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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작가협회,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항소 제기
2005년 미국작가협회는 구글이 방대한 양의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함. 그러나 미 법원은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협회의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함. 이에 협회는 구글의 프로젝트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스캐닝하고 이를 이용가능토록 하므로
종국에는 온라인도서유통업체의 잠재적인 도서 구매자들과 광고수익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미국작가협회,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를
상대로 항소

o 2005년 미국작가협회(Author Guild)는 구글(Google)이 방대한 양의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함1). 그러나
미 법원은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가
공정이용(fair-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구글에 대한 미국작가협회의
저작권침해소송을 기각함.
o 이에 미국작가협회는 하급심 법원이 구글에게 허용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2014년 4월 11일 제2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 항소심을 신청함.
 미국작가협회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스캐닝하고 이를 이용가능토록 하므로 종국에는 온라인
도서 유통업체의 잠재적인 도서 구매자들과 광고수익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학 자료에
대한 기록 보관소(a digital archive of literature)를 설립하기 위한 이타적
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구글이 작가들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힘.

1) 저작권보호센터, “美 작가협회,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해외저작권보호동향 2013 겨울호
(Vol.15) p.10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224&key=&keyword=&gubun=&sear
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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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t, 2014.4.12.)

USA

※참조

-hits-back-at-google-ruling.html 2014.4.13.

CHINA

http://jurist.org/paperchase/2014/04/authors-guild-files-appeal-on-copyright-claim-agains
t-google.php#.U0uA9lV_sl8 2014.4.12.
http://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digital/copyright/article/61844-authors-guild

CHINA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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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특허상표청,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사안에 대한 공청회 진행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통신정보관리청(NTIA) 및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4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함. 이는 지난 2013년 미국 상무부의 인터넷 정책 전담부서(Task Force)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공청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1)리믹스(remix) 창작을 위한 법제도, 2)최초판매원칙의 적용,
3)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4)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의
개선, 5)향후 온라인 라이선싱 환경의 발전 방안 등임.

o 2013년 7월 31일 미국 상무부의 인터넷정책 전담부서(Department of
공청회의 배경 및 주요
논의사항

Commerce's Internet Policy Task Force; Task Force)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2)’를 발행하였음.
o 미국의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USPTO)과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과 협력하여 동 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요 디지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3)를
개최함.

- 2013년 10월 30일과 12월 12일에 개최된 두 차례 공청회(public meeting)를
통해 주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함.
o 2014년 공청회(public roundtable panel discussion)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됨.

- △5월 21일 내슈빌(Nashville), △6월 25일 케임브리지(Cambridge), △7월
29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7월 30일 버클리(Berkeley) 순임.
2) http://www.uspto.gov/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3)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ntia_pto_rfc_1003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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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는 개최일 1주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된 사항을 통해 웹캐스팅으로
중계됨.4)

USA

o 이번 공청회에서는 1)리믹스(remix) 창작을 위한 법제도, 2)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범위와 타당성 여부, 3)개인 파일
공유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및 대규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의 간접책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적용의 타당성 문제, 4)디지털
5)온라인 라이선싱 환경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됨.

CHINA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 개선,

(signup4, 2014.6.20.)

CHINA

※참조
https://www.signup4.net/public/ap.aspx?EID=THEG32E 2014.6.20.
http://www.uspto.gov/ip/global/copyrights/roundtable_transcript-nashville.pdf 2014.5.21.
http://www.gpo.gov/fdsys/pkg/FR-2014-04-16/pdf/2014-08627.pdf 2014.4.16.
http://www.arl.org/news/arl-news/3078-library-copyright-alliance-participates-in-public-m
eeting-on-uspto-copyright-green-paper#.U9dEZfl_scY 2013.12.31.

CHINA

http://www.uspto.gov/ip/global/copyrights/index.jsp 2013.7.31.

CHINA
CHINA
4) http://www.ntia.doc.gov/Internetpolicytaskforce 및 http://www.uspto.gov/ip/global/copyrights/index.jsp를 통해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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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연방대법원, 에어리오社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지상파 방송을 재생하고 녹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리오(Aereo)社와
방송사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에어리오社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에어리오社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사건의 배경

o 에어리오(Aereo)社는 2012년부터 ‘마이크로 안테나’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미국 4대 지상파케이블 방송 등 현재 총 27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회사임.
o 에어리오社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월 8달러의 비용으로 개인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해 TV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이저 방송사의 방송 콘텐츠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음.

- ABC, NBC, CBS, 폭스(Fox) 등 방송사들은 에어리오社가 자사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이를 수신자들에게 재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을 제기함.

- 이러한 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에어리오社는 자사의 서비스는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이 아닌 무료 지상파 방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판결 전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

o 2014년 3월 3일 미국 정부 기관 및 방송 관련 단체들은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에어리오社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백악관(White House)은 에어리오社의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함5).
5) http://www.theverge.com/2014/3/3/5467702/aereo-white-house-opposition-scotus-retransmissio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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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에어리오社의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함6).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7), 4월 22일 대법관들

USA

- 2014년 3월 4일 전미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는
역시 에어리오社의 서비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8).

o 이번 사건9)의 법적 쟁점은 저작권법의 내용 중 '공중에 저작물을 공연'하는
배타적 권리와 관련한 것임.

