하여 저작물의 불법복
제가 발생하는 웹 사이트 또는 도메인 소유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저작
물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과 접속의 차단의 사전적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443)

이후,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5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연방법 No.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Data Protection, 이하
Information Law)를 통합 개정하였다.

러시아는 Information Law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다양화 되고 있는 온라인
441) Sergey Medvedev, "ロシア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行為対策【その１】",
<https://www.globalipdb.inpit.go.jp/jpowp/wp-content/uploads/2015/08/eb38cfd1e2d33dc03b7ed7b52b051
260.pdf>, 최종방문일 : 2020.09.22.
442)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443)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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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적 조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조치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나. 저작권자의 사적조치 : Information Law Art. 15.7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제15.7조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저작권 위반에 대한 권리중단을 위한 소송 외 대책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고 있
다.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불법 저작물을 해당 저작권자가 확인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인터넷 사이트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444) 이를 통지받은 웹 사이트는 3일 이내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한
다.445)

2018년 12월 18일 최종개정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Статья 15.7. Внесудебные меры по прекращению нарушения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
жных прав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
тернет", принимаемые по заявлению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Article 15.7. Non-judicial measures to terminate the violation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taken at the request of the copyright holder
제15.7조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
리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비사법적 조치
(연방법 2014.11.24 N 364-FZ에 의해 도입됨 )

1.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
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ром без
его разрешени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размещена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

444) Svetlana Yakovleva, Russia's New Anti-Piracy Law: A Critical Analysi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 9, 2015, p.612.
445) 위의 논문, 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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щая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
ом числе сети "Интернет", вправе направить владельцу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в
письменной или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заявление о нарушении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
жных прав (далее - заявление). Заявл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направлено лицом, уполном
оченным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1. In case of detection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of a site that posts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without his permission or other
legal basis, the copyright holder has the right to send a written or electronic application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to the owner of the infringing
website on the Intern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tion). The application can
be sent by a person authorized by the copyright holder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를 게
시하는 사이트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탐지가 되어 진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는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적 신청서는 인터넷 내의
침해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Заявление должно содержать:
2. The application must contain:
2.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сведения о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 или лице, уполномоченном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м (если
заявление направляется таким лицом) (далее - заявитель):
а) для физического лица - фамилию, имя, отчество, паспортные данные (серия и но
мер, кем выдан, дата выдачи), контак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омера телефона и (или)
факса,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б) для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 наименование, место нахождения и адрес, контак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омера телефона и (или) факса,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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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formation about the copyright hold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copyright
holder (if the application is sent by such a person)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pplicant):
1)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상 (그 대상이 신청서를 송부한 경우)에 대한
정보 (이하, 신청자라고 함):
a) for a natural person - last name, first name, patronymic, passport data (series and
number, issuing authority, date of issue), contact information (phone and (or) fax
numbers, e-mail address);
a) 자연인인 경우 - 성, 이름, 아버지이름 (patronymic), 여권정보 (일련 및 번호, 발급기관,
발급일), 연락처정보 (전화 및 (또는)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b) for b) a legal person - name, location and address, contact information (telephone
and (or) fax numbers, e-mail address);
b) 법인의 경우 - 이름, 위치 및 주소,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 및 (또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информацию об объекте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размещенном на сайт
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
ия;
2)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posted on the s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2)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
3) указание на доменное имя и (или) сетевой адрес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
ором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размещена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кт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
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его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
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тернет";
3) an indication of the domain name and (or) network address of the site on the
Internet, on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ing the objec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it using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is pos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3)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게시된 경우, 저작권 및 (또는) 관련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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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포함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기 위
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명 및 (또는) 네트워크 주소
4) указание на наличие у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прав на объект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
ых прав, размещенный на сайт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
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4) a confirmation that the copyright holder has rights to an objec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posted on a website on the Interne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4)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서
5) указание на отсутствие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на размещение на сайт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нформации, содержащей объект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его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
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тернет";
5) Reference to the copyright holder’s lack of permission to post on the website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ontaining the objec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it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5)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게시된 경우, 저작권 및 (또는) 관련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가 저작권자
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의 근거자료
6) согласие заявителя на обработку ег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для заявителя - физи
ческого лица).
6) the applicant's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his personal data (for the natural person
applicant).
6)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

3. В случае, если заявление подается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лицом, к заявлению приклад
ывается копия документа (в письменной или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подтверждающег
о его полномочия.
3. If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n authorized person, a copy of the document (in
written or electronic form) confirming his authority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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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 (서면 또는 전자적 형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4.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неполноты сведений, неточностей или ошибок в заявлени
и владеле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вправе направить заявителю в течение двадцат
и четырех часов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заявления уведомление об уточнении предст
авленных сведений. Указан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направлено заявителю одн
ократно.
4. In case of detection of incomplete information, inaccuracies or errors in the
application, the owner of the infringing site on the Internet has the right to send a
request for clarific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applicant within twenty four
hour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This request may be sent to the
applicant once.
4. 신청서에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 또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 상의 침해 사이트의
소유자는 신청서 접수 24시간 이내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설명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권리
가 존재한다. 이 요청은 신청자에게 1회만 전송될 수 있다.

5. В течение двадцати четырех часов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ног
о в части 4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заявитель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воспол
нение недостающих сведений, устранение неточностей и ошибок, и направляет вла
дельцу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уточненные сведения.
5. Within twenty four hours from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provision 4
of this article, the applicant shall take measures to provide the missing information and
eliminate inaccuracies and errors and send the updated information to the owner of the
website on the Internet.
5. 신청인은 본 article provision 4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누락된 정보
에 대하여 제공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제거하며, 업데이트 된 정보를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발송하여야만 한다.

6. В течение двадцати четырех часов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заявления или уточненн
ых заявителем сведений (в случае направления заявителю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части 4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владеле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удаляет указанную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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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асти 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информацию.
6. The owner of the site on the Internet shall delet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rovision 1 of this article within twenty four hours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or the information specified by the applicant (where the request specified in
provision 4 of this article was sent to the applicant).
6. 인터넷 사이트 소유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본 article provision 1에 명시
된 정보 또는 신청자가 지정한 정보를 삭제하여야만 한다. (본 article provision 4에 명시된
요청이 송부되어진 경우)

7. При наличии у владельца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доказательств, подтверждающи
х правомерность размещения на принадлежащем ему сайт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нф
ормации, содержащей объект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и, н
еобходимой для его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
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тернет", владеле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вправ
е не принимать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частью 6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меры и обязан напра
вить заявител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ведомление с приложением указанных доказател
ьств.
7. If the owner of a site on the Internet has the evidence confirming the legality of
posting on his site on the Internet of information containing an objec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it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the owner of the Internet site has
the right not to take the measures provided in provision 6 of this Article and shall send
a notification to the applicant with the specified evidence attached.
7.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게시된 경우, 저작권 및 (또는) 관련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인터넷 게시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소유자는 본 article provision 6에 명시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8. Правила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правообладат
еля и на лицензиата, получившего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лицензию на объект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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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rules of this article apply equally to both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licensee,
who has received an exclusive license to the object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8. 본 법의 규정은 저작권자와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대상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받은 라이센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 소유자의 적절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모
스크바시 지방법원에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446)

다. 법원의 조치

러시아 연방정부는 ‘Information resources'447)를 통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소위 Anti-Piracy Law의 채택 및 2015년의 소위 Information
Law의 통합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Fast-track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448) 이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웹 링크 또는 웹 사이트의 차
단은 다른 법적 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Information
Law는 불법 저작물을 포함하는 두 건의 웹 사이트 불법 저작물 차단 사례가 존재
하는 경우 해당 웹 사이트가 영구적으로 Roskomnadzor의 접속 차단 목록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하다.

이후 2017년 소위 Law on Mirrors 개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차단되어진
웹 사이트의 미러링 웹 사이트의 제재를 위하여 “차단된 웹 사이트의 복제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의 개념이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단의 집행 메
커니즘을 정립하였다. 접근 차단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의 메커니즘과 같이 저작권
446) Roskomnadzor, <https://nap.rkn.gov.ru/>, 최종방문일 : 2021.01.05.
447)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Information resources'는 일반적으로 웹 사이트로 이해되어진다.
출처 :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448)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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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청구를 진행하지만 접근 차단에 대한 관리는 정부기관인 Minsvyaz와
Roskomnadzor가 주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저작물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1일
발효된 연방법 177-FZ 개정은 불법 저작물 차단의 fast-track 메커니즘의 대상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시켜 더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관련 법률

가) 2013년 연방법 No.187-FZ (Anti-Piracy Law)의 채택과 2015년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의 통합 개정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nti-Piracy Law에서 도입한 메커
니즘의 테스트 시행기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메커니즘은 호스팅 프
로바이더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추가적인 항소절차 없이, 복잡한 공판 절차 이
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며, 결과적으
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있어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49)
특이점은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소송은 단독관할로,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 (The Moscow City Court (as a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 of first instance))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450)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 및 접근 제한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451)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법원의 절차에 비하여 상
449)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450)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Copyright litigation in Russia : Overview",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1-963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
, 최종방문일 : 2020.11.10.
451)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Copyright litigation in Russia : Overview",

460

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452)

이후,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5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연방법 Information
Law의 통합개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명령을 통
한 게시 중단 절차가 더욱 명확화되었다.

2018년 12월 18일 최종개정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Статья 15.2. Порядок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ой с нару
шение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2.07.2013 N 187-ФЗ
Article 15.2. The procedure for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distributed in violation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제15.2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배포된 정보의 접근 차단 절차
(2014 년 11 월 24 일 N 364-FZ 의 연방법에 의해 수정 됨)
(2013 년 7 월 2 일 N 187-FZ 의 연방법에 의해 도입 됨)

1.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
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ъектов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
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х в таких сетях, или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
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
ых сетей,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без его разрешени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
вания, вправе обратиться в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
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
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с заявлением о принят
ии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ресурсам,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м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1-963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
, 최종방문일 : 2020.11.10.
452)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461

такие объекты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у судебного акта.
Форма указа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утвержда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
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1. In case of detection of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that are
distributed without his permission or other legal basi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or in case of detection of
information required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he has the right to file a claim to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to take an action to restrict access to
information resources that distribute such objects or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The form of the aforementioned claim
is approv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1.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배포된 저
작권의 목적물 및 (또는) 관련 권리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제외) 의
대상이 인식되어지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러한 경우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인식되어지는 경우, 저작권자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에 청구를 제기하고
유효한 사법결정에 근거하여 그러한 목적물 또는 정보를 배포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청구의 형태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
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
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
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у судебного акт
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2. On the basis of a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the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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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within
three working days shall:
2. 효력이 발생한 사법결정에 근거하여,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
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은 3 근무일 이내에 이하의 내용을 수행
한다.
1) определяет п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лиц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указа
н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владельца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
ет",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а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
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
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
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без разреш
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1) determine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that ensures availability of the
specified information resource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providing service to the owner of website in the Internet, which
posts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1) 인터넷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저작권자 또는 기타 법적 근거의 보유자가 허가 없이 저
작권 및 (또는) 저작물이 포함된 정보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를 게시
한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서 특정 정보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거나 정보 및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제공업체 또는 기타 대상을 확정한다.
(2014 년 11 월 24 일 N 364-FZ 의 연방법에 의해 수정 됨 )
2) направляет провайдеру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му указанному в пункте 1 настоящей ча
сти лицу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уведомление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о нару
шении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прав на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
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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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
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 указанием наименов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его ав
тора,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доменного имени и сетевого адреса, позволяющих идентиф
ицировать сайт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а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
я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информа
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
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
ия, а также указателей страни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зволяющих идентифицир
овать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2) send an electronic notification in Russian and English to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provision about the violation of exclusive rights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indicating the name of the work, its
author, copyright holder, domain name and network address that allows to identify the
website, which posts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on the Internet as well as pointers to the pages of the site on the Internet
allowing to identify such information and the requirement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such information;
2) 저작권자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의 없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사진저작물 및 사진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또는 정보 통신네
트워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확정
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에 배포되어진 저작물의 이름, 이의 저작권자, 도메인명, 그리고 웹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주소 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 (사진저작물 및 사진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의 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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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provision의 clause 1에 명시된 대상에게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자통지를 전송한다.
(2014 년 11 월 24 일 N 364-FZ 의 연방법에 의해 수정 됨 )
3) фиксирует дату и время направл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провайдеру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
му указанному в пункте 1 настоящей части лицу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онн
ой системе.
3) fix the date and time of sending the notification to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provision in the relevant information system.
3) 관련 정보의 시스템에서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provision의 clause 1에 명시된 대상에
게 정보가 전송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3.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2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провайдер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указанное в пункт
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 обязаны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об этом обслужива
емого ими вла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и уведомить его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3.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must inform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that they provide service for
and notify him of the need to immediately restrict access to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3.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2에 명시된 기타 대상은 본 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자
원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에게 불법적으로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즉시 제한할 필요
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만 한다.

4.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от п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а ил
и иного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а уведомления о необх
одимости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ладелец инф
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обязан удалить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ли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ней.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или бездействия в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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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провайдер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указанное в пункт
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 обязаны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не позднее истечения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с момента пол
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2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часть 4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4.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shall delete the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or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it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bout the need to restrict access to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from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In case of refusal or inaction of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the hosting provider o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corresponding information resource no later tha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4. 정보자원의 소유자는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기
타 대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
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자원의 소유자,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기타 대상이 이를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2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2014 년 11 월 24 일의 연방법 No. 364-FZ 에 의해 개정 된 파트 4 )

5. В случае непринятия провайдером хостинга или иным указанным в пункте 1 част
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м и (или) владельц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мер, ук
азанных в частях 3 и 4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доменное имя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его сетевой адрес, указатели страни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зволяющие иденти
фициро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содержащую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
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
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
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и размещенную без раз
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а также иные свед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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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 этом сайте и информация направляютс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для принятия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дан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
урсу, в том числе к сайту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ли к размещенной на нем информаци
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5. If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and (or)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refuses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provisions 3 and 4 of this article, the domain name of the website on the
Internet, its network address, website page pointers on the Internet that allow to
identify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and pos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bsite shall be sent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to telecom operators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source, including the website on the Internet, or to the information
posted on it.
5. 호스팅프로바이더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기타 대상 및 (또는) 정
보자원의 소유자가 이 article provision 3 및 provision 4에 규정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 도메인명, 네트워크주소,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를 포함하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페이지의 장소, 또는 정보 및 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저작권자 또는 기타 법적근거의 허가없이 게시된 정보, 웹사이트의 기타정보 및 특성은 상
호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전송되어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정보자원 또
는 그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연방법 2014.11.24 N 364- FZ에 의해 수정 됨 )

6.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
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
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у судебного акт
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судебного акта об отмене ограни
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содержащему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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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
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
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
ходимую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
ных сетей,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уведомляет п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указанное в пункт
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 и 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об отмене мер по ограниче
нию доступа к дан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от указан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ведо
мления об отмене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пров
айдер хостинга обязан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об этом вла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
сурса и уведомить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6. On the basis of the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withi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judicial decision on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an information resource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hich are distribu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hall notify the hosting provider o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and communication operators
about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is information resource. The
hosting provider shall inform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and notify about
the possibility of lifting the access restriction within one business da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notice on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an information
resource from the specified federal executive body.
6. 효력이 발생한 사법결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배포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를 포함하는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취소에 대한 사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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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에 배포되거나 정보 및 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은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취소에 대하여 호스팅제공자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기타 대상에게 통지하여야만 한다. 호스팅제공업체는 정보자원의 소유자에게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지정된 연방행정보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취소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액세스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2014 년 11 월 24 일 N 364-FZ 의 연방법에 의해 수정 됨 )

7.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ведений об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ресурсе, содержащем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
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
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котор
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казывающий услуг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
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я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
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ступившим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
актом.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у оператора связи техничес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бя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так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часть 7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7. The telecom operator that provides services for grant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legal force
within one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about an information resource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network Internet or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hich are us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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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or other legal basis. If a telecom operator does not have the technical ability to
restrict access to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the telecom operator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information is posted.
7. 정보통신망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는 이하의 내용을 통해 정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법적 결
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게시된 저작권 및 (또
는) 관련권리의 대상 (사진저작물 또는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을 포함하는 정보자원
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획득되어진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배포되어지는 것을 제한한다. 통신사업
자가 불법적으로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이 능력이 없는 경우,
통신사업자가 게시된 정보 내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2014 년 11 월 24 일자 연방법 No. 364-FZ 에 의해 개정 된 7 부 )

8. Порядок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станавл
ива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
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
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8. The procedure for the functioning of the information system of interaction shall be
approv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8. 상호작용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절차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
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й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й порядок не применяется к информации, по
длежащей включению в реест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5.1 настоящего Федерал
ьного закона.
9. The procedure stipulated by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information subject to
inclusion in the regis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of this Federal Law.
9. 본 조에서 규정한 절차는 본 연방법 제15.1조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되는 정보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Roskomnadzor의 차단 신청의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이하, 공식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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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453) 및 영문번역본)

453) 출처 : https://nap.rkn.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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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제공업체 및 웹 사이트 소유자 및 관리자의 경우 연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에 접근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
게 된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Статья 17.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
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защиты информации
Article 17.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제17조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 분야의 침해에 대한 책임
(...)
4. Провайдер хостинга,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и владеле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е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м и перед пользователем за ограничение д
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и (или) ограничение 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
ебованиями настояще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часть 4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2.07.2013 N 187-ФЗ;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
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4. The hosting provider, telecom operator and the owner of the Internet website are not
liable to the copyright holder and to the user for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or) restricting its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Federal Law.
4. 호스팅제공업체, 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웹사이트의 소유자는 이하 연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또는) 배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이용
자들에게 책임을지지 않는다.
(파트 4는 2013 년 7 월 2 일 N 187-FZ 연방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연방법 24.11.201
4 N 364-FZ에 의해 개정 됨 )

Information Law 제15.6조는 추가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포함하는 웹 사이트
차단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할 경우 해당 웹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접속 차단목
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454)
454) David Aylen, "Russian Federation: Has Russia Finally Stopped Online Piracy?", 2017.10.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copyright/635204/has-russia-finally-stopped-online-piracy>,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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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 개정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Статья 15.6. Порядок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сайтам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рых
неоднократно и неправомерно размещ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кты авт
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
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
тернет"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24.11.2014 N 364-ФЗ)
Article 15.6. The procedure for restricting access to sites on the Internet, which
repeatedly and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제15.6조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불법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절차
(연방법 2014.11.24 N 364-FZ에 의해 도입 됨 )

1.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ступлени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адрес феде
р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
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вступившего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реше
ния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уда указанный орган:
1. Within one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of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Moscow City Court entered into force,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hall:
1.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사법 결정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1일 안에 매스미디
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
관은 (이하를 이행한다):
1) направляет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иняти
и мер по постоянному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сайту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ром

종방문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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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однократно и неправомерно размещ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кты авт
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
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
тернет";
1) send a requirement to telecom operators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to take
measures to permanently restrict access to the site that repeatedly and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1)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를 포함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불법게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영구적으로 제한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2) направляет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
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опера
торам поисковых систем,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м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рекламу, которая н
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выдачи свед
ений о доменном имени и об указателях страниц сайтов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
рых неоднократно и неправомерно размещ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кт
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
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
и "Интернет".
(часть 1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01.07.2017 N 156-ФЗ)
2) Sends a requirement in electronic form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exercising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to operators of
search engines that distribute advertising on the Internet to attract attention of the
consumers who are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terminate the
issuance of information about a domain name and

indexes of pages of sites that

repeatedly and illegally post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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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2)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이 규정한 방식을 통하여 러시아 연방에 있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
터넷에 광고를 배포하는 검색엔진운영자에게 저작권 및 (또는)관련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불법 게시하는 사이트 페이지의 도메인명 및 인덱스에 대한 정보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발행을 종료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자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треб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казывающий услуг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оступ
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я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
ступ 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сайту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нятие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та
кому сайту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е допускается.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01.07.2017 N 156-ФЗ)
2. The telecom operator that provides services for grant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known as Internet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aforementioned site on the Internet within one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requirement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1 of this article, except for the case
provided in the third paragraph of clause 5.1, Article 46 of the Federal Law dated July
7, 2003 N 126-FZ "Communications". Removal of restrictions on access to such site on
the Internet is not allowed
2. 인터넷으로 인식되어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2003년 7월 7일 연방법 No. 126-FZ Article 46 clause 5.1의 paragraph 3의
"Communications" 경우를 제외하고 provision 1 clause 1에 명시된 요건을 수령한 날로부
터 1일 이내에 본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제한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17년 7월 1일자 연방법에 의해 개정 N 156-FZ)

2.1.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2 части 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треб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поисковой системы,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й в сети "Интер
нет" рекламу,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ход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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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язан прекратить выдачу сведений
о доменном имени и об указателях страниц сайтов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доступ к кото
рым ограничен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решения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уда.
(часть 2.1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1.07.2017 N 156-ФЗ)
2.1. Within one da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irement specified in clause 2
of provision 1 of this article, the operator of the search engine that distributes
advertising on the Internet to attract attention of the consumers loc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must stop issuing information about the domain name and site indexes on
the Internet, access to which was limited on the basis of the corresponding decision of
the Moscow City Court.
2.1 러시아 연방에 있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배포하는 검색 엔진
운영자는 본 article provision 1 clause 2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수령한 날로부터 1일 이내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해당 결정에 따라 접속이 제한된 인터넷 상 도메인명, 사이트 인덱
스에 대한 정보의 발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Part 2.1은 2017년 7월 1일 N 156-FZ의 연방법에 의해 도입 됨 )

3. Сведения о сайтах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доступ к которым ограничен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я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уда, размещаю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федер
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
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
рнет".
3. Information about sites on the Internet, access to which is limited on the basis of the
Moscow City Court’s decision, is post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know as Internet.
3.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알려진 곳에서 접
속이 제한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의 공식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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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러시아 내에 가장 인기 있는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였던
rutracker.org가 2건 이상의 차단명령을 받은 이후, 영구 차단이 진행되었으며,
Rutracker의 사용자 약 13,000명이 모스크바 시 법원의 영구차단 결정에 대하여
웹 사이트 내의 합법적인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권리 및 콘텐츠 제
작자의 창작의 자유권리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례가 존재한다.455) 항소는 기각되
었다.456) Rutracker는 액세스를 우회한 웹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나, 사용자의 최
대 50% 잃게 되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457)

나) 2017년 연방법 No.156-FZ (Law on Mirrors) 개정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7년 연방법 No.156-FZ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소위 "Law on Mirrors")을 통하여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추
가개정하였다.

Law on Mirrors는 저작물 침해에 따른 웹 사이트의 차단 이후, 우회 도메인을
통한 소위, 미러링 웹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제재를 위하여 “차단된 웹
사이트의 복제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458)

웹 링크의 차단 및 사안에 따른 웹 사이트의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제재는
일응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특히 웹 사이트의 차단 이후 미러링 웹 사이트를 통
한 RuTracker.org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하여 미러링 사이트를 통한 추
가적인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이 인식되었다.459)
455) Viacheslav Gordeev, 앞의 논문, p.13.
456) 위의 논문, p.8.
457) 위의 논문, p.8.
458) David Aylen, "Russian Federation: Has Russia Finally Stopped Online Piracy?", 2017.10.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copyright/635204/has-russia-finally-stopped-online-piracy>, 최
종방문일 : 2020.11.17.
459) David Aylen, "Russian Federation: Has Russia Finally Stopped Online Piracy?", 2017.10.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copyright/635204/has-russia-finally-stopped-online-piracy>,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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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Mirros의 개정 이전, 미러링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는
Information Law에 근거하여 재차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법적절차를 진행하
여야 했으나, Law on Mirrors의 개정 이후, 미러링 사이트는 검색 엔진을 통한
노출이 금지되어지며 저작권 침해의 웹 사이트 접근 제한에 대한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 이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견된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을 위
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의 반복 없이 특별하고 단순화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대체
된다.460)

2018년 12월 18일 개정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Статья 15.6-1. Порядок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копиям заблокированных сайтов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1.07.2017 N 156-ФЗ)
Article 15.6-1. The procedure for restricting access to copies of blocked websites
제15.6-1조 차단된 웹사이트의 복사본에 대한 접근 제한 절차
(2017 년 7 월 1 일 N 156-FZ 의 연방법에 의해 도입 됨 )

1.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айта, сходного до степени смешения с сайтом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досту
п к которому ограничен по решению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уда в связи с неодн
ократным и неправомерным размещением информации, содержащей объекты авто
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ли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
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
тернет" (далее - копия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не допускается.
1. Hosting a website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that is confusingly similar to a website on the Internet, access to which is
limited by the decision of the Moscow City Court in connection with repeated and
illegal posting of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or

종방문일 : 2020.11.17.
460)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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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is not allowed.
1.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를 포함하는 정보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게시와 관련하여 모스크바 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된
웹 사이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호스팅하거나 또는 인터넷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 (이하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이라고
함)는 허용되지 않는다.

2. В случае поступления от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ли право
обладателей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наружен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
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указанного в части 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сай
та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выраб
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у регулирова
нию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2. In the case of receipt of information from federal executive bodies or copyright
holders on detection of the website specified in provision 1 of this article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i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s in the field of mass communications and media, within one day
shall:
2. 인터넷을 포함하여 정보및통신네트워크에서 본 article provision 1에 명시된 웹사이트를
탐지하여 연방집행기관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
신네트워크에서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
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은 1일 이내에 이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имает мо
тивирован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опией заблокирован
ного сайта;
1) make a reasoned decision to recognize a website on the Internet as a copy of a
blocked websit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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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단된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사본으로 인
식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2) направляет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
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вы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
ики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с
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ладельцу копии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в электрон
ном виде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мотивирован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опией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2) send a reasoned decision to recognize the website on the Internet as a copy of a
blocked website to the owner of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in electronic form in
Russian and English in the manner prescribed by federal executive body that i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s in the field of mass communications and media;
2) 인터넷상의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으로 인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담당하는 연방
집행기관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차단된 웹사이트 사본의 소유자에게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자형식의 문서를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
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을 통하여 송부한다.
3) направляет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
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мотив
ирован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опией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
о сайта.
3) send a reasoned decision to recognize the website on the Internet as a copy of a
blocked website through the system of interaction to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3)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에 상호작용시스템을 통하여 차단되어진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의 사본으로
인식한 합리적인 결정을 송부한다.

3.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ступлени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отивирован
ного реш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фун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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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ии по вы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
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
ии, о призна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опией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федераль
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
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
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3.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a reasoned decision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of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i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s in the field of mass communications and
media to recognize a website on the Internet as a copy of a blocked website,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within one day shall:
3.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은 정부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의 상호작용시스템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수령한 순간부터 인터넷상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으로 인식된
웹 사이트에 대한 대중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분야의 규제조치를 하루 이내에 이행한다.:
1) определяет п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копии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лицо;
1) determine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who ensures the availability of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on the Internet;
1) 인터넷에서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그
외의 대상을 확정한다.
2) направляет провайдеру хостинга или указанному в пункте 1 настоящей части лиц
у уведомление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о принятом фе
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выработ
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
ю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отивирован
ном решении о призна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опией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
а;
2) send a notification in electronic form in Russian and English to the hosting provider
or the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provision about the a reasone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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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i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s in the field of mass
communications and media to recognize the website on the Internet as a copy of a
blocked website;
2) 정부정책 및 규제조치의 개발 및 구현을 담당하는 연방집행기관이 내린 합리적인 결정
에 대하여 차단된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의 사본으로 인식된 사이트에 대한 대중통신 및 미
디어분야의 규제조치를 호스팅 제공업체 또는 본 provision clause 1에서 지정된 대상에게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전자형식의 문서를 송부한다.
3) фиксирует дату и время направ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пунктом 2 настоящей ча
сти уведомления провайдеру хостинга или указанному в пункте 1 настоящей части
лицу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3) fix the date and time of sending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provision
to the hosting provider or to the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provision in the
relevant information system;
3) 본 provision clause 2에 명시된 통지를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provision clause 1의
대상에게 전송한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다.
4) направляет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иняти
и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копии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4) send a request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to telecom operators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4)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시템을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송부한다.
5) направляет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
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опера
торам поисковых систем,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м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рекламу, которая н
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выдачи свед
ений о доменном имени и об указателях страниц копии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5) send a requirement in electronic form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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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s of search engines that distribute advertising on the Internet to attract the
attention of consumers, who are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cease issuing information about the domain name and about the indexes of the pages
of the copy of the blocked website.
5)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이 규정한 방식으로 러시아 연방영토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내
기 위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배포하는 검색엔진운영자에게 도메인명 및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의 페이지 인덱스에 대한 정보발행을 중단하기 위한 관련 요구사항을 전자적 형식으
로 송부한다.

4.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4 части 3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треб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казывающий услуг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оступ
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я
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копии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4. The telecom operator that provides services for grant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shall restrict access to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within one da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irement
specified in clause 4 of provision 3 of this article,.
4.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
자는 본 article provision 3 cluase 4에 명시된 요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5.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5 части 3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треб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поисковой системы,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й в сети "Интер
нет" рекламу,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ходя
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язан прекратить выдачу сведений
о доменном имени и об указателях страниц копии заблок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5. The operator of search engines that distribute advertising on the Internet to attract
the attention of consumers, who are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must stop issuing information about the domain name and about pointers pages of the
copy of the blocked website within 1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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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specified in clause 5 of provision 3 of this article.
5. 러시아 연방영토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터넷의 광고를 배포
하는 검색엔진운영자는 이 article provision 3 clause 5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1일 이내에 도메인명 및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의 특정페이지에 대한 정보의 배
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6. Сведения о копиях заблокированных сайтов размещаю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федер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
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
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6. The information about copies of blocked websites is post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on the Internet.
6. 차단된 웹사이트의 사본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
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법 177-FZ 개정

2020년 6월 8일 러시아 연방정부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물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177-FZ 개정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이하, 연방법 177-FZ 개정)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는 2020년 10월 1
일부터 발효되었다.461)

2020년 12월 29일 개정 연방법 No.149-FZ (Information Law)
Статья 15.2. Порядок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ой с
461)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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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рушение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2.07.2013 N 187-ФЗ)
Article 15.2. The procedure for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distributed in
violation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제15.2조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여 배포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절차

1.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
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ъектов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
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
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х в таких сетях, или ин
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без его разрешени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праве обратиться в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
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
нологий и связи, с заявлением о принятии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
ормационным ресурсам,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м такие объекты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в том числе к программе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посредство
м которой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доступ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
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
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
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к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
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дале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
лу судебного акта. Форма указа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утвержда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
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
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
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от 24.11.2014 N 364-ФЗ, от 08.06.2020 N 177-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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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case of detection of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that
are distributed without his permission or other legal basi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or in case of detection of
information required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the copyright holder has the right to file a claim to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to take an
action to restrict access to information resources that distribute such objects or
information and to a program for electronic computers through which access in
telecommunication networks is provi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ftware
application) on the basis of the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The form of the aforementioned claim is approv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승인 없이 또는 기타 법적근거 없이 배포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이 탐
지되어진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탐지되
어진 경우, 저작권자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에게 효력이 발생한 결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목
적물 또는 정보를 전자 컴퓨터용(electronic computers) 프로그램에서 배포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접속이 제공되는 방식 (이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라 함) 에서 정
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
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
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у
судебного акт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2. On the basis of a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within three working days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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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이 발생한 사법적 결정에 근거하여,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
이션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은 3 근무일 이내에 이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в отноше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пределяет п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лиц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
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указан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
рса,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владельца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
на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
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
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
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 ред.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от 24.11.2014 N 364-ФЗ, от 08.06.2020 N 177-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1) in relation to the website on the Internet, determine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that ensures availability of the specified information resource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providing
service to the owner of website in the Internet, which posts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1) 인터넷 웹 사이트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저
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를 포함하는 대상(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
외)를 게시한 인터넷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는 정보통신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
트워크에서 지정된 정보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기타 대상을
결정한다.
1.1) в отношении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определяет лиц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определяющее порядок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ограммног
о приложения (далее - владелец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а также владельц
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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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 и (или) иное лиц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
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
я,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доступ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
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
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к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
етей,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п. 1.1 введен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1.1)in relation to a software application, determine a person, who independently
and at his own discretion determines the procedure for using the software
appl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as
well as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and (or) other persons that grant access to a software application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through which
access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methods similar to photos) or to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is provided;
1.1)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
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에
대한 접근 또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
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자원의 소유자 및 (또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정보
통신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대상과 같은 소프
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절차를 독립적이고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자 (이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라고 함)을 결정한다.
2) в отношении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правляет провайдеру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му указанному в пункте 1 настоящей части лицу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уведо
мление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о нарушении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прав на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
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
ост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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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и "Интернет", с указанием наименов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его автора, правообл
адателя, доменного имени и сетевого адреса, позволяющих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сайт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а информация, содержащая объе
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инфор
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
го основания, а также указателей страни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зволяющ
их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от 24.11.2014 N 364-ФЗ, от 08.06.2020 N 177-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2) in relation to the website on the Internet, send an electronic notification in
Russian and English to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provision about the violation of exclusive rights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indicating the name of the work, its author,
copyright holder, domain name and network address that allows to identify the
website, which posts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on the Internet as well as pointers to the pages of the site on
the Internet allowing to identify such information and the requirement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such information;
2) 인터넷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또는) 관련권리의 대상 (사진 저작물 및 사
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에 대한 독점적 권리 위반에 대하여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provision clause 1에 명시된 타인에게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근거 없이 저
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를 포함하는 정
보를 포함한 저작물명, 저작권자, 도메인명 및 웹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주
소 또는 이러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페이지에 대한 특정 위치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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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요구사항, 정보통신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자
통지를 송부한다.
2.1) в отношении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направляет владельцу информаци
о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иному
лицу, обеспечивающему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
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в электронн
ом виде уведомление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о нарушении исключит
ельных прав на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
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
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 указанием наименов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его
автора,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наименования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 (или) сет
евого адреса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мени или наименования владельца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краткого описания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 (или) и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зволяющей идентифи
цировать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до
ступ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
рнет", к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
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
и) или к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
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
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таким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и (или) к такой инф
ормации;
(п. 2.1 введен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2.1) in relation to a software application, send an electronic notification in Russian
and English to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on which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or to another person that posts th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about the
violation of the software application exclusive rights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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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indicating the name of the work, its author,
copyright holder , the name of the software application and (or) the network
address of the software application, the name or title of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a brief description of the functionality of the software application and
(or) other information that allows identifying the software application through
which access is provid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to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The notice shall
include the requirement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such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and (or) to such information;
2.1)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자원 소유
자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서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 (사진 저
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에 대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독점적 권
리를 위반한 정보를 게시한 타인에게 인터넷을 퐇마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서 배포된
저작물명, 저작자, 저작권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름 및 (또는) 소프트웨어 어
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주소, 소유자의 이름 또는 직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기능
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접속이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할수 있는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승
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대상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은 제외) 또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러시아어와 영어로 전자적 통시를 송부한다. 통지에는 이와 같은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및 (또는) 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기 위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фиксирует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дату и время напра
вления уведомлений, указанных в пунктах 2 и (или) 2.1 настоящей части, лица
м, указанным в пунктах 1 и (или) 1.1 настоящей части.
(п. 3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08.06.2020 N 177-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3) fix the date and time of sending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the clauses 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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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2.2 of this provision

to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s 1 and (or) 1.1 of this provision in the relevant information system.
3)본 provision clause 1 및 clause 2.2에 명시된 통지는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본
provision clause 1 및 (또는) clause 1.1에 관련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명시된 대상에
게 전송된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다.

3.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но
го в пункте 2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провайдер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указанно
е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 обязаны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об эт
ом обслуживаемого ими вла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и уведомить его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
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3.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must inform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that they provide service
for and notify him of the need to immediately restrict access to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3. 호스팅프로바이더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기타 대상은 정보
자원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불법적으로 게시된 정보에 대하여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2에 명시된 통지를 수령한 이후 1 근무일 이내에 즉시 제한
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만 한다.

3.1.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
ного в пункте 2.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владелец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
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иное лицо, обеспечи
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
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обязаны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об этом владельца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 уведомить его о необходимос
ти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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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к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
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рас
пространяемым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
ния.
(часть 3.1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3.1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on which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or another person providing placement of it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must inform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and notify him of the need to immediately restrict access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to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distribu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3.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정보자원 소유자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위치한 대상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에게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 (사진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배포된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2.1에 명시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즉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을 알려야만 한
다.

4.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от п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
а или иного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а уведомлен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л
аделец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обязан удалить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ую ин
формацию или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ней.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или бездействия вла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провайдер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указанное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 обязаны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не позднее истечения т
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пункте 2 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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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часть 4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4.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shall delete the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or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it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bout the need to restrict access to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from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In case of refusal or inaction of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the hosting provider o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corresponding
information resource no later tha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4. 정보자원의 소유자는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
시된 대상으로부터 불법 게시된 정보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기준 영업일 1일 이내에 불법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취를 취
해야한다. 정보자원소유자의 거부 또는 해당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호스팅제공
업체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대상은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2에 명시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4.1.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от владельца информ
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ино
го лица, обеспечивающего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
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уведомле
ния, указанного в части 3.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владелец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
ния обя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
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
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к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распростран
яемым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В сл
учае отказа или бездействия владельца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владелец и
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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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и иное лиц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
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обяз
аны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программному приложению не по
зднее истечения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указан
ного в пункте 2.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часть 4.1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4.1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shall restrict access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to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that are
distribu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3.1 of this article from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on which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or another person providing placement of it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In the event of
refusal or inaction of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or another person
providing placement of it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corresponding software
application no later tha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pecified in clause 2.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4.1.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유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정보자
원의 소유자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배치를 제공하는 타인으로부
터 본 article clause 3.1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저작권자 승
인 또는 기타 법적인 근거 없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또는 배포되는 대상을 정보 통신망을 사용하여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정
보자원의 소유자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배치를 제공하는 타인이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2.1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늦어도 3 영업일 이내
에 해당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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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В случае непринятия провайдером хостинга или иным указанным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м и (или) владельц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мер, указанных в частях 3 и 4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доменное имя сайта в сети "И
нтернет", его сетевой адрес, указатели страниц сай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звол
яющие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содержащую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
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
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ходиму
ю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
х сетей, и размещенную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
о основания, а также иные сведения об этом сайте и информация направляютс
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для принятия мер по ограниче
нию доступа к дан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в том числе к сайту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ли к размещенной на нем информаци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5. If the hosting provider or 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and (or)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refuses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provisions 3 and 4 of this article, the domain name of the
website on the Internet, its network address, website page pointers on the Internet
that allow to identify information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and pos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bsite shall be sent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to telecom operators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source, including the website on
the Internet, or to the information posted on it.
5.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규정된 타인 및 (또는)
정보자원의 소유자가 본 article provision 3 및 provision 4에 규정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게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이 포함된 정보
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기타 정보와 특성과 같은 인터넷 상 웹사이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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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명, 네트워크 주소, 인터넷 상 웹사이트 페이지의 위치 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획득되어지는 정보가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전송되어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정보자원 또는 이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하는 조치를 취한다.

5.1. В случае непринятия владельц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
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иным лицом,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разм
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
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 (или) владельцем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
жения мер, указанных в частях 3.1 и 4.1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п
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принят
ия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программному приложению. Перечень инф
ормации, направляемой операторам связи для принятия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программному приложению, определя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
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
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часть 5.1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5.1 If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software application is
provided, or another person providing the placement of it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and (or)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do not accept the measures specified in provisions 3.1 and 4.1
of this article, the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e software application is sent to the communication operators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The list of information that is sent to telecom operators for
taking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e software application is determin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5.1.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정보자원의 소유자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서 정보자원의 배치를 제공하는 대상 및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
리케이션 소유자가 본 article provision 3.1 및 provision 4.1에 명시된 조치를 수락하
지 아니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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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전송된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전송되는 정보
목록은 매스키디어, 메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에서 결정한다.

6.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
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
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у
судебного акт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судебного акта
об отмене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содержащему об
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
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б
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уведомляет п
ровайдера хостинга или иное указанное в пункте 1 части 2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лицо и 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об отмене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дан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от указан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ведомления об от
мене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урсу провайдер хо
стинга обязан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об этом вла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
а и уведомить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в ре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4.11.2014 N 364-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6. On the basis of the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withi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judicial decision on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an information resource,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or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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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hall notify the hosting provider o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clause 1 of provision 2 of this article and communication operators about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is information resource. The hosting
provider shall inform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and notify about the
possibility of lifting the access restriction within one business da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notice on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an
information resource from the specified federal executive body.
6. 효력이 발생한 사법결정에 따라 조치의 취소에 대한 사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정보자원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저작권자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권리의 대상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배포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
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은 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하기 위한 조치의 취소에 대하여 호스팅제공업체 또는 본 article provision 2 clause
1에 명시된 대상에게 이 정보자원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의 취소에 대해 통지
한다. 호스팅제공업체는 정보자원 소유자 통지하고, 지정된 연방집행기관으로부터 정
보자원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의 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접속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한다.

6.1.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ф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
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на основании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
у судебного акт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рабочих дней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судебного акт
а об отмене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программному приложению уведомляет вл
адельц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
ожение, или иное лиц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
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
ния, и 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об отмене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программн
ому приложению.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от указан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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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рган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ведомления об отмене мер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доступа к программному приложению владелец информацио
нного ресурса, на котором размещено программ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иное ли
цо,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размещен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
е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обязаны проин
формировать об этом владельца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и уведомить о воз
можности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часть 6.1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6.1 On the basis of the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withi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judicial decision on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e software application,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hall notify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or another person providing the placement of it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and telecom operators about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restricting access to the software application. Within
one working da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notice on the cancellation of
measures to restrict access to the software application from the specified federal
executive body,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software
application is located, or another person providing placement of it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cluding networks "Internet", shall
inform the owner of the software application and notify about the possibility of
lifting access restrictions.
6.1. 효력이 발생한 사법적 결정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의 취소에 대한 사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
기관은 정보자원의 소유자에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위치 또는 인터
넷 및 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배치
를 제공하는 대상에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의 취소
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된 연방집행 기관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의 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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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정보자원의 소유자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대상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접속 제한 해제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7.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ведений
об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ресурсе, содержащем объекты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
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
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ли информацию, нео
бходимую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
ционных сетей,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
ного з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казывающий услуги по предостав
л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я
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ступившим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 акто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я, преду
смотренного абзацем третьим пункта 5.1 статьи 4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7
июля 2003 года N 126-ФЗ "О связи".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у оператора связи тех
ничес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незаконно размещенной информа
ции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бязан огр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так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рес
урсу,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абзацем третьим пункта 5.1 ст
атьи 4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7 июля 2003 года N 126-ФЗ "О связи".
(в ред.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от 24.11.2014 N 364-ФЗ, от 01.05.2019 N 90-ФЗ)
(см. текст в предыдущей редакции)
7. The telecom operator that provides services for grant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 judicial decision that has been
entered into legal force within one day from the moment of receipt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about an information resource containing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by methods similar to photography), distributed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network " Internet ", or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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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us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provided in paragraph 3 of clause 5.1 of article 46
of the Federal Law No. 126-FZ dated July 7, 2003 "Communications". If a telecom
operator does not have the technical ability to restrict access to illegally posted
information, the telecom operator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source,
where the information is posted.
7. 정보통신망 “인터넷”에 접근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저작권
및 (또는) 관련권리의 대상을 포함 인터넷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네트워크에 배
포된 정보자원 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
하여, 2003년 7월 7일 연방법 No. 126-FZ Article 46 clause 5.1 paragraph 3의
“Communications" 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작용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수신한 이후
1일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생한 사법적 결정에 의하여 불법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
을 제한하여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불법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기
술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정보가 게시되어진 정보자원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7.1.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получения по систем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ведений
о программном приложении,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доступ в и
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
объектам авторских и (или) смежных прав (кром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
ний 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способами, аналогичными фотографии) или к
информац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их получ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
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 или иного з
ак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оператор связи, оказывающий услуг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рнет", обязан огр
аничить доступ к программному приложени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ступившим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судебным акто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абз
ацем третьим пункта 5.1 статьи 46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7 июля 2003 года
N 126-ФЗ "О связи".
(часть 7.1 вве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08.06.2020 N 177-ФЗ)
7.1 Within 1 day from the moment of receiv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system about the software application, through which access is provi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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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to objects of
copyright and (or) related rights (except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btained methods similar to photos) or to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m us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or other legal basis, the telecom operator that provides
services for grant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ternet" shall restrict access to the softwar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 court
decision that has entered into legal force,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provided
in paragraph 3 of clause 5.1 of Article 46 of Federal Law No. 126-FZ dated July 7,
2003 "Communications".
7.1. 저작권자 승인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 및 (또는) 관련 권리 대상 (사진
저작물과 사진과 유사한 저작물 제외) 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접속이 제공되는 소프트웨
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터넷에 대한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정보를 수령한 이후 1일 이내
에, 2003년 7월 7일 연방법 No.126-FZ Article 46 clause 5.1 paragraph 3에 규정된
“Communications"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프
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8. Порядок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ста
навлива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ф
ункц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ассов
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8. The procedure for the functioning of the information system of interaction shall
be approved by the federal executive body that exercises the functions of control
and supervision in the field of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8. 상호작용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절차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및 커뮤
니케이션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й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й порядок не применяется к информац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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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подлежащей включению в реест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5.1 настояще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9. The procedure stipulated by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information subject
to inclusion in the regis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of this Federal Law.
9. 본 조에 규정된 절차는 연방법 article 15.1에 따라 등록부에 포함되어진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연방법 177-FZ 개정은 불법 저작물의 차단의 fast-track 메커니즘의 대상
이 ‘Information resource'의 개념에 기존의 웹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
케이션 (software application)을 포함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유자 (mobile
application owner)의 개념을 추가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
여 기존의 저작권 침해 방지 메커니즘의 일부로 포섭시키는데 방향성을 두고 있
다.462)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software application)”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정
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서 저작권 및/또는 관
련 권리 (사진 저작물 및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되어진 저작물 제외)의 객
체 또는 필요한 정보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진다.46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유자 (mobile application owner)”는 소프트웨어 어
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절차를 독립적이고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어진다.464)
462)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463)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464)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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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하여 현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locking)과 관련한 법
적 근거와 절차는 법률에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465)

2) 실무기관

가) Roskomnadzor

,

Roskomnadzor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
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Sphere of Telecom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Mass
Communications 약어; Роскомнадзор/Roskomnadzor)는 러시아 연방대통령령
Decree No. 1715 of December 3, 2008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466)

Roskomnadzor는 온라인 상의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국가 집행 기관
으로서 등록 관리, 웹 사이트, 웹 호스팅 회사, 법원 및 기타 기관이 모두 연계되
어 웹 사이트 차단 프로세스를 관리한다.467) Roskomnadzor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다수의 자료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Roskomnadzor에
서 수집, 저장하는 자료로는 불법 저작물의 배포 사이트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극단주의자 정보, 금지된 정보형식, 개인정보 침해자, 정보를 배포하는 기관 및
블로거 정보 및 개인정보 운영책임자의 정보 등이 존재한다.468) Roskomnadzor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465) BDO Russia, "Publications: Review of amendments in the procedure for restricting access to content
published on the Internet and in software applications", 2020.7.14.,
<https://www.bdo.ru/en/insights/publication/fz-177/>, 최종방문일 : 2020.11.23.
466) Roskomnadzor, "Historical Background", <http://eng.rkn.gov.ru/about/background_information/>, 최종방
문일 : 2020.11.12.
467)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468)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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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의 등록이 곧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몇몇의 정보는 기록의 목
적으로 저장된다.469)

Roskomnadzor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콘텐츠 필터링은 비사법적 근거와 사법
적 근거를 통하여 다양한 불법을 차단하는 권한 가지게 된다.470) 불법 저작물
(사진저작물 제외)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적 근거를 통하여 차단을 이행할 수 있다.471)

201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ISP가 Roskomnadzor에 의한 통지로 차단한 웹
사이트는 약 8000여 개에 이르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4배가 증가한 수치로
파악된다.472)

나)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Minsvyaz)

연방정부기관인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Minsvyaz)의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입증 절
차는 Law on Mirrors의 도입과 함께 Decree No. 1225 ("Rules for the Adoption
of a Motivated Decision on Recognition of a Website as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이하, 규정)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469)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470)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471)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472) Nigel Cory, "The Normalization of Website Blocking Around the World in the Fight Against Piracy
Online", 2018.6.12.,
<https://itif.org/publications/2018/06/12/normalization-website-blocking-around-world-fight-against-piracyonline>, 최종방문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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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Minsvyaz 내의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
여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분석 및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473) 정보를 평가
하는데 참여하여야 하는 총 전문가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가 목록은
Minsvyaz에서 결정한다.474)

Minsvyaz의 결정은 반드시 미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명과 지정된 기준을 표시
하여 결정을 내리는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475)

3)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차단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절차

가) Information Law에 따른 차단 절차

Information Law에 따른 저작물 침해 웹 링크 혹은 웹 사이트의 차단은 모스
크바 시 지방법원의 단독관할로 결정되어지며,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지는
경우 실무적인 차단은 Roskomnadzor에 의하여 이행되어진다. 실무적인 이행의
근거가 되는 주요정보는 침해된 저작권에 대한 정보, 침해가 이루어지는 도메인
명, 네트워크 주소, URLs이다.

473)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474)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475)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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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Roskomnadzor 영문 양식의 일부

저작권 침해 차단이행과 관련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476)
(ⅰ) 저작권자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을 Roskomnadzor에 발송하며, 관련 정
보를 통하여 본 청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를 등록함.
(ⅱ) Roskomnadzor은 저작권자의 정보 수령 후 3 영업일 이내 웹 사이트에 정보를 게
시하고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 프로바이더 및 기타 개인을 특정하여 저
작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러시아어 및 영어의 전자문서 형태의 경고장을 송부하
며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ⅲ) 호스팅 프로바이더 등은 이를 수령한 1 영업일 이내에 웹 사이트 소유자에게 이
를 통지하여야 하며, 웹 사이트 소유자는 1 영업일 이내에 해당 불법 저작물을 삭
제하여야 함.
(ⅳ) 만약 웹 사이트 소유자가 불법 저작물의 삭제를 거부 혹은 이를 삭제하지 않는

476) Ruslan Nurullaev, New Legislation on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in Russia: Anti-piracy Law 187-FZ,
「Copyright Law and ICT」, 2013, p.39;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방문일 : 2020.11.12.; Gorodissky & Partners, "ロシア︓著作権侵害⾏為（海賊）との戦い⽅",
<tmfesta.com/2017/05/ロシア︓著作権侵害行為（海賊）との戦い方-－-gorodissk/ >, 최종방문일 : 2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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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불법 저작물의 복제, 사용 및 배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호스팅
프로바이더 등)는 3 영업일 이내에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또한 호스팅 프로바이더 및/또는 웹 사이트 소유자가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Roskomnadzor은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ISP에게 전달하며, ISP는
24시간동안 해당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트의 섹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

결과적으로 저작물 침해가 발생하는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트의 섹션에 대한
접속의 차단은 법원의 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진행된다.477) 만약 호스팅 프로바
이더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의무가 존재한다.478) 다만, 호스팅 프로바
이더는 이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책 가능하다.479)
(ⅰ)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사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ⅱ) 권리자로부터 해당 콘텐츠가 업로드 된 웹 페이지 또는 IP주소를 명시한 지식재산
권 침해 경고장 수령 이후, 문제된 지식재산권 침해를 정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취를 취함.

