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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음악출판사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콕스커뮤니케이션에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2014년 11월 28일 비엠지(BMG), 라운드힐뮤직(Round Hill Music) 등 음악 출판사
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콕스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s)이 이용자들
의 무단 업로드 행위를 차단하지 않은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미국 버지니
아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소송을 제기함.

작성자 : 노현숙1)

사건의 개요

o 2014년 11월 28일 비엠지(BMG), 라운드힐뮤직(Round Hill Music) 등의 음
악출판사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2)
인 콕스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s)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o 음악출판사들은 콕스커뮤니케이션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비엠지, 라운드힐뮤직 등 음악출판사들은 ISP인 콕스커뮤니케이션에게 자사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를 차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콕스커뮤니케이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o 음악출판사들은 콕스커뮤니케이션이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으로의 접근을 허
용하고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자들을 차단시키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함.
- 예컨대, 음악출판사들은 IP주소 98.185.52.220에 의한 침해는 64일간 54,500
여 건, IP주소 24.252.149.211에 의한 침해는 189일간 39,400여 건 그리고 IP

1) 노현숙_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
축 등을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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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98.176.207.69에 의한 침해는 407일간 20,180여 건이 확인된 사실을
ISP인 콕스커뮤니케이션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림.
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였음.
o 음악출판사들은 콕스커뮤니케이션은 이번 사건에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 ISP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
지 못한다고 주장함.
- DMCA §512(E)에 의하면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
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ISP가 해당 저작물을 즉시 삭제한 경우 ISP는 저작
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콕스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사건의 의의

o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ISP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소송으로서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됨.
- 콕스커뮤니케이션의 법적 책임의 범위 및 온라인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자의 판단 기준이 주요 논의의 대상임.
o 만약 법원이 콕스커뮤니케이션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이번 사건은 인
터넷 서비스업체 및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시금석(試金石)이 되는 판결이 될 것
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출처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4/11/music-publishers-finally-pull-the-trig
ger-sue-an-isp-over-piracy/
https://torrentfreak.com/cox-communications-sued-for-not-disconnecting-pirates
-141128/
http://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239187/cox-accused-of-contributi
ng-to-copyright-infringem.html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472918,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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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콕스커뮤니케이션은 음악출판사들이 보낸 메일을 스팸처리 하는 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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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Perfect 10에 대한 Giganews의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
2014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Perfect 10이 유즈넷서비스제공자인 Giganew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Giganews는 유즈넷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
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작성자 : 노현숙3)

사건의 개요

o 2014년 2월 Perfect 10은 유즈넷4)서비스제공자인 Giganews를 상대로 저
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1994년에 미국 텍사스에 설립된 유즈넷서비스회사 Giganews는 현재 200여 국
가에서 약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성인남성잡지 출판사 Perfect 10은 2007년
여름호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발간을 중단하고 현재는 온라인 잡지만을 발행
하고 있음.
- Perfect 10은 자사의 사진저작물이 유즈넷서비스에서 허락 없이 배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유즈넷 서비스제공자인 Giganews에게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o Perfect 10은 최근 몇 년간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마스터카드(Ma
ster Card), 비자(Visa), 래피드쉐어(RapidShare), 기가뉴스(Giganews), 디
포짓파일(Depositfiles) 등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상대로 저작
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

3) 노현숙_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4) 유즈넷(Usenet)은 인터넷상에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관심사별로 뉴스그룹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
를 공유하는 인터넷상의 가상토론공간으로서 이용자들은 연동된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고 동기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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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o 2014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Perfect 10이 유즈넷서비스제공
저작권 침해 혐의를 부정함.
o 첫째, 법원은 Giganews가 Perfect 10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Giganews가 유즈넷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직접
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o 둘째, 법원은 Giganews가 Perfect 10의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음.
- Perfect 10은 Giganews의 유즈넷 이용자들이 Perfect 10의 사진저작물을 허락
없이 배포함으로써 Giganews가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Giganews가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Perfect 10은 적어도 Giganews 유즈넷 이용자의 일부가 Giganews 서비스에
유인(drawn)됨으로써 Perfect 10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o 마지막으로 법원은 Perfect 10의 삭제요구 절차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5)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DMCA §512(c)(3)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권리침해 저작물을 특정하여 해당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함.
- 그러나 특정일에 게시된 모든 자료들을 삭제해달라는 Perfect 10의 요구는
DMCA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지적함.

5)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1996년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 및 음반조약'의
이행,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온라인저작권
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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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Giganew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Giganews의 Perfect 10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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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제512조(c)(3)
○ 통지서의 요소들 :
(A) 침해 주장의 통지가 이 항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통신이어야 한다.
(ⅰ) 침해된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받은
사람의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ⅱ)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식별, 또는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
에 있는 다수의 보호되는 저작물이 하나의 통지서에 의해 포괄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의 대표적인 목록
(ⅲ) 침해하고 있다고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그래서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자료의 식별과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위
치를 확인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시사점

o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상 권리침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삭제요청 방
식 및 절차가 DMCA §512(c)(3)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
-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승소한 적이 있는 Perfect 10은 이번 사건에서
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원은 DMCA에 근거해서 Giganews에게 저
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출처
https://torrentfreak.com/giganews-not-liable-for-pirating-customers-court-rules-1411
17/
http://finance.yahoo.com/news/giganews-scores-complete-legal-victory-080000198.h
tml
http://www.marketwired.com/press-release/giganews-scores-complete-legal-victory-o
ver-perfect-10-sets-important-copyright-precedents-1969127.htm
http://blog.ericgoldman.org/archives/2014/11/perfect-10-loses-copyright-suit-against
-usenet-service-provider-perfect-10-v-giga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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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청,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규칙 제정 공고
의견수렴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규칙 제정 공고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작성자 : 권세진6)

개요

o 美 저작권청은 2014년 12월 12일에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
nnium Copyright Act; DMCA) 제1201조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
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유형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7)를 발표함.
o 미국에서 1998년 DMCA의 제정으로 연방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
한 규정이 입법된 이후에, DMCA 제1201조(a)(1)(C)는 3년 주기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
들을 설정하기 위한 권한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부여함.8)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NPRM을 실시하는 이유는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적
인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것임.

6)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7) NPRM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안된 유형의 저작물에 관한 지지, 반대, 설명 및 수정을 제공하는 추가 코멘트
및 회답 코멘트를 제출할 것과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적, 법적 논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임.
8) §1201 -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우회
(a)(1)(B) (A)항에 규정된 금지는, (C)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그 다음 3년 동안 이러한 금지로 인해 이
편 법전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들을 비침해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
거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면, 그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SPRING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미국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NPRM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저
작권청장에 의한 서면 검토(written comment)를 요청하는 공지(Notice of
Inquiry; NOI)9), ② 제안된 유형의 저작물 공시, ③ 제안된 유형들에 대해 서면
검토(written comments)를 요청하는 공지, ④ 제안된 유형의 저작물들에 대한
검토의견의 공시, ⑤ 제안된 유형의 저작물들에 대한 답변서 논평(response
comment)의 요청 및 공시, ⑥ 공청회 개최 공지 및 개최, ⑦ 공청회 후속 질문․
답변 및 공시, ⑧ 국가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의 의견 수렴 및 공시, ⑨ 저작권청장의 권
고, ⑩ 의회 도서관장의 예외 규정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공지의 순으로 진행됨.
o 제1201조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첫 번째
NPRM은 2000년에, 두 번째는 2003년, 세 번째가 2006년, 네 번째가 2010
년, 다섯 번째가 2012년에 결정되었음.

2015년도 NPRM
제도 개요

o 여섯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NPRM에서 저작권청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규칙 제정 공고를 위하여 2014년 9월 17일 예외의 설정
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유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요청을 구하는 NOI를 공
고하여 44건의 유형을 접수함.
o 저작권청은 NOI를 통해 접수된 44건의 저작물 이용 유형 중 유사하거나 중
복되는 제안들을 7가지 유형의 저작물 이용으로 정리하여 NPRM(79 FR
73856)을 발표함.
o 저작권청은 NOI에서 접수된 예외의 설정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유형에 대하
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3차에 걸친 의견공모절차(public co
mments)를 시행할 예정임.

9) NOI는 특정 유형의 저작물의 비침해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의 무력화에 대
한 금지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받거나 영향받을 것인지 여부를 우려하는 저작권자 대표, 교육기관, 도서관
과 기록보존소, 학자, 연구자 및 일반대중(members of the public)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
으로 서면에 의한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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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RM에서 제안된 7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이용

1

2

3

4

5

USA

유
형

제안 내용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받은 비디오, DVD, Blu-Ray 상의 시청각저작
물에 대한 예외 - 교육적 목적, 이차적저작물 작성 목적, 포맷 및 공간
이동
(Audiovisual Works on DVD, Blu-Ray, and Downloaded/Streamed
Video - educational uses; derivative uses and format and
space-shifting)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 - 조력기술, 공간이동
(Literary Works Distributed Electronically - assistive technologies
and space-shifting and format-shifting)
무선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모바일 연결 장비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 잠금해체(Unlocking)
(Software/firmware That Enable Devices To Connect to a Wireless
Network That Offers Telecommunications and/or Information
Services(Unlocking)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는 소트프웨어(탈옥)무선 전화 핸드셋, 모바일 컴퓨터 장비, 전자책 리더기, 비디오게임콘솔,
스마트 TV
(Software That Restricts the Use of Lawfully Obtained Software)
차량 관련 소프트웨어- 차량 진단, 수선 또는 개조 목적, 보안 및 안전
을 위한 조사목적
(Vehicle software)

6

폐기된 소프트웨어(Abandoned software) 악 녹음 소프트웨어

서버연결 비디오 게임, 음

7

기타 예외 유형들(Miscellaneous) - 보안 연구 목적, 3D 프린터, 네트워
크 의료 기기의 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접근 허용

※출처
http://copyright.gov/fedreg/
http://copyright.gov/newsnet/2014/5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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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아이팟에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애플사의 반독점제소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용자가 경쟁 사업자의 온라인 마켓에서 판
매하는 음악 재생 장치 및 음악들과 호환되지 못하도록 애플사가 복제방지 소프트
웨어를 적용한 음악 재생 장치 및 음악들을 판매한 것은 반독점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결함.

작성자 : 권세진10)

사건의 개요

o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16일에 아이팟을 구매한
소비자들과 아이팟 판매자들이 애플(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
- 2005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이번 사건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팟을 구
매했던 대략 8백 만 명의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임.
o 원고 측 변호사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경쟁 음악 서비스를 아이팟
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이팟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을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
- 애플이 의도적으로 아이팟의 출시 후 경쟁 음악 서비스를 삭제했다는 증거자료
로 스티브 잡스의 증언을 녹화한 영상과 애플社의 경영진들의 이메일을 제시함.
o 피고인 애플측은 경쟁업체의 음악을 아이팟에서 듣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음반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경쟁 업체의 음악을 삭제한 이유는 해커와 악성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10)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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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o 연방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에 따르면 경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력에 상관없이 기업들은 합법적인 제품 개선을 할 수 있음.

시한 아이튠스 7.0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당한 제품 개선에 해
당하며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결함.

※출처
https://www.centralmaine.com/2014/12/16/apple-prevails-in-ipod-music-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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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은 2006년 애플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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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방법원, E-Book 구매 사용자에게
DRM 제거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기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14년 11월 21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Abbey House Media v. Apple Inc 사건에
서 E-Book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사용자에게 저작물에 적용된 DRM을 제거하는 방법
을 알려주는 것은 DRM제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작성자 :김지수11)

사건의 배경

o 2010년부터 출판사 Penguin and Simon & Schuster를 위한 E-Book 스토
어를 운영해 온 Abbey House Media(이하 ‘피고’)는 DRM을 적용한 E-Boo
k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o 피고는 2013년 E-Book 스토어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한 달간 새로운 E-B
ook 리더를 제공하지 못하며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DRM을 제거한 후
다른 E-Book 리더로 교체한 사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함.
o Apple Inc. 및 Penguin and Simon & Schuster, 이하 4개의 출판사들은 피
고가 DRM을 제거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공지하여 이용자들의 침해를 유
도한 기여책임 및 방조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내용

o 판사 Denise Cote는 피고의 공지 행위는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백업을 하거
나 다른 기기로 교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일 뿐 침해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함.
- 피고가 DRM을 제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침해행위에 대
한 기여책임은 DRM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DRM이 제거된 E-Book을 복제하
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11)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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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고에게 방조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DRM을 제거하는 것에 따른
어떠한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기 때문에 기각함.
- 방조책임이 성립하려면 첫째, 피고가 직접 침해를 인지해야 하고, 둘째, 직접침
해자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둘 다 해당되지 않음.

시사점

o 합법적으로 구입한 저작물의 재판매 또는 수정과 같은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을 인정한 판결임.

※출처
https://www.eff.org/deeplinks/2014/12/pointing-users-drm-stripping-software-isnt-co
pyright-infringement-judge-rules
https://www.eff.org/document/abbey-house-media-v-apple-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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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PA, 2015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보고서
USTR에 제출
2015년 2월 6일, 미국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제출함. 지난 3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던 한국은
이번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제외되었음. IIPA 보고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한 한국을 아시아의 지재권 보호의 모범사례로 평가함.

작성자 : 장대한12)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USTR에
제출

o 미국 저작권산업의 3,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7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
성된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2015년 2월 6일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IIPA Special 301
Report); 이하 'IIPA 보고서'」를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제출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재권 보호수준에 따라 통상국들을 △무변화대상국
(No Change),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
ist) △비정기 검토(Out of Cycle Review), △특별동맹국(Special Engagemen
t)등으로 분류하여 주요 통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함.
o IIPA는 매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 국가의 법 · 정책 및 관행,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시장접근성을 검토하여 작성한 「IIPA 보고서」를 USTR에
제출함.
-「IIPA 보고서」는 다른 업계 의견서들과 함께 USTR의「스페셜 301조 보고
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12)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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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대상국에 대한
IIPA의 권고안

o IIPA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13)(The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도 권고 사항에 따른 변화가 전

USA

혀 없는 무변화대상국(No Change)로 지정함.
o 우선감시대상국14)(Priority Watch List)에는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이 지정됨.
o 감시대상국(Watch List)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스위스,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이 지정됨.
o 2015년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홍콩을 비정기검토(Out of Cycle Review)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함.

2015년 IIPA
보고서의 핵심 내용
요약

o「IIP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온‧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감소와
합법적인 수출 시장 개방, 무역 협정의 이행과 관련법률 강화조치 등을 통
한 저작권산업 보호에 주력하고 있음.
-「IIPA 보고서」는 미국 저작권 산업이 직면한 난제들로 △저작권 침해 방지 조
치 및 대응,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복제, △미디어박스, 셋
업박스(STBs)를 이용한 불법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상영 중인 영화의 도
촬, △서적․잡지 불법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유료 TV 및 방송
신호 도선 △광디스크 동의 불법복제, △하드디스크 및 모바일 기기 불법 복제
등을 언급함.

2015년 IIPA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

o「IIPA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모
범국가로 한국을 소개함.
- 한국은 198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행된 이후 우선감시대상국
(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에

13) 최우선감시대상국(The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지식재산권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협상 후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14)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감시받고, 위반
사례 적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나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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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과 법집행을 개선한 아시아의 모범사례로 평
가됨.

2015년 IIPA 보고서
결론

o 수익과 직업창출, 수출을 주도하는 저작권 산업은 미국 경제의 기반으로 자
리매김함.
- 시장의 개방을 통해 지역 창조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증
진하며, 국제 무역과 수출을 활성화하고, 합법적인 문화산업을 통한 외국인 직
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 창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무역 상대국은 디지털 시대
에 맞는 저작권 보호와 제도를 갖추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함.

※출처
http://www.iipa.com/pdf/2015SPEC301COVERLETT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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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합법적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P2P 기술 특허 획득
애플社는 최근 저작권 침해 없이 다른 사용자들과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도
록 하는 P2P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함.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정품 파일의 배포(전
송)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유상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폰, 아이패
드 사용자들이 디지털저작권관리(DRM)를 통해 보호되는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함.

작성자 : 권세진15)

애플社의 P2P
서비스 관련 특허
취득 배경

o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
환ㆍ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P2P(Peer to Peer) 서비스는 불법 다운로드 파일의
공유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왔음.
- P2P는 인터넷 접속자 개개인의 PC를 직접 검색, 저장된 자료를 1대1로 주고받
는 방식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 등을 통해 찾는 수직적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로부터 수평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 및 다운로
드하도록 함.
o 최근 애플(Apple)社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걱정 없이
다른 사용자들과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
한 정식특허를 취득하였음.
- 애플社의 특허 취득은 2011년 처음 특허 등록을 신청한 이후 4년 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이 기술은 기존 애플 기기들 간에 문서나 기타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한 에어드롭(AirDrop)16)과 유사함.
- 다만 에어드롭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17)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의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5)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16) 애플 제품 간 WiFi,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 문서, 연락처 등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를 말함.
17)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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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서
권리정보를 분리
관리

o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DRM을 통
해 보호된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임.
- 애플社의 특허기술(US 8934624)은 파일 다운로드 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권
리를 분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튠즈(iTunes) 스토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P2P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출처] US 8934624 B2 Decoupling rights in a digital unit from download

o 애플社가 이 특허를 사용해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최초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차후의 이용자가 정품 파일을 공유하기 위하여 최초의 암호 파일을
복제하게 됨. 최초 비밀번호(encrypt key)로 암호화된 파일은 최초 이용자만
이 사용할 수 있고, 차후의 이용자가 새로운 비밀번호로 암호화하는 정품 파
일은 차후의 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애플社의 아이북 스토어(iBook store)에서 ebook을 구매하여 콘텐
츠가 담긴 파일과 라이선스를 다운로드 받은 최초 이용자는 P2P를 이용하여 해
당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콘텐츠 파일을 이용하려는 차후 이용자는 해
당 콘텐츠 파일을 판매한 아이북 스토어에서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음.
- 즉, 애플社의 특허 기술은 사용자들이 정품파일을 복제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공
유방식은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복제 등의 우려를 잠재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통칭하는 것으로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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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애플社의 특허 기술은 이용자가 정품 파일의 배포권(우리나라는 저작물에 대
구분하고 있음)만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배포를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함.
o 애플社는 특허출원서(patent application)를 통해 해당 특허기술은 콘텐츠 제
품 가격에 탄력성(flexible pricing)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온라인 스토어가 모든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콘텐츠와
라이선스를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과 달리 라이선스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저
렴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함.

