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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IIPA, 2014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검토
보고서 USTR에 제출
미국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은 2014년 2월 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제출함.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중국․인도․러시아․베트남 등 9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음.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한국을 중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정부
SW 합법화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로 지적하고 있음.

2014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USTR에 제출

o 미국 저작권산업 관련 3,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7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2014년 2월 7일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IIPA Special 301 Report)」를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제출함.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지재권 보호수준에 따라
해당 교역국들을 △최우선감시대상국(The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함.
 IIPA는 매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 국가의 법, 정책
또는 관행,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및 시장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USTR에
제시해왔음. 본 보고서는 다른 업계 의견서들과 함께 USTR의「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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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 대한

우크라이나를 유지하도록 제안함.
o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는 기존의 아르헨티나 ‧ 칠레 ‧ 중국 ‧

USA

IIPA의 권고안

o IIPA는 2014년도 최우선감시대상국(The Priority Foreign Country)에

인도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태국을 유지하고, 코스타리카 ‧ 베트남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제안함.

※ USTR에 의해 최우선감시대상국(The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지식재산권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협상 후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감시받고, 위반사례 적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나라를 의미함.

CHINA

o 또한 감시대상국(Watch List)에는 벨라루시,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에콰도르,

CHINA

그리스,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멕시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함.

o IIP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온‧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감소와
저작물의 합법 수출 시장 개방, 무역 협정 내 지식재산권 조항의 이행 등을

CHINA

2014년 IIPA 보고서의
시사점

통한 관련법률 강화조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국 산업계가 직면한 저작권 및 시장 접근을 위한 12개의 핵심 과제로는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및 대응, △인터넷 불법 복제, △관공서‧기업 차원의
무력화행위, △연극․영화 불법촬영, △잡지․책 불법 복제, △유료 TV 및 신호
도난 △무역 협정 내 지재권 조항 실행 여부 등이 언급됨.

o IIPA의 보고서는 올해에도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켰음.
 한국은 198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행된 이후 우선감시대상국
(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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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IIPA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

CHINA

SW 불법복제, △하드디스크 및 모바일 기기 불법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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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2014년 미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12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관공서‧기업 차원의 SW 불법복제' 및 '무역 협정 내
지재권 조항 실행 여부' 항목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한국은 중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정부 SW 합법화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로
지적됨.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서 정부 SW 정품 사용에 관한 내용에
동의했으나, 여전히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SW의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함.
 한-미 FTA의 지식재산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 중앙 정부의 정품 SW
사용 의무화 조항이었음. 국방부 이외의 다른 정부 부처는 현재까지 정품
SW 사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처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SW를 구입할 적절한 재원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IIPA는
앞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IIPA, 2014.2.7.)

※참조
http://www.copyrightalliance.org/2014/02/iipa_releases_special_301_report 2014.2.7
http://www.iipa.com/pdf/2014_Feb07_SPEC301_PRESS_RELEASE.pdf 2014.2.7
http://www.iipa.com/pdf/2014SPEC301COVERLETTER.pdf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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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시라큐스 대학, 학습지도를 위한 저작물
사용 가이드 발표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는 《학습지도를 위한 저작물 사용: 시라큐스 대학 교원용 안내서
(Using Copyrighted Works in Teaching: A Guide for Syracuse University Faculty)》의

CHINA

개정판을 발표함. 이 가이드라인은 시라큐스 대학의 교수진 및 조교, 온라인 과정 관리자,
사서 등이 교육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설명함.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음악, 비디오, 이미지와 시각예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 라이선스를 통한 사용, 보상금 제도를 통한 사용, 공정이용(fair use), 침해 이용 등의
법리 등이 소개되어 있음.

CHINA

안내서 발간 개요

o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는 《학습지도를 위한 저작물
사용: 시라큐스 대학 교원용 안내서(Using Copyrighted Works in Teaching:
A Guide for Syracuse University Faculty), 이하 〈안내서〉》의 개정판을
사서 등이 교육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CHINA

발표함. 이 〈안내서〉는 시라큐스 대학의 교수진 및 조교, 온라인 과정 관리자,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음악, 비디오, 이미지와 시각예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언 및 라이선스를 통한 사용, 보상금 제도를 통한 사용, 공정이용(Fair

o 〈안내서〉는 대학 도서관의 사서이며 현재 도서관장 대행 및 저작권 정보

CHINA

Use), 침해가 되는 이용 등이 소개되어 있음.

정책 사무실의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매튜 다메스(K. Matthew Dames)가
제작함. 〈안내서〉의 초판은 2012년 9월에 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판에는
업데이트된 요약 차트, 멀티미디어 사용의 확장된 콘텐츠, 업데이트된 계약

o 본〈안내서〉는 시라큐스 대학의 교원을 위한 용도로 특별히 제작되었지만,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진과 교직원을 위한 저작권 관련 교육안내서로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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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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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내서〉는 http://copyright.syr.edu/guide에서 확인 가능함. 이 온라인
버전을 공식버전으로 사용하게 되며, 저작권법과 사용 환경 등에 따라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임.
□ 수업에서의 저작물 사용 방법
자료

책, 논문

기사, 간행물

음악, 음성

권장 사용방법
y

전문 링크

y

전체의 10% 또는 단어 1,000자

y

전문 링크

y

전체의 10% 또는 단어 1,000자

y

온라인 링크 또는 스트리밍 연결

y

노래가사, 악보, 뮤직비디오는 전체의
10% 또는 30초 중 적은 분량

영상

이미지

주의사항
y

블랙보드(Blackboard) 내외부에 스캔 이미지 게시 지양

y

정기적으로 자료를 바꾸고 업데이트할 것

y

(대안) 책 구입 또는 e-book의 사용허락을 받음

y

도서관은 많은 학술자료들을 온라인과 인쇄물로 제공하고
있음

y

블랙보드 내외부에 스캔 이미지 게시 지양

y

필요시 시라큐스 서점에서 코스팩1)(coursepack) 주문

y

OLS(Online Learning Service) 또는 VPU(Video Production
Units)를 활용하여 오디오 일부분 제작 조정

y

오디오의 사용은 대학 공연권 사용허락에 해당할 수 있음.

y

(대안) 해당 자료 구입

y

OLS 또는 VPU를 활용하여 비디오 일부분 제작 조정

y

온라인 링크 또는 스트리밍 연결

y

교육목적 이외의 사용은 공연 사용허락 필요

y

3분 또는 전체의 10% 이내 사용

y

DMCA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음

y

(대안) 해당 영상 대여 또는 구입

y

사진가가 촬영한 이미지 또는 스캔한 이미지는 공정이용의

y

5장의 미술 또는 사진 이미지

y

모음집의 10% 또는 공표된 사진
모음집 중 15개의 사진

블랙보드
(Blackboard)
사용

y

업로드 대신 온라인 자료로 링크

y

수업에 등록한 학생이 수업을 위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y

대상이 될 수 있음
y

블랙보드 외부에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출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목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저작권 보호조치 또는 저작권 표시
제거 금지

y

동일 저작물 반복 사용 금지

※ 자세한 사항은 http://copyright.syr.edu/wp-content/uploads/2014/01/SU-Copyrighted-Works-Booklet.pdf에서 확인 가능

1) 학습과 교육 목적으로 책 또는 기사를 인쇄하고 복제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편집본. 코스팩은 예외 없이
허가 수수료 또는 복제 수수료, 또는 두 가지 수수료 모두를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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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보드(Blackboard)

USA

□ 미국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lackboard社에서 개발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학습 기능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함.
□ 본 플랫폼은 PC 및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이용 가능하며, 하버드, 예일 등
세계 랭킹 100위 대학 중 75% 이상이 이를 활용하고 있음.

CHINA

※참조

CHINA

(Syr.edu, 2014.1.21.)

http://news.syr.edu/university-publishes-revised-copyright-guide-22534/ 2014.1.21.
http://copyright.syr.edu/guide/ 2014.2.3.
http://libnews.syr.edu/syracuse-university-publishes-revised-copyright-guide/ 2014.1.15.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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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GIPC, 2014년 1월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지식재산센터(U.S. Chamber of Commerce's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2014년 1월에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국제조약 등 6개 분야 30개 세부
항목에 대한 25개국의 지식재산지수를 산출하여 각국의 지식재산환경을 조사함.

국제지식재산지수
조사 배경 및 목표

o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지식재산센터(U.S. Chamber of Commerce's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2012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첫 번째 보고서에 이어, 2014년 1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
o 전 세계 국가들은 유망직종을 창출하고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며 미래혁신을
조성하여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혁신 경제를 추구하고 있음.
 2011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에 승리하는 첫걸음은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며, 그 혁신의 시작은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지식재산의 보호는 혁신 및 창작 환경의 지원과 세계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향후 유망직종을 창출하고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o 2012년에 발표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제1차 보고서〈Measuring
Momentum〉은 미국의 지식재산환경과 관련한 11개국의 지식재산환경에 대한
것으로, 실험적 측정을 통한 각국의 지식재산환경을 보여주는 학술적 자료로서
지식 기반 경제 건설에 유용한 건설적인 정책 도구로 제시됨.
o 2014년에 발행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제2차 보고서〈Charting the
Course〉는 지식재산환경을 증진하고 번영으로 이끌기 위한 엄격한 학술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지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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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많은 국가들이 지식재산환경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뒤떨어진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함.

USA

국가들은 혁신을 저해하고 창작자 및 발명가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등 시대에

 따라서 2014년 국제지식재산지수의 목적은 각국의 지식재산환경을 바탕으로 과학적
증명방법을 통해 전 세계 지식재산환경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망하려는 것임.

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지식재산지수 제2차 보고서의 발행은 국가들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지식

CHINA

o 2014년은 국가들이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해가

재산의 보호방안을 전망하고, 각 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자국의 지식재산 환경을
검토하고 그 향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제시됨.

o 2012년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특허, 저작권, 상표, 지식재산 집행, 국제조약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25가지 세부 검토 항목으로 구분하여 11개국의 지식재산환경을

CHINA

GIPC 국제지식재산
지수 개관

검토하였음.
 2014년 국제지식재산지수는 2012년의 5가지 영역에 영업비밀 영역을 추가하여
조망함.
 조사 대상 국가들의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의 지식재산환경이 경제

CHINA

6가지 영역에 걸친 30가지 세부 검토 항목에 대하여 25개국의 지식재산환경을

성장 및 개발에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
o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각 세부 지표에 대하여 0 부터 1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지식재산환경을 평가 및 비교함.

CHINA

합계 점수가 최대 30점까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점수를 통해 각국의

o 국제지식재산지수의 점수는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2012년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이 되었던 11개국 중 일부 국가들의 현재 지식재산
환경은 2012년 지수와 2014년 지수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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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개선 또는 후퇴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인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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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국가

o 2012년 및 2014년 지수에서는 전 세계 국가를 고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중하위소득 국가 등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세 개의 분류 집단으로부터
표본 국가들을 선정하여 2012년에 총 11개국, 2014년에 총 25개국의 조사
대상 국가를 선정함.
 2012년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의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의 11개국임.
 2014년 조사 대상 국가는 2012년의 11개 국가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의 14개국을 추가하여 총 25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조사방법 및 조사지표

o 2012년에 발행된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는 25개의 평가지표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 지수에서는 30개의 평가지표로 증가됨. 조사 대상 국가 수 또한
2012년 11개국에서 2014년 25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함.
 2014년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이전보다 방대하고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유용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2012년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는 ①특허, ②저작권, ③상표, ④집행, ⑤국제 조약
관련 분야의 5가지 영역에 걸친 25개의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지표가
산정된 반면, 2014년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는 ①특허, ②저작권, ③상표,
④영업비밀, ⑤집행, ⑥국제 조약 관련 분야 등 6개 영역에 걸친 30개의 세부
항목으로 조사지표가 산정됨.
 점수는 각 지표에 따라 이진법(Binary method), 수치법(Numerical method),
혼합법(Mixed method) 등 3가지 방식으로 부여함.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IP(Intellectual Property) 요인의 존재 여부는 0 또는 1의 점수를 부여하고,
△정량적 자료나 독점기간이 있는 경우 계산식을 이용한 점수를 부여하며,
△이 둘을 혼합한 방식으로서, 3가지(0, 0.5, 1) 또는 5가지(0, 0.25, 0.5,
0.75, 1)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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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조사지표 6개 영역 중 ②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대항한 협력방안을 증진하는 체제의 이용가능성,

USA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는 법적 조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한계 및 예외,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입법,
△정부 ICT 시스템에 정품 소프트웨어 채택을 요청하는 정책 및 지침의 실행
등에 관한 조사지표를 산정함.

저작권침해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비율을 측정함.

CHINA

o 2014년 조사지표 중 ⑤집행 분야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위조 및 소프트웨어

 불법 행위는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하여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범죄 포착
및 조사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추정됨. 저작권침해 및 위조의 정확한 정량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및 위조의 경제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및 위조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가 단위로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되거나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단위로

CHINA

측정방법 및 표본 자료에 좌우될 수 있음.

