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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의 저작권은 1957년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Act. No. 14 of
1957)에 따라 보호된다. 1999년, 2002년, 2012년 각 개정을 거쳤으며, 이 중 2012년 개정을
통해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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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협약(UCC),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권리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들 조약에 따라 외국의 저작물도 인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의 저작권 등록, 저작자와 실연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은 인도 저작권국
(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한다.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란 다음과 같다(제2조 (y))
1) 언어,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 언어 저작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표, 데이터베이스 기타
편집물이 포함된다.
- 연극 저작물은 암송, 무용, 무언극의 일부로서 배경 장치나
연기의 형식이 문서 기타 형식으로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단, 영화 필름을 제외한다.
- 음 악저작물은 음악 또는 악곡 저작물을 의미하나 음악과
함께 낭송, 실연, 노래되는 가사나 행위는 제외한다.
- 미술저작물은 미술성을 불문한 회화, 조각, 도화, 판화, 사진 등을
의미하며 건축저작물과 미술공예창작물도 포함한다.
2) 영화 필름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서 영상과 수반되는 음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단, 영화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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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음물
수단과 매체를 불문하고 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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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인도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발상 자체의 독창성이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방식
이므로 반드시 ‘독자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저작물은 그 등록과 표시, 절차 등과 무관하게 창작된 시점에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여 보호받는다.

저작자와
저작권의 취득

가. 저작자 개념과 최초의 저작권 취득
인도 저작권법 상 저작자는 언어 또는 연극 저작물의 작자,
음악 저작물의 작곡자, 사진을 제외한 미술저작물의 예술가,
사진 저작물의 촬영자, 영화나 녹음물의 제작자이며 컴퓨터로
발생한 저작물은 그러한 저작물을 발생시킨 자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나. 직무 저작물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나, 저작권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 또는 업무
관계에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아닌 사용자 또는
고용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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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작자가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소유자와 업무 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
하여 간행물을 발행할 목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문 기
타 정기간행물의 소유자가 최초의 저작권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간행물의 출판 등 의뢰
를 받아 제작된 사진, 판화, 영화 필름 역시 의뢰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신문 기타 간행물 외의 업무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 또는 고용자가 그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며, 이는 공공 사업체의
지시나 공공 사업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 하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시킨다
는 것은 동일하며 한국법과도 유사하다.
다. 외국 저작물의 보호
인도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는 인도 국내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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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물은 인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음을 명시한다.
1) 인
 도 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최초로 공표된 작품으로서 위 명령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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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령에서 정한 외국의 국민인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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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법 상 규정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배
타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단으로 제3자의 저작물 복제, 배포, 상영 등이 행해질
시 저작권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인도 저작권법 제14조는 앞서 살펴본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
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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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대여할
권리. 또는 판매나 상업적 대여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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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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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또는 기타 매
체에의 보존을 포함함)
2) 복제된 영화를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를 위해 제공할 권리
3) 영화를 공중에 전달할 권리
마) 녹음물
1)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의 보존을 포함하여 다른 녹음물을 제작할 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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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보호기
간 만료로 소멸되면 수익 분배권 역시 소멸한다. 구체적인 수익 분배율은 저작권위원회
가 정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분배액이 재판매 가격의 10%를 넘을 수 없다.
한편 응용미술저작물 중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응용미술저작물은 50회 이상의 제품 제작 이후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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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정해 지거나, 또는 효력이 있는 다른 법 규정 상 정함이 없다면
저작물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이나 기타 유사한 권리는 인정받지 못
한다(저작권법 제16조).
나. 저작인격권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규정하여 보호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물의 왜곡이나 삭제
또는 변경이나 기타 행위에 의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악영향이 있을 시 이들을 제
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도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지만, 법률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나 번안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 침해를 들어 소를 제
기하거나 이의 할 수 없다.

실연자의 권리

가. 실연가
인도 저작권법 상 ‘실연가(performer)란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곡예가, 마술사, 뱀 조련사, 강연가 등 실연을 행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제2조 (q)).
나. 실연가의 권리
실연가가 실연에 종사하거나 실연을 하는 경우, ‘실연가의 권
리’로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인도 저작권법 제
38A조에서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를, 제38B조에서 실연가의
인격권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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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
실연가도 자신의 실연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우선, 실연가는 실연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물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
연을 유형적인 매체에 복제할 수 있고, 복제물로서 유통되지 않은 실연을 공중에 발행할
수 있으며, 실연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제공을 할 수 있다.
실연을 공중에 방송하거나 전달할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실연이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실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연가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이어서는 안된다.
영화 저작물 내에서 실연이 다뤄지는 경우, 영화에 실연을 포함한다는 서면 합의가 있었
다면 영화 내에서의 실연가 권리 행사에 대해 실연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저
작권법 제38조는 실연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시 실연가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
다고 하는데 이는 영화 내에서의 실연 이용 시에도 적용된다.
2) 실연가의 인격권
실연에 대한 인격권으로서, 실연가는 자신을 실연가로 명시할 권리와 실연의 왜곡과
변형으로 인한 자신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왜곡 등을 중지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실연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나 일정한 행위로 단축하는 행위가 단순한 편집 목
적으로 행해지거나, 기타 기술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개변은 실연가의 명예나 평가를 훼
손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실연가는 자신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후에도 인격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실연가의 권리 보호 기간
실연가의 배타적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때의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방송기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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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기관의 권리
인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방송기관에는 ‘방송복제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방송기관은 방송 또는 그 실질적 부분을 재방송하거나,
공중에게 유상으로 시청하도록 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방송으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고, 이러한
녹음물과 녹화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제
공할 수 있다.
방송기관의 허락 없이 위 행위를 하는 자는 방송기관의 ‘방송복
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나. 방송기관의 권리 보호 기간
방송기관의 방송복제권은 방송이 행해진 해의 다음 해로부터
2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실연가의 권리 또는 인도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실연가의 권리나
방송기관의 방송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 사적인 사용이나 신의성실에 따른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음성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
- 시사 보도나 선의의 논평, 지도나 연구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실연이나 방송을 발췌하여 인용하는 행위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번안이나 수정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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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간