시사점 및 전망

o 미국 지디넷(Zdnet)은 애플社새의 이번 특허에 대하여 애플社가 ‘아이튠즈
매치(iTunes Match)’를 통해 음원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던 방식
대신 저작권자에게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한 것이라 분석함.
- 2011년, 애플社는 연 사용료 25달러를 내면 자신이 구매한 음악들을 업로드하
여 아이튠즈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아이튠즈 매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o 지디넷에 따르면, 애플社가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OS)인 iOS에 이 방식을
적용할 구체적인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o 그러나 이번 특허가 아이튠즈 매치처럼 불법 콘텐츠와 공존해 나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콘텐츠 구매자들의 구매 방식에 큰 혁신을 일
으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아이튠즈 또는 아이북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제품들은 콘텐츠와 라
이선스로 묶여서 판매되고 있어, 공유된 제품을 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현
재로서는 애플 스토어에서 전체 제품을 다운로드 받는 것임.
o 그러나 2011년 4분기에 7억 2,900만 달러였던 아이튠즈의 수익이 2014년
동일 분기에 46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아이튠즈가 애플社
의 사업 핵심이 될 것은 확실하며 에어드롭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아이튠즈를
통해 권리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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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유의 이전을 요하는 “배포”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파일 송신인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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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wdit.co.uk/reading-room/apple-peer-to-peer
http://vr-zone.com/articles/apple-hopes-introduce-p2p-sharing/85974.html
https://torrentfreak.com/apple-wants-legalize-license-p2p-sharing-150123/
http://music3point0.blogspot.kr/2015/01/apples-new-p2p-patent-is-head-scratcher.ht
ml
http://www.zdnet.com/article/apple-awarded-patent-for-legal-peer-to-peer-music-vi
deo-sharing/
http://klaava.com/technology/apple-has-patented-a-peer-to-peer-media-content-dis
tribution-method/
http://patents.justia.com/patent/89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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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세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bitshare’이용 불법
공유자 체포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작권 보호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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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bitshare’ 이용 불법 공유자 체포
홍콩 세관은 온라인 공유사이트인 ‘bitshare’에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공유한 홍콩의
40세 남성을 2014년 9월 25일 체포했다고 밝힘. 이번 적발에는 홍콩 세관이 2013
년 신설한 전자범죄조사센터(ECIC)와 홍콩 대학이 공동 개발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
링 시스템 「LMS1+」를 수사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며,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
기구(CODA)가 MPA의 IFACT를 통해 홍콩 세관으로 일본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복
제 방지 요청으로 이뤄짐.

작성자 : 이형정1)

홍콩 세관,
모니터링시스템
「LMS1+」으로
불법 공유자 체포

o 홍콩 세관은 온라인 공유사이트인 ‘bitshare’에 일본 애니메이션과 TV드라
마, 중국 영상물 등을 불법으로 공유한 혐의로 홍콩 거주 40세 남성을 2014
년 9월 25일 체포했다고 밝힘.
- 이 남성은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HERO’ 등을 bitshare에 저장하고 해당
URL을 정보공유 사이트인 ‘HK Pub’에 게시하여 불특정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를 유도함
- 또한 일본 콘텐츠를 포함하여 대량의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을 체포될 때까지
약 2개월간 불법 게시하고, 1개월에 약 250~1,250달러의 불법 수익을 취한 혐
의를 받음.
o 이번 적발에는 홍콩 세관의 전자범죄조사센터(ECIC)와 홍콩 대학이 공동 개
발한 ‘LMS1+(the Lineament Monitoring System 1 Plus)’가 활용되었음.
- ‘LMS1+’는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검색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키워드 검색 외에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자동 다운로드하
여 홍콩 세관에 통보하며, 이번 사건은 2014년 7월부터 시스템 도입 이후 수사
에 적용한 첫 사례임

1) 이형정_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권학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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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건은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MPA의 아시아지역조사
부문인 IFACT(International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를 통해
일본 콘텐츠의 온라인 침해 대책을 홍콩 세관에 요청하여 진행되었음.

JAPAN

※출처
http://www.news.gov.hk/tc/categories/law_order/html/2014/09/20140926_152359.shtml
?pickList=ticker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41009_670647.html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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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작권 보호 캠페인 개최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협회(ACCS)는 저작권 보호의식의 고취를 위해 ‘사이버 범죄
억제 운동, 지켜라! 정보 보안과 지적 재산’ 행사를 개최하고, ACCS의 1월 저작권
침해대응 사례 3건을 공개함

작성자 : 권용수2)

日 ACCS, 저작권
보호 캠페인 개최

o 일본의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
er Software; ACCS)는 SW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법제 정비, 저작권 보호
홍보, 복제방지 기술 보급,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음.
o ACCS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5년 1월 30일에 지바현(千葉県) 경찰과 함
께 ‘사이버 범죄 억제 운동, 지켜라! 정보 보안과 지적 재산’ 행사를 개최함.
- 야치요시(八千代市)의 이온몰(イオンモール)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
품과 불법복제물을 비교전시하고 사이버 범죄, 정보 보안, 세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이번 행사의 개최를 위해 부정상품대책협의회(The Anti Counterfeiting A
ssociation; ACA)가 후원하고,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요코하마 세관, 지
바현의 ‘인터넷방범연락협의회’, ‘사이버테러대책협의회’ 등이 협력하였음.

2) 권용수_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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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S의 1월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공개

o 한편 ACCS는 2015년 1월에 ACCS가 대응한 저작권 침해 사례 3건을 발표함.

① 애니메이션과 게임 영상 불법복제 스티커 제작자 송치(2015. 1. 8.)
- 경시청 타카이도 경찰서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영상을 카드용 스티커로 무단 복제
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적판 배포목적
소지) 체포하고 도쿄 지검으로 송치함 저작권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ACCS가 경
시청에 연락 상담함

- 고치현 경찰본부 생활환경과 및 고치 남부 경찰서는 ㈜닛산 자동차가 저작권을 가진
자동차 서비스(SKYLINE서비스) 기술 자료의 해적판을 판매한 차량 정비공을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2014년도부터 ACCS가 비회원인 권리자로부터 의뢰 받아
저작권 등의 침해대책지원도 하고 있는 바, 본 건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적발된
사안임

③ 불법복제 SW 판매자 송치(2015. 1. 27.)
- 아이치현 츠시마 경찰서는 인터넷 옥션을 통해 불법복제 SW를 판매한 남성을 저작
권법 위반 혐의로 (해적판 배포) 체포하고 나고야 지검으로 송치함 (구입 고객이 동
경찰서와 상담, ACCS를 통하여 권리자에게 연락함)

o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ACCS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상반기 17건에
서 2014년 상반기 14건으로 나타남.

※출처
http://www2.accsjp.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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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용 서비스 기술 자료의 해적판을 판매한 남성 체포(201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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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YYeTs(人人影視) 등, 저작권 침해로 자막 번역 서비스 중단
•선진 룽강구 인민법원, 노래방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로 80만 위안 배상 판결
•광저우(廣州)시, 불법 CD 압수·수색
•장시성(江西省), 2014년 주요 저작권 보호 성과 발표
•인민망(人民網),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한 저작권 이슈 사건 발표
•화이안시, 판권국 의료시스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촉진 콘퍼런스 개최
•2014년 저작권 보호의 주요 성과 발표
‘검망 2014 전문행동’제3단계 온라인 권리침해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발표
•
•알리바바그룹, MS社와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 전략 행동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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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YYeTs(人人影視) 등, 저작권 침해로
자막 번역 서비스 중단
2014년 11월 22일 해외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번역하여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던 YYeTs(人人影視), 써서우망(射手网) 등 중문자막팀들이 저작권 침
해 혐의로 모두 해산한다고 밝힘.

작성자 : LIHUA1)

중문자막팀의
형성배경 및 발전

o 최근 중국 내 인터넷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급속히 퍼지게 됨.
- 이러한 해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은 중국 네티즌들으로부터 상당한 호
응을 얻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아직까지 해외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함.
o 반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中国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이하 ‘광전총
국’)의 해외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사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중앙 TV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의 해외콘텐츠 수입 속도도 상당히 느림.
- 이러한 기관들을 통한 중문번역의 속도는 중국 내 콘텐츠 이용자들의 수요
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o 2002년 미국드라마 ‘프렌즈(friends)’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소개되면서 팬들
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F6’ 중문자막팀을 구성하고 무상으로 번역 서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그 후 YYeTs(人人影视), 써써우망(射手网), TLF자막팀, 에덴동산(伊甸园)，풍
연자막팀(风软字幕组), 풔란슝자막팀(破烂熊字幕组)，유유뇨우(悠悠鸟)，성성
가원(圣城家园)，페이뇨우영원(飞鸟影苑),

봉황천사한국드라마자막팀(凤凰天

使韩剧社) 등 자발적으로 자막을 번역하여 서비스하는 집단이 계속하여 형성됨.

1)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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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많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중문자막팀들은 해외의 드라
마, 영화, 애니메이션, 예능프로그램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온라인
상에서 무상으로 서비스함.

중문자막팀의
저작권 침해 논란

o 중국 온라인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에
의하면 온라인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에 종사하는 요건을 갖추고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고 프로그램이 동 규정 제16조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 온라인상 서비스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동 규정 제16조에서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등
에는 온라인상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그러나 중문자막팀는 광전총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P2P2) 방식
문제가 제기됨.
o 한편,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자막 번역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0조 제5항3)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번안녹취(飜錄), 번안
촬영(飜拍)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동법 제22조 제1항4)에서는 개인의 학습, 연구 및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사용에 속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YYeTs, 써써우망 등 중문자막팀이 해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자막을 번역하여 온라인에서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2조 제1항의 합리적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함.

2) P2P(peer-to-peer)란 개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기술을 말함.
3) 중국저작권법 제10조 : 저작권은 다음의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5) 복제권(復制權), 즉 인쇄(印刷), 복사(復印), 탁본(拓印), 녹음(錄音), 녹화(錄像), 번안녹취(飜錄), 번안촬
영(飜拍)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1부 또는 여러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4) 중국저작권법 제22조 :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欣賞)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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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10월 20일 중국 정부는 ‘검망행동 2014’ 3단계 조치의 일환으로서
중문자막팀들의 자막 번역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
할 것을 명함.
o 이에 2014년 11월 22일 YYeTs, 써서우망, TLF자막팀, 에덴동산, 풍연자막
팀 등 중문자막팀들은 모든 자막 번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주요
웹사이트들을 폐쇄하였음.

o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저작권법상 합리적 이용과 저작권 침해 사이에서 논란

시사점

이 되었던 중문자막팀들의 자막 번역 서비스를 명백히 저작권 침해로 단정짓
는 계기가 되었음.
o 온라인상 불법 해외콘텐츠들에 대한 중문자막 번역서비스가 더 이상 불가능
하게 됨에 따라 네티즌들의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불법 해외콘텐츠의 이
용 및 유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존재함.
o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문화예술의 교류·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법적· 정책적으로 조화를 이뤄나갈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출처
http://sn.people.com.cn/BIG5/n/2014/1127/c190201-23033354.html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41130/113820958235.shtml
http://opinion.caixin.com/2014-11-28/100756647.html
http://www.tj.xinhuanet.com/shkj/2014-11/26/c_1113400449.htm
http://www.sarft.gov.cn/articles/2009/09/21/20090921112105940171.html
http://www.sarft.gov.cn/articles/2007/12/29/20071229131521450172.html
http://www.sarft.gov.cn/articles/2008/02/03/200802031813115706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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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진 룽강구 인민법원, 노래방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로 80만 위안 배상 판결
2014년 12월 중국 선전시(深圳市) 룽강구(龙岗区) 인민법원은 32개의 노래방업체
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법원은 이와 관련된 820건의 사건에서 총 80만 위
안(한화 약 8억 7,9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함.

작성자 : 김 군5)

o 2014년 12월 중국 선전시(深圳市) 룽강구(龙岗区) 인민법원은 약식재판(简
易程序)6)을 통해 820건의 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23개의 노래방업체에 대해 권리자에게
80만 위안(한화 약 8억 7,9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함.
o 이번 소송에서의 원고는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이며, 피고는
룽강(龙岗) 관할 구역 내의 23개의 노래방업체임.
o 중국 노래방업체들은 대량의 음악 및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음반회사, 작곡가의 허락을 받는 데에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o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위탁을 받아 집중적으로 저작
물을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작사·작곡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모두 집중관
리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방업체들이 권리자를 일
일이 확인하고 허가받는 것은 비현실적임.

5) 김 군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6) 약식재판이란 어떤 건에 대하여 판사가 일방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정재판에서 고
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벌금, 과태료 등의 결정을 법원이 내리는 것을
말함.(중국의 약식재판(简易程序)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한 사건에 적용하는 제도이며 보통
일심재판(6개월)과 달리 3개월 이내로 재판을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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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o 최근 몇 년간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노래방업
체와 저작권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 음향·영상저작권집중
관리협회는 노래방업체들이 무단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o 최근 룽강구 인민법원이 심결한 사건들의 소송금액은 대부분 소액이지만 관
련된 경영주체의 범위와 당사자의 수가 매우 방대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음악시장을 규범적으로 규율하여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밝힘.

※출처
http://sz.southcn.com/s/2014-12/11/content_114097066.html
http://roll.eastday.com/c1/2014/1211/4148809811.html
http://big5.southcn.com/gate/big5/sz.southcn.com/s/2014-12/11/content_114097066.
htm
http://www.sznews.com/news/content/2014-12/15/content_108676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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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廣州)시, 불법 CD 압수 · 수색
2014년 11월 27일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시의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
대대(廣州市文化市場綜合行政執法總隊)는 광저우시 백운구의 모 화물운송지역에
서 1대의 중형화물차를 수색하고 운송예정이었던 불법음악·영상제품 30여만 장
을 압수하였음.

작성자 : LIHUA7)

o 광저우시에서는 네트워크상의 불법업로드와 다운로드로 국가의 수입비준을
거치지 않은 음악·영상제품이 대량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외관상 정품디스
크와 거의 일치하는 불법음악·영상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o 광저우 음악시장에서 정품의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고 불법음악·영상제품들
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일부 정품 음악·영상제품 제작 및 발행
기업들의 경영이 부진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졌음.
- 음악·영상제품 산업계에서는 문화시장관리를 위해 소비자와 연합하여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불법복제시장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o 2005년 11월 10일, 광저우 시에서는 광저우 등 지역에서 압수수색한 500만
장의 불법 음악·영상제품을 집중 소각하였음.
o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광저우시에서 압수수색한 불법 음악·영상제품은 2,093
만장에 달함.
o 2008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광저우시는 1,200만 권(장)의
불법디스크, 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 불법서적과 신문을 소각하였음.

7)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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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 광저우시는 음란물과 불법복제규제에 있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 30만 위안(약 한화 5,27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불법디스크 생산라인 적발, 불법
음악·영상제품생산업체 대표의 형사책임 추궁, 불법디스크 밀수범죄 주범을 무기
징역에 처함, 대량으로 불법디스크 생산 및 저장, 판매하는 아지트를 규제함.
o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광저우시는 특별단속기간 불법복제음악·영상제품 24
2.8만 장, 불법복제도서 9.04만 권, 불법 신문 및 저널 10.6만 부를 압류하였
고. 불법음악·영상제품 및 불법전자출판물 290.63만 장 (그 중에서 음란물
음향제품 20.13만 장)을 압류하였음.
o 2014년 4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광저우시에서는 100만 건의
불법 복제물과 불법 출판물을 소각하였음.

사건의 개요

o 2014년 11월 27일 중국 광저우시(廣州市)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대대(廣州
市文化市場綜合行政執法總隊)8)는 신속히 광저우시 백운구의 모 화물운송지
역에서 1대의 중형화물차를 수색하고 동 화물차로 운송예정이었던 불법음
악·영상제품 30여만 장을 압수하였음.
- 압수·수색 된 음악·영상제품들 중 SID번호(security identifier) 및 국내출판업
체의 명칭 표기가 없는 제품들은 불법복제디스크로 추정됨.
- 중국 "음악·영상제품관리조례" 제12조의 "음악·영상제품 및 포장의 선명한 위치
에 출판업체 혹은 출판자의 명칭, 주소와 음악·영상제품의 저작권 번호, 출판시
간, 저작권자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입된 음악·영상제품에는 수입비준
번호도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기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
우에는 불법복제디스크로 추정됨.
- 저작권번호는 중국표준음악·영상제품의 코드인데 중국 판권국에서 일괄적으로
비준하고 발급함. 완전한 저작권번호의 형식은 ISRC-CN (국가코드) - A00
(출판업체 혹은 출판인) - 00 (녹음 혹은 녹화 제작연도) - 00000 (저작물 시리
얼넘버)임.
- 수입비준번호의 완전한 형식으로는 "문음진자(文音進字)" 혹은 "문상진자(文像
進字)”, 연도, 일련번호로 구성되었음.

8) 광저우문화시장종합행정집행대대는 국가의 문화, 문물, 신문, 출판, 라디오방송, 영화, TV, 저작권, 체육 등
에 관한 법률, 법규, 정책의 규정에 따라 광저우 지역의 문화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가하고
행정상의 강제조치를 취하며 행정상의 감독 및 검사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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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법 복제품과 정품 음악·영상제품의 구별이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저우시는 음악·영상제품에 Z-code (眞知碼) 부착을 요구
하였음.
- Z-code는 광저우 모 회사에서 개발한 2차원 바코드로서 정보 저장용량이 크고,
복제가 어려우며, 특수코드를 사용하고 스마트 폰으로 바코드 스캔이 가능하여
정품여부 식별이 용이하고 신속한 점을 가지고 있음.
o 현재 압수된 제품들은 광저우시 불법출판물 압류물증중심센터(廣州市收缴非
法出版物物證中心)에 보관 중이며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협조조사통지서’
를 작성하여 관련 콤팩트디스크를 검증기관에 제출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의견을 의뢰하였음.

o 이번 사건은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가 2014년에 화물운송지역에서 실시한
첫 불법복제물 단속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범적 의의가 있음.
o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대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광저우시 화물운송 및
유통시장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복제물 규제
에 있어 문화집법대대와 기타 부문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사건 정보와 자원의
공유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자 하려는 의도임.
- 중국 음악·영상제품의 중요한 집결지 및 확산지역인 광저우시에서 신속히 불법
음악·영상제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이 전국시장에 확산 유
통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o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저우시 문화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기
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광저우시의
전국 음악·영상제품 집결 및 확산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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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3476.html
http://www.xwgd.gov.cn/xwgd/News.shtml?p5=123320
http://news.xinhuanet.com/society/2010-04/23/c_1252604.htm
http://www.chinaxwcb.com/2012-01/17/content_236567.htm
http://www.guangzhou.gov.cn/node_2382/node_510/node_515/2005-11/11333152458
0836.shtml
http://www.gmw.cn/01gmrb/2006-12/09/content_519920.htm
http://book.people.com.cn/GB/108221/7145858.html
http://www.gd.chinanews.com/2009/2009-02-17/2/7642.shtml
http://www.wenming.cn/xwcb_pd/zdgz/shdf/201104/t20110426_159727.shtml
http://www.gzwhzf.gov.cn/Info/picnews/201312887377927080093.html
http://gzdaily.dayoo.com/html/2014-04/25/content_26086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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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장시성(江西省), 2014년 주요 저작권
보호 성과 발표
중국 장시성(江西省) 판권국에서는 최근의 6건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공표
하였음. 여기에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판매사건, 중고 서점에서의 교과서, 참고
도서, 잡지 등의 불법 판매사건, 불법 복제 포장디자인 인쇄품 판매사건 등이 포
함되어 있음.