시행되는데, 위조 및 저작권침해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충분한 실험적 비교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위조 및 불법복제 경제의 일반무역관련 지수(General Trade-Related Index
of Counterfeiting of Economies; GTRIC-e)’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CHINA

 저작권침해 및 위조 수준 측정을 위해서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는 OECD의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율’ 등의 두 가지
주요한 자료를 근거로 함.

o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도 고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중하위 소득 국가로 국가집단이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고소득의

CHINA

국가 집단별 국제지식
재산지수

선진국들은 지식재산환경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
 고소득 국가 가운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최고의 국제지식재산지수를

 고소득 국가 가운데에서, 싱가포르는 저작권 분야의 문제, 호주는 담배 포장
단순화와 관련한 상표 불분명의 문제, 일본은 국제 지식재산 조약 불참 문제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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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국가인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비교적 낮은 지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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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간소득 국가들은 높은 저작권침해와 위조율 등 집행 부문의 약세를 나타냄.
 중간소득 국가 가운데에서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의 국제지식재산지수가
상승하는 등 이들 국가들의 지식재산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o 2013년 미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적된 바 있는 우크라이나는 중하위 소득 부류 가운데 브릭스(BRICS)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그러나 국제 조약 분야의 높은 점수로
인해 합계 점수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o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를 포함하는 5개의 브릭스 국가들의
경우, 2012년에 이어 여전히 지식재산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냄.
 남아프리카는 브릭스 국가들 가운데 4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식재산환경
점수를 얻었으나, 인도는 계속해서 브릭스 및 전체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지식
재산환경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음.

<그림 1> 전체 조사 국가의 국제지식재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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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집단별 저작권
환경

o 저작권 항목과 관련한 지표의 순위는 미국(6점 만점 중 5.75)이 선두를 차지하여
가장 우수한 저작권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영국(5.13),
(1.49), 인도(1.47), 인도네시아(1.27), 아르헨티나(1.13), 베트남(1.03)이 하위권을

USA

프랑스(4.99), 싱가포르(4.99), 뉴질랜드(4.9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지리아
차지함.
o 고소득 국가 가운데에서 캐나다는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뒤진
저작권 환경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CHINA

점수를 나타냈고, 2012년 캐나다 저작권법의 개정 이후 캐나다의 전반적인

o 중간소득 국가 가운데에서 말레이시아는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방지하는 협력적 방안의 실행 등으로 다른 중간소득 국가 및
브릭스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지식재산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등은 만점의 25%를 획득하지 못하는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특히

CHINA

o 중하위소득 국가 가운데에서,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취약한 저작권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CHINA

(GIPC, 2014.1.28.)

※참조

-edition/ 2014.1.28
http://www.ip-watch.org/2014/01/31/us-highest-india-lowest-on-us-chamber-international
-ip-index/?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2014.1.31

2013.1.7
http://dev.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3/01/020119_GIPCIndex_final.pdf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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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nagingip.com/Blog/3303928/Is-the-US-IP-system-really-the-worlds-best.html
2014.1.30
http://www.theglobalipcenter.com/measuring-momentum-the-gipc-international-ip-index/

CHINA

http://dev.theglobalipcenter.com/wp-content/themes/gipc/map-index/assets/pdf/Index_Ma
p_Index_2ndEdition.pdf 2014.1.
http://www.theglobalipcenter.com/charting-the-course-the-gipc-international-ip-index-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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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토렌트프릭, 식스 스트라이크(Six Strikes)
시행 1주년 보고
미국에서 불법 콘텐츠 이용 시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리는‘Six strikes’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감. 지난해부터 컴캐스트(Comcast)社는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 TV 쇼,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에게 저작권 경고를 보냄. 또한
컴캐스트社는 실시간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파일을 공유하는 자들을 파악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식스 스트라이크(Six
Strikes) 시행 1주년

o 미국에서 불법 콘텐츠 이용 시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리는 저작권
경고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CAS)인 식스 스트라이크(Six strikes)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감.
※ 저작권경고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CAS)
□ 2011년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및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와 5개의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I)를 설립하기 위한 협력에서 시작된 미국의 저작권
경고시스템.
□ Verizon, Comcast, AT&T, Cablevision, Time Warner Cable 등 미국의 주요 5개
ISP가 도입을 추진했으며, 2013년 2월부터 시행.
□ 전국 최대 규모의 ISP가 잠재적인 불법 파일공유를 식별하고, ISP는 사용자가
불리해지기 전에 점진적으로 서버에 일련의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저작권경고
시스템보다는 ‘Six Strikes’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함.

o 지난해부터 컴캐스트(Comcast)社는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 TV 쇼,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에게 저작권 경고를 보냄.
 토렌트프릭(TorrentFreak)의 보고서에 따르면, 식스 스트라이크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컴캐스트는 적어도 약 625,000건의 경고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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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매일 2,000건의 경고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개별 컴캐스트 이용자가 받은
통지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음.

차지함. 그러나 한 명의 사용자가 다수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USA

 개인 사용자 1인당 1건의 경고가 통지되었다면 이는 컴캐스트 고객의 약 3%를
정확한 침해혐의의 수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됨.
o 컴캐스트는 미국 최대의 ISP이자 최다 비트토렌트(BitTorrent) 이용자 수를
추정됨.
 토렌트프릭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社 또는 버라이존

CHINA

보유하고 있기에, 다른 공급업체들은 이보다 더 적은 경고를 보냈을 것으로

(Verizon)社 등의 ISP가 발송한 경고 건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음.
ISP들은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I) 집행위원회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임.

CHINA

(Executive Committee)의 과반수의 허락 없이 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o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용자들이 경고를 받고 12개월이 지난 후 추가적인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모든 스트라이크(strikes)는 사라진다는 점임. 따라서
지난 겨울 혹은 봄에 경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 통지를 받지 않은 이용자들은

ISP들의 저작권 보호
노력

CHINA

zero strikes가 됨.

o 컴캐스트는 실시간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파일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을 파악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스템에 특허기술을 적용했는데,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 할당을 제한하거나

CHINA

o 또한, AT&T는 최근 ‘대역폭 남용(bandwidth abuse)’2) 이용자들을 표시하는
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침해에 대응함.

CHINA
2) '대역폭 남용'은 과도한 대역폭을 모호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 파일 공유부터 단순하게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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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ist, 2014.2.7.)

※참조
http://consumerist.com/2014/02/07/report-comcast-sends-out-around-1800-copyright-al
ert-notices-each-day/ 2014.2.7
http://torrentfreak.com/comcast-625000-copyright-alerts-140207/ 2014.2.7
http://consumerist.com/2014/01/31/att-patents-system-that-could-charge-file-sharers-ex
tra-for-data/ 2014.1.31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_Alert_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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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위터에 대한 DMCA 삭제요청
대폭 증가
트위터는 작년 한 해 12,433건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음. 이는 2012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2013년 하반기 6개월간 가장 많은 삭제요청을 받음. 삭제요청과 더불어
미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의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음.

CHINA
o 트위터(Twitter)는 2014년 2월 6일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매일 35건에 해당하는, 총 12,433건의 DMCA 삭제 요청을
받았음. 이는 2012년 당시 요청받았던 6,646건의 대략 2배에 해당함.

CHINA

트위터에 대한
DMCA 삭제요청 현황

※ DMCA 삭제 요청(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akedown notice)

CHINA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NTD) 절차. 이 절차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OSP에게 통지하고 OSP는 해당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림 1> 트위터의 삭제 요청 접수 건수(2012.1.1~2013.12.31)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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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 하반기(7월~12월)에 6,680건의 저작권 침해 혐의 통지를 받음.
이 중 62%에서 트위터는 26,506개의 트윗과 5,847개의 콘텐츠 삭제를 포함하여,
사진, 배경 이미지, 비디오 등을 총 12,243개의 계정에서 삭제하였음.
<표 1> 주요 삭제 요청 통지 단체, 기업 (2013.1.1~2013.12.31)
단체/기업명

삭제 요청

전체 삭제 요청
건에 대한 비율

삭제된 콘텐츠 수

Remove Your Media

693

10.4%

12,350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243

3.6%

5,155

Takedown Piracy

125

1.9%

944

Copyright Integrity International(CII)

104

1.6%

1,653

Web Sheriff

104

1.6%

1,957

1,269

19.1%

22,059

합계

o ‘Remove Your Media 단체(RYM 단체)3)’는 트위터에 삭제요청을 집중적으로
보냈음.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RYM 단체는 693건의 삭제 요청을 보내,
12,350개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삭제하도록 하였음.
o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또한
243건의 삭제요청을 보내 5,155개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였음.
o 반면 트위터에 포스팅된 정보에 대하여 정부 관련 단체의 삭제요청 건수는
매우 적었음.
 과거 2년간 트위터는 법원 명령이나 경찰 또는 정부 단체로부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금지된 자료에 대해 삭제 요청받은 사례가 473건에 불과하였음. 한편,
2013년 하반기 동안에만 365건의 삭제요청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줌.

3) 콘텐츠 제작자가 온라인 미디어의 불법복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비디오 제작자와 마케터
그룹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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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트위터는 지난 한 해, 2012년과 비교해 38% 증가된 2,500건 이상의 사용자

 미국 정부는 2013년 하반기 833건의 정보 제공 요청 중 69%에 해당하는

USA

정보 제공 요청을 정부로부터 받았음.

정보를 획득하였음.
 미국 다음으로 일본(213건), 프랑스(57건), 영국(56건)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었음.

툴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임.

CHINA

 한편 중국은 10건 미만의 정보제공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소셜미디어

(theinquirer, 2014.2.7.)

CHINA

※ 참조
http://www.theinquirer.net/inquirer/news/2327668/twitter-was-bombarded-with-12-000-dmca

CHINA

-takedown-requests-last-year 2014.2.7
https://transparency.twitter.com/copyright-notices/2013/jul-dec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660088&pWise=www2 2008.12.17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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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도서관, 출판사의 항의로 일부 서적의 인터넷 공개 정지
•디지털아트社,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근 차단에 CODA와의 협력 발표
•민영 방송사, 저작권 수익 확보 위해 완전 외주제작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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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국회도서관, 출판사의 항의로
일부 서적의 인터넷 공개 정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사업을 통해 인터넷에 제공하던
「다이쇼 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蔵経)」 및 「난덴 대장경(南伝 大蔵経)」을 출판사 측의
항의로 2013년 6월 7일부터 당해 자료의 인터넷 제공을 일시정지하고, 그 대응에
대해 검토함. 그 결과 2014년 1월 7일, 「다이쇼 신수대장경」은 인터넷 제공을 재개하고,
「난덴 대장경」은 당분간 인터넷 제공은 실시하지 않고 관내 열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사건의 경위

o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98년도에 「국립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상」,
2000년도에 「전자도서관 서비스 실시 기본계획」을 책정함. 이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사업으로서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메이지 시대에 간행된 도서 중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 약 3만 3천 권을
인터넷에 공개함. 또한 2005년 8월에는 「다이쇼 시대 간행 도서의 전자화
사업 실시 계획」을 정하고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 간행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해옴.
o 2009년에는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제31조 제2항이 추가되어 국회도서관에서
원본의 이용에 의한 멸실, 손상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해 추경 예산 127억 엔으로 대규모 디지털화를
실시함.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도서관에서는 2007년 7월부터「다이쇼 신수대장경
(전 88권)」을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2013년 2월부터는
「난덴 대장경(전 70권 중 22권)」도 공개하게 됨.
o 이번 문제는 이들 책을 간행하는 다이조우 출판사(大蔵出版) 측에서 종이책이
현재도 간행 중인데, 원본이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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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국회도서관에서는 2013년 7월, 해당 자료는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해 당사자인 상업 출판사의 항의임을 감안하여 검토를 시작함. 검토 결과,
「다이쇼 신수대장경」은 인터넷 제공을 재개하고, 「난덴 대장경」은 당분간

CHINA

만료되어 인터넷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직접적인

인터넷에서 제공하지 않고 관내 열람으로 한정하기로 한 것임.

o 국회도서관은 관내 검토 조직을 설치한 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검토하여 입장을 정리함.

JAPAN

국회도서관의 검토

 이번 사안은 내외의 평가 가치가 높은 출판물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원칙만 보지 않고 유연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o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서적의 대표 편집자인 다카쿠스 준지로(高楠

CHINA

저작권법적 권리에
대한 검토

順次郎)가 1945년 사망한 이후 50년이 경과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제공을 계속하는 것은 타당함.
 더욱이 출판 활동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하고, 국회도서관 자료의 충실도는
사명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CHINA

문화 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출판사의 상업 활동과 법에 근거한 국회 도서관의

o 또한 출판권은 저작권자가 설정하는 권리로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소멸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임. 출판사 측이
보호되어야 할 법적 권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며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견은 없음.

o 한편, 상업 출판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는 업계 관계자의 견해가 나뉘었는데,
국회 도서관이라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정지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경우의 요건이나 구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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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출판에 대한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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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는 판면권에 대해서는 입법적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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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더불어, 「다이쇼 신수대장경」에 대해서는 출판사의 투자 자금 회수
기간으로서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생각됨. 또 해당 서적에 대해서는
도쿄대학의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가 2008년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2012년부터는 인쇄 판면 데이터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도서관에 의한 인터넷 공개가 출판사의 매상에 영향을 준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인터넷 공개를 재개함.
 다만, 「다이쇼 신수대장경」의 인터넷 제공 재개 시기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출판협회 및 다이조우 출판사와 협의 중임.
o 한편 「난덴 대장경」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온디맨드판4)(オンデマンド版)이
간행되고 있고 신규 투자 후 경과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국회도서관을 제외한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판 사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부정할 수 없음. 따라서 「난덴 대장경」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정지한 후
출판 사업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재검토를 할 예정임.

o 국회 도서관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될

시사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적재산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이나 상업 출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를 주는 사안임.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안의 이후 전개를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음.