저작물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저작자 생존 기간에 발행된 언어,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
해의 시작일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된다.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모든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사후 60
년이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공표 후 60년
동안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저작자 신원이 공개되었다면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받게 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판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발행된 다음 해로부터 60년 동안 보호되고,
이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2차 저작물의 발행
다음 해로부터 60년 동안이다.
영화필름과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각 저작물이 공개된
다음 해로부터 60년이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

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
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을 ①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
로 사용하는 행위, ② 비평 또는 논평, ③ 공개된 강연을 포함
하여 최신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정 사용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가 ① 프로
그램을 그 공급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② 프로
그램을 백업하기 위하여 또는, ③프로그램의 실행 개념과 규
칙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또는, ④ 기타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번안하는 행위
- 공중을 위한 저작물의 전자적 전달이나 기술적 통신 과정에서
저작물이나 실연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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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전자적 링크, 접속을 위해 작품이나 실연을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단, 그러한 보존 행위가 불법 복제임을 행위자가 인식
하거나 인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보존행위가 권리 침해라는 서면 신청이 있던 경우에는 위
또
보존 행위의 책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복제물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법절차 또는 그 보고를 위한 복제 행위
- 공표된 언어나 연극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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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로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교육목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닌 언어나 연극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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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활동 중, 해당 기관의 직원, 학생, 학부모, 기관 관계자를 청중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영화 필름 또는 녹음물을 상영, 재생하는 행위
- ① 거주자 간 공동이용이 의도된 거주 시설의 실내 등에서 거주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일환으로서 또는, ② 비영리 목적의 클럽이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③
비영리 클럽이나 단체, 기타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녹음물을 청취하게 하는 행위
- 아마추어 클럽에 의한 언어, 희곡, 음악 저작물의 실연 행위. 단, 청중에게 무료로 제공
하거나 종교단체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 최신 경제, 정치, 사회, 종교에 관한 기사를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복제하는 행
위. 단, 기사 저작자가 해당 복제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공공도서관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적을 3부까지 복제하는 행위. 단,
해당 서적이 인도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사적 연구를 위해 도서관, 미술관 기타 기관에 보관된 미
공표 문학, 음악, 연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관보에 공표된 사항, 주석 및 기타 원본을 포함한 의회의 법률, 의회의 위탁으로 작성
된 행정부 위원회의 보고서, 사법 판결 등을 복제하는 행위
- 법률과 그에 따른 규칙, 명령을 인도의 언어로 복제 또는 출판하는 행위. 단, 정부가 작
성한 번역이 없거나 번역이 있더라도 대중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번역이
정부 승인을 얻지 않은 것임을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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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작품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제작 또는 공표하거나 건축 작품을 표시하는 것
- 조각, 기타 미술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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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저작물을 배경으로 영화필름에 녹화하는 행위. 단, 그
러한 녹화가 영화상 부수적인 것에 그쳐야 한다.
나. 저작물의 강제 이용허락 및 법정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강제 이용허락 및 법정 이용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 공중으로부터 유보된 저작물의 강제 이용허락(제31조)
- 발행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에 대한 강제 이용허락(제31 A조)
- 장애인을 위한 강제 이용허락(제31 B조)
- 커버 버전을 위한 법정 이용허락(제31 C조)
- 언어, 음악 저작물 및 녹음물의 방송을 위한 법정 이용허락(제31 D조)

저작권 침해

인도 저작권법 제51조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저작권 침해
로 보는 행위를 인도 저작권 제51조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나 저작권 등록관의 허락 없이, 또는 이미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도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권자
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
물을 공중 전달하기 위한 장소를 유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저
작권 침해행위로 본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을 판매나 대여를 위해 작성하
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그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경우, 거래를 통해 공
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및 인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도 저작
권 침해로 본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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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m)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1) 문학과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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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물 등이 저작
권법을 위반하여 작성되거나 수입된 것이 포함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 형사, 행정적 조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하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1. 저작권 등록절차
2. 상세 제출서류와 수수료

제2장.
저작권 보호를위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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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이나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창
작 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대신 실무상 저작권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저작권 등록이 자주 이
용되는데, 이는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에서 반증을 통해 뒤집히지 않는 한
입증된 증거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인도의 법원과 경찰도 저작권 등록부를 권
리 증명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작권 등록절차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인도 저작권국
(Copyright Office)를 통해 진행된다. 저작권국 홈페이지를 통
해 온라인 저작권 등록신청도 할 수 있으며 1958년 이후 등록
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도 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 발행자, 저작권
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접수 : 저작권 등록이 접수되면 일련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의신청 및 심사 절차가 개시됨
② 심사 : 등록관이 등록번호 (Diary No.)를 발급함. 이후 거
절 사유를 받기까지 30일간의 의무적 대기기간을 거치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1개월의 기간이 추가되고
저작권 등록관은 양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 소
유권 결정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은 조사
(Scrutiny) 단계로 나아가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문제 사
항을 정정할 수 있음
③ 등록 : 추가 문서를 제출하여 저작권 등록관이 신청서의 완
정성과 정확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시 저작권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며 등록증을 교부함. 신청자가 저작권 등
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사본을 교부받을 시 등록이 완료됨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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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 등록 신청서(영문)