작성자 : LIHUA9)

o 2014년 4월 22일 장시성 정부신문사무실(省政府新聞辦公室), 음란물 및 해
적판 단속 업무 지도소조사무실 ("掃黃打非”工作領導小組辦公室), 신문출판
광전국(省新聞出版廣電局), 판권국(省版權局)은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성의 2013년 저작권보호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2013년 온라인 저작권침해 주요행태를 기반으로 장시성의 400여개 웹사이트에
대하여 실시간 통제와 감독을 진행하였음. 또한 장시성의 각급 판권국은 불법복
제 음악·영상제품 51,317건, 저작권침해 소프트웨어 및 전자출판물 2,880건,
불법교과서 및 참고도서 9,384권을 압류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사건 32건을 처
리하였음.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장시성 각급 기관들은 정품 소프트웨어 10만
181회를 설치하였으며, 정부구매를 통하여 6,689만 1,987위안(한화 약 117억
5,225만원)에 달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음.
- 4.26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음. 판
권국에서는 "저작권보호 강화와 산업발전 추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상 네티즌
들과의 교류를 진행하였음.
o 2014년 4월 24일 장시성에서는 저작권침해 복제물과 불법출판물 소각이 진
행되었음. 소각된 물품에는 148,866건의 불법복제품과 불법음악·영상제품，
40,919건의 불법소프트웨어와 불법전자출판물 및 161,813건의 저작권 침해
서적과 불법 서적이 포함되어있음.

9)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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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시성 판권국, 온라인정보사무실(互聯網信息辦公室), 통신관리국(通信管理
局), 공안청에서는 디지털 저작권보호, 온라인상의 콘텐츠 게재,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등 4가지 면에서부터 온라인판매
플랫폼, 검색엔진, 모바일 스마트기기, 온라인TV, TV 셋톱박스 등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사건의 내용

o 아래의 6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14년 장시성에서 전개한 저작권보호
규제 성과임.
① 장 모 씨 저작권 침해 사건
o 신고에 따라 남창시 문화시장종합집법지대(南昌市文化市場綜合執法支隊)10)는
모 서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도서 1,757권을
압수하였음.
o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서점은 2013년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1,415건의 불
법복제 출판물을 판매하였으며 2,400여 권, 합계 39,474.8위안(한화로 약 698
만원)에 달함.
o 중국 저작권법 제48조11)의 규정에 따라 남창시 문화시장종합집법지대는 사건
당사자 장 모 씨의 불법출판물과 저작권 침해활동에 사용된 주요 도구를 압수하
는 행정처벌을 내렸음.

10) 남창시문화시장종합집법지대는 2012년 5월 7일에 설립되었음. 주요직책으로는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문화
시장 관련 법률법규를 집행하고,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행정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직책범위는 유흥업
소, 공연, 네트워크 온라인서비스업체, 미술작품 경영, 출판경영, 출판시장, 문물보호, 라디오TV방송, 저작
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리 등 분야를 포함함. 남창시문화시장집법지대는 1개의 사무실, 4개의 법 집행팀
과 "12318" 신고접수센터 등 6개의 기관을 두고 있음. 2013년 중국 권리침해 불법복제 사건처리에서 전
국 1등 상을 수상하였음.
11) 중국 저작권법 (1990년 제정, 2001년과 2010년 개정을 거침. 현재 제3차 개정이 진행중임)
제48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자는 응당 상황에 따라 권리침해 정지, 영향제거, 사과, 손해배
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공공이익을 해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권리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불법소득을 압수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압수 소각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함께 부
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권리침해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주요 자
재∙도구∙설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물을 복제∙발행∙공연∙상영∙방송∙편집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향유하는 서적을 출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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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창 경제기술개발구 인민검찰원(南昌經濟技術開發區人民檢察院)은 2013년
12월 17일 장 모 씨를 기소하였음. 2014년 2월 21일 남창경제기술개발구 인
민법원은 장모씨에게 저작권 침해죄 판정을 내리고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
년 및 39,000위안(한화 약 68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② 핑샹시(萍乡市) 모 중고도서 서점 저작권 침해사건
o 2014년 2월 5일 핑샹시 안원구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모 중고서점에서 "중국이야기(中國故事)"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
되었음.
o 입안조사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 의하여 불법복제물로 판단되는 잡지 200여 권
을 판매한 것이 입증되었음.
게 5,000위안(한화 약 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③ 핑샹시 모 서점의 저작권 침해사건
o 2014년 3월 15일 핑샹시 안원구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시장조사결과 모 서
점에서 ‘비상리스닝(非常聽力, English Listening Very Hearing)’의 불법복제
물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o 핑샹시 안원구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300 여권의 불법도서를 판매한 당사자
에게 10,000위안(한화 1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④ 핑샹시 모 서점의 저작권 침해사건
o 2014년 4월 1일 핑샹시 모 서점에서 ‘탐색발견(探索发现)’, ‘지난 옛일들(大往
事)’ 등 서적들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사건 당사자가 판매
한 불법복제물은 160여 권에 달함.
o 핑샹시 안원구 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사건 당사자에게 5,000위안(한화 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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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모씨의 포장장식 인쇄품 불법인쇄사건
o 2014년 5월 만재현(万载县) 문화시장 기습검사대대(文化市场稽查大队)12)는 신
고에 따라 만재현 공업구에 소재한 모 인쇄공장에서 영업허가증이 없이 포장장
식 인쇄품을 불법으로 인쇄하고 가공한 것에 대하여 기습검사를 진행하였음.
o 불법인쇄 및 가공으로 불법이득을 얻은 양모씨에 대하여 문화시장 기습검사대
대는 3만 위안(한화 약 5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⑥ 상라오시(上饶市)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
o 2014년 8월, 상라오시 판권국은 신고에 따라 진 모 씨가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
복제 출판물을 광동, 복건 등 지역에 판매한 사건을 조사하였음.
o 조사에 따르면 진 모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가지 종류의 불법
복제물과 불법출판물 300여 권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남. 불법경영금액은 8,000
여 위안(한화 약 142만원)에 달하였음.
o 저작권법 제48조,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36조, 정보네트워크 전송권보호조례 제
18조에 따라 상로우시 판권국은 진모씨에게 권리침해 정지명령과 함께 권리침
해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된 시설을 압수하고 과태료 2만 위안(한화 약
354만원)을 부과하였음.

o 동 사건들의 공표는 저작권 보호의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의 관계를 잘

시사점

나타내고 있음
- 장시성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행정집행의 구체적인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적 보호제도를 근간으
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라는 이원적 집행제도
를 구축하고 있으며 저작권 집행제도 역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동 사례들을 권리침해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행정기관
에서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저작권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저
작권의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이원적 보호체제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음.

12) 만재현 문화시장 기습검사대대는 문화국 산하의 문화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임. 주
요 업무로는 문화시장관리에 관련된 법률, 법규와 규장에 따라 공민, 법인과 기타 사회조직의 문화경영활
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불법경영활동에 대하여 제지하고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합법적 경영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문화질서를 수호함. 또한 문화경영업체에 대하여 법률, 법규와 규장에 대한 선전교육
등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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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장시성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형태와 유형을 잘 반영하고 있
으며 향후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업무중점과 방향에 큰 시사적 의미가 있음.
o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과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한 공표는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
시에 장시성 시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고취할 것임.

※출처
http://news.jxntv.cn/jiangxi/20140424/80412.shtml
http://govinfo.nlc.gov.cn/jxsfz/xxgk/jxsxwcbj/201404/t20140422_4960618.shtml?classid
=428
http://www.jxcbj.gov.cn/system/2014/07/31/013242146.shtml
http://www.ncpbs.com/bencandy.php?fid=70&id=16282
http://xxgk.wanzai.gov.cn/wzxwhj/zfxxgk_28581/gkxx_28589/bjzfybmjs_28590/200804/t
20080411_1066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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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민망(人民網),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한
저작권 이슈 사건 발표
인민망(人民網:중국최대신문社)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최근 2년간 영향력 있는 저작
권침해사건을 정리함.

작성자 : 김 군13)

o 인민망14)은 2014년 11월, 여론조사를 통하여 최근 2년간 영향력 있는 저작

개요

권 침해 사건들을 정리하여 발표함.
o 여론을 반영하여 총 10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 정리함.

바이두(百度)사와
콰이보(快播)사의
저작권침해사건

o 2013년 12월 27일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바이두社(百度) 및 콰이보社
(快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25만 위안(한화 약 4,452만 원)의 행정
처벌을 부과함. 2014년 6월 콰이보社(快播)는 또 다른 저작권침해행위로 2
억 6천만위안(한화 약 461억2,660만 원)의 벌금을 받아 저작권침해벌금액수
로는 사상 최대임.
o 콰이보社(快播)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최근 중국 저작권보호 강화를 반영
한 대표적인 사건임. 쑤두연구원 원장인 띵도우스(速途研究院院長丁道師)는
'써우수왕(射手網)의 운영은 해적판 영화로써 저작권침해행위를 조장했다.'고
제시함.
o 저작권은 번역권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함. 저작권자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음.

13) 김 군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14) 인민망_세계10대 신문 중 하나인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뉴스를 중심으로 구축한 대형 온라인 정보
교환 플랫폼으로 온라인포털 언론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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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무인서관15)
(商務印書館)도서
저작권침해사건

o 지난 몇 년간 <정치경제학원리 (政治經濟學原理)>, <정신현상학(精神現象
學)>, <미학사(美學史)>, <로마제국 멸망사(羅馬帝國衰亡史)> 등 상무인서
관社의 서적들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받음.
o 겉표지만 다를 뿐 내용은 상무인서관社의 것과 같음. 인터넷상의 해적판 도
서의 속표지는 대부분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센스됨'으로 표기됨.
o 뷰어 제공 사이트는 '라이센스됨'을 명시하여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음. 또한
대량의 해적판전자도서가 중앙서버와 딥 링크(Deep-link)되어 있어서 인터
넷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쉽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함. 이러한 인
터넷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2014년 11월부터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저작권침해보호를 입법으로 규율하고자 함.

o 2013년 10월 15일, 중국중앙방송국(CCTV)은 상하이 투도우왕(土豆網) 동
영상회사를 상하이시민항구인민법원(上海市閔行區人民法院)에 기소함.
o 투도우왕(土豆網)동영상社는 허가 없이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舌尖上的中
國)>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배포해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함. 인민법원
은 CCTV의 주장을 인정하여 투도우왕(土豆網)동영상社의 침해행위에 대하
여 24만 위안(한화 약 2억6,280만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
o 본 사건은 인터넷 동영상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상업적 홍보에 대한
저작권 침해

o 2013년 8월, 닝보시의 모화장품회사는 상업적인 홍보용도로 원고의 촬영작
품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닝보시중급인민법원(寧波市中級
人民法院)은 피고인의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15,000위안(한화 약 265만
8,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함.
o 2012년 5월 쑤저우시 모복장회사는 홍보용도로 다섯 장의 출처 불명한 사진
저작물을 회사 블로그에 게재하여 저작권분쟁에 빠짐. 사진 저작물 권리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품을 배포함에 따라 3만위안(한화 약 531만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15) 중국 최초로 설립된(1897)도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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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블로그
저작권 침해사건

o 2013년 12월까지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가 2억 8,100만 명 정도임. 마이크
로 블로그에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녹음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은 보편적 교류수단임. 그러나 배포 또는 전달할 경우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에 해당됨.
o 마이크로 블로그 저작권침해행위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내용별로 판단해야
함. 마이크로 블로그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권상의 저작물을 직접 게시 또는
배포할 경우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됨.
o 짧은 문구 또는 댓글도 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 및 감정이 포함되면 저작물
로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마이크로 블로그 저작권침해 기준 판단이 복잡
하고 침해 형태가 다양해 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마이크로 블로그에 올
린 글을 과연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짧은 문구 또는 사진저작물
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함.
o 타인의 마이크로 블로그의 글을 상업홍보용도로 전달 또는 배포하는 경우 저
작권침해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매번 타인의 마이크로 블로그의 글을 전달
또는 배포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마이크로 블로그의 존재가치를 부정
하는 것으로 규제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함.

o 이번 인민망에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최근 2년간 중국 영향력 있는 저작권사

시사점

건을 정리한 결과, 많은 대중들이 인터넷 저작권침해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o 인민망의 여론 조사를 통하여 대중들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
써 저작권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yuqing.people.com.cn/n/2014/1128/c209043-26115049.html
http://news.163.com/14/1128/17/AC5EJ79J00014JB6.html
http://www.chinanews.com/df/2014/12-02/6837281_3.shtml
http://www.kaixian.tv/gd/2014/1129/11241910_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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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화이안시, 판권국 의료시스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촉진 콘퍼런스 개최
장쑤성 화이안시(江蘇淮安)판권국은 2014년 12월 의료시스템에서의 정품 소프트웨
어 사용 촉진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주요 병원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을 결의함.

작성자 : LIHUA16)

CHINA

회의의 주요내용 및
의의

o 화이안시 판권국은 2014년 12월 화이안시 의료산업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화이안시 의료업종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음.
o 쉬이현(盱眙县) 및 진후현(金湖县)의 중의원(한의원)은 소프트웨어 정품 사
용에 대한 사례를 발표함
o 회의에 참가한 각 병원의 대표들은 사례발표 및 논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정
품사용을 결의함.
o 화이안시는 장쑤성에서 처음으로 의료시스템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한
사례임.

16)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51

SPRING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중국 정품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
- 2000년 6월, 국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발전 정책에 관한 통
지 (关于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하고 모든
부문과 업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정품일 것을 요구하였음.
- 2001년 10월, 국무원사무실 (国务院办公厅)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과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에 대한 통지 (关于使用正版软件清理盗版软件的通知)'를 발
표하고 국무원 산하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적극 추진하여 2002년 5월
까지 국무원 관련 부처의 정품 소프트웨어 전면 사용을 완성함.
- 2004년 5월에 하달된 국무원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촉진에 따라 2004년
12월에는 성급 정부기관, 2005년 12월에는 시급 정부기관에서 정품 소프트
웨어를 전면적으로 사용.
- 2006년 4월, 국가판권국 등 9개 정부부처는 '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추
진 시행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关于推进企业使用正版软件工作的实施
方案>的通知)'를 발표하고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을 실시함.
- 2010년 10월, 국무원은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강화에 대한 통지
(关于进一步做好政府机关使用正版软件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중앙, 성,
시, 현 등 4급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추진함.
- 2011년 1월, 국무원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 정책에 관한
통지 (关于进一步鼓励软件产业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하
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
계를 마련함.
- 2011년 5월, 135개의 중앙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개정업무를
완료함.
- 2012년 6월, 31개 성, 구, 시 정부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개정
업무를 완료함.
- 2013년 3월 전국 59.11%의 지시급(地市级), 32.28%의 현급(县级) 정부기
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개정업무를 완료함.
- 2013년 11월 말 전국 95%의 시급, 88%의 현급 정부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개정업무를 완료함.
- 2014년 11월 말 성, 시, 현 3급 정부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개
정업무를 완료하고 운영체제, 오피스, 백신프로그램 592만 900세트를 구매
하였으며 그 금액은 34.38억위안 (약 6,082억096만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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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3936.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3871/149141.html
http://epaper.jinghua.cn/html/2013-12/23/content_50694.htm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jb/201411/t20141126_1160571.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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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2014년 저작권 보호의 주요 성과 발표
중국 국가판권국이 2014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추진, 저작권 공공서비스의 향상, 저작권보호 법 집행, 국제교류 추진, 저작권
보호 홍보, 법률법규의 제정 및 개정,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등의 사안들로 저작권 보호 성과가 큰 한해로 평가함.

작성자 : LIHUA17)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

o 2014년 1월 27일 개최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사업 부처간 연합회의
(推進使用正版軟件工作部際聯席會議)'18)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차기 사업을
중점으로 소프트웨어의 정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o 반면 2014년 10월 전국 128개 국가기관, 전국 31개 성, 시 정부기관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 교육회의가 열렸음.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의 방법으로 정
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저작권 공공서비스
향상

o 2014년 9월 17일과 11월 15일 국가판권국은 각각 '저작권사회서비스 업무
추진회의', '저작권 연례회의' 등을 개최하고 '전국 저작권 시범도시', '전국 저
작권 시범업체', '전국 저작권 시범기지'를 선정하고 '중국 저작권 사업 탁월
성과상', '중국 저작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을 수여하였음.

17)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8)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사업 부처간 연합회의는 '신문출판총국(판권국)'(新聞出版總署（版權局）'',
공업과정보화국(工業和信息化部), 재정부(財政部), 상무부(商務部), 심계부(審計署), 국무원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국가지식재산권
국(國家知識產權局), 국가기관사무관리국(國家機關事務管理局), 국무원법제사무실(國務院法制辦), 중국은행
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보험감독
관리위원회(保險監督管理委員會),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中共中央直屬機關事務管理局), 중화전국공상
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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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작권 보호
집행 사례

o 2014년 3월 27일 신문출판(저작권) 행정집법감독사업회의가 남경에서 개최
되었음. 장시성신문출판국(江蘇省新聞出版局)과 하남성정주시문화광전신문
출판국(河南省鄭州市文化廣電新聞出版局)은 전국 첫 신문출판(저작권) 집법
행정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o 2014년 4월 26일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영화 및 TV, 에니메이션, 컴퓨터소
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국가판권국 2013년도 불법복제 저작권 침
해 10대 사건'에 대하여 공표함.
o 2014년 6월 9일 국가판권국은 2013년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단속행동에서
공로가 있는 215개의 기관과 179명의 개인을 장려하고 명예칭호를 수여하
였음.