(国立国会図書館, 2014.1.7.)

※ 참조
http://www.ndl.go.jp/jp/news/fy2013/report140107.html 2014.1.7.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109-00000053-impress-sci 2014.1.9.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108-00000008-jct-bus_all 2014.1.8.

4) 이용자의 주문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대응하여 제작하는 출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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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디지털아트社,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근 차단에 CODA와의 협력 발표
일본의 정보 보안 업체인 디지털아트社는 2014년 1월 27일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DA)와 제휴하여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접근을

o 정보 보안 업체인 디지털아트社는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와 제휴하여 일본 내에서

CHINA

디지털아트社,
CODA와 제휴 발표

JAPAN

차단하는 대책에 협력할 것을 발표함. 이번 협력으로 일본 콘텐츠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에 협력할 것임을 발표함.
 디지털아트社는 필터링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 보안 업체로서, 제품의
기획・개발・판매 지원까지 일괄하여 실시하는 일본 최초의 웹 필터링
<i-필터>, 기업용 <i-FILTER>, <i-FILTER 브라우저&클라우드>를 출시해
왔으며, 그 외에도 기업용으로 △전자 메일 필터링 소프트웨어 <m-FILTER>,

CHINA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임.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품으로는 가정 및 개인용

△전자 메일 오송신 방지 솔루션 <m-FILTER MailAdviser>, △시큐어・프록시・
어플라이언스 제품 <D-SPA>, △파일 암호화・추적 솔루션 <FinalCode>를

o CODA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CHINA

제공하고 있음.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불법 복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와 콘텐츠 기업이 협력하여 만든 단체임.
 2002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어, 2009년 4월부터는

CHINA

일반 사단법인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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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협력의 기대효과

o 이번 디지털아트社와 CODA와의 제휴는 CODA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콘텐츠의 권리 보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지 정부기관에 적발을 요청하는
한편 정보 보안 관련 업체와 제휴하여 일본 내에서 해외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2013년 12월부터 개시하였기 때문임.
 본 대책에 의해 일본 콘텐츠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보급 · 향상시키고, 침해 행위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디지털아트社는 각종 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음. 작년 9월에는 오사카부
경찰 본부와, 12월에는 경찰청과 각각 불법 사이트 피해 확대 방지 대책에
협력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들을 웹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피해 확대 방지에 노력 중임.
o CODA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는 디지털아트社의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기업・관공서 전용 <i-FILTER>, <i-FILTER 브라우저
&클라우드> 및 가정용 <i-필터>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소프트웨어・반사회적
행위’ 카테고리에 수시로 반영하고 있음. 사전에 설정 화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반사회적 행위’ 카테고리를 차단 대상으로 설정해 주면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속하려 해도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확대 방지 대책으로서
유효하다고 밝힘.
o 향후에도 디지털아트社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임을 밝힘.

(Digital Art, 2014.1.27.)

※ 참조
http://www.daj.jp/company/release/data/2014/012701.pdf 2014.1.27.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128-00000012-mycomj-sci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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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민영 방송사, 저작권 수익 확보 위해
완전 외주제작 기피
작년 민영 방송사의 수익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몇 년 전부터 민영
방송사와 자본관계가 있는 계열사 이외에는 완전 외주제작을 기피함으로써 영상물에

o 2013년에도 일본 민영 방송사의 수익이 최고를 기록함. 작년 시청률 2관왕을
달성한 TV아사히(テレビ朝日)의 매출액은 2,655억 엔(2014년 3월 기준)으로

CHINA

日 민영 방송사,
수익 최고 기록

JAPAN

대한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되어 2차 사용 수익을 모두 독점한 결과임. 이에 따른
외주 회사의 경영 문제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전년 대비 117억 엔이 증가함. 니혼테레비(日本テレビ)도 매출액이 3,38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17억 엔 증가함. 이러한 매출액은 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액수임.

o 시청자도 광고주도 ‘텔레비전 멀리하기(テレビ離れ)5)’를 가속화하고 있는

CHINA

민영 방송사, 저작권
확보 위해 완전 외주
제작 기피

가운데, 민영 방송사는 최고의 수익과 직원들의 최고 급료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이익 중시에 대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음.

곧바로 방송 가능한 ‘완제품 영상(完パケ)’, 즉, 완전 외주제작을 인정하지

CHINA

o 민영 방송사들은 몇 년 전부터 계열 제작사 이외에는 편집이 끝난 상태로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완전 외주제작을 하게 되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 귀속되기 때문임. 즉, 드라마 등의 방영이 종료된 후 DVD
제작 등에 의한 2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민영

CHINA

방송사가 독점하기 위하여 완전 외주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5) 미디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텔레비전보다 다른 미디어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텔레비전의 지위가 저하되는
현상을 일컬음. 일본에서는 특히 2000년경부터 이러한 현상이 현저해짐.

❘31

SPRING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외주 제작사들의
경영상태 악화

o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양질의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해 온 우수한
외주제작사들의 경영 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 때문에
외주 제작사들은 단순한 인재파견 회사에 불과하고, 육체노동으로 여겨져
아르바이트로 AD(assistant director)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늘고 있는 상황임.

(NEWS ポストセブン, 2014.2.22.)

※ 참조
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40222_242003.html 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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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영상저작물 조기경보목록 발표
•CISAC, 아태지역 사무소 베이징으로 옮겨
•인터넷 저작권 침해 대응‘청원행동’실시
•작년 저작권 등록건수 대폭 증가
•음악저작권협회, 2013년 저작권료 1.12억 위안 징수
•동영상 저작권침해 사이트 최초 형사문책판결
•CCTV, 저작권관리 전면강화
•법원, 인터넷동영상업체에‘나는 가수다’시즌2 무단상영 중지 판결
•다운로드한 요리법의 CD제작 후 대량복제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가라오케 정품음악집합소 최초공개
•2013년 저작권 분야 10대 사건 발표
•영상저작권산업연맹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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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터넷 영상저작물 조기경보목록 발표
중국 내 인터넷상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진일보된 인터넷 작품유통의 판권관리 감독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互联网传播作品版权监管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인터넷 영상저작물
조기경보목록 공개

o 2014년 1월부터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기 드라마
및 영화의 조기경보목록6)(Early Warning List) 및 관련 수권7)(授權) 정보를
공개하여 전국의 웹사이트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인기 영상저작물의 조기경보
목록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침해행위 방지를 요구함.
o 국가판권국 관련책임자에 의하면 국가판권국은 2014년에 중국 내 웹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이용상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영상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여 관련자들이(특히 영상저작물 권리자) 관련 정보의 이용 및 조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관련 웹사이트를 감독할 예정임.
 국가판권국은 2013년 2분기와 3분기 분기별로 초기심사를 마친 인터넷 영상
저작물 리스트를 관련 권리자 및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며 검증이
끝나 결과를 발표함.
 또한 이에 기반을 두어 국가판권국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독업무를 추진하여
뮤직비디오 조기경보목록(Early Warning List)을 발표할 예정이며 뮤직비디오
전송 및 배포에 관한 감독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6)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영상저작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임. 즉, 수권, 허가사용, 정보네트워크통신권,
영상물의 귀속 등에 관한 이용정보를 밝혀 수권 받지 않은 자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목록임. 현재
우리나라에 대응되는 개념은 없으나, 저작권보호센터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각 분야별
킬러콘텐츠를 선정‧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는 영상분야의 킬러콘텐츠 명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7)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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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제1차 중점 영상작품 조기경보목록8) 발표(2013.1.29)

1

작품명

中国达人秀
第5季

작품
유형

수권
형식

수권기한

배포 및
교환상황
(업체명)

腾讯

예능

독점

2013.12.08
~2016.12.07

百视通,
风行网,
看看新闻
없음

中国好歌曲

腾讯

예능

독점

2013.01.03
~2015.01.02

3

男媒婆

腾讯

드라마

독점

2014.01.13 爱奇艺, pps,
~2019.01.12 百视通, 乐视

4

我的儿子是奇葩

腾讯

드라마

독점

2014.03.06
~2019.03.05

없음

5

兵临村下

腾讯

드라마

독점

2014.01.05
~2019.01.04

없음

6

爱情公寓 4

爱奇艺, PPS 드라마

독점

2014.01.18
~2018.01.17

없음

恋爱的那点事儿 爱奇艺, PPS 드라마

독점

2013.12.01
~2018.11.30

迅雷, 风行

7

CHINA

2

四大名捕 2

爱奇艺, PPS 드라마

독점

2014.01.21
~2019.01.20

없음

9

漂亮男人

爱奇艺, PPS 드라마

독점

2013.11.20
~2016.11.19

없음

10

打狗棍

爱奇艺, PPS 드라마

독점

2013.10.15
~2018.10.14

百视通

11

境界的彼方

搜狐

애니
메이션

독점

2013.10.31
~2015.10.30

없음

12

周六夜现场

搜狐

예능

독점

2013.12.23
~2014.12.22

없음

13

说出你的故事

搜狐

예능

독점

2013.01.01
~2016.12.31

없음

14

湖南卫视2014年
春节联欢晚会

搜狐

예능

독점

2014.01.23
~2016.01.23

없음

15

湖南卫视2014
元宵喜乐会

搜狐

예능

독점

2014.02.14
~2016.02.14

없음

16

新抱喜相逢

독점

2014.01.20
~2015.03.31

없음

CHINA

8

CHINA
CHINA

优酷, 土豆 드라마

CHINA

권리주체
(업체명)

CHINA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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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행위에
대한 中 정부의 강경
대처 의지

17

单恋双城

优酷, 土豆 드라마

독점

2014.01.20
~2015.03.31

없음

18

乡村爱情 7

优酷, 土豆 드라마

독점

2014.02.03
~2019.02.02

없음

1년간
독점,
2014.01.01
优酷, 土豆 드라마
이후 ~2016.12.31
비독점

없음

19

神探夏洛克 3

20

人生第一次

乐视

예능

독점

2014.01.01
~2014.12.31

없음

21

天龙八部

乐视

드라마

독점

2013.03.31
~2018.12.21

없음

22

屌丝日记

乐视

드라마

독점

영구

없음

23

荷体育

乐视

예능

독점

영구

없음

o 〈의견〉에 따르면 국가판권국은 올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하여 불법
웹사이트의 목록을 발표하고 침해행위가 심각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할 예정임. 웹사이트 감독업무에 기반을 두어 악의적인 침해
행위 및 등록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하여 국가판권국은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
公安部), 정보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국가인터넷정보부(国家网络
信息办公室) 등과 협력하여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이라 밝힘.

(中国新闻出版报, 2014.1.13.)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86255.html 2014.1.13.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93108.html 2014.1.29.

8) 국가판권국은 2014년 1월 13일 인터넷 영상저작물 조기경보목록의 발표 예정 소식을 공지하였고, 2주일
후인 지난 1월 29일 총 23편의 제1차 조기경보목록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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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CISAC, 아태지역 사무소 베이징으로 옮겨
2014년 1월 국제저작권협회(CISAC)는 아태지역 사무소를 싱가포르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고 밝힘. 이는 아시아 작가의 권리보호의 강화 및 이에 대처할 집중관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 국제저작권협회의 지역사무소가 설립된 최초의 사례임.

CHINA

CISAC, 아태지역사무소
베이징으로 이전

o 2014년 1월 15일 국제저작권협회(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CISAC)는 아태지역 사무소를 싱가포르에서
집중관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 국제저작권협회의 지역사무소가
설립된 최초의 사례임.

CHINA

베이징으로 옮겼다고 밝힘. 이는 아시아 작가의 권리보호의 강화 및 이에 대처할

o 1962년에 설립된 CISAC은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두고 있으며 작가의 권리보호
및 저작권료의 국제적 수익 성장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음악·영화‧
창작자협회(아시아 3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만 명이 넘는 창작자 및
발행인이 그 회원임.