CHINA

연방대법원의 판단

- 에어리오社의 서비스가 과연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송에
해당한다면 공중에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됨.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CHINA

- 하급심 법원은 에어리오社의 이러한 서비스가 방송사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o 미국 의회는 1976년 개정 연방저작권법에서 시청각저작물의 공연을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거나 공연을 동반하는 음향이 들리도록 하는(to show its
images in any sequence or to make the sounds accompanying it audible)’
역시 공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CHINA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전통적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방송사업자들의 재전송도

o 2014년 6월 25일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에어리오社가 소형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법원은 에어리오社가 내세운 (1) 개별 이용자들에게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CHINA

판단하고, 에어리오社가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에게 재전송

서비스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과, (2) 개별적 안테나 및
기술경로를 통해 각각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중’에 대한

CHINA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음.
6) http://www.worldipreview.com/news/us-government-backs-broadcasters-in-aereo-battle-6321
7) http://www.nab.org/documents/newsroom/pressRelease.asp?id=3329
8) http://www.nab.org/documents/newsroom/pressRelease.asp?id=3400
9) American Broadcasting Cos., Inc.,et al. v Aereo,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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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에어리오社가 기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업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o 이번 판결로 인해 방송사들은 케이블업체들에게 요구했던 매달 수십 억 달러의
재송신 수수료에 대한 명분을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인터넷 TV업계에는
영업상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o 한편 브레이어 대법관은 “특정한 사실관계에 따른 이번 판결이 다른 종류의
기술 출현 또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관련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법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원격 저장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와 같은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o 이번 판결로 인하여 에어리오社가 지금까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에 저작물을 제공해왔던 현행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할지 여부,
또는 방송사와의 저작권료 협상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o 이번 판결에 대한 에어리오社 및 그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nationallawreview. 2014.7.5.)
※참조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supreme-court-rejects-streaming-broadcast-television
-cloud-services-next 2014.7.5.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22bcaa3-1bed-4e59-af4d-75755d6b6626
2014.7.4.
http://fortune.com/2014/06/25/aereo-loss/ 2014.6.25.
http://www.nytimes.com/2014/06/30/business/media/after-supreme-court-ruling-aereos-ri
vals-in-tv-streaming-seize-opening.html?_r=0 20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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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ABS-CBN社는 필리핀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USA

USA

美 오레곤 지방법원, 필리핀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일시적 접근금지 명령
자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오레곤 지방법원에 일시적 접근 금지
명령(a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요청함. 이에 법원은 원고가 해당 서버를 중단
(take down)시키고 도메인 이름을 압류하며 검색 엔진에서 해당 사이트와 링크된
모든 결과들을 지울 수 있도록 명함.

CHINA
o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ABS-CBN社10)(이하 ‘원고’)는 필리핀에서 운영
되는 무단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 지방법원(U.S. federal
court in Oregon, 이하 ‘법원’)에 소를 제기함.

CHINA

사건의 배경

- 원고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Pinoystreaming.com, Pinoytvko.biz, Pinoy
-tube.com 등을 포함한 여러 사이트들이 자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

o 원고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의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일시적 접근

CHINA

다고 주장함.

금지 명령(a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청구함.
- 원고는 법원의 일시적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이전하여

법원의 명령

o 2014년 8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시적 접근금지 명령을 내림.

CHINA

불법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서버를 중단(take down)시키고 도메인 이름을 압류
하며 검색 엔진에서 해당 사이트와 링크된 모든 결과들을 지우도록 명함.

피고들이 문제의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차단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함.

10) ABS-CBN은 필리핀의 민영방송국이자 필리핀 최대의 미디어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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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구글의 트래픽11)에 의해 새로운 도메인으로 접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의 구글 웹마스터 툴(webmaster tool)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허락함.
o 법원은 이 외에도 추후 공고가 있을 때까지 피고들의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사건의 의의

o 사안에서 법원의 일시적 접근 금지명령은 불법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실시되었음.
o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은 그 적용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
-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12) 소속 변호사 코르니 맥셔리
(Corynne McSherry)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피
고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고 신중함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언급함.

(torrentfreak, 2014.8.18.)

※참조
https://torrentfreak.com/u-s-court-wants-search-engines-remove-pirate-sites-140818/
2014.8.18.
http://oregonintellectualproperty.com/ 2014.9.1.
http://www.abs-cbnnews.com/global-filipino/08/25/14/abs-cbn-slaps-10m-piracy-suit-vs
-oregon-couple 2014.8.25.