고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온라인 게재의 규범화, 권리구제 지지와 권리침해
에 대한 처벌이 4가지 중요임무임을 밝혔음.
o 2014년 6월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분쟁으로 주목을 받은 '오늘의 헤드라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 사건조사에 착수하였음.
o 2014년 8월 8일 저작권 침해로 해외도피중인 심천 콰이버과학기술유한회사
(深圳快播科技有限公司)의 법인대표를 수배하여 국내로 소환하였음.

주요 국제교류 내용

o 2014년 1월 15일 국제작가 및 작곡가협회 연합 (CISAC)은 아태지역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작가의 권익보호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지지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음
o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을 비준하였음.
o 2014년 9월 15일과 16일 성도에서 국제저작권포럼이 개최됨. 17일에는 '제
5회 중국 국제저작권박람회'가 개최됨.
o 2014년 11월 26일과 27일, EU와 중국국가판권국은 북경에서 중국-EU 집
중관리포럼을 개최하고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온라인 기술발전의 배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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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작권집중관리의 실현방법, 제도도입, 저작권 관리와 국제협력 등을
논의함.
o 2014년 12월 12일 WIPO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시각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포럼을 개최함.
- 중국 저작권법과 동 조약과의 관계, 중국의 국제조약 가입과 비준에 관한 구체
적인 심사절차, WIPO에서 '마라케시조약' 효력발생을 위하여 진행한 사업 등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은 저작권 분야에
인권을 접목한 국제조약으로서 맹인, 시각장애인과 독서 장애인들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약임.
- 중국은 전 세계에서 맹인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마라케시조약'은 개발도상국의
시각장애인과 맹인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가
능하도록 함.

저작권 보호 홍보

o 2014년 4월 중순 국가판권국은 2014년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을 시작하고
중국저작권산업의 경제공헌 성과를 발표함. 또 '국가저작권' 워이씬(微信 we
chat)'계정을 만들어 국민들과 소통함.
o 저작권 홍보의 날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보급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함.

법규의 제정

o 2014년 5월 12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문출판(판권)행정집법부문에
서 법에 따라 가짜위조품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처벌 사건정보를 공개
할 데 관한 실행세칙(시행)(新聞出版(版權)行政執法部門依法公開制售假冒偽
劣商品和侵犯知識產權行政處罰案件信息的實施細則(試行)'을 공표함.
o 2014년 9월 2일 '민간문학예술작품 저작권 보호조례(民間文學藝術作品著作
權保護條例(征求意見稿))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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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9월 23일 국가판권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어문저작물 사용 료
지불방법(使用文字作品支付報酬辦法)'에 대하여 공표하고 어문저작물 사용
료지불에 있어서의 표준화 방식 등의 문제에 대해 규범화하였음.
- 물가의 상승 및 시민들의 지불능력의 제고와 함께 타인의 어문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이익 형평성을
반영함.
o 2014년 10월 9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정보 네트워크 인격권 침
해 민사분쟁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
民法院關於審理利用信息網絡侵害人身權益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
規定)'을 공표함.

o 상하이 왕모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 ISO 표준 판매사건
- 왕모씨가 2010년 10월부터 5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대량
의 ISO, IEC 등 국제표준목록을 분류하고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판매하였음.
- 2014년 10월 11일 상하이 양포구(楊浦區) 인민법원은 왕모씨에게 저작권 침해
죄로 3년 유기징역, 4년 집행유예와 벌금 18만위안 판정을 내렸음.
o 산동 강모씨, '미르의 전설'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3년 산동 강모씨는 '미르의 전설' 권리자인 상하이 성대네트워크발전유한회
사의 허가가 없이 '미르의 전설' 서버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 및 발행하였
음. 사건의 규모는 4,000여만위안(한화로 약 69억2,800만원)에 달함. 2014년
3월 검찰의 기소에 따라 동 사건은 현재 법원의 심리중에 있음
o 바이두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은 저작권자 베이징 중청문 문
화미디어유한회사(北京中青文文化傳媒有限公司)의 허가 없이 네티즌에게 '카우
라쇼우의 영어공부일기(考拉小巫的英語學習日記)'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하며 바이두(百度)는 이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바이
두에 40만위안 (약 한화로 6,929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저작권 권리자 사이의 이익 형평이 이
슈가 됨. 중청문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저장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서의 열람과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시 '최소기준 경보가동 심사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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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4744.html
http://www.gapp.gov.cn/news/1670/193086.s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3866/149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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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검망 2014 전문행동' 제3단계 온라인
권리침해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발표
2014년 12월 16일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4 전문행동' 제3단계 온라인 저작권 침
해 불법복제물 단속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검망행동은 온라인상의 음악과 동
영상, 문학, 게임, 애니메이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시행함.

작성자 : LIHUA19)

o 중국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전략강령(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20)을 시행하고 온
라인상의 저작권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은 '검망
행동'을 실시함.
o 검망행동은 온라인상의 음악과 동영상, 문학, 게임, 애니메이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시행함.

제3단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상황

o 흑룡강 '제1교육망' 영화 및 TV 저작물 권리침해사건
- 2013년 흑룡강 하얼빈시 공안국 망안(網安)지대 및 흑룡강성 판권국, 하얼빈시
판권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1교육망(www.1jyw.com)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함.
- 당모씨는 2012년 6월에 '제1교육망'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허가 없이 기타 웹
사이트로부터 대량의 교육동영상과 영화동영상을 다운받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웹 사이트
회원 수는 1,600여명에 달함.

19)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 국가지식재산강령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지식재산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전략은 중국의 지식자산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문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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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교육전자음향출판사(人民教育电子音像出版社), 외국어 교학 및 연구출판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미국 영화협회 등 권리자들의 저작물이 650,000여회
불법다운로드 되었고 당모씨는 10만위안(약 1,74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김.
- 2014년 흑룡강성 하얼빈시 남강구 인민법원은 당모씨를 저작권 침해로 유기징
역 3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벌금 6만위안(약 1,044만600원)을 부과하였으
며 불법이득 3.5만위안(609만350원)을 압류하였음.

o 상하이 '써서우망(射手網)' 영화 및 TV 저작권 및 자막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9월 상하이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上海市文化市場行政執法總隊)는
미국영화협회의 고소에 따라 써서우망(www.shooter.cn)의 저작권 침해 혐의
에 대하여 조사함.
- '써서우망'은 온라인 쇼핑몰로서 허가 없이 2013년 5월부터 총 100여대의 '2T
B 고해상도 영화 및 음악 집합 종합 자원', '3TB 슈퍼 고해상도 영화 및 음악
집합 종합 자원' 등 하드웨어 저장 설비 제품들을 판매하였음.
- 동 제품들에는 복제 가능하고 재생할 수 있는 대량의 영화(2TB 제품의 경우 약
200여편)가 저장되어 있음. 웹사이트에 영화 및 드라마를 게재하고 네티즌들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4년 11월 23일 동 웹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상하이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
대(上海市文化市場行政執法總隊)는 동 회사에 대하여 10만위안(약 1,733만
9,000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o 쟝시(江西)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불법복제물 판매사건
- 진모씨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판매한 불법복제 출판물은 4종류
300여권이며, 불법이익은 8,000여 위안(약 138만7,120원임)에 달함.
- 상로우시(上饶) 판권국은 권리침해 중지명령과 복제로 사용된 시설을 압류하고
벌금 2만위안(한화로 약 346만7,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o 료우닝(辽宁) 대련시 일해통(一海通) 과학기술 유한회사의 온라인 문학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6월 대련시 문화시장 종합집법총대(文化市場綜合執法總隊) 네트워크대
대(網絡大隊) 조사에 따르면, 일해통과학기술유한회사는 2012년 7월부터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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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게임 카페 '안드로이드책방(安卓書
屋)'에서 '티벳의 비밀코드(藏地密碼)','모우산의 후예(茅山後裔)'등 다수 문학작
품들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대련시 문화시장종합 집법대대는 동 회사에 2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o 광동 '콴숭망(寬松網)' 온라인 문학작품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광동성 광저우시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총대(文化市場綜合行政執
法總隊)'는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콴숭망(www.kuanzone.com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4만 위안(한화 7백만 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였음.
- '콴숭망'은 광주준원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廣州駿遠電子科技有限公司)에
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로 이용자에게 대량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온라
명장관우(关云长)', '용문비갑(龙门飞甲)' 등 73편의 영화를 온라인 통해
네티즌들에게 전송하였음.

o 흑룡강 축록중원(逐鹿中原)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흑룡강 하얼빈시 공안국 망안지대(網安支隊)는 판권부문과 연합하여 유
모씨 등의 축록중원(逐鹿中原)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사건을 조사함.
- 유모씨 등 3명은 유명 온라인게임 '축록중원'의 모방 게임인 '축록레전드' 를
VPN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버를 임대하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하여
운영함. 네티즌 게이머들의 지불플랫폼을 끊임없이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통하고 정부당국의 조사를 피하고자 하였음.
- 불법 게임의 사용자들은 10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정품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규모에 상당하는 숫자임. 사건 관련 불법수익은 300만위안(약 5억2,017만원)에
달하며 2014년 7월과 8월에 범죄용의자 모두 구속됨.

o 호북(湖北) ‘지음만객(知音漫客)' 잡지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8월말 호북성 공안청 망안지대(網安支隊)는 12개의 웹사이트들이 무단
으로 '지음미디어그룹'이 소유한 잡지를 배포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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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였다. 이를 위해 황석(黃石), 양양(襄陽), 형문(荊門), 악주 (鄂州) 등 지역
의 공안기관과 연합함.
- 이들 웹사이트는 클릭수와 방문횟수를 높여 광고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권리자인 '
지음미디어그룹'의 허가 없이 지음만객(知音漫客) 잡지를 불법으로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배포하였으며 사건 관련 금액은 1,300만위안(약 28억 원)에 달함.

o 상하이 '프리스타일'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사건
- 여모씨는 2014년 2월 '프리스타일'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플러그 인(Plug-In)
을 전문 제작하였고, 진모씨는 온라인을 통하여 여모씨로부터 대량의 플러그 인
검증기를 구입하여 'BIG 애완동물' 플러그 인 충전에 사용되는 회원명과 비밀번
호를 만들었음. 회원이름과 비밀번호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하급대리인에게 판
매되고 여모씨에는 판매의 일부 금액이 현금으로 제공됨.
- 사건검거 당일까지 2명의 범죄용의자는 각각 9만위안(약 1,560만5,100원)과
11만위안(한화로 약 1,907만2,900원)의 불법소득을 챙겼음.

o 호남(湖南)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저작권 침해 사건
- 2014년 5월 권리자의 적발에 따라 호남성 영주시 영릉구(永州市零陵區)공안국
은 담모씨가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였음.
- 2013년 7월부터 담모씨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소프트웨어 CD, 비밀키 공백
라벨과 비밀번호를 구매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CD를 제작하고 'DELL HP
IBM 서버',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 '금영팀워크', “미채지망(迷彩指望)”, “흠
성 소프트웨어(鑫城软件)”, “벛꽃이 만발한 계절(樱花肆虐的季节)”등 타오바오
(淘寶) 온라인 쇼핑몰 매장을 통해 판매하였음.
- 현재 공안기관은 5명의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고 동 사건을 검찰에 넘겼음.

o 광동 '3·24' 온라인상 불법복제도서 도매사건
- 2014년 3월 중국 건축공업출판사의 적발에 따라 광동성 광주시 문화시장종합
행정집법총대(廣州市文化市場綜合行政執法總隊)는 광저우시 공안국 사복경찰
지대와 함께 향모씨의 불법복제도서 판매사건에 대해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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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모씨는 방을 임대하여 53종 2.8만여권의 불법복제 도서를 저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 경영자에게 도매하였음.
- 향모씨의 판매 리스트, 구매 영수증 등 단서에 따라 사건단속반은 기타 판매상
과 공급상들을 체포하였음. 이외에도 8개의 불법창고와 4개의 물류회사, 1개의
온라인 판매처, 500여종의 불법복제도서 15만권, 700여만 위안(약 12억 원)의
가치의 발행총액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35건의 사건을 입안하였음. 동 사건에
관련된 범죄용의자는 9명으로 그 중 2명을 체포하였음. 향모시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현재 검찰의 기소단계임.

o 강소(江苏) '77 무료영화망(77免费电影网)' 영화 및 TV 저작권 침해사건
- 2014년 강소 서주시 공안국 망안지대(網安支隊)는 '77무료영화망' 저작권 침해
- 장모씨는 2011년부터 '77무료영화망' (www.77i.cc)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유우쿠(優酷), 러쓰(樂視) 등의 회사가 정보네트워크 전
송권을 가지고 있는 대량의 영화들을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
도록 함. 이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의 유명세를 높인 후 광고를 모집하는 방식으
로 불법소득 50만위안(약 8,726만5,000원)을 챙겼음. 현재 장모씨는 검찰에 체
포되었고 동 사건은 법원의 심리단계에 있음.

o 광동 '란런책듣기(懶人聽書)' 웹 사이트 저작권 침해 사건
- 2014년 11월 권리자의 고발에 따라, 광동성 심천시 저작권행정집법부문은 '란
런책듣기' 웹 사이트가 권리자의 허가가 없이 사용자에게 타이완 저명작가 김용
(金庸) 소설 등을 다운로드 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함.
- 이 사이트는 심천시 란런온라인과학기술유한회사(懶人在線科技有限公司)에서
경영하는 웹사이트로 권리자인 광주시낭성도서유한회사(廣州市朗聲圖書有限
公司)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자에게 웹 사이트에서 저명 소설 읽기 라디
오 청취와 음성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심천시 저작권행정집법부문은 행정처벌을 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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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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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시사점

o 제3단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은 디지털 저작권을 규범화 하고 저작
권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검망행
동 2014년의 방침을 추진한 결과임.
o 검망행동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상황을 단계별로 공표하였음.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중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
며, 저작권 법의 제도 확립과 집행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공표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가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자 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4577.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45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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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알리바바그룹, MS社와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
알리바바그룹은 MS社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를 2015년 1월 8일에 체결
하고, ‘타오바오’, ‘탠모우’ 사이트에서 MS社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차단
하는 등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힘.

작성자 : LIHUA21)

o 2015년 1월 8일, 알리바바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MS)社와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MS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 2007년 4월, 알리바바그룹의 계열사인 아리소프트웨어와 MS社는 ‘중소기업 정
보화 서비스 분야 전략적협력 비망록’에 서명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음.
- 2013년 12월, MS社는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탠모우(天貓
平台)를 통해 ‘윈도우(Windows) 8’ 등의 정품 SW를 판매하기 시작함.
o 최근 들어 MS社는 자사 SW의 불법복제와 관련해 AT&T 이용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불법복제물 차단과
소비자 보호 및
의식 제고에 협력

o 알리바바그룹은 이번 MOU를 통해 자사가 운영하는 ‘탠모우망(天貓平台網)’
과 ‘타오바오망(淘寶網)’으로부터 불법복제 SW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 콘텐
츠, 이미지, 링크 등 정보들을 차단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발견 즉시 삭제하기
로 함.
o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바바그룹의 계열사인 지불보(支付寶)社 등을 통해 침해 관련정보
를 제공하고, 불법복제 SW 판매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2007년에
MS社와 서명한 협력비망록의 내용을 수시로 개정하기로 함.

21)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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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밖에도 알리바바그룹이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결제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힘.

MOU 체결의 의미
및 기대효과

o 중국시장에서 MS社의 전략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MS社가 마지막 단계 전략에 돌입했다고 분석됨.
- MS사의 3단계 전략은 ① 불법복제 SW를 용인함으로써 중국시장을 잠식하는
단계, ② 중국정부 및 관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공
고히 하는 단계, ③ 불법복제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단계임.
o 알리바바그룹과 MS社의 이번 MOU는 소비자의 정보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www.nipso.cn/onews.asp?id=24329
http://www.chinadaily.com.cn/hqcj/gjcj/2014-12-09/content_12863805.html
http://tech.ifeng.com/a/20150108/40936699_0.shtml
http://news.youth.cn/kj/201408/t20140804_559049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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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 전략
행동계획 시행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 전략 행동계획(2014-2020)’을 시행한다
고 2015년 1월 5일 밝힘. 행동계획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운용·보호·관리 및 국제협
력을 위해 지식재산권국, 공안부, 사법부, 법제처, 최고인민검찰원 등 28개 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작성자 : LIHUA22)

o 2015년 1월 5일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 전략 행동계획(深入實
施國家知識產權戰略行動計劃 2014-2020, 이하 행동계획)의 시행을 전달하
는 통지문을 발표함.
- 행동계획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
화와 법제, 시장 및 문화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o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권의 가치 인식 하에, 지식재산권 밀집형 산업이 중국 총생산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을 신속히 발전시키며,
서비스수준은 시장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함.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를 더욱 보완하여 사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
게 하고 행정집법 능력과 시장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함. 또한 반복된·집단
적·악의적 권리침해 등을 저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자들을 강도 높
게 처벌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
한 사회 만족도를 제고함.
③ 지식재산권 기초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인재를
규모, 자질 등 다 방면으로 충분히 양성하며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과 지식재산권 문화이념을 제고함.