CHINA

연극·문학‧시각예술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CISAC은 120개 나라의 227개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저작권관리부 부장 위츠커(于慈珂)는 CISAC의
경험 및 장점은 중국문화의 국제무대진출과 지식재산권분야의 이미지 강화에

 CISAC의 올리비에(Olivier Hinnewinkel) 총무간사는 중국의 예술 시장은
역동적이고 각 분야 창작자의 권리가 중국과 아태지역에서 보호되는 것은 매우

CHINA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중요하다고 언급함.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87823.html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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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저작권 침해 대응 ‘청원행동’ 실시
2014년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청원행동(淸源行動)’을 실시함.
이번 ‘청원행동’의 목적은 웹사이트 광고수익을 차단함으로서 중국 내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청원행동 실시와
그 배경

o 수도판권산업연맹(首都版權産業聯盟; 비영리단체)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침해행위의 대응방안인 ‘청원행동(淸源行動)’을 실시할 것을 밝히고,
중국 내 인터넷 광고연맹에 대하여 불법 웹사이트에 광고 공급을 차단할 것을
요구함.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의 위츠커(于慈珂) 저작권관리부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문학·음악·영상물은 점점 중요한 소비대상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중국 내 저작권제도, 인터넷 질서, 공공이익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함.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수익의 근원인 광고사이트를
차단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수도판권산업연맹 한찌위(韩志宇) 사무총장의 견해에 따르면 상습적 불법
웹사이트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님. 첫째, 불법 웹사이트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ICP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음. 둘째, 대부분 불법 웹사이트는
인터넷 광고연맹 소속이고 그들은 불법복제된 문학·음악·영상저작물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 사용량을 증가시켜 광고이익을 배당함. 따라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적 재원을 차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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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계의 대응

o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광고연맹 중 하나인 바이두(百度; 중국 검색 엔진)
연맹은 적극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광고시장의 경영 질서를 바로잡고

 바이두 연맹 수찡(苏静) 정책연구부 대표는 이번 ‘청원행동’에 협조하기 위하여

CHINA

업체내부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바이두 청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힘. 이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링크주소를 제공하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의 광고를 차단하고 공익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것임. 따라서 바이두 연맹의 회원이 불법 웹사이트로 인정될 경우

o 현재 중국 내 인터넷 광고시장을 다루고 있는 광고연맹들은 수십 개 정도이며,

CHINA

광고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됨.

대부분의 광고연맹은 유명도에 따라 광고를 받고 이를 다시 내부회원(웹사이트)에게
배분하고 있음. 하지만 내부회원 중에는 불법 웹사이트가 섞여 있고 이들도
수익을 받으며 생존하고 있음.

CHINA

청원행동에 대한
강력한 시행 의지

o 수도판권산업연맹 회장이자 베이징판권국(北京版權局) 부국장인 왕예페이
(王野霏)는 광고연맹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청원행동’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힘. 또한 ‘청원행동’은 녹색통로(绿色通道)를 제공하는 등 권리자들이 권리를

CHINA

주장하는데 신속·편리한 절차를 제공할 것임을 밝힘.

(中国新闻出版报, 2014.1.10.)

CHINA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86179.html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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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작년 저작권 등록건수 대폭 증가
중국국가판권국(中國国家版权局)은 2013년도 중국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권
질권 설정 등록 건수가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中, 2013년도 저작권
등록 현황 발표

o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2013년도 중국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권 질권
설정 등록 건수가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2013년도 중국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845,064건이며 2012년도의 687,651건과
비교하여 22.89% 증가하였음.
 2013년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등록 건수는 164,349건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8.04%가
증가하였음.
 2013년도 저작권 질권 등록 건수는 총 244건으로, 총 담보 금액은 31.726억 위안에
달함. 2012년도의 146건, 27.51억 위안과 비교하여 대폭 상승한 수치임.

(中国國家版權局, 2014.1.23.)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88550.html 2014.1.23.
http://www.sipo.gov.cn/mtjj/2013/201301/t20130124_784293.html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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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음악저작권협회, 2013년 저작권료
1.12억 위안 징수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는 2013년 저작권료로 1.12억 위안의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82.23%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었다고 발표함. 중국의 음악저작권
이용허락 수입은 2012년 1억 위안을 돌파하는 등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함.
이는 중국 저작권법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CHINA
o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 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2013년
저작권료로 1.12억 위안의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82.23%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었다고 밝힘.

CHINA

中 음악저작권협회,
2013년 저작권료 수입
현황 발표

o 작년 협회의 저작권 수입은 인터넷, 출판, 방송, 항공, 호텔, 소매, 레스토랑
그리고 유흥 등 각 업종에서 발생하였음.
 1.12억 위안의 저작권 허락 수입 중, △공연권 이용허락 수입은 약 5,282만 위안
△뉴미디어 이용허락 수입은 약 1,412만 위안(전체 수입의 12.61%), △복제권
이용허락 수입은 약 510만 위안, △해외협회 이용허락 수입은 약 500만 위안이었음.

CHINA

(전체 수입의 47.1%), △방송권 이용허락 수입은 약 3,474만 위안(전체 수입의 31%),

o 중국 「저작권법」의 실시에 따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점진적 개선 및 국민의
저작권 보호의식의 향상으로 협회의 이용허락 수입 또한 점차 증가하였음. 특히
이어 2012년 1억 위안(1.099억 위안)을 돌파하며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CHINA

2009년 4,253.7만 위안, 2010년 6,801.86만 위안, 2011년 8,889.31만 위안에
나타냈음.

※ 참조
http://www.huaxia.com/zhwh/whxx/2014/02/3735100.html 2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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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동영상 저작권침해 사이트 최초
형사문책판결
베이징시 해정구(海淀区) 검찰원(檢察院)에 의하면 장 모 씨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징역 6개월,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음. 본 사건은 영상저작물 단속행동 ‘검망행동
(剑网行动)’ 실시 이후 북경시 검찰기관이 처리한 최초의 인터넷 동영상 침해안건이자
중국 최초의 동영상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형사판결임.

사건의 개요

o 2013년 7월 30일, 많은 권리자들이 중국 내 2개의 동영상 웹사이트가 온라인
플레이어의 방식으로 영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함. 해당
영상물은 러스왕(乐视网; LeTV), 요우쿠왕(优酷网; Youku), 소후(搜狐; Sohu) 등의
웹사이트가 독점적 정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음. 신고를 받은 경찰 측은 사건을
접수하여 그 다음날 용의자 장 모 씨를 체포함.
 장 모 씨 진술에 따르면 2013년 3월 그는 쇼핑사이트를 통하여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구입한 후 관련 웹사이트의 운영기술을 배워왔고, 서버를 임대하여
동영상 사이트인 ‘2345히트플레이어(2345热播)’와 ‘S급영화(星级S电影)’를
설립한 후 딥 링크(deep link)9) 방식으로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함.
 영상물 웹사이트는 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인터넷의 ‘시드자원
(Seed resource)’을 수집하고 서버에 저장함.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상 및
드라마를 볼 때 특정 서버를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클릭하면
다시 다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직접재생이 가능함.

9) 연결되거나 검색되어 들어간 사이트의 최상위 페이지 즉, 홈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웹 페이지로
가는 하이퍼링크(hyperlink). 딥(deep)은 한 사이트에 있는 웹 페이지의 계층 구조 내에 있는 페이지의 깊이를
가리키는 말로 계층 구조 내의 최상위 페이지, 즉 홈 페이지 아래에 있는 페이지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딥이라고
간주됨. 예를 들면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list.php는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www.cleancopyright.or.kr) 내에 ‘해외저작권보호동향’ 보고서가 게시된 페이지에 대한 딥링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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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 모 씨는 광고연맹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관련 광고의 프로그래밍코드
(Programming code)를 자신이 설립한 동영상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은행계좌로 광고비를 입금함.

CHINA

광고가 재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광고업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장 모 씨

 장 모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된 많은 광고연맹과 파트너쉽을 맺었으며
웹사이트 상의 광고 클릭횟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창출함. 그는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만 위안(한화 약 700만 원)의 이익을 얻음.

o 검찰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장 모 씨를 기소하였고,

CHINA

사건의 결과 및 시사점

장 모 씨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음.
o 본 사건은 각종 온라인 저작권 침해 척결 전담행동인 ‘검망행동(剑网行动)’
형사사건임.

CHINA

실시 이후 중국 최초로 검찰원에서 처리한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이자

o 웹사이트의 딥링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딥링크가 저작권침해라는
최초의 판례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CHINA

(中国新闻出版报, 2014.2.12.)

※ 참조

CHINA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3765.html 2014.2.12.
http://en.wikipedia.org/wiki/Deep_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1844&ref=y&cid=925&categoryId=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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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CCTV, 저작권관리 전면강화
중국 중앙방송국(中央电视台)은 최근 《진일보된 저작권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进一步
加强版权工作的意见)》을 발표함. 이 〈의견〉은 중국 미디어의 발전전략을 구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산업 경쟁 환경에 대응하며, 저작권의 핵심 경쟁력 강화와 국제 홍보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발표됨. 〈의견〉에 따르면 저작권관리 내용에 관한 10가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초기(2014), 중기(2016), 장기(2020)별로 업무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전면적으로 저작권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특히 올해에는 저작권 관리부문의
직무를 한층 명확히 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를 추진하는 등 저작권관리 체제를 강화할 방침임.

中 CCTV, 저작권 업무
강화 추진

o 중국 중앙방송국(中央电视台,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이 발표한
《진일보된 저작권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版权工作的意见), 이하〈의견〉》은
저작권 업무를 강화하여 CCTV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제시함.
 이를 위해 저작권 구매시스템 및 대외적 저작권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동시에
제작사와의 협력 과정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과정 중 발생한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협상 팀을 구성할 것을 제시함.
 또한 저작권판매 및 광고경영조율제도, 저작권개발 장려제도, 권리구제제도, 뉴미디어
광고경영, 저작권개발 통합기획제도 등을 구축하여 저작권 분산 관리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각종 저작권법률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함.

저작권 관리에 대한
CCTV의 최근 동향

o 작년 말 CCTV는 처음으로 총회 형식의 저작권 업무 회의를 개최함. 이 총회에서
저작권은 빅데이터(big data), 옴니미디어(omnimedia) 시대를 맞아 CCTV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핵심적 경쟁력으로 지목되었음.
 CCTV 후잔판(胡占凡) 사장은 《저작권업무의 중요지위 및 CCTV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 확립(确立版权工作的重要地位，打造央视发展新的增长点)》을 주제로
발표함. 그는 체계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새로운 형세에서 저작권
업무의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최근 이슈를 분석하여 향후
전면적으로 저작권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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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잔판(胡占凡) 사장은 CCTV가 세계 일류 수준의 미디어업체로서의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 전략화와 세분화된 관리, △TV프로그램의
미디어업체의 지속적인 종합 경쟁력을 향상할 것을 제안함.

CHINA

내용․형식 및 홍보수단의 혁신 등의 추진, △우수한 저작권 자원 확보를 통해

 그리고 저작권 관리부문은 통합적으로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모든 활동 분야에서 조기에 참여하고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합동체계를 구성할 것을 밝힘.

o CCTV 총편집실(中央电视台总编室)의 석촌(石村) 부주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CTV 저작권업무의 주된 기능은 프로그램 제작·개발·구입 등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저작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음. 저작권업무의 주요목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즉 CCTV가 소유한 모든 저작권

CHINA

CCTV 저작권 관리 강화
방침의 의의

CHINA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저작권관리센터를 설립하여 CCTV 내부 저작권관리

가치의 극대화와 장기적인 저작권 가치의 극대화를 의미함.
o 이러한 의미에서 〈의견〉은 CCTV 임직원의 저작권인식을 향상시키고 명확한
강화를 통한 권익보호를 지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저작권 생산과 구매,
△저작권자산 경영개발, △지속적인 법규체계 개선, △뉴미디어 저작권관리

CHINA

초기·중기·장기 저작권 업무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방법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컴퓨터 저작권관리 시스템 보안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정함.

보여주며 타 방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CHINA

o CCTV의 이러한 행동은 국영방송으로서 정부의 저작권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中国新闻出版报, 2014.2.13.)

CHINA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4071.html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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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인터넷동영상업체에
‘나는 가수다’ 시즌2 무단상영 중지 판결
러스왕(티엔진)정보기술유한공사(乐视网[天津]信息技术有限公司)는 펑싱온라인기술
유한공사(风行在线技术有限公司)가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나는 가수다〉 시즌2를
방영하자 펑싱왕을 상대로 정보네트워크통신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베이징시
하이디엔구 인민법원은 러스왕이 펑싱왕에게 <나는 가수다> 예능프로그램 방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 혹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방영을 중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림.

소송의 배경

o 베이징의 펑싱온라인기술유한공사10)(风行在线技术有限公司, 이하 ‘펑싱왕’)가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나는 가수다> 시즌2(<我是歌手> 第二季)를 방영한
것에 대하여, 러스왕(티엔진)정보기술유한공사11)(乐视网[天津]信息技术有限公司,
이하 ‘러스왕’)는 펑싱왕을 정보네트워크통신권12) 침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러스왕은 후난위성TV(湖南卫视)가 제작·방영한 2014년도 <나는 가수다>의
네트워크상의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획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송을 제기함. 펑싱왕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펑싱왕이 운영하는 포털과
휴대폰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2014년도 <나는 가수다> 를 상영하였음.
 2014년 1월 26일 러스왕은 펑싱왕을 상대로 변호사 서한을 보내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그러나 펑싱왕의 답변이 없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펑싱왕의 권리침해 중지와 100만 위안(한화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과정 중 러스왕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2014년도 <나는
가수다>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거액의 판권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임. 펑싱왕의 권리 침해행위가 즉각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펑싱왕에 인터넷과 휴대폰 상의 권리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청구함.