② 등록 수수료
-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예술저작물 : 저작물
1개당 500 루피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예술저작물(상표성, 디자인성을 가진 저작물) : 저작물 1개 당
2,000 루피
- 영화저작물 : 저작물 1개당 5,000 루피
- 녹음물 등록 : 저작물 1개당 2,000 루피
1) The Copyright Rules, 2013 의 별첨문서(Schedule) 참조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 이용허락
2. 저작권 양도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저작권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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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 이
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시 특별하게 지켜야 할 양식은
없으며, 다만 이용허락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계약 등을 통해 명시된 바가 없다면 이용이 허락되는 권리 범위는
저작권 관련한 모든 권리로 간주하며, 지역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도 국내에서의 이용허락으로 간주한다. 이용허락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보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용허락이 무효로 된다.
이용허락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
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용허락의 효력은 저작
물이 발생하여 공표된 때로부터 유효하다. 만약 장래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이용허락의 이익을 받
을 수 있다.

저작권 양도

인도 저작권법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장래 발생할 저
작물의 저작자가 될 자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있다.
앞서 본 이용허락과 유사하게, 저작권 양도 시에도 양도할 권
리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양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도 지역
은 인도 국내, 양도 기간은 5년으로 보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가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양도 역시 무효로 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양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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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래의 저작물이 창작된 후에야 그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
인도 저작권법은 양도된 저작물의 이용 형태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
하고 있는데,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용 매체나 이용 형태가 저작권 양도 후
에 개발된 경우 그러한 새로운 이용 형태가 양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한 새로운 이용
매체를 통한 저작물 이용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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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4.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대응
5. 침해 증거의 확보 및 경고장 발송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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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2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국으로 지
정되었으며, 인터넷상 모방품 유통 문제가 큰 점을 지적받았다. 인도 국내 시장 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이 다수 유통되어 문제 되고 있다.
인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민사, 형사,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행정적 구제수단이 없으며 저작권 침해를 다루는 전
문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민사와 형사 조치가 주된 해결 수단으로 쓰인다.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1) 일반적 구제수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사상 구제조치로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권 침해행위(저
작권법 제51조에서 열거)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명령, 침해품
의 폐기, 손해배상, 이익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저작권법 제55조).
침해자의 이익반환은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순이
익을 기초로 정해지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이익반
환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와 이익반환은 택일
하여 행사해야 하고 저작권자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구할 수
없다.
또한 소송 중 계속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interim injuction)을 청구할 수 있다(민
사소송법 제39호 명령).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① 원고가 저
작권자인 사실, ②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③ 가
처분의 인용으로 인한 피고의 불편보다 가처분 기각으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 ④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
용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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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특정구제법 제37조에 따라 소송 본안에서의 판결로 가
처분을 바로 영구금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판례법에 근거한 구제수단
인도는 영미법 계열 국가로서, 아래와 같이 성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영미법 계
열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되는 명령들을 소송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명령들을 이
용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집행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John Doe Order) : 침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익명을 포함한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권리자는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근거로 하여 ISP 등에 접속차단 등을 요
청할 수 있다.2)
- 조사·압수명령(Anton Piller Order) :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의 감독 하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점유지에 들어가 피신청인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신청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압류명령(Mareva Injuction) :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신청인의 금전을 동결시키는 일
종의 압류명령으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또는 자산이 사라질 위
험이 있는 경우 이 압류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버리는 명령이다. 상
대방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압류명령의 인용을
위해서는 ① 승소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어야 하고, ②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 실현에 부합한
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Norwich Pharmacal Order : 불법행위에 관계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문서 또는 정
보공개를 위하여 발령되는 명령이다.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관세청에 대하여 명령을 신
청하여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모색적 금지처분(Dynamic Injuction) : 인도 법원은 John Doe Order에 대하여 모색
적 금지처분을 인정하고 있어, 불법침해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에 대하여 동일한 금지
명령을 받지 않고도 기존 금지명령의 효력으로 ISP 등에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는 뒤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조치’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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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법원
인도의 각 주에는 하급법원(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존재하고, 뉴델리에 최고 법원을 두
고 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거지 또는 침해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200만 루피 이상이라면 일부 고등법원(마드라스, 캘커타, 봄베이, 자
무, 카슈미르, 델리 고등법원)에서도 1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 비
해 지적재산권법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으므로 권리자에게 유리하다.
한편, 2015년 지적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사법원법 도입에 따라 저작
권 침해 문제를 상사법원에서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심은 소가가 15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상사법원에서, 15만 달러 이하인 때에는 인도 지방법원 또는 일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다. 민사상 구제조치의 장단점
인도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잠정적 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편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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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액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예
비적 금지명령 또는 잠정적 금지명령의 경우과 달리 본안 소송은 피고와의 다툼이 있거
나 피고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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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 그리고 200,000루피
이상일 시에는 그 4%이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인도 변호사회 규칙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공보수식 계약
이 금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시간 단위의 타임차지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예를 들어, 잠정적 금지 청구가 1년 이내에 인용되었다고 할 시 타임차지 비용 외
에 Senior Advocate Fee (2,000~100,000 USD)가 소요되며, 소송 종료까지 필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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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보통 500,000 USD 정도이지만 기간과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더 고액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전문가 보수로서 변호사 사무소에 따라 3만에서 5만
USD 정도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 제소기간
인도 제소기한법 상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3년이므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할 권리
는 침해행위 때마다 발생하므로 침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3) 법원의 사실조사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지명한 지방·법원 사무
관(변호사 또는 법원 직원)이 피고의 거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여 침해물품을 압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침해사실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
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Anton Piller Order에 의한 조사·압수절차
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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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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한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
를 방조한 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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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또는 5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 선고 가능)
또한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재범 또는 누범)는 저작권법
제63A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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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 재량에 따라 1년 미만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 미만의 벌금형
을 선고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는 특칙을 두어(저작권법 제63B조),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7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 감형 가능). 만약 컴퓨터 프로그
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과정에서 소스코드의 은폐, 변경, 삭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기술법(IT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
고 또는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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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품의 압수와 관련하여는, 저작권법 제64조에 의하여 인도 경찰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저작권 침해 물품 또는 침해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
는 금형이나 틀 등을 단속과 수사를 통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수사 및 기소 절차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 기타 권리 침해의 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
다. 권리자는 고소 절차를 경찰서에서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권자도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관련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형사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캘커타 등 인도의 일부 주에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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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치안판
사 또는 법원의 1급 치안 판사보다 하위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저
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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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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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강력 범죄에 비해 지적재산권 문제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
- 저작권 침해자가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찰이 단속 정보를 공유하여 침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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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가 부담하는 변
호사 비용은 약 6000 USD이다.