22)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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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
국제협력
방안 제시

o 행동계획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운용·보호·관리 및 국제협력을 위해 지식재산
권국, 공안부, 사법부, 법제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28개 부처
가 업무를 분담·협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①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운용 촉진
- 지식재산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서비스 표준을 보완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관련 민간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은행, 증권, 보험, 신탁 등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
려하고 지식재산권 투자/융자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함.
-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의 종류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보험 시범거점을 확대하며
보험시장의 규범화와 규모화를 도모함.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과 지식재산권 행정처벌사건 정보 공
개를 추진하고 범 집행의 공정화와 규범화를 도모함.
- 저작권 침해 및 위조품 척결 관련 업무통계를 주요 평가지료로 활용
- 중점 분야 지식재산권법 집행 강화
․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검망행동’을 적극 전개하고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영상, 출판, 게임 사이트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품 온라인 저작물의 사용을 규범화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
고, 네트워크에 대한 감독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강화
- 기업 및 정부에서 정품 SW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추진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심사 및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품화의 일상
화와 규범화를 확보함.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
원의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고히 함.
③ 국제협력 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국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협력시스템 마련
- 지식재산 유형별 무역 협상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공정무역에 유리한 규칙
을 제정하며 수입무역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조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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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방안

o ‘지식재산권 전략시행업무 부처간 연합회의(이하, 연합회의)’는 행동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연합회의의 구성부처들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각급 지방정부는
행동계획의 시행상황을 주요 의사일정과 업무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함.
o 연합회의는 행동계획의 시행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국은
구성부처와 함께 지방의 지식재산권 시행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함
- 중앙재정은 행동계획의 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함.
o 특허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의 추진을 통해,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도록 함.

o 행동계획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산
업을 지원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음.
o 또한 중국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건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6807.html
http://www.sipo.gov.cn/mtjj/2015/201501/t20150121_1064655.html
http://www.sipo.gov.cn/mtjj/2015/201501/t20150123_1065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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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佛 파리 법원, 로튀로 애플 슈즈와 소니아 리키엘 간의 소송에서 신발
디자인에 저작권 적용 가능성 판결
•佛 HADOPI, 프랑스 온라인 게임산업 동향 발표
•스페인, 저작인접권(Ancillary copyright) 개정으로 스페인 구글 뉴스
서비스 중단
•英 Incopro社,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이 미치는 영향 분석
•英 저작권라이선스기구(CLA), 저작권 준법 감시 웹사이트 신설
•ECS, 유럽연합의 단일 저작권법 제정 촉구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공연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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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파리 법원, 로튀로 애플 슈즈와 소니아
리키엘 간의 소송에서 신발 디자인에 저작권
적용 가능성 판결
2014년 10월 13일,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은 고급 신발 제조 회사인 로튀로 애플
슈즈(RAUTUREAU APPLE SHOES)가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을 상대로 제기
한 디자인 불법복제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신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적용 가능성은 인정함.

작성자 : 김지원1)

소송의 내용

o 로튀로 애플 슈즈社는 2004년에 가이 로튀로(Guy Rautureau)가 만들어낸
신발 디자인을 소니아 리키엘社가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부정경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8일 소송을 제기함.
- 소니아 리키엘의 불법복제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신발 1켤레 당 1,0
00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것을 요구하고, 판결이 있은 후 8일 이후에도
여전히 모방된 디자인의 신발이 판매되거나 재고로 남아있을 경우 15,000 유로
의 벌금을 물릴 것도 요구함.
- 해당 디자인의 신발 판매를 금지하고 불법복제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의 명목으로 전체 180,000 유로(한화 2억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또한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내용을 소니아 리키엘의 홈페이지에 15일 간 공지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5,000 유로씩 벌금을 부과할 것을 판시함.
o 신발 디자인의 독창성과 관련하여 로튀로 애플 슈즈사의 입장은 신발을 신는
데 필요한 열고 닫는 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은 가이 로튀로가 만든 것이며,
그의 디자인은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조합이 독창적이었다는
주장임.

1) 김지원_파리 3대학 커뮤니케이션·인포메이션 석사 졸업, 국제교류 프리랜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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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송 남용에 대한 이유를 들어 소니아 리키엘 역시 로튀로 애플 슈즈사를 상대
로 2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C

파리 법원의 판결

o 법원은 로튀로의 디자인은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로 미적인 측면과 창작
자의 개성이 나타남으로 독창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o 그러나 두 회사의 신발 모델이 혼동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o 소니아 링켈이 주장한 소송 남용의 경우도 로튀로 애플 슈즈사가 해를 끼치
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소송을 각하함.

※출처
http://www.entreprises.ouest-france.fr/article/chaussures-contrefacon-rautureau-perdson-proces-03-10-2014-162828
http://ipkitten.blogspot.kr/2014/10/french-designer-sonia-rykiel-did-no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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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ribd.com/doc/243367570/Apple-Shoes-c-Sonia-Rykiel-TGI-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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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HADOPI, 프랑스 온라인 게임산업 동향
발표
2014년 12월 18일, 인터넷 상의 권리보호와 작품을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 HADOPI)는
프랑스 온라인 게임산업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성장과 불법적
인 이용 현황에 관해 발표함.

작성자 : 김지원2)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

o 프랑스 온라인 게임시장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동력으로
2011년 6억 5천 9백만 유로의 규모에서 2014년 10억 6천 4백만 유로 규모로
확장되어, 17.3% 성장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서 51%로 늘어났
으며 PC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도 90%까지 증가함.
- 프랑스 게임 이용자의 47%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라인 게임이 주요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임.

온라인 게임 판매
방법

o 온라인 게임의 판매를 위해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유료 게임은 물
론 무료 게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P2P(Pay to play) 방식은 기존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던 방식을 온라인으
로 전환한 것으로 PC 게임의 경우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정액제 방식은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하나의 특정 게임에 한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임.
- 프리미엄 방식은 시간적, 이용 방식에 관해 일정한 제약을 둔 상태에서 활용되
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게임을 테스트하기 위해 15시간 무료 사용의 혜택을 주거
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마련하는 것임.

2) 김지원_파리 3대학 커뮤니케이션·인포메이션 석사 졸업, 국제교류 프리랜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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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ou Can Eat(AYCE)’ 또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은 정액제와 상반된
개념으로 온라인 게임 중에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여러 게임들에 대해 무제한적
방식이라 볼 수 있음.

C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음악을 듣기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한
- ‘Free-to-Play(F2P)’방식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전체, 혹은 일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 프랑스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71%가 F2P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Pay & Play More(P&PM)’방식은 ‘P2P(Pay to play)’방식을 적용한 것이나 게
임 이용자가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임.

온라인 게임 성장의
영향

o 온라인 게임이 발전함에 따라 게임 유통망은 기존의 스튜디오 - 편집자 유통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로 유통되던 방식에서 스튜디오 - 소비자로
단순해지고 있음.
- 따라서 개발업체에게 유리한 수익구조로 개편됨. 예를 들면, CD나 DVD와 같이
저장장치를 통한 게임 유통의 경우 기존 유통 방식으로는 개발업체의 수익이 전
체 매출의 8% 수준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유통의 경우 최대 100%까지 발생

o PC와 모바일을 위한 온라인 게임의 유통은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
으나 불법복제의 위험에 맞서 합법적인 유통망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게임의 적정 가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
기존의 게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불법적인 사이트를 통한 게임의 유통도 게임 가격의 저가 형성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 예를 들어, 40유로의 게임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는 15유로에서
25유로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됨.

온라인 게임과
불법적인 유통

o 온라인 게임의 등장과 더불어 게임의 불법 복제, 보호 기술에 대한 왜곡,
개인 서버의 사용, 게임 계좌의 해킹, 게임 아이템의 재판매 등과 같은 새로운
불법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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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회색 시장(marché gris)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국외의 유통망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게임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내 합법적인 유통망에 피해를
주고 있음.
o 프랑스 온라인 게임 이용자 두 명 중의 한 명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불법 사
이트를 알고 있으며, 그 중 39%가 불법 게임 플랫폼(plateformes grises)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2%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자주, 혹은 가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20%가 불법 게임 플랫폼(plateformes grises)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
o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자신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31%의 이용자가 이미 불법적 행위
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출처
http://www.hadopi.fr/actualites/actualites/etude-sur-le-jeu-video-dematerial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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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저작인접권(Ancillary copyright)
개정으로 스페인 구글 뉴스서비스 중단
스페인의 저작인접권이 개정됨에 따라 구글이 2014년 12월 16일부터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개정법은 스페인의 모든 출판물
은 뉴스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 저작인접권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해야 하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작성자 : 김지수3)

배경

o 2009년부터 독일, 아일랜드에서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
트에서 허락받지 않거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링크 또는 인용을 통한 뉴스
저작물의 이용을 불법화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o 2014년 10월 28일 스페인 개정 저작권법은 뉴스 수집 사이트에서 뉴스를
게재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o 일명 “구글세”라고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의 지급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된 스페인 저작권법의 제32조 2항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에 따르면, 컨텐츠 수집 사이트에서 신문이나 기사가 정
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링크하거나 제목 혹은 한 두줄 정
도의 요약문을 이용하는 경우 출판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며, 출판권
자의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명시됨.
- 이 법안은 컨텐츠 수집 사이트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에도 적용 가능함.

3)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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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법안에 따르면 컨텐츠 수집 사이트가 링크나 요약문을 게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함.
- 이용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는 링크나 요약문을 발견한 출판권자가 이메일로 이
사실을 고지하고 침해대상 컨텐츠가 게시된 수집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
는 경우 컨텐츠 수집 사이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됨.
- 사이트 유지비용을 위해 광고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비영리 웹사이트의 경우,
이러한 법적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전망

o 구글이 스페인 뉴스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스페인신문발행인협회(Spanish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AEDE)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우려
를 표명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스페인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
나 법안 재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구글은 스페인어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 관련 뉴스 기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마저 중단할 경우 향후 스페인 내부의 출판업자
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s://www.eff.org/deeplinks/2014/12/google-news-shuts-shop-spain-thanks-ancillar
y-copyright-law
https://www.eff.org/deeplinks/2013/01/european-newspapers-seek-royalties-simply-li
nking-and-citing-news-content
http://www.osborneclarke.com/connected-insights/publications/Changes-Spanish-Cop
yright-Reform/
https://www.thespainreport.com/13199/spanish-newspaper-publishers-association-no
w-asks-government-help-stop-google-new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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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Incopro社,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이
미치는 영향 분석
영국 인코프로(Incopro)社가 ISP에 의한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이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여 분석한 ‘Site Blocking Efficacy Study United Kingdom’ 보고서에 따르면 해
당 불법복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치는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
로 다른 불법복제 사이트의 이용 수치가 증가하였음.

작성자 : 장대한4)

주요 내용

o 2014년 영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저작권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ISP가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도
록 검색엔진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됨.

Blocking Efficacy Study United Kingdom)를 입수하여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50개의 웹사이트가 링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영화나 방
송 콘텐츠를 유통하는 불법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영국의 ISP가 불법 웹사이트 차단으로 불법 웹사이트 접속률이 평균적으로
73.2% 감소하였으며, 차단되지 않은 불법 웹사이트의 접속률은 230% 증가하였음.
o 250개의 웹사이트를 △ 링크만 걸어둔 사이트(웹사이트의 대부분을 차지),
△ 공용 P2P 포털, △ 호스팅 사이트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음.
- 이 중 최상위 인기 사이트는 3곳6)이며, 2013년 3월에 차단된 Kickass Torrents
가 인기순위 10위를 차지함.

4)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5) 영국의 Incopro社는 저작권자들에게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법률지원 등
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임.
6) Watchseries.lt (링크), putlocker.is (링크), nowvideo.sx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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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의 불법사이트7)차단으로 불법사이트의 접속율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특정
링킹 웹사이트(Linking only sites)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watchseries.lt 사이트의 접속자수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음.
o 구글(Google)社는 인터넷 상의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
색 결과에 따른 합법적인 미디어 웹사이트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이용한 방식
을 개발 중임.

결론 및 의의

o 이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CopyLeft진영에서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함.
o 그러나 ISP를 통한 불법웹사이트 차단조치로 인해 불법 사이트와 링크 사이트
를 통한 침해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본 보고서에서 사이트 접속자수 분석으로
입증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o Incopro社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제재 조치 효력에 대한 분석 방법을
한국에 적용하여 현재 한국의 저작권 보호 집행에 대한 효율성 및 성과를 보
여줄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torrentfreak.com/uk-site-blocking-gives-boost-to-pirate-linking-sites-150102/
http://uk.pcmag.com/internet-products/36755/news/google-fights-piracy-with-links-to
-legit-sitesf

7) BitSnoop, TorrentReactor, TorrentHound, Torrent Downloads, Monova, Filestube,
Filecrop, 1337x, Torrentz, TorrentCrazy, ExtraTo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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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저작권라이선스기구(CLA), 저작권 준법
감시 웹사이트 신설
2015년 1월 6일 영국 저작권라이선스기구(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저작권
침해 감시 웹사이트를 신설하였다고 밝힘. 저작권 라이선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졌음.

작성자 : 장대한8)

개요

o 2015년 1월에 영국 저작권라이선스기구(Copyright Licensing Agency; CL
A)의 준법감시 부서(the Compliance Arm)는 저작권 준법 감시 웹사이트를
신설함.
- 영국 저작권라이선스기구(Copyright Licensing Agency, CLA)는 영국의 ‘저작
권, 디자인 및 특허권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에 따라 1983년에 설립된 저작권관리단체로 영국의 어문저작물 집중관리단체
(Publisher’s Licensing Society, PLS)가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임.
- CLA의 주요 역할은 기업이나 각종 기관들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기간행
물(매거진, 저널), 서적, 기타 출판물의 콘텐츠를 복제, 스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재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를 징수하고 분배함으로써 저작권을 소유한 작가, 출판사, 시각 예술인을
대변하여 저작권을 보호함.
o CLA는 2013년 기준으로 2,02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작가에게, 3,410만 파
운드를 출판사에게, 540만 파운드를 시각 예술가에게 각각 분배하였음.
- CLA는 창작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돕고 영국의 총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GVA)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음.

8) 장대한_장대한 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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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성

o CLA의 신규 저작권 준법감시 웹사이트는 이해하기 어려운 웹사이트 구성을
보완하여 보다 쉬운 디자인으로 저작권 허가를 받는 라이선시(Licensees)가
실무에서 준법감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예정임.
- ‘Compliance’는 준법감시 항목으로 저작권법 관련 벌금, 회사내의 고용자와 피
고용자가 지켜야할 저작권 준법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Campaign’은 지방정부와 국가보건서비스(NHS), 미디어 감시와 관련된 캠페인
을 통해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둠.
- ‘Give Information’은 비공개 저작권 고발 창구
- ‘Contacts’는 기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
- 웹사이트: http://copywatch.cla.co.uk
o CLA의 분야별 저작권 신청 웹사이트
- ‘About CLA’는 기관 소개
- ‘Copyright’는 저작권 정보(준법, 관련 기관 등) 제공
- ‘License’는 산업별, 비즈니스별, 공공분야 등의 라이선스 관련 정보 제공
- ‘Customer services’는 고객 서비스로 고객 상담을 제공
- ‘Rightsholders’는 저작권 소유자(출판, 국제 라이선스, 작가, 예술가 등)를 위한
정보제공
- 웹사이트: http://www.cla.co.uk/apply/apply_now

o 직장 내의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지켜야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준법 지침의

의의

역할을 함.
- 저작권법의 준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공유, 재사용 시 저작권자
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감시함.
o 특히 피고용자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표시된 저작권 규정을 이해한 후 사용하
고, 고용자에 의해 정기구독 중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콘텐츠, 유료 문서 등
을 이용 시에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함.
- 필요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며, 저작물의 디지털 복사, 포토카피, 스캔, 보관, 이메
일을 복제할 경우,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을 어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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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la.co.uk/about/news/article/?article_id=221&subject=CLA+launches+new+C
opywatch+compliance+website
http://www.cla.co.uk/apply/apply_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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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 유럽연합의 단일 저작권법 제정 촉구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는 EU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위원장
(Commissioner for Digital Economy and Society) 귄터 외팅어(Günther Oettinger)
에게 2014년 12월 9일 제출한 EU 저작권법 단일화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15
년 1월 5일 공개함. ECS는 성명서에서 디지털 시대에 유럽 내 디지털 단일 시장의
성공을 위하여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들을 포섭할 수 있는 EU 단일 저작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작성자 : 박은정9)

성명서 제출의 배경

o 1961년 벨기에 만화작가 윌리 반데르스테인(Willy VanderSteen)이 발간한
만화 시리즈물 ‘De Wilde Weldoener’의 캐릭터 ‘Suske en Wiske’를 패러디
하여 제작한 달력을 존 데크만(Johan Deckmyn)이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벨기에 저작권법
에 따른 패러디 개념을 정립하고, 본 사건은 법으로 인정되는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음10).
- 이 판결로 인하여 유럽연합의 단일 저작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촉발되었
고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 ECS)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함.
o ECS는 유럽저작권법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유럽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
어 2012년 1월 구성된 순수학문단체임.
- ECS는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장하면서 EU 디지
털 경제 및 사회 위원장(Commissioner for Digital Economy and Society) 귄
터 외팅어(Günther Oettinger)에게 단일 저작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함.

9) 박은정_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10) Judgment of the CJEU in Case C-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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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 내용

o 지난 25년간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저작권법의 조화를 도모하였지만 각 회원
국들은 여전히 자국에만 적용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들을 규

C

정하고 있음.
- 현재 유럽연합의 저작권 체계는 창작 콘텐츠의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축을 방해하고 유럽연합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고 지적함.
- 유럽 저작권 시스템의 기본 원리인 지역적 라이선싱(territorial licensing)은 온
라인 콘텐츠 시장의 지역적 분리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함.
o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의 성공을 위해 단일 저작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 리스본 개정 조약 (Lisbon Reform Treaty)에서 도입되어 유럽연합 전역에 발효
되는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18조를 근거
로 유럽 통합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대체하도록 할 수 있음.
o 현행 저작권법의 모호하고 충돌되는 규정을 통일화하여 이용자들의 예측가
능성을 높임으로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

의의

o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축을 위한 단일 저작권법 제정은 현행 회원국 국내법
에 의한 지리적 제한과 국내 저작권법 상이한 점으로 인해 야기하는 문제점
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o 다만, 현재 회원국들의 저작권법 및 실무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통일 법전을
만드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으며, 단일 저
작권법이 완성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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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57281&pageIndex=0
&doclang=SV&mode=req&dir=&occ=first&part=1
http://www.ip-watch.org/2015/01/05/top-european-copyright-experts-urge-reform-uni
fication-of-copyright/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january/european-copyright-society-calls-for
-single-eu-copyright-law/
http://www.euractiv.com/sections/digital-single-market/artists-fight-internet-users-ove
r-europes-copyright-future-311200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4-09/cp140113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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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공연권 침해 소송 제기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는 렌터카 업체 플리트매니저(Fleetmanager)가 제공하
는 대여차량에 장착된 라디오나 CD기기를 이용하여 고객이 음악을 청취하는 것은
스웨덴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이는 공연권
의 범위에 대한 렌트카 업체와 STIM 간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의 다른
렌트카 업체들은 STIM과 공연권에 대한 사전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임. 한편 최근
자동차 관련 업체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추세임.