10)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운영업체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온라인 인터넷 TV 등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함. (http://www.funshion.com)
11)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러스왕(乐视网, LeTV)’을 운영하는 인터넷 동영상 업체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셋톱박스, 스마트TV 출시 등 다양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www.letv.com)
12)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전송권’과 상응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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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베이징시 하이디엔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펑싱왕은 펑싱
포털 및 휴대폰 사용자에게 후난위성TV의 2014년도에 이미 방영되었거나
곧 방영할 <나는 가수다> 예능프로그램 방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청구한 안에
대해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 혹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방영을 중지하는

CHINA

中 법원,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신청 수용

소송가처분13) 판결을 내림.
 법원은 쌍방 당사자를 출석시키고, 후난위성TV의 모든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독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난콰이러양광회사(湖南快乐阳光公司)를 사건의

 최종적으로 하이디엔구 법원은 펑싱왕이 제출한 계약서상에 펑싱왕이 취득한

CHINA

제3자로 추가하여 초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

사용권은 단지 후난위성TV의 2013년도 <나는 가수다>의 정보네트워크
통신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후난콰이러양광회사는
2013년도에 제작·방송한 <나는 가수다>의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펑싱왕에
밝힘. 그 이유는 2014년도 <나는 가수다>의 독점적 정보네트워크통신권
권한을 러스왕에 부여하였기 때문임.

CHINA

허락하였을 뿐, 2014년도 제작·방송한 <나는 가수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펑싱왕은 방영행위에 대한 합법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도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은 적시성이 매우 강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임.
보상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법원은 펑싱왕에 대해 위에서 서술한 가처분명령을 내림.

본 판결의 시사점

CHINA

따라서 펑싱왕이 계속해서 방영을 한다면 러스왕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o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단속이 인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中国新闻出版报, 2014.2.18.)

CHINA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는 다른 많은 콘텐츠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함.

※ 참조

13) 소송가처분이란 소송과정 중에 침해행위가 명확히 성립할 경우에 사법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혹은 실시하고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소송제도로서
실제 분쟁의 해결 전에 침해행위가 반복 혹은 예견되는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손해를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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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4503.html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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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운로드한 요리법의 CD제작 후
대량복제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안후이성 벙부시 위후이구 인민법원은 국가판권국이 단속한 안후이성 ‘중국특색
미식창업망’의 불법복제된 음향·영상제품의 판매 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주범인
요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100만 위안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며 종범인 송 모 씨와
마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3년, 그리고 벌금 6천 위안과 16만 위안으로 차등하여
구형함. 본 사건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안건의 ‘삼심합일’을 정식 실행한 이후 심리한
최초의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中 저작권 침해 관련
첫 ‘삼심합일’ 집행

o 안후이성 벙부시 위후이구 인민법원(安徽省蚌埠市禹会区人民法院)은 국가판권국
(国家版权局)이 단속한 안후이성 ‘중국특색미식창업망(中国特色美食创业网)’
사이트의 불법복제된 음향·영상제품의 판매 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및
벌금형의 구형을 선고함. 지식재산권 안건의 ‘삼심합일(三审合一)’을 정식으로
실행한 이후 심리한 최초의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임.
※ 삼심합일(三审合一)
□ 2006년 8월 광동성 고등법원이 <광동성의 부분 기층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의 형사,
민사, 행정의 ‘삼심합일’ 심판 방식의 개혁실행 확대에 관한 실시방안(시행)>을 발표함.
이는 지재권과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안건을 법정에서 통일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하는 재판 방식을 말함.
□ 광저우시 티엔허 인민법원,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포산시 난하이구 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삼심합일을 시범 시행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규범성 문건의 방식으로 삼심합일의 개혁을 시작함. 이후 장수, 저장, 후베이 등
몇몇 지역의 법원이 모두 삼심합일의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였음. 2011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고급법원 5곳, 중급법원 50곳, 기층법원 52곳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시행하였음.
 인터넷상의 각종 특색 있고 맛있는 요리의 조리비법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러한 글과 사진 자료를 하나로
모아 학습용 CD로 제작하여 대량 복제․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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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후이성 판권국(安徽省版权局)에 따르면 안후이성 벙부시 위후이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주범인 요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100만 위안
각각 징역 2년과 3년 그리고 6천 위안과 16만 위안으로 차등하여 벌금형을

CHINA

(한화 약 1억 8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며 종범인 송 모 씨와 마 모 씨에게는
구형함.

o 2011년 말부터 2012년 11월까지 피고는 ‘중국특색미식창업망’을 개설하여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훠궈14) 및 간궈15)의 조리비법, 만두 빚는 비법, 수육
조리비법과 마라탕16) 조리비법 등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음식과 간식 조리

CHINA

사건의 내용

비법의 전자문서 및 영상교육 자료를 미식관련 교육 비디오 마스터디스크로
제작함. 그리고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마스터디스크를 교육
CD로 만들고 포장하여 대량으로 복제함.

통해 한 매당 258위안(한화 약 4만 5천 원)의 가격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

CHINA

o 이어서 피고는 ‘중국특색미식창업망’에 공고를 올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각지에 판매 및 유통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o 벙부시 판권국(蚌埠市版权局)은 신고 접수 후 안후이성 판권국(安徽省版权局)의
등록지가 상하이이며 서버는 항저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밝혀냈음. 또한
불법으로 음향·영상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수입이 최소 50만 위안(한화

CHINA

지휘 하에 조사를 거쳐, 2012년 10월 12일 정식으로 입안하고 해당 홈페이지의

약 8천7백만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함.
o 벙부시 판권국(蚌埠市版权局)은 10월 29일 해당 안건을 공안부문으로 이송하였으며
판권부문과 공안부문은 연합하여 특별안건전담팀을 조직하기에 이르렀음.

15) 양배추 같은 채소류와 고기를 작은 냄비에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먹기 전 파라핀을 연료로 하여 가열시키며
먹는 음식으로 중국 현지의 대부분의 중식당에 있는 메뉴로 가격이 싸고 맛이 좋아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임.
16) 여러 가지 재료를 직접 골라 매운탕에 익혀 그릇에 담아 여러 종류의 면과 함께 먹는 음식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야식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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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샤브샤브와 유사한 음식으로 매운 국물에 각종 채소 및 고기류를 넣어 먹는 음식으로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임.

CHINA

10월 30일 벙부시 공안국 벙산분국(蚌埠市公安局蚌山分局)에 정식 입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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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안건전담팀은 11월 8일 현장에 대한 기습조사를 실시했음. 그 결과 경영에
사용된 8대의 컴퓨터와 판매에 사용된 각종 교육용 CD 1만 6천여 장, 그리고
CD 생산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위조상표, 바코드, 제품설명서 등을 압수하였음.
또한 실제 이 사건과 연루된 금액이 180여 만 위안(한화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또한 특별안건전담팀은 즉시 광저우, 뚱관, 항저우 등지로 급파되어 관련 증거
수집 작업을 벌였으며, 압수한 관련 음향·영상제품에 대해 감정을 완료함.
2013년 5월 28일 공안부문은 해당 안건을 벙산구(蚌山区) 검찰로 이송하여
심의 후 기소함.
o 법원은 심의 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녹화영상제품을 복제․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불법 소득액수가 상당하며,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기타 특별 엄중 상황(其他特别严重情节)’에 속하여
모두 저작권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중국의 인터넷상 지재권침해 형량 기준 : ‘기타 엄중한 상황’과 ‘기타 특별 엄중 상황’
□ 2011년 1월 11일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적용 법률 처리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
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을 발표하고 지재권 위반
처벌․양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범한 경우는 ‘엄중 상황’에 속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벌금도 물게 됨.
□ 영리를 꾀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SW․타인의
출판물․음악․영화․TV 제작물․미술․사진․인터넷 영상물․녹음 영상물 등을 퍼뜨린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기타 엄중한 상황’에 속하게 됨.
o ▲불법 경영 액수 5만 위안 이상, ▲타인 작품을 유포한 수량의 합계 500건(부) 이상,
▲유포한 타인 작품의 실제 클릭 수 5만 회 이상, ▲회원제 방식으로 타인 작품을
퍼뜨리고, 등록 회원이 1,000명을 넘을 경우, ▲액수(5만 위안) 또는 수량(1,000명)이
규정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2개 항목 이상의 기준에서 절반을 넘을 경우 등이 포함됨.
□ 이들 기준의 5배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특별 엄중 상황’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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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o 이번 사건은 또한 위후이구 법원이 안후이성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권을 보유한
기층법원17)으로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삼심합일’을 정식으로 실행한 이후 심리한

o 안후이성 판권국 판권처 관계자에 따르면 본 사건은 인터넷을 통하여 권리를

CHINA

최초의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임.

침해한 불법복제 제품을 판매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밝힘. 또한 당국은 현
시점에서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판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함.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이 안건의 신속한 추진과 원만한 종결을 효과적으로

CHINA

o 안후이성 판권국의 신고를 통해 국가판권국은 2013년 11월에 정식으로 관련
보장하기로 함.

CHINA

(中國新聞出版社, 2014.2.20.)

※ 참조

CHINA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4683.html 2014.2.20.
http://www.chuban.cc/bq/jj/201101/t20110114_83062.html 2011.1.1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4447&kind=1 2011.1.14.
http://www.iprcn.com/IL_Zxjs_Show.aspx?News_PI=3617 2010.9.20.
http://law.lawtime.cn/d687823692917_1_p12.html 2012.4.18.

CHINA
CHINA
17) 중국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등 총 4개의 등급으로 구성된 법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53

SPRING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中國

中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가라오케 정품음악집합소 최초공개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는 중국 최초로
가라오케(karaoke) 정품음악집합소의 음악을 공개하고, 중국내 가라오케 업체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함. 정품음악집합소의 음악에는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집중관리단체의 로고와 검색코드가 부착되며, 품질면에서도 우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된 곳에서 소비자의 호평을 얻고 있음.

중국 최초의 가라오케
정품음악집합소 공개

o 2014년 2월 24일 제12회 중국광저우(广州)조명·음향박람회(China[Guangzhou]
International Professional Light and Sound Exhibition)에서 중국음향‧영상
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집중관리단체’)는
중국 최초로 가라오케 정품음악집합소18)의 음악을 공개했으며 중국내 가라오케
업체에게 무료로 배포할 것임을 발표함.
 가라오케 정품음악집합소(Online Music Library)는 권리자로부터 독점적 허가를
받아 광저우보성정보기술유한회사(广州宝声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보성社’)가
개발한 것이며, 이는 가라오케 경영업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임.
 정품음악집합소는 가라오케 업체가 필요한 음악을 제공하며 음악집합소의
콘텐츠는 국가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됨. 또한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집중
관리단체의 로고(LOGO) 및 유일한 검색코드를 정품음악에 부착함.
 집중관리단체의 상임 부이사장 겸 총무간사 왕화펑(王化鹏)은 “정품음악집합소에
노래가 9만 곡 정도이며, 편집이 완료된 곡이 2만 개 정도”라고 소개함.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자들의 가입으로 정품음악집합소를 확장할 예정이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음악제작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 밝힘.

18) 이는 음악을 장르, 가수, 인기차트 등의 카테고리 형식으로 많은 정품음악을 분류하여 노래방(가라오케)
또는 기타 경영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판권국에서 추진한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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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보성社 CEO 벙루하이(冯如海)는 “정품음악집합소의 음악은
원본테이프, 원곡 가수, 히트곡 위주, 뮤직비디오(MV) 등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밝힘.

CHINA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원래 가라오케에서 사용하던 곡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조사에 따르면 현재 광저우(广州) 가신 가라오케(歌神KTV) 및 당회 가라오케
(堂会KTV)가 시범적으로 정품음악집합소의 음악을 설치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소비자들의 신청곡 중 정품음악집합소 음악의 재생율이

CHINA

약 70% 정도에 달하며 정품의 품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음.

(中国新闻出版报, 2014.2.25.)

CHINA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4956.html 2014.2.25.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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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3년 저작권 분야 10대 사건 발표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중국저작권보호센터가 주최한 ‘중국 저작권서비스
연차총회’에서 2013년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함.