11) 트래픽(traffic)이란 특정 전송로 상에서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을 의미함.
12)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권 보호와 학문 연구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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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코니코동영상의 MP3 변환 사이트‘니코사운드’운영자 체포
•ACCS와 ACA,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크롤링 조사 결과 발표
•전자출판협회, 전자책의 DRM 우회 소프트웨어에 대해 입장 표명
•음악저작권협회,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 전년 대비 약 60% 증가
•음악저작권협회, P2P SW가 설치된 PC를 판매하고 이용 방법을 알려준
남성을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첫 고소

•CODA와 인터넷 기업 라쿠텐(楽天)간, 불법복제물 방지를 위한 MOU 체결
•MP3 변환 사이트‘니코사운드’운영자에게 유죄 판결
•JASRAC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저작권료 지급견해에 인터넷 이용자 반발

AUTUMN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日本

日, 니코니코동영상의 MP3 변환 사이트
‘니코사운드’ 운영자 체포
홋카이도 경찰본부 사이버범죄대책과 및 홋카이도 테이네경찰서는 2014년 5월 8일
동영상을 음악 파일로 변환하여 불법으로 제공한 사이트 ‘니코사운드’의 운영자인
29세의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공중송신권 및 송신가능화권 침해) 혐의로 체포함.
해당 저작물은 드왕고(DUE) 및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관리하는 악곡으로,
인기있는 보컬로이드(VOCALOID) 악곡이 많이 포함되었음. 이 남성은 대기업 광고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약 1억 3,000만 엔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니코사운드 운영자
저작권 위반 혐의로
체포

o 홋카이도 경찰본부(北海道警察本部) 사이버범죄대책과 및 홋카이도 테이네
경찰서(北海道手稲警察署)는 2014년 5월 8일 ‘니코사운드(にこ☆さうんど♯)’
사이트 운영자(남성, 29세)를 저작권법 위반(공중송신권 및 송신가능화권
침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함.
 동 사이트는 일본 콘텐츠 전문 기업인 드왕고(ドワンゴ・ユーザーエンタテイ
ンメント; DUE)社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日本音楽著作権協会; JASRAC)가
관리하는 악곡의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니코사운드(にこ☆さうんど♯)’는 DUE가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영상(ニコニコ動画)’에서 공개되고 있는 동영상을 MP3 파일로 변환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던 인터넷 사이트임. 전용 어플리
케이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니코니코 동영상’ 내 동영상 게재 페이지의 URL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변환・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니코니코동영상’에서 인기가 있는 보컬로이드(VOCALOID)13) 악곡
이 많이 전송되었으며, 하루에 약 1,500건의 파일이 변환되어 대규모 불법 전

13) 야마하(YAMAHA)社가 개발한 음성 합성 기술 및 그 응용 제품의 총칭. 멜로디와 가사를 입력하여 샘플링된 사람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가성(歌聲)을 합성하는 음성 합성 엔진으로서, 가수를 부르지 않아도 가성을 생성할 수 있음.
대응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주로 야마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각 회사가 샘플링된 음성을 수록한 가수 라이브러리를
독자적으로 제작해, 야마하의 소프트웨어 부분과 조합해 제품으로서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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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o 동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기업
광고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약 1억 3,000만 엔(한화 약 13억 원)의 수익을

CHINA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광고 수입 1억 3천만
엔 추정

얻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됨.
o 본 건과 같이 제3자의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콘텐츠를 링크나 다운로드
(リーチサイト)14)’의 불법 음악 배포에 대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

JAPAN

등의 방법으로 입수해 자신의 사이트상에서 공개, 유도하는 소위 ‘리치 사이트
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o 최근 들어 저작물의 불법 배포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리치 사이트(リーチ
많으며, 광고가 게재됨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고액의 광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 DUE와 JASRAC은 “이번 사건이 저작물 불법 배포에 대한 큰 경종이

CHINA

サイト)’ 등의 기생형 사이트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상당히

되어, 적정한 음악 유통 사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함.
o 동 사이트는 2월 2일 트위터(Twitter)에 사과를 표명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CHINA

정지했음.

(マイナビ ニュース, 2014.5.8.)

※ 참조

http://japan.cnet.com/news/society/35047614/ 2014.5.8.
http://av.watch.impress.co.jp/docs/news/20140508_647432.html 2014.5.8
http://ko.wikipedia.org/wiki/%EB%B3%B4%EC%BB%AC%EB%A1%9C%EC%9D%B4

CHINA

http://news.mynavi.jp/news/2014/05/08/510/ 2014.5.8.

%EB%93%9C

CHINA
14) 자신의 사이트에는 콘텐츠 등을 게재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를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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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ACCS와 ACA,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크롤링 조사 결과 발표
일본의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와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는 2014년
1월에 실시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크롤링(crawling) 조사 결과를 공표함. 본 조사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에 유통하고 있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하여
분석한 것임. 조사 일시는 2014년 1월 17일 17시부터 18일 17시까지 24시간이었음.

ACCA와 ACA,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크롤링 조사 결과 공표

o 일본의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와 부정상품대책협의회(The Anti-Counterfeiting Association;
ACA)는 2014년 1월에 실시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크롤링(crawling)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본 크롤링15) 조사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하여 분석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위니(Winny), 셰어
(Share), 퍼펙트다크(PerfectDark), 그누텔라(Gnutella), 비트토렌트(Bittorrent)
등 총 다섯 종류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임.
 본 크롤링 조사는 2014년 1월 17일 17:00부터 2014년 1월 18일 17:00까지
24시간 동안의 정보를 분석함. 단, Bittorrent는 이용자가 많은 대표 사이트
임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 1년간의 토렌트
파일을 자동 수집하여 실시함.
o 노드16) 수는 Winny가 하루당 약 1.2만 대(2013년 1월 조사에서는 2만 대),
Share가 약 4.4만 대(2013년 1월 조사에서는 5.9만 대), PerfectDark가 약
2.4만 대(2013년 1월 조사에서는 3.4만 대)로 모두 감소가 계속되는 추세를
보임.