2015년 A Serial LLC vs. Privactully LLC, Yes Networks Unlimited Ltd., Sia
Vps Hosting, Iliad (모스크바 시 법원, 사건번호 3-0330/2015) 사건은 온라인 상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불법
저작물 차단이 진행된 주요한 사례이다.480)

본 사건의 청구인은 텔레비전 시리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으로,
청구인은 도메인 명 org.net.tv.me에 해당 텔레비전 시리즈가 배포 및 이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웹 사이트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하

477) Ruslan Nurullaev, 앞의 논문, p.39
478) Evgeny Alexandrov and Sergey Medvedev, "Russian Federation: Internet Anti-Piracy Enforcement In
Russia",
2017.7.11.,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ntellectual-Property/609282/Internet-Anti-Piracy-EnforcementIn-Russia>, 최종방문일 :2020.11.17.
479) Gorodissky & Partners, "ロシア︓著作権侵害⾏為（海賊）との戦い⽅", <tmfesta.com/2017/05/ロシア︓著
作権侵害行為（海賊）との戦い方-－-gorodissk/ >, 최종방문일 : 2020.9.20.
480) Vladimir Biriulin,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日本貿易振興機構 知的財産・イノベーション部 知的財産
課, 2016.3,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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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481)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하였고,
Roskomnadzor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불법 저작물의 차단에 대한 실무를 이행하였
다.482)

이후 청구인은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본안 소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였다.483)
법원은 피고인 호스팅 프로바이더는 원고 (가처분 사건 청구인) 텔레비전 시리
즈의 불법 복제물을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
거하고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484)

나) 연방법 No.156-FZ 개정(Law on Mirrors)에 따른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 절차

Law on Mirrors에 따라 미러링 사이트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의 반복 없이 특
별하고 단순화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대체된다.485) Law on Mirrors에 따른 미러
링 웹 사이트의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486)

(ⅰ)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차단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저작권자는 차단된 웹
사이트의 소위, 미러링 사이트가 존재에 대하여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Minsvyaz)에 정보를 제공
함.
(ⅱ) 관련 정보를 수취한 Minsvyaz는 24시간 이내에 차단된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의
확인 여부를 거쳐, 미러링 사이트의 소유자에게 러시아 어 및 영어로 된 전자문서

481) 위의 책, p.155.
482) 위의 책, p.155.
483) 위의 책. p.155.
484) 위의 책, p.155.
485)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486)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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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차단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하며, 추가적으로 Roskomnadzor에 차단 결정
에 대한 상호작용을 위한 통지를 발송함.
(ⅲ) Roskomnadzor은 Minsvyaz의 통지를 수령한 이후 24시간 이내 미러링 사이트의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이를 제공한 자를 특정한 이후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전
자문서 형태로 Minsvyaz의 통지사항을 전달함.
(ⅳ) Roskomnadzor은 미러링 사이트의 차단 조치 이행을 위하여 통신 사업자에게 관
련 사항을 통지함. Roskomnadzor의 통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미
러링 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함.
(ⅴ) Roskomnadzor은 러시아 연방지역 내의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미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명과 URL을 통보하여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을 중단하라는 전자문서 형태
의 통지를 진행함. Roskomnadzor의 통지를 받은 검색 엔진 운영자는 24시간 이내
에 미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및 URL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하여야 함.

다) 연방법 No.177-FZ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침해 차단
절차

연방법 No.177-FZ 개정에 기인하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권
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에 따른 침해 방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487)

(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통한 저작물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식재
산권의 소유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Roskomnadzor에 접근할 수 있으며,
러시아 내의 특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의 제한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
음.

487)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New Rules And Procedures For Blocking
Mobile Apps Distributing Pirated Content|, 2020.7.13.,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telecoms-mobile-cable-communications/964708/new-rules-an
d-procedures-for-blocking-mobile-apps-distributing-pirated-content>, 최종방문일 : 2020.11.16.; BDO Russia,
"Publications: Review of amendments in the procedure for restricting access to content published on the
Internet and in software applications", 2020.7.14., <https://www.bdo.ru/en/insights/publication/fz-177/>,
최종방문일 : 2020.11.23.

519

(ⅱ)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신청이 받아드려진 경우, Roskomnadzor은 3 영업일 이내에
러시아어와 영문의 전자문서 형태로 정보 리소스 소유자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게시를
제공하는 자 (another person, who provides publication of the corresponding
software application on the Internet) (이하, e-플랫폼)에게 통지하여 침해 저작
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함.
(ⅲ) 요청을 받은 이후 1일 내에 e-플랫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 (mobile
application owner)에게 침해 저작물의 액세스 제한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함.
(ⅳ)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는 1인 이내에 해당 공지에 대응하여야 하며,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ⅴ) 만약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유자가 접근 제한에 실패하거나 혹은 거부를 하
는 경우 e-플랫폼은 3일 동안 침해 저작물이 유포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ⅵ) e-플랫폼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유자가 행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Roskomndazor은 통신 사업자 (telecoms operator)을 통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의 차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소결

러시아의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우 저작권 위반에 대한 권리중단을
위한 소송 외 대책으로 저작권자는 Information Law 제15.7조를 통하여 웹사이트
의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웹 사이트는 3일 이내에 관련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인터넷 사이
트 소유자의 적절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모스크바시 지방법원
에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Information Law 제15.2조에 근거하여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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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fast-track으로 법적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다. Information Law 제15.6조는
추가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포함하는 웹 사이트 차단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할 경
우 해당 웹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접속 차단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포
함되어 있다. 특히 미러링과 관련한 지속적인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2017년 연방법 No.156-FZ (Law on Mirros) 개정에 의한 Information Law 제
15.6-1조에 근거하여 미러링사이트에 대한 fast-track의 법적구제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 연
방법 No.177-FZ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가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을 통하여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용이한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침해자의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사적기관을 통한 정
보수집이 가능하다. 관련한 주요 사적기관으로는 AZAPI와 Copyright.ru가 존재한
다.

AZAPI (Internet copyright association)은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기관 중
하나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 저작물 검색을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AZAPI의 고객에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 분야의 협회이다.488) 본 협회
는 불법 저작물의 온라인 상의 출처를 찾고 이에 대한 필요 조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인 콘텐츠 불법 사용의 현황을 확인,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489) Copyright.ru 또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대행사의 하나이
다.490)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명령 이후, 러시아의 국가기관인 Roskomnadzor은 법원
의 명령이라는 사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차단 혹은 사안에 따

488) Viacheslav Gordeev, 위의 논문, p.29.
489) http://azapi.ru/
490) Viacheslav Gordeev, 위의 논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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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는 웹 사이트의 차단을 진행하게 된다. 미러링 사이트의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기관인 Minsvyaz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
트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의 차단은 법원의 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진행이 된
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Information Law 제17조에 따라 호스팅 제공업체 및 웹 사이트 소유자 및 관리
자의 경우 연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에 접근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경우, 저
작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Ⅱ. 인도

1. 인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인도는 2020년 기준 약 5억 6,6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라인 이용자의 수가 존재하는 국가이다.491) 인도에서 Netflix,
Amazon Prime, Wynk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부
터 뿌리깊게 불법적인 웹 사이트, 토렌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이
특별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492) 이후 YouTube, Dailymotion 및
Vimeo와 같은 고해상도 콘텐츠의 스트리밍 콘텐츠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 쉬운 공유와 액세스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다.493)
491) Manisha Singh , Aprajita Nigam and Smrita Sinha, “India: Combating Copyright Online Piracy
In India: Government's Initiatives And Judicial Enforcement”, 2020.3.12.,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901978/combating-copyright-online-piracy-in-india-gov
ernment39s-initiatives-and-judicial-enforcement>, 최종방문일 : 2020.12.15.
492) Manisha Singh , Aprajita Nigam and Smrita Sinha, “India: Combating Copyright Online Piracy
In India: Government's Initiatives And Judicial Enforcement”, 2020.3.12.,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901978/combating-copyright-online-piracy-in-india-gov
ernment39s-initiatives-and-judicial-enforcement>, 최종방문일 : 2020.12.15.
493) Arpan Banerjee, Contemporary Challenges of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in India, Springer,
2019.9., 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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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도에서 해적판 영화의 온라인 배포가 주요한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 유
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94) 영화의 온라인 불법배포의 형태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영화의 제작 및 유통망에 있는 기관에 의한 내부적인 유출,
두 번째로는 영화의 사전 개봉이 진행되었던 영화제, 업계 관계자, 인도 영화 분류
위원회를 통한 유출, 세 번째, 개봉 이후 영화관 내 캠코더, 핸드폰 등을 통한 영화
의 촬영본의 배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시 이후 단계에서 합법적인 Netflix,
Amazon Prime 스트리밍 서비스의 동영상 혹은 DVD를 복제한 공유 등이다.495) 불
법복제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명백한 재정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한
다.496)

2. 인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조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 침해 링크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중개자(Online
Internediaries)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1차적인 대응은 인도 저작권법
과 저작권 규칙에 근거한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률
에 근거하여 저작권자는 불법 저작물을 게시 혹은 이를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중개인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송부하여 접속의 제한을 하기 위한 행위를 진행한다.
이후 저작권자는 서면송달 이후 21일이 만료되기 이전 법원의 차단명령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차단된 콘텐츠의 접근은 다시 제공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
을 그 이전에 인용받는 것이 주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자를 특정하여 법원의 차단명령을 청구하는 것
은 21일이란 기한의 제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침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불
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법원은 소위 John Doe order(Ashok Kumar

494) 위의 책, p. 176.
495) 위의 책, p. 178.
496) 위의 책,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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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이하 John Doe 명령)을 인용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John Doe 명령은 불특
정한 자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497) 이 결정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식별하기 이전에
저작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IP의 차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498)

가. 저작권자의 사적조치 : Notice-and-take-down 시스템

1) 개관

인도 저작권법과 저작권 규칙은 온라인 중개자(online intermediaries)에게 저
작물의 부수적 또는 일시적인 저작물 침해 링크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notice-and-take-down"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499)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자에 대해서는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2조 제1항 제w호에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인도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2조 제1항 제w호

2. Definitions.—(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w)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electronic records, means any person who
on behalf of another person receives, stores or transmits that record or provides any
service with respect to that record and includes telecom service providers, network
service providers,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b-hosting service providers, search
engines, online payment sites, online-auction sites, online-market places and cyber
cafes;
2.정의 - (1) 이 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어지지 않는 한, - (...)
497)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498)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499) ESYA centre, Trands 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enforcement in India, 2019.12., p.16.

524

(w) "중개자”, 특정적인 전자적 기록과 관련하여, 해당 기록과 관련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하
여 기록 또는 제공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수신, 저장 또는 전송하는 하는 자를 의미하며,
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웹 호스팅 서비스 제
공자, 검색 엔진, 온라인 결제 사이트, 온라인 경매 사이트,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사이
버 카페를 포함한다.

정보기술법 제79조 제2항 제c호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자는 중앙정부에 의한
다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존재한다.

인도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79조

79. Exemption from liability of intermediary in certain cases.–
(1)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2) and (3), an intermediar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third party information, data, or communication link made available or hosted by him.
제79조 특정한 경우 중개인의 책임 면제
(1)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하 (2) 및 (3) 규정에 따라, 중개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호스팅한 제3자의 정보, 데이터, 또는 커뮤니케이션 링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2)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apply if–
(a) the function of the intermediary is limited to providing access to a communication
system over which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third parties is transmitted or
temporarily stored or hosted; or (b) the intermediary does not–
(i) initiate the transmission,
(ii) select the receiver of the transmission, and
(iii)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c) the intermediary observes due diligence while discharging his duties under this Act
and also observes such other guidelines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prescribe
in this behalf.
(2) (1)의 조항은 이하의 같은 경우 적용된다. 만약, (a) 중개자의 기능은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전송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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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 되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 또는
(b) 중개자가 이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ⅰ) 전송의 시작,
(ⅱ) 전송의 수신자를 선택, 그리고
(ⅲ) 전송에 포함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
(c) 중개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당한 주의를 이행하고, 또한 이를 대신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의한 다른 지침을 준수한다.

(3)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not apply if–
(a) the intermediary has conspired or abetted or aided or induced, whether by threats
or promise or otherwise in the commission of the unlawful act;
(b) upon receiving actual knowledge, or on being notifi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 or its agency that any information, data or communication link residing
in or connected to a computer resource controlled by the intermediary is being
used to commit the unlawful act, the intermediary fails to expeditiously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at material on that resource without vitiating the evidence in any
manner.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expression ―third party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dealt with by an intermediary in his capacity as
an intermediary.
(3) 이하 (1)의 규정은 이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a) 협박 또는 약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이행에 대한 의뢰에 대하여 중개인이
공모 또는 교사 또는 방조 또는 유도한 경우
(b) 중개인이 통제하는 컴퓨터 리소스에 저장되거나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정보, 데이터, 또
는 통신 링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인지 또는 해당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중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그 리소스에 대한 자료의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데 실패한 경
우.
설명 - 이 조문의 목적상, 제3자의 정보라는 표현은 - 중개인이 중개자로서 그의 능력을
통해 다루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81. Act to have overriding effect.–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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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anything inconsistent therewith contained in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in this Act shall restrict any person
from exercising any right conferred under the Copyright Act, 1957 (14 of 1957) or the
Patents Act, 1970 (39 of 1970).]
제81조 우선적 효과를 얻는 행위 - 이 법의 본 규정은 다른 법률에 포함된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 사항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본 법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저작권
법(Copyright Act, 1957 (14 of 1957)) 또는 특허권(Patents Act, 1970 (39 of 1970))에 따라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만약,

온라인

중개자로부터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절차를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은 인도 정보기술법제79, 81조 및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c호의 단서에 근거한다.500)

인도 Copyright Act, 1957 제52조

52. Certain acts not to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1) The following acts shall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namely,— (...)
[(b) the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of a work or performance purely in the technical
process of electronic transmission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of a work or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lectronic links, access or integration, where such links, access or integration has not
been expressly prohibited by the right holder, unless the person responsible is aware
or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such storage is of an infringing copy:
Provided that i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storage of the copy has received a
written complaint from the owner of copyright in the work, complaining that such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is an infringement, such person responsible for the
storage shall refrain from facilitating such access for a period of twenty-one days or till
500) Vikrant Rana & Akshay Gupta, "India: Takedown Notice Of Infringing Content Over Internet", 2017.3.10.,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575576/takedown-notice-of-infringing-content-over-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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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ceives an order from the competent court refraining from facilitation access and
in case no such order is received before the expiry of such period of twenty-one days,
he may continue to provide the facility of such access;
(...)
제52조 저작권의 침해가 아닌 특정 행위 (1) 다음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위 - (...)
[(b) 순수하게 대중에게 전자적 방식의 전송이나 통신의 기술적 프로세스에 있는 저작물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저장
(c) 책임자가 저장되어진 저작물이 침해된 사본이라고 인식하였거나 믿을 수 있을 합리적인 이
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 링크, 접근 또는 통합이 권리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
지하지 않은 경우, 전자링크, 액세스 또는 통합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 또는 성과물에 대한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저장행위: 사본의 저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일
시적 또는 부수적 저장이 침해라는 점에 대한 이의를 서면 고지로 받은 경우, 저장의 책임
자는 21일의 기간 동안 또는 21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을 시
기까지 그러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하여야 하며, 21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러한 명령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액세스에 대하여 계속 제공할 수 있다.

2) Notice-and-take-down 시스템 절차

권리를 침해받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c호 단서에
따라 불법 저작물에 대한 게시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중개자
(Intermediary)에게 일시적 또는 부수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송부할 경우, 통지를 받은 온라인 중개자는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501)

저작권자는 침해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형식에 대해서는 인도 저
작권 규칙(Copyright Rules, 2013)의 제75조에 규정이 존재한다.
The Copyright Rules, 2013, India, CHAPTER XIV STORAGE OF TRANSIENT OR INCIDENTAL
COPIES OF WORKS 제75조

501) Vikrant Rana & Akshay Gupta, "India: Takedown Notice Of Infringing Content Over Internet", 2017.3.10.,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575576/takedown-notice-of-infringing-content-over-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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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 Any owner of copyright may give a complaint in writing under clause (c) of
sub-section (1) of section 52, to a person who has facilitated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of work for providing electronic links, access or integration to restrain from such
storage of work.
(1) 저작권의 소유자 누구든 제52조 제1항 (c)의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저장을 제한하기 위하
여 전자적 링크, 액세스, 또는 옹호를 위한 작업의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저장을 촉진한 자
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The written complain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namely:(a) the description of the work with adequate information to identify the work;
(b) details establishing that the complainant is the owner or exclusive licensee of
copyright in the work;
(c) details establishing that the copy of the work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is an infringing copy of the matter of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is an infringing copy of the work owned by the complainant and that the
allegedly infringing act is not covered under section 52 or any other act that is
permitted by the Act;
(d) details of the location where transient or incidental storage of the work is taking
place;
(e) details of the person, if known, who is responsible for uploading the work infringing
the copyright of the complainant; and
(f) Undertaking that the complainant shall file an infringement suit in the competent
court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uploading the infringing copy and produce
the orders of the competent court having jurisdiction, within a period of twenty-one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notice.
(2) 서면의 이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한 저작물의 대한 설명
(b)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권자 또는 독점사용권자임을 입증하는
세부적인 정보
(c) 일시적 또는 부수적 저장의 대상인 저작물의 사본이 이의를 제기한 자의 저작물의 저작
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52조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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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부적인 정보
(d) 저작물의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저장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e) 만약 인지가 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업로드를 한
책임 있는 자의 세부적인 정보
(f) 이의를 제기한 자는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 한 이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
기하고 통지를 받은 이후로 21일 이내에 관할 법원의 명령을 제출하여야 함.

(3) On receipt of the written complain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storage of the copy,
if satisfied from the details provided in the complaint that the copy of the work is an
infringed copy, within thirty-six hours, take measures to refrain from facilitating such
access for a period of twenty-one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mplaint or till
he receives an order from the competent court restraining him from facilitating access
whichever is earlier.
(3) 서면의 이의를 접수한 경우, 관련 사본이 침해된 사본이라는 세부적인 사항에 만족된 경우,
사본저장의 책임자는 36시간 내에 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까지 혹은 관할 법원의 명
령을 받을 때 까지 중 더 빠른 기한까지 액세스를 금지하여야 한다.

(4) The person responsible for storage shall display a notice giving reasons for restraining
such access to persons requesting for access to the alleged infringing copy.
(4) 저장의 책임자는 권리침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자에게 이
러한 액세스 제한의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 The person responsible for storage may restore the storage of the work in case the
complainant failed to produce the orders of the competent court having jurisdiction,
restraining him from facilitating access.
(5) 저장의 책임자는 이의를 제기한 자가 관할권을 가진 관할 법원의 명령을 얻지 못하였을 경
우, 이의를 제기한 자가 액세스를 용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6) In case the complainant fails to produce the orders of the competent court having
jurisdiction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the person responsible for storage shall not be
obliged to respond to any further notice sent by the same complainant on the same
work in the sam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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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관할 법원의 명령을 얻지 못한 경우, 저장의 책임자
는 동일한 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위치에 대하여 발송한 추가적인 이의통지
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

서면신청을 송달받은 온라인 중개자는 21일의 기간 동안 혹은 21일 이전이라
도 법원의 차단 명령에 대한 결정을 수령할 때 까지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502)

저작권자가 온라인 중개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통지를 전달할 경우, 이
를 수령한 온라인 중개자는 저작권 침해가 판단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해당
저작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03)

만약 통지를 송달받은 이후 36시간 이내에 21일 간의 침해되는 저작물의 게시
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수신인을 대상으로 통지하
게 되며, notice-and-take-down의 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지인은 21일 이내
에 법원의 차단명령을 받아야 한다.504)

후술할 법원의 차단명령을 통하여 웹 사이트의 호스트 또는 ISP가 저작권 침
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의 사
본은 규정된 기간 내에 웹 사이트 호스트 또는 ISP에 전달되어야 한다.505) 만약
저작권자가 송달 후 21일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법원의 차단명령을 받지 못한 경
우에는 온라인 중개자는 차단한 콘텐츠의 접근을 다시 제공할 수 있다.506) 또한
502) Vikrant Rana & Akshay Gupta, "India: Takedown Notice Of Infringing Content Over Internet", 2017.3.10.,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575576/takedown-notice-of-infringing-content-over-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25.
503) Prachi Darji, "Take Down Notic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India", 2018.9.15.,
<https://www.myadvo.in/blog/takedown-notice-for-copyright-infringement-in-india/>, 최종방문일 :
2020.11.25.
504) Prachi Darji, "Take Down Notic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India", 2018.9.15.,
<https://www.myadvo.in/blog/takedown-notice-for-copyright-infringement-in-india/>, 최종방문일 :
2020.11.25.
505) Prachi Darji, "Take Down Notic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India", 2018.9.15.,
<https://www.myadvo.in/blog/takedown-notice-for-copyright-infringement-in-india/>, 최종방문일 :
2020.11.25.
506) Vikrant Rana & Akshay Gupta, "India: Takedown Notice Of Infringing Content Over Internet", 2017.3.10.,
<https://www.mondaq.com/india/copyright/575576/takedown-notice-of-infringing-content-over-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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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이후 단계에서 침해콘텐츠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507)

나. 법원의 조치 : John Doe 명령

1) 개관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의 이행 이후,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21일의 기한 내에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
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자를 특정하여 법원의 차단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21일이
란 기한의 제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침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법원은 소위 John Doe order(Ashok Kumar order,
이하 John Doe 명령)을 인용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John Doe 명령은 인도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의 가
처분 조치 (temporary injuctions)508)와 내재적 권한 (inherent powers)509)에 근거
하며, 특히 정의를 위하여 법령의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내재적 권한 (inherent powers)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510)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Order XXXIX, Rule 1, Temporary Injunctions and Interlocutory
Orders Temporary Injunctions

1. Cases in which temporary injunction may be granted.—Where in any suit it is proved by
affidavit or otherwise—

최종방문일 : 2020.11.25.
507) Prachi Darji, "Take Down Notic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India", 2018.9.15.,
<https://www.myadvo.in/blog/takedown-notice-for-copyright-infringement-in-india/>, 최종방문일 :
2020.11.25.
508) Order XXXIX, Rule 1,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No. 5 of 1908, Acts of Parliament (India).
509) § 151, Code of Civil Procedure, No. 5 of 1908, 1908, Acts of Parliament (India).
510)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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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at any property in dispute in a suit is in danger of being wasted, damaged or
alienated by any party to the suit, or wrongfully sold in execution of a decree, or
(b) that the defendant threatens, or intends, to remove or dispose of his property with
a view to [defrauding] his creditors,
[(c) that the defendant threatens to dispossess, the plaintiff or otherwise cause injury to
the plaintiff in relation to any property in dispute in the suit,]
the Court may by order grant a temporary injunction to restrain such act, or make
such other order for the purpose of staying and preventing the wasting, damaging,
alienation, sale, removal or disposition of the property [or dispossession of the
plaintiff, or otherwise causing injury to the plaintiff in relation to any property in
dispute in the suit] as the Court thinks fit, until the disposal of the suit or until
further orders.
1.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 어떠한 소송에서든 진술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경우 (a) 소송에서 분쟁중인 재산이 소송의 당사자에 의하여 폐기, 손상 또는 양도되어질 위험에
처하거나, 법령의 시행으로 부당하게 매각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b) [기망행위]를 목적으로 피고가 그의 재산을 제거하거나 처분할 것을 협박하거나 의도하
는 경우
[(c) 피고가 소송에서 분쟁 중인 재산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협박하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소송의 처분 또는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 까지 그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시적 금지명령을 명령하거나, 또는 재산의 폐
기, 손상, 양도, 판매, 제거 또는 처분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또는 그 외의 사람에
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인도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 제151조

151. Saving of inherent powers of Court.—Nothing in this Code shall be deemed to limit
or otherwise affect the inherent power of the Court to make such order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nds of justice or to prevent abuse of the process of the Court.
제151조 법원의 내제적 권한 구제 -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재판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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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거나 재판 과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내제적인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밖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침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저작권 침해 상황에서 선제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John Doe 명령은 2002년 6월 14일 Delhi Hight Court에서 Taj Television v.
Rajan Mandal511)을 통해 최초로 인용되었다.512) 당시 매우 급진적이며 과잉조치
라는 판단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법원에서 이 명령을 인용하기 시작하였
다.513)

최초의 Jone Doe 명령 이후, 저작권의 침해 양상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John Doe 명령이 웹 사이트의 차단을 위한 수단으
로 이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반발이 존재하였다. 이후, 2016년 Bombay
High Court의 결정 이후 특정 URL 차단을 통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의 대응
의 방향으로 경향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9년 Delhi High Court 결정을
통하여 소위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John Doe 명령의 이행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2) John Doe 명령 사례

가) 최초의 John Doe 명령 인용 사례 : Taj Television v. Rajan Mandal

➀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새로운 형태의 24시간 독점 스포츠 채널을 런칭 하였고 일
511) Taj Television v. RajanMandal, [2002] 6 WLUK 202.
512)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513)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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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영권리를 보유하면서 인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514) 원고는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하여 중
계권을 취득하여 인도 전역에 대대적 송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진행 및 중계방송
을 진행하던 중 일부 케이블 네트워크 등에서 원고의 채널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하여 원고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며 소를 제기하였다.515)

➁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측은 우선적으로 해당 채널을 무단으로 송출하는 일부 케이블 사업자,
네트워크, 제3자 등을 식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516) 하지만 인도 내의 특정
지역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의 케이블 전송의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증빙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네트워크의 경우 특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하였
다.517) 결승전의 방송 등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식별
한 이후, 직접적인 침해 증거를 수집하여 2002년 6월 30일 월드컵 종료 이전에
법적 구제를 청구하더라도,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월드컵
이 종료된 시점에 조치가 취해질 경우, 원고에게 예상되어지는 막대한 손실의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방영권 침해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518) 이에 따라, 원고는 인도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 Section 151에 따른 법원의 내재적 권한 (inherent
powers)을 통하여 불법 행위의 선제적 조치를 위한 John Doe 명령을 요청하였
다.519)
514)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1-2.
515)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3,
Rn.5.
516)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6.
517)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10.
518)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7.
519)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10,
R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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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이전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케이블 사업자가
아미 장기간 저작권을 침해해 왔음을 확인된 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 상 법원이 선제적 조치를 인용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
고 청구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John Doe 명령을 인용하였다.520)

나) John Doe 명령에 기한 ‘웹 사이트 차단’의 주요 사례

2011년 7월 20일 Delhi High Court의 John Doe 명령 결정 [I.A. No. 11242/2011
(under Section 151 CPC)]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
치로 일부 웹 사이트가 차단되었다.521)

John Doe 명령의 청구인인 Big Pictures는 본 명령을 근거로 2011년 7월 21일
을 기점으로 인도 내의 ISP에게 자사의 영화저작물 Singham의 온라인 배포의 방
지를 위한 이행을 요청하였다.522)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
하여 법원에 John Doe 명령을 청구하고 이후 인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법원의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ISP에게 대상 저작물의 불법 배포가 예상되는 웹 사이트의
이름과 호스팅 정보를 전달한다.523) 불법 배포가 예상되는 웹 사이트의 이름과
호스팅 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은 대부분 외부 기관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일반
520) Taj Television Ltd. & Anr. vs. Rajan Mandal & Ors., High Court of Delhi, [2003] F.S.R. 22, 2002.6.14., Rn.17.
521) Nikhil Pahwa, "Update: Files Sharing Sites Blocked In India Because Reliance BIG Pictures Got A Court
Order",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files-sharing-sites-blocked-in-india-because-reliance-big-pictures
-got-a-court-order/>, 최종방문일 : 2020.11.14.
522)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523)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Video-sharing-sites-blocked-on-court-order/articleshow/1
3234623.cms>, 최종방문일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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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524)

John Doe 명령을 전달받은 ISP는 웹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진행한다.525) John
Doe 명령에 근거한 웹 사이트의 차단 이행 이후, 재차 다른 특정 URL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저작권자로부터 확인되어지는 경
우, 저작권자는 추가적으로 ISP에 요청하여 차단을 진행한다.526)

인도의 통신대기업인 “Bharti Airtel”사527)는 청구인이 요청한 파일 공유 사
이트528)의 차단을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망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529)
ISP의 웹 사이트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단 요청된 웹 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The site has been blocked
as per instructions from the Department of Telecom.”라는 문구와 함께 웹 사
이트의 차단이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어졌다.530) 명령 이후 최초 시점에는
“Bharti Airtel”사 외의 Vodafone 3G, MTNL, MTNL 3G 등의 타 ISP를 통해서
는 웹 사이트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타 ISP의 인터넷
524) ESYA centre, 앞의 책 p.15.
525)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Video-sharing-sites-blocked-on-court-order/articleshow/1
3234623.cms>, 최종방문일 : 2021.01.13.
526)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Video-sharing-sites-blocked-on-court-order/articleshow/1
3234623.cms>, 최종방문일 : 2021.01.13.
527) 본 사는 인도 내에 2억 8370만의 모바일 서비스, 240만의 가정 인터넷 서비스, 1660만의 디지털 TV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3월 31일 기준)
출처 : Airtel, "Company Profile", <https://www.airtel.in/about-bharti/equity>, 최종방문일 :2020.11.14.
528) 당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Mediafire.com, Megaupload.com,
Rapidshare.com, Sendspace.com, Megavideo.com, VideoBB.com, Novamov.com, Movshare.com,
Putlocker.com, Hotfile.com, Fileserve.com, Filesonic.com, Filesonic.in, Depositfiles.com, Wupload.com,
Uploaded.to, 및 Uploadstation.com.
출처 :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529)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530)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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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서도 해당 웹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일부 차단되었음이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531)

본 사례는 John Doe 명령을 통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다수의 ISP에 의하여
매우 대규모적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사례이며 이에 따른 인터넷 이
용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532)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 사이트 차단으로 인
하여 웹 사이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자동적으로 제한
된다는 점에 큰 반발을 하였다.533)

3) John Doe 명령에 기한 ‘웹 사이트 차단’에 대한 반발

위와 같이 초기의 John Doe 명령이 균일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결정되지 않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였다.534) 특히, 당시 John Doe 명령으로 인한 불법 저
작물 차단은 실질적으로 웹 사이트 전반의 차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을 가져왔다.535)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웹 사이
트의 차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본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존재하였
다.536)
531)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532)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533) Anupam Saxena, "Updated: #IndiaBlocks: Why Is Airtel Blocking File Sharing Sites?", 2011.7.21.,
<http://www.medianama.com/2011/07/223-indiablocks-why-is-airtel-blocking-file-sharing-sites/>, 최종방문
일 :2020.11.14.
534)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535)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Video-sharing-sites-blocked-on-court-order/articleshow/1
3234623.cms>, 최종방문일 : 2021.01.13.
536) Javed Anwer, "Blocking website in India: Reliance Communications shows it is very easy", The Times of
India, Bennett, Coleman & Co. Ltd., 2011.12.2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internet/blocking-website-in-india-reliance-communication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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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Madras Hight Court의 John Doe 명령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요청
을 받은 ISP가 Vimeo와 Dailymotion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차단한 사건
이 있었다.537) 해당 사건의 경우 광범위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Vimeo, Dailymotion 등이 과도한 차단의 이행에 대하여 불복하며 어떠한 근거로
자신들의 합법적인 서비스 영역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였는지에 대하여 인도
내의 ISP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
다.538)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John Doe 명령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차단은 웹 사이
트 전체의 차단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특정 접속링크 또는 URL에
대한 세부적인 차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539)

4) John Doe 명령의 인용 기준

가) 2016년 Bombay High Court 결정

2016년 7월 26일 Bombay High Court는[Eros International Media Ltd & Anr v
Bharat Sanchar Nigam Ltd & 49 Ors, Suit No 751/2016; Notice of Motion (L) No
2147 of 2016] 영화저작물 Dishoom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John Doe 명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사례와는 차별적으로 법원의 세
ows-it-is-very-easy/articleshow/11234700.cms>, 최종방문일 : 2021.01.13.
537) Ashvin Devasundaram, Cyber buccaneers, public and pirate spheres: The phenomenon of bittorrent
downloads in the transforming terrain of Indian cinema,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incorporating
Culture & policy」, 2014.8, Vol.152, p.115.
538)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Video-sharing-sites-blocked-on-court-order/articleshow/1
3234623.cms>, 최종방문일 :2021.01.13.
539) The Times of India, "Internet Service Providers block torrent sites on HC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https://www.gadgetsnow.com/tech-news/Internet-Service-Providers-block-torrent-sites-on-HC-order/article
show/13230892.cms>, 최종방문일 : 2021.01.13.

539

부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였다.540) 본 사례는 기존의 John Doe 명령에 대한 패
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541)

청구인은 영화저작물 Dishoom의 저작권자로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저작물
에 대하여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가 존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잠재
적이고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Bombay High Court에 John Doe 명령을 신청하였다.542) 청구인은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어지는 웹 사이트의 리스트를 제출하여 해당 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
다.543)

그러나 Bombay High Court는 웹 사이트 전체가 불법 저작물만을 서비스한다
는 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빙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를 기각하면서, John Doe 명령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위한 차단을 청구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침해가 예측되는 특정 웹 링크 또는 특정 URL에 대한
John Doe 명령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544)

이후 청구인은 134개의 특정 웹 링크와 저작권 침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스크린 샷 등의 증거 문서를 첨부하여 저작물의 침해를 근거로 한 John Doe 명
령을 재차 청구하였고, 이후 Bombay High Court는 청구를 인용하였다.545) 추가
적으로 Bombay High Court는 불법 저작물 특정 URL의 접근을 ISP가 적절하게
차단하지 않는 경우 ISP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546) 법
원은 ISP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특정 링크가 활
540) Sethia Aradhya, John Doe orders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India,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12(1), 2017.01, p.20.
541)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542) Sethia Aradhya, 앞의 논문, p.20.
543) 위의 논문, p.20.
544) 위의 논문, p.20.
545) 위의 논문, p.20.
546) 위의 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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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된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ISP에게 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고, 그 통지 이후에 해당 URL을 차단하는 ISP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47)

Bombay High Court는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 불법 저작물 차단의
청구와 관련한 판단 근거 및 이를 인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언급
하면서 향후의 John Doe 명령에 대한 법적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548)

나) John Doe 명령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Safeguards)

앞서 살펴본 2016년 Bombay High Court 사건에서 법원은기존의 사이트 전체
차단으로 인한 합법적인 콘텐츠를 포함한 과도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549)

a. 웹 사이트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차단 요청의 제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개방형 구제책 (open-ended remedy)으로서의
차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John Doe 명령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저작권 침
해가 예상되는 명확한 웹 링크 또는 URL을 제시하여야 한다.550)

b. 특정 웹 사이트의 차단 청구시의 명확한 증빙 요구
특정한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John Doe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은 단순히 웹 사이트 내의 일부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단순 증빙으로
는 부족하며, 웹 사이트를 통해 제안되는 모든 웹 페이지가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
는 추정 (prima facie)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551) 이 경우 웹 사
이트가 오직 불법적인 저작물의 공유 및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저
작물 외에 다른 불법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552)
547)
548)
549)
550)

위의
위의
위의
위의

논문,
논문,
논문,
논문,

p.20.
p.20.
p.2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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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특정 웹 사이트의 불
법성에 대하여 인용하게 된다.553)
(ⅰ) 법원은 각각의 모든 링크가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불법적 활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검증하여야 함.
(ⅱ) 청구인이 제시한 특정한 웹 링크의 스크린 샷을 통하여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ⅲ) 청구인의 증빙자료를 통한 침해의 가능성이 추정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판단
되어야 함.

2016년의 Bombay High Court에 이어 2019년 4월 Delhi Hight Court554)는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변이사이트 (Rogue website)/명백한 온라인 침해 장소
(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s; FIOLs)에 대하여는 불법 저작물의 포함여부에
대한 양적인 (quantitative) 판단이 아닌 질적인 (qualitative) 판단이 진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 요소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555)
(ⅰ) 웹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침해를 하는 것
임.
(ⅱ) 웹 사이트 혹은 온라인 침해 장소의 등록자의 세부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될 수 없음.
(ⅲ) 차단 요청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해당 웹 사이트/온라인 장소의 대응책이 없고
묵살됨.
(ⅳ) 웹 사이트/온라인 장소의 접속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
련 된 이유로 다른 관할 법원에 의한 차단이 이행됨.
(ⅴ) 웹 사이트/온라인 장소가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차단 사이트의
접근을 우회할 수 있도록 조장함.

c. 불법 저작물 차단에 대한 제3자의 이의제기의 권리 부여
Bombay High Court는 2016년 판례를 통하여 John Doe 명령의 이행을 통한 사이
트 혹은 특정 URL의 차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 의한 법원의 이의제기권한을 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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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6) John Doe 명령의 이행을 통한 차단에 대한 제3자의 이의제기는 추가적인 새로
운 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책이 아닌 명령을 내린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통
하여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557) 이와 관련하여 차단되어진 링크에는 다음과 같은 메
시지가 표시되어지도록 요구된다.558)
(ⅰ) 인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6)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안내
(ⅱ) 해당 링크가 차단의 근거가 된 특정 John Doe 명령의 세부적인 정보
(ⅲ) 해당 링크의 차단의 근거가 된 특정 John Doe 명령에 대한 이의가 존재하는 제
3자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최소 48시간 안에 이를 고지하여 John Doe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접근할 수 있음에 대한 통지

5) 현행 John Doe 명령의 경향성

John Doe 명령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인도 법원에서 John Doe 명령이 최초로
결정되었던 시기와 현재의 인도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 법
원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광범위한 이행력을 가진 John Doe 명령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559) 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에
서는 인터넷접속권이 기본권이라는 판단 하에 John Doe 명령에 대하여 헌법상
의 권리와 ISP의 자유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560)
551) 위의 논문, p.21.
552) Rajat Sabu, “Remedy Against Online Piracy To Protect The Interest Of Copyright Owners – A Newer
Approach By Way Of ‘Dynamic Injunction’”, 2020.4.22.,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4/22/remedy-against-online-piracy-to-protect-the-interest-ofcopyright-owners-a-newer-approach-by-way-of-dynamic-injunction/>, 최종방문일 : 2020.11.23.
553) Sethia Aradhya, 앞의 논문, p.21.
554) UTV Software Communication Ltd.&Ors.vs. 1337X.TO&Ors. CS (Comm) 724/2017)
555) Mohit Panchal, "Combatting digital piracy in cinematographic works: Delhi High Court grants India's first
dynamic injunction against rogue websit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19, Vol.14,
No.8, p. 597.
556) Sethia Aradhya, 앞의 논문, p.21.
557) 위의 논문, p.21.
558) 위의 논문, p.21.
559)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560)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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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John Doe 명령을 통한 불법 저작
물의 차단을 위한 청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법원의 인용을 통한 차단 이행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6년 Bombay High Court 결정 이후, 저작
권자는 침해가 예상되는 특정 URL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웹
사이트 차단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웹 사이트 내의 전반적인 웹 링크에서 발생하
는 저작권 침해가 추정 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2017년 영화사 Red Chillies Entertainment 와 Prakash Jha
Productions는 자사의 영화저작물 “Jab Harry Met Sejal"과 ”Lipstick Under My
Burkha"의 저작권 침해의 선제적 조치로서 Madras Hight Court에 John Doe 명
령을 청구하면서 2650개의 특정 URL의 차단을 스크린샷 등의 증빙을 통하여 청
구한 사례가 존재한다.56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첨부한 증빙문서의 판단을
통하여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한 URL의 차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
며, 청구인은 본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ISP에 통지하여 대상 URL이 완전히 차단
이 되어졌다.562)

6) 미러링 사이트와 관련한 John Doe 명령

인도의 John Doe 명령은 과거 웹 사이트 전반의 차단에서 특정 링크 차단의
형식으로 경향성이 변화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선제적 조치로서의 URL 차단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일시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대부분 재차 숫자, 알파벳
이 추가된 유사한 다른 URL을 통하여 불법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저작권 침해가

최종방문일 : 2020.11.19.
561) heise online, "Internet Archive in Indien blockiert: Filmstudios erwirkten Sperre", 2017.8.10.,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Internet-Archive-in-Indien-blockiert-Filmstudios-erwirkten-Sperre
-3797210.html>, 최종방문일 : 2020.11.15.
562) heise online, "Internet Archive in Indien blockiert: Filmstudios erwirkten Sperre", 2017.8.10.,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Internet-Archive-in-Indien-blockiert-Filmstudios-erwirkten-Sperre
-3797210.html>, 최종방문일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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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563)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사례로서 2019년 4월 UTV Software
Communication Ltd.&Ors.vs. 1337X.TO&Ors.의 Delhi High Court의 결정564)이 존
재한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영화 저작물의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하여 John Doe 명령을 청구하면서 미러링 사이트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Delhi High Court는 소위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언급하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웹 링크의 차단 명령을
인용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IP 주소와 침해 URLs에 대한 미러링의 차단을
위해 재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없다는 싱가포르의 Disney Enterprise vs.
Ml Ltd.565) 및 20th Century Fox vs. British Telecommunication PLC566)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구인이 이미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에 숫자 혹은 알파벳이 추가되었
을 뿐인 동일한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은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 제151조에 따른 법원의 내재적 권한 (inherent powers)를 근거한
John Doe 명령에 기한 차단명령이 확장되어 민사소송법 Order 1, Rule 10에 근
거하여 차단이 인용된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의 차단 또한 이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567)

Order 1 Rule 10 CPC
(...)
(2) Court may strike out or add parties.—The Court may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563) heise online, "Internet Archive in Indien blockiert: Filmstudios erwirkten Sperre", 2017.8.10.,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Internet-Archive-in-Indien-blockiert-Filmstudios-erwirkten-Sperre
-3797210.html>, 최종방문일 : 2020.11.15.
564) CS (Comm) 724/2017)
565) 2018 SGHC 206
566) (2012) 1 All ER 869
567) Rajat Sabu, “Remedy Against Online Piracy To Protect The Interest Of Copyright Owners – A Newer
Approach By Way Of ‘Dynamic Injunction’”, 2020.4.22.,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4/22/remedy-against-online-piracy-to-protect-the-interest-ofcopyright-owners-a-newer-approach-by-way-of-dynamic-injunction/>, 최종방문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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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her upon or without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and on such terms as may appear
to the Court to be just, order that the name of any party improperly joined, whether as
plaintiff or defendant, be struck out, and that the name of any person who ought to
have been joinded, whether as plaintiff or defendant, or whose presence before the
Court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enable the Court effectually and completely to
adjudicate upon and settle all the questions involved in the suit, be added.
(2) 법원은 말소 또는 당사자의 추가할 수 있다. - 법원은 절차상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신청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리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대상이
원고 혹은 피고이든 상관없이, 부당하게 당사자로 포함된 자를 말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소
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
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대상이 원고 혹은 피고 혹은 혹은 입회자이든 상관없이 법원의 소
송절차와 관련하여 그를 당사자의 성명을 추가할 수 있다.
(...)
(4) Where defendant added, plaint to be amended.—Where a defendant is added, the
plaint shall, unless the Court otherwise directs, be amended in such manner as may be
necessary, and amended copies of the summons and of the plaint shall be served on
the new defendant and, if the Court thinks fit, on the original defendant
(4) 피고가 추가되어지는 경우, 원고는 수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추가되어지는 경우, 법원
이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정된
소환장 및 원고의 사본은 새로운 피고인에게 그리고,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의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2 Indian Limitation Act, 1877 (XV of 1877), section 22,
the proceedings as against any person added as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begun only on the service of the summons.
(5) the provisions of the 2 Indian Limitation Act, 1877 (XV of 1877) 제22조에 의거하여, 피고
로 추가되어진 자에 대한 절차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소결

인도의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자의 사적구제를 위한
notice-and-take-down 시스템과 법원의 구제책으로서 John Doe 명령이 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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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and-take-down 시스템의 경우 인도 정보기술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제c
호 및 제81조,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c호의 단서에 근거한다. 실질적인 이행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저작권법 규칙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다.

John Doe 명령의 경우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의 Order
39, Rule 1의 가처분 조치(temporary injuctions) 및 제151조의 법원의 내제적 권한
(inherent powers) 규정에 근거한다.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가 서면신청을 ISP에게 송달하는
경우 21일의 기간 동안 혹은 법원의 차단명령을 받을 때까지 ISP는 대상 콘텐츠의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만약 21일의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법원의 추가적인
차단명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ISP는 차단한 콘텐츠의 접근을 다시 제공할 수 있으
며 이후 저작권자는 이후 ISP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의 John Doe 명령은 과거 웹 사이트 차단의 방법으로 불법 저작물의 액세
스를 방지하였으나, 현재 법원의 경향성의 변화로 인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명령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c호 및 정보기술법 제79조에 따르면, ISP에 대하
여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혹은 불법적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저작권자가 ISP에 침해에 대한 서면 고지를 이행하는 경우, 인도 저
작권법 제52조 제1항 제c호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한동안의 액세스 차단을
이행하여야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정보기술법 제79조 제3조 제b호에서도 중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중개인의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547

만약 ISP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도 저작권법 제65B조에 의하여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인도 Copyright Act, 1957 제65B조

65B. Protection of Rights ManagementInformation.— Any person, who knowingly, —
(i) removes or alters any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or
(ii) distributes, imports for distribution, broadcasts or communicates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copies of any work, or performance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which may extend to two years and shall also be liable
to fine: Provided that if th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tampered with in
any work, the owner of copyright in such work may also avail of civil remedies provided
under Chapter XII against the persons indulging in such acts.]
제65B조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정보의 보호 - 고의로,
(i) 권한 없이 관리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거 또는 변경 하거나
(ii) 전자 권리 관리 정보의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권리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
송 또는 대중에 전달, 전자 권리 관리 정보의 권한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의 인식
하의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연한 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의 관리정보가 변조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또한 이러한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Chapter XII에 따른 민사적 구제
를 청구할 수 있다.

Bombay High Court의 판결에 의하면 ISP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특정 링크가 활성화된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ISP에
게 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이후에 해당 URL을 차단하는 ISP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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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라질

1. 브라질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2004년 의회의 저작권침해 (piracy)568) 조사위원회 (CPI da Pirataria)가 설립되어
조사한 결과, 연방 내 다양한 저작권침해 행위의 배후에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 전담기구가 있
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브라질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큰 차이
가 존재한다.569)

2. 브라질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조치

가. Conselho Nacional de Combate à Pirataria e Delitos contra a Propriedade
Intelectua (CNCP)에 의한 저작권 방지 대응 조치

1) Conselho Nacional de Combate à Pirataria e Delitos contra a Propriedade
Intelectua (CNCP)의 개관

2004년 의회의 저작권침해 (piracy) 조사위원회 (CPI da Pirataria)는 최종보고서
를 통하여 저작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계획·실행하고, 저작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공공정보기관의 창설을 제안하였
으며, 이에 따라 창설된 기관은 “저작권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
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Crim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y, 이하, CNCP)”이다. CNCP는 2004. 10. 14. 시행령 제5,244호 (Decree No.
568) 일반적으로 piracy는 불법복제, 저작권침해를 의미하며, CNCP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에서는 ‘piracy’를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침해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569)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pproaches t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Final Report, 2015,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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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OF OCTOBER 14, 2004)에 의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민
간단체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CNCP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2019. 6. 27. 시
행령 제9,875호로 대체되어, 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대표
자들로 구성된다.570)

(ⅰ) 법무부 장관(위원장)
(ⅱ)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산하 기관
- 국가 소비자 사무국(National Consumer Secretariat)
- 국가 공안 사무국(National Public Security Secretariat)
- 통합 운영 사무국(Secretariat for Integrated Operations)
- 연방 경찰(Federal Police)
- 연방 고속도로 경찰(Federal Highway Police)
(ⅲ)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 기관
- 연방 세입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of the Federal Revenue of Brazil)
- 해외 무역 및 국제 문제를 위한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for Foreign Trade
and International Affairs)
(ⅳ)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ⅴ) 시민권부(Ministry of Citizenship)
(ⅵ) 국립 영화원(National Filme Agency, ANCINE)
(ⅶ) 국립 보건감시원(National Health Surveilance Agency, ANVISA)
(ⅷ) 국립 전자통신원(National Telecommunication Agency, ANATEL)
(ⅸ )국립 산업 재산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ⅹ)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민간단체 5개
(ⅺ) 연방 상원 대표, 하원 의원 중 한 명

2) CNCP의 권한

570) 아래 표는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한다. 법무부의 CNCP 페이지에서 2019
년의 실제 위원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compos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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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P는 저작권침해, 밀수, 저작권침해 및 밀수의 결과로 발생한 탈세, 지적재산
권 관련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
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NCP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ⅰ) 브라질 내 저작권침해, 밀수, 탈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이하 ’저작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조치 제안
(ⅱ) 저작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
로 통계 조사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단일한 공안
시스템 내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관리
(ⅲ) 연방에 속한 주 및 연방관구의 저작권침해 등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
(ⅳ) 저작권침해 등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특별조사활동 계획을 장려 및 지원
(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을 막고, 저작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수입품
(정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 포함)의 국내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
(ⅵ) 항만, 공항, 국경 초소 및 브라질 도로망에 대한 특정 검사를 제안
(ⅶ) 저작권침해 등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운영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교육을 장려,
지원, 촉진
(ⅷ) 저작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을 장려·조직
(ⅸ) 관할기관이 보내온 보고서를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ⅹ) 저작권침해 등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기관과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방안 수립

나.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브라질 연방법 no. 12,965/2014, ‘Marco
Civil da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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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온라인 중개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법은 존재하였으나, 명
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571) 관련하여 온라인 상 모든 이해관계의 균형
을 맞추기 위하여 인터넷 규제와 개인정보의 보호 모두를 고려한 법률의 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관련하여 10여 년의 토론 끝에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원칙,
기준,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2014년 4월 23일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
률’(Marco Civil da Internet, 연방법 no.12,965/2014)을 제정하였고, 위 법은 2018
년 6월 시행되었다.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중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572)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중개자를 크게 ISP와 인터넷 어플리
케이션 프로바이더(소셜네트워크, 웹 검색엔진, 인터넷 포럼 그리고 비디오 스트
리밍 웹사이트)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한
부분은 ISP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의 접속기록보관기간에 관한 부분
이다.

ISP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는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엑세스
로그와 관련하여 접속 일자, 시간 및 IP 주소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573)
571) Global Networ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 "Brazilian Courts and the Internet - Rulings
Before and After the Marco Civil on Intermediary Liabiliry",
<https://publixphere.net/i/noc/page/OI_Case_Study_Brazilian_Courts_and_the_Internet.html>, 최종방문일 :
2020.12.06.
572)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573)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552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브라질 고등법원에 의하여 적어도
3년의 기간동안 관련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판례법이 유효하였으나, ‘인터
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ISP의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인터넷 어플리
케이션 프로바이더의 경우 6개월의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574)

연방법 no.12,965/2014 (Marco Civil da Internet, Marco Civil)

Art. 13. In the provision of Internet connection, the entity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autonomous system must maintain the connection records, under
confidentiality, in a controlled and safe environment, for the term of 1 (one) yea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제13조 인터넷 연결의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자율적인 시스템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
는 연결 기록을 통제되고 안전한 환경 하에 1년의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Art. 15. The Internet application provider that is duly incorporated as a legal entity and
carry out their activities in an organized, professional and with economic purposes
must keep the application access logs, under confidentiality, in a controlled and safe
environment, for 6 months, as detailed in regulation.
제15조 합법적인 법인으로서 적법한 주식회사이자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의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는 비
밀리에 규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로그를 6개월 동안 통제되고
안전한 환경 하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저장된 기록은 법원의 명령 또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기록의 공개를 승
인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공개가 가능하다.575)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의 침해자
특정을 위한 기록의 활용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하나, ‘인터넷 상 권

574) Tatiana Campello, "Brazil : Learn More About The Brazilian Civil Rights Framework For The Internet (Law
No. 12965 Of April 23, 2014), 2014.7.10.,
<https://www.mondaq.com/brazil/privacy-protection/326684/learn-more-about-the-brazilian-civil-rights-fram
ework-for-the-internet-law-no-12965-of-april-23-2014>, 최종방문일 : 2020.12.05..
575)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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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던 자료보관 기간(3년)이 매우
단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다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 권리에 관
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저작권자가 요청할 경우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의 로
그기록의 제공이 ISP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로그기록의 공개는 오직 법원의 판결
혹은 이용자의 승인을 통하여만 제3자에게 공개되어진다는 제한이 생겨 오히려
침해자 특정을 위한 로그기록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존재한다.576)

더 나아가,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
다.577) 이는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578)

제3자의 콘텐츠에 의한 ISP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제18,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
는 규정(‘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2항).579)
연방법 no.12,965/2014 (Marco Civil da Internet, Marco Civil)
576)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577)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578)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579) George Lucena, "Brazil : The Brazilian 'Internet Bill Of Right' and Online Infringement Of IP Rights,
2018.8.15.,
<https://www.mondaq.com/brazil/trademark/727946/the-brazilian-internet-bill-of-rights39-and-online-infrin
gement-of-ip-rights>, 최종방문일 : 2020.12.05..