국경조치
(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물의 권리자와 그 대리인은 세관에
저작권 침해 복제 물품을 금제품으로 취급할 것과 침해 제품의
예상 도착 시기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인도 관세국장은 증거를
조사하여 침해 제품을 금제품으로 취급하여 압수할 수 있다.
위 저작권법 외에 인도 2007년 지적재산권 시행 규칙은 인도
로의 물품 수입 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권리자에 의한 세관 통관 절차,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
물품 조사와 침해 판단 및 침해 물품 파괴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한다.
특히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경 조치
시스템을 두고 있으며(저작권 규칙 제79조), 이 규칙과 관련법
을 통해 저작권자는 세관을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세관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하거나 침해품 관련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3)
세관은 권리자가 등록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압류,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압수가 완료된 후 권리자
로부터 이의 없음(no obejction) 증서를 받은 후 침해 물품을
파괴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인도를 거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경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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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적 접속차단 조치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c)에 따라, 저작권자는 “Notice-andtake-down”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효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링크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중개자(online intermediaries)
를 상대로 임시적 차단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제한·차단조치의 이행은 법률에서 ISP 등 온라인 중개
자들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79조에 따
라 침해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ISP, 사이트
운영자 등 콘텐츠의 접속제한·차단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
인 구제수단이 된다. 실제로 침해에 대한 소 제기 전에 이러한 임시
적 접속차단 조치만으로 침해콘텐츠의 차단 또는 삭제의 목적을 상
당부분 이룰 수 있다.

Notice-and-take-down 조치 시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중개자에게 서면으로 권리 침해 사실을 통지
●

통지를 받은 후 36 시간 이내, 중개인은 21일 또는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을 때까지의 접속 제한 조치를 해야 함

→ 위 기간 경과 전까지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지 못할 경우, 콘텐
츠 접속을 재개할 수 있음
●

통지를 받고도 중개인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시

→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함(Noticeand-take-down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21일 이내에 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아야 함)

이때, 저작권자가 온라인 중개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서면 통지할
때에는 다음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인도 Copyright Rul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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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라이선스를 증명할 정보
- 웹사이트상 자료의 세부적 정보와 그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는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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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제적 조치로서, 침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도 침해 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금지가
가능한 명령이다. 임시적 접속 차단 조치와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John Doe
Order 신청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c) 단서에 따른 임시적 접속 차단 조치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요건과 절차
2011년 처음으로 John Doe Order가 발령된 이후, John Doe Order에 의하여 웹사이트 전체
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자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대두되었다.
결국 2016년 7월 Bombay High Court는 John Doe Order가 인용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①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특정 웹 링크 또는 특정 URL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함
② 웹사이트 전체의 차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 저작물만을 서비스한다는
점이 추정될 정도의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

Bombay High Court는 특정 웹사이트의 불법성 판단을 위한 3단계 절차도 제시하였다.
① 각각의 모든 링크가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불법적 활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
세하게 검증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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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이 제시한 특정 웹 링크의 스크린 샷을 통하여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한 검증
③ 신청인의 증빙자료를 통한 침해 가능성이 추정되는지 여부 판단

2019년 4월 Delhi High Court는 불법적 목적으로 개설된 Rogue 웹사이트 또는 노골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온라인 사이트(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s, FIOLs)에 대하여는
불법 저작물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양적인 판단이 아닌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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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되어야 함
⑤ 웹사이트가 기술적 노하우 등으로 사용자들이 차단 사이트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3) John Doe Order에 대한 이의권 부여
2016년 7월 Bombay High Court는 John Doe Order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3자가 법
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의제기는 새로운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John Doe Order를 내린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이의권
행사를 위하여 John Doe Order에 의하여 차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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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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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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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rs. 결정을 통해, FIOLs에 대한 차단 명령이 인용된 후 해당 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러링 사이트 차단을 위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으며(새로운
John Doe Order를 신청할 경우 인용해주지 않음), 기존에 받은 John Doe Order로 차단이 가
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일반적인 대응 절차
1) 임시적 접속차단 요청 : ISP 등 침해가 발생한 사이트의 온라인 중개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접속차단 요청 통지를 보낸다.

2) 침해사실의 수집 : 침해콘텐츠가 게시된 특정 페이지의 URL 및 캡처 이미지를 목록화 하
고, 침해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운로드 받는다.