15)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16) ‘노드’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PC 등의 단말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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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A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악질적인 침해자
에게는 ACA 가맹단체나 권리자에 의한 형사 고소를 실시하는 한편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Consortium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via File-Sharing Software; CCIF)'가 실시하는 계몽 메일

CHINA

ACCS와 ACA의
저작권 보호 활동

송부 활동에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해 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전국 일제
집중 단속은 처음 실시된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5회가 실시되는 등 동종

 ACA 가맹단체는 CCIF에 가입하여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상에 저작권

JAPAN

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한 사용자에 대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협력 하에
파일을 삭제하도록 계몽 메일을 송부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2010년 메일
송부 활동 개시 후 Winny, Share 사용자에게 총 37,000통의 계몽 메일을
메일을 발송하는 등 일본 내에서 악용되고 있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계몽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CHINA

발송함. 2014년 4월부터는 새롭게 Gnutella, BitTorrent 사용자에 대해서도

o 그러나 각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콘텐츠의 유통 상황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한 저작물 가운데 허락 없이 업로드 되었다고 추정되는 파일의 비율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

□ Winny

CHINA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크롤링 조사 결과

CHINA

큰 변화가 없이 저작권 침해의 규모는 여전히 커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노드' 전체수는 약 1.2만 대로 추정.
 유통되는 파일의 94.22%가 저작물로 추정.
 조사 대상 저작물의 콘텐츠 분야는 영상 35.94%, 서적 35.48%, 음악
11.05%,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게임) 3.77%, 그 외 13.77% 순임.

것이 94.15%를 차지함.
 검출된 '노드' 중 93.86%가 일본 내 IP주소를 이용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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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노드' 전체수는 약 4.4만 대로 추정.
 유통되는 파일의 98.48%가 저작물로 추정.
 조사 대상 저작물의 콘텐츠 분야는 영상 66.12%, 서적 20.84%, 음악
4.88%,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게임) 4.34%, 그 외 3.82% 순임.
 조사 대상 저작물 중 권리의 대상이며 무단으로 송신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95.98%를 차지함.
 검출된 '노드' 중 94.87%가 일본 내 IP주소를 이용해 접속.
□ Perfect Dark
 '노드' 전체수는 약 2.4만대로 추정.
 유통되는 파일의 98.81%가 저작물로 추정.
 조사 대상 저작물의 콘텐츠 분야는 영상 50.17%, 서적 24.56%, 음악
11.46%,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게임) 5.55%, 그 외 8.25% 순임.
 조사 대상 저작물 중 권리의 대상이며 무단으로 송신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95.54%를 차지함.
 검출된 '노드' 중 94.82%가 일본 내 IP주소를 이용해 접속.
□ Gnutella
 유통되는 파일의 65.11%가 저작물로 추정.
 조사 대상 저작물의 콘텐츠 분야는 음악 54.67%, 서적 16.21%, 영상
6.06%,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게임) 1.43%, 그 외 21.63% 순임.
 조사 대상 저작물 중 권리의 대상이며 무단으로 송신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78.45%를 차지.
□ BitTorrent
 유통되는 파일의 98.61%가 저작물로 추정.
 조사 대상 저작물의 콘텐츠 분야는 영상 62.49%,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게임) 18.50%, 음악 10.80%, 서적 6.60%, 그 외 1.60%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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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저작물 중 권리의 대상이며 무단으로 송신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95.00%를 차지함.

CHINA

※ 이번에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한 Gnutella 및 BitTorrent는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이고 이용자수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Winny, Share,
PerfectDark와 같이 해당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망라할 수 없어서 노드
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음.
*

CHINA

* 동인 콘텐츠 : ‘동인(同人)’은 일본에서 발생한 용어로, 같은 취미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임. 동인 활동을 통해 제작․발행․배포된
잡지, 출판물 등을 ‘동인 콘텐츠’ 혹은 ‘동인물’ 등으로 표현함. 일본에서 최초의
동인은 메이지 시대에 처음 활동했다고 전해지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코믹
마켓이나 동인샵 등에서 자신이 그린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과 관련된 상품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동인이라는 표현도 대중화되기 시작
했음.(이런 동인잡지들은 패러디 등의 2차 창작물인 경우가 많음)

JAPAN

※ 조사 대상 저작물에 성인물 및 동인 콘텐츠 를 합산함. 전회까지의 조사에서는 성인물
및 동인 콘텐츠를 제외하고 ‘저작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성인물 및 동인
콘텐츠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번부터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집계방법을 변경함.

(ACCS, 2014.5.13.)

CHINA

※ 참조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4/news58.php 2014.5.13.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40513_648146.html 2014.5.13.