554

Art. 18. The provider of connection to internet shall not be liable for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content generated by third parties.
제18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민
사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rt. 19. In order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vent censorship, the provider of
internet applications can only be subject to civil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content generated by third parties if, after an specific court order, it does not take
any steps to,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service and within the time stated in the
order, make unavailable the content that was identified as being unlawful,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제공자는 특
정한 법원의 명령 후,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되어진 콘텐츠가 그들의 서비스의 틀 안에서
그리고 그 명령에 명시된 시간 내에,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확
인된 내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오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s subject to a specific legal provision, which must respect freedom of
speech and other guarantees provided for in art. 5o of the Federal Constitution.
§2 연방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보장을 제공하여야 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한 본 규정의 이행은 특정 법률의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Art. 31.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specific law provided for in § 2o of art. 19, the liability
of the internet applications provider for damages arising from content generated by
third parties, in case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sha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applicable copyright legislation in force,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Law.
제31조. 제19조 제2항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이 발효되기 전까지,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콘텐
츠로 인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에 대한 인터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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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 제공자들의 책임은 본 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법
령이 계속 적용된다.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사안에서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책임은 표현의 자유 및 검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정하였으나 아직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
로, 현재는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
율되어지게 된다.580)

이와 같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예외규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나,581)
현재 적용되는 저작권법에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
법의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브라질 법원은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판례로 인정해오던 것과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에도 불법 저작물을 제거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582)

다. 저작권자의 사적조치 : 브라질의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 대응조치

불법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 상에서의 저작권자는 금지명령,
580) Jenner & Block LLP, Copyright 2019, Law Business Research Ltd, 2019.07., p.19.
581) Global Networ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 "Brazilian Courts and the Internet - Rulings
Before and After the Marco Civil on Intermediary Liabiliry",
<https://publixphere.net/i/noc/page/OI_Case_Study_Brazilian_Courts_and_the_Internet.html>, 최종방문일 :
2020.12.06.
582) Global Networ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 "Brazilian Courts and the Internet - Rulings
Before and After the Marco Civil on Intermediary Liabiliry",
<https://publixphere.net/i/noc/page/OI_Case_Study_Brazilian_Courts_and_the_Internet.html>, 최종방문일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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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구제책 등을 청구할 수 있다.583) 침해의 일시적인 정지를 위한 사본의 압
수 또는 게시 중단 등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인정되는 구제수단은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된다.584)

온라인 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notice and take dow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
작권자가 임의로 ISP 등에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삭제 요청 시에는 ISP가 불법 저작물을 판별할 수 있도록 일반
적으로 URL을 제공하게 된다.585) ISP 등이 이러한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
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규정에 따라 법원의 명령과 관
계없이 불법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ISP의 서비스 약관에 의해서도 해당 콘텐
츠의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586)

그러나 이러한 notice and take down 시스템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해관계인의
단순한 청구에 근거하여 ISP가 임의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임의적 청구를 통하여 일시적 혹은 영구
적 검열이 묵인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
다.587)

결과적으로 현재 브라질의 법체계 상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
583)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2020.12.06.
584)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2020.12.06.
585)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2020.12.06.
586)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2020.12.06.
587) Caitlin Sampaio Mulholland, “Secondary Liability of Service Providers in Brazil: The Effect of
the Civil Rights Framework",
<https://www.responsabilidadecivil.org/single-post/2018/03/29/secondary-liability-of-service-provide
rs-in-brazil-the-effect-of-the-civil-rights-framewo>, 최종방문일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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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ISP 등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중개자가 저작권자의 임의 통지 또는 법원의 명
령에 의한 통지를 받아 저작권 침해물로 통지된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침해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 인터넷 어플리케
이션 중개자가 위와 같은 침해통지에 대하여 적절한 침해대응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게 되는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588)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인 2010년 부
터, 온라인 상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Copyright Forum(Forum de Direito Autoral)
이 진행되었다.589) Copyright Forum은 현행 저작권법의 기초가 되는 1998년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다.590) 다만 ‘인터넷 상 권리에 관
한 법률’이 제정 후 실제로 시행된 것과는 달리, Copyright Forum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Copyright Reform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591)

현재에도 온라인 상의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에 관하여 브라질 저작권법의 개정
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회에서 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592)

3. 소결

러시아, 인도와는 달리 권리자의 침해 통지를 받았을 경우 ISP 등의 온라인 중개
자가 침해물로 주장되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해야 할 의무가 저
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무상으로는 저작권
자의 임의 통지를 통한 notice and take down 시스템에 의하여 ISP의 불법 저작물
의 차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88) Sérgio Branco, Law and internet in Brazil, 2016, p.19
589) Mariana Valente, Beatriz Kira, Juliana Ruiz, Marco Civil vs. Copyright Reform : A Comparative Study, Brazil,
2017, IT for Change, p. 2.
590) 위의 책, p. 7.
591) 위의 책, p. 2.
592) Sérgio Branco, 앞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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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브라질의 법률은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로 제13, 15조에서 ISP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접속기록보관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은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엑세
스 로그와 관련하여 ISP 등에게 접속 일자, 시간 및 IP 주소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권리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로그기록을 이용하여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
문화 되기 이전에도 브라질 고등법원에 의하여 적어도 3년의 기간동안 관련 내용
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판례법이 유효하였다는 점과 법률에서 로그기록을 ISP 등이
권리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임의제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권
자 입장에서 로그기록을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제공자
에 대한 면책 예외 규정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저작권자에게는 불리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
거가 없음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ISP 등이 침해통지를 받고서도 적절한 대
응을 하지 않은 경우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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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현황

사우디아라비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는 주로 토렌트 사이트에서 이루
어진다.593)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 약 190여 명 중 약 88%가 토렌트
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가 주로 공유하는 콘텐츠는 약
55%가 영화, 13%는 음악, 15%는 게임이라고 언급하였다.594)

2019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침해저작물 유형
출처 :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5.

사우디아라비아의 Saudi Aut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사우디아라비아 지적
재산국, SAIP)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침해 저작물의 유형은 문학
분야가 146건(47%)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 기술 관련 분
야가 105건(34%), 컴퓨터 관련이 59건(19%)으로 파악되고 있다.595)

2. 사우디아라비아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조치
593) Arif Bramantoro, Soumayah AlGhannam, Mona AlAwadh and Dalal AlWeda'ah, Sharing
Copyrighted Materials by using Bit Torrent in Saudi Arabia, IEEE, 2015, p.5.
594) 위의 논문, p.6.
595)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5.

560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수사 및 행
정조사기관으로서 Saudi Authority for Intellecutal Property(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가 존재하여, 위 기관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담당한다.

가. 사우디아라비아 불법 저작물 접속차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상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차
단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신의 조사권한
을 이용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자 또는 업체에 침해사실 조사를 위한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 소환을 요청받은 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
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침해자의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웹사이트도 영업장
으로 보아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사이트 폐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환에 응할 때까지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므로, 실무상 불법 웹사이트에 대
한 영구적인 사이트 폐쇄가 이루어지게 된다).
Copyright Law Article 24: Investigation of Violations
저작권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The officers concerned at the Authority shall investigate the violation and visit media and
commercial facilities, warehous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establishments that use
intellectual works in their activities and investigate them. They shall have the power of
judicial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of evidentiary proofs.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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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specify the rules and procedures to which these employees shall adhere.

IMPLEMENTING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Article 19: Procedures of Detection and
Inspection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탐지 및 조사 절차

(5) In case the person accused of the violation or his representative does not appear withi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the violation detection, he shall be summoned
again to appear before the competent investigating officer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five days. In case he fails to appear, the matter shall be reported to the
police to summon him in order to complete the procedures of investigation, or the
store shall be closed until he responds.

관련하여 202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변환프로그램 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NTP 2030)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의 모
든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집행의 일원화를 위하여 IP National Committee를 설립
할 계획이 있음이 공표되었다.596) 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의장
을 맡고 다양한 정부집행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의 IP 법
률 및 규정을 광범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에 의한 모니터링

1)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변환프로그램 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NTP 2030)은 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 경제의 다
각화를 위하여 2016년 4월 시작된 프로젝트이다.597)
596) WIPO, WIPO Magazine, Saudi Arabia gears up on IP, 2020.09.,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20/03/article_0008.html>, 최종방문일 : 2020.01.06.
597) Mohammad Nurunnabi, "Transformation from an Oil-based Economy to a Knowledge-based Econom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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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설립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업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산하 IP
Offices에서 전담했던 업무를 일괄이전 및 통합 확대한 기관으로,598) 지식기반경
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창작,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며 지식재산권의 등
록 및 보호를 조정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99)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건축설계 및 컴퓨터프로그
램에 대한 저작물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00)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
산국은 지식재산권전반에 대한 Intellectual Property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IP
Clinic은 I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권리자의 법률컨설팅을 무료로 제
공하고 있다.601)

2)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모니터링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지난 2019년 저작권 침해 단속 캠페인을 오프
라인에서 진행하였다.

Saudi Arabia: the Direction of Saudi Vision 2030",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 Vol.8, 2917, p.548.
598) Alyafi IP Group, "SAUDI ARABIA: SAIP Announced As Sole IP Authority - INTABulletin Vol. 75 No. 9",
<http://www.alyafi-ip.com/saudi-arabia-saip-announced-sole-ip-authority-intabulletin-vol-75-no-9>, 최종방
문일 : 2020.11.10.
599) Vision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p.94.
600) SAIP, Service-Copyright, <https://www.saip.gov.sa/en/services/#copyrights>, 최종방문일 : 2020.11.10.
601) SAIP, Service-IP Clinic, <https://www.saip.gov.sa/en/services/#ip-clinics>, 최종방문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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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AIP 오프라인 저작권침해 캠패인 적발 현황
(촐처 :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6.)

이를 통하여 총 60개의 상점이 적발되었고 총 5269건의 불법저작물이 적발되
었다.602)

또한 온라인 불법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1
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웹 사이트 온라인 검사 캠페인을 조직하였
다.603) 이에 따라 최근 지식재산권을 위반하는 231개의 웹 사이트를 모니터링,
조사 분석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접근을 차단하였다.604) 차단된 사이트는 불
법적으로 영화 및 드라마의 다운로드 및 시청, 스포츠 채널의 스트리밍, PDF 형
식의 서적, 음악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위반이 포함되었다.605) 위반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고객서비스 전화, 이메일 또는 Twitter 계정을 통
해 직접적인 위반 신고를 받고 있다.606)
602)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앞의 책, 2019, p.6.
603)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604)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605)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606)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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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altions and Rights",
최종방문일 :2020.11.14.
Regualtions and Rights",
최종방문일 :2020.11.14.
Regualtions and Rights",
최종방문일 :2020.11.14.
Regualtions and Rights",
최종방문일 :2020.11.14.

2020.6.21.,
2020.6.21.,
2020.6.21.,
2020.6.21.,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의 신고는
이메일을 통한 것이었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신고가 뒤를 이었고 전화통화에 의
한 신고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07)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위반과 관련하여 SAIP가 저작권자와 소통한
방식
(출처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6.)

3)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2019년 모니터링 현황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보부의 위원회가 다루고 있던 사례들이 사우디아
라비아 지적재산국의 사무국으로 이전되고 있다.608)

607)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앞의 책, p.6.
608)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앞의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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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AIP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케이스
(출처 :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4.)

2019년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정보부에서 바로
인계되어 위반행위심의위원회로 접수된 케이스로 총 120건(39%)을 차지하고 있
다.609)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에 권리자가 직접 신고한 사건은 총 76건
(25%),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현장 조사로 접수한 사건이 60건(19%), 정
보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으로 인계된 사건이 54건(17%)으로 집계된
다.610)

609) 위의 책, p.4.
610) 위의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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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이 접수한 사례의 사례연구 현황
(출처 :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7.)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에 2019년 접수되어진 저작권법 위반 케이스 중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직접 접수한 사례 190건과 관련하여 60건(32%)은
청구인이 대응하지 않아 보류, 44건(23%)은 검토와 심리가 진행 중이며, 86건
(45%)은 검토 및 심리되어 위원회로 송부되었다.611)

2019년 저작권법 위반 케이스의 처리 현황
(출처 :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2019, p.4.)

611) 위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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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9년 파악된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사건의 처리현
황과 관련하여서는 약 44%에 해당하는 총 136건이 위원회에서 저작권 침
해 여부가 검토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무응답으로 인하여 보류된 사건이
60건(19%), 존중부서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58건(19%), 존중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 총 56건(18%)에 달한다.612)

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에 의한 접속차단 절차

구체적인 사이트 차단 또는 폐쇄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저작권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SAIP)에 저작권 침해 사
이트를 신고하거나 SAIP에서 자체조사결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확인
② SAIP에서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
③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인터넷, 통신 접속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위원회(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CITC)에 사이트 차단 요청
④ CITC는 상설보안위원회(Permanant Security Committee, PSC)에 사
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요청
⑤ PSC에서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국가안보행정부
(Presidency of State Security, PSS)에서 최종 승인
⑥ CITC는 PSS의 최종 승인된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
리스트(Filtering List)에 추가함613)

612) 위의 책, p.4.
613) CITC는 차단리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 DSPs(Data Service
Providers)에 제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차단리스트에 있는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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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614)에서 사이트 차단 요청을
별도로 받고 있으나, 이는 이슬람 규율에 반하거나 성범죄 등 사회풍속
에 반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요청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소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변환프로그램

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NTP 2030)을 기점으로 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큰 변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법 규정 상 위반행위심의위원회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
(SAIP)의 역할이 주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2020년 9월 기준 NTP 2030
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의 모든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집행의 일
원화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IP 법률 및 규정을 총괄하여 관리할 IP
National Committee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24조 및 저작권법 시행
령 제19조 제5항을 근거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권한을 폭넓
게 해석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
산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이트의 폐쇄 또는 접속차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14) https://filter.s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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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양
쪽으로 모두 저작권법 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저작권 침해 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현장접수, 전화, 이메일 또는 Twitter 계정을 통해 적극적인 침해 신고를 받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V.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 환경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구축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제 전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진 상황이다. 이러한 국경 없는 온라인 환경은 많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공간의 개
방성으로 인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국제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
우가 많다. A 국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B 국가 침해자가 C 국가에 서버
를 두고 D 국가 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기관
이나 행정기관 등에 의한 수사나 단속, 지도 등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라
인 저작권 침해에 우리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의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는 어렵다. 설령 우리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서더라도

570

국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우리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류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큰 인기를 얻음에 따라 이러한
국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나 집행력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
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대량성, 신속성,
무국경성, 전파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제협력은 단발적인 이
벤트가 아닌 외국의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적
이고 통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 국제협력 방안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 밖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경계가 모호한 온
라인 상 저작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어느 국
가(관할)에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각
국의 주권과 관할권의 문제다. 국가의 사법행위는 주권의 문제이므로 모
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외국 집행기관의 자국 내에서의 사법행위를 용인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어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이용된다.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체계의 중요성과 별개로 그러한 제
도의 정립이나 제도화된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민
간기구 내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및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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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민간을 통한 국제협력은 다수의 국가가 동시에
이를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2.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부다페스트협약)

가.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개요

유럽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615) 일명 부다
페스트협약)은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
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유럽 형사문제위원회에서 2001년 6월 22일 최종
안이 승인되고,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입절차가 개
시된 후 현재까지 총 65개국이 가입하였다.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비회원국도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이다.

본 연구 대상 4개국은 모두 현재까지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가입
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라질은 이미 협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
정비를 완료한 상태로서,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616) 아울
러, 인도는 디지털 인도를 추진한 이후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협
약 가입에 긍정적인 내무부의 주도 아래 협약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다시 고려하고 있다.617)

EU 회원국들과 많은 선진국들은 전파성, 무국경성, 신속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보전과 국가

615)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81561 (최종 방
문 2021. 1. 16.)
616)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budapest-convention-brazil-invited-to-accede (최종 방
문 2021. 1. 16.)
617)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home-ministry-pitches-for-budapest-convention-on-cyber-se
curity-rajnath-singh-5029314/ (최종 방문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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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
고 협약에 따른 국제수사공조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의 문제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는 가입하지 않고 구속력이 비교적 약한 협력채널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
는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은 전문과 4개의 장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국제수사공조의 대상의 하나로 ‘제10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 침해(Offences related to infringemen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618)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제2조

불법

접속(Illegal

access)’, ‘제3조 불법 감청(Illegal interception)’, ‘제4조 데이터 침해
(Data interference)’, ‘제5조 시스템 방해(System interference)’, ‘제
6조 장치의 오용(Misuse of devices)’, ‘제7조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
(Computer-related

forgery)’

및

‘제8조

컴퓨터

관련

사기

(Computer-related fraud)’, ‘제9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Offences

618) Article 10 – Offences related to infringemen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under its domestic law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defined under the
law of that Party, pursuant to the obligations it has undertaken under the Paris Act of 24 July
1971 revising the 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IPO Copyright
Treaty, with the exception of any moral rights conferred by such conventions, where such acts
are committed wilfully, on a commercial scale and by means of a computer system.
2. Each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under its domestic law the infringement of related rights, as defined under
the law of that Party, pursuant to the obligations it has undertaken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Rome Conventio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ith the exception of any
moral rights conferred by such conventions, where such acts are committed wilfully, on a
commercial scale and by means of a computer system.
3. A Party may reserve the right not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 limited circumstances, provided that other effective remedies are available and
that such reservation does not derogate from the Party’s international obligations set forth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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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child pornography)’와 같은 총 9가지의 사이버범죄유형을 열
거하고 있다.

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은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를 실체법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전술한 총 9개 유형의 처벌대상 범죄행위와 함께 해당 범
죄행위의 방조와 교사, 미수 행위는 물론 법인의 책임까지 규정하였고,
범죄의 관할권 및 수사과 기소에 관한 절차 규정도 갖추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과 협약에서 정한 사이버
범죄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협약에 수용하여 사이버범죄의 수
사와 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
벌과 방지를 위한 절차 규정으로서 ‘제14조 절차규정의 적용범위(Scope
of

procedural

provisions)’,

‘제15조

조건과

보호(Conditions

and

safeguards)’, ‘제16조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제17조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
‘제18조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제19조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
의 압수와 수색(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제20조
전송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제
21조 컨텐츠 데이터의 감청(Interception of content data)’규정, 그리고
관할에 관한 ‘제22조 관할권(Jurisdiction)’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절차 규정 중 데이터의 보존, 제출명령, 데이터의 압수수색과
실시간 수집 등에 관한 조항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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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은 제3장에서 가입국들이 가능한 넓은 범
위에서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공조 규정을 제24조 내지 제35조에
걸쳐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주요 국제공조 내용을 살펴보면, 무형의 온라
인 공간에서 범죄가 행해지고 증거인멸이 용이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공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사이버범죄의 전자증거 수집이나 컴퓨터시스템 관련 범죄의 수
사 등을 위하여 24시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은 쌍방가벌성을 공조제한사유로 하고 있지 않
고,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접속이나 해
당 데이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데이터에 접속하여 취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규정들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공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법률에 의해 범죄
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큰 차
이가 있다.

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가입국들의 국제공조 현황619)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을 통한 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이
619) 라광현, 윤해성,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성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8호)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효과성에 기재된 공조현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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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MLA’)의 활용 빈도는 국가마다 다르나, 미국은 연간 수백회의
MLA를 활용한다고 한다.

가입국들이 MLA를 활용한 범죄유형은 일반적으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범죄들인데, 저작권 침해 범죄와 관련된 가입자 정보(이
름, 집주소, 이메일계정 등) 및 트래픽 자료(로그 파일)를 확인하기 위해
MLA가 활용된 사례도 확인된다.620)

또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가입국들은 국가간 사법공조(MLA)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가들이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미국

620) 라광현, 윤해성 앞의 논문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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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있
으며, 이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621) 이러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은 국가
간

사법공조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Seger과

Schulman(2018)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협약 가입국들은 애플과 페이스
북 등 미국에 근거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에게 2017년 한 해 동안 약
17만 건의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한다.622)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대체로 국제 규범이나
MLA 등을 자료 신청의 요건으로 하는데,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은 사
이버범죄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규범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내용
은 자료 신청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623)

라.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가입 전망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가입 필요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하는 실무자들과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협약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내용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행입법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특
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통한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나 범죄수사 등을 위
해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6조(범

621) 라광현, 윤해성 앞의 논문 67쪽.
622) 라광현, 윤해성 앞의 논문 67쪽.
623) 라광현, 윤해성 앞의 논문 68쪽.

577

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의 규정 등은 가입국들로 하여
금 협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전하
도록 하는 협약의 규정들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소위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가입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사화되어 왔고,624) 최근에는 경찰이 협약 가입을 위한 법
령 분석 및 기초작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625)

우리나라가 이행입법 등의 준비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가입
한다면, 외국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101400503?input=1195m (최종 방문일 2021. 1. 16.)
625)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3000783 (최종 방문일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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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관

Ⅰ. 정부기관(수사기관 포함)

1. 러시아626)

○ 연방문화성

연방문화성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승인하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

연방문화성 산하의 규제부서(Нормативно правовой департамент)
는 연방문화성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
으로서, 법률 부서, 계약 업무와 법적 상호작용 부서, 입법활동 부서, 규제
지원 부서, 법률 전문 부서로 구성된다.627)

규제부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문화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 연방의 법률 개선
- 규제부서의 법적 규제 품질 제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서의 국가정책과 법적 규제를 개발, 이행
및 관리감독

○ 연방세관청

러시아 세관은 국경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며,
626) ⻄村あさひ法律事務所, ロシアの知的財産関連機関・サイト, 2020
<https://www.globalipdb.inpit.go.jp/link/18773/>, 최종방문일 : 2021.1.17.
627) https://culture.gov.ru/about/departments/normativno_pravovoy_depar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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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정보를 세관에 등록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될 시 세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시적인 압수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거쳐 침해물품의 몰수나 폐기를 할 수 있다.

○ 연방내무성

연방내무성에 러시아 경찰기관이 속하며, 러시아 경찰이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 Roskomnadzor(로스콤나조르)

,

Roskomnadzor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

:

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Sphere of Telecom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Mass
Communications 약어; Роскомнадзор/Roskomnadzor)는 러시아 연방대통령령
Decree No. 1715 of December 3, 2008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628)

Roskomnadzor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국가 집행 기관으
로서 등록 관리, 웹 사이트, 웹 호스팅 회사, 법원 및 기타 기관이 모두 연계되어
웹 사이트 차단 프로세스를 관리한다.629) Roskomnadzor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다수의 자료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Roskomnadzor에서 수
집, 저장하는 자료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배포 사이트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극단주의자 정보, 금지된 정보형식, 개인정보 침해자, 정보를 배포하는 기관 및 블
로거 정보 및 개인정보 운영책임자의 정보 등이 존재한다.630) Roskomnadzor의 정
628) Roskomnadzor, "Historical Background", <http://eng.rkn.gov.ru/about/background_information/>, 최종방
문일 : 2020.11.12.
629)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630)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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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등록이 곧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몇몇의 정보는 기록의 목적으로
저장된다.631)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ULATION No.
228 of March 16, 2009 ON 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에 따른 Roskomnadzor의 권한과 역할 중 저작권과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
과 관련있는 항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632)

- 국가적 관리 감독 수행
러시아의 전기통신 및 공공통신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법률과 연결규칙, 네트
워크 설계와 운용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정보기술 관리 및 개인정
보 처리 관련 법률 준수 여부도 감독한다.

-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라이선싱 조건 준수 관
리 감독

- 시청각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녹음물의 복제 시의 러시
아 법률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단,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러시아 내에서 배포가 금지되는 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식별을 위한 도
메인 이름, 웹사이트 로케이터 등의 통합 등록시스템 제작과 유지

- 공공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등록부,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 통합 등록부, 라이선
스 등록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의 등록부 보관
방문일 : 2020.11.12.
631)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632) http://eng.rkn.gov.ru/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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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서 기관에 대한 라이선시의 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 제출 절차, 텔레비
전 및 라디오 방송의 라이선스 등록부 작성과 유지 절차 및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통신 절차 마련

- 대중매체와 공공통신 또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등록

- 외국의 정기 간행물의 러시아 내 배포를 위한 허가서 발급

- 외국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수행

- 러시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 및 제한조치 실시

- 정부 기준에 따른 통합 등록기관 설립 및 통합등록부 작성과 보관

Roskomnadzor은 인터넷 모니터링 및 콘텐츠 필터링의 비사법적 근거와 사법적
근거를 통하여 다양한 불법을 차단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633) 특히 저작권 침해
콘텐츠(사진저작물 제외)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사법적 근거로서 모스크바 시 지
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차단을 이행할 수 있다.634)

201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ISP가 Roskomnadzor에 의한 통지로 차단한 웹 사
이트는 약 8000여 개에 이르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4배가 증가한 수치로 파악

633)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634)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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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635)

2. 인도636)

가. 행정기관

1)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저작자와 실연가,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하여

2014년 설립되었으며(저작권법 제9조에

근거), 중앙정부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산업진흥과)
에서 임명하는 저작권 등록관(registrar)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저작권 등록신청이 가능하
고, 1958년 이후 등록된 저작물 검색도 가능하다.

2) CIPAM(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산업진흥과 산하 기관으로, IP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 교육, 지원,

635) Nigel Cory, "The Normalization of Website Blocking Around the World in the Fight Against Piracy
Online", 2018.6.12.,
<https://itif.org/publications/2018/06/12/normalization-website-blocking-around-world-fight-against-piracyonline>, 최종방문일 : 2020.11.23.
636) JETRO, 南アジア知財保護ハンドブック, 2016, 9면
Mark-i, インド：著者、実演家、創作者のための独⽴著作権局設⽴, 2018
<https://trademark.jp/ip/detail/i20140325#sec05>, 최종방문일 2017.1.17.
R. パルタサラティー・バパットヴィニット, インド知的財産審判委員会（IPAB）の構成、機能、お
よび現状（前編：構成、機能）
<https://www.globalipdb.inpit.go.jp/jpowp/wp-content/uploads/2020/01/1541bf18f615de7e6721ae82cc
f1a4d3.pdf>,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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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IPAM 공식 웹사이트637)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IP 가이드북과 단속
경찰들을 위한 집행 가이드북 등을 만들어 배포 중이다.

나. 사법기관

◌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IPAB)638)

준사법기관으로 2017년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되던 저작권위원회
(copyright board)의 권한(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공개적으로 보류된 저
작물, 출판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 번역 및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제
작 및 출판과 관련한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된 분쟁의 판결 업무)이 IPAB
에 귀속되었다.

고등법원 소재지(첸나이639), 뭄바이, 델리, 캘커타, 아마다바드)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3. 브라질

가. 관련 행정기관640)

○ 브라질 문화성 (MC) 소속 기관

637) cipam.gov.in
638) 2020년 중반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39) 구 마드라스
640) JETRO, 知的財産保護ハンドブック（ブラジル編), 2019, 77면
JETRO, ブラジルにおける模倣品対策の制度及び運用状況に関する調査, 2018,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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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전국도서관재단(FBN)의 저작권국(EDA) : 시, 소설, 만화,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한다.

- 브라질 국립영화원 (ANCINE) : 영화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관련 저
작물의 모방 대책확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 유전유산관리평의회 (CGEN) : 유전과 유산에 관한 정책 정비, 심화, 실
시를 담당한다.

나. Conselho Nacional de Combate à Pirataria e Delitos contra a
Propriedade Intelectua (저작권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 CNCP)

1) 기관 개관641)
2004년 의회의 저작권침해(piracy)642) 조사위원회(CPI da Pirataria)가
설립되어 조사한 결과, 연방 내 다양한 저작권침해 행위의 배후에 엄청
난 규모의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 조사위원
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저작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계
획·실행하고, 저작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을 담당하
는 공공정보기관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04. 10. 14. 시행령 제5,244호
(Decree No. 5,244 OF OCTOBER 14, 2004)에 의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저작권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
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641)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historico
642) 일반적으로 piracy는 불법복제, 저작권침해를 의미하며, CNCP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에서는
‘piracy’를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침해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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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rim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y, CNCP)가 설립되었다. 이후
CNCP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로 대
체되어, 현재에는 아래와 같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
된다.643)

n 법무부 장관(위원장)

n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산하 기관
§

국가 소비자 사무국(National Consumer Secretariat)

§

국가 공안 사무국(National Public Security Secretariat)

§

통합 운영 사무국(Secretariat for Integrated Operations)

§

연방 경찰(Federal Police)

§

연방 고속도로 경찰(Federal Highway Police)

n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 기관
§

연방 세입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of the Federal Revenue of
Brazil)

§

해외 무역 및 국제 문제를 위한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for
Foreign Trade and International Affairs)

n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n 시민권부(Ministry of Citizenship)

n 국립 영화원(National Filme Agency, ANCINE)

n 국립 보건감시원(National Health Surveilance Agency, ANVISA)
643) 아래 표는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CNCP 페이지에서 2019년의 실제 위원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URL -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composicao)

587

n 국립 전자통신원(National Telecommunication Agency, ANATEL)

n 국립 산업 재산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n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민간단체 5개

n 연방 상원 대표, 하원 의원 중 한 명

2) 기관의 업무

시행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CNCP는 여전히 저작권침해, 밀수, 탈세(저
작권침해 및 밀수의 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의 방지를 위
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법무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CNCP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조).

① 브라질 내 저작권침해, 밀수, 탈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이하 ’
저작권침해 등‘이라 함)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조치 제안
② 저작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 조사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단일한 공안시스템 내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관
리
③ 연방에 속한 주 및 연방관구의 저작권침해 등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
④ 저작권침해 등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특별조사활동 계획을 장려 및
지원
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을 막고, 저작권침해에 이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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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입품(정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 포함)의 국내 수입을 통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⑥ 항만, 공항, 국경 초소 및 브라질 도로망에 대한 특정 검사를 제안
⑦ 저작권침해 등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운영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교육을 장려, 지원, 촉진
⑧ 저작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을 장려·조직
⑨ 관할기관이 보내온 보고서를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⑩ 저작권침해 등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
기관과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방안 수립

4.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변환프로그램 2030(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30; NTP 2030)
의 일부로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이전 사우디아
라바이의 상업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산하의 IP Offices에
서 전담했던 업무를 일괄이전 및 통합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644)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및 창작, 연구 개발 프로
세스를 유지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보호를 조정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645)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건축설계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물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46)
644) Alyafi IP Group, "SAUDI ARABIA: SAIP Announced As Sole IP Authority - INTABulletin Vol. 75 No. 9",
<http://www.alyafi-ip.com/saudi-arabia-saip-announced-sole-ip-authority-intabulletin-vol-75-no-9>, 최종방
문일 : 2020.11.10.
645) Vision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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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Intellectual Property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IP Clinic은 IP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권리자의
법률적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647)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업체에 대한 무통보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우
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사우디 왕국 전역에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침해제품의 압수와 침해자 처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 사우디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와 IP 국장 및
지식재산권 상임위원회

648)

정부부서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보호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
화정보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이다. 주요 수행 업무는
1) 미술저작물의 보호,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3) 저작권 관리 및 조
사, 4) 국제적인 조직, 교육, 홍보활동 등이다.

또한 저작권은 아니나, 상표권을 담당하는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기반을

둔

사우디아라비아

IP

국장(the

General

Directorate)이 존재하여 사우디 국내외의 모든 지식재산권 개발과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IP국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왕국 내의 개인과 기관의 창작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외국인의 투자
646) SAIP, Service-Copyright, <https://www.saip.gov.sa/en/services/#copyrights>, 최종방문일 : 2020.11.10.
647) SAIP, Service-IP Clinic, <https://www.saip.gov.sa/en/services/#ip-clinics>, 최종방문일 : 2020.11.10.
648) Mohammed El Said, 2018,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audi Arabia IV. Population Statistics –
2. Histor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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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치하기 위한 연간 계획 수립
(2)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및 이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통합적인 지원 수행
(3) 1995년 6월 22일 왕실명령 No.1239로 인해 설립된 지식재산권 상임
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for Intellectual Property)와 연간 계
획과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논의한 후 추천 사항을 포함한 결과
를 제출
(4) 위원회 또는 행정부가 필요한 지침이라고 판단한 계획 또는 기타 추
천사항, 또는 국왕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출
(5)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한 현장 및 기술 연구 수행
(6)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WIPO 간 기술적 조언, 훈련, 워크샵과 세미
나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및 정부기관 대표자의
참여 보증
(7) WTO, 세계관세기구, INTERPOL, 기타 우호적인 국가의 국제기구 등
과 국제적인 단계에서 기술적 협력 및 훈련 수행, 지적재산 관련 회
의와 세미나 개최, 정부 인사 초청 등

한편, 1995년 6월 22일 왕실 명령 No.1239로 설립된 지식재산권 상임위
원회(the Standing Committee for Intellectual Property)는 Commerce and
Industry, Culture and Information, Foreign Affairs,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Finance, Bureau of Grievances and King Abdul 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 다양한 정부 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007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IPR 시스템 검토와 관련 주제 논의
와 더불어 TRIPS 협정 위원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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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DOHA Development Agenda를 통한 ’무역 자유화를 위한
포괄협상 참여
(3)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기술 과학 발전에 발맞추어 지적재산권 분야에
특유한 협약 초안 작성, 이전 협약과 집행 메커니즘 발전을 위하여
WIPO의 다양한 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
(4)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WIPO의 일부 협약에 대한 사우디아라비
아 왕국 참여 가능성 검토, 경제적 무역
(5) 기술적 조언과 지속적인 기술훈련, 왕국에서의 세미나와 회의 참석 등
을 포함한, WIPO와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 모니터링
(6) 위원회의 성과와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거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 또한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
아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
(7) 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전문 분야의 새로운 이슈 추적 및 연구

Ⅱ. 공공기관

1. 러시아649)

○ 러시아 지적재산권국 (ROSPATENT)

ROSPATENT는 러시아 경제발전성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대한 절차 규정, 지적재산권 감독과 등록증의 발행, 라이선
스계약 및 양도계약 등록과 정보 공개 등의 기능을 한다.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사무
649) ⻄村あさひ法律事務所, ロシアの知的財産関連機関・サイト, 2020
<https://www.globalipdb.inpit.go.jp/link/18773/>, 최종방문일 :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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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650)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극, 디자인, 건설, 영상, 식품 분야를 감독할
목적으로 11개의 신문화 평의회 설치(시각예술위원회, 건축디자인위원회,
연극무대예술위원회, 영상위원회, 음악 위원회, 문예출판번역위원회 등)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각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라이선스 활동, 관련
법령의 검토, 자금과 투자의 촉진 등이며, 문화부의 감독을 받지만 각 위
원회의 재정과 운영은 독립적이다.

Ⅲ. 민간단체

1. 러시아

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제124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
1. 저작자, 실연가, 음반 제작자, 기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개인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또는 본 법에 의하여 각 권리자에의 사용료 지급을 통해 각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자
들이 정하는 위탁 조건에 따라 각 권리의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동
사업단체(권리집중관리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
해당 단체의 창설은 기타 법인 또는 개인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650)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1, 2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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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2. 권리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하나 또는 수 종류의 객체에 대한 권
리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객체에 관한 특정 이용방법에 대한 하나
이상의 권리 관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모든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 관리를 목
적으로 하여 창설될 수 있다.
3. 권리집중관리단체의 권한은 본법 제1244조 제3항 제1단에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해당 단체가 권리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권리관리권한 양도계약에 기초한 것
으로 한다.
해당 계약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권리자 또는 비구성원인 권리자와 체결될 수
있다. 체결에 따라, 권리집중관리단체는 해당 유형의 권리 관리가 해당 단체가 인
가를 얻은 활동에 관한 경우, 해당 권리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권리집중
관리단체의 권한 하에, 기타 단체(권리집중관리를 행하는 외국의 단체를 포함함)와
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항 제1단 및 제2단에 명시하는 계약은 관리목적으로 이전된 권리의 내용 또는
성질에 의해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며, 채무(제307조 내지 제419조) 및 계약
(제420조 내지 제453조)에 관한 총칙에 따른다. 배타권의 양도계약 및 사용허락계
약에 관한 본 절의 규정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4. 권리집중관리단체는 관리목적으로 당해 단체가 이전받은 배타권인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5. 권리집중단체는 권리자명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법률상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고,
또한 집중관리를 위해 단체에 이전된 법률상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기타 조치를 강
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인가를 받은 단체(제1244조)는 불특정수의 권리자의 이름으로 관리목적으로
위탁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청구를 법원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6. 권리집중관리단체의 법적 지위, 해당 단체의 기능과 해당 단체의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는 본법, 비영리조직에 관한 법령 및 각 단체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제1243조 (권리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권리 소유자와의 계약 이행)
1. 권리집중관리단체는 권리소유자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관리 목적으로 단체에 부여하는 권리에 대해 통상의 (비배타적) 라이선스
를 조건으로 하는 라이선스 허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객체 이용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를 본법에
따라 권리소유자의 동의 없이, 대신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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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체는 이용자 또는 본법에 따라 이용에 대한 대가나 요금 지급 및 이를 위한
자금 징수에 책임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권리집중관리단체는 충분한 이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2. 권리자와 이용자와 직접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집중관리단체는 해당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사
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권리집중관리단체의 청구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이용과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및 서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
며, 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일람표 및 시간 범위는 계약에 명시된다.
4. 권리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객체와 관련된 사용료를 권리자 간에
분배하며,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권리집중관리단체는 지급받은 사용료로부터 징수, 분배, 실제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충당되는 금액 및 단체가 대표하는 권리자 이익을 위해 단체가 창설한 특
별기금에 권리자 동의를 얻어 지급할 금액을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금액 및 절
차에 따라 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료의 분배 및 지급은 권리집중관리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기적으
로,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 문서, 통계정보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사용에
대한 기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실제 사용에 따라
이뤄진다.
사용료 지급과 함께 권리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권리사용에 대한 정보(징수 완료
된 사용료액 및 공제된 경비액을 포함함)를 기재한 보고서를 권리자에게 제출한다.
5. 권리집중관리단체는 권리 소유자, 관리가 위탁된 권리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등록부를 유지한다.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단체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관계자에게 제공되나, 법령에 의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권리집중관리단체는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 이전된 권리 정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의 객체 명칭 및 저작자나 기타 권리 소유자의 명칭을 공공정보 시스템 하에 관
리한다.

제1244조 (권리집중관리단체의 국가인정)
1. 권리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집중관리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한 국가인정을 얻을 수 있다.
1) 재연, 재송신을 포함한 공공 실연,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해 행해지는 공표된
음악저작물(가사의 유무를 불문함)의 배타권 및 연극음악 저작물의 부분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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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권 관리(제1270조 제2항 제6단 내지 제8단)
2) 시청각저작물의 공공실연 또는 방송, 유선 방송에 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시
청각저작물에 사용되는 음악저작물(가사 유무를 불문함)의 저작자에 의한 권리행사
(제1263조 제 3항)
3) 미술작품 및 언어저작물,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에 의한 (자필)원고에 대한 추급
권의 관리(제1293조)
4) 사적 사용을 위한 음반 및 시청각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 저작자,
실연가, 음반 및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에 의한 권리행사(제1245조)
5) 공개 실연과 관련된 보수 및 상업 목적으로 공표된 레코드의 방송 또는 유선방
송과 관련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실연가에 의한 권리행사 (제1326조)
6) 공개 실연과 관련된 보수 및 상업 목적으로 공표된 레코드의 방송 또는 유선방
송과 관련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음반 제작자에 의한 권리행사 (제1326조)
국가 인정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권리자를 포함)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집중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인가는 분야별로 하
나의 권리집중관리단체만이 취득할 수 있다.
권리집중관리단체는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집중관리의 1, 2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독점금지법에서 정하는 제한은 인가를 얻은 권리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국가 인정을 받은 권리집중관리단체(인가를 받은 단체)는 본법 제1242조 제3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각 권리자의 권리 관리에 더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권리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행할 권리
를 가진다.
인가를 받은 단체의 존재는 권리의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단체(본조 제1
항에 명시한 집중관리 분야의 것을 포함한다.)의 창설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해당 단체는 본법 제1242조 제3항에 정하는 절차에 근거해, 권리를 관리하는
권한을 해당 단체에 허락한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
리를 갖는다.
4. 권리를 관리하는 권한(본조 제3항)을 인가 받은 단체에 허락하는 계약을 단체와 체
결하지 않은 권리자는 수시로 단체에 의한 자신의 권리 관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
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자는 인가받은 단체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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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통지한다. 권리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및(또는) 이들 권리의 객체의
일부에 대해서 인가받은 단체의 관리를 중지할 것을 원할 경우, 권리자는 인가받
은 단체에 대해 제외되는 권리 및/또는 객체의 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월 만료 시에 인가를 받은 단체는 전
체 이용자와의 계약에서 권리자가 지정한 권리 및/또는 객체를 제외하고 그 사실
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게재한다. 인가를 받은 단체는 종전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미지급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지불하
고, 본법 제1243조 제4항 제4단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인가 받은 단체는 단체에 의해 체결된 사용 허락계약과 사용료에 대한 계약에 따
라 사용료 청구권을 갖는 권리자를 특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가를 받은 단체는 해당 단체에 의해
체결된 사용 허락계약 및 사용료 관련 계약에 근거해 사용료 청구권을 가진 권리
자의 해당 단체 구성원 자격을 거절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6. 인가받은 각 단체는 관할 연방행정기관의 감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한다. 인가를
받은 각 단체는 관할 연방행정기관에 대해 활동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또한 해
당 보고서를 러시아 전역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표할 의무를 진다. 보고서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연방행정기관이 지정한다.
7. 인가받은 단체의 모델 정관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6. 권리집중관리단체가 본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관리절차를 위반한 결과로 권리소유
자를 위해 징수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법 제1252조에 의거한 배타
권의 보호에 관련된 조치가 적용된다.

저작권 집중권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이용자
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영리단체의 형태로 존재하며, 러시아 정부(문화부)의
인증을 받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로 분류된다. 러시아 정부의 인증을
받은 단체는 저작재산권자와의 사용권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저작재산권자들(저작재산권자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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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을 위하여 이용료를 징구할 권리
를 인정받는다.

- Russian Organis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VOIS, 인증기관) : 실연
가, 연출가
- Russian Authors’ Society(RAO, 인증기관) : 작곡가, 작가
- Russian Union of Rights Holders(RSP, 인증기관) : 작가, 실연가, 음반
제작자, 미술 및 예술저작물 등
- Association of Right owner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ights
in the Sphere of Visual Arts(UPRAVIS, 인증기관) : 화가, 조각가 등 예
술가(재판매권 관련), 사진 및 응용미술저작물 등

나. 일반 민간조직
다음은 불법복제 등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들이 조직하
거나, 저작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조직의 일부이다.651)

- Information & Computer Technologies IndustryAssociation
목적 중 모방품 대책활동이 있으며, 지적재산 문제를 다루는 부문이 있
다. 삼성, 파나소닉,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지부 등이 구성원이다.
- Nonprofit Partnership of Software Suppliers (NP SS)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지부가 구성원이다.
- National Federationof the Music Industry
소니, 워너, 유니버설 등의 러시아 지부가 구성원이다.

2. 인도

651) JETRO,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2016,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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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저작권 단체

제33조 (저작권 단체의 등록)
(1)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도 1994년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후에는 제3항에 따라 부
여되는 등록에 근거하여 또는 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이 부여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또는 본법이 부여하는 기타 권리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발행 또는
부여하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계속하지 않는다.
단, 저작권자는 그 개인으로서의 자격에 있어 등록 저작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의
무에 합치하도록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리를 계속하여 가지
는 것으로 한다.
또한 영화필름 또는 녹음물에 포함된 언어,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발행 또는 부여하는 사업은 본법에 의해 등록된 저작권 단체를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1994년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직전일에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
하는 실연권단체는 본장에서의 저작권 단체로 간주되며, 관련 단체는 1994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록을 받는 것으로 한다.
(2)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들의 단체는, 저작권등록관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
업을 행하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관은 신청을 중앙정부에 제출
한다.
(3) 중앙정부는 저작권자 및 본법에 따른 기타 권리자의 이해, 공중 및 특히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가장 요구해야할 집단의 이해와 편의, 및 신청인의 능
력과 전문가로서의 적성을 고려하고 소정의 조건에 따라 해당 개인들의 단체를 저
작권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중앙정부는 통상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사업을 행하는 복수의 저작권 단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3A) 제3항에 따라 저작권 단체에 부여된 등록은 5년 간이며, 5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로 수시로 갱신 가능하고, 중앙정부는 제36조에 따
른 저작권 단체의 활동에 관한 저작권등록관의 보고를 검토한 후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저작권단체의 등록 갱신은 저작권 단체가 저작권자 또는 사용료의 수령권자로
서 저작물의 저작자와 함께 계속적으로 공동관리됨을 전제로 한다.
한편, 2012년 저작권(개정)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저작권단체는 2012년 저작권(개
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장에 따른 등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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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는 저작권 단체가 저작자 또는 기타 관련하는 권리자의 이익에 불리한
양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시에는 소정의 조사를 행한 후 해당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중앙정부가 저작자 또는 기타 관련된 권리자의 이익에 있어서, 또는 제33A조, 제
35조 (3) 및 제36조의 불준수, 또는 저작권 단체가 설립되어 중앙정부에 의한 등록
의 기초가 된 문서에 대한 중앙정부에의 사전 통지가 없는 변경을 이유로, 필요하
다는 의견일 경우에는 명령에 의해, (4)에 근거해 해당 명령에 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조사중의 해당 단체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해당 저작
권 단체의 기능을 집행한다.

제34조 (저작권 단체에 의한 권리자의 권리 관리)
(1) 소정의 조건에 따라,
(a) 저작권단체는 이용허락의 부여 또는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와 그 양쪽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할 독점적 권한을 저작자 및 그 기타 권리자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b) 저작자 및 그 기타 권리자는 어떠한 계약에 따른 저작권단체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관련된 허가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권 단체는 본법에 근거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관리하는 외국의 단체 및
기관과, 인도 국내에서 해당 저작권단체가 관리할 권리의 외국에서의 관리를 외국
단체 및 기관에 위임하거나 외국 단체 또는 기관이 외국에서 관리하는 권리를 인
도 국내에서 관리하는 합의를 체결할 능력을 가진다.
단, 관련 단체 및 기관은 인도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기타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간
이용허락의 조건 및 징수된 요금 분배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소정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단체는 이하를 실시할 수 있다.
(i) 본법에 근거한 권리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이용허락 부여
(ii) 이용허락에 따른 요금 징수
(iii) 요금을 자신의 경비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
(iv) 제35조에 합치되도록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35조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에 의한 저작권 단체의 관리)
(1) 각 저작권단체는 관리되는 권리의 본법 상 권리자(제34조 제2항에서의 외국 단체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본법에 근거한 권리 소유자를 제외한다)의 공동 관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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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소정의 방법에 따라 이하를 실시한다.
(a) 요금의 징수 및 분배 절차에 대하여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것
(b) 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을 저작자와 기타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시 권리자의 허락을 얻을 것
(c) 권리 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활동에 대한 정기적이고 충분하고 상세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것
(2) 권리자 간 분배되는 요금은 가능한 한, 그 저작물의 현실 이용에 비례하여 분배하
는 것으로 한다.
(3) 각 저작권 단체는, 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협회의 회원중에서 선임되어 저작
자 및 저작권자를 동수로 한 소정의 수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통치 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4) 저작권단체의 회원은 모두 평등한 회원권을 누리며, 사용료 분배 시 저작자와 권
리자 간 차별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신고서 및 보고서의 제출)
(1) 각 저작권 단체는 소정의 신고서를 저작권 등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정부에 의해 적법하게본조를 위해 수권된 공무원은, 해당 단체가 관리하는 권
리에 관하여 징수한 요금이 본법에 규정에 따라 이용되거나 분배됨을 확인하기 위
해 저작권단체의 보고와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A조 (저작권 단체의 권리 및 책임)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2012년 저작권(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하거나 부담된 저작권
단체 관련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책임, 또는 해당일에 계속 중인 권리와 책임
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작권 관리단체는 저작권법 제33조를 근거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이
용하려는 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저작권자를 위하여
이용허락 계약 체결, 저작권 관리, 사용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다.

저작권 관리단체로 활동하려면 중앙정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주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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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아래와 같다.

- 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IPRS) : 음악저작물 관련
-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PPL) : 녹음물 관련
- Indian Reprographic Rights Organization(IRRO) : 사진 저작물 관련
- Indian Singer’s Rights Association(ISRA) : 실연권 관련

3. 브라질

제VI장.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권리를 위한 단체
97. 저작자와 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의 행사 및 방어를 위해 비영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동일한 유형의 권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둘 이상의 단체 가입은 금지된다.
(2) 저작권 또는 인접 권리의 소유자는 원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에 따라 언제든지
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3) 해외의 단체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브라질의 국립 단체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98. 회원들은 가입법에 의해, 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사법적 또는 비사
법적 방어를 하거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한
다.
단독 단락.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속된 협회의 사전 통지에 따라 이 조에서
정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99. 단체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는, 가사나 음반 여부를 불문하는 음악저작물의 공
공실연과 시청각저작물의 공개로 발생하는 로열티의 징수와 분배를 위하여 공동
으로 단일한 중앙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본 조항에 따라 조직된 중앙 사무소는 영리목적을 갖지 않아야 하며, 중앙 사무
소를 조직한 협회에 의해 지휘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본 조항의 중앙 사무소와 단체는 법원 및 기타 장소에서 자신의 명칭으로 활동
하며 그 구성원을 대신한다.
(3) 중앙청은 은행 지급을 통해서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4) 중앙 사무소는 검사관을 고용할 수 있으며, 검사관은 어떤 이유로든 쇼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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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5) 상기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용 가능한 민형사상 제재와 무관하
게 검사관은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100. 저작자단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전문 조합은, 1년
에 1회 및 8일의 사전 통지 하에 감사관이 회원에게 배포한 정산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와 연구를 실시하는 주요 단체는 아
래와 같다.

- 중앙징수분배센터 (Escritório Central para a Arrecadaçãoe Distribuição,
ECAD) : 1973년 저작권법(제5,988/73호) 제9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작물과 음반의 공연, 미디어를 통한 방송, 시청각저작물의
전시 등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98조에 따라, ECAD는 가입된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상, 재판
외 권리를 ECAD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
- ABPI(Brazilian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1986년 설립된 비영
리단체로서 산업재산권 연구를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출판물을 편
찬하고 지적재산 법제도와 이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위원회를 운
영한다.
- ABAPI (Brazilian Association of the Agents of Industrial Property) :
1940년대에 창설되어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ASPI (Sao Paulo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1983년 창설되어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상파울루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
으로 한다.
- ABRAL (Licensing Brazilian Association) : 1998년 설립되었으며, 상표 및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라이센서, 대리인, 라이선시, 제작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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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이다.