3) 가처분(또는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위에서 수집한 내용을 문서 또는 CD
또는 USB 메모리에 담아 증거로 제출한다.

4) 변론 : 첫 변론기일에서 피신청인 없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피신
청인에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5) 법원의 결정 :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가처분의 인용 또는 기각 여
부를 결정한다.

6) 동일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
이에 동일한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 없이 기존 가
처분 명령의 효력으로 접속차단이 가능하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침해 증거의
확보 및
경고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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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침해 증거의 확보
1) Anton Piller Order
법원이 선임한 판사보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역
(토지)에 들어가 피고의 침해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으로, 권리자의 증거 확보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Norwich Pharmical Order
원고를 위하여 완전히 선의일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정보의 개
시를 명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명령으로,4) 저작권 침해 사건에
서는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을 신청하여 침해정보
를 획득할 수 있음
나. 경고장 발송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과 권리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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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리적인 근거 없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타인을 부당하게 협박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두 또는 문서 등 통지 방식을 불문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 역시 협박의 범위에 포함된
다.
경고장 등을 통해 부당한 협박을 받았다고 판단한 수신자는 저
작권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 ‘자신이 받은 협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언’, ‘협박에 대한
금지명령’과 ‘협박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Norwich Pharmacal and Others v.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1974] AC 133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1. 행정기관
2. 사법기관
3. 민간단체

제5장.
저작권 보호 기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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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권국(Copyright Offi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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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방식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저작물 검색도 가능하다.
나. CIPAM(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6)
산업진흥과(DPIIT) 산하 기관으로, 인도의 IPRs Policy 및 제도에
관한 홍보, 교육, 지원,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을 위한 IP 가이드북과 단속 경찰들을 위한
집행 가이드북 등 저작권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 중이다.

사법기관

가. 지 적 재 산 권 항 소 위 원 회 ( I n t e l l e c t u a l P ro p e r t y
Appellate Board, IPAB)
준사법기관으로 2017년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되던 저작
권위원회(copyright board)의 권한(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공개적으로 보류된 저작물, 출판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 번역
및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제작 및 출판과 관련한 라이선
스 부여와 관련된 분쟁의 판결 업무)이 IPAB에 귀속되었다.
고등법원 소재지(첸나이7), 뭄바이, 델리, 캘커타, 아마다바드)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5) copyright.gov.in
6) cipam.gov.in
7) 구 마드라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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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단체는 저작권법 제33조를 근거로 저작권자와 저
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저작권자를 위하여 이용허락 계약 체결, 저작권 관리, 사용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 관리단체로 활동하려면 중앙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주요 관리단체는 아래와 같다.
- 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IPRS) :
음악 저작물 관련
-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PPL) : 녹음물 관련
- Indian Reprographic Rights Organization(IRRO) : 사진
저작물 관련
- Indian Singer’s Rights Association(ISRA) : 실연권 관련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1. 주요 법률사무소 목록
2. 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제6장.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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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 & S PARTNERS
1994년에 설립된 IP 전문 부티크 로펌
주소 I Chimes 61, Sector 44, Gurugram, Haryana 122 003, National Capital Region NDIA
분사무소 I Bangaluru, Chennai, Hyderabad, Mumbai, New Delhi
연락처 I +91 124 4708-700
변호사 수 I 1 10 명

홈페이지 I w
 ww.knspartners.com

Email I m
 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Aishwarya Menon, Prashant Gupta, Deepak Gogia 등

Remfry & Sagar
1827년에 설립된 법률사무소(Remfry & Son)를 모체로 한 IP전문 로펌. 저작권등록신청, 저작권 라이선스, 양도 및 민·형사상 소송
및 행정적 구제방안 대응 업무 등을 수행
주소 I Remfry House at the Millennium Plaza, Sector 27, Gurugram - 122 009 New Delhi National Capital Region, India
연락처 I +91 124 280-6100, +91 124 465-6100
변호사 수 I 95 명

홈페이지 I www.remfry.com/

Email I remfry-sagar@remfry.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V
 ishnumohan Rethinam, Shivam Vikram Singh, Gaurav Mukerjee 등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I 덴마크의 Hallmark Cards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인도의 'Mouazzam's Hallmark Estates Projects
Private Limited'가 사용하는 'Hallmark' 표장에 대하여 상표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본안소송
과 함께 표장 사용금지

ANAND AND ANAND
IP 분야 중 특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저작권 전문 로펌으로 저작권 등록, IP 권리화,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불법복제 방
지를 위한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음
주소 I First Channel Building Plot No. 17A, Sector 16A, Film City, Noida, Uttar Pradesh 201301, India
분사무소 I New Delhi, Mumbai, Chennai
연락처 I +91 120 405-9300

홈페이지 I w
 ww.anandandanand.com

Email I foreignpatent@anandandanand.com, email@anandandanand.com
변호사 수 I 30 명(파트너 변호사)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S
 afir Anand, Prachi Agarwal, Imon Roy 등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I 인도에서 최초로 저작인격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건(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에
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Saikrishna & Associates
2001년 설립되어 IP, 통신매체 및 기술, 기업법, 경쟁법 분야를 주요업무로 하는 LLP 법무법인
주소 I 8th Floor, VJ Business Tower, Plot No. A-6, Sector 125, Noida - 201301
분사무소 I Delhi, Mumbai
연락처 I +91 120 463-3900
변호사 수 I 100 명 이상

홈페이지 I w
 ww.saikrishnaassociates.com

Email I m
 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S
 aikris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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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139, Defence Colony, New Delhi, India 110 024
연락처 I +91 98 1067-6281
변호사 수 I 50 명