작성자 : 권세진11)

STIM, 렌터카
업체의 공연권 침해
소송 제기

o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venska Tonsä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å;
STIM)는 렌터카 업체 플리트매니저(Fleetmanager)가 제공하는 차량 내부
에 장착된 CD 플레이어와 라디오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한 고객이 음악을
기함.
- STIM은 스웨덴 라디오 방송국의 정기 방송 업무 시작에 앞서 클래식 음악 작곡
가들을 위한 공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1923년에 창설된 비영리단체로 현
재 모든 음악 장르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작사·작곡자 및 음반제
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공연권 침해여부에
대한 2가지 쟁점

o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저작권법상 ‘공중
(members of the public)’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대
여차량의 내부가 ‘공공장소(public plac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임.
o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2조 제3항은 저작물의 ‘전달’과 ‘공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11)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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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이는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
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중 전달은 또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
“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 이러한 공연은 기술적 장치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o STIM은 렌탈카 업체가 제공하는 대여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중에 해당
하므로 대여차량의 내부는 공공장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STIM은 렌탈카 업체는 공연권에 대한 사전계약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STIM은 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호텔의 이용자들이 음악을 청
취할 수 있게 하려면 공연권에 대한 사전계약이 호텔 소유주들에게 요구된다고
판결한 사건을 인용함.
o 반면, 플리트매니저는 자사가 대여하는 차량에 장착된 CD 플레이어와 라디
오를 이용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대여차량의 내부가
공공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o 한편, 플리트매니저를 제외한 스웨덴의 다른 렌터카 업체들은 이미 STIM과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에 관한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임.

자동차 업계 관련
저작권 소송 증가
추세

o 최근 자동차 관련 업체의 음악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추세임.
- 예를 들면, 2014년 7월, 미국의 음악가·음반사연합(Alliance of Artists and
Recording Companies; AARC)은 포드(Ford),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Chrysler) 및 제휴 기술 업체 미쓰비시 일렉트릭(Mitsubishi Electric)社가 생
산하는 CD 리퍼(Ripper) 장치가 탑재된 차량들이 1992년에 제정된 오디오 가
정 녹음법(Audio Home Recording Act; AHRA)을 위반하는 것으로 저작권 사
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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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AARC는 컴퓨터가 음악 녹음 장치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
컴퓨터에 장착된 CD-R 플레이어는 AHRA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반면, 차량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C

장착된 CD리퍼는 음악을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된 것이므로 AHRA를
- 문제의 음악 녹음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AARC와 저작권 사
용료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출처
http://mobil.svd.se/naringsliv/stim-stereo-i-hyrbil-upphovsrattsintrang_svd-4219853
http://www.digitaljournal.com/business/business/music-rights-group-says-rental-car-s
tereos-infringe-copyright/article/422474
http://www.tonedeaf.com.au/430840/rental-car-stereos-infringe-copyright-says-music
-rights-group.htm
http://www.pcadvisor.co.uk/news/tech-industry/3533592/ford-and-gm-sued-for-millio
ns-over-cd-ripping-tech-in-cars/?olo=rss

EUROPE

http://wp.aarcroyalties.com/2014/11/14/a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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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 연방대법원,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정보 공개 판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캐
나다 연방 대법원이 판결함. 이번 정보 공개 판결로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 책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남발하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로부터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김지수1)

사건의 개요

o 2012년 미국의 영화 제작사 볼티지 픽쳐스(Voltage Pictures)社가 캐나다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인 텍사비
(Teksavvy)에게 자사의 영화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혐의가
있는 이용자 2,000명의 명단과 이용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여 ISP의 정보제공
의무가 문제됨.
o 2014년 2월 20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영화의 저작권자인 볼티지 픽쳐스가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의 성명과 주소에 관한 정보를 ISP로
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

판결의 내용

o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의 IP 주소, 성명, 주소 정보를 텍
사비가 볼티지 픽쳐스에게 제공하도록 판결함.
o 성명과 주소만 공개정보로 제한하는 동시에 볼티지 픽쳐스가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려면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음.
o 침해 혐의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송달되는 모든 경고장에 ‘이 편지의 수신자
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확정한 것은 아니며,
편지의 수신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1)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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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미치는 영향

o 이번 판결로 인해 저작권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이용자는 저
작권 침해 경고장을 남발하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2)'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o 이용자 측을 대변하는 캐나다 인터넷정책 공익상담소(Canadian Internet
Policy and Public Interest Clinic; CIPPIC)는 불법 파일 공유와 다운로드
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저작권 괴물의
권리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힘.
- 데이비드 퓨어(David Fewer) 소장은, “저작권 괴물은 실제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금을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에게 요구한다. 하지
만 낮은 수준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괴물이 요구하는 정도의 손해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번 판결이 저작권 괴물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다.”고 말함.
o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인터넷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
지만, 최소 법정 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인 100달러 혹은 저작권자
의 실제 손해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영화 관람비용 또는 대여비용 정도가 손해배상금이 될
것임.

캐나다 저작권법
규정

o 캐나다의 ‘저작권 현대화 법(Bill C-11)’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업적 침해
(Commercial infringement)’와 ‘비상업적 침해(noncommercial infringement)’로
구별하고 있음.
- 상업적 침해의 경우 침해 건당 최대 2만 달러(약 1,766만원)를, 비상업적 침해
의 경우 최대 5천 달러(약 441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됨.
o 저작권 현대화 법(Bill C-11)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사실을
ISP에게 통지하면, 해당 IP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가입자들에게 ISP가 그 사
실을 통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무시해 왔고, 저작권
자들은 저작권을 위반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음.

2)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소송이나
경고장 발송 등 공격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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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시사점

o 캐나다에서 불법 다운로드는 ISP가 저작권자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다운받았는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능했음.
o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다운받는 이용
자는 경고장 대신 손해배상금을 청구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
o 저작권 괴물로부터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
로 예상됨.

※출처
http://www.cimamusic.ca/what-you-need-to-know-about-the-notice-an
d-notice-regime-of-the-copyright-modernization-act/
http://copyright.ubc.ca/guidelines-and-resources/support-guides/bill-c-1
1-the-copyright-modernization-act/#moreinfo
http://www.ourwindsor.ca/news-story/5238590-isps-must-pass-along-co
pyright-notices-in-new-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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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 도입
호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호주
정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와 저작권자들에게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
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개발하도록 요청함.

작성자 : 노현숙3)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경고 방안 논의

o 호주의 토니 아보트(Tony Abbott) 총리 정부는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등 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위해 이용되거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접근을 유도하
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ISP에게 차
단 명령을 내려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예정임.
o 호주 정부는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및 교육비용
을 공정하게 분배할 방안을 ISP 및 저작권자에게 2015년 4월 8일까지 제시
하도록 함에 따라 ISP와 저작권자가 어떠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o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경고 방안에는 다음과 같음.
- ISP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ISP는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 ISP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영향 및 정품 콘텐츠 이용 방안, 적절한 면
책 방안을 제공하도록 함.
- ISP와 저작권자는 이용자 대상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
게 분담하도록 하고, 소규모 ISP의 경우에 불공정하거나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함.
-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경고 통지를 보낸 후 이용자의 직접적인 저작
권 침해 조치에 대한 절차도 포함하도록 함.

3) 노현숙_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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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통신부 장관과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방안에 관하여 ISP와 저작권자 간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구속력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호주 통신부 장관은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은 3-4번의 경고를 받은 후에 ISP
로부터 조치를 당하거나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ISP와 저작
권자가 모두 새로운 저작권 보호 방안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가 신뢰할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산업분
야에 침해 방지 방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함.

새로운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의 의의
및 영향력

o 호주 정부의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작업은 호주 및 전 세계의 창의적인
산업들을 위협하는 온라인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의의가 있음.
o 호주 통신부 장관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므
로 시행에 따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저작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
고,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ISP 또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o 호주 통신부 장관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불법 웹사이트 차단 명령
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호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조사한 초이스 설문조사(CHOICE survey)
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는 종전에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하던 이용자들
은 기존보다 콘텐츠 접근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인의 대다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다운로드받지 않지만, 전체 호주인
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33%가 필요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
리밍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종전에 불법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던 저작권
침해 이용자들에게는 콘텐츠 비용이 증가 할 뿐 아니라 접근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o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호주 내에서의 정품 콘텐츠 이용
에 요구되는 고비용 문제가 지적됨.
- 호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논의 보고서(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iscussion Paper)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

9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는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정
품 콘텐츠 접근 가능 시기가 해외의 콘텐츠 배포 시기보다 늦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
- 따라서 정품 콘텐츠를 해외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됨.

※출처
http://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4/dec/10/copyright-changes-would-all
ow-courts-to-block-overseas-file-sharing-sites
http://www.businessinsider.com.au/the-government-has-given-isps-and-copyright-ow
ners-a-deadline-to-work-together-on-online-piracy-2014-12
http://www.businessinsider.com.au/australians-who-pirate-content-online-wish-the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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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IGHTS ACT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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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d, Spain)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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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 도입

1. On 4th November 2014 Spanish legislative

1. 2014년 11월 4일 스페인 의회는 저작권

has passed the Act 21/2014. This Act

법 개정안(Act 21/2014)을 통과시켰습니다.

modifies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 법안은 200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

Act, which had remained without substantial
changes since 2006. Although the Act
recently passed announces a future more
thorough reform, the modifications it has

되어 왔던『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을 개정한 것입
니다. 최근 통과된 이 법안은 미래를 위한

introduced can be considered of notable

개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법안에 포함된

relevance. Some of the novelties refer to the

개정사항들은 현 시대의 문제들과 주목할

enforcement of rights before courts, and

만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 중 일부는

before an administrative body [the Copyright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and Related Rights Commission] charged
with imposing a summary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s committed through the Internet.

즉각적인 보호 임무가 부여된 법원과 행정
기관(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원회)에서의

The Act 21/2014 modifies not only the

저작권 집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hereinafter

저작권법(Act 21/2014)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LPI, by its initials in Spanish), but also some

(ISP)와 이용자와 관련된 영역에서 예비 증거

artic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inafter

개시(preliminary discovery) 조치를 채택하기

LEC), in order to achieve that measu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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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이하뺵LPI뺶)』

preliminary discovery can be adopted within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Act, 이하뺵

the field of Internet Services Providers (ISP)

LEC뺶)』을 개정한 것입니다.

and their users.
2. Regarding modifications introduced in

2.『LPI』에서 소개된 개정 내용은 다른

LPI, there are three main sections, apart

소소한 것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from other minor amendments. Firstly, the
set of reforms affecting limitations of
copyright, secondly the novelties that deal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이고, 둘째는 저작권 집중관리

with the regula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의

organizations (CMOs), and finally the section

규제를 다루는 신설 규정들이며, 마지막으로

involving the strengthening of the instruments

정보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에

of protection available to holder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o defend their rights
against violations that affect them, especially
those taking place in the environment of the

대응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이 자신
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보호
수단의 강화와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information society.
3. To begin with, we have the matters
related to limitations, among which one can
find (i) the new regulation for the private
copying limitation and fair compensation tied
to it; (ii) some exceptions intended to guarantee
the uses for the purpose of illustration for
teaching or scientific research; and (iii) the

3. 우선 저작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i) 사적 복제 제한과 그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신설
(ii) 교육을 위한 설명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

new exception related to certain uses of

(iii) 공중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교육 시설

orphan works made by publicly accessible

및 기타 유사 기관들에 의한 고아 저작물의

libraries, educational establishments and

일정한 사용과 관련된 신설 규정

4. With respect to private copying,

4. 사적 복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there are two salient aspects. The first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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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s that the Act 21/2014 strengthens

개정 저작권법(Act 21/2014)이 국가예산제

the system of payment of fair compensation

도(State Budget) 하에서 사적 복제를 위한

for private copying under the State Budget,
a scheme that had been introduced, in
principle in a provisional way, by Royal

공정한 보상 지급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점
입니다. 국가예산제도(State Budget)는 개정

Decree-Law 20/2011 of 30th December,

세법(Royal Decree-Law 20/2011 of 30th

on budgetary, tax and financial matters

December) 하에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for the correction of the deficit. This

예산, 세금, 금융상 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payment method is totally unprecedented
among countries pertaining to the European

임시적인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Union. In fact, under the request of some

지급 방식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 내에서 전례가

stakeholders, Spanish Supreme Court

없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has submitted a question to the Court of

요청 하에 스페인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on
the compliance with Article 5.2.b) of
Directive 2001/29 [known as Information

'정보사회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으로 알려져 있는 Directive 2001/29의

Society Directive] of a system that distributes

제5조 제2항(b)의 준수와 관련하여 저작권

the cost of compensation on the heads of

제한의 수혜자 대신 모든 납세자에게 보상금을

all taxpayers instead of those who are the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요청

beneficiaries of the limitation (case C-470/14).
It should be noticed that in the Padawan

했습니다(C-470-14). 우리는 파다완(Padawan)

case (C-467/08), ECJ had established

사건(C-467-08)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뺵배타적

that the person who has caused harm to

복제권을 소유한 자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the holder of the exclusive reproduction

자신의 사적 복제를 위해 저작권자의 사전

right is the person who, for his own
private use, reproduces a protected work
without seeking prior authorisation from

허락 없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어야

the rightholder. Therefore, in principle,

할 보상금을 그 사람이 제공함으로써 해당

it is for that person to make good the

복제와 관련된 손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harm related to that copying by financing

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the compensation which will be paid to
the rightholder (para. 45). However,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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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 이용자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할

the practical difficulties in identifying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

private users and obliging them to

할 때, 공정한 보상금 지원의 목적을 위한 '사적

compensate rightholders, the ECJ said
that it is open to the Member States to
establish a 'private copying levy' for the

복제 요금 징수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회원국들
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적 이용

purposes of financing fair compensation.

자들이 이용 가능한 디지털 복제 장치, 기기,

It is not problematic that the levy is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부과

chargeable to those who make the digital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디지털 기기

reproduction equipment, devices and
media available to private users, on the

제작자들이 사적 이용자들에게 징수된 금액을

condition that the system enables the

전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적 이용자들이 사적

former to pass on the cost of the levy to

복제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는

private users and that, therefore, the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의원들은

latter assume the burden of the private
copying levy. Nevertheless, none of
these arguments would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by the Spanish lawmakers

『LPI』 제25조의 새로운 초안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논쟁도 고려하지 않았습
니다.

in designing the new drafting for article
25 LPI.
5. In the second place, the legislative

5.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입은

intervention in this matter affects to the

사적 복제의 정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적

very

definition

of

private

copying.

Consistent with the attribution to the
State

Budget

of

the

cost

of

fair

복제를 위한 공정한 보상금을 국가예산 (State
Budget)』으로 귀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법 또한 저작권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고

Act also reduces the scope of the

있습니다. 저작권 제한이 적을수록 보상 금액도

limitation; following the rationale that

작아지게 될 것이라는 근거에 따라서 말입니다.

the shorter the limit is the smaller will
be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6. With regard to exceptions aimed at

6. 교육을 위한 설명이나 과학적 연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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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uring the uses for the purpose of

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저작권

illustration for teaching or scientific

예외와 관련하여, LPI의 새로운 제32조 제3

research, new article 32.3 LPI enlarges
the limit that permits to use small
fragments

of

works

(different

from

항은 상업적인 이득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공립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구성원들이 연구

handbooks and other similar publications)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규정된 교육 시

by teachers of regulated education in

설의 교사들이 교실 또는 온라인 수업에서

order to illustrate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교육 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핸드북이나

whether in the classrooms or through
online teaching, as well as by personnel
from public universities and research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다른) 저작물의 일부
(small fragments)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

centres for research purposes, provided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이와

that in both cases there is no commercial

같이 허용된 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

interest. The rightholders will not have

금도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

the right to perceive any compensation

니다. 반대로, LPI 제32조 제4항은 보상금

for these permitted uses. On the opposite,
article 32.4 LPI provides for another
limitation,

which

is

subject

to

the

지급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저작권 제한 사
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립대학이나

payment of compensation. It permits the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오직 소속 학생과 다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른 구성원들만이 쓸 수 있도록 인쇄된 저작

partial copies of printed works, again in

물의 일부 복제와 배포를 허용합니다. 이것

public universities or research centres
and only at the disposal of their students
and personnel. This is provided that the

은 저작권 이용이 저작물의 일정한 분량, 구
체적으로 책의 한 장(章), 저널의 한 기사 또

use does not go beyond certain amount

는 저작물의 10%에 상응하는 비율을 초과

of the work, more specifically a chapter

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작가와 출판

of a book, an article of a journal or in

사들은 이런 유형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any case a portion equivalent to ten per
cent of the work. Authors and publishers
will have a right of remuneration for
these types of uses, to be paid by the
beneficiaries of th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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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따른 수혜자들이 지급하게 될 보상
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7. Surprisingly, the lawmakers have

7. 또한, 놀랍게도 스페인 의원들은 LPI

also introduced in article 32 LPI a new

제32조에 초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저작권

limitation that was not in the Drafts, and
does

not

deal

with

illustration

for

teaching or scientific research but with
the phenomenon of the aggregation of

제한을 도입했는데, 교육을 위한 설명이나
과학적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통합(aggregation of contents)'

contents via the Internet. It has been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유명한

probably the most arguable and controversial

뉴스 제공 사이트인 구글 뉴스가 2014년

measure of the whole reform Act, to the

12월 16일 이후로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폐

point that the most known news aggregator

쇄했을 점에서 아마도 이번 개정안 중에서

(i.e. Google News) has closed its service
in Spain since 16th December 2014.

가장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조치로 회자
되어 왔습니다.