주요 권리관리단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ABES (Brazilian Association of Software Companies, 브라질 소프트웨어
기업 협회)
https://abessoftware.com.br/en
- FNCP (National Forum Against Piracy)
http://www.fncp.org.br
- UBV&G (Brazilian Union of Video & Games, 시청각저작물, 게임 배포·
유통업체 연합)
https://ubvegorg.wordpress.com
- UBC (União Brasileira de Compositores, 브라질 작곡가 연합)
http://www.ubc.org.br/
- ABRAMUS (Copyright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Inc.)
https://www.abramus.org.br/?doing_wp_cron=1607837836.25966310501098632
81250
- ADDAF (Association for defense of authors' rights)
http://www.addaf.org.br/
- AMAR (Associaçao de Músicos Arranjadores e Regentes)
http://www.amar.art.br/ingles/index.htm
- Sbacem (Sociedade Brasileira de Autores, Compositores e Escritores de
Música)
https://sbacem.org.br/
- Socinpro(Brazilian 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www.socinpro.org.br/
- AUTVIS (Brazilian Society of Visual Artists Rights)
https://www.autvis.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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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CA (Brazilian Film and Audiovisual Directors) - 시청각 저작물 관련
http://diretoresbrasil.org/en/
- GEDAR (Management of Scriptwriters Author Rights) - 연극, 대본 저작
물 관련
http://www.gedarbrasil.org/

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 저작권 관리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저작
권법에도 저작권 관리단체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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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관

1. 민간 교류 협력 방안

가. 문화 상품의 특성과 해외 저작권 보호

1) 민간기구의 전면 배치

문화상품의 특성상 섣불리 권리 행사에 나서면 반감을 사기 쉬우며
지나친 강압적 집행은 때로는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가기
관이 개입되는 ‘저작권 보호’ 정책을 해외에서 주도하는 것은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자칫 주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방송드라마나 K-Pop, 온라인게임 등을 통해 ‘한류콘텐츠’의 수출국
이 된 우리나라는 최근 BTS, 기생충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소위 문화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언
택트’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콘텐츠의 주요 유통 경로가 온라인 중심
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전파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
해의 경로 또한 다양해 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
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불법 콘텐츠 접근 경로마저도 해외 서버가
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 보호는 국내·해외를 구분
하기 어렵다. 국제협약 등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겠으나, 국
가 기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권리 행
사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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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단체와 공공영역의 협업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민간 저작권단체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MPA나 BSA 등은 무역 협상의 전면에
나서면서 해외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민간보다는 국가 기관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나라에게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일본의 CODA 케이
스가 있다. CODA는 민간협회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관련 단체와
사업자 등은 2002년 8월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JETRO와 일본 관계 정부 기관이 힘을 모아 불법 복제품의 유
통을 억제하고 ‘정품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였다. 임의단체로 출발
한 이 기구는 2009년 4월 법인화 되었고 현재는 18개의 단체와 23개 기
업이

참여하는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가 되었다.652) 해외에서의 저작
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CODA의 지위는 일본내 경제산업성과 문화청,
각 권리단체와 콘텐츠 권리자와 협력하여, 해외에서의 관계 당국, 기관
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불법 복제물 단속을 지원하며, 각종 세미나
등 교육 홍보 활동, 이를 위한 법제도 규제에 대한 조사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653)

우리나라도 과거 저작권단체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단
속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정부와 협업한 사례가 있
652) ‘CJ마크’ 회원사는 정회원 26사, 찬조회원 9사, 법제도위원회 회원은 10개기업, 5개 단체로 구성
되어 있다. [http://coda-cj.jp/link_04.html]
653) CODA의 가장 큰 역할은 해외에서의 일본 정품 콘텐츠 유통을 장려하고 불법 복제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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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17년에는 민간저작권협회인 COA를 출범시켰는데, 여전히 공
적인 재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업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을 도외시하기보다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선
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아래에서는 CODA의 실제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

나. 사례 연구 CODA

1) ‘저작권 OK’와 CJ 마크

합법저작물과 불법복제물의 구분 기준으로 태국은 ‘이용 경로의 저
작권 OK 지정 여부 확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
는 ‘화질, 음질, 자막 등의 콘텐츠의 품질’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
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화질이나 음질은 점차 정품 구분의 기준이 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품과 복제품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품을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검토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도 저작권 인증 마크를 개발할 바 있는데, 일본 CODA의
‘CJ마크’는 커다란 참고가 된다. 일본에서는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CJ마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CODA의 업무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
은 콘텐츠 해외 유통 마크 ‘CJ마크’를 해외 저작권 침해 대책으로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654)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하거나
무허가 영업 등에 기반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었는데, 복제 기술이 발
전하면서 정품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차단효가 없는 저작권의 한계로
654) 2005년 3월에 CODA의 회원 단체·기업 및 CODA 회원 단체의 멤버에 의해 구성되는 「CJ마크 위
원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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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권리 관계의 증명이 어렵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상표법에
의한 권리 행사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개별 콘텐츠마다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CODA는 CJ
마크를 상표로 등록하고 회원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일본산 정품 콘텐츠
에 대해 CJ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이를 무단 이용하
고 있는 불법 복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CODA는 CJ마크에 근거하는 대책 활동을 홍콩, 중국, 대만에서 시작하
였다. 2005년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SAMURAI7’, ‘블랙잭’ 등의
DVD와 VCD, 완구에 부착하여 유통시켰다. 불법 복제품 방지 차원에서
의 CJ마크의 성과는 2008년 2월에 CJ마크 상품을 무단 판매하던 업주를
체포하는 가시적 결과로 나타났다. 홍콩 세관이 상표법에 근거하여 동지
역내에 있는 해적판 판매점포 3곳을 적발하여 17만6570 홍콩달러 상당
의 해적판을 압수하고 3명을 체포하였는데 이 중 CJ마크 상품이 포함되
어 있었다.

현재 CJ CONTENT JAPAN ‘CJ마크’ 상표는 일본, 한국, 미국, 유럽,
홍콩, 대만, 중국 등에 등록되어 있다.655) 실제 자국 콘텐츠 보호와 연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예컨대 홍콩에서는 불법 콘텐츠 단속 업무
는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국내 단속까지 홍콩세관이 맡고 있는데,656)
CODA와는 비교적 일찍부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왔다. CODA가 관
장하는 ‘CJ마크’의 최초의 단속 성과도 홍콩세관을 통해 이루어진 바
655)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2004년 9월 1일 출원되어 2007년 12월 21일 등록되었다. 비디오게임 카트
리지, 녹음디스크나 테이프, 광디스크 등은 물론 영화 촬영용 카메라, 스크린, 라디오 수신기부터
전화기, 투약용 디스펜서, 마우스패드, 전자게시판, 잠수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지정 상
품으로 하고 있다.
656) 2008년 1월~9월 통계를 보면 전체 체포·출두명령을 내린 건수 중에 저작권 침해가 12.68%에 이른
다. 홍콩세관은 저작권과 상표권에 기해 콘텐츠 보호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98년 해
적판 판매점은 1000여곳 유통량은 500만장 이상이라고 보았으나 2006년 시중에 해적판의 판매점은
40여곳 미만, 유통은 5천장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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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57)

CJ CONTENT JAPAN 등록상표와 해외 콘텐츠 보호 방안 [CODA 홈페
이지]

2) 현지 단속기관과의 교류 협력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저작권 단속에 나설 권
한은 없다. 현지 국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때에도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술한 일본 CODA 역시 현지 단속기관과의 협력에 공을 들인바 있
다. 일본 행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CODA이지만, 해외에서의 저작권법
집행 등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민간기구의 외관을 유

657) 사단법인 일본 레코드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RIAJ)는 허락을 의미하는
라이센스(License)의 「L」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L 마크’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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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서 현지 단속기관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판권
국 등 중국 정부와의 대화 루트를 ‘CODA 베이징 센터'를 통해 구축
저작권 관련 법제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
적 재산권 전체의 보호를 촉진하는 민간 조직 '국제 지적 재산 보호 포
럼」(IIPPF)에도 참여하고 IIPPF가 실시하는 민관 합동 방중 대표단 멤버
를 파견하고 있으며, 국가 판권 국 등 정부 관계 기관의 방일에 맞춘 의
견 교환 회도 실시하고 있다.

CODA는 해외에서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지 단속 담당관에게
일본 콘텐츠를 소개하고 정품과 해적판의 구분 방법을 교육한다. 더불어
최신 저작권 침해 대책의 정보 교환, 단속 기관과의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해외 저작물 보호와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658)

[그림 1-1] CODA의 해외 세미나 개최

658) 2007년에는 홍콩·대만·심천·광저우·마카오·상하이·북경의 7 도시에서 개최, 505명의 담당관이 참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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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oda-cj.jp/activity/training_seminar.html]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 홍콩, 대만을 대상으로 현지 정부 단속
기관과 공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서 2005년 7월 광저우의 창고를 적발하
여 일본 콘텐츠를 무단 복제한 130만장의 영상매체를 압수했으며, 2006
년에는 대만의 P2P Bit Torrent를 통한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단속한
바 있다. 2007년 7월에는 대만의 대규모 해적판 제조 공장을 적발하여
연간 약55억엔 상당의 잠재적 침해를 막아 냈다. 2008년 12월 심천에서
해적판 창고 및 판매점을 단속하여 불법 복제품 82180장을 압수하는 등,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689명을 체포하고 해적판 DVD 압수
누계가 548만장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압수된 불법 복제물의 경제
적 가치는 73억 1190만엔 이상으로 추산된다.

홍콩에서는 홍콩 세관이 실시하는 단속의 성과로 일본 콘텐츠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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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취급하는 점포가 감소하고 있다. 해적판 빌딩이라고 불리던 ‘시
노 센터’ 등 홍콩의 쇼핑센터들이 세관의 단속 이후로 소위 정품을 취
급하는 점포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CODA와 업무 제휴 하고 있는 대만 공익 재단법인 '대만저작권
보호기금회'(TFACT)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 전역에서는 약 60점포의 일
본 콘텐츠 전문 해적판 판매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해적판은 약 30만장, 또한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100 만장 이상의 해적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 바 있다. 대만의 보
호 지혜 재산권 경찰(IPR 경찰)[保護智慧財産権警察（IPR警察）] 대대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에 걸쳐 일본 콘텐츠 해적판 판매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고, 일제 적발 후 2012년 5월에 CODA 대만 각
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이페이, 타이 중, 가오슝 등의 총 40개의 불법
판매 업체 중 일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공개적으로 판매했다는 1점포
밖에 없었다고 한다.

3) 민간 OSP·저작권단체·협회와의 협력

가) OSP 와의 협력

CODA 회원사들이 저작권자이므로 CODA는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OSP
에게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에 대한 차단·삭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중국, 한국 등의 OSP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8월 중국 주요 UGC 사이트 4 개사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
한 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년 8월에도 중국 동영상 OSP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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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다.659)

· 2011 년 8 월 중국 주요 UGC 사이트 4 개사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각서 체결
· 2012 년 2 월 비즈니스 매칭 개최 (참여 : 사이트 사업자 4 개사 콘
텐츠 홀더 12 개)
· 2012 년 8 월 중국 동영상 전달 사이트 1 개 및 지적 재산권 보호
· 일반 유통 촉진에 관한 각서 체결
· 2012 년 8 월 비즈니스 매칭 개최 (참여 : 사이트 사업자 2 개사 콘
텐츠 홀더 8 개)
· 2013 년 12 월 비즈니스 매칭 개최 (참여 : 사이트 사업자 5 개사 콘
텐츠 홀더 11 개)

나) MPA 등 저작권단체와의 업무 협력

CODA는 2011년 11월 우리나라의 저작권 단체 연합회 (KOFOCO)와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각서 체결한 바도 있다.
CODA 기업 회원이 실시하는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는 미국 영화 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와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CODA와 미국 영화 협회는 2014년 3월 20일, 세계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 법제도 협의 등 공동의 저작권 보
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동의서(公式同意書)’에 서명
했다.

CODA와 MPA는 이미 2005년부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오프라
인 단속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실무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659) http://coda-cj.jp/activity/taiw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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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
는데, CODA는 MPA가 미국 영화에 대한 현지 조사 중 일본 콘텐츠의
불법 복제가 발견되면 통지를 받고 공동 조사에 나서는 형태로 MPA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협력 관계는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유통
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 · 홍콩 · 대만 등에서 2005년부터 실시되
고 있는데, 600만건 이상의 DVD를 압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
다.

처음에는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있는 CD · DVD 등을 대상으로하였지
만, 불법 저작물 유통 경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는 온
라인을 통한 불법 업로드에 대한 대비책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660)
그 일환으로 2014년 공식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이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대책의 검토 · 협의를 심화시켜가기
로 하였다. 온라인에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효과적인
권리행사 방법 공유, 기술적 해결 방안 모색 나아가 각 국 정부에 대한
로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활동에 있어 협업하기로약속한 것이
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비중이 높지 않은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에
나설 때 CODA와 MPA의 협업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이번
에 조사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시장 지배율이 높지 않다. 저작권 침해 단속과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
용에 비해 불법 콘텐츠 발견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ODA에 비견되는 COA의 해외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당장 브라질
등 현지에 직접 오프라인 모니터링에 나설만한 여건이 되기 어렵다. 이
들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협회 등과 협력

660) http://coda-cj.jp/activity/enforcement.html [2020.12.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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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모니터링 등 업무
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받는 방식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 MPA와 일본 CODA의 협력과 성과

4) 디지털 시대,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의 형태는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지 오래이다.
CD·DVD 불법 복제·판매처를 오프라인 단속반이 급습하여 불법복제품
을 압수해오는 것은 점점 더 보기 힘든 형태가 될 것이 명확하다. 해외
저작권 보호의 방법 역시 온라인 침해 대응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

CODA 역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 왔다. CODA는
2009년도부터 경제 산업성의 실증 실험으로 중국, 한국의 UGC 사이트
등에 대한 대책으로, 콘텐츠 핑거프린팅에 의한 동영상 인식 기술을 이
용한 ‘자동 컨텐츠 모니터링 삭제 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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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컨텐츠 모니터링 · 삭제 센터 운영

2012년부터는 CODA가 독자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업하여 todou 등
OSP에게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통지를 하고 있다. OSP의 호응
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CODA가 요청한 경우 100%에 가까운 비율로 거
의 대부분 차단·삭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OSP 차단요청 수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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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집적된 정보는 저작권관련 단체에 제공하여 광고 관련
단체나 보안소프트웨어회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다. 국내에서의 민간 협업 사례 및 현황 분석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이제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설명회, 계약서 검토 등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해외 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를 운영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한국의 학
자·실무가들이 현지로 직접 찾아가 포럼이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
하는 사업도 다수 추진해 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서울 저작권 포럼'
은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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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참고하고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왔다. 그 외에도 한‧중 저작권 포럼 / 한‧일 저작권 포럼 연례 학
술행사 개최를 개최해 왔고, 최근에는 한‧태, 한‧필, 한‧베 저작권 포럼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해외 저작권 담당자 대상 저작권 연수를 진행하는
등 WIPO 협력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가) 해외 사무소 운영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 현지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교류 증진은 물론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6년 4월에 설치한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시작으로,
2007년 5월에는 태국 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는 필리핀 마닐라에, 2012년 1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해외사무
소를 설치하여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을 보호하고 합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해외사무소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의 불법 유
통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및 온라인 유통 불법복
제물 삭제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 및 인증을 비롯하여 표준계약서 제작·배포와
계약서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
울러 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저작권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저작권 정보제공 등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대 콘텐
츠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표와 변호사, 교
수 등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에 신
속하게 대응하고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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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661)

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정보 공유

① 국제 저작권 교류 협력 강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소송과 고발보다는,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
해 자연스럽게 현지 실무자·전문가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한 첫걸음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수의 국제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저작권 인식 제고와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
다.

‘서울저작권포럼’은 이제 13회째를 맞이하면서 국제저작권포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20년에도 COVID19 상황에 불구하고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맡는 등 언택트 방식으로 원만하게 진행
되었다. 한‧중 및 한‧일 양국 간 MOU 사업으로 한‧중 저작권 포럼 / 한‧
일 저작권 포럼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20년에도 9월·12월에 각
각 무탈하게 개최되었다. 일본·중국과는 현지의 저작권 전문가와 긴밀
하게 소통하면서 단순히 현지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저작권 이
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태국·베트남·필리핀과도 저작권 포럼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우리의 문화콘텐츠, 한국저작물의 진출이 활
발한 국가들로서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높지
않아 현지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
가와의 저작권 포럼·세미나 개최 그리고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661) 2019 저작권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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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등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와 그로 인한 한국저작권의 가
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제 저작권 포럼 개최]
* 2020 한·태 저작권 포럼(9월): 게임 개발환경 및 저작권 산업 동향
2020 서울 저작권 포럼(10월):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 : 코로나 이후 시대
의 저작권 쟁점
2020 한·베 저작권 포럼(11월): 양국 집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
법 개정
2020 한·필 저작권 포럼(11월): 비대면 교육 환경과 저작권 쟁점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12월): 일본 저작권 제도 및 최근 동향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한·일/한·중 저작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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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권 선진화 지원: WIPO 협력 사업 및 저작권 시스템 전수 추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WIPO 협력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 실무자
들을 초청하여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방문 연수를 주관해 왔다. 즉
WIPO 협력사업 일환으로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연수를 매년 실시
하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 정부기관의 방한연수 또한 수시로 진행해 왔
다. WIPO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저작권 제도 및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
에 따른 대응 노력 소개 및 한류 진출국 저작권 법제 개선 지원에 나섰
으며, 동남아 등 저작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의 저작권 선
진화를 위한 저작권 시스템 전수를 지원하기도 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저작권 집행분야 웹세미나(6월), 한·
중·러·몽 소지역 화상회의 참석(7월), 저작권 세계화 자료 제작(～‘21
년, 계속)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ADR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조정인
공동연수, 국제 저작권 분쟁 상담,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사업662)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후자는 주로 태국·베트남 등 한국 저작물의 진출이 활발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는 등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시스템 등 우리의 체계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
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

662) 1개 관할권 최대 5,000달러(신청비, 조정인 수당, 변호사비). 더불어 아시아 지역 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 지부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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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면,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해외 권리 보호 역시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해외 저작권 수출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국내 저작권자들의 해외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쳐 왔다.

①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저작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특강, 계약서 검토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예컨대 2020년에만 보더라도 5월에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하
였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여 COA·콘진원 등과 공동하여 설명회를 개
최하기도 하였다. 원가 이하의 수수료로 중국에서 저작권인증서 발급업
무를 수행해 왔고, 중국·태국 등에서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 사업을 진
행한 바도 있다.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특강 및 표준계약서 배포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5월) 개최
* COA 설명회(11월), 게임산업 교육연계 설명회(12월 예정), 콘진원 연
계 설명회(12월 예정)

- 해외 진출 계약서 검토 및 컨설팅
* 중국내 음원이용허락 관련 계약서 검토 1건(4월), 해외 진출을 위한
저작권 유통 계약서 검토 1건(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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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인증서 발급(중국) 및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중국, 태국)

연도

2007-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합계

인증

11,802건

1,366건

2,329건

578건

5,710건

415,074건

60,611건

497,470건

등록

19건

31건

84건

118건

85건

169건

24건

530건

- 유관기관 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홍보
* 2020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온라인 참가(9.7-9.11)
* 2020 태국 지식재산박람회 참가(IP Fair)(9.15-9.16)

②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해 경고장 발송과 증거보전 등 구제조
치를 지원한 건수는 2017년 4,641건, 2018년 7,824건에 이어, 2019년에는
9,08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민간 유통플랫폼과 직접 컨택하여 해
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기관 또는 민
간 유통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법유통 교류회’를 중국·베트남 등에
서 다수 개최한 것이 그 예이다. 방송‧영상‧음악 등 콘텐츠 분야별로 다
양하게 합법이용 교류회 개최를 지원하였는데, 2020년만 보더라도 맞춤
형 웹 교류회 1차(8월), 한중 영상 교류회(10월), 한중 음악교류회(10월),
우리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웹 교류회 2차(12월 예정), 한베 영상/음
악/웹툰 교류회(12월) 등이 있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국가간의 공적 관계에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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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치적인 반목이 있는 시기에 보다 빛을 발한다. 중국은 사드 이
후 시작된 한한령 이후로 우리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서 정식 유통 허가를 내주지 않는 텃세를 부렸다. 이때 2015년 한국방송
사와 중국 유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구축한 핫라인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중 양국정부(한국 문화
체육관광부, 중국 국가판권국) 기관의 협조하에 국내 방송사와 중국 유
통업계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회 정례화와 침해 대응
핫라인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한·중 방송분야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핫라인’을 통해 한국 방송
사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URL 삭제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도 2019년에는 8만 3,432건의 URL이 삭제됐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사이트(6개) 대상으로 합법유통 권유서를 발송하
여 국내 저작권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구 분
불법URL
삭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합계

3,761

42,603

61,556

46,074

83,432

89,185

326,611

한·중 방송분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핫라인* 교류협력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부자료]

- 해외 합법유통 권유서 발송을 통한 계약지원
* SBSCH 요청, 베트남 사이트(6개) 대상 합법유통 권유서 발송(9월), 2차
권유서 발송(11월, 예정)

③ 정보 제공

해외에 진출한 저작권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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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현지의 낯선 환경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저작권정보
플러스’를 통하여 해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해외 저
작권 뉴스 및 동향 리포트 등 전문정보를 제공해 왔고, 나아가 해외 저
작권 지원 상담도 진행하면서 권리자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시켜 주고자 노력했다.

연도

2007-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합계

정보제공

1,799건

389건

460건

494건

232건

219건

111건

3,704건

해외 저작권 지원 상담 건수 [출처 : 자문 자료]

연도
상

담

컨설팅

2007-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0

합계

3,028건

529건

360건

328건

371건

336건

247건

5,199건

484건

66건

46건

29건

19건

15건

1건

660건

해외저작권 법률상담 및 전문 컨설팅 [출처 : 자문 자료]

2) 한국저작권보호원

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민간OSP, 권리자와의 협업 사례

①“Notice & Takedown” 지원

주지하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소위 “Notice & Takedown”에 공공기관의 한국저작권
보호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Notice & Takedown”의 근거는 저작권법
에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권리자가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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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원하여 신속하
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보호원은 권리자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OS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여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
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민관협력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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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자·OSP와의 MOU 체결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사)한
국인터넷기업협회, (사)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③ 종합상황실·ICOP 운영 및 민관 협업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을663)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공공데이터 연계 저작물 정보 자동
수집 및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
프트웨어 침해정보 통합관리 및 상습침해자 실시간 분석, 분산된 이기종
시스템 간 저작권보호 통계 정보 실시간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재택 근무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
고664) 분석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해 주는 등665) 수사공조 등 공적인 용도
외에 민관협력을 위한 중요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권리자들은
이제까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수행해 오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문
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
게 수행하게 된다.

663) 종합상황실은 ▲ 침해 예방, ▲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664)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통해 웹하드 등 온라인 사이트 자동 모
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OSP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665) 게시물의 내용과 스크린 캡처 이미지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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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ICOP 운영 프로세스 [한국저작권보호원]

3) 기타

가) COA의 역할

미국 영화진흥협회(MPA),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과

629

유사하게, 우리나라에도 민간의 방송, 웹툰, 음악 등의 권리자들로 구성
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가 출범하였다.666) 주요 사업으로 해외
에서의 권리 침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활용, 해외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해외 합법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자 등과의 교류 협력
등을 언급하고 있을 만큼 해외 저작권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667)

권리 주체가 직접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온라인사이트
의 불법저작물 자동 감시(모니터링),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및 불법
사이트 광고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화진흥협회
(MPA),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668) 중국 영화저작권협회
등 해외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권리자 중심의 적극적
인 대응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회원사 위주의 권리자를 위한 침해 모니터링과 일부 문화부
위탁·지원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669) 향후 정부기관이 직접 수
행하기 어려운 국제협력과 해외 저작권 보호에 민간 단체의 역할이 있
다.

666) 2017년 2월 8일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667) 협회 정관 제4조 참조.
668) 2017년 12월 4일,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진흥기구(CODA)와 MOU를 체결하였다.
669) 이제 3년차를 맞이하면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
지는 준비할 사항이 많아 보인다. 홈페이지 업데이트조차 협회의 연혁이 2017년 이후로 기재된 바
가 없다. https://coakor2017.cafe24.com/%ED%98%91%ED%9A%8C%EC%97%B0%ED%98%81-coa/
[2020.12.3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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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의 활동

나) 국가적 차원의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한국은행, ’20년 6
월)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문화수출국, 저작권무역흑자국
가의 대열에 올라섰다.670) 주요국이 저작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목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와 보호 강화에 전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 해외 저작권 분쟁 소송비용을 지원해 왔으며, 2021년
부터는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
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인 현지 소송 비용의 경감을 위
해 2021년부터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유통 계약서 법률 검
토, 불법 유통 감시, 침해 감정 및 조사, 소송 대응’ 등 중소기업 대상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제 전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결과는 문화

670) 이 분야는 ’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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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광부가 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
호 강화 방안’이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2020. 9. 4.)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이에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담당기관을 ‘해외
저작권협력사업단’으로 일원화하고, 국제화·지능화되는 침해에 대응하
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기획수사반(7명)을 구성·운영해
국내 조직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6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지 정부 등
과 공조체계 구축,671) 경찰청과의 기획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침해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점공관(외교
부), 한국문화원(문체부), 코트라 아이피-데스크(IP-Desk, 특허청) 등 부처
별 해외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 진출 정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대응할 예정
이다. 즉 지금은 한류 콘텐츠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위
주로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유럽, 미국 등 저작권 주요국
에도 진출할 예정이다.672)

라. 시사점 및 방향성

1) 공공의 역할 유지 및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가) 공공 영역 위주의 기존 사업과 성과

①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지원 필요
671) 중국 국가판권국, 태국 경찰청,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등과 협력
672) (현재)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 → (향후) 미국, 유럽 등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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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 협력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
영역에서 주도한 바가 크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국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보다는 권위있는 국가기관의 관여가 빠르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주요 저작권
선진국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민간 저작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
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사례는 그다지 흔한 것이 아니다. 국제협약의 영
향과 저작권의 산업화, 가치 증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
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수입국이며 저
작권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국가 특성에 따라, 민간 교류 자체가 쉽지 않은 국가들이 존재
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주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부터 우선
적으로 마련하고, 차후 민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
대적으로 민간단체보다는 저작권 관련 공적기구의 설립이 우선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② 해당 국가 저작권 관련 기관와의 협업

국제협약 준수 등을 이유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보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 저작권 보
호에 있어서도 이들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SAIP, 브라질의 불법복제및지식재산권침해대응국가
위원회(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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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명(사이트)

미국

Copyright Royalty Board(http://www.loc.gov/crb/)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http://www.sipo.gov.cn/)
중국국가판권국(http://www.ncac.gov.cn/)
중국판권보호중심(http://www.ccopyright.com.cn/)

태국

태국지식재산국(http://www.ipthailand.go.th/)
태국지식재산국저작권사무소(http://www.ipthailand.go.th/)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조사관(https://bvhttdl.gov.vn/thanh-tra-bo-606357.htm)
하노이인민위원회(https://hanoi.gov.vn/home)
하노이문화체육청(http://sovhtt.hanoi.gov.vn/)
지식재산권청(특허청) (http://www.noip.gov.vn/)
저작권국(http://www.cov.gov.vn/)
일본

문화청저작권과(http://www.bunka.go.jp/)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
일본문부과학성(http://www.mext.go.jp/)

인도네시

인니문화관광부(http://www.kemenpar.go.id/)

아
말레이시

말레이시아지식재산권공사(http://www.myipo.gov.my)

아
영국

국내통상협력소비자관계부저작권재판소(http://www.dgip.go.id/)
영국지적재산권청, 정보센터(http://www.ipo.gov.uk/)
영국저작권사무소(http://www.copyrightservice.co.uk/)

프랑스

문화통신부(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개인정보보호청(https://www.cni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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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저작물심의회(http://www.csa.fr/)
국립영화,영상센터(http://www.cnc.fr/)
캐나다

프랑스지식재산권청(https://www.inpi.fr/fr)
캐나다지식재산청(http://www.cipo.ic.gc.ca/)
캐나다저작권위원회(http://www.cb-cda.gc.ca/)

칠레

칠레문화예술유산부(https://www.cultura.gob.cl)
칠레국립문화유산청(https://www.patrimoniocultural.gob.cl)
칠레지식재산부(https://www.propiedadintelectual.gob.cl)

브라질

브라질불법복제및지식재산권침해대응국가위원회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

나) 민간의 참여 확대

국가 특성에 맞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적절한 관여 시점을 고
려해야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보호 정책 현황을 보면 향후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단체연합이 일본의
CODA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COA도 출범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외국 국가기관이 자국민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는 것은 국제법
적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반감을 가져오기 쉽
다. 또한 중국의 한한령(禁韓令)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국가 주도
의 저작권 보호는 국가 관계와 정치 지형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사와 중국 유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
로 구축한 핫라인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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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로 민간에서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 해외

민간
o 현지 인식 제고 사업

국가·공공

- 현지 국내외 유관기관 연
민간

계 홍보 및 캠페인 등
o 한국방송사와 중국 유통사
의 핫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
물 차단
- 중국 및 일본, 동남아 각국
정부기관과 양자간 저작권
포럼 개최(매년)
o 우리 저작물의 해외진출
및 현지 합법유통 지원
- 중국 및 베트남 등 합법유

국가·공공

통

교류회(정부기관

또는

민간 유통플랫폼)
- 해외 진출 맞춤형 교류회
(민간 유통플랫폼)

* 중국(판권국,

판권보호중

심), 태국 지식재산청, 필리
핀 지식재산청, 베트남 저작
권국, 일본 문화청,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등

- WIPO 협력사업 일환으로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연수 등(매년)
- 중국 및 동남아 정부기관의
방한연수 등(수시)

공공과 민간의 협업 관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제협력 성과)

①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협업 고려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먼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해외 협업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관리 등 서로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관계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양
국 저작권자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집중관리단체간에는 MOU 체결 등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다. 저작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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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는 공통의 목적에 따라 협력하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저작
권 관리를 위한 선진 시스템을 전수할 수 있어 외국 집중관리단체들도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현재 13개의 허가받은 단체가 있는데, 이 중 해외 집중관리
단체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 중인 우리나라의 신탁관리단체는 KOMCA이
다. KOMCA는 해외지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위하여 각국의 공연/방송
권 분야 단체 및 복제권 분야단체와 상호/일방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업
무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연/방송권 53개국 57개 단체, 복제권 47
국 43개 단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673)

673) https://www.komca.or.kr/komca2/komca_02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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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일방적관리계약에 따른 외국지역 이용허락업무 (2020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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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국가들과 모두 활발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시장점유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관심도가
낮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집중관리단체가 원활하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나라들도 다수라는 점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KOMCA의 경우
에도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저작권료 정산액이 연간 1억 원도 되지 않는
국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4개국은 상대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콘텐츠
이용 자체가 많지 않다. KOMCA와 상호관리계약 조차 체결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상호관리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저작권료 정산액이 미
미하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현지 단체의 사정으로 상호관리계약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바 있다. 현지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저작권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해외 저작권 보
호에 나설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된다. 이후에 한국콘텐츠의 이용이 있어
야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
에서, 어쩌다가 발견된 한두건의 침해 사례를 통해 고소·고발과 소송
방법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민간을 중심으
로 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 투자가 선행되어
야 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쇼케이스 홍보도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저작권 보호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

② CODA, MPAA, COA 등 저작권단체와의 공동 사업

저단연이나 COA와 같은 저작권자의 민간 단체가 있다면 협업에 도움
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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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
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MPAA와 CODA는 중국에서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의 저단연도 일본의 CODA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각 국의 저작
권단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소위 저작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중에도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여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특정 국가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조차도 COA가 2017
년에 이르러서야 출범하였고 아직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충
분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674) CODA가 중국에서 MPAA 등과
협업한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COA도 해외 단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먼저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인 브라질 등 4개국에서 이와 같이 체계화
된 권리자단체의 활동이 미비한 경우, 우리가 직접 해당 국가에서 현지
활동을 할 여력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충분한
인식이 없는 국가일수록 협력할 민간단체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기 쉽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저작권 단체가 지나
친 단속 활동을 펼치는 것은 자칫 ‘침략’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다. 당장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다른 단체 활동에 협
력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캠페인과 교육 홍보 등 현지화를 위
한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74)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협회인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민간 단체인 (사)저작권해외
진흥협회는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로 구성됐으
며, 2017년 2월 8일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640

2) 한국저작권호보원의 역할 확대

이제까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외 저작권 보호 사업을 펼친 사례보
다는 문화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우리나라의 국가기관·공공기관이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의 선봉에 서 있었다고 평가된다. 구체적
으로는 사실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제협력팀이 주도해온 셈인데, 이제
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저작권 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보호와 활용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은 저작권 정책의
근본적인 담론이고 어떠한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
도 해외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원이 원스탑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이기도 하고, 장시간 논의되어
온 업무 조정에 투영된 문화부의 정책 입장이라고 하겠다.

가) 저작권법 개정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는 2020년 저
작권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권 보호
에 관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3조 제5호에서 “보호”를
삭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과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였고, 동시에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향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2020년 12월 8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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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외저작권사무소

해외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을

-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통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모니터링, 접속차단 및 광고

해외진출 지원, 해외 현지

차단 요청, 해외 저작권 침

저작권 침해 대응

해 사이트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관 수사지원 등
-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

-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 전담

저작권
보호 연구 등

-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 연
구 및 홍보

A)675) 지원
-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 교
육 및 홍보에 관한 근거 규
정 없음
- 저작권 보호 관련 홍보 일
부 수행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 분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저작권법 개정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875]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제113조(업무) ---------------------------

를 행한다.
1. ～ 4. (생

---.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제122조의5(업무) ------------------------

호와 같다.
1. ～ 7. (생
<신

------.
략)

1. ～ 7. (현행과 같음)

설>

7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675)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민간 주도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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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7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8. (생
<신

략)

8. (현행과 같음)

설>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
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
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과 해외 지역사무소 이관

이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현재 저작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사
무소(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2019. 8.
14.)에 따라 저작권 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를 일
원화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
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해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 위원회의 사업 이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구분
설립

위치

인력
2020년

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06.04 개소

‘07.05 개소

‘11.12 개소

‘12.12 개소

‘06.11 설립인가

‘08.05 설립인가

‘12.4

‘14.1

북경 한국문화원 4층

방콕CW빌딩 38층

소장: 1명(위원회)

소장: 1명(보호원)

소장: 1명(보호원)

소장: 1명(위원회)

직원: 3명(현지인1)

직원: 3명(현지인2)

직원: 2명(현지인1)

직원: 2명(현지인1)

350백만원

258백만원

200백만원

190백만원

예산
주요

- 문화원입주기관

현안

국유재산사용료

-‘20.12월

임차

기간 종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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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설립인가

마닐라

하노이 참빛타워

자카티빌딩12층

17층

-‘20.7월

임차

기간 종료에 따

- 베트남 저작권
국과

MOU체결

부과 예정으로 연

른 계약연장 검

른

간 2천만원정도의

토 필요

검토

(기술이전, 법제

예산 확보 필요

*한국문화원 신청

교육·연수 등 )

-별도 등기용 사무

사(12월) 입주 추

실 임차 필요

사무소이전

추진중

진중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현황 [상기 개정안 검토보고서 9면]

마. 4개국 특성을 고려한 민간 협업 방안 제안

1) 4개국 현지 특성을 고려한 협력 방안 모색

가) 저작권 산업 현실과 한류콘텐츠의 실태

역사적으로 외국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상
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1886년까지 프랑스와 벨기에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나라들이 내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
다. 상호주의에 따른 보호와 베른협약과 같은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외
국저작물을 보호하는 원칙이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
들은 대체적으로 자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나라들이었다. 보호
받을 것이 없고 외국에 대가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외국저
작물 보호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WTO/TRIPs와 베른협약 제18조의 영향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이 외국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소위 개발도상국들도 동 협정에 따라 5년의 유예 기간을
할애 받았을 뿐,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국내법의 정비와 관계없이 협정
상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콘텐츠를 러시아 등 해외에서 보호받
는 것이 과거보다는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와 법적 근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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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집행과 실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국가 내에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변화하고 나아
가 자국의 저작권 산업이 성장해야 비로서 외국저작물의 보호에도 실질
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해당 국가의 콘텐츠 시장을 한국콘텐츠로
‘점령’하거나 ‘침략’하는 전략으로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보호가 더
욱 어려워진다.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홍보 사업을 통해 기반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한국콘텐츠의 보호
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는 달리 한국 콘텐츠가 낯설다. 영어권이 아닌 유
럽이나 중동에서는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진다. 상
대적으로 저작권 산업의 규모도 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
콘텐츠 보호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단과 단속을 논할 시점이
맞는지 현실에 대한 인지를 위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

이제까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현지의 교
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부분 우리나라에서 부담해왔다. 세계에
서 2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과 6번째로 거대한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
고 있으며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러시아(9972달러676)), 브라질(6450달러) 등은 우선 경제적 상황에서
부터 해외 사무소가 진출해 있는 태국(7295달러), 베트남(3498달러), 필리
핀(3373달러) 등 동남아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676)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IMF. 참고로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0644달러,
일본은 39048달러, 중국은 10839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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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가 발표한 ‘2020 International IP Index’를 보
면,677) 저작권 분야에 있어 미국이 96.43로 1위이고 우리나라가 84로 6
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사 대상 4개국은 모두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는 50점 만점 중 41.10점으로 조사 대상
53개국(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국을 대상) 중 13위를
기록하였다.678) 저작권 분야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체계가 주요 강점 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679) 반면
러시아 39.14, 인도 38.86, 사우디아라비아 32.57, 브라질 26.86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러시아와 인도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점수이나, 사우
디아라비아와 브라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음을 민간 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680)

677) 지난 2012년 처음으로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발표한 이래 8번째 보고서로서 9개 분야의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환경을 지식재산 지수로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678) 작년 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같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하여 점수
는 약간 상승하였다.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50점 만점에 47.64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7.11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다.
679) 다만 지식재산 사업화와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80) 저작권 분야에서는 53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33개 국가가 총점(7점 만점)의 50%도 달성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현우
(2020), “[미국] 상공회의소, 2020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저작권동향 2020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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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와의 경제 수준의 차이 반영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접근의 편리성과 더불
어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1건당 지불 가능 금액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681) 이는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예컨대 중국의 실태조사에서 나온 지불 가능금액은 게임과 방송분야에
서 2019년 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중국의 GDP는 152,699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에 이은 2위이며 대한민국의 9.38배에 달한다.682) 1
인당 GDP도 10261.68달러로 태국(7808.19)보다 31.4% 높은 수치이다. 구
매력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 콘텐
츠 구매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
사점을 준다.683) 이번 조사대상인 4개국의 경제적 수준은 물론 1건당 지
불 가능 금액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콘텐츠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무리한 권리 행사와 집행은 결과적으로 한
국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단위: KRW(원))
비율[중국(2020)/태

구분

태국(2019)

중국(2020)

영화

6,351

6,368

국(2019)]
1.002

방송

8,962

5,271

0.588

음악

3,538

5,349

1.511

게임(온라인)

14,111

9,532

0.675

게임(비온라인)

15,572

10,896

0.699

웹툰

4,043

5,465

1.351

1건당 지불 가능 금액 COA(2020).

681) 해외 저작권 보호관련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20), COA.
682)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
683) 2020년 COA 해외 저작권 보호관련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제7장(최진원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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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일본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본 저작
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4년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업용 음
반의 환류(還流)방지조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2004년의 저작권법 개정으
로 상업용 음반의 환류(還流)방지조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일
정한 조건하에 진정상품의 환류방지조치이며, 해적판의 수입･배포･소지
는 이 조문의 문제는 아니다. 양자 사이에서는 형벌이 다른바, 이 조항
위반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이의 병과
(제120조의 2 제4호)인 것에 대하여 제113조 제1항 위반(해적판의 수입)
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19조 제1항). 이 조항은 일종의 진정상
품의 수입 금지규정이므로 해적판의 수입보다는 형이 가볍게 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민관협력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있
어서도, 각 국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
요도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의 과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라)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특성 반영

단순히 경제적 수준이나 저작권 인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은 한한령 이후로 한국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사실상 통제했다. 지난 2017년 2월에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한한령'이 시행된 이후, 중국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
로 한국 게임의 신규 판하오 발급을 중단했다.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는
물론이고 규제 형태 특히 종교적·정치적 특성은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
어야 한다.

중국에 한국 저작물 수출이 활발하던 시기에 ‘중국 고유의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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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이 가미된 인간관계’라고 소개된 꽌시 문화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언제나 많은 경계를 받아 왔다. 특히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마찰을 빚는다. 지역
적 특수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지역 고유
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
는 중국 특유의 해결방법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것이 ‘꽌시(关系,
guanxi)를

이용한

해결책’이다.

꽌시는

한국의

인맥(personal

connection)이나 서양의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와 상당히 유사하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꽌시’는 일을 해
결하기 위해 부정적 측면에서의 사적 관계를 지칭한다. 그러나 외국의
기업들은 부정적 측면에서의 ‘꽌시’가 아닌 중국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꽌시’를 주목하였다. 제도적 공백을 메꾸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꽌시에 대한 몰이해
와 오해는 외국 기업의 현지 적응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꽌시의 배경과 형성 매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도 있지만 여전히 인맥(personal connection)이나 연계성(relationship) 맥
락에서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꽌시에 대한 인식이
청탁이나 부패의 상징으로 보는 부정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조명이 되었
기 때문이다.684)

같은 맥락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와 협력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
치적·종교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저작권법 조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샤리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
어야 한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이며 신
적인 뜻을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한 것이다. 신이 정해준 계시법(啓示

684) 최자영, “중국과 소통하는 방법, 꽌시의 진실”, https://diverseasia.snu.ac.kr/?p=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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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서 종교적 의무, 개인과 사회생활, 상업, 형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인 샤리아에 대한
이해없이는 저작권 보호를 논할 수 없다. 더불어 왕정 국가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國歌는
“국왕 폐하여, 영원하라!”의 가사로 마무리 되는 ‘군주를 찬양하라
(n-Našīd al-Waṭanī as-Saʿūdī)’이다. 법률보다 왕의 칙령이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국가들을 법조문만으로 소개하
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되기 어렵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등의 국가는 우리에게 낯설다. 그들도 우
리의 문화가 낯설다. BTS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겼다고 그들의
저작권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조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은 벗어나야 한다. 문화
적 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연구한 뒤에 이를 고려한 개별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국경이 없는 온라인 세상

조사 대상인 4개국은 아직까지 한국 콘텐츠의 수요가 크지 않은 국가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준비를 시
작하는 것이 의미가 큰 이유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국경의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서버를 둔 OSP들이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 자국민을 위한 서비스
가 아니다. 해외 이용자가 단지 러시아의 ICT 자원만 이용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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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디지털 콘텐츠의 비중과 물리적 매체의 축소 통계를 언급할 필
요도 없이, 이미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세계
적은 추세이며, 디지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추월한 것도 오래된 일
이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4개국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토렌트 등 P2P 이용자수도 거의 전국민에 달하고 있
다.

이제 특정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라는 정책 수립보다는 하나로 연결
되어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시
점이다. 때문에 과거 Notice & Take down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OSP와
의 관계, 최근 EU DSM Directive에서의 OSP의 책임 강화 추세, 사이트
차단과 링크에 대한 법적 책임 등 온라인 대책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인도

가) 협력 가능한 국가·공공 기관들

인도는 최근 저작권 보호에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가 발표한
‘2020 International IP Index’에서도 저작권 환경에 있어 긍정적인 추
세라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변화가 있었으며 2012년부터 불법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
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델리고
등법원과 뭄바이 고등법원에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방조하는 사이
트미러링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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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항소위원회인 IPAB(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Government

of

India)685)과

수사기관인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CBI, 중앙 수사국),686) 행정부처인 산업진흥과(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687)와

Customs – Cbic(세관

청)688), copyright office(government of India)689)- 저작권 사무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저작권 보호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인도 내 저작권 민간 단체

인도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이 존재한다. 주로 음악과 관련하여 저
작권, 음반제작자, 실연자 권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존재하고, 이미지
관련 단체도 구성되어 있다.

IPRS(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690)691)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IRPO(Indian Reprographic Rights Organization)
ISRA(Indian Singers’ Rights Association)

Musical works
Sound recording
Reprographic (photo copying)
works
Performers’(SIngers’)
Rights

하지만 집중관리단체가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
기는 조심스럽다. 주요국의 집중관리단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
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협력 대상이지만 인도의 실
정은 아직 그와 같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85)
686)
687)
688)
689)
690)
691)

https://www.ipab.gov.in/
http://www.cbi.gov.in/index.php
https://www.ipab.gov.in/
https://www.cbic.gov.in/htdocs-cbec/customs
https://copyright.gov.in/Default.aspx
www.iprs.org (admin@iprsltd.com)
CISAC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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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업 가능성

① "notice-and-take-down과 John Doe 명령

인구가 무려 13억 8천만에 달하는 인도에서는 힌두어, 영어를 사용하
며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등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
라와는 2010년에 한-인도 FTA가 발효되었으며 1인당 GDP는 2104달러
수준에 불과하다.(2019년 기준, IMF) 우리나라와는 교역액 기준으로 14위
의 교역 국가이며, 수출액은 전체의 1.72%, 수입액은 2.55% 수준이다.

인도 ICT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명당
1.3명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샤
오미, 비보 3파전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빠른 속도
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
인 수치로는 인터넷 사용자가 5억 6,600만명에 달하고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용자수를 이미 기록하고 있으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YouTube, Dailymotion 및 Vimeo 등 동영상 공유 플랫
폼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물 공유에 익숙해져온터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저작물 공유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인도는 ‘저작권법
과 저작권 규칙에 근거한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통해, 사
법부에서 불법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명
령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불법 저작물을 게시 혹은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중개인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송부하여 접속의 제한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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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를 진행한다. 이후 저작권자는 서면송달 이후 21일이 만료되기
이전 법원의 차단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된 콘텐츠의 접근이
다시 제공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자를 특정하여 법원의
차단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21일이란 기한의 제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의 침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법원은 소위 ‘John Doe order’(Ashok Kumar oder, 이하 John Doe 명
령)를 인용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John Doe 명령은 불특정한 자로 인
한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692)

John

Doe

명령은

인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의 일시적 조치(temporary injuctions)693)와 내재적
권한 (inherent powers)694)에 근거하며, 특히 정의를 위하여 법령의 세부
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를
통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다.695) 이 판결을 통하여 저작
권 침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식별하기 이전에 저작권 침해의 발생 가능
성이 있는 IP의 차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696)

이처럼 인도의 경우 영국의 영향을 받아 사법적 절차를 통한 저작권
보호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 절차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인지와 차단 요청 등 국내 저작
권자와 현지 사법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 인도 저작권법과 저작
권 규칙 역시 "notice-and-take-down"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697) OSP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692) The Times of India, "Video sharing sites blocked on court order", Bennett, Coleman & Co. Ltd., 2012.5.18.
693) Order XXXIX, Rule 1,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No. 5 of 1908, Acts of Parliament (India).
694) § 151, Code of Civil Procedure, No. 5 of 1908, 1908, Acts of Parliament (India).
695)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696) Shri Lakshmi Sivanandam and Bhabya Mahapatra, "Indai: To Sue Or Not To Sue Ashok Kumar?",
2020.3.20., <https://www.khuranaandkhurana.com/2020/03/20/to-sue-or-not-to-sue-ashok-kumar/#_ftn10>,
최종방문일 : 2020.11.19.
697)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2조 제1항 제w호, 제79조; The Copyright Rules, 2013,
India, CHAPTER XIV STORAGE OF TRANSIENT OR INCIDENTAL COPIES OF WORKS 제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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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비해 현지 로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법 절차에 관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② 민간 단체와의 협력

민간 분야의 협력 방안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
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관리단체조차도 당
장 우리나라와 협업하여 한국 저작물 보호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집중관리단체들은 기대만큼 활발한 활동
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아쉽게도 당장 우리와 협업하여 저작권 인
식을 높이고 한국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에 나서기에는 부
족함이 많아 보인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KOMCA 등이 선진적 관리시스
템을 전수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지원 관계’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컨택 포인트 – CIPAM(The Centre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DPIIT 산하기관인 CIPAM(The Centre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은(http://cipam.gov.in/)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조정, 홍보, 교육, 연구 등
의 정책수행을 하는 기관이다.(http://cipam.gov.in/about/cipam/). CIPAM에
서는 IP 가이드북, 경찰을 위한 지재권 집행을 위한 책자도 만들어 배포
하고 있으며, Copyright Division에서 등록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http://cipam.gov.in/ip-assistance-centre/).

그 외 각 주정부 경찰에 지적재산권 또는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가 있
어, 이러한 부서에서 침해 단속 및 사이트 차단 등을 수행하고 있다.698)
698) Telangana Intellectual Crime Unit(TIPCU,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Hyderabad/telangana-intellectual-property-crime-unit-to-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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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IT에서는 최근 미국과 IP 협조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도 DPIIT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CIPAM와 저작권 관련 사업을 공동
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러시아

가) 협력 가능한 국가·공공 기관들

러시아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러시아연방반독점관리국에 탄원
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공적 기관으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http://www.duma.ru/),

연방정부(http://www.gov.ru)와
연방문화성,

러시아연방지식재산권청

연방의회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699) 러시아 연방 지식재
산권,

특허권,

상표권청(http://www.fips.ru/),

러시아

저작자

협의회

(RAO),700) 지적재산재판소 등 입법·사법·행정기관 등을 떠올릴 수 있
을 것이다.