분사무소 I Bangalore, Mumbai, Chandigarh

홈페이지 I w
 ww.singhandsingh.com

Email I info@saikrishnaassociate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S
 udeep Chatterjee

8)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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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 Associates
2006년 설립된 지적재산권법 전문 로펌. 인터넷 및 IT관련 법 분야까지 전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대표 변호사 Neel
Mason 및 구성원 변호사들은 저작권 개정 절차에서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사생활 및 정보보호 법안 조항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제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주소 I A-7 Sarvodaya Enclave, Lower Ground Floor, New Delhi - 110017
연락처 I +91 11 4656-6260
변호사 수 I 16 명

홈페이지 I mason.co.in

분사무소 I H
 yberdad

Email I mail@mason.co.in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N
 eel Mason, Sabia Veqar, Ridhima Pabbi, Uday Singh Chopra 등

Rahul Chaudhry & Partners
1983년에 IP 조사업무 수행하는 작은 펌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변호사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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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CY House, C-235, Defence Colony, New Delhi, India 110024

분사무소 I Gurugram

연락처 I +91 11 435 000 00

Email I mail@rahulchaudhry.com

변호사 수 I 55 명

홈페이지 I www.rahulchaudhry.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R
 a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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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와 관련하여 작가인 JK
Rowling을 대리한 것을 포함하여 Warner Brothers, Bloomsb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 대기업들을 대리한 바 있음
주소 I D-155, Third Floor, Defence Colony, New Delhi 110024
연락처 I +91 11 4107-9789
변호사 수 I 2 명(뉴델리 사무소)

홈페이지 I beruar.com

분사무소 I Mumbai, Ranchi

Email I m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R
 ahul Beruar, Nidhi Jain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1956년에 설립된 로펌을 모체로 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고, IP 및 기술분야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대
부분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과학, 공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있음
주소 I New Excelsior Building, 7th Floor, Wallace Street, A.K. Nayak Marg, Fort Mumbai, India 400001
분사무소 I Mumbai, Pune, New Delhi, Bengaluru, Ahmedabad, Chennai
연락처 I +91 22 2200-6322
변호사 수 I 1 00 명 이상

홈페이지 I www.krishnaandsaurastri.com

Email I m
 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S
 u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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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17, South Extension - II, New Delhi - 110 049
연락처 I +91 11 4289-9999
변호사 수 I 23 명

홈페이지 I www.indiaip.com

Email I info@indiaip.com

저작권 관련 수행사건 I ①
 미국의 MPAA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을 수행
②인
 도의 특별 제도(John Doe Order, Anton Piller Order)와 관련된 중요한 결
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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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작성 : 400~600 USD
- 소장 작성 : 최소 1,500 USD
- 가처분(Interim Injuction) 신청 절차 : 6,000~10,000 USD9)
- 민사 본안 절차(1심) : 15,000~40,000 USD
- 형사소송 절차 : 최소 10,000 USD
- 세관의 저작권 등록 절차 : 최소 600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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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연락처에 대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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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
의 사업 운영을 위해 특별히 식별성이 높고 상세한 포괄적인 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발전시켜왔다고 한다. 해당 데이터에는 비밀정보, 고객 정보 베이스, 어카운트 정보 등 재
무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원고의 영업 비밀을 구성하여 원고의 컴퓨터 등 통
신기기에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9) 비용은 웹사이트 및 URL 개수와는 무관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원고는 사업을 위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다룰 정보의 비밀성이 높아 고용 시에는
법적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고객 서비스나 업무 부문 등 각 분야의 담당자나
담당 간부로서 원고에게 고용되었다.
원고는 대규모 연수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의 기밀정보나 데이터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하였
고, 피고는 각 업무를 개시하여 원고 사업에 공헌하게 되었다. 고용 기간 동안 종업원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 피고들에게는 컴퓨터 기기 등이 부여되어 원고의 모든 비밀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가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비밀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혐의가 제기
되어 2016년 5월 피고들이 원고 기업을 사직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2인)들에 대해 종국적 금
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 델리 고등 법원의 판결
쟁점 1 :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관리되어온 고객 담당자명과 연락처 목록에 대한 저작권
법원은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제정법상의 권리이며, common law의 권리나 자연권이 아니므
로, 저작권법에 따라 리스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한 원고는 자신의 고객 담
당자명과 연락처 리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위 목록은 1957년 저작권법 제2조 (c), (h), (p) 및 (o)의 창작적 언어, 연극, 음악, 미술저작
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인정되더라도 위 리스트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저작자가 인도 국
민이거나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7조, 아마도 (c)항에 따른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지만, 원고에게 고
용된 저작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기업인 원고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Tech Plus Media
Private Ltd. v. Jyoti Janda 사건에서 법인은 저작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의 소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그러
나 원고는 저작자 신원을 밝히거나 그 비밀성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장하
려면 원고가 저작자의 신원을 밝혀야 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원고의 목록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49