8. According to Google's statement,

8. 며칠 전 발표된 구글의 성명서에 따르면,

released a few days before, the reasons

이번 폐쇄 조치에 대한 이유는 LPI 제32조

for this closure are that article 32.2 LPI
obliges to newspaper publishers, whether
they want to or not, to charge services
like Google News a mandatory equitable
compensation for making available to the

제2항이 구글 뉴스와 같은 서비스 업체들에게
신문이나 다른 유사한 출판물로부터 추출된
콘텐츠의 일부를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의

public, fragments of contents extracted

무적으로 공정한 보상금을 신문 출판사에게

from newspapers and other similar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명서에

publications. As Google News itself makes

따르면 구글은 구글 뉴스 그 자체가 광고에

no money by means of advertising says the

의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스페인

statement, Google has considered the new

의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향후 유지되기는

approach of Spanish lawmakers not sustainable.
Consequently, the new limitation/compensation
in the practice.
9. Turning now to the new exception

제한/보상 규정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
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9. 이제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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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have scarce possibilities of implementation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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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rphan works, it derives from the

새로운 예외로 넘어가 봅시다. 이는 고아 저작물에

incorporation of Directive 2012/28/EU,

대한 일정한 이용의 허용에 관한 2012년 유럽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which defines orphan works as
those in which none of the rightholders

연합 지침(Directive 2012/28/EU)의 적용에서
유래합니다. 동 지침은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are identified or, even if one or more of

요건과 부합하도록 '성실한 조사(diligent search)'

them is identified, none are located

를 이행하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despite a diligent search carried out and

확인되지 않거나 심지어 저작권자들 중의 한 명이나

recorded

in

accordance

with

some

requirements that the Directive provides.
On this point, the Spanish law does not

그 이상이 밝혀졌더라도 그 거소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고아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go beyond the Directive provisions.

이러한 점에서 스페인 법은 지침의 조항을

Better said, there are some important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기관들로부터

aspects that Spanish lawmakers have

수립된 정보를 집중화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

left to the future regulation, as the

당국의 결정이 고아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기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 authority
charged with the function of centralizing
the information from the different organizations
authorised to use the orphan works.
10.

The

second

major

thematic

section deals with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CMOs), to which a new
set of provisions are directed, designed

때문에, 스페인 의회가 미래의 규제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남겨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10. 두 번째 주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CMO)를 다루고 있습니다.

to subject these entities to a deeper control,

새로운 일련의 규정들은 이러한 단체들에

new auditing and transparency obligations

대한 강한 규제, 새로운 감사 및 투명성 의무

and a closer administrative oversight.

그리고 더욱 철저한 행정 감독을 부여하고

With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MOs and their members, the new
article 153 LPI reduces to three years

있습니다. CMO와 그 회원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LPI의 신설 조항인 제153조는 소

[renewable on an annual basis] the maximum

유자가 자발적으로 단체에 자신의 권리를

duration of the contract by which an

관리하도록 맡기는 신탁계약을 최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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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may voluntarily entrust an entity

기간을 3년으로 축소(매년 갱신 가능)하였

to manage his rights. Along with this,

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CMO들이 징수한

the reform introduces more precise
criteria on the distribution of the revenues
collected by the CMOs and the procedure

수익의 분배에 관한 보다 정확한 기준과 할당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청구, 저작권자 확인

for claiming amounts pending allocation,

업무, 일정 기간 내에 청구되지 않은 금액의

the task of identification of possible

사용 등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rightholders to be played by CMOs and
the destination they shall give the amounts
that are not claimed within a certain period.
11.

As regards the obligations of

11. 회원들에 대한 CMO들의 의무와 관련

CMOs with their users, article 157 LPI

하여 LPI 제157조는 주요한 변화를 겪었습

undergoes a major transformation, expanding
in particula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obligation for CMOs to establish general

니다. 특히 CMO들의 관리 목록 사용에 대
하여 지급 가능한 보상금 결정을 위한 일반

tariffs to determine the remuneration

요율을 설정하는 의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

payable for the use of their repertoire,

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요율

since for fixing such rates are now

을 확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최소의 기준

offered minimum criteria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degree of effective use of
the repertoire, the amplitude of own

(관리 목록의 효율적 사용 정도, 각 단체의
관리 목록의 규모, 관리 목록의 상업적 이용을

repertoire of each entity, income earned

위해 회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등)이 제공되고

by the user for the commercial exploitation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심지어 교육문화체육부가

of

제공한 향후 규제의 수단에 의해서 구체화

the

repertoire,

etc.).

The

article

foresees even the adoption of a complete
methodology to be specified by means
of a future regulation given by the

되는 완전한뺵방법론뺶의 도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CMO들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현재 요율, 관리되는 목록, 이용자(권리자)

CMOs are also obliged to disseminate

의 대표단체와의 일반적 계약, 분배 규칙과

on its website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시스템, 적용 가능한 할인 등에 관한 정보를

on current rates, the repertoire managed,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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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ntracts with representative

있습니다.

associations of users, rules and systems
of distribution, and applicable discounts.
To assure that CMOs apply

12. CMO들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유사한

reasonable and equitable rates to every

조건하에서 합리적이고 동등한 요율을 적용

user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Act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gives new powers to the Copyright and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원회(Copyright and

12.

Related Rights Commission, which will
be able to modify the rates fixed by the
CMOs for remuneration rights, through
resolutions endowed with general effects
and published in the State Official

Related Rights Commission)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동 위원회는
전반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공식 관보
(State Official Gazette)에 발표된 해결책을

Gazette. Moreover, CMOs that operate

통하여 CMO들에 의해서 확정된 보상금 권리

in the same fields, managing a specific

에 대한 요율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tegory of rights but acting on behalf

게다가 같은 분야에서 운영 중이되, 특정 저

of different rightholders, are obliged to

작권 종류를 관리하지만 다른 저작권자들을

act in a consistent process involving a

위하여 활동하는 CMO들은 각각의 관리 목록

one off procedure common to all users

상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통된 일회성 절차를

of their respective repertoires.

포함하여 일관된 프로세스로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In another vein, the Act provides
for the first time a catalogue of offences
and penalties for CMOs, even envisaging
the intervention of the representative

13. 또 다른 맥락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처음으로 CMO들에게 위반과 처벌에 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상

bodies of the entity in the most serious

황에서는 단체의 대표기관에 대한 개입을

cases. The fines for this very type of

예상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위반 유형에

infractions will amount to a percentage

대한 벌금은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에 1년간

between 1 and 2 per cent of the total

단체가 징수한 총 수익의 1~2% 사이가 될

revenues collected by the entity during
the year immediately previous to the
imposing of th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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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14. The third large section of the

14. 개정 저작권법의 세 번째 주요 부분은

reform Act involves the strengthening of

정보사회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the instruments of protection available to
holder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o defend their rights against violations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위반에 대응
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that affect them, especially those taking

보호 수단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lace in the environment of the information

LPI의 제138조는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을

society. Accordingly, article 138 LPI is

반영하기 위하여 해 수정되었습니다. 즉 동

modified to reflect new forms of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new second paragraph,
"will also be considered responsible for

조문 새로운 두 번째 문단에서,뺵주요 위반자를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자, 저작권 위반자의

the offence the person who knowingly

행위를 인식하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다는

induces the main offender; who, having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반자에게

knowledge or reasonable evidence to be

협력하는 자, 그리고 저작권 침해 결과로부터

aware of the offender's conduct, cooperates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으면서 위반자의

with him/her; and who, having a direct
financ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infringement, has the capacity of control

행위에 대해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

over the offender's conduct. Given these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법상 유명한

new figures of liability [reminiscent of

기여 책임(contributory liability)'과 '대위

the famous 'contributory liability' and

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연상시키는 이와

'vicarious liability' on the USA Law]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that an individual
has committed an infringement in the

같은 새로운 책임 유형들은 엄밀한 관점에서
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

strict sense, but it will be enough to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다만 직접적인 위반자

establish that he is in a partnership,

들과 파트너쉽 관계 그리고 유도 또는 이용/

induction or use/control relation with the

통제 관계에 있다는 것만을 규명하면 충분할

direct offender. Undoubtedly, this part of
defend their rights against massive
infringements
effectively.

on

the

Internet

more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개정법의 이 부분
은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상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이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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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ose new forms of indirect

15.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간접 침해는 전자

copyright infringement must be understood

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0/

without prejudice of the system of safe
harbours to limit the potential lia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set forth in Spanish

31)을 적용한 결과이며 『스페인 정보사회서비
스 및 전자상거래법(이하뺵LSSICE뺶)』에서

Electronic Commerce and Information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중개자(온라인서비스

Society Services Act (hereinafter LSSICE),

제공자)의 잠재적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

as a result of the incorporation of Directive

(safe harbours)'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되어야

2000/31, on Electronic Commerce. The
Directive establishes a series of exemptions

만 합니다. 동 지침은 인터넷 중개자의 몇 가지

from liability favouring some categories

유형(단순 도관, 액세스, 캐싱, 호스팅)에 대하여

of Internet intermediaries (mere conduit,

일련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

access, caching and hosting). Under these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각각의 해당 면책

exemptions,

intermediaries

providing

those services cannot be held liable for
the infringements committed by the users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서비스의 이용자들이나
수신인들이 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or addressees of their services, as long as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델을 따르는 스페인의

they meet the respective requirements. It is

LSSICE는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제공하지

worth mentioning that Spanish LSSICE,

않은 새로운 면제사항으로 하이퍼링크와 정보

following the USA model, adds a new
exemption not provided for in the Electronic

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를 다루

Commerce Directive, which deals with

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hyperlinks and information location tools.

EU동 지침과 스페인 법 모두 수평적 접근을

Both the Directive and the Spanish law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나 수신인이 제공한

have a horizontal approach, which means
that they cover intermediaries' liability
[or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any

모든 유형의 침해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type of infringing content provided by

중개자의 책임(또는 책임으로부터의 면제)을

their users or addressees, regardless of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ther it is or not a copyright protect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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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n theory, while ISPs maintain

16. 이론적으로 ISP들이 단순한 중개인

their role of mere intermediaries, it is

역할을 유지하는 한, 그들에게 개정 저작권

not possible to apply to them the new
forms of indirect responsibility created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but

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유형의 간접적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만, LSSICE의 면책

it must be underlined that the proviso in

조항을 언급하고 있는 LPI의 신설 조항인 제

new article 138 LPI referring to the safe

138조는 ISP들이 책임 제한으로부터 혜택을

harbours in LSSICE is subject to the

얻기 위해 각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

condition that ISPs fulfil the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benefiting fro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example,

다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팅 제공자들은 호스팅(저장)된 콘텐츠가

for hosting providers, the exemption is

불법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손해를 준다는 실

effective as long as they do not gain

질적인 인식(actual knowledge)을 하지 못하

actual

hosted

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당

content is illegal or it damages a third

콘텐츠를 철회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성실히

knowledge

that

the

party's rights, and in case they obtain
such knowledge, they act diligently to
withdraw or remove that content. It is to

노력하는 한 면제 규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법원이 LPI 신규 조항인 제138조를 어떻게

be seen how the courts will interpret

해석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the wording of new article 138 LPI, but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자의 행위를 인지한

in

합리적 증거 또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principle

it

seems

obvious

that

someone who, having knowledge or
reasonable evidence to be aware of the
offender's conduct, cooperates with him,
cannot be at the same time considered a

침해자에게 협력하는 자가 동시에 단순한
도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중개인으로
간주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mere Internet intermediary.
17.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두 번째

legal protect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

법적 보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

ments, specifically for those that take
place on the Internet. Since 2011 a
system of graduated response is established

에서도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말입니다. 2001년 이후 단계적 대응 제도가
스페인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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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ain, which aims at getting the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정보사회서비스

interruption of thos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society service)를 중단시키

services infring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or the removal of the infringing
contents. The procedure, followed before

거나 침해 콘텐츠의 삭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원회에서

Rights

따라야 할 절차는 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Commission, is based on the activation of

중단 또는 철회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조

the intermediaries' duty to cooperate in

해야 할 중개인 의무의 활성화에 기초하고

the

Copyright

and

Related

order to enforce the interruption or
withdrawal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f the infringing service has

있습니다. 중개인과의 협력 하에 침해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그 중단 기간

to be mandatorily suspended in collaboration

은 최대 1년이 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with the intermediary, the maximum

단계적 대응 시스템의 모델은 프랑스 하도피

duration of the suspension is one year.

법(HADOPI Act)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하

As it is known, the model for all the

도피 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graduated response systems was the one
introduced in France by the HADOPI Act,
which provided for the possibility of a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이용을 방지하지
않고 그러한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태만해

temporary suspension of Internet access

한 것에 대하여 인터넷 접근 서비스의 일시적

service for lack of diligence in monitoring

인 중단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델은

the use of the connection, without prevent its

거의 그대로 스페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use to download content that infringe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his model has
been imported, with little variations, to

대한민국, 대만, 칠레, 뉴질랜드와 같은 여러
국가에도 도입되었습니다.

several countries apart from Spain, as South
Korea, Taiwan, Chile and New Zealand.
18. Act 21/2014 has also amended
that administrative procedure before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ommission
in order to, on the one side, make it
directly applicable to providers of hyper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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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정 저작권법은 또한 동 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상의 하이퍼
링크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2회 또는 그 이상의 경고

on the Internet and, on the other side,

통지(침해 콘텐츠 삭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establish more serious consequences

고 반복적인 침해를 저지른 자들에게 보다

for

those

who

commit

repeated

infringements in spite of having received

심각한 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two or more warning notices (removal

반복적 침해자들은 15만~60만 유로에 달하는

of the infringing contents) from the

벌금과 함께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Commission. The repeated offenders

경우, 하이퍼링크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ould be sanctioned with a financial
penalty that can reach between 150.000

반드시 적극적이고 비중립적인 활동이 있어야

and 600.000 euros. In the former case,

합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the provision of hyperlinks must be an

비즈니스 모델, 스페인 콘텐츠 이용자의 수준

active and non-neutral activity and the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침해 저작물의

Commission shall initiate proceeding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business
model, the level of audience in Spain or

수 등을 고려하여 절차를 개시하게 될 것
입니다.

the number of allegedly unauthorized
protected works to which one can access
through the service.
19. The reform has also added a
requirement to stakeholders wishing to
apply for protection before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ommission: for

19. 또한, 이번 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원회로부터 보호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즉 절차

initiating the procedure will be required

개시를 위하여 이른바 침해된 정보사회서비

to prove a previous unsuccessful attempt

스들에게 3일 이내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to demand to the allegedly-infringing
information society service the removal
of infringing content within three days.

삭제하도록 요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이전의 시도들에 대한 증명을 요청받게 될 것
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연락을 위하여

by considering enough sending the request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충분한 요청을

to the e-mail address that the service
provider furnishes for the purposes of

하였는지를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이 경감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떤 요청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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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ng with it. Moreover, no

제공자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request is enforceable if the provider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does not comply his obligation of provide
a valid e-mail address. Nevertheless,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would have been preferable not to

위원회가 침해 콘텐츠의 자발적 제거를 위한

impose this requirement on the right

마감일을 제시해야만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

holders,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at

들에게 이러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once the procedure begins, the Commission
will have to give a deadline for the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voluntary withdrawal of the allegedly
infringing content.
20.

In this same context, it must be

mentioned the reform of LEC, with the
aim of improving means of preliminary
discovery for obtaining information necessary

20. 같은 맥락에서 예비 증거 개시 수단의
향상을 도모한 LEC 개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to issue a lawsuit, including data related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ISP 그리고

to identification of ISPs, or ISP's user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상

who are supposed to be infringers of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gain it will
be

necessary

that

the

service

is

되는 이용자의 확인뿐 아니라 관련된 데이
터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과

engaged in an allegedly infringing activity

저작인접권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침해 행위에

from the point of view of copyright and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스페인 콘텐츠 이용

related rights, and it will be taken into
account the level of audience in Spain
or the number of allegedly unauthorized

자의 수준,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침해
저작물의 개수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protected works available through the
service.
21.

Finally, the Act of amendment

21. 마지막으로, EU지침 Directive 2011/77을

adds a new article 110 bis LPI, as a

적용하고 지침 Directive 2006/116의 개정안과

result of the incorporation of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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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동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저작

2011/77, on modification of Directive

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제110조의2를 신설

2006/116, on the term of duration of

하였습니다. 이 개정에 의하여 음반 및 음원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By means
of this reform the term of duration of

실연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은 70년까지

rights on phonograms and phonographic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연장 조치

performances,

seventy

의 효과가 실연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

years. Along with this, in order to

여 스페인법은 EU지침과 같이 제작자들이

increases

to

achieve that the extension favours to
performers in an effective way, the

판매를 위한 음반의 복제물을 충분히 제공

Spanish law like the Directive gives

하지 않거나 공중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them a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실연자들이 음반제작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할

with the producer if the latter does not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 또는

offer copies of the phonogram for sale
in sufficient quantity or does not make it

이전에 관한 계약이 실연자에게 일시불 보상

available to the public. Where a contract

(a non-recurring remuneration)을 청구할

on transfer or assignment gives the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실연자는 음반이 합법적

performer a right to claim a non-recurring

으로 발표되거나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간

remuneration, the performer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an annual supplementary

음반제작자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remuneration from the phonogram producer

가지게 됩니다. 두 권리는 모두 실연자에 의해

for each full year immediately following

포기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the 50th year after the phonogram was
lawfully published or communicated to
the public. Both rights may not be waived
by the performer.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ZOOM-IN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5

SPRING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ZOOM-IN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캐나다의 Notice-and-Notice 시스템
독특한 저작권 접근법이 까다로운 성장통에 직면하다
Michael Geist ∣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Ottawa
(Ottawa, Canada) 교수

The longstanding debate over how Int

인터넷 제공자(Internet provider)들이 가

ernet providers should respond to allega

입자(subscriber)들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ir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래된 논

subscribers was resolved in Canada sev

쟁은, 캐나다의 경우 몇 년 전 Notice-and-

eral years ago with the adoption of a “n

Notice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해소되었다.

otice and notice” system. Unlike countri

법원 감독 없이 콘텐츠 게시철회를 요구하

es that require content takedowns witho

거나 심지어 가입자의 인터넷 접근 차단까

ut court oversight or even contemplate
cutting off subscriber Internet access, t
he Canadian approach, which operated i
nformally for over a decade but kicked
in as a law in 2015, seeks to balance th
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the pri
vacy rights of Internet users, and the le
gal obligations of Internet providers.
This article points to the major requir
ements in the notice-and-notice syste
m, the experience to date, its applicabili
ty to streaming activities, and the early
concerns with notice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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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하는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의 접근
법은 저작권자들의 이익, 인터넷 이용자들
의 개인정보보호권, 인터넷 제공자들의 법
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는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용되
었고 2015년에 법률로서 실효성을 갖게 되
었다.
이 글은 Notice-and-Notice 시스템의 주요
요건과 지금까지의 경험, 이 시스템이 스트리
밍 활동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경고의 오남용
과 관련된 시행 초기의 우려들을 다룬다.