이 중 연방문화성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부방침을 설정하
고, 법 제정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승인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
독을 행한다.701)저작권에 대한 정부방침 설정 및 저작권 관련 법규 책정
(규제기관에 의한 관리감독 제외)은 러시아 연방문화성이 관장한다. 특
히,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국가인정 및 단체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
cracking-to-combat-film-piracy/article8609441.ece), MCDCU(Maharashtra Cyber Crime Unit,
https://www.theprotector.in/mcdcu-protecting-vital-information-of-its-stakeholders/,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mumbai/state-cyber-crime-unit-feted-for-fighting-piracy/artic
le26775534.ece)
699) 러시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DB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지식재산권청에 등록이
가능하다.(www.rupto.ru, 30-1, Berezhkovskaya nab. G-59, GSP-5 Moscow 123995)
700) http://www.rao.ru/index.php/en/enhome?view=featured
701) ⻄村あさひ法律事務所, ロシアの知的財産関連機関・サイト, 2020
https://www.globalipdb.inpit.go.jp/link/1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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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702)

국경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세관청

(http://customs.ru/ )은 러시아 정부의 직접관리를 받는 조직으로서 본부
는 모스크바에 있고 그 산하에 여덟 곳의 지역세관과 여덟 곳의 직할세
관이 있다. 세관은 지재권 침해품을 국경에서 단속할 권한을 가지며, 세
관등록부에는 상표권 및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침해 의심 물품을 발
견했을 시 세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압수를 할 수 있지만,
세관 자체에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침해품의 몰수, 폐기 등을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세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권리자 자신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의 판결을 얻어야 한다.703) 연방내무성은
러시아 경찰기관이 속한 조직으로서 수사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뿐
만 아니라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다. 세관과 마찬가지
로, 경찰도 처분권한은 없으므로 처분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에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야 한다.704) 연방정부기
관인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Minsvyaz)의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입증 절
차는 Law on Mirrors의 도입과 함께 Decree No. 1225 ("Rules for the
Adoption of a Motivated Decision on Recognition of a Website as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 이하, 규정)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이 규
정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Minsvyaz 내의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
하여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분석 및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705)
정보를 평가하는데 참여하여야 하는 총 전문가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가 목록은 Minsvyaz에서 결정한다.706) Minsvyaz의 결정은 반드시 미
702) 신흥국, 러시아 저작권제도, 번역본, 2016.
703) ⻄村あさひ法律事務所, ロシアの知的財産関連機関・サイト, 2020
https://www.globalipdb.inpit.go.jp/link/18773/
704) ⻄村あさひ法律事務所, ロシアの知的財産関連機関・サイト, 2020
https://www.globalipdb.inpit.go.jp/link/18773/
705)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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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명과 지정된 기준을 표시하여 결정을 내리는 근
거를 포함하여야 한다.707)

러시아연방의 최고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최고상사
법원이다. 대법원의 하부조직으로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주법원과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 있으며, 최고상사법원 아래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저작재산법원이 있다. 특히 지적재산법원은 지적재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할 목적으로 2013년 7월에 창설된 법원으로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계된 관련기관의 정책 및 법규, 반독점관리
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행정조처, 잘못된 특허권, 상표권 등록의 무효
화, 미사용 상표권의 등록취소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며, 일반적인 저작
권침해는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발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주목할 기관으로 로스콤나조르(Roscomnadzor)이 있다.708) 로스

,

콤나조르(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
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The Federal
Service

for

Technologies

Supervision
and

Mass

in

the

Sphere

of

Communications

Telecoms,
약어;

Information

Роскомнадзор

/Roskomnadzor)는 러시아 연방대통령령 Decree No. 1715 of December
3, 2008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709)

706)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707)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708)
https://craneip.com/intellectual-property-laws-of-russia-and-state-bodies-of-intellectual-property-sys
tem/
709) Roskomnadzor, "Historical Background", <http://eng.rkn.gov.ru/about/background_information/>, 최종방
문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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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콤나조르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국가 집행
기관으로서 등록 관리, 웹 사이트, 웹 호스팅 회사, 법원 및 기타 기관이
모두 연계되어 웹 사이트 차단 프로세스를 관리한다.710) 로스콤나조르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다수의 자료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다. 로스콤나조르에서 수집, 저장하는 자료로는 저작권 침해 콘텐
츠의 배포 사이트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극단주의자 정보, 금지된 정보
형식, 개인정보 침해자, 정보를 배포하는 기관 및 블로거 정보 및 개인
정보 운영책임자의 정보 등이 존재한다.711) 로스콤나조르의 정보의 등록
이 곧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몇몇의 정보는 기록의 목적으로
저장된다.712)

또한 로스콤나조르는 인터넷 모니터링 및 콘텐츠 필터링의 비사법적
근거와 사법적 근거를 통하여 다양한 불법을 차단하는 권한 가지게 된
다.713) 특히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사진저작물 제외)의 차단과 관련하여서
는 사법적 근거로서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에 기하여 차단을 이
행할 수 있다.714) 201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ISP가 Roskomnadzor에 의
한 통지로 차단한 웹 사이트는 약 8000여 개에 이르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4배가 증가한 수치로 파악된다.715)
710)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711)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712)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713)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714)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
방문일 : 2020.11.12.
715) Nigel Cory, "The Normalization of Website Blocking Around the World in the Fight Against Piracy
Online",
2018.6.12.,
<https://itif.org/publications/2018/06/12/normalization-website-blocking-around-world-fight-against-piracyonline>, 최종방문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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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영화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차단명령)에 관한 결정을 하며, 그와 같은
법원의 절차 진행 이후에 로스콤나조르는 저작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플랫폼에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이와 같은 제거, 차단은 관련 법원 절차 진행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716)

나) 러시아 내의 민간 단체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서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발전
하였다. 저작권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는 1828년이었고 1857년
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처음 만
들어졌다. 즉 러시아에서의 저작권의 역사는 동남아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된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과 환경도 동남아 국가와
는 사뭇 달라서, 분야별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권리
자들의 이익단체도 활동 중에 있다.

신탁관리단체인

CopyRus717),

도,720) 러시아 음반 협회721),

지식재산권연맹718),

GARANT719)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Russian Society of

Management Performers’ Rights (ROUPI),722) National Federation of
the Music Industry (NFMI) 등이 활동 중에 있다.

716)
717)
718)
719)
720)
721)
722)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1978919074
http://copyrus.org/
http://www.cipr.org/
http://base.garant.ru/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russia/list_institution.do
http://www.rap.ru/
TerraLex Crossborder Copyright Guide, 2019,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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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업 가능성

① 저작권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높은 ICT 수준

인구 1억 4593만명의 러시아는 ‘유럽국가’답게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저작권에 눈을 떴다. 1828년에 이미 국내법에 저작권 관련 조항
이 마련된 나라이다. 적어도 저작권 제도를 전수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는 내부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콘텐츠 교류에 있어 언어적 장벽이 있다. 기독
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 종교적 특성은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높은 나라이다. 대통령 위원회에서 비영
리연구지원을 위하여 ‘Skolkovo Foundation’을 설립하고723) 우주, 컴
퓨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역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724) 2019년 러시아 ICT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전
화 가입자 수가 100명 당 157.4명,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00명 당 87.3
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명 당 22.2명이며, 러시아의 광케이블
가입자 수는 100명 당 15.8명, 인터넷 사용자 비중은 80.9%로 조사되었
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광대역 망보급을 통한 빠른 전송
속도의 보장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불
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생각처럼 크지 않
다. 대다수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저작물 이용 경험이 있다

723) https://sk.ru/
724) 러시아 정부는 2020년 6월 6일 기준 모스크바 시민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개헌 투표
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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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변하고 있다.725)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불법적인 저작물 공유가
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SNS를 통한 배포도 드물지 않다. 러시아 내
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
로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해외에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위해
러시아 서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조사되었는바, 러시아 내에
서도 2013년 연방법 No.187-FZ (Anti-Piracy Law)의 채택과 2015년 연방
법 No.149-FZ (Information Law)의 통합 개정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
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있다.

우리보다 저작권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었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
호에 관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업 가능
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현지의 실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저
작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전수해주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민간 단체와의 협력

이미 KOMCA는 러시아의 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협업하고 있다. 아직 K-POP에 대한 수요가 크
지 않아 그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향후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 러시아
와의 교역 규모는 662,360M 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액의 약 1.76% 정
도이며 이는 17위권에 해당한다.726)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액이 2
배 가까이 되는 국가이며 민간 영역에서 러시아 진출도 활발하다.727) 과
기정통부, 러시아와 제1차 ICT포럼 개최(2019.10.21.), 한-러시아 5차례

725) Statista, What type of conctent do you "pirate" most often?,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68687/online-media-formats-illegally-used-by-russians/>,
최종방문일 : 2021.01.06.
726) 기준 : 2019년, 백만 달러, 출처: KITA
727) 예컨대 경기도, 러시아 기술협력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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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최(2019년 06월 ~ 2020년 07월) 등 그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민간 영역에서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도 권리자의 요청만으로 불법 저작물의
삭제가 가능하므로(Information Law 제15.7조) 국가기관이 아닌 권리자가
러시아의 OSP와 협력할 여지도 상당히 크다.

다만 아직은 러시아에서 한국 콘텐츠의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권
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
려움이 있어 보인다. 우선은 공익적 성격을 띤 비영리단체에서 시작하여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점차 콘텐츠 기업간의 교류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타임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컨택 포인트 :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

러시아에서의 저작권보호는 로스콤나조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
한 사이트 차단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인 Minsvyaz와 로스콤나조르가 접
속 차단에 대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권리자와 OSP간에
관계가 중요한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러시아에서는 로스콤나조르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언한다.

러시아에서는 Information Law에 따른 저작물 침해 웹 링크 혹은 웹
사이트의 차단은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단독관할로 결정되어지며, 불
법 저작물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법원에서도
불법 저작물의 차단을 명한 사례가 드물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2015년 A
Serial LLC vs. Privactully LLC, Yes Networks Unlimited Ltd., Sia V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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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ing, Iliad (모스크바 시 법원, 사건번호 3-0330/2015) 사건은 인터넷
상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신속한 집행
을 통해 콘텐츠 차단이 진행된 주요한 사례이다.728) 청구인의 청구가 인
용되어지는 경우 실무적인 차단은 로스콤나조르에 의하여 이행되어진
다.729) 이때 ‘저작권자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을 로스콤나조르
에 발송하며, 관련 정보를 통하여 본 청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를 등
록’하게 된다. 즉 로스콤나조르가 차단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우
선 침해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권리자의 역할
이 필요하다. 한국 저작권자가 러시아에 가서 이와 같은 요청을 개별적
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협회나 보호원 등을 통한 협력 관계를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로스콤나조르는 저작권자와 OSP 등 유통플랫폼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저작물 차단과 관련하여 사법
절차 외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 로스콤나조르를 통한 불법 저작물 차단 절차에 한국저
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인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서로 도움
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728) Vladimir Biriulin, 『模倣対策マニュアル ロシア編』, 日本貿易振興機構 知的財産・イノベーション部 知的財産
課, 2016.3, 155면.
729) Ruslan Nurullaev, "New Legislation on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in Russia: Anti-piracy Law 187-FZ",
「Copyright Law and ICT」, 2013, p.39; Meldir Erbulekova, "Roskomnadzor is Informing : State Protocols for
Website Blocking",
<https://www.iam-media.com/roskomnadzor-informing-state-protocols-website-blocking>, 2017.6.28.,
최종방문일 : 2020.11.12.; Gorodissky & Partners, "ロシア︓著作権侵害⾏為（海賊）との戦い⽅",
<tmfesta.com/2017/05/ロシア︓著作権侵害行為（海賊）との戦い方-－-gorodissk/ >, 최종방문일 : 2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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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komnadzor의 조직도

http://eng.rkn.gov.ru/about/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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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침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 및 침해에 대한 벌칙은 법원이 담당한다.730) 따라서 사
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국와 법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가능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국(SAIP)라고 할 수 있다.731) 위 기관은 이전 사우디아라바이의
상업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산하의 IP Offices에
서 전담했던 업무를 일괄이전 및 통합 확대하여 설립되었다.732) 사우디
아라비아 지식재산국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창작,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보호를 조정하는 독립
적인 권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33)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설립됨에 따라 지적재산관련 모든 부서
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위 기관의 목적은 지적재산 진흥을 위
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규칙의 개정과 발효, 신속하고 우수한 서
비스의 제공, 지적재산 의식 향상,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타 국가기관과의 조정역
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734)

사법부도 재편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2020

730) 현행 저작권법에는 위반행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가 저작권법 위반 여부 및
벌칙 및 손해배상액 심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변경되었음. 위반행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리를 맡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 및
처벌 형량을 심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법 제25조)
731) http://www.saip.gov.sa
732) Alyafi IP Group, "SAUDI ARABIA: SAIP Announced As Sole IP Authority - INTABulletin Vol. 75 No. 9",
<http://www.alyafi-ip.com/saudi-arabia-saip-announced-sole-ip-authority-intabulletin-vol-75-no-9>, 최종방
문일 : 2020.11.10.
733) Vision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p.94.
734)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2, 2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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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는 저
작권 및 특허 관련 분쟁은 모두 상사법원이나 일반법원의 상사부에 의
해 처리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735) 저작권과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관할권은 2020년 2월부터 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기존에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 신청된 사건들 중 계속 중
인 사건들은 위원회에서 해결하나 계속 중인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면
위원회는 해산하게 된다.736)

그밖의 행정기관으로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
n)737), 미디어부(Ministry of Media),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상업투
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738), 사우디아라비아 세관
청739) 등을 들 수 있다.

나) 사우디아라비아내의 민간 단체

사우디아라비아에 민간 저작권 단체로 눈에 띠는 기관은 많지 않지
않다. 다만 11개의 신문화 평의회가 설치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들 조직은 문화부의 감독을 받되 재정과 운영은 독립된 조직이다. 박
물관 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 요리예술위원회, 건축디자인위원회, 연극
무대예술 위원회, 영상 위원회, 음악 위원회, 패션 위원회, 도서관 위원
회, 문화유산위원회, 문예출판번역위원회 등이 그것이다.740)741) 각 부문
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 라이선스 활동, 전략 실시, 법률이나 규칙의 재
검토, 자금 조달이나 투자의 촉진 등의 역할을 갖고 있다.742)
735)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2, 2020, 1면.
736)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2, 2020, 2면.
737) www.moci.gov.sa
738) https://mci.gov.sa/en/
739) https://www.customs.gov.sa/
740) JETRO, 中東知的財産ニュースレター Vol.41, 2020, 4면
741)
https://english.alarabiya.net/en/News/gulf/2020/02/04/Saudi-Arabia-s-Council-of-Ministers-approves
-11-new-cultural-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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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업가능성

① 우리 저작권의 보호 가능성

베른협약, TRIPS, WIPO 조약, 세계저작권협약, 마라케시조약 등 협약
에 가입해 있으나 WIPO 인터넷조약인 ‘WCT(저작권조약)’와 ‘WPPT
(실연음반조약)’에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
산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협약을 기준
으로 최소 보호를 하고 있다. WCT·WPPT 등 소위 인터넷 협약에 아직
미가입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GCC 협약에는 저작권 관련 협약이 없다
는 점도 한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을 보더라도 현행법이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이며[저작권법 (Copyright Law, 2003. 8. 30. 개정, 1989년
제정)], 2003년 이후 개정이 없었으므로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ICT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명 당 5.6명임. 광케이블 가입자 수는 100명당 2.1명, 인터넷 사용자
비중은 93.3%로 조사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이라는 중장기 계획 하에 원유 중심 경제 구조
를 탈피하여 산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사용량은
많지 않다. 교역량 자체가 26위에 그치며 전체의 1.04% 수준에 불과한
데,

최근

특허청이

UAE

이어

사우디에

특허시스템

수출하였고

(2018.04.10.), 현재도 지식재산권 시스템 전수를 위하여 협력 관계에 있
다는 점은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42)

JETRO, 2020-중동지적재산 뉴스레터 vol.40-4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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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3,418면명(2020년 기준)인 사우디아
라비아는 1인당 GDP가 23,139달러(2019년)에 달하며 아랍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 저작권법
에 이슬람법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저작권의 이전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샤리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샤리아에 위배되는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으며 등록도 할
수 없다.

②

컨택포인트

–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udi

Authority

for

Intellecutal Property)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접하고 있
으며, 토렌트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경험해본 바가 있다고 한다. 사
우디아라비아 역시 저작권보호는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하 측면에서 보호원의 우선적 컨택 포인
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을 제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과 제도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국 설립을 전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법을 주관하던 문화정보부의 기능이 사
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으로 이관되고, 또한 행정재판 기능을 하는 위
반행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mittee)의 저작권법 위반 심리,
벌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역할은 법무부로 이관되는 등 집행기구의 권
한 및 체계를 정비하였다.743) SAIP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창작,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보호를 조

74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에 따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하고자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선정하였으며, 한국 정부와 2020년 국가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saudi/saud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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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44)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심리를 거쳐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
은 전화, 이메일 또는 Twitter 계정을 통해 직접적인 위반 신고를 받고
있다.745)

보호원과 국내 저작권단체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의 불법 저
작물 차단 조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한국저작권보
호원은 많은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A 역시 회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 모니터링 결과를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과 공유하고 불법 저작
물 차단에 활용하는 것은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인터넷 불법 콘텐츠 방지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당국의 웹 사이트 온라인 검사 캠페인을 조직하였으며 이
에 따라 최근 지식재산권을 위반하는 231개의 웹 사이트를 모니터링, 조
사 분석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접근을 차단하였다.746) 차단된 사이트
는 불법적으로 영화 및 드라마의 다운로드 및 시청, 스포츠 채널의 스트
리밍, PDF 형식의 서적, 음악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위반이 포함되었
다.747)

우리나라는 현재 2019년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포함한 사우디 지식재

744) Vision203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p.94.
745)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746)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747) Saudi Press Agency, "SAIP Aims to Block 231 Websites that Violate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2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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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altions and Rights", 2020.6.21.,
최종방문일 :2020.11.14.
Regualtions and Rights", 2020.6.21.,
최종방문일 :2020.11.14.
Regualtions and Rights", 2020.6.21.,
최종방문일 :2020.11.14.

산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 저작권법 및
행정절차, 집중관리단체 설립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아라
비아와 남다른 협력 관계 구축의 호기를 잡은 상태이다. 한-사우디 지식
재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크게 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지식재
산 생태계 조성사업, ② 지식재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 ③ 역량 강
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 등이며,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저
작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이 중장기 협력 관계를 갖춰 놓기
에 적기라고 할 것이다.748)

6) 브라질

가) 협력 가능한 국가·공공 기관들

저작권 침해 시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 주요 협력 대상이 된다. 브라질은 일찌감치
파리협약·베른협약 등 지식재산 국제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저작권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저작권 관련 국가기관과 위원회, 집중관리단체 등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력 대상을 탐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Federal supreme court(연방대법원)749), Polícia Federal(연방 경찰)750),
Secretariat

of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Ministry

of

Citizenship(문화 특별 사무국)751), Receita Federal(세관 당국)752)753) 748) 한국 정부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수주(1차 사업 320만 달러(한화 약 36억 원))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23년까
지 5년간 총 3천800만 달러(한화 약 43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됨.
749) https://www2.stf.jus.br/portalStfInternacional/cms/verPrincipal.php?idioma=en_us
750) https://www.gov.br/pf/pt-br
751) http://www.cultura.gov.br
752) https://www.gov.br/receitafederal/pt-br
753) 브라질 세관 당국은 브라질 세관 시행령 제6,759조/2009 제609호에 따라 특정한 법적 형식으로
발행된 상표 또는 신분증 표시가 없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음반, 서적 및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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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ério da Economia(경제부)754) 등의 일반적인 기관 외에도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상업적 이용 및 저작권 침해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브라질 법무부 산하
협의기구

단체인

(Conselho

Nacional

불법복제
de

및

지식재산권

Combate

à

침해

Pirataria

e

대응

국가위원회

Delitos

contra

a

Propriedade Intelectual, 이하 ‘CNCP’)755)가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브라질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ice in National Library Foundation (EDA-FBN, Escritório de Direitos
Autorais da Fundação Biblioteca Nacional)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CNCP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브라질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관이
라고 할 수 있다. CNCP는 2004. 10. 14. 시행령 제5,244호(Decree No.
5,244 OF OCTOBER 14, 2004)에 의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부기
관 및 민간단체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CNCP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
이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로 대체되어, 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정
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756)

(ⅰ) 법무부 장관(위원장)
(ⅱ)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산하 기관
- 국가 소비자 사무국(National Consumer Secretariat)
- 국가 공안 사무국(National Public Security Secretariat)

각 저작물을 압수할 수 있음. 압수 후, 세관 당국은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고발하였다는 내용을 저
작권자에게 통지하고 저작물에 대한 법적 압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
출되거나 수입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경우 보유자는 세관 당국에 물품을 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brasil/emergency_response.do )
754) https://www.gov.br/economia/pt-br
755)
https://www.gov.br/mj/pt-br/assuntos/noticias/conselho-nacional-de-combate-a-pirataria-define-list
a-para-escolha-de-novos-membros-para-compor-colegiado 관련 글 2020. 11. 4.
756) 아래 표는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한다. 법무부의 CNCP 페이지에서 2019
년의 실제 위원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compos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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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운영 사무국(Secretariat for Integrated Operations)
- 연방 경찰(Federal Police)
- 연방 고속도로 경찰(Federal Highway Police)
(ⅲ)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 기관
- 연방 세입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of the Federal
Revenue of Brazil)
- 해외 무역 및 국제 문제를 위한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for Foreign Trade and International Affairs)
(ⅳ)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ⅴ) 시민권부(Ministry of Citizenship)
(ⅵ) 국립 영화원(National Filme Agency, ANCINE)
(ⅶ) 국립 보건감시원(National Health Surveilance Agency, ANVISA)
(ⅷ) 국립 전자통신원(National Telecommunication Agency, ANATEL)
(ⅸ)

국립

산업

재산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ⅹ)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민간단체 5개
(ⅺ) 연방 상원 대표, 하원 의원 중 한 명
나) 브라질 내의 민간 단체

브라질에서의 저작권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브라질에서 1827년 8월
11일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 관련법은 저작권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10년간 보장했고 이를 민법과 형법의 체계를 통해 구체화해왔다.
1890년 개정된 형법에서도 저작권의 법에 의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프랑
스와 포르투갈 형법의 영향을 받아 제5장의 문학, 예술, 산업 및 상업적
재산에 대한 범죄에서 제342조부터 제350조까지 문학 및 과학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설정한 바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는 1891년 헌법 제72조 제26항의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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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언론 또는 기타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라는 조문을 통해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인되었다. 1886년
베른 협약(1922년 효력 발생)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898년 8월
1일에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출판연도
후년의 1월 1일부터 50년간으로 규정하였다.757)

오래된 역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베
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른 것이다. 브라질에는 다수의 집중관리단
체가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KOMCA와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한국 콘텐츠의 브라질 내 유통량이 많아지
면, 이들 집중관리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저작권 수집 및 유통 사무소
Central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fice
(ECAD,

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https://www3.ecad.org.br/

Distribuição)
브라질 음악 예술 협회
Brazilian Association of Music and Arts

https://www.abramus.org.b

(Abramus, Associação Brasileira de Música e r/
Artes)
브라질 음악가 및 실연자 협회
Association of Interpreters and Musicians

https://www.assim.org.br/

(ASSIM, Associação de Intérpretes e Músicos)
브라질 작곡가 협회
Brazilian

Society

of

Authors

Composers

and

Music Writers
(Sbacem,

Sociedade

Brasileira

de

https://sbacem.org.br/

Autores

757)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brasil/brasil.do
758) TerraLex Corssborder Copyright Guide 2019.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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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ores e Escritores de Música)
브라질 독립 작곡가 및 음악가 협회
Independent Society of Composers and Musical
Authors

http://www.sicam.org.br/

(Sicam, Sociedade Independente de Compositores
e Autores Musicais.)
브라질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 협회
Brazilian

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Socinpro, Sociedade Brasileira de Administraçao

http://www.socinpro.org.br
/

e Proteçao de Direitos Intelectuais)
브라질 작곡가 연합
Brazilian Union of Composers

http://www.ubc.org.br/

(UBC, União Brasileira de Compositores)
브라질 영화 및 시청각저작물 감독협회
Brazilian Cinema and Audiovisual Directors
(DBCA, Diretores Brasileiros de Cinema e do

https://diretoresbrasil.org/

Audiovisual)
ABMI (Independent Brazilian Music Association)758)

http://syncsummit.com/ab
mi/

브라질 집중관리단체
[출처: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brasil/list_institutio
n.do]

CISAC 회원도 적지 않다.

ABRAMUS

abramus@abramus.org.br

www.abramus.org.br

ADDAF

presidencia@addaf.org.br

www.addaf.org.br

AMAR SOMBRÁS
ASSIM

amar@amar.art.br
assim@assim.org.br

www.amar.art.br
www.assim.org.br

AUTVIS

licensing@autvis.org.br

www.autvis.org.br

DBCA

contato@diretoresbrasil.org

www.diretoresbrasil.org

GEDAR
SBACEM

contato@gedarbrasil.org
internacional@sbacem.org.br

http://www.gedarbrasil.org
www.sbacem.org.br

SICAM

sicam@sicam.org.br

www.sicam.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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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NPRO
UBC(Brazilian Union
of Composers)

sede.rj@socinpro.org.br

www.socinpro.org.br

ubc@ubc.org.br

http://www.ubc.org.br

브라질내 CISAC 회원

다) 협업가능성

① 브라질에서의 보호 가능성

인구 2억 1255만 명의 브라질은 면적이 한반도의 38.5배에 이르는
8,515,770㎢에 달한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가톨릭교, 기독교
등이다.

1922년에 이미 베른협약을 비준하였고 1965년 로마협약을 비준하였다.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1975년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 방지 협약, 그리고 2015년에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
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까지 비준하였다. 역내 조약으로 1910년에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에 비준하였고,
1946년에는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에서 저자의 권리에 관한 미주 인
권 협약’에 비준하였다는 점도 저작권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음
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한국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다. 우리와 무역교류도
많지 않은 편인데, 수출액이 전체의 1.19%, 수입액이 전체의 0.99% 수준
으로 교역액 기준으로 24위를 기록했다.759)

브라질 ICT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명

759) 기준 : 2019년, 백만 달러, 출처: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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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4.9명에 불과하며, 광케이블 가입자 수는 100명 당 1.6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자 비중은 67.5%이지만, 인터넷 속도로 인해 불법
저작물의 원할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스타트업
게놈의 2019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상파울루는 과학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의 인재들을 활용하기 좋은 전 세계 상위 10
개 스타트업 생태계로 분석되고 있고,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의 마
르쿠스 폰테스 장관은 2022년부터 5G 구축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다른 나라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현상이 브라질에서도
일반화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② 민간 단체와의 협력 - OSP

브라질은 집중관리단체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저작권의
브라질에서의 보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760) 저작권은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되며 배타성으로 인하여 사전 허락이 필요하므로, 한국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협력이 시작될 가
능성이 크다.

온라인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해외 권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도 소위 Notice
and takedown 시스템 이 적용되며,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
용시, 저작권자는 금지명령, 형사적 구제책 등을 청구할 수 있다.761) 침
해의 일시적인 정지를 위해서는 사본의 압수 또는 게시 중단 등과 관련
한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762) 즉 저작권침해에 대한 Notice and
760) 물론 브라질에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과 위상 등 현실에 대해서는 호숙 연구가 필요하다.
761)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2020.12.06.
762)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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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down 시스템은 자연인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에 대
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요청하게
되며,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URL을 제공하여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763) 이 과정에서 권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③ 컨택포인트 – CNCP

“저작권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Crim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y, 이하 CNCP)”은 2004. 10. 14. 시행령 제5,244호 (Decree No.
5,244 OF OCTOBER 14, 2004)에 의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부기
관 및 민간단체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CNCP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
이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로 대체되어, 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정
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764)

(ⅰ) 법무부 장관(위원장)
(ⅱ)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산하 기관
- 국가 소비자 사무국(National Consumer Secretariat)
- 국가 공안 사무국(National Public Security Secretariat)
- 통합 운영 사무국(Secretariat for Integrated Operations)
- 연방 경찰(Federal Police)
- 연방 고속도로 경찰(Federal Highway Police)
(ⅲ)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 기관

2020.12.06.
763) Pinheiro Neto Advogados, "Digital cont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Brazil", 2019.3.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a95b8f4-a742-4ef8-8504-e71675d349ba>, 최종방문일 :
2020.12.06.
764) 아래 표는 2019. 6. 27. 시행령 제9,875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한다. 법무부의 CNCP 페이지에서 2019
년의 실제 위원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compos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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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세입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of the Federal Revenue
of Brazil)
- 해외 무역 및 국제 문제를 위한 특별 사무국(Special Secretariat for
Foreign Trade and International Affairs)
(ⅳ)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ⅴ) 시민권부(Ministry of Citizenship)
(ⅵ) 국립 영화원(National Filme Agency, ANCINE)
(ⅶ) 국립 보건감시원(National Health Surveilance Agency, ANVISA)
(ⅷ) 국립 전자통신원(National Telecommunication Agency, ANATEL)
(ⅸ) 국립 산업 재산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ⅹ)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민간단체 5개
(ⅺ) 연방 상원 대표, 하원 의원 중 한 명
CNCP는 저작권침해, 밀수, 저작권침해 및 밀수의 결과로 발생한 탈세,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NCP의 권한은 다
음과 같다.

(ⅰ) 브라질 내 저작권침해, 밀수, 탈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이하
‘저작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조치 제안
(ⅱ) 저작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구축하
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 조사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정
보를 기초로 하여 단일한 공안시스템 내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관리
(ⅲ) 연방에 속한 주 및 연방관구의 저작권침해 등 방지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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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
(ⅳ) 저작권침해 등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특별조사활동 계획을 장려
및 지원
(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을 막고, 저작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수입품 (정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 포함)의 국내 수
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ⅵ) 항만, 공항, 국경 초소 및 브라질 도로망에 대한 특정 검사를 제안
(ⅶ) 저작권침해 등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운영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교육을 장려, 지원, 촉진
(ⅷ) 저작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을 장려·조직
(ⅸ) 관할기관이 보내온 보고서를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ⅹ) 저작권침해 등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사
법기관과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방안 수립

마. 결어

1) 민간 협력의 중요성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은 권리자의 몫이다. 주권이 미치
지 않는 해외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저작권보호원은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기관명으로 인하여 위원회보
다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서 정부기관이
나서서 침해 대응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MPAA 등이 민
간 권리자의 자격으로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역할을 민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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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0배 이상이다. 게다가 코로나
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765) 굳
이 WTO 분쟁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사인(私人)간의 콘텐
츠 분쟁에 국가기관에 개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국
민의 저작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외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
은 우려되는 부작용이 작지 않다. 때문에 문화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한 점진적 접근이 중요하다. 민간 협력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해
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이 MPAA나 BSA, CODA 등
을 통해 해외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CISAC이나 IFPRO 등 국제적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집중관리단체들이
존재한다. 또한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일정 부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할
을 수행해 왔고, 방송사 웹툰사 등 현재 해외에서 저작권 피해가 현안이
되고 있는 권리자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설립한 COA의 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단체이다.
저작권 보호와 문화 상품의 수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
었던 4개국과 같이 아직 자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한국 콘텐츠의 이용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용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
다. 인도 현지 로펌의 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형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만도 1만~15000달러 수준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765) 닐슨, ’20년 3월.

682

도 형사 사건의 경우 8천달러 가령이 필요하다고 한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담할 권리자는 흔치 않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는 권리자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저작권 보호는 이용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
에 논할 수 있는 쟁점인데, 민간에서 해외 시장 개척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 공공 영역의 역할

기본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우선적인 협력 대상자는 해당 국가의
‘국가·공공기관’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해
당 국가의 국가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호원이 주체가 될 것인지 문화부가 주체가 되고 실무적인 업무
를 보호원이 수행할 것인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가의 저작권 관
련 기관의 구조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이다. 과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외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
는, 해외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
이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관의 성격과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단계에서
이미 많은 노력이 소요된 전례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저작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상당한 의미
가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특히 이번 연구의 대상인 4개국은
당장 권리행사를 강화하여 사용료 수익을 증대시켜야 하는 국가들은 아
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가치를 두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인바
우리나라의 권리자단체의 현황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이와 같은 미래지
향적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 공공에서 민간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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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긴 하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국가기관 등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맡게 되었을 때의 문
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저
작권법 제104조와 관련한 모니터링 업무를 저작권단체연합회에 위탁하
였다가, 권리자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모니터링 업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즉 민관협력
강화라는 정책이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민간에 넘겨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저작권의 보호는
불법 복제물의 현장 단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ICT의 발전으로 이
제는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 인터넷은 국경이 모호하지만 법제
도와 집행은 엄연히 주권의 제한이 있다. 단속과 집행은 민간의 영역이
아니며 현지의 해당 국가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때문에 이
들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와 저작권 보
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수해주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I-COP), ▲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 저작권법상 시정 권고
및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 ▲ 전자법의학(포렌식) 수사 기법 및 단속
경험, ▲ 민관협력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전수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도모한다.

각 나라의 법제도와 저작권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세
워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3) 국가 현실에 적합한 순차적 대응

베른협약·WTO/TRIPs 이래로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가 제도화되었
지만, 현실적으로 국경과 주권의 제약이 명확한 해외에서, 국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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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위 중국의 ‘꽌시’ 문화와
같이 해당 국가의 현실과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물
론이고, 한국 저작권의 진출과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우선시했던 것은 양국이 저작권
주요 수출국이었기 때문이고, 이후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해외 사무소
를 마련한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한류문화가 인기를 얻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위 기생충, BTS 이후로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저작
권 보호를 위한 정책 역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같이
소위 저작권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과 협력할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전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피아노학원에 대한 무리한 권리행사가 국민
적 반발을 산 바 있는데, 동남아 국가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고소·고발
등 권리 행사에 나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한 과거 미국 등 소위 선
진국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산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했던
것처럼, 현지 저작권 인프라 마련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766)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4개국은 과거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았던 국가들
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0년 해외 현지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
면767) 4개국 중 러시아만이 서버위치나 제공 언어 등에 있어 의미있는
비중이 나왔을 뿐, 브라질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은 이용자수
766)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비용 상당부분은 우리나라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767) ㅇ 대상 : 해외 현지사이트 5,061개 사이트 * `19.1. ~ `20.6.까지 해외협력운영팀에서 조사한 목
록ㅇ 조사기간 : `20.8.11.(화) ~ 9.4.(금), 24일간 ㅇ 조사자 : 총 200명(행정지원 인력 5명, 청년 재
택모니터링 인력 195명) ㅇ 조사방법 - 접속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 일반현황(서버위치, 국가별
이용자트래픽 등) 및 저작물 현황(한류콘텐츠 현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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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68) 언어, 사이트 운영 등에 있어 한국 콘텐츠의 주요 침해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769)

구 분
서버
위치
제공
언어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국가명

캐나다

미국

러시아

홍콩

네덜란드

독일 등

수량(개)

2,325

448

351

257

171

1,552

4,326

백분율(%)

53.7

10.4

8.1

5.9

4.0

17.9

100

국가명

영어

중국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

수량(개)

1,573

903

413

319

198

920

4,326

백분율(%)

36.4

20.9

9.5

7.4

4.6

21.2

100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합계

한류 콘텐츠 실태조사를 위한 현지사이트 조사 현황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률이 높지 않고 한국콘텐츠에 대한 불법 이용
사례가 보고된 바가 드물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발간한 2019
연간리포트를 보면 3·4분기에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접수된 건수가
19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한국콘텐츠와 관련된 통계는 보이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저작권
집행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률보다 왕의 칙
령이 중요시되는 법문화와 법령 위에 존재하는 샤리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770)

4)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 원스탑 구제조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동남아 등 한국 콘텐츠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
768) 국가별 이용자는 미국이 420(9.7%)건, 중국 419(9.7%)건, 인도네시아 142(3.2%)건, 러시아
117(2.7%)건, 베트남 115(2.7%)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상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보고서, 3면.
769) 그나마도 해외 현지사이트 전체 저작물 362백만 개 중 한류콘텐츠는 총 6백만 개로 전체 저작물
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770)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로펌에 자문을 구한바에 따르면 Sharia 등 종교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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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현지 정부와 주요 유관 기관 등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현지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을 조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외사무소와 현지 법률사무소를 연계하
여 전문 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온 것이다. 특히 주요 침해 사안에 대한
증거 보전,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 및 민형사 소송 시 법률 지원
등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771)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지 모니터링, URL 삭
제 및 합법 이용 유도 경고장 발송 등 구제조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우
리나라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넘어
서 소송에 이르는 경우에도 현지 법률 사무소와 연계하여 컨설팅을 지
원해 왔다. 사전 인프라 구축부터 민간 OSP와의 Notice & Takedown,
해당 국가의 행정적 규제와의 협력을 넘어서 사법적 구제에 이르기까지
문화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점진적으로 지원체계를 공고히 변모시켜
온 것이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일부 중첩되는 사항들이 있
었고, 업무 범위 조정과 2020년 저작권법 개정 등을 거치면서 해외 사무
소가 보호원으로 이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정
보 공유, 저작권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전수, 현지 실무가에 대
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민간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부·보호
원·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던 아이코텍의 경우772)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활용,
771)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
츠에 대해 경고장 발송과 증거보전 등 구제조치를 지원한 건수는 2017년 4,641건, 2018년 7,824건
에 이어, 2019년에는 9,085건에 이른다. 2019 저작권 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89면.
772)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인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이하 ICOTEC)’는 ‘저작권, 콘텐츠의 생명이다! Copyright First!’라는 슬로건
으로 2011년 처음 개최되어 저작물의 유통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미
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2019 저작권 백서,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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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호 분야로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저
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원도 연구와 교육 기능을 제도적으로 업무 범
위내로 확보하였다. 보호원과 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를 제기하는 담론이기는 하나, 권리자 입장에서는 ‘원스탑 구제’가 가
능하도록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위원회와 보호원의 조율과 협력이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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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별 저작권 보호 현황

1. 저작권법 및 침해구제를 위한 제도

연구 대상 국가들은 국가별로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일부 특수한 규정
이 있긴 하였으나, 베른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저작권법 제도를 모두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오픈라이선스를 명문화 하는
등 저작권법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연구 대상
국가들 모두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에 서면의 형식이 필요함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양도·이용허락의 기간과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참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역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 세관의 국경조치를 통한 수출입 통제,
침해에 대한 예비적 또는 임시적 금지명령(가처분)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단순히 저작권 침해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에 차이는 있어 보인다. 연구 대상 국가 중 일부는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 또는 재판부가 있거나 없더라도 상사법원 또는 상사부에서 전담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도가 떨어질 경우 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가능한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법원 또는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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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프라 및 데이터 인코딩,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화
질 동영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복제·전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현
재는 대부분의 영상, 음악, 만화 콘텐츠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불
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온라인 상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해외에
서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의
특성 상 침해자의 특정이 어렵다는 점과 불법복제물 또는 링크가 제공되
는 사이트 또는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기 전에는 제3자를 통한 침해가 반
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enforcement)에 어
려움이 있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 국가에는 형식이 다르긴 하나 모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온라인

ISP(OSP)에

사이트

또는

불법콘텐츠의

게시물에
접속차단

대하여

사이트

운영자

또는

등을

요청할

수

있는

notice-and-take-down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773)

임시적 접속차단 요청
제도774)

ISP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규정

법원의 명령에 의한
예비적 접속차단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
아라비아

O

O

X

X

O

O

O775)

X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별도 규정

John Doe
명령으로
포괄적 금지
가능

일반적
가처분

일반적
가처분

773)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직접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접속차단에 법원 명령
이 필요한 다른 세 국가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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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한 접속차단

미러 사이트에 대한
차단

X

X

X

O

기존
명령으로
가능(로스콤
나조르에
신고)

기존
명령으로
가능(John
Doe Order)

별도 조치
필요

별도 조치
필요

O

X

X

X

불법복제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앱에 대한
접속차단 가능 여부

따라서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사이트
운영자 또는 ISP에 접속차단,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
는 것이 가능하다.

Ⅱ. 국내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연구 대상 국가의 현황 파악 및 현지 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이번 연구에서 연구 대상 국가의 저작권법 제도 및 집행 체계를 조사·연구하였
으나, 조사·연구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었던 자료들의 양과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여전히 연구 대상 국가의 시장규모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비하면 연구
대상 국가에 대한 연구나 현황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76)

774) ISP 등에 직접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접속차단을 요청할 경우 ISP 등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SP 등에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방
식
775) 단, 일반적으로 함께 규정되는 면책예외규정(침해통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하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이 저작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면책규정으로
인한 ISP 등의 침해대응 강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판례로는 면책예외 인정).
776) 인도를 제외하면 러시아어, 포르투칼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현지 웹사이트나 자료를 영
어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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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 대상 국가의 대사관, KOTRA, 우리나라 민간 업체 등을 통
한 현황 파악 및 현지 기관, 저작권자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과의
교류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 민간 업체들이 많이 진
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사관 등 현지에 개설된 정부기관과의 긴
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2020. 12.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원은 2021. 6.부터 법
률에 근거하여 국내외 필요한 곳에 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게 되었으므로(저작권법 제122조의7), 연구 대상 국가와 같은 주요 저
작권 침해국에 현지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두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
보 수집 및 침해 대응, 구제조치 등 보호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다만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의 집행은 해당 국가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원은 저작권 관련 교육, 홍보, 지원 정
책을 우선으로 하여 해외기관 또는 저작권자 단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들과 직접 접촉하고, COA나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 민관협력체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행사 및 침해 대응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워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대상 국가들에서 컨택포인트로 제시한 기관들과의 구체적인 협업방
안은 아래와 같다.

① 러시아 : 저작권법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비교적 잘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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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이 없어 현지
기관과의 보호업무에 관한 협업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러시아는 민사소송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 보호조치명
령 제도를 별도로 규정해놓고, 위 보호조치명령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
해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접속차단조치는 저작권자의 신청을 받은 행
정기관(로스콤나조르)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현재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접속차단 업무를 수행하고 접속차단
사이트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로스콤나조르와 협조하여 불법 침해사이트
정보의 공유를 통한 신속한 침해 대응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된다.

② 인도는 경찰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단속을 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이 선
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저작권 침해를 비범죄
화 하려는 논의도 진행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차이나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CIPAM과 협조하여
CIPAM이 수행하는 인도 내 저작권 교육, 홍보, 지원사업에 협조하여 현
지 세미나, 한류콘텐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지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③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은 저작권과 관련
된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침해 조사, 단속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저작권보호원과 직
접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침해 신고 및 침해 모니터링 정
보제공, 침해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하여 SAIP과의 직접적인
공조관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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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브라질의 ‘저작권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
원회’(CNCP)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 지원
업무도 병행하는 국가 주도의 민관협력체이므로, 현지 기반 마련 및 침해
대응을 위한 공조를 모두 시도해보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3.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연구한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차단방법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연구 대상
국가에 모두 불법 웹사이트 자체 또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ISP(OSP)에
대한 통지로 접속차단 또는 삭제할 수 있는 Notice and Takedown 제도
가 를 이용하여 침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불법 웹사이트 자체 또는 저작
권 침해물을 ISP(OSP)에 대한 통지로 접속차단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① COA 또는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일본의
CODA와 같이 자체 모니터링 후 현지의 ISP(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삭
제 또는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원이 지원해
주거나, ② 보호원이 연구 대상 국가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할 경우에는
보호원이 직접 현지 법률대리인(로펌)과 계약을 맺어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재택 모니터링’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현지 법률대
리인이 피침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현지 담당 기관 또는
ISP(OSP)에 침해 사실 및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
어 놓는다면 연구 대상 국가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외(또는 해외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대응절차를 토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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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별 침해대응 모델을 마련해놓는다
면 우리나라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업체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침해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침해사실의 인지 : 저작권자 및 콘텐츠업체가 침해가 발생하는 사이
트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보호원에서 수행하고 있
는 저작권 침해사이트 실태조사(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확인되는
침해물의 저작권자에게 개별 침해사실을 통지해주거나, 저작물 카테
고리 별로 침해물이 주로 유통되는 침해사이트 정보를 해당 카테고리
의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업체에 제공하여 권리자들이 해외에서 발생
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침해사실의 수집 : 이후 소송 또는 수사에서 침해사실을 증명할 증
거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침해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사이트 이름과 URL
- 침해물이 게시된 특정 페이지의 URL 및 캡처 이미지(스크린샷)777)
- 침해물이 게시된 일시 및 침해를 확인한 일시
-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 침해물 파일
- (침해물이 많을 경우) 위 정보들을 목록화 한 자료

◌ ISP 등에 대한 접속차단 요청 : 대부분의 ISP(OSP), 웹사이트, SNS,
포털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약관에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사실
을 통지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ISP 등에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침해물의 삭제 또
는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러시아, 인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ISP 등이
이러한 침해통지를 받았을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일단 일시적으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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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해당 국가들에서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접속차단을
구하기 전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단, 법률에서 이러한 절
차를 정해놓은 경우 법률에서 권리자의 접속차단 요청에 필요한 것으
로 규정한 정보 및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러시아의 경우 신청인 정보, 침해물 정보, 사이트 도메인 및
주소,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침해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되었다는 증거,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공해야 함).

◌ ISP 등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 요청 : 침해물이 게시된 사이트가 콘
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
작권 침해사실을 통지하면서 적법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
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하다면
권리자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

◌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 :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
는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침해사실을 신고해야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가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해보
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침해
범위 및 규모를 밝히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원에 가처분(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 각 국가의 민사소송법
에서 정하고 있는 가처분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침
해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침해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금지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① 신청인이 권리자라는 사실,
② 침해가 발생한 사실, ③ 금지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소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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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

아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접속차단 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인도
의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용하여 침해자를 특정하지 않더라
도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 제기 : 침해로 발생한 손해
의 배상, 침해의 영구적 금지, 침해물 및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
기·압수 등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특성 상 앞
에서 기술한 ISP에 대한 접속차단 요청 또는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에 따른 접속차단 또는 콘텐츠 삭제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 동일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명령
또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명령이나 판
결의 효력을 이용하여 바로 ISP 등에 접속차단 또는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주소명을 변경한 미러 사이트의 경우 원칙적으
로 동일 사안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나, 러시아, 인도
의 경우에는 기존 침해사이트의 미러 사이트임을 증명할 경우 기존
명령 또는 판결의 효력으로 미러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므
로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을 검토 중인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에
연구 대상 국가 중 일부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된다. 현재도 국제형사협력기구(인터폴)을 통한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
로 외국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인터폴은

777) 캡처할 때 캡처한 일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계 프로그램 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캡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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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마약, 밀수, 아동 대상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국립중앙사무국(NCB)의 신속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위 협약의 체결을 통해 협약 가입국 사이에 국가간 사법공
조(MLA)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도 좀 더 용
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협약 가입 이후 협약 가입국의 수사기관 및
민간 사업자와의 공조를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데이터 보존, 제출명령, 데이터의 압수·수집
에 관한 절차 규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의 제정 및 일부 상충되는 법률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99

700

부록
국가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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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1장. 러시아 저작권 개요

러시아는 이전에 별도로 존재하던 지식재산권법을 법률 개정을 통해 러시아
민법 제4부에 포함하였다. 민법 제4부 제70장과 제71장이 각각 저작권과 저
작인접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조약(WPPT), TRIPs 협정,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보
호를 위한 로마협약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이
들 조약과 그 내용을 반영한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외국저작물도 러시아 내
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저작자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라면 그 가치나 목적 및 표현 형태를
불문하고 러시아 민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민법 제
1259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 객체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어문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 연극 및 악극 저작물
- 무용 및 무언극 저작물
- 가사의 존재 여부를 불문한 음악 저작물
- 시청각 저작물
- 회화, 조각, 그래피티, 디자인, 만화, 기타 미술저작물
- 장식, 응용미술 및 무대예술 저작물
-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에 관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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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 지리학적 또는 기타 지도, 도면, 스케치 및 지리학, 지형학 및 기타 학
술과 관련한 조소저작물
- 기타 저작물

위 대상 외에도 원저작물을 가공, 영상화, 편곡, 무대화한 이차적 저작물
과 소재를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한 편집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제1259조 제2항 및 제1260조778)). 또한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으
로, 독립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적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의 명칭과
캐릭터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제1259조 제7항).

한편 아이디어, 사상, 개념, 원칙, 방법, 시스템, 사실, 발견, 프로그램 언어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제1259조 제5항). 또한 국가기관이나 국제
조직의 공문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징과 문장,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예술 또는 민간전승, 단순히 정보제공 성질을 가지는 사상과 사
실의 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259조 제6항).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가. 업무상 저작물

종업자가 고용 등으로 정해진 노동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창작할 시, 저작
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종업자에게 귀속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는 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한다(제1295조).
따라서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이며, 종업자는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수를 얻을 뿐이다.

778) 이하 ‘러시아 연방 민법’은 법률명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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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작
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①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
배타권을 타인에게 이용허락하지 않거나 ③ 저작물이 비밀임을 저작자에
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배타적 권리가 종업자에게 반환된다.

나. 외국 저작물의 보호

다음에 해당하는 학술, 문학, 예술 저작물은 러시아 민법 제1256조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외국 저작물도 보호 가능하다.

- 러시아 영역 내에서 공표되었거나, 공표된 것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역
내에서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저작물로서 저작자의 러시아 시민권 여부
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
- 러시아 영역 외에서 공표되었거나, 공표된 것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역
외에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저작물로서 러시아 국적의 저작자가 소유하
는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
- 러시아 영역 외에서 공표되었거나, 공표된 것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역
외에서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저작물로서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저작자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

이때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은, 저작물이 원래 발
생한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러시아 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모두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물
이 발생한 외국의 권리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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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저작자임을
인정받을 권리, 저작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등이 인정된다
(제1255조 제2항). 이 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의 재산
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며, 나머지인 저작자로 인
정받을 권리, 저작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저작자의 비재
산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이다.

가. 저작재산권

지적활동의 성과 중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러시아
민법 제127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법령
에 반하지 않는 한 이용 형태와 수단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배타
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행사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열
거한다.
- 저작물의 복제
-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의 판매 기타 양도에 의한 배포
- 저작물 공공전시
- 배포 목적으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입하는 행위
-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의 대여
- 저작물의 공공 실연
- 무선에 의한 저작물 공공전달
- 유선, 케이블에 의한 저작물 전달
- 저작물의 중계방송 또는 재송신
- 저작물의 번역과 파생저작물의 창작(개작, 영화화, 편곡, 무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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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 도시계획 시행
- 저작물의 공중전달(공중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접근을 가능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저작물 전달)

○ 시청각저작물의 제작과 원 저작물의 이용(제1240조)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시청각저작물을 제작하는 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와 양도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만 원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저작물을 이용한 영상화 기간은 5년의 제약
을 받는다.

또한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는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이 원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영상화와 무관하
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유형으로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저작자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이 있다.

이들은 일신전속권이고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며, 이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무기한이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범
위 내에서 권리의 유지와 보호가 가능하다.

1) 저작자임을 인정받을 권리와 성명표시권

706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가명, 필명 등을 표시하거나 저작자를
무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제1265조).

2)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수정, 축약, 추가되는 것을 금지하
여 자신의 명예와 평판,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다(제1266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데, 예를 들어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게 된 자라도 저작자
가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을 변형할 수 없다. 저작자의 이
해관계인은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예외로 러시아 민법 제1274조 제4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문학, 음악, 캐리커쳐 등의 방식으로 풍자적으
로 비틀어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가능하다.

3) 공표권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개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
다. 저작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때에만 배타적 권리자의
공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저작자 사후에도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다. 기타 특수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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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실제로 공표되기 전까지 자신의 공표 결정을 철회
할 수 있다(제1269조). 단, 이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양수받거나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있다면 저작물의 공표 철회로 인해 이들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업무상
저작물은 철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접근권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원 작품을 소유한 자에게 저작물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도 원저작물의 촬영
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92조).

(3) 추급권

미술저작물의 원본,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원본을 저작자가 양도하
거나 판매한 후라도, 이러한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자는 재판매
가격의 일정한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93조).
2018년 6월부터 저작물을 재판매 할 때 판매자가 보수에 관한 필요한 정
보를 저작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4. 저작인접권

가. 러시아 저작인접권 제도

러시아는 민법 제71장을 통해 실연가, 음반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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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가 등의 지적활동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2017년에는 러시아
민법 개정을 통해 연출가가 제작한 연극도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연극을
인식하게 하면서 반복 공연이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면 저작인접권
을 보호받게 되었다.