CHINA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40514_648281.html 2014.5.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2349&cid=2959&categoryId=2959
http://mirror.enha.kr/wiki/%EB%8F%99%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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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전자출판협회, 전자책의 DRM 우회
소프트웨어에 대해 입장 표명
전자 서적의 DRM을 우회하여 복제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인 ‘코미스케 3(コミスケ
3)’을 제조한 요코하마시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한 사건에 대해 일본전자출판협회가 2014년 5월 28일 입장을 표명함.

日전자출판협회,
DRM우회소프트웨어에
대한 입장 표명

o 요코하마(横浜)시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장 등이 전자 출판사의 DRM을
우회하여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인 ‘코미스케 3(コミスケ3)’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됨. 이 사건에 대해
전자 서점과 DRM 회사로 구성된 일본전자출판협회(日本電子出版協会)가 5월
28일 입장을 표명함.
 2014년 2월 19일 교토(京都) 부경(府警)은 요코하마시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인터널(インターナル)社의 사장 등 3명을 체포하였음.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DMM.com에서 전자책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코미스케 3’을
양도․대여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음.
 ‘코미스케 3’은 6천~1만 8천 엔에 판매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량이 약 2,760만 엔에 달함.
o ‘코미스케 3’은 화면 캡처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개발된 DRM을 우회하여
연속적으로 캡처한 화면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임. 불법복제된
전자책을 발행하는 전자 출판사의 상당수는 일본전자출판협회의 회원사였으며,
전자 출판사에 DRM 기술을 제공하였던 회사도 회원사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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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전자출판협회는 DRM 회피 소프트웨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자 출판사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지적함. 피고에게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DRM이 없는 전자책의 발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함.

CHINA

日전자출판협회,
‘코스미케 3’ 사건에
대한 의견 및 회원사의
의견 조사

o 이번 사건의 영향에 대해 일본전자출판협회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DRM의 보완 등이 필요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JAPAN

 전자출판물을 제공하는 출판사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전자책에 적용된

 일정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는
렌탈 전자책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음에 따라 출판사나 저자와 전자책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교섭이 어려워져 영업에 지장이 생김.

직원을 두는 등의 비용이 발생함.

CHINA

 DRM 회사는 고객인 전자 출판사로부터의 이의제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o 일본전자출판협회는 “전자출판물의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DRM이 없어도 전자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전자출판물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서 불법복제를 억제
입장을 표명함.

CHINA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DRM이 없는 전자책의 보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또한 “DRM은 불법복제 방지 대책이지만, 그 비용은 선량한 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DRM 우회 소프트웨어는 전자출판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피고에 대해 엄정한 사법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힘.

CHINA
(ITmedia ニュース, 2014.5.28.)

CHINA

※ 참조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405/28/news132.html 2014.5.28.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402/20/news045.html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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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음악저작권협회,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
전년 대비 약 60% 증가
일본 음악곡의 방송・판매에 의한 일본의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약 60%의
대폭적인 성장을 나타냈음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조사 결과 밝혀짐. JASRAC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의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60.8% 증가한 약 7억
3,639만 엔임.

JASRAC,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 증가 발표

o 2014년 5월 31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음악의
방송・판매에 의한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대폭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징수액이 증가된 배경으로는 ‘나루토(NARUTO)’, ‘드래곤볼(ドラゴンボール)’
등의 인기 애니메이션이 세계 각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점과
국제적인 저작권 관리 체제의 강화가 그 배경인 것으로 조사됨.

저작권료 징수액 전년
대비 약 60% 증가

o JASRAC에 의하면 2013년도의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60.8%가
증가하여 총액 약 7억 3,639만 엔(한화 약 73억 6천만 원)을 기록함.
 가장 많은 저작권료 징수액을 기록한 일본 음악은 애니메이션 ‘나루토
(NARUTO)’ 시리즈의 ‘NARUTO~나루토~질풍전 BGM(NARUTO〜ナルト
〜疾風伝 BGM)’으로 프랑스 등 15개국으로부터 징수됨.
o 그 밖에 ‘드래곤볼(ドラゴンボール)’, ‘포켓 몬스터(ポケットモンスター)’,
‘닌자 핫토리군(忍者ハットリくん)’ 등도 높은 인기를 보였고, 애니메이션
‘도라에몽(ドラえもん)’의 전미 방송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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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에는 아시아 전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처음으로 1억 엔을 돌파하며
약 1억 2,483만 엔(한화 약 12억 5천만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하여 성장세를 보임.
 JASRAC은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징수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CHINA

JASRAC의 저작권료
징수액, 아시아 전반
으로 증가

동남아시아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저작권 관리 업무 연수 등을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됨.

처음으로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중국에서도 그 징수액이 1,000만 엔을 넘은
것으로 기록됨.

JAPAN

 특히 가라오케에서의 일본곡 사용이 증가한 한국으로부터의 징수액이 아시아에서

o 이번 결과에 대해 JASRAC 홍보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저작권 관리
단체가 발족되었고, 지적재산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징수액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함.

CHINA

중국에서도 드디어 저작권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작권료

(毎日新聞, 2014.5.31.)