2013년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o 2014년 2월 27일 국가판권국 저작권관리부 부장인 위츠커(于慈珂)는 중국저작권
보호센터(中国版权保護中心)19)가 주최한 ‘2014 중국 저작권서비스 연차총회
폐막식’에서 중국신문출판보(中国新闻出版报)와 중국판권(中国版权)잡지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3년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함.
① 정부기관 정품소프트웨어(SW) 혁신업무를 완수함. 2013년 12월말까지
중국 31개 성(省)의 정부기관이 정품SW를 설치함으로써 시범적인 효과에
따른 중국 지적재산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함.
② 국무원(중앙정부)이 저작권법 관련 실시조례를 수정함. 3월 1일 수정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3)》,《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权
法实施条3)》,《정보네트워크통신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3)》는
행정처분 벌칙금을 상향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③ 중국내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건수가 최초로 100만 건을 돌파함. 2013년
저작권 등록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등록건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기타 저작물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22.9% 증가함.
④ 중국저작권협회가 최초로 ‘중국저작권평생성취자상(中国版权事业终生成就者)’을
제정하고, 2013년 11월 30일 제6회 중국저작권정기총회에서 중국저작권에
헌신한 쑹무우원(宋木文) 등 4명에게 상을 수여함.
⑤ 국가판권국은 바이두社(百度) 및 콰이버社(快播公司)의 플레이어를 통한 대량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와 함께 25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가함. 이를 계기로 중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질서를 규범화함.

19) 1998년 9월 중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저작권법의 집행, 저작권관리시스템의 운용,
국가 저작권 전략의 이행, 저작권 공공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저작물 이용 확산, 건전한 저작권 산업 발전의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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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13년 6월 28일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조약(Marrakech Treaty)」을 체결함. WIPO의 186개 회원국과 단체가

⑦ 국가판권국은 교과용 도서를 위한 저작물 이용의 사용료 지급기준을 정한

CHINA

조인한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됨.

《교과용법정허가사용작품지부보수판법(敎科書法定許可使用作品支付報酬辦法)》을
발표했으며 2013년 12월 1일에 시행됨. 이로 인하여 많은 저작권자들이
교과용도서 출판사로부터 해당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됨.

저작권관련산업 업종의 부가가치는 약 2조 6,300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중국

CHINA

⑧ 2013년 발표된 <중국저작권관련산업경제기여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GDP의 6.57%에 해당됨. 최근 몇 년간 저작권관련산업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⑨ 중국의 소설가 첸중수(钱钟书; 1910-1998)의 친필서신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또 2013년 6월 3일,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관하여 경매정지를 판시함.

CHINA

2013년 5월 29일, 국가판권국은 타인의 서신을 동의 없이 경매하는 행위는

⑩ 중국내 인터넷 저작물의 전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판권국은《주요
웹사이트의 자발적 저작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重点网站版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互联网传播作品版权监管工作的意见)》을 발표함.

시사점

CHINA

权主动监管的实施意见)》과 《진일보된 인터넷 작품유통의 저작권관리 감독업무

o 불법복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저작권
관련법규의 규범화로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산업이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CHINA

o 저작권등록 서비스의 활성화와 저작권 침해단속의 강화 등으로 저작권 관련

(中国新闻出版报, 2014.2.28.)

CHINA

※ 참조
http://www.ccopyright.com.cn/cms/ArticleServlet?articleID=16994 2014.2.28.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5178.html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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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영상저작권산업연맹 설립
2014년 2월 중국 베이징에 영상저작권산업연맹(影视版权产业联盟)이 설립됨. 연맹은
영상저작물의 권리보호와 영화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기관들의 공동
제의로 설립됨. 연맹의 설립은 중국 내의 영상저작권 교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향후
국제무대로의 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임.

中, 영상저작권
산업연맹 설립

o 2014년 2월 27일 베이징에 영상저작권산업연맹(影视版权产业联盟, 이하 ‘연맹’)이
설립됨. 연맹은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 중국텔레비전예술가협회
(中国电视艺术家协会), 중국영화인협회(中国电影家协会)가 공동제의하고 영상
저작권창작생산기구, 영상저작권관리운영기구, 방송방영기구, 영상저작권거래
서비스기구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단체로 영상저작물의 권리보호와
영화산업의 발전을 추구함.
 연맹은 중국저작권보호센터의 공공서비스영역의 장점을 살려, 영상저작권의 창작,
이용, 권리구제 등 분야에서 디지털 저작권 식별(Digital Copyright Identifier)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임베디드 서비스의 보급과 응용을 도모함.
또한 영상저작물분야의 여러 우수한 역량을 통합하여 보다 나은 보장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문화 창조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연맹의 이사장이자 중국저작권보호센터 당서기(党委书记)인 저우젠화(邹建华)는
연맹이 설립하게 될 중국 영상저작권교류 플랫폼은 국제영상저작권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중국영화·텔레비전산업의 발전과
국제무대 진출에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마지막으로 연맹창립토론회에서 중국예술연구원(中国艺术研究院), 한국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중앙텔레비전저작권관리부(中央电视台版权管理部), 베이징
동방융허국제저작권거래센터(北京东方雍和国际版权交易中心), 중국텔레비전
예술가협회 애니메이션예술위원회, 중국저작권보호센터 등 초대받은 내빈들이
국내외 영상저작권분야의 발전 동향 및 서비스 유형 등을 주제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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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o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율이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산업연맹 등을 통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CHINA
(中国新闻出版报, 2014.2.28.)

CHINA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95169.html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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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을 통한 극장 내 도촬 방지
•獨 법무부,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적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열람 무료서비스 시행
•EU, 회원국 간 음악 스트리밍 시 역외 라이선스 취득 규정 도입 예정
•獨 법원,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
•유럽사법재판소(ECJ), 무료 콘텐츠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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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英,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을 통한
극장 내 도촬 방지
영국 저작권침해방지연합(FACT)와 영화배급협회(FDA)는 2006년부터 영화콘텐츠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극장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3년 4월부터 영국 극장에서 발생한
12건의 영화 도촬 사건 해결에 기여한 극장 직원들에게 수천 파운드의 현금 보상이
이루어졌음. 최근 영국 영화 산업의 높은 성장세는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영국의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

o 영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은 저작권침해방지연합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이 극장주들의 극장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영화 도촬 방지를 위해 극장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야간촬상장치(night
vision devices)의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 이후 영국 영화배급협회
(Film Distributors’ Association; FDA)를 기반으로 영화 배급사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됨.
o 영화배급협회(FDA) 및 저작권침해방지연합(FACT)의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은
극장직원들이 고된 업무를 감당하도록 교육하고 보조할 뿐만 아니라, 극장직원들이
불법 행위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등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음.
o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은 영국에서의 안전하고 보안성 있는 영화 개봉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
o 극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도촬은 위조 DVD 및 온라인 불법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한 번의 디지털 녹화만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한 불법 복제와 배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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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o 저작권침해방지연합(FACT) 키에론 샤프(Kieron Sharp) 회장은 극장직원들은
재원으로 하여 영화 도촬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장직원들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촬 방지 전략이라고 평가함.

CHINA

영화의 불법 녹화 방지를 위한 최전선에 있으며, 따라서 영화 배급사들의 기금을

 또한 저작권침해방지연합(FACT)은 영국 영화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영화 도촬을 방지하기 위한 극장의 운영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가장 선도적인 국가의 하나로, 보다 철저한 보안을 통해 최신 영화의 배급은
대중들이 보다 다양하게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o 이러한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2013년 4월부터 영국 극장에서
발생한 12건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영화의 도촬을
방지한 데 기여한 15명의 극장직원들에게 수천 파운드의 포상금이 지급됨.

CHINA

프로그램 운영 사례

CHINA

o 영화배급협회(FDA) 마크 베이티(Mark Batey) 대표는 영국은 세계 영화 시장에서

 이들 15명의 극장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촬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
‘그래비티(Gravity)’, ‘캡틴 필립스(Captain Phillips)’, ‘러시(Rush)’, ‘원 디렉션
(One Direction: This Is Us)’, ‘알란 패트리지 알파 파파 및 몬스터 대학(Alan
경찰에 보고되었고, 이 중 5건의 범인이 체포되었으며 9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면밀한 조사 중에 있음.

o 영국 영화산업은 117,000개의 직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해외 관광 수입의 약 10%를 창출하는 등 영화산업은 다방면에서 영국의
산업에 기여하고 있음.

CHINA

영국 영화산업의
영향력

EUROPE

Partridge: Alpha Papa and Monsters University)’ 등 12개의 사건들은 지역

o 2012년 발표된 세계적인 경제 전망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영화산업은 영국 전체 GDP에 46억
파운드 이상, 영국 국고 재산에는 13억 파운드 이상 기여하고 있음.

오피스 수입의 7%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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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시장의 하나인 영국은 2012년 글로벌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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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 영화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영화배급협회(FDA) 및 저작권침해방지연합
(FACT)의 영화콘텐츠 보호프로그램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영국 영화배급협회(Film Distributors' Association; FDA)
□ 1915년 런던에 설립된 영국 내 극장 영화 배급회사들을 위한 거래 단체로서,
영국 영화 위원회(UK Film Council), 정부 및 기타 무역 단체와의 관계에서 영화
배급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영국 영화 산업의 실질적인 지지 단체임
□ FDA는 영화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면서 영국 영화 산업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영국 저작권침해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 및 영국
지식재산권침해방지연맹(Alliance Against IP Theft)의 일원임
※ 영국 저작권침해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
□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영국의 주도적인 기관으로서 기관 회원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함. TV 및 스포츠 방송 저작권자, 영화 배급․제작사 등
총 25개의 회원사 보유.
o 협회․기관 : 영국영상협회(British Video Association), 극장주협회(Cinema Exhibitors'
Association), 영화배급협회(Film Distributors’ Association), 비디오표준
위원회(Video Standards Council),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등
o 방송사 : BBC 월드와이드, 영국스카이방송, ESPN, BT 스포츠 등
o 제작․배급사 : ITV 홈 엔터테인먼트, 파라마운트 픽쳐스, 소니 픽쳐스, 20세기 폭스
영화사, 유니버셜 스튜디오, 월트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프리미어리그 등
□ 1983년에 설립된 이후로, 영국과 전 세계의 영화 배급사와 TV 방송 및 스포츠
권리 보유자들과의 협력 및 모든 유형의 저작권 보호기관들과 협력 하에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침.
□ 저작권 침해사범이 최신 기술 전문가인 경우를 대비하여, FACT는 계속적인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침해사범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FACT는 경찰, 공정거래당국, 관세청, 국경청 및 기타 영국 내외의 관련 기관 및
산업 분야의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주요 업무로 담당함.
o 영화, TV, 스포츠, 기타 매체의 배포를 중심으로 모든 형태의 불법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함
o 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는 불법 DVD, 자동해독기 카드
(decoder cards), 기타 도구를 통하여 상당한 불법 이익을 얻는데 이러한 불법
활동을 방지하여 내구 소비재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
o 영화의 불법 복제와 기타 분야의 온라인 지식재산의 불법 입수 및 배포를 감독하고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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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FACT, 2013.12.23.)

※ 참조

CHINA

http://www.fact-uk.org.uk/cinema-staff-rewarded-for-protecting-films/ 2013.12.23.
http://www.fact-uk.org.uk/about/
http://www.launchingfilms.com/

CHINA
EUROPE
CHINA
CHINA
❘65

SPRING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유럽

EUROPE

獨 법무부,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지적
독일 법률회사 얼만엔드콜라겐(Urmann & Collegen)은 스트리밍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스트리밍 비디오 사이트
‘레드튜브(Redtube)'의 이용자들에게 발송함. 이와 관련하여 독일 법무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당연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함.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가 스트리밍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기 전이므로
이러한 독일 법무부의 의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사건의 개요

o 주로 성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스트리밍 비디오 사이트 ‘레드튜브(Redtube)’를
통하여 자신들의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는 것에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함.
o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스트리밍을 중단할 것을 레드튜브 사이트에
요청하였고, 포르노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250유로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수천 명의 레드튜브 이용자들에게
독일의 법률사무소 얼만엔드콜라겐(Urmann & Collegen)이 발송함.
 스트리밍 이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얼만엔드콜라겐 법률사무소는
스트리밍하는 동안에 콘텐츠가 컴퓨터의 캐시로 복제되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힘.
 파일 공유자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에서 큰 비즈니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이용자들에 대해 경고장이 발송된 것은 이번
레드튜브 사이트 이용자들의 사례가 처음임.
o 스트리밍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장에 대하여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 연방의원 및 독일 좌파당(LINKE)은 스트리밍에 관한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독일 정부에 요청하였고, 독일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스트리밍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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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독일 법무부 장관은 독일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44조a를 근거로
스트리밍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므로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되는
저작물을 관람하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CHINA

스트리밍에 관한
독일 법무부의 견해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적 복제가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면 허용됨.

△합법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일시적 또는 간헐적 복제이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지

CHINA

 독일 저작권법 제44조a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가

않는다면 허용됨.
o 독일 법무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체가 저작권법상 위법에
이용허락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③스트리밍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해져야만 한다고 설명함.

CHINA

해당하려면 ①문제의 콘텐츠가 실제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해야 하고, ②저작권자의

 따라서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배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독일 법무부의 입장임.

o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넓게 인식되어 있으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스트리밍에 대한

EUROPE

독일 법무부 견해의
시사점

독일 법무부의 의견은 스트리밍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성격을 규명하는 계기가 됨.