나.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기술적 수단에 의해 복제나 배포가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된 실연, 소리나
음을 녹음한 것으로서 시청각저작물에 수록된 것을 제외한 음반, 방송사
업장 의한 방송 전달, 데이터베이스는 러시아 민법 제1304조에 따라 저작
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단, 이들을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 주체와 내용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도 실연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저작인
접권자의 인격권, 기타 권리로 구성된다. 이 중 인격권은 실연가와 연출가
에게만 인정된다.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자
는 기타 권리로서 저작물 사본에 성명과 상호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과 달리 저작인접권은 법인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작인접
권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양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권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권리 보호주체별로 저작인
접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연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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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활동을 통하여 노래, 연주, 연출, 무용 등의 실연을 창작한 실연가는
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실연의 창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15조).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는 실연의 이용으로
간주된다.
-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의한 방송, 유선에 의한 실연 전달
- 공중이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연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실연의 수록 및 매체 고정
- 수록된 실연의 공중재생
- 실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또는 수개의 유형적 복제물로 작성
- 실연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양도, 배포, 대여하는 것

한편, 실연가의 동의 하에 수록된 실연을 복제, 방송, 유선 전송, 공중재
생하는 행위에는 실연에 대한 배타권이 미치지 않는다(제1317조 제3항).
단 이 경우 실연의 이용 행위는 수록 당시에 실연가가 동의한 범위 내에
서만 가능하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이란 실연이나 기타 표현에 의한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서 시청각저
작물에 포함된 녹음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음반제작자는 소리를 최초
로 고정하여 음반을 제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음반에 대한 배타권과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인정되며
음반 이용과정에서의 손해로부터 음반을 보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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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음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는 음반의 이용
으로 간주된다.
- 음반의 공공실연
- 유선과 무선에 의한 음반 전달
-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 음반의 복제와 가공
-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양도, 배포, 대여하는 행위
-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한편 음반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 음반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거
나 유무선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자나 실연의
배타적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아도 가능하다. 대신 음반과 실연의
배타적 권리자는 음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다(제1326조).

3) 방송사업자의 권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저작인접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고 방송을 유
무선으로 전달하는 법인인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대한 권리자가 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송신할 배타적 권리를 가
지며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
열거된 예시는 방송을 송신, 전달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수록
- 방송 수록물의 복제
- 방송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처분, 배포, 대여하는 행위
- 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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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방송의 공공 실연

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
성하는 소재를 수집하고 배열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구성한 개인 또는 법
인으로서 실제로 조정작업을 한 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해
상당한 금전과 인력, 물질적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원하는 방
식으로 이를 이용할 배타적 권리,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3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의 형식과 구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것은 저작인
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러시아 저작권법 제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를 저작권 대상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제1334조 제3항).

5) 출판자의 권리

공표되지 않았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유에 속하는 저작물의
출판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을 공표한 출판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와 출판
자의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38조, 제1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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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은 실연가의 생존기간 뿐만 아니라 실연이 행해지거나 수록된 해의
다음해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음반에 대한 권리는 수록된 다음해로부터, 공표된 음반일 경우 공표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보호받는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권리는 방송전달 다음해로부터 50년간 존
속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완료된 다음해로부터
15년간 존속한다. 출판자의 권리는 출판 다음해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

저작인접권 중 비재산적 인격권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5. 권리 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 다음해
로부터 70년 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공동저작자 중 가장
나중에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그의 사망 후 다음해로부터 70년까지 보호
된다(제1281조 제1항).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기간은 저자굴이
저작자 사후 70년 이내에 공표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표된 다음해로부
터 70년이다(제1281조 제3항). 무명 또는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
물이 공표된 다음해로부터 70년 간 보호되나,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
나 저작자를 특정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저작자 생존기간과 저
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된다(제12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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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 관련 특수한 내용으로 제1281조 제4항과 제5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자가 탄압을 받았다가 사후에
명예가 회복될 시에는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명예가 회복된 다음해로부터
기산하며, 만약 저작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소전쟁에 참여하였다면 그
시기에 근무한 권리자의 보호기간은 4년 동안 연장하게 된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영구적으로
보호되며 저작인격권 포기는 무효로 된다(제1265조 제1항).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러시아 민법은 저작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는 저작권의 제한 사유와 공정이용 사유를 두고 있다.

우선 러시아 민법 제1274조에서는 정보, 교육, 문화 목적의 저작물 무상이
용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저작자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학술, 논문, 평론, 교육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인용하
는 행위
- 교육적 성질의 간행물, 방송,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시사에 대한 기사 방송과 전달 및 정기간행물의 복제와 배포. 단, 저작
물의 복제, 전달이 특별히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 정치적 발언, 연설 등의 저작물을 공중에 고지할 목적으로 정당한 범
위 내에서 간행물에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사건 과정에서 보여지는 저작물을 고지할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

714

서 복제, 배포, 방송, 논평하는 행위
- 교육기관, 의료조직, 사회기관 등의 그 구성원이나 대상자를 위한 적법
하게 공표된 저작물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
- 논문 요약을 컴퓨터 기억장치에 수록하는 것과 공중전달을 포함하는
전자매체에의 수록

위 사유 외에도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사본을 비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것은 저작자의 명칭 표시를
조건으로 하여 가능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수화 번역하거나 청
각적 설명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제1274조 제2항과 제3항).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문학, 음악, 풍자, 캐리커쳐, 기타 표현을 통해 풍자
적으로 비틀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할
수 있다(제1274조 제4항).

위 제1274조 외에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무상이용(제1275
조), 공공장소에 상시 설치된 저작물의 무상이용(제1276조), 적법하게 공표
된 음악저작물의 무상의 공공실연(제1277조), 법집행 목적을 위한 무상의
복제(제1278조), 방송사업자에 의한 저작물 단기이용을 위한 무상의 녹음
과 녹화(제1279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용자의 권
리(제1280조) 조항을 통해서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저작물 이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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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러시아에서는 저작권의 발생과 행사를 위해 저작물 등록 등의 절차를 요하
지 않는다(제1259조 제4항).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저작
권자의 재량에 따라 등록 가능하다(제1262조).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통해 저작물 소유관계와 관련 정보를 증명할
수 있다.

1. 저작권 등록기관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러시아 지적재산당국(ROSPATENT)이다. 위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
부에 기재된 정보는 별도의 증명이 없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
1262조 제7항).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양
도할 시에는 그 양도 사실도 등록해야 한다.

기타 저작물의 등록은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민간
기업과 단체는 개별적으로 저작권 등록부를 운영·관리하며 대표적인 민
간 단체는 저작권 관리단체인 Russian Authors’ Society(RAO)가 있고, 민
간 기업으로는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인 “National Reg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운영하는

n’Ris779),

웹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idPowers”에서 운영하는 iReg780)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이 자체적으로 저작권 등록부를 두고 있기도 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절차
779) https://nris.ru/
780) https://idpowers.com/cases/ireg/

716

ROSPATENT를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등록절차
와 신청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은 한 번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저작물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제1262조 제2항).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국가 등록 신청
- 저작물의 권리 소유자와 저작자(저작자가 지명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
은 경우에 한한다) 표시, 각각의 주소 또는 소재지
- 등록 대상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특정 자료

ROSPATENT는 등록 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저작물이 등록 요건에 부합
하는지를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을 국가등록부에 기재한다. 또
한 등록신청인에게는 저작물 국가등록증을 발급하며, ROSPATENT의 공식
게시판을 통해 저작물 등록을 공표한다.

저작물 등록 과정에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

3. 일반 저작물 등록비용781)

어문 저작물(1개월 소요)

등록비용

법무법인
대행비용

5면 미만 – 1,298 루블
6~10면 – 2,360 루블
11~50면 – 2,714 루블
51~100면 – 3,363 루블
101~200면 – 4,366 루블

15,000 루블

781) RAO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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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면 – 4,484 루블
500면 이상 – 4,602 루블
1,534 루블
2,124 루블(추가비용)
2,950 루블
826 루블

15,000 루블
5,000 루블
2,500 루블
2,500 루블

등록증 및 등록부에
보관되어 있는 저작물
인쇄본(10면 이상)의
인증사본 발행

590 루블

2,500 루블

등록증 발송

우편요금에 따름

1,500 루블

음악 저작물(1개월 소요)
긴급 등록(3일 소요)
영문 등록증 추가 등록
등록증 추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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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양도

지적활동에 따른 성과물의 권리자는 성과물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를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다(제1233조 제1항). 양도
가 배타적 권리의 전범위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한 계약
은 원칙적으로 이용허락계약으로 간주된다(제2항).

1. 저작권의 양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그
렇지 않을 시 양도계약이 무효로 된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러시
아 민법 제123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 등록을 받아야 한다(제
1234조 제2항).

계약을 통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양도는 유상으로 간주되며, 대
가 지급 방식은 1회의 정액 지급이나 정기급 지급, 양수인 수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

양도계약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도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
을 시 계약이 무효로 되며(제1235조 제2항),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허락 계약에는 ① 계약을 통해 이용될 대상과 이들에 대한 배타적 권
리를 증명할 서류, ② 지적활동의 성과를 이용할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35조 제6항). 또한 계약을 통해 저작권이 이용되는 영역과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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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용영역은 러시아
전 영역 내로, 이용기간은 5년으로 각각 추정된다(제1235조 제3항 및 제5
항).

한편 과학, 어문, 예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미리
공개하고, 이용자가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물을 비독
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라이선스가 가능하다(제1286.1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의 기간이 정해지
지 않은 경우, 계약은 배타적 권리가 유효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간주된다. 이용 영
역 역시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러시아 전 영토 내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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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2017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
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도 지적재산
권 보호가 미흡하고 시장의 공정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된다.

2014년 러시아 국내에서 연방 지방 중재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소된
민사소송 건수는 10,109건이었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가 51%의 비율을 차지
하였다. 2019년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형사범죄가 522건 적발되었
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범죄도 20만 건 넘게 적발되었다.

1.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민사상 구제조치의 유형으로는 예비적 조치, 금지명령, 손해배상, 물품의
압수와 파괴 등 기타 조치가 있으며 주로 저작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
하고 권리자의 금전적 보상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1) 예비적 조치

법원은 저작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거
나 저작권 침해 제품을 압류하는 등의 예비적 조치 명령의 발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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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속제한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44.1조).

(2) 금지명령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제1252조).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될 경우 법원은 저작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영리 목적의 침해물 제작,
복제, 판매, 대여, 수입, 운송, 저장, 점유 또는 그 밖의 사용의 금지를 명
할 수 있다(제1302조).

(3) 손해배상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법정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2조 제1항 및 제3항).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거나 이미 지
출한 비용, 권리자의 재산상 손해, 통상적인 업무 조건 하에서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이 손해로 추정된다. 손해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나, 입증이 어려운 때에는 침해사실만 입증한 후 아래의 금액 중 하나
를 법정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법원의 재량 산정 손해액(10,000~5,000,000 루블)
- 저작권 침해물 가격의 2배
- 침해된 저작물의 통상 사용료의 2배

단, 법정 보상금 청구는 손해배상과는 택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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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 증명 용이성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4) 기타 구제조치

위 수단 외에, 자신이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사실을 인정받거나, 저작물의
부정한 사본을 압수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장치와 재료를 압수 및
파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관할 법원과 소송의 흐름

민사상 구제조치와 관련한 러시아 법원은 크게 일반법원과 상사법원
(Commercial Courts)782)으로 구분된다. 보통법원은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나 영리기업이 아닌 사안을 다루고, 상사법원은 영리기업 또는 개
인사업자 간의 사건을 심리한다. 각 법원의 심급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지적재산권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상사법원에 포함되었는데, 저작권 침해 사건은 지적
재산권 특별법원의 1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법원 또는 상사법원에
서 1심을 심리하고, 이후 항소심을 지적재산권 특별법원에서 심리한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콘텐츠 접속제한·차단을 신청하
는 가처분 사건은 모스크바 시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다. 기타 유의사항

민사소송 제기는 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배타적(독점적) 이용권자만이 할
782) 러시아어로는 ‘Arbitrazh’로 ‘중재법원’이라는 뜻이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상사법원의 역할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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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저작물 원본이나 사본, 외국 저
작권 기관에서의 저작물 등록 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직접 구입한 저작권
침해 제품 사본과 영수증, 저작권 침해품이 판매되는 웹사이트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① 저작물을 표절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
(저작인격권 침해)와 ②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대상을 큰 규모(10만 루블
상당)로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모방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취득, 보관 또는 수송한 자(저작재산권 침해)는 러시아 형법 제146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표절행위(형법 제146조 제1항)
- 2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18개월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6개월 이하의 금고
2) 저작물의 불법이용(형법 제146조 제2항)
- 2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18개월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 48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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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물 불법이용이 ①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② 규
모가 100만 루블 이상이거나, ③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는 가중처벌되어 아래에 열거된 형벌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된다(형법 제
146조 제3항).

- 5년 이하의 의무노동형
- 6년 이하의 금고
- 50만 루블 이하 또는 최대 3년의 침해자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가
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 모방품을 몰수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가
능하다. 예를 들면 저작물 복제에 사용된 서버나 컴퓨터 장치, 모방품의
재료나 제작 기계, 모방품으로 얻은 수익과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형법
제104.1조).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러시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직권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 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자, 저작물
의 독점적 이용권자, 그리고 형사 고소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통상 이용
권자이다. 고소는 러시아 경찰당국과 경찰 사무소, 연방세관, 지적재산권
국을 통해 할 수 있다.

경찰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적재산권 확인을 위한 증거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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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실에 대한 확인 증거, 침해 발생 장소, 침해자의 명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와 증거수집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형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 경찰
조직 내에는 아직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특수 기관이 설치되
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한 사건은 모두 일반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 다루게 된다.

다. 형사소송 절차

민사소송과 달리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형사법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
므로 모두 일반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형사소송 시 침해품 적발부터 제1심 판결까지의 평균 기간은 최단 6개월
(재범이거나 손해가 중대한 경우), 최장 1년(조직범죄 시)이 걸린다. 사건
배경과 피고의 대응,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년 정도가 소
요된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하는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2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3. 행정적 구제조치

러시아 행정법규 위반법 (CAO) 제7.1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모방품과
음반 수입, 판매, 대여, 위법한 사용과 저작물의 제조자, 제조지, 저작권자
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

- 일반인 : 1,500~2,000 루블
- 공무원 : 10,000~20,000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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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30,000~40,000 루블

모방품이나 음반 및 이들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와 설비, 기구 등
에 대한 압수와 파괴 등도 가능하다.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의 법령과 국제조약에 따른 제재를 받으
며, 같은 법 제32.9조와 제32.10조에 따라 러시아에서 추방될 수 있다.)

행정적 구제수단을 사용할 시, 대부분의 절차와 작업은 세관과 경찰 등의
행정기관이 진행하므로 권리자가 부담할 비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한편 저작권침해를 발견한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행정적 구제조치를 이용
할 수 있는데, 경찰과 세관 등은 행정조치를 내릴 최종적 결정권한은 없
고 단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 시에는 위
행정기관이 원고가 되고 권리자는 제3자가 된다.

4.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가. 세관을 통한 구제조치 개요

저작권자는 러시아 세관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러시아 국경에서
의 저작권 침해물품 수입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러시
아 세관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품은 1,930만점이었고 이 중 행
정법규 위반법 제7.12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권리 침해에 해당하
는 것은 27건이었다고 한다.

나. 세관 저작권 등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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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그 대리인은 러시아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저
작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자료들을 첨부해야 한다.

- 위임장
- 공증을 받은 상업등기부 또는 회사의 정관
- 공증을 받은 손실보상보증서
- 저작권 확인서류 (등록증명서 등)
- 세관등록을 요청하는 물품, 작품의 정확한 목록
-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락 계약서 사본 또는 양도증서 사본
- 저작물의 소유권과 작성일 확인 서류
- 정품과 모방품의 세관 수속 장소
- 정품과 모방품의 주요 특징, 사진, 샘플
- 러시아 시장 내에 모방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정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보통 3~4개월의 기간을 거쳐 저작권이 등록되며,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세관이 정기적으로 압수된 수입품을 통지
하고 모방품의 수입자와 사용자 정보, 권리 침해사항을 전달하므로 권리
자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가. Information Law에 따른 조치

(1) 관련 법령

2013년 러시아 연방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
하여 연방법 No.187-FZ ("On Amendments to Certain Laws of the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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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ti-Piracy Law)를 채택하였다.

이 법을 통해 영화, TV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 불법복제가 발생하는
웹사이트 또는 도메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예비적 보호조치(금지)명령을
받아 정부기관에 저작권 침해 컨텐츠 또는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
게 되었다.

이후 2015년, Anti-Piracy Law로 얻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러시아 연방정부는
Anti-Piracy

Law를

연방법

No.149-FZ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Data Protection”, Information Law)로 통합 개정하였다. 이 법
은 영화, TV영상 저작물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법률의 범위를 사진저작물을 제외
한 모든 저작물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법원의 예비적 보호조치명령을 받기 전에
웹사이트 또는 도메인 운영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소송 외 절
차를 법제화 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반복하여 받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영구적
인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구제조치

○ 예비금지명령

지적재산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44.1조에 따라 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
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영장을 받은 후 이를 러시아 연
방 통신·정보기술·언론감독국(Roskomnadzor)에 송부한다. 이후 저작권
침해 차단이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ⅰ) 저작권자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을 Roskomnadzor에 발송하며, 관
련 정보를 통해 Roskomnadzor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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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oskomnadzor은 저작권자의 정보 수령 후 3 영업일 이내에, 웹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지하는 호스팅 프로바이더 및 기타 개인을 특정하여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송부하며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ⅲ) 호스팅 프로바이더 등은 경고장을 수령한 1 영업일 이내에 웹 사이트 소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웹 사이트 소유자는 1 영업일 이내에 해당 불
법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한다.
(ⅳ) 만약 웹 사이트 소유자가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 콘텐
츠의 복제, 사용 및 배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호스팅 프로바이
더 등)는 3 영업일 이내에 콘텐츠 접근 제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웹 사이트

소유자가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시

Roskomnadzor은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ISP에게 전달하고 ISP가 24시간
동안 해당 웹 사이트 또는 웹 사이트의 섹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
○ 영구적 금지조치

정부기관(Roskomnadzor)은 반복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웹사이트 등을 영구적 차단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다.
동일한 신청인으로부터 접속차단 신청을 받을 시 침해가 반복되었다고
간주되며, 2017년 기준으로 223건의 웹사이트가 영구금지 목록에 등재되
어 있다.

(3) 담당기관과 관할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모스크바시 법원이
므로,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을 발견한 권리자는 위 법원을 통해 앞서
살핀 예비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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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신청 시, 인터넷 상 저작물이 사용됨과 신청인이 저작물에 대한 배
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자
문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Roskomnadzor)이므로, 권리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통해 위 기관
에 사이트 차단 등을 신청해야 한다.

(4) 정보중개자(호스팅 프로바이더)의 책임

인터넷 상 정보중개자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호스팅 프로바이더,
웹사이트 소유자 역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민법 제1253.1조 제2항에서,
호스팅 프로바이더와 웹사이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253.1조 제3항에서
각각 면책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시 인터넷 상 저
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ⅰ)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사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ⅱ) 권리자로부터 해단 콘텐츠가 업로드 된 웹 페이지 또는 IP주소를 명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수령 이후, 문제된 지식재산권 침해를 정지하기 위
한 필요 충분한 조치를 취함.

나. 2017년 연방법 No.156-FZ (Law on Mirrors)에 따른 조치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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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방법 No.156-FZ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약칭 "Law on Mirrors”)
는 저작물 침해에 따른 웹 사이트의 차단 이후, 우회 도메인을 통한 소위, 미러링
웹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제재를 위하여 ‘차단된 웹 사이트의 복제 (a
copy of the blocked websit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미러링 사이트는 검색 엔진을 통한 노출이 금지되며, 저작권 침해
의 웹 사이트 접근 제한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발견된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
단은 추가적인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없이 아래와 같이 단순화 된 차단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 Law on Mirrors 에 따른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 프로세스

Law on Mirrors에 따른 미러링 웹 사이트의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783)
(ⅰ) 법원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결정 이후, 저작권자는 차단된 웹 사
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Minsvyaz)에 제공함.
(ⅱ) 관련 정보를 받은 Minsvyaz는 24시간 이내에 차단된 사이트의 미러링 사
이트의 확인 여부를 거쳐, 미러링 사이트의 소유자에게 러시아 어 및 영어
로 된 전자문서 형태의 차단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하며, 추가적으로
Roskomnadzor에 차단 결정에 대한 상호작용을 위한 통지를 발송함.
(ⅲ) Roskomnadzor은 Minsvyaz의 통지를 수령한 이후 24시간 이내 미러링 사
이트의 호스팅 프로바이더 또는 이를 제공한 자를 특정한 이후 러시아어

783) Sergey V. Medvedev and Ilya Goryachev, “Russian Federation: Enhan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2018.4.16.,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it-and-internet/692072/enhancing-the-protection-of-copyright
-and-related-rights-on-the-internet>, 최종방문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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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어로 된 전자문서 형태로 Minsvyaz의 통지사항을 전달함.
(ⅳ) Roskomnadzor은 미러링 사이트의 차단 조치 이행을 위하여 통신 사업자
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함. Roskomnadzor의 통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24
시간 이내에 미러링 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함.
(ⅴ) Roskomnadzor은 러시아 연방지역 내의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미러링 사
이트의 도메인 명과 URL을 통보하여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을 중단하라는
전자문서 형태의 통지를 진행함. Roskomnadzor의 통지를 받은 검색 엔진
운영자는 24시간 이내에 미러링 사이트의 도메인 및 URL에 대한 정보 제
공을 중단하여야 함.

다. 2020년 연방법 177-FZ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저
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1)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물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177-FZ 개
정 (On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이하, 연방법 177-FZ 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위 개정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 fast-track 대상에 웹사이트 외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유자 개념을 추가하여 어플리
케이션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2)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침해 차단 프로세스

연방법 177-FZ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저작권 침해 방지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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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다음과 같다.
(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통한 저작물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Roskomnadzor에 접근할 수 있
으며, 러시아 내의 특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의 제한에 대한 신
청을 할 수 있음.
(ⅱ)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Roskomnadzor은 3 영업일
이내에 러시아어와 영문의 전자문서 형태로 정보 리소스 소유자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resource)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게시를 제공하는 자 (another person, who provides publication of
the corresponding software application on the Internet) (이하, e-플랫폼)에
게 통지하여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함.
(ⅲ) 요청을 받은 이후 1일 내에 e-플랫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
(mobile application owner)에게 침해 저작물의 액세스 제한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함.
(ⅳ)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는 1인 이내에 해당 공지에 대응하여야 하
며,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ⅴ) 만약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유자가 접근 제한에 실패하거나 혹은
거부를 하는 경우 e-플랫폼은 3일 동안 침해 저작물이 유포하는 소프트웨
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ⅵ) e-플랫폼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유자가 행위를 시행하지 않는 경
우, Roskomndazor은 통신 사업자 (telecoms operator)을 통하여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의 차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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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계약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다수의 중재기관이 몇 년 전부터 새로 생겨나기 시작
하였고 중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조정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송부는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수신자의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임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된다.

경고장 송부 시 지켜야 할 형식이나 요건, 발송 방식은 없다. 다만 경고장
의 취지 상 보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권리자와 지적재산권 특정
-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그 침해 정도
- 침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중단 제안 및 이후 대응 조치 등 통지

경고장은 비용 등이 크게 들지 않으므로 다른 구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소
규모 침해에 대응하기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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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가. 연방문화성

연방문화성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승인하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연방문화성 산하

-

의 규제부서(Нормативно правовой департамент)는 연방문화성의 활
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문화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법률 개선, 법적 규제 품질 제고, 저작권과 저작인접
권 분야의 국가정책과 법적 규제 개발, 이행,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
다.784)

나. 연방세관청

러시아 세관은 러시아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단속하고, 저작권
관련 정보를 세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발
견할 시, 세관은 일시적으로 물품을 압수하거나 소송을 거쳐 물품을 몰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 연방내무성

연방내무성에 러시아 경찰기관이 속하며, 러시아 경찰이 러시아 시장 내
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784) https://culture.gov.ru/about/departments/normativno_pravovoy_depar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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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oskomnadzor(로스콤나조르)

Roskomnadzor(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in the Sphere of Telecom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Mass Communications 약어; Роскомнадзор
/Roskomnadzor)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국가 집행 기관으로
서 등록 관리, 웹 사이트, 웹 호스팅 회사, 법원 및 기타 기관이 모두 연계되어 웹
사이트 차단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Roskomnadzor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저장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인터넷 모니터링과 콘텐츠 필터링은 불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사진저작물 제외)와 관련하여

Roskomnadzor는 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저작권자의 신청에 따
라 웹사이트 등의 차단을 이행할 수 있다.

기타 Roskomnadzor의 권한과 역할 중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는 항
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785)
- 러시아의 전기통신 및 공공통신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법률과 연결규
칙, 네트워크 설계와 운용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정보기술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률 준수 여부도 감독한다.
-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준
수 관리 감독
- 시청각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녹음물의 복제 시
의 러시아 법률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단,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저
작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러시아 내에서 배포가 금지되는 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식별을
위한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로케이터 등의 통합 등록시스템 제작과

785) http://eng.rkn.gov.ru/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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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공공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등록부,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 통합 등록부,
라이선스 등록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의 등록부 보관
- 라이센서 기관에 대한 라이선시의 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 제출 절차,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의 라이선스 등록부 작성과 유지 절차 및 텔
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통신 절차 마련
- 대중매체와 공공통신 또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등록
- 외국의 정기 간행물의 러시아 내 배포를 위한 허가서 발급
- 외국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수행
- 러시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고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 및 제한조치 실시
- 정부 기준에 따른 통합 등록기관 설립 및 통합등록부 작성과 보관

라. 러시아 지적재산권국(ROSPATENT)

러시아 지적재산권국은 러시아 경제발전성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주로 지
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대한 절차 규정, 지적재산권 감독과 등록증의 발
행, 라이선스계약 및 양도계약 등록과 정보 공개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저
작권 등록 사무를 처리한다.

2. 민간단체

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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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다.

주요 집중관리단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Russian Organis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VOIS, 인증기관) : 실연
가, 연출가
- Russian Authors’ Society(RAO, 인증기관) : 작곡가, 작가
- Russian Union of Rights Holders(RSP, 인증기관) : 작가, 실연가, 음반
제작자, 미술 및 예술저작물 등
- Association of Right owner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ights
in the Sphere of Visual Arts(UPRAVIS, 인증기관) : 화가, 조각가 등 예
술가(재판매권 관련), 사진 및 응용미술저작물 등

나. 일반 민간조직
다음은 불법복제 등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들이 조직하
거나, 저작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조직의 일부이다.

- Information & Computer Technologies Industry Association
목적 중 모방품 대책활동이 있으며, 지적재산을 담당하는 부문이 있다.
삼성, 파나소닉,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지부 등이 구성원이다.
- Nonprofit Partnership of Software Suppliers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지부가 구성원이다.
- National Federation of the Music Industry
소니, 워너, 유니버설 등 국제적 미디어 업체들의 러시아 지부가 구성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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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786)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GORODISSKY & PARTNERS

러시아에서 가장 큰 IP 전문 로펌이며, 유럽에서도 IP 전문 로펌 중 10위
권 내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대하여 소송, 중재, 고소, 조사, FTO 분석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M&A, 번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소 : 129090, Moscow B. Spasskaya Str., 25, stroenie 3 Russia
- Phone : +7 495 937 6116
- 연락처 : +7 495 937-6116, +7 495 937-6109
- 홈페이지 : www.gorodissky.com
- Email: pat@gorodissky.com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Ekaterinburg, Krasnodar, Samara, Perm,
Dubna,

Kazan,

N.

Novgorod,

Vladivostok,

Novosibirsk,

Tekhnopark

"Sarov", Kiev
- 변호사 수 : 13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Evgeny Alexandrov, Ilya Goryachev, Natalia
Nikolaeva, Stanislav Rumyantsev 등

◌ ZAO INEUREKA

2001년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786) 사무소 개관 및 저작권 관련 사건 수행 정보는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2021.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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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주소 : INEUREKA 125009 Moscow, Strastnoy Boulevard, 4, building 1,
office 100
- 연락처 : +7 495 369-10-36, +8 800 350-31-65
- 홈페이지 : www.ineureka.ru
- Email: org@ineureka.ru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Fariza Gabolaeva

◌ Gowling WLG

9개국 19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로펌 그룹으로 러시아 모
스크바에는 1991년부터 사무소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소 : 11 Gogolevsky Boulevard, Moscow, 119019, Russia
- 연락처 : +7 495 775-4863
- 홈페이지 : www.gowlingwlg.com
- 변호사 수 : 11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eronica Fridman

◌ Baker McKenzie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계 다국적 로펌으로 47개국 77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초대형 로펌이다.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 주소 : White Gardens, 9 Lesnaya Street, Moscow 125196, Russia
- 연락처 : +7 495 775-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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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www.bakermckenzie.com/en/locations/emea/russia
- Email: moscow@bakermckenzie.com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 변호사 수 : 81 명(모스크바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Eugene Arievich, Margarita Divina, Pavel
Gorokhov 등
-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 온라인 상 권리침해에 대한 콘텐츠 차단과 관
련된 집행절차 협조업무 수행

◌ Hogan Lovells

런던과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영미계 다국적 로펌으로 영국, 미국 외 12
개 국가에 약 40여 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 주소 : Summit Business Centre, 22 Tverskaya Street, 9th Floor,
Moscow 125009, Russia
- 연락처 : +7 495 933-3000
- 홈페이지 : www.hoganlovells.com/en/locations/moscow
- 변호사 수 : 29 명(모스크바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Natalia Gulyaeva, Julia Gurieva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① 레고 그룹을 대리하여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내에서 저작권 관
련 업무를 수행
② 글로벌 게임 기업인 Novomatic을 대리하여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정
책 및 침해중단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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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tons

2015년 미국 로펌 덴톤스와 중국의 다청 법률사무소가 통합하여 만들어
진 초대형 로펌으로 한국의 Dentons Lee 법률사무소가 업무제휴 관계에
있다.

- 주소 :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Lesnaya ulitsa, 7, Moscow,
125196, Russia
- 연락처 : +7 495 644-0500
- 홈페이지 : www.dentons.com/en/global-presence/russia-and-cis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Krasnodar
- 변호사 수 : 48 명(모스크바 사무소), 30 명(St. Petersburg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ictor Naumov, Denis Voevodin 등

◌ Egorov Puginsky Afanasiev & Partners

1993년 설립된 종합 법률사무소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 이상의 국
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주소 : 21, 1st Tverskaya-Yamskaya Str., Moscow, 125047, Russia
- 연락처 : +7 495 935-8010
- 홈페이지 : epam.ru/en/team
- Email: mow_office@epam.ru
- 분사무소 위치 : St. Petersburg
- 변호사 수 : 31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avel

Serebryakov, Daria Sergeev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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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ovsky,

Irina

Kosovskaya,

Igor

◌ INTELS

1980년대말 구 소련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적재산권 전문 민간기관으로,
현재는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소 : 33, Pokrovka Str. 105062, Moscow, Russia
- 연락처 : +7 495 921-40-81
- 홈페이지 : intels.ru
- Email: agency@intels.ru
- 변호사 수 : 14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Jennet Abduraimova

◌ Liapunov and Partners

1994년 설립된 IP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국가연
합(CIS), 발틱국가들의 법률사무소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주소 : off. 25, Zagorodny pr. 16, St.Petersburg, 91002, Russia
- 연락처 : +7 812 312-8421
- 홈페이지 : www.liapunov.com
- Email: mail@liapunov.com
- 분사무소 위치 : Moscow, Kiev
- 변호사 수 : 23 명(St. Petersburg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nna Eznichenko, Alexey Grishaev, Daria Pettus,
Elena Shevchenko, Inna Gal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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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juz patent

1922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변리업무를 전담하였던 'Sojuzpatent'가 모
체로, 구 소련 붕괴 후 유한회사로 전환되었다.

- 주소 : 13 Bldg. 5 Myasnitskaya St., 101000 Moscow, Russia
- 연락처 : +7 495 221-8881, +7 495 221-8880
- 홈페이지 : www.sojuzpatent.com
- Email: info@sojuzpatent.com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vetlana B. Felitsyna, Maxim V. Mikhailov, Elena
F. Halturina, Tatiana V. Ekhlas, Mikhail V. Nepomnyashchikh, Victoria M.
Nikitina, Maria A. Plotkina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 미국의 하스브로 사를 대리하여, 'My Little
Pony'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의 불법복제품을 수입한 자들에 대한 세
관조치(압류) 및 행정소송(벌금 및 몰수)업무를 수행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787)

- 침해통지서 작성
① 도메인 네임 소유자 : 1,000 USD
② 웹사이트 소유자 : 800 USD
③ ISP : 600 USD
④ 도메인 등록업체 : 600 USD

- 경고장 작성 : 1,000~1,500 USD

787)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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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본안소송(1심) : 15,000~20,000 USD

- 민사 가처분(모스크바 시 지방법원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 포함) : 5,000
USD

- 형사사건(권리자 측)
① 수사단계 참여 : 4,000~7,000 USD
② 소송단계 참여 : 5,000~7,000 USD

- 행정소송 : 5,000~7,000 USD
- 세관의 저작권 등록 : 1,700 USD(이후 1개 추가될 때마다 1,000 USD)
- 세관집행 과정에 참여 : 700~1,5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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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지적재산법원 판결, 사건번호 A40-182072/2017호, 2019.11.27.

미술저작물인 완구 Homunculus Loxdontus (Zhdun)에 대한 원고의 배타적
권리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는 위 완구를 인터넷과 소매점에서 판
매하였다.
지적재산법원은 인터넷에서의 모방제품 선전 및 판매와, 동일한 모방품의
오프라인상 판매는 각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진 별개의 행위이므로
독립하여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각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Autodesk Inc(미국 기업), Altium Limited(호주 기업) vs. Reltec LLC(러
시아 기업),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상사법원, 사건번호 A60-25829/2014

원고는 미국 기업인 Autodesk Inc와 호주 기업 Altium Limited로, 러시아
기업 Reltec LLC를 피고로 하여 2014년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약 2년에 걸쳐 4심까지 진행된 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소프트
웨어를 컴퓨터에 기록 및 보존한 자였다. 법원은 원고의 허락 없이 소프
트웨어의 복제품을 컴퓨터에 보존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한 목적을 인정하
여 고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 사례 - 2015년 A Serial LLC vs.
Privactully LLC, Yes Networks Unlimited Ltd., Sia Vps Hosting, Iliad (모스크바
시 법원, 사건번호 3-0330/2015)

본 사건의 청구인은 텔레비전 시리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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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도메인 명 org.net.tv.me에 해당 텔레비전 시리즈가 배포 및 이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웹 사이트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모
스크바 시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하였고, Roskomnadzor는 이
를 근거로 하여 콘텐츠의 차단에 대한 실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본안 소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호스팅 프로바이더는 원고 (가처분 사건 청구인) 텔레비전 시리즈의 불법
복제물을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9.05. 2015 г. N 84-КГ15-1788)

원고(Бойцова А В)는 컨트리하우스와 욕조 등에 대한 카탈로그와 설계
도의 저작자로서, 피고(Колосову С А)가 피고의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원
고의 저작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청구가 기
각되어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위 카탈로그가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문제된
바, 러시아 대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적재산 활동
의 결과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인지와 그 결과물이 지적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결과물이 저작자의 창작적 결과물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21.05.2019 on case N 309-ЭС
18-25988, А60-27474/2018789)
788) Nikitin Law International - Определения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ерхо
вн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мая 2015 г. N 84-КГ15-1, от 26 мая 2015 г. N 84КГ15-4, 2020
<http://ncglaw.ru/index.php/en/node/108>. 최종방문일 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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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Гелио Пресс)는 사진저작물의 원 저작자로부터 7개의 사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자이다. 원고는 위 사진저작물을 개
변하고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피고(Расс
вет жизн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저작권 정보를 삭제한 피고에 대해 저작물의 창작자 뿐만 아
니라 그 후속 권리자(the subsequent right holder)도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었다.

러시아 대법원은 후속 권리자 역시 저작권 정보 삭제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러시아 민법 제1233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법률과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2) 만약 계약상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조건과 그러한 내용의 계약은 독점적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며, 이용허락 계약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3) 저작권 정보(저작물, 창작자와 기타 권리자를 특정하고 저작물 이용 조
건을 담은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및 저작권 정보가 제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각각 독자적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
서 계약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저작권 정보
789) Журнал «Юрист компании» - Обзор практики Экономколлегии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за м
ай 2019 года (кроме банкротных споров), 2019
https://www.law.ru/blog/21590-obzor-praktiki-ekonomkollegii-verhovnogo-suda-rf-za-may-2019-godaza-isklyucheniem>, 최종방문일 2021.2.21.
ЗАКОНЫ, КОДЕКСЫ 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Опред
еление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ор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21.05.2019 п
о делу N 309-ЭС18-25988, А60-27474/2018, 2019
https://legalacts.ru/sud/opredelenie-sudebnoi-kollegii-po-ekonomicheskim-sporam-verkhovnogo-sudarf-ot-21052019-po-delu-n-309-es18-25988-a60-274742018/>, 최종방문일 2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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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단, 침해사실을 판단하
기 위해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정보를 삭제하였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8.11.2014 N 85-КГ14-8790)

원고(Классик Партне)는 계약을 통해 작곡가와 실연가로부터 6건의 음
악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한을 취득한 자이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
만이 음악저작물 6건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피
고(Анишкину В В)는 위 음악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음반을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6개의 음악저작물 각각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6개
의 음악 저작물을 기준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은 6건
의 음악저작물은 하나의 음반에 의해 침해된 것이므로 1개의 음반을 기준
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불법 배포된 음반에 포함된 각 음악저작물(노래)는 각자가 독점
적 권리의 객체가 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배상액을 청구할 시 배상액
은 하나의 음반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음악저작물마다 산정되어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09.04. 2013 г. N 5-КГ13-2791)
790) Договор-Юрист.Ру - Дело № 85-КГ14-8, 2014
<
https://dogovor-urist.ru/%D1%81%D1%83%D0%B4%D0%B5%D0%B1%D0%BD%D0%B0%D1%8F_%D
0%BF%D1%80%D0%B0%D0%BA%D1%82%D0%B8%D0%BA%D0%B0/%D0%B4%D0%B5%D0%BB%D
0%BE/85-%D0%BA%D0%B314-8/> , 최종방문일 2021.2.21.
791) Nikitin Law International - Determination of the Judicial Collegium for Civil Cas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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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Глухов М Ю.)는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in the financial
engineering system”과 “Russian market of structured products”라는

. ., Сорокопуду Г.Б. и ООО «И

논문의 저자이다. 피고(Шляпочнику Я Л
здательство

«ЭКСМО»)는

2010년

“New

investment

culture

or

structured products”라는 도서를 출판하였는데 원고는 이 책에 자신의
논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
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구
하며, 유통 중인 도서의 사본을 회수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양 저작물이 유사한 문구를 포함하나, 저작물의 의미 부여와 표현
의 성질이 서로 다르며, 독자층도 상이하고(원고의 저작물은 과학 저작물
이며 피고의 저작물은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문
제되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출처의 내용과 유사함을 들어 피
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저작물 간의 의미 부여와 표현의 성질, 타겟으로 하
는 독자층이 다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하나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차용한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9.04. 2011 г. N 77-В10-9792)

.

원고(Миронова Л И)는 자신의 사진저작물 12장을 피고(«Липецкое изда

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April 9, 2013 N 5-KG13-2, 2020
<http://ncglaw.ru/index.php/ru/node/100>, 최종방문일 2021.2.22.
792) Nikitin Law International - Определение Судебной коллеги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ерхов
н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апреля 2011 г. N 77-В10-9, 2020
<http://ncglaw.ru/index.php/ru/node/104>, 최종방문일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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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льство» 및 ОАО

«ПК «Ориус») 가 앨범에 포함하여 출판하였음을 발

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도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로열티
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알지 못했다
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책임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
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근거는 입증된
저작권 침해 사실이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는지
는 배상책임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번호 Russian Supreme Court of 11.06. 2015 г. N 309-ЭС
14-7875793)

원고(Эдельвейс)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Masha and the Bear”에 등장
하는 7인의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피고 (Волегову Николаю Ал
ександровичу)가 침해하였음을 들어 각 캐릭터별로 1만 루블, 총 7만 루
블의 배상액과 기타 비용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캐릭터 7인에 대한 독점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
지만,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일부인 캐릭터를 사용
793) http://ipcmagazine.ru/ - Персонаж может охраняться как объект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независ
имо от сам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2015
<http://ipcmagazine.ru/news/2634-news1538>, 최종방문일 2021.2.22.
http://www.garant.ru/ - Определение СК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ор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11 июня 2015 г. N 309-ЭС14-7875 Суд отменил принятые ранее судебные решения по делу
о взыскании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нарушение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направил дело
на нов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поскольку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дела суд не установил наличия приз
наков, позволяющих считать перечисленных истцом действующих героев персонажами про
изведения 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канцелярских товарах отдельных фрагментов сериал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этих героев - частя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являющими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резуль
татом творческого труда, 2015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70999086/?prime>, 최종방문일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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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저작물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1만 루
블의 배상액만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러시아 저작권법 상 저작권은 캐릭터에게도
미칠 수 있으며 캐릭터가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캐릭터
도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애니메이션 저작
물의 보호와 별개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
단을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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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1장. 인도 저작권 개요

인도에서의 저작권은 1957년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에 따라
보호된다. 1999년, 2002년, 2012년 각 개정을 거쳤으며, 이 중 2012년 개정을
통해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고 국제조약에 준하는 정도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인도는 베른 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저작물의 등록이나 신청 없이 저작물의
창작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세계 저작권협약(UCC), 실
연가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권리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들 조
약에 따라 외국의 저작물도 인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인도에서의 저작권 등록, 저작자와 실연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은
인도 저작권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한다.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란 다음과 같다(제2조 (y))

1) 언어,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 언어저작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표, 데이터베이스 기타 편집물이 포
함된다.
- 연극저작물은 암송, 무용, 무언극의 일부로서 배경장치나 연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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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기타 형식으로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단, 영화필름을 제외한다.
- 음악저작물은 음악 또는 악곡 저작물을 의미하나 음악과 함께 낭송,
실연, 노래되는 가사나 행위는 제외한다.
- 미술저작물은 미술성을 불문한 회화, 조각, 도화, 판화, 사진 등을 의미
하며 건축저작물과 미술공예창작물도 포함한다.

2) 영화필름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서 영상과 수반되는 음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단, 영화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3) 녹음물
수단과 매체를 불문하고 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녹음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위 외에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과 컴퓨터 프로그램, 실연자의 권리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창작성’이 있는 것에만 저작권이 인정되
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인도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발상
자체의 독창성이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방식이므로 반드시 ‘독자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저작물은 그 등록과 표시, 절차 등과 무관하게 창작된 시점에 바로 저작
권이 발생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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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자와 저작권의 취득

가. 저작자 개념과 최초의 저작권 취득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자는 언어 또는 연극 저작물의 작자, 음악 저작물
의 작곡자, 사진을 제외한 미술저작물의 예술가, 사진 저작물의 촤령자,
영화나 녹음물의 제작자이며 컴퓨터로 발생한 저작물은 그러한 저작물을
발생시킨 자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
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나. 직무저작물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나, 저작
권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에서 작성된 저작
물에 대해 저작자가 아닌 사용자 또는 고용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소유자와 업무 계약 또는 고
용계약을 체결하여 간행물을 발행할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별
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소유자가 최초의 저작권자
인 것으로 간주된다. 간행물의 출판 등 의뢰를 받아 제작된 사진, 판화,
영화필름 역시 의뢰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신문 기타 간행물 외의 업무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 또는 고용자가 그 최초의 저작권자
가 되며, 이는 공공사업체의 지시나 공공사업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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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저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 하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사용자에
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동일하며 한국법과도 유사하다.

다. 외국 저작물의 보호

인도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는 인도 국내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만 보
호한다.

그러나 인도는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의 당사국이며, 1999년 국제 저작권
명령(International Copyright Order)을 통해 인도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가입한 외국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0조에서는
이하에 해당하는 외국 저작물은 인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음을 명시한
다.
1) 인도 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최초로 공표된 작품으로서 위 명령과 관
련한 것
2) 작성 당시 저작자가 외국인인 미발행 저작물로서 위 명령과 관련한
것
3) 명령에서 정한 외국을 거주지로 하는 저작자의 저작물
4) 저작물의 최초 공표 시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사망 시
저작자가 위 명령에서 정한 외국의 국민인 저작물

3.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종류

인도 저작권법 상 규정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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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로서,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배타적으로 직접 이용하거
나 타인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단으로 제3자의 저작물 복제, 배포, 상영 등이 행해질 시 저작권
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14조는 앞서 살펴본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재산권
내용을 규정하는데 다음과 같다.

가) 언어, 연극, 음악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
1) 전자적 방식의 매체 보존을 포함한 저작물의 유형적 형식의 복제권
2)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교부할 권리
3) 공중을 상대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달할 권리
4) 저작물로 영화나 녹음물을 제작할 권리
5) 저작물을 번역할 권리
6) 저작물을 번안할 권리
7) 저작물의 번역 또는 번안물에 대해 1)에서 6)까지의 행위를 할 권리
나) 컴퓨터 프로그램
1) ‘언어, 연극, 음악저작물’에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대여할 권리. 또
는 판매나 상업적 대여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권리
다) 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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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을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권리
2)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권리
3)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교부할 권리.
4) 저작물을 영화에 포함할 권리
5) 저작물을 번안할 권리
6) 저작물의 번안물에 대해, 1)에서 5)의 행위를 할 권리
라) 영화저작물
1) 영화를 복제할 권리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상의 사진이나, 전자
적 또는 기타 매체에의 보존을 포함함)
2) 복제된 영화를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
를 위해 제공할 권리
3) 영화를 공중에 전달할 권리

마) 녹음물
1)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의 보존을 포함하여 다른 녹음물을 제작할 권
리(복제권)
2) 녹음물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를 위해 제공할 권리
3) 녹음물을 공중에 전달할 권리

추가로 언어, 음악,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원고를 판매한 후 원본 등이 1만 루피를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될 시 그
가격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
도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보호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수익
분배권 역시 소멸한다. 구체적인 수익 분배율은 저작권위원회가 정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분배액이 재판매 가격의 1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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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응용미술저작물 중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
록을 하지 않은 응용미술저작물은 50회 이상의 제품 제작 이후에는 더 이
상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특징이다.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정해지거나, 또는 효력이 있는 다른 법 규정 상
정함이 없다면 저작물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이나 기
타 유사한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저작권법 제16조).

나. 저작인격권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저작
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규정하여 보호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물의
왜곡이나 삭제 또는 변경이나 기타 행위에 의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
에 악영향이 있을 시 이들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권자
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도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지만, 법
률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나 번안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 침해를 들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할 수 없다.

4. 실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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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연가

인도 저작권법 상 ‘실연가(performer)란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곡
예가, 마술사, 뱀 조련사, 강연가 등 실연을 행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제
2조 (q)).

나. 실연가의 권리

실연가가 실연에 종사하거나 실연을 하는 경우, ‘실연가의 권리’로 인
정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인도 저작권법 제38A조에서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를, 제38B조에서 실연가의 인격권을 정한다.

1)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

실연가도 자신의 실연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실연가는 실연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물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와 관련하여 실연을 유형적인 매체에 복제할 수 있고, 복제물로서 유통
되지 않은 실연을 공중에 발행할 수 있으며, 실연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제공을 할 수 있다. 실연을 공중에 방송하
거나 전달할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실연이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실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연가가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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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작물 내에서 실연이 다뤄지는 경우, 영화에 실연을 포함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영화 내에서의 실연가 권리 행사에 대해 실연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38조는 실연이 상업적으로 이
용될 시 실연가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영화
내에서의 실연 이용 시에도 적용된다.

2) 실연가의 인격권

실연에 대한 인격권으로서, 실연가는 자신을 실연가로 명시할 권리와 실연
의 왜곡과 변형으로 인한 자신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왜곡 등을 중
지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실연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나 일정한 행위로 단축하는 행위가
단순한 편집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기타 기술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개변
은 실연가의 명예나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실연가는 자신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한 후에도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실연가의 권리 보호 기간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때의 다음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
다.

5. 방송기관의 권리

762

가. 방송기관의 권리

인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방송기관에게는 ‘방송복제권’이라는 특별
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방송기관은 방송 또는 그 실질적 부분을 재방송하거나, 공중에
게 유상으로 시청하도록 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방송으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고, 이러한 녹음물과
녹화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

방송기관의 허락 없이 위 행위를 하는 자는 방송기관의 ‘방송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나. 방송기관의 권리 보호기간

방송기관의 방송복제권은 방송이 행해진 해의 다음해로부터 25년간 보호
받을 수 있다.

6. 실연가의 권리 또는 방송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인도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실연가의 권리나 방송기관의
방송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사적인 사용이나 신의성실에 따른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음성을 녹
음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
- 시사보도나 선의의 논평, 지도나 연구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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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에서 실연이나 방송을 발췌하여 인용하는 행위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번안이나 수정을 가하는 행위

7. 보호기간

저작물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저작자 생존기간 중에 발행된 언어,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해의 시작일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된다.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모든 저
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사후 60년이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공표 후 60년 동안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저작자 신원이 공개되었다면 저작자가 사망한 다
음해로부터 60년 동안 보호 받게 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판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발행된 다음해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되고, 이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2차 저작물의 발행 다음해로부터 60년 동안이다.

영화필름과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각 저작물이 공개된 다음해로부
터 60년이다.

8. 저작권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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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 침해를 구
성하지 않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을 ①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하는 행위, ② 비평 또는 논평, ③ 공개된 강연을 포함하여 최신 사건
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정사용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가 ① 프로그램을 그
공급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② 프로그램을 백업하기 위
하여 또는, ③프로그램의 실행개념과 규칙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또는, ④ 기타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번안하는 행위
- 공중을 위한 저작물의 전자적 전달이나 기술적 통신과정에서 저작물
이나 실연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전자적 링크, 접속을 위해 작품이
나 실연을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단, 그러한 보존행
위가 불법복제임을 행위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보존행위가 권리 침해라는 서면 신청이
있던 경우에는 위 보존행위의 책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복제물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법절차 또는 그 보고를 위한 복제행위
- 공표된 언어나 연극저작물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발췌하여 공중에게
낭독, 암송하는 행위
- 주로 저작물의 대상이 아닌 것들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교육 목적으로
의도되고 제목이나 광고에 교육용임이 표시된 것에 있어서,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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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교육목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닌 언어나 연극
저작물을 짧게 발췌하여 공표하는 행위. 단, 같은 출판사가 5년 이내
에 동일한 저작자의 저작물에서 둘 이상을 발췌하여 공표할 수 없다.
-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의 일부나 답변으로서 교사 또는 학생이 복
제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활동 중, 해당 기관의 직원, 학생, 학부모, 기관 관계자를
청중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영화필름 또는 녹음물을 상
영, 재생하는 행위
- ① 거주자 간 공동이용이 의도된 거주시설의 실내 등에서 거주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일환으로서 또는, ② 비영리 목적의 클럽이
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③ 비영리 클럽이나 단체, 기타 조
직활동의 일환으로서 녹음물을 청취하게 하는 행위
-

아마추어클럽에 의한 언어, 희곡, 음악저작물의 실연 행위. 단, 청중
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 최신 경제, 정치, 사회, 종교에 관한 기사를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
물에 복제하는 행위. 단, 기사 저작자가 해당 복제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공공도서관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적을 3부까지 복
제하는 행위. 단, 해당 서적이 인도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다.
-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사적 연구를 위해 도서관, 미술관 기타
기관에 보관된 미공표 문학, 음악, 연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관보에 공표된 사항, 주석 및 기타 원본을 포함한 의회의 법률, 의회
의 위탁으로 작성된 행정부 위원회의 보고서, 사법 판결 등을 복제하
는 행위
- 법률과 그에 따른 규칙, 명령을 인도의 언어로 복제 또는 출판하는 행
위. 단, 정부가 작성한 번역이 없거나 번역이 있더라도 대중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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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번역이 정부 승인을 얻지 않은 것임을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해야 한다.
- 건축 작품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제작 또는 공표하거나 건축 작
품을 표시하는 것
- 조각, 기타 미술저작물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작성 또는 공표하
는 행위. 단, 해당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항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공공장소나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가옥 안에 항구적으로 설치된 미
술저작물을 영화 필름에 포함하거나, 그러한 미술저작물을 배경으로
영화필름에 녹화하는 행위. 단, 그러한 녹화가 영화 상 부수적인 것에
그쳐야 한다.