CHINA

※ 참조
http://mainichi.jp/feature/news/20140531k0000e040183000c.html 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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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음악저작권협회, P2P SW가 설치된
PC를 판매하고 이용 방법을 알려준 남성을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첫 고소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가가와현(香川県) 경찰이 2014년 6월 24일
타카마츠시의 한 남성(39)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함. 이 남성은
P2P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판매하고 그 이용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일조한 것으로 밝혀짐. 이 사건은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불법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로 JASRAC이 고소한 첫 사례임.

JASRAC, P2P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첫 고소

o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P2P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판매하고 그 조작 방법을 가르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도운 혐의로 타카마츠시
(高松市)의 한 남성(39)을 가가와현(香川県) 경찰이 2014년 6월 24일 입건
했다고 발표함. 이는 JASRAC가 고소한 사건으로서 P2P 소프트웨어에 의한
불법 업로드의 저작권 침해 방조로 고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임.
o JASRAC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전 판매점에서 P2P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카보스(Cabos)’가 설치된 PC를 도쿠시마현 나루토시(徳島県
鳴門市)의 한 여성(35)에게 판매하였음. 그리고 이 여성은 Cabos를 이용하여
JASRAC이 관리하는 음원을 포함하여 여러 파일들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였음.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은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고, 이 여성은 저작권법 위반(공중송신권 침해)의 혐의로 입건
되었음.
o 이 여성은 남성의 점포에서 PC를 구입하여 약 5년 전부터 Cabos를 이용해왔고,
동 소프트웨어를 통해 약 2,000건의 음악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함. 남성은
PC 판매 후, 이 여성으로부터 Cabo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요청에
따라 동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해 주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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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edia ニュース, 2014.6.25)

CHINA

※ 참조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406/25/news115.html 2014.6.25.
http://news.mynavi.jp/news/2014/06/25/076/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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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CODA와 인터넷 기업 라쿠텐(楽天)간,
불법복제물 방지를 위한 MOU 체결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와 라쿠텐(楽天)은 2014년 7월 3일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마켓(Rakuten Market)'에서의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제휴한다고 발표함.

라쿠텐((楽天)과 CODA,
해적판 대책에 대한
업무 제휴 발표

o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와 인터넷 기업인 라쿠텐(楽天)는 2014년 7월 3일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마켓(Rakuten Market)’에서의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제휴한다고 발표함.

※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
□ CODA는 2002년 일본 콘텐츠 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목적
으로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저작
권 관련 단체와 콘텐츠 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대책마련 등을 강구하고 있음.
※ 라쿠텐(楽天, Rakuten)
□ 라쿠텐社는 인터넷 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으로서 1997년에 설립되었음. 이 회사는 2014년 3월 기준
약 9,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 인터넷 쇼
핑몰인 ‘라쿠텐 시장’과 포털 사이트 ‘인포시크’ 등을 운영하고
있음.

o 이번 제휴에 따라 라쿠텐은 마켓에서 불법복제물의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상품을 조사․구입해 CODA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해 감정
하도록 함. 이러한 감정의 결과 권리침해가 분명한 경우 라쿠텐은 출점 규약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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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업무 제휴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옥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침해 제품의 거래도 증가하게 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임.

CHINA

개인이 간단하게 물건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CNET Japan, 2014.7.4)

JAPAN

※ 참조
http://japan.cnet.com/news/service/35050379/ 2014.7.4.
http://www.rbbtoday.com/article/2014/07/04/121458.html 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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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MP3 변환 사이트 ‘니코사운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
2014년 7월 16일 삿포로 지방재판소(札幌地方裁判所)는 ‘니코니코 동영상
(ニコニコ動画から)’의 동영상을 MP3파일로 변환하는 웹사이트 ‘니코사운드

(にこ☆さうんど♯)’의 운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 유예 4년), 벌금 500만 엔(한화 약 4,8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명함.

삿포로 지방재판소,
「니코사운드」
운영자에 유죄판결

o 2014년 7월 16일 삿포로 지방재판소(札幌地方裁判所)는 ‘니코사운드’(にこ
☆さうんど♯)의 운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30세 남성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 유예 4년), 벌금 500만 엔(한화 약 4,8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명함.
-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은 동영상 서비스 ‘니코니코 동영상(ニコニコ動画か
ら)’의 동영상으로부터 음성을 무단으로 MP3 파일로 변환하였고 이를 다
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였음.
o 웹사이트 ‘니코사운드(にこ☆さうんど♯)’의 총 이용자 수는 20만 명을 넘
었고 하루 평균 약 1,500건의 파일 교환이 이루어졌음. 그리고 사이트 운영
자가 대기업 광고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1억 3,000만 엔(한화 약
12억 7,000만 원)에 달함. 2014년 2월 이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사이트 운
영자는 같은 해 5월에 체포·기소되었음.
o 일본 콘텐츠 전문 기업인 드왕고(ドワンゴ・ユーザーエンタテインメント;
DUE)社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日本音楽著作権協会, JASRAC)에 의하면,
이 사이트는 비록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었으나 대기업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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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의 의의

o 이번 판결은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링크나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기생형 사이트」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CHINA

사이트로 유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기생형 사이트」에 대하여 처음으로

사이트에 대기업 광고 등을 게재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
o DUE와 JASRAC는 이번 판결이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 밝힘.