명확한 의견은 아직 표명되지 않음.

CHINA

o 한편, 스트리밍 행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 대법원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o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스트리밍은
저작권법상 당연위법이 아니라는 이번 독일 법무부의 견해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간의 명확한 법적 성질의 차이를 지적한 것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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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가 스트리밍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기 전이므로 스트리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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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연합 국가들의 저작권법상 스트리밍 행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에, 스트리밍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번 독일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논란이 되고 있음.
o 스트리밍에 관한 이번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조사 중에 있고 최종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무에서도 독일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적용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o 다만 독일 저작권법이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스트리밍에
관한 독일 법무부의 의견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Future of Copyright, 2014.1.8.)

※ 참조
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1/08/streaming-is-not-per
-se-a-copyright-infringing-act-of-reproduction-in-germany.html 2014.1.8.
http://www.wbs-law.de/eng/streaming/ministry-justice-streaming-breach-copyright-l
aw-49592/ 2014.1.8.
http://betanews.com/2014/01/10/watching-pirated-porn-streams-is-not-illegal-says
-german-government/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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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UROPE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열람
무료서비스 시행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도서 중 2000년도 이전에 발행된 135,000여
권의 도서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도서들은 특정 사이트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며, 접근대상이
제한됨. 그러나 본 서비스는 서점 내 책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도서 훼손 및

CHINA

서점 내 완판‧절판 등에 대비하여 향후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유지하려는 취지의
도서 디지털화 작업에 해당함.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 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o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도서 중 2000년도 이전에 발행된
135,000여 권의 도서를 온라인(bokhylla.no)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

CHINA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열람 무료
서비스 제공

 국립도서관은 디지털화된 도서의 온라인 이용을 위하여 코피노(Kopinor; 노르웨이의
복제권 단체)를 통해 저자와 발행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얻어
이번 서비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킴.

서점 내 완판‧절판 등에 대비하여 향후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유지하려는

EUROPE

o 그러나 본 서비스는 서점 내 책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도서 훼손 및
취지의 도서 디지털화 작업에 해당함.
o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이번 프로젝트는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온라인상에서
도서관 운영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CHINA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시도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무료 디지털

(telegraph, 2014.1.16.)

http://www.telegraph.co.uk/culture/books/booknews/10575900/Books-go-online-for-free-in-Norway.html 2014.1.16
http://www.globaltimes.cn/content/838482.shtml#.Ut82ZrWwe70 20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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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 음악 스트리밍 시 역외
라이선스 취득 규정 도입 예정
EU 회원국 간 음악 스트리밍 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간편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음악저작권 관련 규정이 도입될 예정임. 본 규정은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권 사용료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것임.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 본 규정은 EU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24개월 내로 적용될 것임.

EU, 음악저작권 관련
역외 라이선스 규정
도입 추진

o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하나 이상의 EU 국가에서 음악을 스트리밍 할 경우,
그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전보다 간편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음악저작권 관련 역외
라이선스(cross-border licences) 규정의 도입이 추진됨. 이 규정은 지난 2월 4일
유럽 의회(EU Parliament)의 승인을 받음.
o 본 규정은 EU 차원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돕고, 저작자(artist)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 사용료의 적절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유럽의음악저작권관련
역외 라이선스 규정의
특징

o 이번 규정에 따르면, EU 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국가 간 저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로부터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음.
 해당 라이선스는 하나 이상의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 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욱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음.
o EU 회원국의 모든 음악 창작자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저작권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됨.
 저작권 라이선스를 직접 발행하지 않은 집중관리단체도 다른 단체에 그 라이선스
이용요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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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든 집중관리단체는 각 저작자에게 권리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해야 함.

requirements)과 관리 및 수익금의 징수 그리고 사용에 관한 최소규정을 준수해야 함.

o 유럽 국민당 그룹(European People's Party; EPP)의 마리엘 갈로(Marielle
Gallo) 보고관은 “본 규정은 EU 내 저작자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들을 최종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함. 또한 “본 규정은 저작권이
인터넷 환경에 맞춰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저작권은 디지털

CHINA

역외 라이선스 규정에
대한 향후 전망

CHINA

 이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투명성 및 보고 요건(transparency and reporting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국내법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CHINA

o 본 규정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이후 EU 각 회원국들이

(Europarl, 2014.2.4.)

EUROPE

※ 참조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content/20140203IPR34615/html/Cop
yright-cross-border-licences-for-online-music-services 2014.2.4.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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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
독일 법원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토렌트 사이트가 명백하게 저작권침해에
이용되고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가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과는 다른 판결로, 이후 국내
토렌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사건의 개요

o 세계 최대 음반사의 하나인 미국의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社는 h33t.com
사이트에서 미국의 뮤지션 로빈 시크(Robin Thicke)의 앨범인 ‘블러드 라인
(Blurred Lines)’이 권원 없이 배포되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domain name registrar)인 키시스템(Key-Systems)社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비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함.
o 키시스템이 유니버설 뮤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h33t.com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그대로 방치하자 유니버설 뮤직은 키시스템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함.
o 유니버설 뮤직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키시스템은 단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기술적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함.
o 유니버설 뮤직과 독일의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인 키시스템 간의 사건에 대하여
독일 자르브뤼켄(Regional Court of Saarbrücken) 지방 법원은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업체인 키시스템은 토렌트 트래커20) 사이트인
h33t.com의 위법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함.

20) 토렌트 파일 배포자와 다운로더 사이의 연결을 중계해주고 모니터링을 하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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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21)
등록기관인 데닉(DENIC)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결(이하 'DENIC 사건‘)을
내렸던 독일 카를스루에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Justice in Karlsruhe)은
데닉(DENIC)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CHINA

유니버설 뮤직 사건의
판결 및 유사 사건 사례

없고, 다만 침해행위가 ‘명백하고 즉시 식별 가능한 경우’에만 도메인 이름 등록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기술적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함.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첫째, 문제의 도메인 이름이 명백하게 위법행위에

CHINA

o 키시스템은 ‘DENIC 사건’을 근거로 키시스템 또한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사용되어졌고, 둘째,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는 문제의 웹사이트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힘.

의한 권리침해는 ‘명백하고 식별이 쉬운 경우’라는 점을 들어 도메인 이름 등록

CHINA

 그리고 h33t.com의 저작권침해를 판단한 자르브뤼켄 지방 법원은 h33t.com에
업체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업체가 그 등록업체에 등록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인터넷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도메인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시함.
 키시스템은 문제가 된 음악 앨범과 관련한 저작권침해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EUROPE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고지 받은 경우에, 즉시 구체적인 침해여부를

h33t.com 사이트에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파일이 공유되는 등 침해
행위가 지속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키시스템은 h33t.com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자르브뤼켄 지방 법원은 판단함.

벌금을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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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21) 국제적으로 나라 또는 특정 지역 그리고 국제 단체 등을 나타내는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에 배당한 고유 부호를
일컬으며 최상위 도메인으로 취급함. 국가 도메인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앞에 점을 찍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독일의 국가 도메인은 .de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도메인은 .kr임.

CHINA

 키시스템이 이 판결을 무시한다면 최고 25만 유로(한화로 약 3억 7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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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뮤직 사건
판결의 문제점

o ‘명백한 침해’에 관한 법원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하나의 파일 또는 링크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파일 또는 링크를 게시한 사이트 전체의 도메인 이름이
중단되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o 따라서 자르브뤼켄 지방 법원의 판단은 독일에 기반을 둔 도메인 이름 등록
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법적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o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키시스템의 법무 자문위원인 볼커 그레이만(Volker
Greimann)은 현재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힘.

(networkworld, 2014.2.7.)

※ 참조
http://www.networkworld.com/news/2014/020714-german-court-finds-domain-registrar278546.html 2014.2.7.
http://www.pcworld.com/article/2095740/german-court-finds-domain-registrar-liable-for
-torrent-sites-copyright-infringement.html 2014.2.7.
http://yro.slashdot.org/story/14/02/08/0117243/german-domain-registrar-liable-for-copyr
ight-infringement 2014.2.8.
http://www.goldsteinreport.com/article.php?article=21839 2014.2.8.
http://www.pcadvisor.co.uk/news/tech-industry/3501030/german-court-finds-domain-reg
istrar-liable-for-torrent-sites-copyright-infringement/#ixzz2snJrbdCm 2014.2.7.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_%EC%BD%94%EB%93%9C_%EC
%B5%9C%EC%83%81%EC%9C%84_%EB%8F%84%EB%A9%94%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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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다른

CHINA

EUROPE

유럽사법재판소(ECJ), 무료 콘텐츠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판시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2014년 2월 13일 판시함.
또한 링크를 클릭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링크 사이트 상에 존재한다고
인식하여도 동일하다고 판결함.

CHINA
o 이 사건의 피고 스웨덴의 리트리버 스베리예(Retriever Sverige, 이하 ‘피고’)社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사에 대해 하이퍼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피고는 사전에 사용허락(authorization)을 구하지 않고 예테보리스 포스텐

CHINA

사안의 배경 및 소송
의 경과

(Göteborgs-Posten)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스웨덴
저널리스트들(이하 ‘원고’)의 기사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제공했음.

무단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UROPE

o 닐스 스벤손(Nils Svensson) 외 3명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기사를

 2010년 6월, 스톡홀름 지방법원(Stockholms tingsrätt)은 피고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원고는 이에 항소함.

이러한 링크는 공중송신(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구성하는지

CHINA

o 스웨덴 항소법원(The Svea hovrätt)은 판결에 앞서 EU법 상22)의 의미 내에서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에 예비 심사
(preliminary ruling)를 회부함.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2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2001 L 16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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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법은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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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항소법원의
예비 심사

o 스웨덴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예비 심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함.
(1)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정보사회 지침 제3(1)조의 의미
내에서의 공중송신을 구성하는지 여부.
(2)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이거나,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질문 (1)의 의견(assessment)이 영향을 받는 지의 여부.
(3) 질문 (1)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한 후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의 창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저작물이 동일한 웹사이트 상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4) ‘공중송신’이 EU 정보사회 지침 제3(1)조에서 규정된 행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o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3)의 질문을 통합하여 판결함.
o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하이퍼링크 서비스 제공은 공중송신 행위를
구성함을 판시.
 그러한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잠재적 사용자들의 수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중(public)으로 간주될 수 있음.
o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여기에서의 송신은 그러한 최초의 송신이
허락된 시점에서 저작권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new public)’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러한 새로운 공중이
없다고 봄.
 예테보리스 포스텐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 사이트의 이용자는 이미 발간된 저작물에 접근 가능한 공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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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링크를 클릭할 경우 사실상 저작물은 예테보리스 포스텐 사이트 상에
나타나지만, 사용자가 그 저작물이 피고의 사이트 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o 피고와 같은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CHINA

인식을 갖더라도 동일하다고 판단함.

사이트에 올려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그 저작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고 판시함.

그러한 저작물에 접근제한을 회피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CHINA

o 다만, 보호되는 저작물이 게재된 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공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봄.
o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공중 송신’의 개념을 확장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더 넓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침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적 차이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봄.

CHINA

보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국이 갖고 있지 않음을 명시함.

o 본 판결은 법학자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유튜브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료 지급 문제 등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에게는 부정적 소식이 될 전망임.

CHINA

(CURIA, 2014.2.13.)

EUROPE

동영상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 참조

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4342 2014.2.13.
http://torrentfreak.com/hyperlinking-is-not-copyright-infringement-eu-court-rules-140213/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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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4-02/cp140020en.pdf
2014.2.13.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47847&pageIndex=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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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만 지적재산재판소, 일본 음란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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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대만 지적재산재판소, 일본 음란물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물성 인정
일본 성인 비디오의 불법복제물 판매 사건을 심리한 대만의 지적재산재판소(知的
財産裁判所)는 외국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본 판결은 대만에서
처음으로 성인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임.

사건의 개요

o 본 재판은 대만인 남성 2명이 일본 성인 비디오의 불법복제물을 1매당
25~50 대만 달러(한화 약 880~1,800원)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일본의 성인
비디오 업체 12개사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됨. 2013년 1심 판결에서는
성인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대만 검찰이 항소하였음.
 항소심 재판에서 대만 검찰은 성인물 16점에 대하여 대만의 대학 교수에게
작품의 저작물성 여부의 감정을 요청하였음. 또한 저작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내에서 이 중 3점을 상영하기도 하였음.

대만, 음란물의
저작물성 최초 인정

o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인 대만 지적재산재판소(知的財産裁判所)는
2014년 2월 20일 외국에서 제작된 성인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림.
 이 판결에서 지적재산재판소는 피고인 2명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또는 벌금 1일 1,000 대만 달러(한화 약 3만 5천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함.
o 이 판결은 대만에서 처음으로 성인물(비디오)에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로서
향후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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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이유

o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성인 비디오를 둘러싼 재판은 모두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문화의 건전한 발전이 중시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최고법원(최고재판소)의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이 되어왔음.