The Notice-and-Notice System

Notice-and-Notice 시스템

Under the notice-and-notice system,

Notice-and-Notice 시스템하에서 저작

copyright owners are entitled to send in

권자는 인터넷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경

fringement notices to Internet provider

고를 보낼 권리가 있으며, 인터넷 제공자는

s, who are legally required to forward t

그 경고문을 가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법

he notifications to their subscribers. Th

적 의무가 있다. 경고문에는 발신자, 저작

e notices must include details on the se
nder, the copyright works and the allege
d infringement. If the Internet provider f
ails to forward the notification, it must e
xplain why or face the prospect of dama
ges that run as high as C$10,000. Intern
et providers must also retain informatio
n on the subscriber for six months (or 1
2 months if court proceedings are launc
hed).

물, 혐의가 있는 침해행위에 대한 상세한 서
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넷 제공자는 경
고문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해명해
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 제공자는 6개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12개월) 간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For Internet providers, the system cre

이 시스템은 인터넷 제공자에게 상당한

ates significant costs for processing and

처리 비용 및 경고문 전달 비용을 발생시킨

forwarding notices. However, assuming

다. 그러나 인터넷 제공자가 경고문 전달 의

they meet their obligations of forwardin

무를 다한다고 가정하면, 이 법은 인터넷 제

g the notice, the law grants them a legal

공자에게 가입자의 행위에 관해 발생할 수

“safe harbor” that removes potential lia
bility for actions of their subscribers.

있는 법적 책임을 없애주는 합법적 ‘피난처’
를 제공한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유의미한 이득이 있

net users as well. First, unlike the conte

다. 첫째, 콘텐츠 게시철회 시스템이나 접근

nt takedown or access cut-off systems,

차단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의 경고 중심 접

the Canadian notice approach does not f
eature any legal penalties. The notices

근법은 법적 처벌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경고는 어떠한 벌금이나 배상금도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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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create any fines or damages, but

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rather are designed as educational tools

인식을 높이는 교육적 도구로서 고안된 것

to raise awareness of infringement alleg

이다. 둘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저작권자

ations. Second, the personal informatio

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제공자가 저

n of subscribers is not disclosed to the
copyright owner. When the Internet pro
vider forwards the copyright notice, onl
y they know the identity of the subscrib

작권 경고문을 전달할 경우, 인터넷 제공자
만이 가입자의 신원을 알고 있으며 그 정보
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er and that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If the copyright owner is unhappy with

저작권자는 경고문 전송만으로 만족하지

only sending a notification and wants to

못하고 더 나아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proceed with further legal action, they

할 경우, 인터넷 제공자에게 가입자의 신원

must go to court to obtain an order requ

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획득하고자

iring the Internet provider to reveal the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캐나다 법원은 개

identity of the subscriber. Canadian cou
rts have established strict rules and limi
tations around such disclosures.

인정보 공개에 대한 엄격한 규칙 및 규제를
확립해왔다.

Moreover, the law now also limits pot

게다가 현재 이 법은 비상업적 침해를 이

ential liability for Internet users for non

유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

-commercial infringement, capping dam

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침해에 대한

ages at C$5,000 for all infringements. W

배상금을 최고 5천 캐나다달러로 제한하고

hile that is not insignificant, it does mea

있다. 그러나 이것이 (5천 달러도 적은 금액

n that threats of tens of thousands of do

은 아니지만) 무단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책

llars in liability for unauthorized downlo

임이 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근

ading are unf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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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The Evidence

증거

The Canadian notice-and-notice syste

캐나다의 Notice-and-Notice 시스템은

m took official effect on January 2, 201

2015년 1월 2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지만,

5, but it has been used on an informal b

수년 간 비공식적으로 활용되어왔다. 실제

asis for many years. Indeed, the evidenc

로 그 증거는 경고문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

e ha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at the

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예컨대 캐나다의

notifications work. For example, Rogers
Communications, one of Canada’s larges
t Internet providers, told a House of Co
mmons committee in 2011 that 67 per c
ent of notice recipients do not repeat inf
ringe after one notice and 89 per cent c
ease allegedly infringing activity after a

대형 인터넷 제공업체 중 하나인 로저스 커
뮤니케이션은 2011년 하원 위원회에서, 경
고 수신자의 67%가 1차 경고를 받은 후 저
작권 침해를 반복하지 않으며 2차 경고를
받은 후에는 89%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만한 활동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second notice.
Those numbers are very similar to 20

이 수치는 캐나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

10 data from the Entertainment Softwar

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

e Association of Canada, which found th

ion of Canada)의 2010년 데이터와 매우

at 71 per cent of notice recipients did n

유사한데, 경고 수신자의 71%가 저작권 침

ot place an infringing file back on BitTo

해 파일을 비트토렌트(BitTorrent) 시스템

rrent systems. Similarly, the Business S

에 다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

oftware Association told the CBC in 200

니스 소프트웨어 협회(Business Software

6 that the notice-and-notice approach h

Association) 역시 2006년 CBC에서, Noti

as “been most effective.”

ce-and-Notice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
었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2012 캐나다 저

eral support for codifying the informal n

작권 개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비공식 Not

otice-and-notice system into law as par

ice-and-Notice 시스템을 법률로 성문화하

t of the Canadian 2012 copyright reform

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있었다.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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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Misuse

경고의 오남용

Despite the good intentions with the n

이 새 시스템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음에

ew system, it has already been subject

도 불구하고 이미 오남용의 대상이 되었다.

to misuse. Rightscorp, a U.S.-based anti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적행위 단속기

-piracy firm, has used the system to se

업인 라이트스코프(Rightscorp)는 가입자

nd notifications to subscribers that miss

들에게 경고문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사용해

tate Canadian law, citing U.S. damage a

왔는데, 이 기업의 경고문은 캐나다법을 잘

ward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net ter

못 서술하고 있으며 캐나다인들이 합의금을

mination to sow fear among Canadians s

지불하도록 미국 내에서의 배상금과 인터넷

o that they pay a settlement fee.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
고 있다.

The inclusion of a settlement fee dem

경고문 안에 합의금 청구가 포함된 것은

and within the notices is the consequenc

이 법의 허점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 허점이

e of a loophole in the law that arose due

란, 관련 법규 없이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자

to Canadian Industry Minister James Mo

한 캐나다 산업부 장관 제임스 무어(James

ore’s desire to implement the system wi

Moore)의 바람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야당

thout accompanying regulations. Peggy
Nash, an opposition member of parliame
nt,has called on the government to close
the loophole, noting “the Conservatives
have a duty to protect the public against
companies that try to intimidate Canadia

의원 페기 내쉬(Peggy Nash)는 “보수당은
허위 법률정보를 전송해 캐나다인들을 위협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맞서 대중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이 허점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ns by sending them false legal informati
on. They need to close the loopholes no
w.”
Jake Enright, Moore’s spokesperson, r
esponded by stating that “these notices
are misleading and companies cannot us
e them to demand money from 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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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 장관의 대변인 제이크 인라이트(Jak
e Enright)는 “이러한 경고문은 왜곡된 것
이며 기업들은 캐나다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경고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s.” Enright indicated that the governmen

인라이트는 정부가 이 관행을 종식시키기

t would be contacting Internet providers

위해 인터넷 제공자 및 저작권자와 접촉할

and rights holders to end the practice.

것임을 시사했다.

Yet it is not clear how the government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법규의 확립 없이

can stop the practice without establishin

어떻게 이 관행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분명

g new regulations. It engaged in a lengt

하지 않다. 정부는 2012 저작권 개혁 패키

hy consultation process on notice-and-

지를 통과시킨 후, Notice-and-Notice 법

notice regulations after passing its 2012
copyright reform package. Internet prov
iders argued that the system transferred
significant costs to them in order to pro
cess notices and that there should be a
fee charged to rights holders. Moreove
r, they noted that the law specified cert
ain requirements for the notices, but did
not establish any limitations on the inclu
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nor any pe
nalties for notices that contain false or

규에 관한 기나긴 협의 프로세스에 착수했
다. 인터넷 제공자들은, 이 시스템이 경고조
치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상당한 비
용을 전가했으며 저작권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들은, 이 법이 경고조치에 관한 일정한 요건
들을 명시했으나 추가정보 포함에 대한 어
떠한 제한이나 허위정보 또는 왜곡된 정보
를 담고 있는 경고조치에 대한 어떠한 처벌
도 확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isleading information.
Most stakeholders expected some reg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법규(regulatio

ulations, but Moore decided to forge ahe

ns)가 생겨나길 기대했지만, 무어 장관은 법

ad with only the statutory provisions. As

령조항(statutory provisions)만 추진하기

a result, companies are free to use the

로 결정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이 경고 시

notice system to add information that ex

스템을 이용하여 법령(statute)이 요구하는

tends beyond the minimum required by t

최소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정보를 자유롭

he statute.

게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 캐나다 시스템의 오남용은, 저작권 경

uld have been avoided with more detaile

고문 내용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특징으로

d regulations that featured explicit limit

하는 더욱 세부적인 법규가 있었다면 막을

s on the content of copyright notices. W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제한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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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out such limitations, rights holders ar

저작권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 캐

e free to exploit the loophole by using t

나다인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들이지 않고

he system in a manner that was never e

수백만 장의 청구서를 발송하는 등, 정부가

nvisioned by the government, sending m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의

illions of demand letters at no cost to un

허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suspecting Canadians.
Streaming

스트리밍

While the launch of the copyright syst

저작권 시스템의 출범이 무어 장관을 곤

em has proven to be an embarrassment

혹스럽게 만든 데 반해, 많은 캐나다인들은

for Moore, many Canadians are still left

이 법이 온라인에서 동영상에 접근하는 가

wondering whether the law applies to In

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부상한 인터넷 동영

ternet video streaming, which has emer
ged as the most popular way to access
online video.

상 스트리밍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계
속 궁금증을 갖고 있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BitTorrent

최근 몇 년간 무단복제행위에 가담하기

and similar technologies to engage in un

위해 비트토렌트나 그와 유사한 기술을 사

authorized copying has not disappeared,

용하는 일은 사라졌는데, 네트워크 활용방

but network usage indicates its importan

식을 보면 그 중요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

ce is rapidly diminishing. Waterloo-base

음을 알 수 있다. 워털루에 기반을 두고 있

d Sandvine recently reported the BitTor

는 샌드바인(Sandvine)은 최근, 비트토렌트

rent now comprises only five per cent o

가 현재 북미 피크 시간대 인터넷 트래픽의

f Internet traffic during peak periods in
North America (file sharing as a whole t
akes up seven per cent). That represen
ts a massive decline since 2008, when fi
le sharing constituted nearly one-third
of all peak period network traffic.
The decline largely reflects a shif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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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파일
공유 전체는 7%를 차지한다.) 이는 파일 공
유가 전체 피크 시간대 네트워크 트래픽의
약 1/3을 이루었던 2008년 이후로 크게 감
소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감소는 대부분 스트리밍 동영상으

ward streaming video, which is now the

로의 이동을 반영하는데, 스트리밍 동영상

dominant use of network traffic. Netflix

은 현재 네트워크 트래픽의 주된 사용목적

alone comprises almost 35 per cent of d

이다. 네트플릭스(Netflix) 혼자서 북미 피

ownload network traffic in North Americ

크 시간대 다운로드 네트워크 트래픽의 거

a during peak periods with the other top

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튜브(YouTu

sources of online streaming video – You

b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 프라임

Tube, Facebook, Amazon Prime, and Hu

(Amazon Prime), 훌루(Hulu) 등과 같은 다

lu – pushing the total to nearly 60 per c

른 상위권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 소스들

ent.

은 전체를 합쳤을 때 약 60%에 이른다.

The emergence of streaming video rai

스트리밍 동영상의 부상은 몇 가지 흥미

ses some interesting legal questions, pa

로운 법적 문제를, 특히 Notice-and-Notic

rticularly for users wondering whether t

e 시스템이 자신의 스트리밍 습관에 적용될

he notice-and-notice system might appl

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y to their streaming habits. The answer

가질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답은

is complicated by the myriad of online v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무수한 온라인

ideo sources that raise different issues.

동영상 소스들로 인해 복잡다단하다.

The most important sources are the a

가장 중요한 소스로는 네트플릭스, 쇼미

uthorized online video services operatin

(Shomi), 크레이브TV(CraveTV), 유튜브와

g in Canada such as Netflix, Shomi, Cra

같은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허가받은

veTV, YouTube, and streaming video th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방송사나 콘텐츠

at comes directly from broadcasters or

제작자들이 직접 제공하는 스트리밍 동영상

content creators. These popular service
s, which may be subscription-based or
advertiser-supported, raise few legal co
ncerns since the streaming site has obta
ined permission to make the content ava
to remove it.
Closely related are authorized online

구독기반 서비스일 수도 있고 광고가 붙는
서비스일 수도 있다―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작권
자가 콘텐츠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캐나다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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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ervices that do not currently ser

않은 허가받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은

ve the Canadian market. These would in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

clude Hulu or Amazon Prime, along with

스에는 네트플릭스의 미국판과 함께 훌루나

the U.S. version of Netflix. Subscribers

아마존 프라임이 포함될 것이다. 가입자들

can often circumvent geographic blocks

은 미국에서 접속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by using a “virtual private network” that

게 만들어주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irtual

makes it appear as if they are located in

private network, VPN)를 통해 지리적 장

the U.S. Accessing the service may viol
ate the terms of service, but would not
result in a legal notification from the rig
hts holder.

벽을 종종 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접
근하는 것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법적 경고를 야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The most controversial sources are u

가장 논쟁적인 소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nauthorized streaming websites that off

없이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무단 스

er free content without permission of th
e rights holder. Canadian copyright law
is well-equipped to stop such unauthori
zed services if they are located in Cana
da since the law features provisions that
can be used to shut down websites that
“enable” infringement.

트리밍 웹사이트이다.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특징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단 서비스
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저지하
기 위한 장치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Those accessing the streams are unlik

그러나 이러한 스트림에 접근하는 것이

ely to be infringing copyright, however.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캐나다

The law exempts temporary reproductio

저작권법은 기술적인 이유로, 저작권이 있

ns of copyrighted works if completed fo

는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그것이 완료된 경

r technical reasons. Since most streamin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스트리

g video does not actually involve downl

밍 동영상은 실제로 저작물의 사본을 다운

oading a copy of the work (it merely cre
ates a temporary copy that cannot be pe
rmanently copied), users can legitimatel
y argue that merely watching a n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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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구적으
로 복제될 수 없는 일시적 사본을 만드는 것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다운로드
없이 스트림을 시청한 것만으로 법에 저촉

wnloaded stream does not run afoul of t

되지 않는다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he law.
Not only does the law give the viewer

캐나다 저작권법은 시청자에게 편의를 제

some comfort, but enforcement against i

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든 개개인들에

ndividuals would in any event be except

게 집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용

ionally difficult. Unlike peer-to-peer do

자들의 인터넷 주소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wnloading, in which users’ Internet addr
esses are publicly visible, only the onlin
e streaming site knows the address of t
he streaming viewer. That means that ri
ghts holders simply do not know who is
watching an unauthorized stream and ar
e therefore unable to forward notificatio

P2P 다운로드와 달리, 온라인 스트리밍의
경우는 그 사이트만이 스트리밍 시청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누가
무단 스트림을 시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
을, 따라서 경고문을 전달할 수 없음을 뜻한
다.

ns.
While some might see that as an invita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단 사이트가 제

tion to stream from unauthorized sites, t

공하는 스트림을 권유하는 것과 같다고 생

he data suggests that services such as

각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네트플

Netflix constitute the overwhelming maj

릭스 같은 서비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활동

ority of online streaming activity. Shoul

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d unauthorized streaming services conti

다. 그러나 무단 스트리밍 서비스는 분명 계

nue to grow, however, rights holders wi
ll likely become more aggressive in targ
eting the sites themselves using another
feature of the 2012 Canadian copyright
reform package.

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들
은 분명, 2012 캐나다 저작권 개혁 패키지
의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직접 그런 사이트
를 타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다.
미래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SPs have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제공자(IS

started supplementing the notices with a

P)들은 가입자들이 [저작권침해 혐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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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tional information to subscribers so t

한] 위협의 전후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hat they better understand the context o

도록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에 추가정

f threats. However, the bigger issue will

보를 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be the government response.

정부의 대응일 것이다.

Merely stating that the government di

정부가 이 왜곡된 관행에 반대한다는 것

sapproves of the misleading practices is

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부

not enough. The government should ask
the Competition Bureau to conduct an in
vestigation into the misleading conduct.
Moreover, Moore should move quickly t
o implement regulations prohibiting the i
nclusion of settlement demands within t
he notices and create penalties for thos
e companies that send notices with false

는 공정경쟁국(Competition Bureau)에 잘
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
해야 한다. 나아가 무어 장관은 경고문에 합
의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를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허위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담긴 경고문을 보내는 기업에 가할
처벌을 만들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or misleading information.
The Canadian government regularly ci

캐나다 정부는 Notice-and-Notice 시스

tes the notice-and-notice system as a b

템을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자주 언급한다.

alanced approach. At its best, it is a sys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인터넷

tem that has proven effective in raising

가입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터넷 제공자

public awareness about copyright, while

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법적

safeguarding the identities of Internet s
ubscribers, providing legal certainty to I
nternet providers, and leaving potential
legal actions to the courts.
Its fairness is being undermined, howe
ver, with Canadians now facing the pros
pect of a barrage of misleading settleme
nt demands and waiting for their govern
ment to take concrete action to stem th
e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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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법원에 맡기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이 잘못
된 합의금 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놓이고 정
부가 이 흐름을 끊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
길 기다리는 가운데, 그 공정성은 약화되고
있다.

Michael Geist holds the Canada Resea

마이클 가이스트는 오타와대학 법학부의

rch Chair in Internet and E-commerce L

인터넷‧전자상거래법 CRC(Canada Resear

aw at the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ch Chair)이다. mgeist@uottawa.ca 또는

of Law. He can be reached at mgeist@u

www.michaelgeist.ca를 통해 연락을 취할

ottawa.ca or online at www.michaelgeis

수 있다.

t.ca.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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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용철 저작권보호센터 센터장
● 감수위원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지만 일본 수도대학동경 도시교양학부 법학계 조교수
이이덕 연변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학과 교수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통신원
미국담당자
권세진 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노현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담당자
이형정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권학 박사과정 수료
권용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중국담당자
이이화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김이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유럽담당자
김지원 파리 3대학 커뮤니케이션·인포메이션 석사 졸업
장대한 런던대학교(king’
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박은정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김지수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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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