JAPAN

큰 경종이 되어 음악 유통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mynaviニュース, 2014.7.16)

CHINA

※ 참조
http://news.mynavi.jp/news/2014/07/16/579/ 2014.7.16.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407/16/news133.html 2014.7.16.
http://japan.cnet.com/news/society/35050968/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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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JASRAC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저작권료 지급견해에 인터넷 이용자 반발
2014년 7월 23일에 개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저작물 등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유통에 관한 소위원회」(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著作物等の適切
な保護と利用・流通に関する小委員会)에 참석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아사이시 미치오(浅石道夫) 상무 이사는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
를 저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료 납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인터넷상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JASRAC,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저작권료 지급요구

o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아사이시 미치오(浅石道夫) 상무 이사는
2014년 7월 23일에 개최된「문화 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저작물 등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유통에 관한 소위원회(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著作物等の適
切な保護と利用·流通に関する小委員会)에 참석함.
- 아사이시 이사는 회의에서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Locker-type cloud
service)에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료 납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힘. 이러한 내용이 참가자들의 트위터에 공개되어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음.
※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Locker-type cloud service)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다양한 단말기
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예를 들어 Dropbox, OneDrive
등이 여기에 해당함.

o 아사이시 이사는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는 무임승차와
같다”며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권리자들은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를 파악
할 수 없고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만이 기술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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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러한 서비스가 음악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람의 키보다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함.

CHINA

큰 서버에 개인의 영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는

o JASRAC은 로커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측에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저작권료에 관한 포괄적 계약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o JASRAC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시대에 이용자가 이미 구매한 CD를
MP3로 변환하는 때에도 JASRAC이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요구
하는 셈이라고 비판함.

CHINA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의 반발

JAPAN

- 따라서 JASRAC은 데이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음악

- 저널리스트 츠다(津田)씨는 Cloud Beats17)를 예로 들며 개인이 클라우드에
저장한 음악을 스마트 폰으로 듣는 경우까지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 음악에 일률적으로 저작권료를 부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들이 많음.

CHINA

것은 부당하다며 비판함.

(R25, 2014.7.29)

CHINA

※ 참조
http://r25.yahoo.co.jp/fushigi/jikenbo_detail/?id=20140729-00037258-r25 2014.7.29.

CHINA
17) 클라우드 상의 음악을 재생가능하게 하는 플레이어를 말함. CloudBeats가 대응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Box, Dropbox,
Google Drive, Mediafire, OneDrive 등 5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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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초 중국어영상저작권은행 운영 개시
•콰이보社에 중국 저작권 역사상 최고 과태료인 2.6억 위안 부과
•국가판권국, 저작권법 개정안(심의회부용) 공표
•투도우사“혀끝의 중국”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
•온라인 TV 셋톱박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 소송 증가
•펑씽왕의“나는 가수다”시즌2 온라인 전송권 침해 판결
•100여개 기업들“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채택
로 선정
•청도(青岛)‘저작권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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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세계 최초 중국어영상저작권은행
운영 개시
중국어영상저작권은행(中文视频版权银行)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출범한 제도로서 권리확립의 간소화, 교역의 신속화, 이익배분의 투명화를
통해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고자 함. 중국어영상저작권은행은 영상저작권 거래 모델에
대한 새로운 활로가 될 전망임.

中, ‘중국어영상저작권
은행’ 운영 개시

o ‘중국어영상저작권은행(국제판)(中文视频版权银行[国际版]; 이하 ‘저작권은행’)’은
중국의 동방지아허문화발전유한회사(東方嘉禾文化發展有限公司)와 동방융허
국제저작권거래센터(東方雍和國際版權交易中心)가 2년간 연합하여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저작권을 검색‧확인하여 인수하는 글로벌 중국어 영상물
등록 및 관리 플랫폼임. 영상저작물 권리자는 저작권은행에 저작권을 위임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익 창출도 가능함.
o 중국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가치를 극대화하고 해외 뉴미디어시장 진출과
거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베이징TV방송국(北京电视台) 등 6개 영상
콘텐츠 공급자들은 2014년 5월 28일 현장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저작권은행에
권리를 위임하였음.
o 영상저작물 권리자들은 영상저작물의 관리와 운영을 저작권은행에 맡기고,
저작권은행은 일정한 비례에 따라 권리자에게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임.
 첫 번째 단계는 홈페이지(http://www.bankofcopyright.com/search) 가입임.
 두 번째 단계로서 관심리스트에 관련 영상물을 추가함. 관심 있는 영상을
검색하면 사용자는 해외에서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수익 추정치와 영상물의
수량 및 재생횟수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음.
 세 번째 단계는 저작권의 확인과 인수로서, 사용자는 저작물을 저작권은행에
제출하고 권리증명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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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권리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면 네 번째 단계에서 저작권은행은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홍보 및 보급함.

o 중국은 영상 생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보급경로 분산 및 저작권 의식

CHINA

중국어영상저작권
은행의 향후 전망

수준 저조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은 상당히 미흡할 뿐더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또한 부진함.