나. 저작물의 강제 이용허락 및 법정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강제이용허락 및 법정이용허
락제도를 두고 있다.
- 공중으로부터 유보된 저작물의 강제 이용허락(제31조)
- 발행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에 대한 강제 이용허락(제31A조)
- 장애인을 위한 강제 이용허락(제31B조)
- 커버 버전을 위한 법정 이용허락(제31C조)
- 언어, 음악 저작물 및 녹음물의 방송을 위한 법정 이용허락(제31D조)

9. 저작권 침해

인도 저작권법 제51조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
위를 인도 저작권 제51조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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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작권자나 저작권 등록관의 허락 없이, 또는 이미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도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
거나,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을 공중전달하기 위한 장소를 유
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본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을 판매나 대여를 위해 작성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그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경우, 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및 인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본다.

이때,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m)호에서 정하
고 있으며 이에는
(1) 문학과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을 영화 외의 방식으로 복제한 것,
(2) 영화를 방식을 불문하고 매체에 작성하여 복제한 것,
(3) 녹음물을 동일한 녹음물이 담긴 수록물로 작성한 것
(4) 방송이나 실연을 녹음이나 영화화한 것으로서 그러한 복제물이나 녹
음물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작성되거나 수입된 것이 포함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 형사, 행정적 조치 등이 있
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하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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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이나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창작 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대신 실무상 저작권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저작권 등
록이 자주 이용되는데, 이는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에서 반증
을 통해 뒤집히지 않는 한 입증된 증거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인도
의 법원과 경찰도 저작권 등록부를 권리 증명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1. 저작권 등록절차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인도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를 통해 진행된다. 저작권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저작권 등록신청도
할 수 있으며 1958년 이후 등록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도 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 발행자, 저작권자 및 이해
관계인이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접수 : 저작권 등록이 접수되면 일련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의신청
및 심사절차가 개시됨
② 심사 : 등록관이 등록번호 (Diary No.)를 발급함. 이후 거절 사유를 받
기까지 30일 간의 의무적 대기기간을 거치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1개월의 기간이 추가되고 저작권 등록관은 양 당사자에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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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부여함. 소유권 결정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
은 조사(Scrutiny) 단계로 나아가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문제 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③ 등록 : 추가 문서를 제출하여 저작권 등록관이 신청서의 완정성과 정
확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시 저작권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며
등록증을 교부함. 신청자가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사본을 교
부받을 시 등록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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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제출서류와 수수료794)

① 저작권 등록 신청서(영문)

794) The Copyright Rules, 2013 의 별첨문서(Schedu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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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 수수료

-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예술저작물 : 저작물 1개 당 500
루피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예술저작물(상
표성, 디자인성을 가진 저작물) : 저작물 1개 당 2,000 루피
- 영화저작물 : 저작물 1개 당 5,000 루피
- 녹음물 등록 : 저작물 1개 당 2,000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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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 이용허락

인도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시 특별하게 지켜야할 양식은 없으며, 다만
이용허락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
다.

계약 등을 통해 명시된 바가 없다면 이용이 허락되는 권리 범위는 저작권
관련한 모든 권리로 간주되며, 지역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도 국내에
서의 이용허락으로 간주된다. 이용허락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5년으
로 보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용
허락이 무효로 된다.

이용허락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용허락의 효력은 저작물이 발생하여 공표된
때로부터 유효하다. 만약 장래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이
용허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 양도

인도 저작권법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장래 발생할 저작물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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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될 자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앞서 본 이용허락과 유사하게, 저작권 양도 시에도 양도할 권리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된
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도 지역은 인도 국내, 양도 기간은 5년
으로 보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양
도 역시 무효로 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지만, 이 경우 장래의 저작물이 창작된 후에야 그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
로 본다.

인도 저작권법은 양도된 저작물의 이용 형태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용 매체나
이용 형태가 저작권 양도 후에 개발된 경우 그러한 새로운 이용 형태가
양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한 새로운 이용매체를 통한 저작물 이용 권한
이 곧바로 양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영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건에 대하여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비디오
나 텔레비전을 통한 상영권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961년 마드라스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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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인도는 202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
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터넷 상 모방품 유통 문제가 큰 점을 지적받았다.
인도 국내 시장 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이 다수 유통되어 문제되고
있다.

인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그
러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행정적 구제수단이 없으며 저작권 침해를
다루는 전문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민사와 형사 조치가 주된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

1.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1) 일반적 구제수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사상 구제조치로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의 배타적(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권 침해행위(저작권법 제51조에서 열
거)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명령, 침해품의 폐기, 손해배상, 이익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침해자의 이익반환은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순이익을 기초로
정해지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이익반환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
다. 손해배상 청구와 이익반환은 택일하여 행사해야 하고 저작권자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구할 수 없다.

775

또한 소송 중 계속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interim injuction)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호 명령).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① 원고가 저작권자인 사실, ②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③ 가처분의 인용으로 인한 피고의 불편보다 가처분
기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 ④ 가처분이 인용
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소명해야 하는데,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편이다.

사용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특정구제법 제37조에 따라 소송 본안에
서의 판결로 가처분을 바로 영구금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판례법에 근거한 구제수단

인도는 영미법 계열 국가로서, 아래와 같이 성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
으나 영미법 계열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되는 명령들을 소송에서 받아들이
고 있다. 이러한 명령들을 이용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거나 일반적
인 방법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John Doe Order) : 침해자를 명확하
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익명을 포함한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
로 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권리자는 이러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근거로 하여 ISP 등에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795)
- 조사·압수명령(Anton Piller Order) :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의 감독 하
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점유지에 들어가 피신청인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신청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에 유용한 수단
795)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는 뒤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조치’ 부분에서 자세히 살
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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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 압류명령(Mareva Injuction) :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신청인의 금전을 동
결시키는 일종의 압류명령으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또는 자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압류명령을 통하여 상대
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버리는 명령이다. 상대방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압류명령의 인용을 위해서는 ①
승소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어야 하고, ②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
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Norwich Pharmacal Order : 불법행위에 관계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문
서 또는 정보공개를 위하여 발령되는 명령이다.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관세청에 대하여 명령을 신청하여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 모색적 금지처분(Dynamic Injuction) : 인도 법원은 John Doe Order에
대하여 모색적 금지처분을 인정하고 있어, 불법침해사이트의 미러링 사
이트에 대하여 동일한 금지명령을 받지 않고도 기존 금지명령의 효력으
로 ISP 등에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다.

나. 관할 법원

인도의 각 주에는 하급법원(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존재하고, 뉴델리에
최고 법원을 두고 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거지 또는 침해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200만 루피 이상이라면 일부 고등법원
(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 자무, 카슈미르, 델리 고등법원)에서도 1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 비해 지적재산권법에 정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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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으므로 권리자에게 유리하다.

한편, 2015년 지적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사법원법 도
입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상사법원에서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심
은 소가가 15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상사법원에서, 15만 달러 이하인 때
에는 인도 지방법원 또는 일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다. 민사상 구제조치의 장단점

인도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잠정적 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되는 예비적·잠정적 금지명령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예비적·잠정적 금지청구 시
소 제기 시부터 결정까지 1~12개월 정도가 걸리며, 첫 변론기일에 가처분
인용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저작권자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액 등에 대한 증명
이 필요하며, 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잠정적 금지명령의 경우와 달리 본안
소송은 피고와의 다툼이 있거나 피고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일
반적으로 소송이 매우 길어진다는 점이다.

라. 소송비용 및 기타 사항

1) 소송비용

법원 비용은 소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델리에서의 민사소송 시
소가가 50,000 루피 이하일 시에는 그 2%, 50,001 ~ 200,000 루피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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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 그리고 200,000 루피 이상일 시에는 그 4%이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인도 변호사회 규칙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
공보수식 계약이 금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시간 단위의 타임
차지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잠정적 금지청구가 1년 이
내에 인용되었다고 할 시 타임차지 비용 외에 Senior Advocate Fee
(2,000~100,000 USD)가 소요되며, 소송 종료까지 필요한 비용은 보통
500,000 USD 정도이지만 기간과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더 고액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전문가 보수로서 변호사 사무소에
따라 30,000~50,000 USD 정도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 제소기간

인도 제소기한법 상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3년이므로, 저작권 침해행
위가 발생한 날 또는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
해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할 권리는 침해행위 때마다 발생하므로 침해
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
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3) 법원의 사실조사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지명한
지방·법원 사무관(변호사 또는 법원 직원)이 피고의 거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여 침해물품을 압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침해사실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Anton Piller Order에 의한 조사·압수절차와 유사하게 진
행된다.

779

2. 형사소송

가. 처벌대상 및 종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저작권자의 위임 필요)는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하여 침해자가 벌금형 또는 금고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침해품 압수와 파괴 등을 통하여 형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라 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한 자, ② 저작권법 제53A조(재판매 분배권)를 제외한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를 방조한 자는 다음과 같
은 처벌을 받게 된다.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
(비영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 재량에 따라 6개월 미만의 금
고 또는 5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 선고 가능)

또한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재범 또는 누범)는 저작권법 제63A조
에 따라 가중 처벌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1년 미만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칙을
두어(저작권법 제63B조),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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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자는 7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 감형
가능).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과정에서 소스코드의 은
폐, 변경, 삭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기술법(IT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
하의 금고 또는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
다.

침해품의 압수와 관련하여는, 저작권법 제64조에 의하여 인도 경찰은 저
작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저작권 침해 물품 또는
침해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이나 틀 등을 단속과 수사를 통
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권 기타 권리 침해의 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의 고소가 필요
하다. 권리자는 고소 절차를 경찰서에서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캘커타 등 인도의 일부 주에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과
상업 범죄에 특화된 경찰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부서는 지적재산
분야 전문성이 높고, 단속 과정에서 권리자와의 연계도 잘 되는 편이다.

다. 관할 기관

형사 소송은 인도 지방 치안형사법원에서 관할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대
도시권 치안판사 또는 법원의 1급 치안 판사보다 하위의 법원은 저작권

781

침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70조).

라. 형사상 구제조치의 장단점

형사상 구제조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높음
- 경찰 단속 과정에서 침해자를 바로 체포할 수 있음
- 경찰에 의한 침해품 압수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고소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많지 않음
- 타 구제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됨

단, 이하와 같은 단점이 있다.
- 경찰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과 태도에 따라 분쟁 해결 시간이 달라짐
- 일반적인 인도 경찰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이 부족함
- 타 강력 범죄에 비해 지적재산권 문제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 저작권 침해자가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찰이 단속 정보
를 공유하여 침해자가 단속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부패 문제가 존재함
-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마. 비용 등 기타 사항

2017년 기준, 공소 시 검찰 관련 비용은 인도 주 정부가 부담하며 권리자
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약 6,000 USD이다.

3.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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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물의 권리자와 그 대리인은 세관에 저작권
침해 복제물품을 금제품으로 취급할 것과 침해 제품의 예상 도착 시기 등
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인도 관세국장은 증거를 조사하여 침해 제품을 금제
품으로 취급하여 압수할 수 있다.

위 저작권법 외에 인도 2007년 지적재산권 시행 규칙은 인도로의 물품 수
입 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권리자에 의한 세
관 통관 절차,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 물품 조사와 침해 판단 및 침해물품
파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특히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경 조치 시스템을
두고 있으며(저작권 규칙 제79조), 이 규칙과 관련법을 통해 저작권자는
세관을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세관에 저작권 관련 정보
를 미리 등록하거나 침해품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796)

세관은 권리자가 등록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압류, 몰수 할 수 있게 된다. 압수가 완료된 후 권리자로부터 이의 없음
(no obejction) 증서를 받은 후 침해물품을 파괴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4.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대응

가. 임시적 접속차단 조치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c)에 따라, 저작권자는 “Notice-and-take-down”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효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링크를 호스팅하는
796) 인도를 거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경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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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자(online intermediaries)를 상대로 임시적 차단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제한·차단조치의 이행은 법률에서 ISP 등 온라인 중개자들의 의무
로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 정보기술법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79조에 따라 침해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ISP, 사이트 운영자 등 콘텐츠의 접속제한·차단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실제로 침해에 대한 소 제기 전에 이러
한 임시적 접속차단 조치만으로 침해콘텐츠의 차단 또는 삭제의 목적을 상당부
분 이룰 수 있다.

Notice-and-take-down 조치 시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중개
자에게 서면으로 권리 침해 사실을 통지
○ 통지를 받은 후 36 시간 이내, 중개인은 21일 또는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
을 때까지의 접속 제한 조치를 해야 함
→ 위 기간 경과 전까지 권리자가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지 못할 경우, 컨텐츠
접속을 재개할 수 있음
○ 통지를 받고도 중개인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시
→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함(Notice-and-take-down
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21일 이내에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아야 함)
이때, 저작권자가 온라인 중개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서면 통지할 때에는 다
음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저작권 규칙 제75조).
- 저작물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라이선스를 증명할 정보
- 웹사이트 상 자료의 세부적 정보와 그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
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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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침해 게시물의 링크 또는 URL
- 웹사이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업로드할 책임 있는 자의 정보

나. John Doe Order

1) 개념과 근거

John Doe Order(Ashok Kumor Order)이란 불특정한 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침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도 침해사이트에 대
한 포괄적 금지가 가능한 명령이다. 임시적 접속차단 조치와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John Doe Order 신청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c) 단서
에 따른 임시적 접속차단 조치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
서 일반적인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요건과 절차

2011년 처음으로 John Doe Order가 발령된 이후, John Doe Order에 의하여 웹사
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자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대두되었다.

결국 2016년 7월 Bombay High Court는 John Doe Order가 인용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①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특정 웹 링크 또는 특정 URL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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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웹사이트 전체의 차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 저작물만
을 서비스 한다는 점이 추정될 정도의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

Bombay High Court는 특정 웹사이트의 불법성 판단을 위한 3단계 절차도 제시하
였다.

① 각각의 모든 링크가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불법적 활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검증
② 신청인이 제시한 특정 웹 링크의 스크린 샷을 통하여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③ 신청인의 증빙자료를 통한 침해 가능성이 추정되는지 여부 판단

2019년 4월 Delhi High Court는 불법적 목적으로 개설된 Rogue 웹사이트 또는 노
골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온라인 사이트(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s,
FIOLs)에 대하여는 불법 저작물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양적인 판단이 아닌 질
적인 판단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Rogue 웹사이트 또는 FIOLs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웹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가능하게 해야 함
② 웹사이트 등록자의 세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특정이 불가능해야 함
③ 웹사이트 차단 요청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대응이나 응답이 없어야 함
④ 저작권 침해 또는 그와 관련한 이유로 타 관할 법원에 의해 웹사이트가 차단
되어야 함
⑤ 웹사이트가 기술적 노하우 등으로 사용자들이 차단 사이트를 우회적으로 접
근하도록 함

3) John Doe Order에 대한 이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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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Bombay High Court는 John Doe Order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
3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의제기는 새로운 법
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John Doe Order를 내린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
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이의권 행사를 위하여 John Doe Order에 의하여 차
단된 웹 링크 또는 URL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인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6)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안내
② 해당 링크가 차단의 근거가 된 특정 John Doe 명령의 세부적인 정보
③ 해당 링크의 차단의 근거가 된 특정 John Doe 명령에 대한 이의가 존재하는
제3자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최소 48시간 안에 이를 고지하여 John Doe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접근할 수 있음에 대한 통지

4)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차단

2019년 4월 Delhi High Court는 UTV Software Communication Ltd.&Ors.vs.
1337X.TO&Ors. 결정을 통해, FIOLs에 대한 차단 명령이 인용된 후 해당 사이트
의 미러링 사이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러링 사이트 차단을 위해 다시 법적 절
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으며(새로운 John Doe Order를 신청할 경우 인용해주지
않음), 기존에 받은 John Doe Order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일반적인 대응 절차

1) 임시적 접속차단 요청 : ISP 등 침해가 발생한 사이트의 온라인 중개자
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접속차단 요청 통지를 보낸다.

2) 침해사실의 수집 : 침해콘텐츠가 게시된 특정 페이지의 URL 및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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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목록화 하고, 침해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운로
드 받는다.

3) 가처분(또는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위에서 수집한 내
용을 문서 또는 CD 또는 USB 메모리에 담아 증거로 제출한다.

4) 변론 : 첫 변론기일에서 피신청인 없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으
나, 그렇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5) 법원의 결정 :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가처분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6) 동일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사안에 대하여 신
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동일한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침해 콘텐
츠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 없이 기존 가처분 명령의 효력으로 접속차단이
가능하다.

5. 침해 증거의 확보 및 경고장 발송

가. 침해 증거의 확보

1) Anton Piller Order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역(토지)에 들어
가 피고의 침해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으로, 권리자의 증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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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Norwich Pharmical Order

원고를 위하여 완전히 선의일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정보의 개시를 명하
기 위하여 발령되는 명령으로,797)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관세청 등 행정
기관에 대하여 발령을 신청하여 침해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나. 경고장 발송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 침해
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송부할 수 있다.

이때 수신자가 이를 ‘무고한 자에 대한 근거 없는 협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근거 없는 협박’이란 지적재산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타인을 부당
하게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두 또는 문서 등 통지 방식을 불문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 역시 협박의 범위에
포함된다.

경고장 등을 통해 부당한 협박을 받았다고 판단한 수신자는 저작권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이 받은 협
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언’, ‘협박에 대한 금지명령’과 ‘협박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797) Norwich Pharmacal and Others v.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1974] AC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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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행정기관

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798)

2014년 설립되어 저작자와 실연가,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중앙정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산업진흥과)에서 임명하는 저작권 등록관(registrar)이 운
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방식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저
작물 검색도 가능하다.

나. CIPAM(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799)

산업진흥과(DPIIT) 산하 기관으로, 인도의 IPRs Policy 및 제도에 관한 홍
보, 교육, 지원,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일반인
들을 위한 IP 가이드북과 단속 경찰들을 위한 집행 가이드북 등 저작권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 중이다.

2. 사법기관

가.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798) copyright.gov.in
799) cipam.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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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B)

준사법기관으로 2017년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되던 저작권위원회
(copyright board)의 권한(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공개적으로 보류된 저
작물, 출판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 번역 및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제
작 및 출판과 관련한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된 분쟁의 판결 업무)이 IPAB
에 귀속되었다.

고등법원 소재지(첸나이800), 뭄바이, 델리, 캘커타, 아마다바드)에 함께 설
치되어 있다.

3. 민간단체

저작권 관리단체는 저작권법 제33조를 근거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이용
하려는 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저작권자를 위하여 이
용허락 계약 체결, 저작권 관리, 사용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 관리단체로 활동하려면 중앙정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주요 관리단
체는 아래와 같다.

- 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IPRS) : 음악저작물 관련
-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PPL) : 녹음물 관련
- Indian Reprographic Rights Organization(IRRO) : 사진 저작물 관련
- Indian Singer’s Rights Association(ISRA) : 실연권 관련

800) 구 마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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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801)

1. 법률사무소 목록

◌ K & S PARTNERS

1994년에 설립된 IP 전문 부티크 로펌

- 주소 : Chimes 61, Sector 44, Gurugram, Haryana 122 003, National
Capital Region NDIA
- 연락처 : +91 124 4708-700
- 홈페이지 : www.knspartners.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Bangaluru, Chennai, Hyderabad, Mumbai, New Delhi
- 변호사 수 : 11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ishwarya Menon, Prashant Gupta, Deepak Gogia
등

◌ Remfry & Sagar

1827년에 설립된 법률사무소(Remfry & Son)를 모체로 한 IP전문 로펌. 저
작권등록신청, 저작권 라이선스, 양도 및 민·형사상 소송 및 행정적 구제
방안 대응 업무 등을 수행

- 주소 : Remfry House at the Millennium Plaza, Sector 27, Gurugram –
122 009 New Delhi National Capital Region, India
801)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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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91 124 280-6100, +91 124 465-6100
- 홈페이지 : www.remfry.com/
- Email: remfry-sagar@remfry.com
- 변호사 수 : 95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Vishnumohan Rethinam, Shivam Vikram Singh,
Gaurav Mukerjee 등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 덴마크의 Hallmark Cards 주식회사를 대리하
여, 인도의 'Mouazzam's Hallmark Estates Projects Private Limited'가 사
용하는 'Hallmark' 표장에 대하여 상표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
여 본안소송과 함께 표장 사용금지

◌ ANAND AND ANAND

IP 분야 중 특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저작권 전문 로펌으로
저작권 등록, IP 권리화,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체
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주소 : First Channel Building Plot No. 17A, Sector 16A, Film City,
Noida, Uttar Pradesh 201301, India
- 연락처 : +91 120 405-9300
- 홈페이지 : www.anandandanand.com
- Email: foreignpatent@anandandanand.com, email@anandandanand.com
- 분사무소 위치 : New Delhi, Mumbai, Chennai
- 변호사 수 : 30 명(파트너 변호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afir Anand, Prachi Agarwal, Imon Roy 등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 인도에서 최초로 저작인격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에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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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 Saikrishna & Associates

2001년 설립되어 IP, 통신매체 및 기술, 기업법, 경쟁법 분야를 주요업무로
하는 LLP 법무법인

- 주소 : 8th Floor, VJ Business Tower, Plot No. A-6, Sector 125, Noida 201301
- 연락처 : +91 120 463-3900
- 홈페이지 : www.saikrishnaassociates.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Delhi, Mumbai
- 변호사 수 : 100 명 이상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aikrishna Rajagopal, Pushpam Jha, Surya Patnaik
등

◌ Singh & Singh

1997년 설립된 LLP 법무법인으로 지적재산권법, 미디어 및 통신법, 중재,
경쟁법, 조세법, 마약규제법 등의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로펌

- 주소 : C-139, Defence Colony, New Delhi, India 110 024
- 연락처 : +91 98 1067-6281
- 홈페이지 : www.singhandsingh.com
- Email: info@saikrishna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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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 위치 : Bangalore, Mumbai, Chandigarh
- 변호사 수 : 5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udeep Chatterjee

◌ Mason & Associates

2006년 설립된 지적재산권법 전문 로펌. 인터넷 및 IT관련 법 분야까지 전
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대표 변호사 Neel Mason 및 구성원 변
호사들은 저작권 개정 절차에서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사생활
및 정보보호 법안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제개정 과정에 지
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주소 : A-7 Sarvodaya Enclave, Lower Ground Floor, New Delhi 110017
- 연락처 : +91 11 4656-6260
- 홈페이지 : mason.co.in
- Email: mail@mason.co.in
- 분사무소 위치 : Hyberdad
- 변호사 수 : 16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Neel Mason, Sabia Veqar, Ridhima Pabbi, Uday
Singh Chopra 등

◌ Rahul Chaudhry & Partners

1983년에 IP 조사업무 수행하는 작은 펌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변호사 55
명, 직원 약 110명 정도가 소속되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전문
로펌으로 운영되고 있음. Fortune Global 500 회사들 중 약 100개의 업체를

795

고객으로 하여 대리하고 있음

- 주소 : RCY House, C-235, Defence Colony, New Delhi, India 110024
- 연락처 : +91 11 435 000 00
- 홈페이지 : www.rahulchaudhry.com
- Email: mail@rahulchaudhry.com
- 분사무소 위치 : Gurugram
- 변호사 수 : 55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Rahul Chaudhry, Anuradha Salhotra

◌ Beruar & Beruar

2018년 1월에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공동대표인 Rahul Beruar는 로펌
설립 전 유명 로펌인 FoxMandal Little 및 Akash Chittranshi & Associates
에서 저작권 및 IP 집행 부문을 이끌어왔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작권 침
해와

관련하여

작가인

JK

Rowling을

대리한

것을

포함하여

Warner

Brothers, Bloomsb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 대기업들을 대리한 바
있음

- 주소 : D-155, Third Floor, Defence Colony, New Delhi 110024
- 연락처 : +91 11 4107-9789
- 홈페이지 : beruar.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Mumbai, Ranchi
- 변호사 수 : 2 명(뉴델리 사무소)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Rahul Beruar, Nidhi J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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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1956년에 설립된 로펌을 모체로 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고, IP 및 기술분
야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대부분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과학, 공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있음

- 주소 : New Excelsior Building, 7th Floor, Wallace Street, A.K. Nayak
Marg, Fort Mumbai, India 400001
- 연락처 : +91 22 2200-6322
- 홈페이지 : www.krishnaandsaurastri.com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Mumbai, Pune, New Delhi, Bengaluru, Ahmedabad,
Chennai
- 변호사 수 : 100 명 이상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Sunil Krishna, Manish Saurastri, Richa Padney,
Ashish Gupta 등

◌ Lall & Sethi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정보기술 등
IP 관련 분야에 관한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소 : D-17, South Extension – II, New Delhi – 110 049
- 연락처 : +91 11 4289-9999
- 홈페이지 : www.indiaip.com
- Email: info@indiaip.com
- 변호사 수 : 23 명
- 저작권 관련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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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의 MPAA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을 수행
② 인도의 특별 제도(John Doe Order, Anton Piller Order)와 관련된 중요
한 결정을 이끌어 냄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작성 : 400~600 USD
- 소장 작성 : 최소 1,500 USD
- 가처분(Interim Injuction) 신청 절차 : 6,000~10,000 USD802)
- 민사 본안 절차(1심) : 15,000~40,000 USD
- 형사소송 절차 : 최소 10,000 USD
- 세관의 저작권 등록 절차 : 최소 600 USD

802) 비용은 웹사이트 및 URL 개수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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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 저작물의 개념과 인정
‘창조력’주의로의 전환 : Navigators Logistics Ltd vs. Kashif Qureshi & Ors

1. 개요

델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제정법에 따른 권리이고,
common law 상 권리나 자연권이 아니므로, 어떠한 조직의 고객연락처에 대한 유지
관리 및 편집된 목록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판례 분석

사건명 : Navigators Logistics Ltd vs. Kashif Qureshi & Ors.21
법원명 : 델리 고등법원

a. 사실 개요

원고인 Navigators Logistics Ltd.는 물류 및 화물 수송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
는 자신의 사업운영을 위해 특별히 식별성이 높고 상세한 포괄적인 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발전시켜왔다고 한다. 해당 데이터에는 비밀정보, 고객 정보베
이스, 어카운트 정보 등 재무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원고의 영업 비
밀을 구성하여 원고의 컴퓨터 등 통신기기에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다룰 정보의 비밀성이 높아
고용 시에는 법적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고객서비스나 업무 부문 등
각 분야의 담당자나 담당간부로서 원고에게 고용되었다.
원고는 대규모 연수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의 기밀정보나 데이터에 정통할 수 있
도록 하였고, 피고는 각 업무를 개시하여 원고 사업에 공헌하게 되었다. 고용 기간 동
안 종업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 피고들에게는 컴퓨터 기기 등이 부여
되어 원고의 모든 비밀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가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비밀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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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제기되어 2016년 5월 피고들이 원고 기업을 사직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2인)들
에 대해 종국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 델리 고등 법원의 판결

쟁점 1 :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관리되어온 고객 담당자명과 연락처 목록에 대한 저작
권
법원은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제정법상의 권리이며, common law의 권리나 자연권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리스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한 원고는
자신의 고객 담당자명과 연락처 리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위 목록은 1957년 저작권법 제2조 (c), (h), (p) 및 (o)의 창작적 언어, 연극, 음
악, 미술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인정되더라도 위 리스트의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그 저작자가 인도 국민이거나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7조, 아마도 (c)항에 따른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지만, 원고
에게 고용된 저작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기업인 원고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Tech Plus Media Private Ltd. v. Jyoti Janda 사건에서 법인은 저작권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는 언어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의 소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저작
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저작자 신원을 밝히거나 그 비밀성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원고가 저작자의 신원을 밝혀야했
다.
이에 법원은 앞서 원고의 목록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창작성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조)>

1. 개요

인도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창작성이 있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작품에는 저작권
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 상 ‘창작성’의 정의가 없고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창작성의 해석과 기준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창작성(originality)’의 기준은 ‘창조적 요소가 있는 기능 및 판단(skill and judgement
with a flavor of creativity)’이다. 창작성에 대한 ‘이마의 땀 이론(sweat of the b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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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력과 자본 투자만 요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지만 인도 법원에서는 이제까
지 인정되지 않았다.

2. 판례 분석
[Eastern Book Company vs. Orsvs D.B. Modack & Anr] (672 of 2004 인도 최고재
판소 판결)

a. 사실개요

상고인은 인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모아 법률논문/저널을 출판한 자로서, 판결문 정
리 및 편집과 별개로 판결을 간단하게 정리한 편집후기인 ‘주기(注記)’를 추가로 작성
하였다. 또한 상고인인 출판사는 ‘동의’,

‘일부동의’, ‘일부반대’ 등의 주기를 판결문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본 건의 피상고인도 법률 논문/저널을 다루는 전자출판사로서 상
고인 출판사의 논문과 저널을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이에 상고인은 피
상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들어 제소하였다.

b. 최고재판소 판결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사실 그 자체는 저작자의 창작의 산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 개념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이 저작자로부터 창작
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며 저작자의 기술과 판단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저작자의 기술과 판단은 사소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상고인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결과인 ‘주기’와 기타 편집 기사에 대해서
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상고인이 판결문을 경미하게 편집한 것만으
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상고인이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범위는 상고인의 ‘주기’ 및 기타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되는 편집물로 제한되었다.
판결문의 경미한 편집 부분은 저작권법 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상고인은 상고인이 경미하게 편집한 판결문을 계
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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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실연가의 권리범위 : Miss Kaja Aggarwal vs. The
Managing Director, M/s V.V. D & Sons Pvt. Ltd

마드라스 고등 법원은 Miss Kajal Aggarwal v. The Managing Director, M/s V.V.
D&Sons Pvt.Ltd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실연가가 계약을 통해 실연을 영화 필름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하였다면,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영화 필름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피고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른 기간 동안 저작물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이 계약은 1년 간
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독심에서도 저작권법 제26조에 의한 권리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본건에서 1957년 저작권법 제38조의 도입을 통해 실연가 권리에 대한 저작권법의 흠
결이 보완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배우, 음악가, 무용가의 실연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없는 것은 저작권법 제도의 큰 결함이며, 이는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실연가
의 권리를 다루는 제38조가 도입되어 비로소 보완,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 사건 개요

원고(Kajal Aggarwal)는 인도의 저명한 여배우로서 피고(V.V.D. & Sons Pvt. Ltd)와 피
고의 헤어오일 제품에 대한 광고를 촬영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이틀 간의 촬영을 통
해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광고 촬영 후 사전에 상호 협의된 조건을 위
반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2008년 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된 조건이 포함되
지 않아, 원고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피고만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와 합의된 조건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거나 최종 체결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1년 동안만 광고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계속 사용해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광고사용을 즉시 금지하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피고의 사용
은 계속되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출연한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마드라스 고등법원 단독심에 제기하였다.

○ 단독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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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은 광고 촬영 계약이 체결되어 촬영 완료 후 그 대가인 30만 달러가 원고에게
지급된 점이 인정되며, ‘피고가 광고물에 대한 최초 저작권자이고, 저작권자는 영화필
름의 보호기간인 60년 간 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통해 저작물 이
용이 1년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또한, 광고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보상을 인정
할 이유도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실연이 광고물인 영화필름에 포함되는 점에 동의했
다면 피고의 광고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합의심 판결

원고는 위 단독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합의심 판결에서도 피고가 제
작한 것은 영화 필름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영화필름의 제작자이자 저작자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단독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 저작권 침해 판단

1) 저작재산권 침해 판단
Penguin Books vs. India Book Distributors 사건에서, 델리 고등재판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서적 수입은, 비록 서적이 판매된
국가에서 저작권자의 독점권에 따라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유사성 판단기준>

1, 개요

인도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기준은 독자, 관객 또는 시청자가 원저작물과 후속 저작
물을 보거나 읽은 후 후속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복제했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에 따른
다. 그러나 경미한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복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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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상당하고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2. Common law

인도 1957년 저작권법이 존재하지만, 법 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
준이 없으며 침해 인정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최고
재판소의 R.G. Anand vs. M/s Delux Films and Others 판결이 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다룬다.

3. 판례법 분석

[R.G. Anand vs. M/s Delux Films and Others] (1978 (4) SCC 118) 인도 최고재판소

(a) 사실관계

상고인은 1953년 인도어로 연극 대본을 창작한 자로, 연극의 내용은 서로의 가족이
이웃인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들의 가족은 서로 다른 지방 출신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피상고인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팔로키아리즘(편협주의)에 기반한 로맨스 영화
를 제작한 적이 있지만, 상고인의 연극과 달리 당시 인도 결혼 제도의 사회악적인 측
면과 기타 여러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 최고재판소 판결

최고재판소는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재판소는 먼저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양 저작물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독자, 관객 또는 시
청자가 양 저작물을 보거나 읽은 후 어느 하나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였다
는 인상을 받았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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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고재판소 판결의 분석과 원칙

인도 및 common law 국가에서의 저작권법 심리 시 재판소가 저작권침해 사건의 판
결을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7개의 저작권법 기본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아이디어, 원리, 주제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디어의 표현에 대
해서만 권리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ii) 동일한 아이디어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법원은 유사성 판단을 위해 양
저작물을 비교해야 한다. 만약 양 저작물이 동일하다면 확실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
지만, 두 저작물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정도라면 법원은 유사성을 판단하여 그 정
도가 상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iii)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저작물을 보거나 읽
은 독자나 시청자가 저작물이 복제되었는가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인상을
받는가’이다.
(iv) 주제가 동일하더라도 그 취급 방식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v) 저작물 간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
정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물 간 유사성 외에도 원본을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
단되거나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vi) 모든 저작권 침해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vii) 영화가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영화는 관점이나 범위
가 넓으므로 침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화가 연극을 복제한 것이라는 인상
을 시청자가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를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인도 최고재판소는 저작권 침해의 근본적인 판단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담긴 아
이디어를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형식과 배열,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
을 채택하였는지와 그 과정에서 표현을 사소하게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는지에 따
른다고 하였다.
만약 피고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저작물을 상이한 형태와 성질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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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저작물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
지 않게 된다.
이 사안에 있어 인도 최고재판소는 문제되는 저작물들을 세심하게 비교한 결과, 각
장면과 극의 클라이맥스, 표현 등이 달라 저작물 상호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피상
고인의 영화저작물을 본 자가 상고인의 연극저작물이 불공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인상
을 받기에도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1957년 저작권법 제57조 상, 건축가는 어떠한 유형의 특별한 권리(저작인격권)도 누
리지 못한다.

1. 개요

델리 고등법원 단독심은 2019년 5월 28일자 판결을 통해 원고인 Raj Rewal 개인은
저작권법 제57조 하의 건축물/건조물의 건축가로서 어떠한 특별한 권리(저작인격권)
를 갖지 않으며, 건축물/건조물의 해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의 피고인 인도연방(Union
of India)과 인도무역진흥국(ITPO)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2. 관련법과 규정

1957년 저작권법 제57조 (1), 제52조 (1)(x)

3. 판례 분석

a.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선정된 Hall of Nations와 Nehru Pavilion을 포함한
여러 건물의 설계자이고, 이들 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도 예술 및
문화유산 보존위원회(HCC)에 추천되었다.
피고 중 1인인 인도무역진흥국은 원고에게 위 건물들의 해체를 제안하였는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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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HCC를 통한 위 건물들의 보존 유지도 실패하였
다. 이에 원고는 델리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청원은
2017년 판결을 통해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그 동안 위 건물
들은 해체되었다.
이후 원고는 인도연방과 인도무역진흥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감독 하에
동일한 장소 또는 유사한 다른 장소에 철거된 건축물을 재건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구하였다.

b. 단독심 판결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는 건축
물/건조물의 건축가인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해체에 이의를 제기하
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가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고등법원은 법률의 어떠한 조항도 다른 조항의 효력이 무의미해지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바, 만약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b)에 따라 건물의 해체가 금지되어
야 한다면 건물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x)가 무의미해지기 때
문이다. 유사한 취지로 저작권법 제59조는 건축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미 재건축된 건물을 해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의한 명예 및 명성의 범위와 그 구제>

○ 개요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양도한 호에도 존재하는 어떠한 ‘특
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인격권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특권은 전 세계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어떠한 정도의 관리권을 부여한다. 저작물에 어떠한 변형
(mutilation)이나 왜곡(distortion)이 있을 시, 저작권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성문법 규정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정확히 ‘저작인격권’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저작인격권’으로 칭하는 판결과 문헌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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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본 조항은 저작권자의 인격권 행사가 저작권 소유와는 독립되는 점이 명백하고, 저작
물의 왜곡, 절제, 변형 및 기타 행위로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
위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대략적인 것
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저작인격권’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
로 볼 때 ‘저작인격권’ 개념은 대륙법계를 채용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그 기초가
발생한 것으로, 베른조약을 통해 저작인격권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인도법에도 도입
된 것이다.

2. 판례 분석

[Amar Nath Sehgal vs. Union of India] (델리 고등법원)

a. 사실 개요

원고는 유명 조각가로서 인도 정부에게서 주요 정부청사에 전시하기 위한 조각 제작
을 의뢰받았다. 이후 완성된 조각은 인도 정부청사에 전시되었지만, 수 십년 후 철거
되어 수납실에 방치되었다. 조각가는 해당 조각을 원형으로 복원해줄 것을 인도 정부
에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었고, 1992년 조각가는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저작인격권
위반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b.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법원은 조각을 노후한 상태로 방치한 것은 인도 정부에 이해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
해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도 정부에 의해 소유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은 인도정부로 하
여금 50만 루피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였고, 일정한 기간 내에 조각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3. 결론

인도에서 저작인격권이 주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 사례에서도 절차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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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인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실연가의 권리 역시 인격
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저작인격권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아직 애매한 면이 있다.

○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
스트리밍, 다운로드와 구매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 라이브러리는 1957년 저작
권법 상 ‘공정한 사용’ 또는 법정 이용허락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1. 개요

2012년 인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31D조에 방송기관을 위한 문학, 음악 저작물의
법정 이용허락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송기관은 저작권자에게 저작
물을 방송한다는 통지를 한 후, 저작권위원회가 정한 요율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경우 인터넷 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가 위 법정 이용허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며. 법정 이용허락 대상에 ‘인터넷 상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원고(Tips Industries Ltd.)는 피고(Wynk Music Ltd. & Ors.)을 상대로 음악 레퍼토리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월정액제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악곡을 제공하여 레퍼토리 저작
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i) 공중이 피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하여 악곡을 다운로드 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상
인정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ii) 방송기관인 피고는 법정 이용허락 규정을 통
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를 지지하며, 공중의 악곡 사용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
하는 다운로드와 구입 기능을 사용한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악
곡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며
원고의 악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정은 피고에 의한 ‘공정한 사용’에 따른 보호와 ‘방송기관으로서의 법정사용권’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악곡을 사용, 판매할 수 없다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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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과 규정

1957년 저작권법 제2조(fa), 제2조(ff), 제14조(1)(e), 제31D조, 제52조(1)(a)(i), 제52조
(1)(b)

3. 판례 분석

TIPS INDUSTRIES LTD. V. WYNK MUSIC LTD. & ORS. (2019년 4월 23일부)

a.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8월을 종료일로 하여 자신의 음악 레퍼토리를 온라인 스트리밍과 방
송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피고에게 부여하였다. 그 후 라이선스
갱신이 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음악 레퍼토리 삭제를 위해 피고에게 중지 통고를
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소가 제기된 것이다.
원고는 월정액제 판매/대여를 통해 원고의 음악 레퍼토리를 공개한 피고의 행위는 음
악 레퍼토리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악
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악곡을 다운로드 하여 다른 단말기에 보존하
기 위한 구입 기능도 존재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사업과 경합하며, 사적인 이
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자신은 방송기관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이
며, 저작권법 제52조 (1)(a)(i)와 (1)(b)에서 정하는 ‘공정한 사용’에 따른 보호와 제31조
에 따른 법정이용권을 들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도 음악저작물 방송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

b.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봄베이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선 인도 저작권법 상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는 (1)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어
떠한 매체로든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2)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권
리, (3) 저작물을 공중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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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법 상 방송기관의 법정 이용허락권이 인정되나, 이는 오로지 (3) 저작물
을 공중전달할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상업적 판매나 대여는 방송기관의 법정 이
용허락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에서의 공중전달은 보통 인터넷 통신을 포
함하여 수단을 불문한 전달을 의미하나, 방송기관을 위한 법정 이용허락에서의 전달
은 전통적인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터넷 방송기관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어플리케이션 구독료를 대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저작물의 다운로
드와 구매 기능을 제공하였는바, 고객들이 원고 음악 레퍼토리 파일이나 복제물을 아
무런 방해 없이 단말기 등에 다운로드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
업적 대여’에 해당하고 이는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e)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배타

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악곡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대여 또는 판매하고 고객
으로 하여금 악곡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고등법원은 피고의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악곡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례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관련
최초의 John Doe 명령 인용 사례 : Taj Television v. Rajan Mandal

◌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새로운 형태의 24시간 독점 스포츠 채널을 런칭하였고 일부 주요 스포츠 이
벤트에 대한 방영권리를 보유하면서 인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원고
는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하여 중계권을 취득하여 인도 전역에 대대적 송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진행 및 중계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부 케이블 네트워크 등에서 원고의 채널을 무
단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하여 원고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극도의 우려
를 표명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811

원고 측은 우선적으로 해당 채널을 무단으로 송출하는 일부 케이블 사업자, 네트워크, 제3자
등을 식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인도 내의 특정 지역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의 케이블 전송의 범위가 불특정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증빙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허가 네트워크의 경우 특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2년 6월 30일 월드컵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에서 결승전의 방송 등과 관련하여 권리
를 침해하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식별한 이후, 직접적인 침해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구제를 청
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이 종료된 시점에서 막대한 손실의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방영권 침해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도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CPC) Section 151에 따른 법원의 내재
적 권한(inherent powers)를 근거로 불법 행위의 선제적 조치를 위한 John Doe 명령을 요청하
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다수의 관련 판결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케이블 사업자가 장기간 저
작권을 침해해 왔음을 확인된 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 상 원고의 이
익을 보호하고 청구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John Doe 명령을 인용하였다.
John Doe 명령을 통한 ‘웹 사이트 차단’의 주요 사례

2011년 7월 20일 Delhi High Court의 John Doe 명령 결정 (I.A. No. 11242/2011 (under
Section 151 CPC))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일부 웹 사이트
가 차단되었다.

John Doe 명령의 청구인인 Big Pictures는 본 명령을 근거로 2011년 7월 21일을 기점으로 인
도 내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하, ISP)에게 자사의 영화저작물 Singham의 온라인 배포
의 방지를 위한 이행을 요청하였고, 인도의 통신대기업인 “Bharti Airtel”사803)는 청구인이 요청
한 파일 공유 사이트804)의 차단을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망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ISP의
웹 사이트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단 요청된 웹 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
하였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The site has been blocked as per instructions from the
Department of Telecom.” 라는 문구와 함께 웹 사이트의 차단이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어졌다.
명령 이후 최초 시점에는 “Bharti Airtel”사 외의 Vodafone 3G, MTNL, MTNL 3G 등의 타 ISP를
통해서는 웹 사이트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타 ISP의 인터넷 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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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당 웹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일부 차단되었음이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본 사례는 John Doe 명령을 통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다수의 ISP에 의하여 매우 대규모적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웹 사이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자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큰 반발을 하였다.

803) 본 사는 인도 내에 2억 8370만의 모바일 서비스, 240만의 가정 인터넷 서비스, 1660만의 디지털 TV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3월 31일 기준)
출처 : Airtel, "Company Profile", <https://www.airtel.in/about-bharti/equity>, 최종방문일 :2020.11.14.
804) 당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Mediafire.com, Megaupload.com,
Rapidshare.com, Sendspace.com, Megavideo.com, VideoBB.com, Novamov.com, Movshare.com,
Putlocker.com, Hotfile.com, Fileserve.com, Filesonic.com, Filesonic.in, Depositfiles.com, Wupload.com,
Uploaded.to, 및 Uploadst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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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제1장. 브라질 저작권 개요

브라질에서의 저작권은 1998년 제9610호 브라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LEI
Nº 9.610, DE 19 DE FEVEREIRO DE 1998.)과 1998년 제9609호 컴퓨터 프
로그램(소프트웨어)보호법을 통해 보호된다.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으
로는 1996년 제9279호 산업재산권법, 1997년 제9456호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있다.

브라질은 1922년부터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베른협약 외에는 세계저작권
협약(UCC),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음반제
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TRIPs 협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성 향상
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등의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 조약과 이들을 반영한 브라질 국내법에 따라 외국의 저작물도 브라질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표현의 방식
과 수단, 유무형 여부, 매체 등을 불문하고 ‘저작자의 정신으로부터 발생
한 모든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문학 미술, 과학 저작물의 문장(내용)
- 강연, 연설, 설교 기타 이와 유사한 저작물
- 연극과 악극
- 무용, 무언극으로서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무대 연기가 정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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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한 음악 작곡
- 소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한 영화 등의 시청각 저작물
- 사진 또는 사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저작물
- 그림, 회화, 조각, 판화, 키네틱아트 저작물
- 일러스트, 지도 기타 유사한 저작물
- 지형학, 공업, 건축, 공원설계, 무대, 과학 관련 도면, 견본, 3차원 저작
물
- 원 저작물의 변형, 번역 기타 변형물로서 새로운 지적창작성이 있는 것
- 컴퓨터 프로그램
- 소재의 선택, 조정, 배열이 지적 창조에 해당하는 수록물, 편집물, 백과
사전, 사전, 데이터베이스 기타 저작물. (저작물의 구성 소재에는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고, 구성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차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만든 복제물은 원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제9조), 저작물의 제목 역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목이 독
창적이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저작자가 공개한 저작물과의 혼동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제10조).

한편, 이하의 대상은 브라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제8조).
- 아이디어, 규범적 절차, 시스템, 방법, 수학적 개념 등
- 정신적 활동 또는 게임이나 사업 수행을 위한 규칙과 계획, 다이어그램
- 과학적 또는 기타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양식과 그에 기재된 지시사항
- 조약과 법령, 규칙, 판결 기타 공적 규정 서식과 문서
- 달력과 일지 등에 기재된 공공정보(공공이 이용하는 정보)
- 독립적인 제목, 이름
- 저작물에 구현된 아이디어의 공업적 또는 상업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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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술에 따라 컴
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목적에 따라 동작시키기 위해 자연언어 또는 코드
언어로 구성한 일련의 지시적 표현으로서 물리적 매체에 내장된 것이다.

저작권법 규정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것 외에, 컴퓨터 프로
그램 저작물의 보호와 판매 등에 관한 1998년 제9609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보호법의 내용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거나 자
신의 허락 없는 프로그램의 변형 또는 수정에 이의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저
작권법 제18조), 등록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등록된 사실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어 권리자에게 유리하므로 브라질 산업재산청(BPTO)를
통한 등록이 권장된다.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가. 외국 저작물의 보호

브라질 국외의 거주자라도 브라질에서 효력을 갖는 조약과 협정 또는 계
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브라질 국민과 저작권에 대해
상당한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와 그 거주자에게는 상호주의의 관점에
서 브라질 저작권법이 적용된다(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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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상 저작물

브라질 저작권법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함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
나 고용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종업자와 별도의 권리이전 계약 등을 체결
해야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브라질 소프트웨어법은 업무 기간 중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 항목에서 다룬다.

다.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물

브라질 소프트웨어법 제4조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계약 등에 의해 업무
기간 동안 개발된 프로그램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나 고용주가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단, 이때 1)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
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위해 사용자의 툴이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고용이나 기타 법률상 의무와 무관하고 사용자의 장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제작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
물의 창작자인 종업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3.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종류

브라질 저작권법 상 규정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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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배타적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제3자에게 권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
작권법 제28조). 제3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 저작물을 이
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소송의 대상
이 된다.

또한 브라질 저작권법 제53조 이하에서는 각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이용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차원 미술저작물(Three-Dimensional Art)의 사용

저작자가 3차원 미술저작물을 판매할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복제권
이 아닌 전시권만 양도된다(제77조). 3차원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을 부여하
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대가가 유상인 것으로 추정된다(제78조).

○ 사진저작물의 사용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사진을 복제하거나 판매할 권한을 가지나, 초상과
관련한 사진은 전시, 복제, 판매의 제한을 받으며, 3차원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제79조).
제3자가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고, 사
진의 불완전한 복제는 저작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

○ 음반의 사용
음반의 발행 시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1) 수록된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
성명, (2) 실연자의 성명, (3) 발행연도, (4) 음반제작자의 성명 또는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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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제80조).

○ 시청각저작물의 사용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 또는 실연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시청각저
작물로 제작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시청각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
한도 부여한 것으로 본다(제81조). 이때 시청각저작물 제작 허락은 서면을
통하여야 하며, 협의 후 10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는 저작물의 사본에 (1) 시청각저작물의 명칭, (2)
제작자 기타 공동저작자의 성명과 별명, (3) 원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
성함, (4) 실연가의 성명, (5) 발행연도, (6) 제작자의 성함 또는 식별표장
등을 표시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데이터베이스 권리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표현과 관련하여 (1) 데이터
베이스의 전체 또는 일부 복제, (2) 번역, 번안 및 기타 변형, (3) 데이터베
이스 원본 또는 사본 배포와 공중전달, (4) 위 (2)의 결과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을 독점적으로 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다(제87조).

○ 저작권자의 추급권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 또는 대본의 원본을 처분한 후에도 이들의 재판매
로 발생하는 수익의 최소 5%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8조).

이 권리는 변경이나 포기가 불가능하다. 만약 저작자가 재판매 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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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때에는 판매자가 저작자에게 지급될 수익의 보관자가 되며, 판
매가 경매를 통한 경우에는 경매자가 수익을 보관한다.

나. 저작인격권

브라질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으로는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저작자의 명성이나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시 저작물 유통을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포기, 변경이 불가능하고(제27조)
보호기간도 영구적이다. 저작자 사망 시에는 저작자의 상속인이 그의 권
리를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 중 저작자의 사망 전후로
저작물을 변경할 권리,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사용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

4.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89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실연가, 음반제작
자, 방송기관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적절한 수정을 거쳐 준용된다.

가. 실연가의 권리

실연가란 모든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연기, 노래, 암송 등의
방식으로 문학, 예술, 민간전승 표현을 실연하는 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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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가는 (1) 실연의 고정, (2) 고정된 실연의 복제와 공연 및 대여, (3) 실
연의 방송, (4)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모든 형식의 실연 이용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제90조).

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브라질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음반에 대한 복제권, 배포
권과 대여권, 공중전달권 및 기타 모든 형식을 통한 음반 이용권을 허락
하거나 금지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이때 ‘음반’이란 실연 기타 다른 소리를 고정한 것 또는 시청각저작물
에 포함되지 않은 소리를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음반제작자’란 매체
를 불문하고 음반에 소리를 최초로 고정함에 있어 음반의 제작 계획과 경
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다. 방송기관의 권리

방송에 대하여 방송기관은 방송의 재전송, 고정, 복제, 공공장소에서의 텔
레비전을 통한 방송 전달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제
95조).
단, 이때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가의 권리는 실연이 된 때,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최초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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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 방송기관의 권리는 방송이 전송된 때의 다음해로부터 70년 간 권
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5. 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로
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다음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시청각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은 저작물이 공개되거나 방송된 다음 해로부
터 70년간 보호되며, 공개된 소프트웨어라면 공개된 다음해로부터 50년간,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면 창작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은 공유재산이 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없이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이나
민족과 전통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저작자 불명인 저작물도 공유재산이
된다(저작권법 제45조).