50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13조)>
1. 개요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상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originality)’의 기준은 ‘창조적
요소가 있는 기능 및 판단(skill and judgement with a flavor of creativity)’이다. 창작성에 대
한 ‘이마의 땀 이론(sweat of the brow)’은 인력과 자본 투자만 요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지만 인도 법원에서는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았다.
2. 판례 분석
[Eastern Book Company vs. D.B.Modack] (인도 최고재판소 판결)
a. 사실 개요
상고인은 인도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모아 법률 논문/저널을 출판한 자로서, 판결문 정리 및 편
집과 별개로 판결을 간단하게 정리한 편집후기인 ‘주기(注記)’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또한 상고
인인 출판사는 ‘동의’, ‘일부 동의’, ‘일부 반대’ 등의 주기를 판결문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본 건의
피상고인도 법률 논문/저널을 다루는 전자출판사로서 상고인 출판사의 논문과 저널을 복제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이에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들어 제소하였다.
b. 최고재판소 판결
최고재판소는 상고인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결과인 ‘주기’와 기타 편집 기사에 대해서만 저작권
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상고인이 판결문을 경미하게 편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상고인이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범위는 상고인의 ‘주기’ 및 기
타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되는 편집물로 제한되었다.
판결문의 경미한 편집 부분은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상고인은 상고인이 경미하게 편집한 판결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영화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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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이 없는 한
영화 필름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피고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
른 기간 동안 저작물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이 계약은 1년 간 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독심
에서도 저작권법 제26조에 의한 권리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본 건에서 1957년 저작권법 제38조의 도입을 통해 실연가 권리에 대한 저작권법의 흠결이 보
완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배우, 음악가, 무용가의 실연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없는 것은 저작권
법 제도의 큰 결함이며, 이는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실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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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헤
어오일 제품에 대한 광고를 촬영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이틀 간의 촬영을 통해 광고물을 제작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광고 촬영 후 사전에 상호 협의된 조건을 위반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2008년 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원
고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피고만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조건을 계
약 내용에 포함하거나 최종 체결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1년 동안
만 광고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계속
사용해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광고 사용을 즉시 금지하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피고의 사용은 계속되
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출연한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를 마드라스 고등법원 단독심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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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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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심 판결

원고는 위 단독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합의심 판결에서도 피고가 제작한 것은
영화 필름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영화필름의 제작자이자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
독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영화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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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이 없는 한
영화 필름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피고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
른 기간 동안 저작물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이 계약은 1년 간 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독심
에서도 저작권법 제26조에 의한 권리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본 건에서 1957년 저작권법 제38조의 도입을 통해 실연가 권리에 대한 저작권법의 흠결이 보
완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배우, 음악가, 무용가의 실연에 대한 특정한 권리가 없는 것은 저작권
법 제도의 큰 결함이며, 이는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실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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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헤
어오일 제품에 대한 광고를 촬영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이틀 간의 촬영을 통해 광고물을 제작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광고 촬영 후 사전에 상호 협의된 조건을 위반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2008년 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원
고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피고만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조건을 계
약 내용에 포함하거나 최종 체결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1년 동안
만 광고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계속
사용해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광고 사용을 즉시 금지하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피고의 사용은 계속되
었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출연한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를 마드라스 고등법원 단독심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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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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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심 판결

원고는 위 단독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합의심 판결에서도 피고가 제작한 것은
영화 필름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영화필름의 제작자이자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
독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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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권자의 독점권에 따라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
시하였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유사성 판단 기준>
1, 개요
인도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기준은 독자, 관객 또는 시청자가 원저작물과 후속 저작물을 보거
나 읽은 후 후속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복제했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에 따른다. 그러나 경미한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복제 수준은 상당하고 중대한 것이
어야 한다.
2. Common law
인도 1957년 저작권법이 존재하지만, 법상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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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최고재판소
(a) 사실관계
상고인은 1953년 인도어로 연극 대본을 창작한 자로, 연극의 내용은 서로의 가족이 이웃인 남
성과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들의 가족은 서로 다른 지방 출신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
대하는 상황이다.
피상고인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팔로키아리즘(편협주의)에 기반한 로맨스 영화를 제작
한 적이 있지만, 상고인의 연극과 달리 당시 인도 결혼 제도의 사회악적인 측면과 기타 여러 가
지 주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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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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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가 양
저작물을 보거나 읽은 후 어느 하나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는가
에 있다.”

(c) 최고재판소 판결의 분석과 원칙
인도 및 common law 국가에서의 저작권법 심리 시 재판소가 저작권 침해 사건의 판결을 하
기 위해 유의해야 할 7개의 저작권법 기본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아
 이디어, 원리, 주제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디어의 표현에 대해서만 권
리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ii) 동
 일한 아이디어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면, 법원은 유사성 판단을 위해 양 저작물을 비
교해야 한다. 만약 양 저작물이 동일하다면 확실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두 저작물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정도라면 법원은 유사성을 판단하여 그 정도가 상당하면 저작권 침해
가 성립한다.
(iii) 저
 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저작물을 보거나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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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지 않는다.
(vi) 모든 저작권 침해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vii) 영
 화가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영화는 관점이나 범위가 넓으므
로 침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화가 연극을 복제한 것이라는 인상을 시청자가 받
았다면, 저작권 침해를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본 사례에서 제시된 저작권 침해 입증 기준은 인도에서 계속 유효성을 인정받는 법칙이다. 또
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인도 영화제작사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등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
하고 있는데, 외국 영화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인도 영화의 점유율이 높으므로 모든
사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그리고 인도에서의 리메이크는 보통 인도 관객을 대상으로 하여 각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
작과 동일한 경우가 많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때 심리 중에 제
출되는 증거가 저작권 침해를 증명할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능한다.