USA

이익에 무익한 성인 비디오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1999년도

o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저작 출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그 나라의 진보와 민주의 척도를 엿볼 수 있고, 그 점에서 성인물이 도덕과 법에
않은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창작성이 있는 성인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전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성인물의 저작물성과

CHINA

저촉된다면 국가는 법에 근거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법률로 금지되지

그 작품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고 있는바,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봄.

o 이 판결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시대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고
아동 소년 보호단체는 향후 판결에의 영향을 지켜보고 싶다고 함. 이와 더불어

CHINA

본 판결에 대한 외부
의견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사회가 일본이나 북유럽에 비해 보수적이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해외 성인물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함.

CHINA

(中央社フォーカス台湾, 2014.2.21.)

※참조
http://japan.cna.com.tw/search/201402210005.aspx 2014.2.21.
http://www.j-cast.com/2014/02/25197686.html?p=all 2014.2.25.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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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책임제한과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저작권침해에 대한 ISP의 대응

down)하는" 조치를 취하면, OSP는 이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않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1)가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러나 OSP 중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의

상시 감시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이

역할만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경우에는 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사회의 발전에 큰

장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 및 삭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절차(Notice&Takedown)’를 적용하기 어렵다.

OSP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컨대 ISP를 통하여 파일공유프로그램을

OSP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이용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었다면 인터넷 이용을

‘통지 및 삭제절차(Notice&Takedown)’이다.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책(인터넷

즉 "해당 OSP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

차단정책)을 상정할 수 있다. 흔히 ‘삼진아웃제’로

전송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통지

불리우는 제도가 이러한 정책의 산물인데, 이 제도는

(notice)를 받았을 때 해당 저작물을 삭제(take

단계적 내지 점진적으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서
최종적으로 인터넷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점에 그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유형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DMCA가 ①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 ② 캐싱,
③ 저장 ④ 정보검색도구로 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유형도 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EU전자상거래지침의 경우에는 정보
검색도구를 별도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OSP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을 ISP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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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법률로 규정하여 강력한 행정규제
중심의 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행정규제형),
법적인 근거없이 ISP와 저작권자 단체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

프랑스, 하도피(HADOPI)법

(자율규제형). 한편 전체적인 틀은 법률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중간형태의 제도도 있을 수

프랑스 전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있다(절충형). 이와 같은 제도운영의 대표적인

정비하고 디지털콘텐츠 제공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예들이 프랑스의 HADOPI법(행정규제형), 미국의

「디지털 프랑스 2012 - 디지털경제 발전계획

저작권경고시스템(CAS)(자율규제형), 그리고 영국의

(France numérique 2012 - Plan de développement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절충형)이다.

de l' économie numérique)2)」을 발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와
디지털콘텐츠의 합법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있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2013년 6월 6일

이른바 ‘HADOPI 1법’3)이 2009년 6월 12일에

영국에서는 2010년에 제정되어 인터넷 차단정책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불법 다운로드 규제의

관하여 절충적 형태의 제도를 예정하고 있던

핵심은 요컨대 대량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의 시행이

대응으로서 행정기관인 HADOPI에게 인터넷 접속

2015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정지(차단) 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7월 9일에는 프랑스에서

것이다.

C H IN A

그런데 최근에 이들 세 가지 제도유형을 둘러싸고

C H IN A

프랑스 정부는 2008년 10월, 2012년까지

U SA

행정이 관여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업계에서

강력한 행정규제형 제도로 유명한 이른바 ‘하도피
그러나 행정기관인 HADOPI에 의한 인터넷 접속

발표가 있었다. 한편 2014년 2월 7일에는 미국의

정지 권한에 대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주요 ISP 중의 하나인 Comcast가 자율규제형

constitutionnel)가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인 저작권경고시스템(CAS)이 운용된 이래

권한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HADOPI’가

1년 동안 ISP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게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제도유형은
위와 같이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인터넷 차단정책의
일환으로서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프랑스의 경우 법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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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영국과

C H IN A

매일 1800건에 해당하는 약 625,000건의 경고를

2) Éric Besson, Secrétaire d'Etat chargé de la
Prospective, de l'E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t du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umérique, France numérique 2012―Plan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umérique , Octobre
2008, p.4.
<http://lesrapports.ladocumentationfrancaise.fr/BRP/
084000664/0000.pdf〉
3) ‘HADOPI’라는 용어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관은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합법적인 제안 격려와 합법적 · 불법적 이용 모니터링
등을 직무로 한다.

C H IN A

(HADOPI)법’ 상의 삼진아웃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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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터넷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은 종료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접속정지에 관한 판단기관을 사법기관으로 하고,

2014년부터는 HADOPI의 업무였던 인터넷상의

재판은 약식절차인 ‘형사명령 (ordonnance péale)’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따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ADOPI 2법’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권한은 방송통신

2009년 10월 28일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저작권

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 (Conseil supérieur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으로서, 첫 번째 단계로

de l'audiovisuel, CSA)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한다.5)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HADOPI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경고하고, 두 번째 단계로 6개월 이내에
추가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다시 경고할 수 있으나,

영국,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세 번째 단계로 해당 경고를 받은 1년 이내에 당해
가입자가 또 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

영국 브라운 노동당 정권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재판절차에 따라 판사는 형벌로 최장 1년간 ISP

생각하여, 미래의 영국 산업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접속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 접속

위해 정부 내에 비즈니스 기술혁신 기능성(BIS)과

정지 기간은 1년 이하로 이 기간 동안은 다른 ISP와

문화 미디어 스포츠성(CMS)의 양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새로 맺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유죄 판결을

포괄적인 ICT전략을 검토하는 조직을 설계하였고,

받은 자는 인터넷 접속정지 기간 중에도 (계약을

그 검토가 2008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검토의

해지하지 않는 한) 인터넷 회선의 이용료를 계속

결과 2009년 1월에 중간보고서가, 2009년 6월에는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ISP와 계약을

‘디지털 영국(Digital Britain)’이라는 제목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드는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최종보고서가 정리되었다.6) 동보고서는 세계를

이 법이 제정되고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최초의

주도하는 디지털 지식경제 산업에서 영국이 선두

경고서가 2010년 10월 1일 발송되었다.4)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인터넷의
보급과 콘텐츠 진흥을 포함하는 ICT정책의 종합적

그러나 2012년에 취임한 사회당 출신의 올랑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7)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HADOPI 정책에 난색을
표시하였고, 결국 2013년 7월 9일 HADOPI의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를 종료한다는 공식 발표를
프랑스 문화통신 장관이 함에 따라 프랑스의
4)

“L'Hadopi a envoyéses premiers courriels
d'avertissement,”
Le
Monde.fr,
2010.10.4.
<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0/10
/04/l -hadopi -a-envoye-ses-premi ers-courri el sd-avertissement_1420203_651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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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http://www.lexpress.fr/actualite/medias/hadopi-le-tr
ansfert-des-competences-au-csa-dans-une-loisur-la-creation_1284396.html
6)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Digital
Britain Final Report , 2009.6.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0051
1084737/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
ns/digitalbritain-finalreport-jun09.pdf〉
7)d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digital
britain-finalreport-jun09.pdf

주도하에 권리자 및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어 2009년 11월 20일에 의회에서 가결되어

제정되지만, 그 결정에는 행정기관인 OFCOM9)이

‘2010년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관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발적인 행동 규칙은

2010)’으로 제정되었다.8)

(1) OFCOM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2) 기술적

U SA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이 작성되었고,

조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의 절차를
디지털경제법에는 ISP에 대해 저작권 침해대책으로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3) ISP는 그 실시 현황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첫째, 권리자가

대해 OFCOM에 연 4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경제법은, 기술적 상황의 유동성을

것(124A), 둘째, 권리자가 저작권침해자의 리스트를

배경으로 ISP의 기술적 대응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요구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제공할 것(124B), 셋째,

산업계의 자발적인 대응에 맡기면서도, OFCOM의

개선이 없는 경우는 ‘기술적인 조치(technical

사전적 관여와 사후적 모니터링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measures)’로서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속도의

점과 잘못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

제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이용자에게

절차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일정한 배려도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C H IN A

이내에 ISP는 침해로 추정되는 가입자에게 경고할

C H IN A

통지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제한 등(124G, 124H)의 단계적인
2010년에 제정된 디지털경제법은 2012년 6월에

규정하였다. 한편 파일공유시스템을 통해 침해

대형 ISP 업체(BT, Orange UK (EE), O2, Sky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혐의가 있는 인터넷 가입자가

Broadband, TalkTalk, Virgin Media 6개사)들을

ISP로부터 1년에 3번 이상의 경고 통지를 받게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을

되면 반복적 침해자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위한 최초 의무규정 개정안(revised Initial

저작권자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Obligations Code)을 내놓으면서 시행착수에

또한, 이 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ISP의 기술적
대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정하지 않는 대신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행동규칙은 산업계(ISP)
8) “Digital Economy Bill [HL].”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910/
ldbills/001/10001.i-i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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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자발적인 행동규칙(Code of Conduct)에

9) 2003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에 신설된
방송 통신 및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라디오
위원회(RA,
Radio
Authority),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등이 관장하던 업무를 승계하였다. 주요
임무는 아이티브이[ITV(CH3)],
채널4(CH4),
채널5(CH5),
텔레텍스트(TELETEXT)
방송,
유선텔레비전(CATV),
위성방송, 디지털 방송 등 상업 텔레비전 방송의 허가와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업무이다. 그리고, 상업 라디오방송의
허가와 규제 업무, 그리고 방송 관련 언론 중재와 시청자
불만을 처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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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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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스템(Graduated Response System)을

SPRING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ZOOM-IN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2013년 6월에는 기술적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조치에 대한 문제의 재검토를 이유로 재차 제도의

저작권경고시스템(CAS,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10)

System)11)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다섯 개 ISP

Copyright

Alert

업체들(AT＆T, Verizon, Cablevision Systems,
Comcast, Time Warner Cable)과 미국 레코드

미국, 저작권경고시스템(CAS)

협회(RIAA), 미국 영화 협회(MPAA) 등의 저작권
단체가 저작권 침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DMCA 제512조(i)(A)에서는 계정 보유자가

위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만든 것으로

반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 그 계정을 해지시키는

2013년 2월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ISP가 어느 인터넷 계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OSP의 책임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있음을 발견한 경우, 계정 가입자에게 침해사실을

DMCA하에서는 OSP의 유형에 따른 면책의

6단계에 걸쳐 경고한다. 경고의 5단계 또는 6단계에

요건의 차이로서, 저장서비스(제512조(c))의

이르러서는 ISP가 계정 가입자의 인터넷 속도를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반복적인 저작권침해자의

떨어뜨리거나 인터넷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계정을 해지시킴으로써 책임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시스템의 다른 특징은 이용자들이

OSP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가 일어났다는

경고를 받고 12개월 내에 추가 경고가 없는 경우,

통지(‘삭제통지’)를 받은 후에 신속하게 불법

그 때까지의 모든 경고는 제로가 된다는 점이다.

저작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된다.

저작권경고시스템은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ISP와

그러나 ISP(제512조(a))의 경우는 저장서비스가

저작권단체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는

아니므로

and

시도(이른바 자율규제형 제도)라는 점 외에도,

takedown)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반복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단계를 6단계까지로 하고,

침해자인 경우에 그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시키는

5~6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술적 조치로서 인터넷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속도를 저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접속을

계정이 정지되기 전 경고단계에서 가입자들이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 대응으로서의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

측면을 강화하였다는 점과, 12개월 내에 추가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 이용인지의 검증을 요구할

저작권침해가 없을 경우는 그때까지의 경고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무효화시킴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배려하고 있다는

삭제통지

및

삭제(notice

점에 특징이 있다.
10)dhttp://www.digitalspy.co.uk/tech/news/a487738/uk
-piracy-warning-letters-postponed-until-2015.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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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의 시사점

대하여 어떠한 ‘계정해지 방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U SA

P2P를 이용한 파일교환 등 ISP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법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공통점인 ISP의 “단계적 대응조치”가 참고가 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또한 인터넷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현행

저작권침해가 ISP를 통하여 대량 반복적으로

법제의 내용이 미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는, ISP를 통하여

같은 자율규제형 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사전에 침해자들에게 경고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넷

있으나, 영국과 같이 단계적 대응의 큰 틀을 법이

접속을 차단하는 단계적 대응이 마련되는 것이

마련하고 일정한 행정적 관여가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다. ISP가 면책되기 위한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요건도 그러한 단계적 대응과 연결되는 것이

그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규제형 법제도인 프랑스

논리적이다.

하도피법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왜 제도시행이 늦추어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점에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한 ISP의 면책
요건(인터넷 계정해지 방침의 채택 및 이행 등)을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유형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권리자가 법원에 저작권침해정지에 관한 소송
특정 계정의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C H IN A

규정하고 있고(제102조 제1항 제1호), 궁극적으로
(민사, 형사)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직접 ISP에게

C H IN A

생각건대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전술한 세 국가들의

C H IN A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권리자는 궁극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3조의2 제1항). 그러나 ISP가 반복적 침해자에

C H IN A
Z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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