단, 저작인격권은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보호 가능하다.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브라질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이하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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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나 정보성 기사를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하여 간행물에 복
제하는 행위
- 공공모임의 연설 등을 뉴스나 잡지에 복제하는 행위
- 초상 기타 유사성의 표현의 복제로서 소유자나 그의 상속인 등의 이
의가 없는 경우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복제
(2) 사적인 이용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1부 복제
(3) 연구, 비평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일부 인용으로서 저작자
의 성명과 출처를 명시한 것
(4) 강연의 발행이 금지된 교육기관의 강연 참석자의 노트 기록
(5) 상업시설의 저작물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사용으로서, 고객
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장비나 물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
(6) 가족 내 또는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목적을 위한 비영리 공연
(7)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증거로서의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 사용
(8) 원저작물의 성질을 불문하고 그 일부분을 다른 저작물에 복제하거나 3
차원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행위. 단, 복제가 새로운 저작물의 주
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원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을 해하거
나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아야 함.

위와 더불어 저작물의 패러프레이즈와 패러디는, 원 저작물을 단순히 복
제한 것이 아니고 원 저작물을 경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
유롭게 가능하다(제47조).

또한 공공장소에 항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은 회화, 소며, 사진 기타 시청
각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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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브라질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시점에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
하며, 권리의 형성과 보호, 행사를 위해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제18조).

즉 저작권 등록은 어디까지나 저작자의 재량에 따르나, 저작물 등록 시 등록
부를 이용하여 권리자가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거나 저작물의 보호기간
을 증명하기 용이하다.

1. 저작권 등록기관

모든 유형의 저작권 등록을 전담하는 기관은 아직 브라질 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저작물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저작물이 두 가지 이상의 기관에서 등록될 수 있을 시에는 저작물
의 성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을 통해 등록되어야 한다(구 저
작권법 제17조 제1항).

주요 저작권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
- 브라질 국립도서관재단 산하 저작권사무소 (EDA-FBN)
시, 소설, 만화,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한다.
- 브라질 연방 공학, 건축, 농업위원회 (Regional Counsel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and Agronomy)
건축물 또는 공업 관련 저작물에 대한 등록 기관이다.
-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미술학부(Federal

University

of

Rio

Janeiro, School of Fine Arts)
조각, 미술 저작물에 대한 등록을 수행한다.
-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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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등록을 담당한다.

2. 상세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록 신청을 하기 전 지적 저작물의 실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이 사본
은 별도의 A4용지 또는 출판된 서적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위임
장, 법적 대리 문서, 양도 계약서 등과 같은 프로세스 조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저작권 등록 신청에는 40 브라질 헤알, 흑백 영상 저작물의 저
작권 등록에 50 브라질 헤알, 컬러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80 브라
질 헤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저작권자가 위임 또는 권한 이전 없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 브라질 헤알 할인), 대리인 비용으로는 약 800 미국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실제 저작권 등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1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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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양도

저작권자와 그 상속인은 이용허락과 양도,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작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제49조). 이때 권리의 전
체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법이 명시적으로 대상
에서 배제하는 권리를 제외한 저작자의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저작권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기간과 권리 범위, 사용
대가 등의 조건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브라질 저작권법은 양도계약을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계
약 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양도 등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 상 반드시 필
요한 저작물 이용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 등의 기간과 지역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계약 상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도 등의 효
력은 최대 5년으로, 지역 범위는 계약이 체결된 국가 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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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브라질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 브라질 내에서 직접 저작
권 침해 모방 제품이나 해적판 제품이 제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
남아에서 제조된 침해 제품이 수입되기도 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특히 소프
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브라질은 202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적재산
권 침해 감시국으로 지정되었다.

1.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자만 가진
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는 저
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국경조치,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민사상 구제수단은 브라질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
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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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사본의 압수 또는 공개 중지
- 전송, 공중송신 등의 중단·금지
- (저작자 등의 성명 또는 표지를 누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저
작권 등의 신원 공개

○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금지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 중
지 또는 금지명령과 함께 저작권 침해품의 압수와 수색이 함께 이뤄지므
로, 이러한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전할
수도 있다.

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의 경우 사본의 판매상당액을 저작권자에게 지
급해야 한다(사본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000부의 판매액).

○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①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② 침해자가 침해를 통하여 얻은 이익
③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했더라면 침해자가 원고에게 지
급했을 라이선스 대가로 판단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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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은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소프트웨어 저
작권 침해에 대하여 압류된 프로그램 가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가처분의 인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저작권 존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의 존재
- 가처분 인용이 필요한 긴급성
-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 출석 없이도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안 소제기 전 가처분을 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소제기와 동
시에 또는 소제기 직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제소기간은 저작권법에 달리 정함이 없어 민법 제206조 제3
항 V호에 따라 3년이다.

나. 관할 법원과 소송의 흐름

브라질은 27개의 주가 각자 사법권한을 가지고 소송을 관할하므로 저작권
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각 주 법원에 제기된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소재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나, 예외적으로 원고가
타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때에는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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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법원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
구 시에는 원고의 소재지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으로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 분
야에 특화된 연방지방법원(1심)이 있으며, 상파울루와 리오그란데도술에
지적재산권 전문 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최고법원(STJ)은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존재하며 브라질의 항소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최고법원의 판결은 명시적인 구속
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강하며 하급법원은 최고법원의 판단을 재판 지침
으로 고려하게 된다.

다.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침해사실의 인지
→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을 얻기 위한 증거 취득
→ 제1심법원에 소장 제출
→ 예비적 금지명령(회복불가능한 리스크 또는 성공 가능성)
→ 증거검토(사실 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름)
→ 판결
→ 항소
→ 최고법원에의 상고

라.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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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기
간 중으로 한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 시에는 현지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변
호사는 가급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민사, 경찰(형사), 세관(행정)을 통
한 권리구제 경험이 있는 것이 좋다.

2. 형사소송

가. 처벌대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브라질 형법(제
2,848/40호) 제184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일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805)에 처해진다(제184조 본문).

만약 저작자, 실연가,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의 명시적인 허
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는 자
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벌금형은
병과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위반하여 복제한 저작물 등을 유
통, 대여, 수입, 취득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저작물과 그 사

805) 벌금형은 ‘일당 벌금’으로 산정된 금액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360일의 일수를 적용한 벌금을 교
도소 기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일당 벌금’은 법원에서 현재 국가 최저임금의 1/30에서 5배 사이
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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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제184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파, 기타 사용자가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
역,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184조 제3항).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예외·제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비영리 목
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단수(1부) 복제에는 위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법에서 별도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하여는 가중
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금고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나. 수사 절차

저작권 침해는 브라질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재량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단속은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나 상인이 많은 시가지에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견된 침해
제품은 분석을 위해 압수되며 침해 혐의자는 경찰에 연행된다. 단속 과정
에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장소나 침해 수단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
고, 압수물품과의 대조를 위해 원 저작물 견본을 제출하기도 한다.

다. 형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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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브라질 형사소송은 지적재산권자의 신청(고소)
을 요하는 ‘사적 형사소송’(주로 상표와 특허 침해 사건)과, 지적재산권
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공적 형사소송’(주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나뉜다.

형법 상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행위 중 비영리 목적의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형법 제184조 본문) 및 저작물의 무단 공중송신(형법 제184조 제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행위(영리 목적의 저작물 복제와 복제물
의 유통, 대여, 수입 등의 행위)는 모두 비친고죄로, 검사의 기소에 저작권
자의 신청 또는 고소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검사는 자신의 직접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자를
기소하고 형사소송의 원고가 되며, 저작권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검
사의 보조인 지위에서 변론 등 소송절차에 거의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소
송절차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형사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출(범죄사실의 통지)
하거나 경찰이 독자적으로 침해사실을 인지
→ 경찰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속을 명
함
→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의 견본품을 경찰에 제출함
→ 경찰의 압수품 심사
→ 심사 후 침해판단이 내려질 경우 침해제품 폐기
→ (친고죄)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 절
차가 진행되고,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안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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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저작권자가 신청하거나 검찰 직권으로 침해자를 기소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됨

라. 형사상 구제조치의 장단점

형사상 구제조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경찰 단속과 형사소송을 통해 침해품을 압수하거나 침해 설비와 시설을
압수하여 파괴할 수 있음
- 다수 또는 불특정 침해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형사적 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 압수물 수송과 보관 비용은 압수물에 따라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
으며, 침해자가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비용회수를 위해 침
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 결과 피고인이 무죄로 판명된 때에는 그의 재산적, 정신적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자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
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벌금형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침해가 반
복되는 경향이 있음
- 시효가 짧고 절차가 복잡함
- 브라질 내의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됨

실제로 상파울루 주 상소 법원의 비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재산 침
해소송에서 형사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3.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834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조치는 브라질 세관규제령(제
6,759/09호)와 TRIPs 협정을 근거로 한다. 이들 법령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제품의 조사와 압류, 몰수와 적발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세관은 권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해당 대상을 통관 시점에 압류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에는 저
작권에 대한 세관 등록제도가 없어 세관 직원이 직권으로 침해 혐의품을
압수수색할 권한을 가진다.

수입품이 압류되고 10 영업일 이내에 지적재산권자는 제품 압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제품의 권리 침해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이 침해품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수입자에게 대상이
반환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제품이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세관
은 권리자로 하여금 대상 제품을 몰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하
게 된다.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입이나 인도를 중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세관에 물품의 압수와 폐기
신청을 제출한 후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게 되며, 세관에 침해품 수입자
의 정보를 요청한 후 수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권리자가 몰수 또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에 침해 혐의품은 반환된다).

국경조치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세관당국이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품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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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자와 수입자에게 통지
→ 지적재산권자의 견본 제출, 10일 이내에 기술보고서 제시
→ 수입자가 화물이 침해품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
→ 세관당국의 판단
→ 압류품의 압수·폐기 및 지적재산권자의 소송 제기

4.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가. 개요

저작물의 복제와 이용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자만 가지므로, 만
약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시 저작
권 침해가 된다. 이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ction)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금지명령을 받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가능한 조치

1) 침해 통지 및 차단 요청

우선, 권리자는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웹사이트
나 ISP에 저작권 침해신고를 하여 해당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2)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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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
다. 권리자는 침해된 저작권, 침해 사실, 피고(웹사이트 관리자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와의 관련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침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우선 불분명한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침해자 정보를 개시하고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를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다.

3) 중개자 책임

브라질 ‘인터넷 상 권리에 관한 법률’(Marco Civil da Internet, Law
No. 12,965)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과 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본래 위 법 제18조에 따라 ISP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콘텐츠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해 면책되고, 다만 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ISP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사건에 대하
여는 위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제19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
되어 현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ISP가 제3자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4) 손해배상

브라질 법률 상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 산정을 위
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03조(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그 사본을 몰수하고 판매된 사본의 가격만큼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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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자에게 지급)의 산정 기준에 따르거나, 만약 침해자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 담당 기관과 절차

인터넷 서비스를 조정 또는 통합하고 기술품질과 서비스 보급 및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브라질 인터넷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긴 하나, 행정절차를 제
외한 지적재산권 집행은 다른 저작권 침해 조치와 마찬가지로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이뤄진다.

5.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저작권 침해자나 저작권 침해 제품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송 전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침해자에게 송
부하여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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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행정기관

- 브라질 전국도서관재단(FBN)의 저작권국(EDA) : 시, 소설, 만화,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한다.
- 브라질 국립영화원 (ANCINE) : 영화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관련 저
작물의 모방 대책확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 유전유산관리평의회 (CGEN) : 유전과 유산에 관한 정책 정비, 심화, 실
시를 담당한다.

2.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
(Conselho Nacional de Combate à Pirataria e Delitos contra a
Propriedade Intelectua, CNCP)806)

2004년 브라질 의회의 저작권 침해 조사위원회(CPI da Pirataria)의 제안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CNCP)가 설립되었다.

CNCP는 저작권 침해와 밀수 및 이들의 결과로 발생하는 탈세와 기타 지
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하여 국가 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기 위한 목적의 법무부 자문기관으로서 기능한다.

CNCP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브라질 내의 저작권 침해, 밀수, 탈세, 기타 지적재산권 범죄 방지를
위한 연구 및 대응조치 제안
806)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

839

②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사 수행,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공안시스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
③ 브라질 연방 각 지역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지원
④ 저작권 침해 예방과 억제를 위한 특별조사 계획 장려 및 지원
⑤ 저작권 침해 제품 및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수입 통제
⑥ 항만, 공항, 국경, 도로망에서의 조사
⑦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처리 및 공공기관 교육 장려, 지원
⑧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장려, 조직
⑨ 관할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행
⑩ 저작권 침해 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 사법기관과의 협력
및 방안 수립

3. 민간단체

가. 중앙징수분배센터 (ECAD)

브라질 저작권법 제99조는 저작권료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한 저작물 관
련 협회 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3년 브라질 중앙징수분
배센터(Escritório Central para a Arrecadaçãoe Distribuição, ECAD)가 설치
되었는데, 이 기관은 저작물과 음반의 공연, 방송, 시청각저작물의 전시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료 외
에도 ECAD는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저작권자의 대리인
으로서 재판상, 재판 외 권리를 ECAD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저작권 관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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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행사와 방어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제97조). 단, 권리자는 동일한 유형의 권리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신 원래 소속한 단체에
서면 통지를 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에 가입한 권리자는, 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방어를 수행
하거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소속된 단체의 사전 통지에 따라 자신이 직접 방어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도 있다(제98조).

해외의 단체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설립된 브라질 내의 권리 단체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와 연구를 실시하는 주요 단체
와 권리관리단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ABPI(Brazilian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1986년 설립된 비영
리단체로서 산업재산권 연구를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출판물을 편
찬하고 지적재산 법제도와 이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 ABAPI (Brazilian Association of the Agents of Industrial Property) :
1940년대에 창설되어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ASPI (Sao Paulo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1983년 창설되어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상파울루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

841

으로 한다.

- ABRAL (Licensing Brazilian Association) : 1998년 설립되었으며, 상표 및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라이센서, 대리인, 라이선시, 제작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 ABES (Brazilian Association of Software Companies, 브라질 소프트웨어
기업 협회)
https://abessoftware.com.br/en

- FNCP (National Forum Against Piracy)
http://www.fncp.org.br

- UBV&G (Brazilian Union of Video & Games, 시청각저작물, 게임 배포·
유통업체 연합)
https://ubvegorg.wordpress.com

- UBC (União Brasileira de Compositores, 브라질 작곡가 연합)
http://www.ubc.org.br/

- ABRAMUS (Copyright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Inc.)
https://www.abramus.org.br/

- ADDAF (Association for defense of authors' rights)
http://www.addaf.org.br/

- AMAR (Associaçao de Músicos Arranjadores e Regentes)
http://www.amar.art.br/ingles/index.htm

842

- Sbacem (Sociedade Brasileira de Autores, Compositores e Escritores de
Música)
https://sbacem.org.br/

- Socinpro(Brazilian 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www.socinpro.org.br/

- AUTVIS (Brazilian Society of Visual Artists Rights)
https://www.autvis.org.br/

- DBCA (Brazilian Film and Audiovisual Directors) - 시청각 저작물 관련
http://diretoresbrasil.org/en/

- GEDAR (Management of Scriptwriters Author Rights) - 연극, 대본 저작
물 관련
http://www.gedarbra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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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807)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DANNEMANN, SIEMSEN BIGLER & IPANEMA MOREIRA

1900년 설립된 로펌을 모태로 한 남미 지역 최대 IP 전문 로펌으로, 현재
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체결, 기술관련 법률, 환경법,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행 중인 사건 수는 약 8만 건
정도이고 소송과 자문의 비율은 7:3 정도

- 주소 : Av. Rodolfo Amoedo, 300 Barra da Tijuca, 22620-350, Rio de
Janeiro/RJ - Brasil
- 연락처 : +55 21 2237-8700
- 홈페이지 : www.dannemann.com.br/home.html
- Email: marketing@dannemann.com.br
- 분사무소 위치 :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몬테비데오(우루과이)
- 변호사 수 : 240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eter Dirk Siemsen, Attilio Gorini, Luiz Augusto
Lopes Paulino, Fernanda Salomão Mascarenhas 등

◌ MAGELLAN IP

브라질, 포르투갈에서 IP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전
문 로펌. IP 분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음.

807)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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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Rua da Assembleia, 10 • sala 3215 20011-901 • Rio de Janeiro,
RJ • Brazil
- 연락처 : +55 21 4063-3297
- 홈페이지 : www.magellan-ip.com
- Email: magellan@magellan-ip.com
- 변호사 수 : 8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Carla Castello, Caio Rodrigues da Silva,
Alexandre Macedo Altberg

◌ CLARKE, MODET & CO.

1879년 스페인에 설립되어 1960년대부터 포르투갈, 남미 지역으로 서비
스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는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
시코, 칠레,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및 스페인, 포르투갈에 26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다국적 IP 전문 로펌. 그 외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지역은
international desk를 개설하고 있음

- 주소 : Rua Arizona, 1422 15º andar, Conjunto 152/153 Brooklin, São
Paulo
- 연락처 : +55 11 5103-3490
- 홈페이지 : www.clarkemodet.com/en/companies/brazil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산 호세 도스 캄포스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atrícia Falcao

◌ Bhering Advog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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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자문, 권리보호, 침해대응 등 전반적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소 : Av. Rio Branco, 103 / 11th and 12th Floors, 20040-004 - Rio de
Janeiro, RJ - Brazil
- 연락처 : +55 21 2221-3757
- 홈페이지 : www.knspartners.com
- Email: www.bheringadvogados.com.br/en
- 분사무소 위치 : 상파울루, 쿠리치바
- 변호사 수 : 29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Pedro Afonso Vieira Bhering, Philippe Bhering,
Chairin Kong (저작권법 전문은 아니지만 한국계 변호사)

◌ Demarest Advogados

1948년에 설립된 대형 로펌으로,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제작한 한국기
업을 위한 가이드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음808)

- 주소 : Av. Pedroso de Morais 1201, São Paulo SP 05419-001
- 연락처 : +55 11 3356-1800
- 홈페이지 : www.demarest.com.br/en
-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캄피나스, 뉴욕
- 변호사 수 : 140 명 이상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Camila Biral Vieira da Cunha Martins, Tatiana
Campello

808) https://www.demarest.com.br/en/doing-business-in-brazil-guide-for-south-korean-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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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Blasi Parente & Associados

1987년에 설립되어 지적재산권, 경제법, 반독점법, 경쟁법, 프랜차이즈, 소
비자 법, 기업법, 세금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
로펌

- 주소 : Alameda Santos, 455, 14 andar , 1409/1410, Cerqueira César,
01419-000, São Paulo – SP
- 연락처 : +55 11 3090-0210
- 홈페이지 : diblasiparente.com.br/en
-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 변호사 수 : 22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Beatriz Andrade Dornelas, Daniela C. Colla,
Felipe

Barros

Oquendo,

Jhones

Ferreira

da

Silva,

Lucas

Bernardo

Antoniazzi, Patricia Franco

◌ Kasznar Leonardos

1919년 설립된 IP 전문 법률사무소를 모태로 한 IP 전문 로펌으로, 25명의
파트너와 20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지적재산권의 등록·보호,
소송·중재·조정, 침해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IP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

- 주소 : R. Teófilo Otoni, 63 - Centro, Rio de Janeiro - RJ, 20090-070
- 연락처 : +55 21 2113-1919
- 홈페이지 : www.kasznarleonard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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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mail@kasznarleonardos.com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Aline Ferreira de Carvalho da Silva, Claudio
Roberto Barbosa, Elisabeth Kasznar Fekete 등(파트너 급), Amanda
Pimenta Gil Prota, Ligia Ferreira Marcondes Rocha, Thereza Gonçalves
Curi Abranches, Vivian de Melo(소속 변호사)

◌ Gusmão & Labrunie

IP 분야, 특히 침해소송과 권리 무효화 업무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
는 로펌으로, 식품 및 음료, 자동차, 제약 산업 등의 다국적 기업들을 고객
으로 하고 있음

- 주소 : Av. Brigadeiro Faria Lima, 1485 - São Paulo - SP
- 연락처 : +55 11 2149-4500
- 홈페이지 : www.glpi.com.br/en
- Email: glpi@glpi.com.br
- 변호사 수 : 21 명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José Roberto Gusmão, Jacques Labrunie, Laetitia
Maria Alice Pablo d'Hanens 등

◌ Trench Rossi Watanabe

1959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200 명 정도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브라질
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 중 하나이며,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로펌. 다국적 로펌인 Baker McKenzie와 협력관계를 맺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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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Rua Arq. Olavo Redig de Campos, 105, 31º andar - Edifício EZ,
Towers, Torre A - 04711-904, São Paulo – SP
연락처 : +55 11 3048-6800
홈페이지 : www.trenchrossi.com/en
Email: maildocket@knspartners.com
분사무소 위치 :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포르투 알레그리
변호사 수 : 184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 Flávia Rebello Pereira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발송 : 1,000~3,000 USD
- 민·형사 소송 : 20,000~50,000 USD
- 행정적 구제절차 신청 : 10,000~2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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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브라질 최고법원의 저작권 침해행위 위법성 판단>

○ 개요
브라질 전역에서 노점 등을 통해 해적판 CD나 DVD 등이 판매되고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저작권 침해물품 판매
자가 개인이라면 ‘사회적합성의 원칙(princípioda dequação social)’에
따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져왔다. 그러나 2012년 9월, 브라질
최고법원(STJ)이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렸다.

○ 상세

2008년 해적판 CD와 DVD를 판매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브라질
검찰국은 형법에 따라 위 CD와 DVD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을 들어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사회적합성의 원칙’을 들어, 저작권 침해행위
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때, ‘사회적합성 원칙’이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저작권 침
해물품인 CD나 DVD의 판매 등)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행위를 범죄로
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원칙이다.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찰국은 브라질 사법 대법원
(STJ)에 특별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년 브라질 사법 대법원(STJ)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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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침해에 따른 해적판 판매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긍정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도 피해를 입게 되며, 해적판 판매 시 그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한 ‘사회적합성 원칙’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는 법원의 법 해석방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
다면 민법 시행법 제2조에 따라 해당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를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벌의 효력이 소멸된다
고 하였다.

STJ는 본 건을 계기로 2013년 판례요약 제502호를 발행하였고, ‘행위성
과 유책성이 존재할 시 판매신청 행위는 형법 제184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 유의사항
브라질에서는 선례(판례)는 이후의 판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러나 최고법원이 발행하는 "판례요약(súmula)"은 사실상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CD나 DVD의 해적판 판매는 「사회적합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여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
사처벌 효과를 얻지 못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본 판결과 판
례 요약을 통해 향후 비슷한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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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vs. Latin Stock, 2020>809)

브라질 최고법원은 저작권 라이선스와 서비스 계약 상, 외국법률 관할
조항은 유효하며 외국법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브라질 기업을 소
환하기 위한 요청서(rogatory letter)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ntervozes vs. Google Brasil Internet LTDA, 2020>810)

2018년 Intervezos는 YouTube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이뤄지는 방
송국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으나, 이 영상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었다. 이에 2019년 4월, Intervezos는 Google Brasil
Internet LTDA를 상대로 자신이 YouTube에 게시한 영상 저작물이 삭제
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사안이 저작권에 관한 것이므로 Google은 타당한 당사자가 아니
며, 소송의 당사자는 Globo와 TV Bandeirantes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사
안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파울루 항소법원은 법원의 결정 없이 삭제된
YouTube 컨텐츠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컨텐츠의 소유자는 삭제에 대
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
다.

809) DANNEMANN SIEMSEN, 2021
810)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 Intervozes: Brazil Justice condemns Google
for prior censorship for removing content, 2021
<
https://www.apc.org/en/pubs/intervozes-brazil-justice-condemns-google-prior-censorship-removing
-content>, 최종방문일 : 2021.2.22
Revista Eletronica do Terceiro Setor - Intervozes vence ação contra remoção de conteúdos no
Youtube, 2020
<https://rets.org.br/node/20416>,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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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Management Service(representing Millenium Media) vs. Claro,
2020>811)

영국 회사인 Copyright Management Service는 미국의 영화 제작사인
Millenium Media를 대신하여 Millenium Media가 저작권을 소유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인터넷 사용자의 IP주소를 입수하였다. 이는 Guardaley
로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기술로 보호되는 일부 영화들은
영화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자의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술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증거의 확보를 위해 ISP인 Claro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상파울루 법원은 ISP인 Claro로 하여금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는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과거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
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다.
<João Pedro Doederlein de Oliveira vs. Marisa Lojas Varejistas Ltda.,
2020>812)

인플루언서인 원고는 피고가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원고가 작성한 책과
인스타그램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한 것을 발견하
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파울루 항소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티셔츠에 원고의 책과 인스타그램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용한
811) Jusbrasil - Exclusivo | Usuários de torrent recebem cobrança no valor de R$ 3 mil no Brasil
<
https://colalillo.jusbrasil.com.br/noticias/1134443193/exclusivo-usuarios-de-torrent-recebem-cobranc
a-no-valor-de-r-3-mil-no-brasil>,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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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812) Consultor Juridico - TJ-SP condena Marisa a indenizar influencer por violação de direitos
autorais, 2020
<
https://www.conjur.com.br/2020-out-09/tj-sp-condena-marisa-indenizar-influencer-violacao-direitosautorais>,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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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제1장.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보호 체제는 법률과 왕실명령, 관습, 법원의 판결,
이슬람법과 샤리아원칙 등 다양한 규범을 바탕으로 한다. 이 중 법령과 왕실
명령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저작권은 2003년 개정
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issued by Royal Decree No. M/41, 2/7/1424
AH(2003. 8. 30.)]을 통해 보호된다. 이 법의 상세한 절차와 집행은 2004년 제
정된 저작권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 of Copyright Law)에서 정한
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늦은 2003년에 베른 협약에 가
입하였고, 그 외에 세계저작권협약(UCC), TRIPs 협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
판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WIPO 저작권 조약(WCT)과 WIPO 실연 및 음
반에 관한 조약(WPP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1.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가. 저작물의 개념

저작자의 아이디어를 표현한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창작물이라면 저작
물의 유형과 표현양식, 제작의도 등을 불문하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보호대상인 저작물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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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 소책자 등의 문서
- 강의, 연설, 시, 노래 등 구술로 전달되는 저작물
- 연극, 극, 공연으로서 동작이나 소리, 또는 이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또는 방송으로 방영되는 저작물
- 그림, 비주얼 아트, 건축, 장식미술, 예술적 자수 및 그와 유사한 것
- 청각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 수공예 또는 응용미술저작물
- 사진 저작물 및 이와 유사한 것
- 일러스트, 지도, 디자인, 설계도, 스케치와 건축, 과학, 지형학 관련 시
각 저작물
- 지형, 건축, 과학 관련 3차원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 창의적이고 독특한 저작물의 제목으로서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
반적 표현이 아닌 것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유형으
로 (1) 뮤지컬과 극작품, (2) 무용과 마임, (3) 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한 음
악, (4) 영상 저작물과 영상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 (5) 조
각, 판화, 석판화, (6) 사진 저작물 및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
물을 추가로 들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물로서 세대
간 이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과 예술 유산을 구성하는 ‘민간전승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유재산이 되어 국가기관인 문화정보부만
이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7조).

나. 파생저작물(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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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1) 원저작물의 번역, (2) 요약, 수정, 편집 기타 방
식으로 원저작물을 변형한 저작물, (3) 사전 등 구성 내용의 선정과 배치
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4) 민간전승 저작물의 편집물, (5) 내용의 선정
과 배치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저작물의 각색과 번안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사전 동
의나 별도의 권한을 받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1) 법령과 사법판결, 행정기관의 결정, 국제협정, 모든 공식 문서와 그 번
역물, (2) 일상적인 뉴스와 사건을 신문, 잡지, 간행물, 방송 등으로 공표
한 것, (3) 아이디어와 절차, 업무방법, 수학과 과학적 개념, 원리 기타 추
상적 사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제4조).

2.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가. 공동저작물과 집합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이라면 각 당사자가 동등하게 저작자로 간주되고, 상대방
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권리와 절차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침해
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자신의 저작물 지분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부분을 분
리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면 창작자 각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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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나. 직무저작물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직무저작물에 대한 조항
이 별도로 없고,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자가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
도도 없다.

따라서 종업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취득을 희망하는 고용자는
반드시 종업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양도계
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권리양도 지역과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다. 외국 저작물의 보호

외국 저작물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에서 최초로 출판, 제작, 실연,
전시된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자가 해외에서 최초
로 출판, 제작, 실연, 전시한 저작물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제18조 제1
항 제2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 또는 국
제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그러한 국제조약과 사우디아라비아 저
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제18조 제3항).

3.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종류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경
제적 권리를, 제8조에서 저작자의 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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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재산권(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유
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불문하므로 행사 유형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녹음이나 녹화 등 유형적 매체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판독 가능
한 형태로 인쇄하거나 출판할 수 있으며, 음반, 비디오테이프, CD와 전자
메모리 등에 저작물을 기록하고 복제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2) 저작물의 변형 및 번안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번역, 변형, 인용하거나 시각 또는 청각 매체로 재
반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게 저작물을 변형할 권한 등을 부여할 수도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3) 저작물의 공중전달

저작권자는 판매, 배포 등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과 사본을 공중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실연과 전시, 연기, 방송, 네트워크 전송 등 다양한 수단
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3호).

(4) 저작물의 대여와 기타 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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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적인 방식
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제9조 제1항 제4호). 단, 저작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정보부의 사전승인을
얻고 법령이 정하는 예방조치를 취한 후에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에
서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다.

(5) 추급권

음악의 원고 및 조형예술 저작물의 원본을 재판매할 때마다 저작자는 재
판매 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취득할 권리가 있
다. 단, 응용미술저작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

나.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①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할 권리와 익명 또는 무명
으로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② 저작물의 삭제, 변형, 훼손, 추가 등 저작
물의 성질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할 권리, ③ 재량에 따라 저
작물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리, ④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저작자의 상속인도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가 저작인격권을 행사
하게 된다(제8조 제4항).

4.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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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과 관련한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의 권리는 사우디아라비
아 저작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연가란 배우, 악기 연주자,
가수, 무용가 기타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실연하는 자를 의미하며, 음반제
작자란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청각, 시청각, 미술저작물 등을 물질적
매체로 변형한 자로서 음반 제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실연가와 음반제작자는 다음 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1) 암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한 저작물의 공중 실연
(2) 수단을 불문한 저작물의 공중 전송과 실연
(3) 유형적인 형태의 실연 고정
(4) 인터넷으로 저작물의 전송을 허락하는 행위
(5) 음반에 음악을 고정하고 특정 국가에 음반 유통을 허락하는 행위
(6) 저작물의 배포 또는 대여 허락
(7) 음반제작자에 의한 직간접적 음반 재생산 허락 또는 금지

나. 방송기관의 권리

방송기관은 방송기관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가 행해질 시 금지할 권한이
있다(제7조 제2항).
(1) 방송의 고정 및 재생산
(2) 저작물의 무선 재전송 및 공중전달
(3) 직접적인 방송과 수신 또는 케이블을 통한 수신 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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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장소에서의 라디오 방송 또는 폐쇄된 장소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저작물 전송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최초의 실연일 또는 최초의 음반 녹음일로
부터 50년 간 보호되며, 방송기관의 권리는 프로그램 또는 방송매체의 최
초 방송일로부터 20년 간 보호된다.(제19조 제2항)

5. 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후 50
년 간 보호된다(제19조 제1항 제1호). 공동저작물도 마찬가지이나 저작자
사후의 보호기간은 공동저작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일로
부터 시작된다(제2호). 법인의 저작물이나 무명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날로부터 50년 간 보호되지만, 만약 50년이 경과하기 전 저작자의
성명이 밝혀졌다면 위 제1호의 보호기간에 따르게 된다(제3호).

청각 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영화, 공동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
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상영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제5호).

수공예물이나 제조물 등 응용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날로부터 25년간 보호 받는다(제6호).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위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
료되지 않았어야 하고, 외국 저작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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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조약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외국의 법률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
간도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6.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저작물과 그 번역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저작권법 제15조).

(1) 사적인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보수 지급이나 저작권자
로부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청각 저작물
과 시청각저작물은 사적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저작물을 타 저작물에 인용하는 것으로서, 인용이 관습에 부합하고
목적 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된
것은 정당한 이용으로 본다.
(3) 비영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복제로 인해 저작물의 물질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 가능하
다.
(4) 시사 사안을 다루는 기사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방송물은, 출처와
저작자 서명을 알 수 있을 시 이들을 명시한다면 복제나 인용이 가능
하다.
(5) 현 사안에 대한 발표 과정에서 보여지거나 들릴 수 있는 방송저작물
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복제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출처를 명시한다면 가능하다.
(6) 미디어는 연설과 강연, 사법절차 기타 유사한 저작물로서 공중에 공
개된 것을 복제할 수 있다. 단, 저작자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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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
(7) 방송기관이 방송허락을 얻은 저작물에 대하여 방송기관의 수단을 통
해 일시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 사본은 제작된 후 1년 이내에 폐기되어야 하고
저작자가 허용한 기간보다 더 길게 소유할 수 없다.
(8)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극장 등은 비영리 목적으로 음
악 연주, 연기, 기타 공연을 행할 수 있다.
(9) 교육용 책자와 역사, 문학, 예술 책자에 실린 저작물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단,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
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이전에 촬영된 저작물이나 대상을 새로 촬영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사진이 이전과 동일한 시점과 상황 하에 촬영되는 것이라도 허용된다.
(11) 연구기관의 내부적 이용과 연구 수행자의 필요 시, 출처를 인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학저작물이나 연구기관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12) 프로그램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사본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일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금지

사진 저작물을 촬영한 자는, 사진에 촬영된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의 허
락 없이는 사진저작물의 원본과 사본을 출판, 전시, 배포할 수 없다. 그러
나 사진이 공적인 사안과 관련한 공무원이나 공인을 촬영한 것이거나 공
익을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출판이 허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서신은 서신의 저작자만 출판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출판으로 인해 서
신의 수신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시에는 서신의 저작자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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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베른조약 가입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시 당연
히 발생하여 보호되며, 권리의 발생과 행사를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국
가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지적재산규칙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저작물 임의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발생과 행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존재사실,
창작일자, 저작자 정보 등 등록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 저작권 등록기관

저작권 등록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이
다. 지적재산국은 상세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와 등록 방식을 정할 수 있
는데, 외국저작물의 등록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절차가 명확하게 존재
하지 않는다. 저작물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지적재산국자에 의한 저작권 등록증이 발행된다.

2. 저작권 등록 대상과 등록절차 및 수수료

가. 저작권 임의등록의 대상과 요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임의등록제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어
플리케이션, 건축 디자인 저작물과 기타 지적재산국장의 발표로 지정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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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의등록하려는 저작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저작물과 그 내용이 공중도덕, 샤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법규와 이슬
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의 예외가 아니어야 함
- 저작물은 초안이나 준비 중인 저작물이 아닌 완성된 것이어야 함
- 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파일이 첨부되어야 함
-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등록신청 가능
-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당국의 결정에 따른 추가 조건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나. 임의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외국인의 저작물 등록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등록받
을 수 있고 등록절차는 아랍어와 영문으로 진행 가능하다. 저작물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서류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 등록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서에는 다
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국가 ID,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법인인 경우)상업등록 또는 기타 단체
를 위한 지원 서류 사본
-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저작물의 사본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권리 소유권 및 타인의 권리 침해나 등록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한 등록자의 책임 인정

(2)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임의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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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임의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① 지적재산국(SAIP) 웹사이트 접속하여 영문 선택
② 상단의 Service 아이콘 → Copyright 선택 → Copyright Portal 클
릭
③ Absher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저작권 등록신청
① 로그인 후 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아이콘 선택
② [설명 – 단계 – 수수료 – 조건]을 선택하여 서비스 정보 확인
③ 신규 저작물 등록 시 하단의 ‘신규 등록 신청서 제출’ 클릭
④ 확인 메시지창에서 신규 저작물 등록 서비스 시작 ‘확인’ 클릭
⑤ 신청 종류, 번호, 날짜, 상태 등 모든 칸에 정보를 입력
⑥‘신청 세부사항’클릭하여 타인 대리 위임(위임 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증명 중 선택 → 모든 칸을 작성한 후 ‘양식 제출’ 클릭
⑦ 저작물 세부사항 아이콘 클릭
⑧ 저작물 종류 – 제목 – 설명 – 출판 여부(Y/N) 작성
출판여부가 (Y)일 시 출판사명 – 출판일 – 출판장소 입력
⑨ 등록할 저작물 첨부
⑩ 나머지 양식 작성한 후 ‘양식 제출’ 아이콘 클릭
⑪ 저작권자 아이콘 클릭
⑫ 자연인, 사업체, 정부기관 법인 등 저작권자를 특정할 정보 입력
성명(아랍어, 영어), 성별, 출생일, 국적, 주소, 연락처 등 기입
⑬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아닐 시 저작권자 증명 문서 첨부
⑭ 양식 모두 기재하였다면 ‘양식 제출’ 클릭
⑮ 정보확인 페이지로 이동 → 하단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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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이행보장 및 최종결정 메시지 확인한 후 ‘승인 및 신청서 발송’
클릭
⑰ ‘접수완료’ 메시지 확인.

● 등록 신청 검토 및 결과 확인
① 검토 기간은 약 60일 정도이며 기간 내에 신청인은 승인, 거부,
추가문서 요청 등의 검토 결과를 받게 됨
② ‘신청’ 탭에서 신청번호를 입력하여 상태 확인 가능
③ 등록 승인 시 메일로 등록비 청구서가 발송되며, 온라인 납부 후
30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됨
④ ‘추가문서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 탭에서 ‘재신청’을 선
택하여 양식을 작성함

● 인증서 발급 및 출력
① 등록인증서는 등록비가 납부된 후 발급됨
② ‘신청’ 탭의 ‘등록된 신청’에서 등록신청건 아이콘을 클릭하
여 다운로드와 출력 가능
(3) 등록 수수료

2019년 기준, 건축디자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신청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절차
저작물 심사
저작물 등록
저작물 수정
저작물 양도,
처분 등 등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인
기업
SAR 100
SAR 200
SAR 200
SAR 400
SAR 100
SAR 200

건축설계
개인
기업
SAR 50
SAR 100
SAR 100
SAR 200
SAR 50
SAR 100

SAR 100

SAR 50

SAR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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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100

(4) 기타 유의사항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과 언행으로부터 나온 법규범
인 ‘샤리아’를 따른다. 지적재산권의 등록은 샤리아의 영향을 받아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도 저작물이 샤리아에 반하지 않을 것을
저작권 등록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외설적인 언어가 포함된 저작물
과 그 번역물, 나체의 남녀를 그린 도화, 부도덕한 복장이 담긴 저작물
등은 저작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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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의 이용허락

가. 임의적 이용허락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임의적 이용허락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물 이용허락 시에는 ‘일부 유형의 저
작물 이용허락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특정 조항’과 ‘모든 유형의 계약
에 적용되는 일반적 계약법’의 두 가지 규범이 적용된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제작, 인쇄, 출판, 배포, 방송
활동을 허가 받은 기관과 공증받은 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정하도록 한다. 반대로 저작물을 이용허락 받아 사용하려는 자 역시 저작
권자와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허락 시에는 이용허락 대상인 권리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이용허락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나. 강제적 이용허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 장관은 공익
을 위하여 왕국 내에서의 저작물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저작물 발행을 위한 강제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16조).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원어로 발행된 저작물의 사본이 공중과 교육
기관의 수요를 충족할만큼 충분한 양으로, 국내 유사한 저작물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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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 수요가 존재함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제공이 없어 원어와 아랍
어 번역 저작물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교재로 이용되어야 할 저작물 번역이 번역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 이용허락 요청이 있었음에도 사우디 저작자의 법정상속인이나
그 승계인이 자신이 양도받은 권리를 요청일로부터 1년 간 정당한 이
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강제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번역할 시 소멸한
다. 강제이용허락의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은 문화정보
부장관이 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대가 결정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민원처리청에 이의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서면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저
작권법 제11조 제1항). 양도 시 별도의 등록은 요하지 않으나, 양도되는
권리가 행사될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권자가 장래에
발생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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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를 장기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침해 단속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위성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한 대규모 저
작권 침해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으로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제품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저작권에 관한 일부 국제협약을 아
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0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방품 시장에 관한 미국 스페셜 301
조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적재산
권 보호와 실시에 관한 유럽위원회 보고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3단계 감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방식을 벗어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저작권법과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
권 침해를 구성한다.

저작권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 저작권이 없는 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가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
- 저작물의 내용과 성질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
- 제작자, 출판자, 인쇄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재인쇄
- 서면, 전자적 정보를 삭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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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전자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거나 해제하는 행위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나 불법으로 암호화된 방송을 수신하는 등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형태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권리자가 허락한 것 외의 수단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
단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자와 당국의 서면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 서적과 저작물의 일부
를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 불법 복제, 불법 제작, 위조된 저작물의 수입
- 상업시설과 창고 등에 불법 저작물을 보관하는 행위
-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거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추가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도 저작권 침해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 저작물의 원본을 입수하여 대여, 번안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 또는 재
생산하도록 하거나 기타 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인이 피고용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
우는 법인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저작권 침해임을 알면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복제, 판매, 수
입, 수출, 이전, 발행하는 자는 저작권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
다.

2.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21조에 열거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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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22조 제4~7항).

- 손해배상 : 금액은 침해행위의 규모와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
도에 따라 위원회가 산정813)
- 사죄광고 명령 : 광고형태는 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을 따르며, 비용은 침
해자가 부담
- 영업금지 등 명령 : 영업상 침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위원회는 침해 사
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관련 분야의 활동, 행사 또는 박람회 참여를
금지할 수 있음
- 임시적 압류·금지 명령(가처분) : 침해혐의자의 이의제기814)에 대한 최
종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위원회는 임시결정에 따라 침해물의 인쇄, 제
작, 공개 및 유통을 중단시키고, 불법복제물 및 불법복제에 사용된 물품
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거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관할 법원과 조직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조직은 일반법원 체계(General Court System)와 행정
처가 당사자인 분쟁을 다루는 행정법원 체계(Administrative Court Syste
m)815)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사법평의회(Supreme

Judicial

Council, 국왕의 위원장)가 이러한 법원들을 감독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813)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서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
으로, 2020년 이후 저작권 침해 사건의 관할이 법원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위
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모두 ‘법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14)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침해혐의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815) 산업재산권의 등록과 관련된 분쟁(출원등록, 출원거절, 등록취소 등)은 형쟁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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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반법원 체계는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1심 법원(First Degree Courts)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심 법원은 내
부적으로 노동부, 형사부, 상사부, 민사부로 나뉘어 있다.

기존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한 형사처벌, 손해배상액 등의 심리 및 결
정은 문화정보부 산하기관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위반행
위심의위원회(Violation Review Comittee)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최고사법
평의회의 지침을 통하여 2020. 1. 26.부터 저작권,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
회로, 식물품종권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관할을 모두 일반법원의 상
사부로 이전하였다.816)

다. 기타 유의사항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역사가 짧아, 법원의 경험이나 판례
가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관이나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점도 문제된다. 권리자는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 법관에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형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22조 제1항).

816) 단 2020. 1. 26. 이전에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들은 기존 관할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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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25만 리얄 이하의 벌금
-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침해에 가담한 영업장의 2개월 이하
폐쇄
-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사용되거나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물품의 몰수
- 6개월 이하의 징역

저작권 침해가 반복될 시에는 처벌을 두 배로 가중할 수 있다(제22조 제2
항).

실무상으로는 평균적인 벌금 액수는 5만 리얄에서 20만 리얄 사이로 정해
진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역형도 3개월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SAIP) 직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침
해행위를 조사하고, 저작물을 활용하는 미디어와 상업시설, 창고, 공공기
관, 사설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4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수사는 사우디아라비
아 지적재산권국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사를 토대로 하
여 위반행위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직접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저작권 침해 사건을 직접
고소할 수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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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이후부터는 검찰
이 침해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내부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특수기
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형사소송 절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 법원은 위반행위심의위원회의
기소결정 시 제출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저작권자는 침해사실만 신고
할 수 있을 뿐 고소도 할 수 없으며 소송의 당사자로 고려되지도 않는다.

라. 기타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사실을 최초 적발한 때로부터 제1심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4
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최초 적발 시로부터 최종판결까
지는 18개월에서 28개월까지가 소요된다고 한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장을 발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소제기 등 소송의 기본
적인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형사소송에서도 재판 자
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약 15,000~25,000 USD 정
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4. 행정기관의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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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 직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자체조사, 저작권자의 신고, 타 기관의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저작권 침해사실을 근거로 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미디
어와 상업시설, 창고, 공공기관, 사설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

나. 위반행위심의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사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제25조 제1항).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한 침해자
의 형사처벌 형량, 저작자를 위한 금전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하거나 영업활동 금지 등을 명할 수도 있다.817)

또한

위반행위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권한도 가진다. 잠정조치 발령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원고의 권리가 침해 중이거나 침해가 임박하였다는 예비적인 증거
-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할 충분한 경제적 보증
817)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심리 및 결정권한은 2020년 1월부터 일반법원 상사부로 모
두 이전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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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가 잠정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청한 정보

위원회는 잠정조치일로부터 최대 31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어 잠
정조치를 변경, 취소, 확정할 수 있다. 만약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추후
저작권 침해사실이 없음이 밝혀진다면 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가 잠정조치로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5. 국경조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수입 또는 수출됨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에서의 침해제품 압류를 위해 위
반행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

만약 저작권 침해사실이 없음에도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
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
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원회는 저작권자에게 침해
자의 성명과 주소,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취인 및 수량 등을 통지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세관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화물 개방절차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되는 침해품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외에 2004년 제정된 ‘저작권과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
경조치 규칙’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 위 규칙 제5조에 따라 저작권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문화정보부에
저작권 침해 물품의 통관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세관은 행정법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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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부의 예방적 압류명령이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물품의 통관
을 보류해야 한다.

한편 세관은 저작권 침해 물품의 몰수와 폐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몰수 또는 폐기를 위하여는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해 집행권한을 받
아야만 한다.

6.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
산국(SAIP)은 저작권법 제24조 및 저작권법 제1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저작
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이트 차단조치를 위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제한·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이트의 차단 또는 폐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권국(SAIP)에 저작권 침해 사이
트를 신고하거나 SAIP에서 자체조사결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
이트를 확인
② SAIP에서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
③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인터넷, 통신 접속을 관리하는 정
보통신기술위원회(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CITC)에 사이트 차단 요청
④ CITC는 상설보안위원회(Permanant Security Committee, PSC)에 사이
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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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SC에서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국가안보행정부

(Presidency of State Security, PSS)에서 최종 승인
⑥ CITC는 PSS의 최종 승인된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 리
스트(Filtering List)에 추가함818)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최근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
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인터넷 상 불법 콘텐츠 방지
를 위해 웹사이트 온라인 검사 캠페인을 수행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231개의 사이트가 모니터링 후 접근 차단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은 공식 웹사이트819)에서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메일(saip@saip.gov.sa)로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운
영하는 저작권 포털(Copyright Portal)820)에서도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신
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포털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818) CITC는 차단리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 DSPs(Data Service
Providers)에 제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차단리스트에 있는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함
819) https://www.saip.gov.sa/en/
820) https://copyright.saip.gov.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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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행정기관

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SAIP)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기재 기반 경제 전환
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며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에 관한 독립
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Intellectual
Property Clinic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활용 촉진을 위해 권리자에게 무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저작물 임의등록제도 서비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재산국이 담당한다.

주소 : Riyadh 13321, As Sahafah Olaya St 6531, 3059,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Direct Customer Service Number : 92002121
이메일 : saip@saip.gov.sa
소셜미디어 : @SAIPKSA

나. 사우디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보호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문화정보부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로, 주로 ① 미술저작물 보호, ②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③ 저작권 관리 및 조사, ④ 국제적인 조
직, 교육,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다. IP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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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기반을 둔 사우디아라비아 IP
국장(the General Directorate)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외의 모든 지식재산
권 개발과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대표적인 IP 국장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왕국 내의 지적재산 창작 지원과
장려,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한 현장 및 기술 연구 수행, 왕국과 WIPO
간 기술 조언과 훈련, 워크샵 등을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 수행, 기타 국제
기구와의 국제적 기술협력 및 지적재산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라. 지식재산권 상임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for

Intellectual Property)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
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왕국의 지적재산권 시
스템을 검토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을 작성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WIPO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를 위해 노력한다.

2. 공공기관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극, 디자인, 건설, 영상, 식품 분야를 감독할 목적으로
11개의 신문화 평의회(시각예술위원회, 건축디자인위원회, 연극무대예술위
원회, 영상위원회, 음악위원회, 문예출판번역위원회 등)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각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라이선스 활동, 관련 법
령의 검토, 자금과 투자의 촉진 등이며, 문화부의 감독을 받지만 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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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재정과 운영은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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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 ABU-GHAZALEH INTELLECTUAL PROPERTY(AGIP-SAUDI ARABIA)
주소

:

King

Fahd

Road

-

Olaya

District

-

Talal

Abu-Ghazaleh

Organization (TAG-Org)
연락처 : +966 11 464-2936
홈페이지 : www.agip.com
Email: agip.ksa@tagi.com, ksa@agip.com

◌ AL TAMIMI & COMPANY
주소 : Sky Tower,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PO Box
300400, Postal Code 11372, Riyadh,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3 821-9960
홈페이지 : www.tamimi.com/offices/saudi-arabia/
Email: info@tamimi.com, infoabudhabi@tamimi.com

◌ SMAS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 122 Creativity Trading Center Building, Office No. 2, 2nd Floor
,Prince Abdulaziz Bin, Mosaad (Dabab Street), P.O. Box 17854, Riyadh
11494,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1 412-7711
홈페이지 : www.smas-ip.com
Email: info@smas-ip.com

◌ Al Hadaf Marks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Sab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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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Office # 1, 2nd Floor, Tower B GOSI Olaya Towers, Olaya Street,
Riyadh, 12213, Saudi Arabia, 61145
연락처 : +966 11 207-9596
홈페이지 :
www.sabaip.com/jurisdictions/intellectual-property-rights-in-saudi-arabia
Email: saudi@sabaip.com
변호사 수 : 18 명

◌ Kadasa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 Ibn Katheer Street, King Abdulaziz Sector, WASEL 12233-4269,
Bldg. No.7601, Riyadh, 11465
연락처 : '+966 11 474-0777, +966 11 479-2053
홈페이지 : www.kadasa.com.sa
Email: info@kadasa.com.sa

◌ Cedar White Bradley
주소 : Meshal Al Akeel Law Firm Al Nakhlah Tower, 11th Floor, King
Fahd Road, Sahafa District, Riyadh 13311,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1 299-0500
홈페이지 : www.cwblegal.com
Email: riyadh@cwblegal.com

◌ Baianat Intellectual Property
주소 : 6663 Ar Rayan - Al Nafel Dist. Unit No 44 Riyadh 13312 - 3556,
Saudi Arabia
연락처 : +966 11 412-7755
홈페이지 : www.baianat-ip.com/saudi-arabia-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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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audi@baianat-ip.com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발송 : 약 1,000 USD
- 민·형사 소송 : 약 8,000 USD
- 행정적 구제절차 신청 : 약 6,500 USD

888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