2)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1957년 저작권법 제57조 상, 건축가는 어떠한 유형의 특별한 권리(저작인격권)도 누리지 못한다.
1. 개요
델리 고등법원 단독심은 2019년 5월 28일 자 판결을 통해 원고인 Raj Rewal 개인은 저작권법
제57조 하의 건축물/건조물의 건축가로서 어떠한 특별한 권리(저작인격권)를 갖지 않으며, 건
축물/건조물의 해체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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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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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위
원회(HCC)에 추천되었다.
피고 중 1인인 인도 무역진흥국은 원고에게 위 건물들의 해체를 제안하였는데, 원고의 반대의
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HCC를 통한 위 건물들의 보존 유지도 실패하였다. 이에 원고는
델리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청원은 2017년 판결을 통해 각하되
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그동안 위 건물들은 해체되었다.
이후 원고는 인도연방과 인도 무역진흥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감독 하에 동일한 장
소 또는 유사한 다른 장소에 철거된 건축물을 재건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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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독심 판결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권리는 건축물/건조물
의 건축가인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해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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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되어야 한다면 건물의 재
건축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x)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유사한 취지로 저작권
법 제59조는 건축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건축된 건물을 해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 인격권에 의한 명예 및 명성의 범위와 그 구제>

●

개요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양도한 호에도 존재하는 어떠한 ‘특권’을 가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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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저작인격권’으로 칭하는 판결과 문헌이 존재한다.
본 조항은 저작권자의 인격권 행사가 저작권 소유와는 독립되는 점이 명백하고, 저작물의 왜곡,
절제, 변형 및 기타 행위로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대략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저
작인격권’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작인격권’ 개념은 대륙법계를 채
용하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그 기초가 발생한 것으로, 베른조약을 통해 저작인격권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인도 법에도 도입된 것이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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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받
았다. 이후 완성된 조각은 인도 정부청사에 전시되었지만, 수 십 년 후 철거되어 수납실에 방치
되었다. 조각가는 해당 조각을 원형으로 복원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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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된 것이
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도 정부에 의해 소유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
는 것이다.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은 인도 정부로 하여금 50만 루피의 손해배
상과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였고, 일정한 기간 내에 조각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3. 결론
인도에서 저작인격권이 주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 사례에서도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
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인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실연가의 권리 역시 인격권의 범위에 포함되
었지만 저작인격권이 이론적 관점에서는 아직 애매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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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

스트리밍, 다운로드와 구매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 라이브러리는 1957년 저작권법상
‘공정한 사용’ 또는 법정 이용허락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1. 개요
2012년 인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31D조에 방송기관을 위한 문학, 음악 저작물의 법정 이용
허락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송기관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방송한다는 통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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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악곡을 제공하여 레퍼토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피고는 (i) 공중이 피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악곡을 다운로드 하고 사용하는 것
은 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상 인정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ii) 방송기관인
피고는 법정 이용허락 규정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를 지지하며, 공중의 악곡 사용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하는 다운로
드와 구입 기능을 사용한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악곡 저작권 침해를 구성
하며,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며 원고의 악곡에 대한 배타적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정은 피고에 의한 ‘공정한 사용’에 따른 보호와 ‘방송기관으로서의 법정사용권’ 신청을 기
각하였으며, 원고의 악곡을 사용, 판매할 수 없다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 관련법과 규정
1957년 저작권법 제2조(fa), 제2조(ff), 제14조(1)(e), 제31 D조, 제52조(1)(a)(i), 제52조(1)(b)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인도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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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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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고가 자신의 음악 레퍼토리 삭제를 위해 피고에게 중지 통고를 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
아 소가 제기된 것이다.
원고는 월정액제 판매/대여를 통해 원고의 음악 레퍼토리를 공개한 피고의 행위는 음악 레퍼토
리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의 애플리케이션에는 악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악곡을 다운로드하여 다른 단말기에 보존하기 위한 구입 기능도 존재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사업과 경합하며,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사용’이
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방송기관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이며, 제52조 (1)(a)(i)
와 (1)(b)에서 정하는 ‘공정한 사용’에 따른 보호와 제31조에 따른 법정 이용권을 주장하였다.

b.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봄베이 고등법원은, 피고가 다운로드 및 구매 기능을 제공하여 자신의 고객들이 원고
음악 레퍼토리 파일이나 복제물을 단말기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
14조 제1항 (e)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행
위는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악곡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대여 또는 판매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악곡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52조 제1
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31조 D에서 정하는 법정 실시권이
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의미한 것이 아니
라고 하며 피고의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악곡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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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례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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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칭하였고 일부 주요 스포츠 이
벤트에 대한 방영 권리를 보유하면서 인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원고
는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하여 중계권을 취득하여 인도 전역에 대대적 송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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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은 우선적으로 해당 채널을 무단으로 송출하는 일부 케이블 사업자, 네트워크, 제3자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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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하는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이 종료된 시점에서 막대한 손실의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언
급하며 방영권 침해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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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다수의 관련 판결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케이블 사업자가 장기간 저작
권을 침해해 왔음을 확인된 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 상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구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John Doe 명령을 인용하였다.

인도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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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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저작물 Singham의 온라인 배
포의 방지를 위한 이행을 요청하였고, 인도의 통신 대기업인 “Bharti Airtel”사10)는 청구인이
요청한 파일 공유 사이트11)의 차단을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망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ISP
의 웹 사이트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단 요청된 웹 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존
재하였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The site has been blocked as per instructions from the
Department of Telecom.” 라는 문구와 함께 웹 사이트의 차단이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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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에서도 해당 웹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일부 차단되었음이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하여 확인되
었다.
본 사례는 John Doe 명령을 통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다수의 ISP에 의하여 매우 대규모
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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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본 사는 인도 내에 2억 8370만의 모바일 서비스, 240만의 가정 인터넷 서비스, 1660만의 디지털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0년 3월 31일 기
준) 출처 : Airtel, "Company Profile", <https://www.airtel.in/about-bharti/equity>, 최종방문일 :2020.11.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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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