협의를 체결하여 중국어 영상저작물의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가치 평가를
지원하고 국제시장으로의 진출과 판권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CHINA

o 저작권은행은 이미 유튜브(YouTube) 등 해외 온라인매체 및 광고업자와

o 저작권 거래환경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저작권은행은 영상저작권의

시사점

o 중국은 영상저작권 생산 대국으로서 매년 해외 뉴미디어의 방식으로 유실되는

CHINA

거래 모델에 대한 새로운 모색임.

중국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가치가 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은행이 설립됨.

저작권은행은 향후 중국어 프로그램 제작에 지도적인 의의가 있으며 해외

CHINA

o 중국어 영상저작물의 보급경로가 분산되고 저작권 의식수준이 저조한 실정에서
시장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됨.
o 저작권은행은 중국문화가 국제사회에 융합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함.

CHINA

것이며 저작권은행이 저작권 거래를 위한 역할 이외에도 문화교류를 증대

(國家版權局, 2014.5.28.)

CHINA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04918.html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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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콰이보社에 중국 저작권 역사상 최고
과태료인 2.6억 위안 부과
콰이보(快播)社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물과 음란물을 배포하였음. 선전시 시장
감독관리국은 2014년 5월 20일 콰이보유한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벌공청고지서’를
송달하고 2.6억 위안(한화 약 4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동 금액은 역사상
가장 금액이 높은 지식재산권 행정처벌임. 동 행정처벌에 대한 공청회에서 상기 행정
처벌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6월 26일자로 행정처벌결정서가 송달되었음. 행정처벌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콰이보 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

o 콰이보(快播)社는 2007년 12월 중국 선전(深圳)을 등록주소지로 하여, 등록
자본금 1,000만 위안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임.
o 콰이보는 온라인 주문형 비디오 조회시스템(Video on Demand; VOD)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회사로서 주요제품으로는 콰이보영상플레이어, QVOD
리소스서버, PC방 관리서버 등이 있음.

- QVOD 서버는 콰이보플레이어와 함께 작동하여 영상파일을 배포하고
QVOD라는 비트토렌트(BT)를 생성함. 콰이보플레이어는 QVOD가 생성한
영상과 BT가 지목하는 영상만 재생함.
o 콰이보의 주요업무는 동영상, P2P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게임
플랫폼과 빅스크린(大屏幕)18)으로 분류됨.
o 콰이보는 2009년부터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여 2011년에 매출액이 1억
3,000만 위안에 달하였고, 2012년의 연간소득은 3억 위안에 달함.

18) 콰이보의 빅스크린은 콰이보社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여러 유형의 스크린에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디지
털제품임. 콰이보의 빅스크린은 무선을 통하여 스마트폰의 영화, 영상, 이미지, 음악, ppt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TV나 빔 프로젝트 등 스크린에 옮길 수 있도록 함. 즉, 여러 스크린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전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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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콰이보의 최대 동시 이용자 수는 1,000만 명, 하루 이용자는 4,000만 명을
3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배포 방식

CHINA

상회하며 한 주 사용자는 1억 2,000만 명에 달함. 통계에 따르면 관련 시장에서

o 콰이보는 사용자에게 특정 검색 및 링크서비스를 제공할 뿐더러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를 대량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할

o 대량의 저작권 침해물을 포함하고 있는 불법 웹사이트들은 QVOD 서버를

CHINA

수 있도록 하거나 동 웹사이트들의 링크를 직접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음.

이용하여 프로그램 정보 및 리소스를 배포함. 또한 영화, 음악 등 콘텐츠의
전송 관련 BT와 링크를 웹사이트에 게재함.

때문에 사용자들이 콰이보 웹사이트(http://www.kuaibo.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콰이보플레이어를 다운로드하면 대량의 저작권침해물과 음란물이

CHINA

o 불법 웹사이트들은 모두 QVOD 서버를 사용하여 관련 동영상정보를 배포하기

게재된 웹사이트들의 모든 관련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재생할 수
있음.

동영상 링크를 통하여 동영상을 재생하고 다운로드함. 콰이보플레이어는 개인

CHINA

o 사용자는 콰이보플레이어를 다운로드한 후 QVOD 서버가 생성한 동영상 BT와
PC에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모두 사용 가능함.

o 콰이보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배포 등으로 권리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소와 고발을 당하였고, 관련된 손해배상 및 행정처벌 금액도 상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콰이보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물과 음란물을 계속

CHINA

콰이보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소, 고발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및 행정처벌

유포하였음.
o 2012년부터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ation of America), 중국

관련 부처에 콰이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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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4월 러쓰왕이 콰이보를 상대로 제기한 ‘실연33일(失恋33天)’의
저작권 침해 소송, △2013년 2월 중국영화저작권협회가 제기한 ‘Yes I Do
(我愿意)’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2013년 11월 요우쿠투도우(优
酷土豆)，소후스핀(搜狐视频), 텐센트스핀(腾讯视频), 러쓰(乐视）등 10여
개의 회사와 기관들이 연합하여 콰이보를 상대로 진행한 저작권 침해 소송,

△2014년 4월에는 성스차오양(盛世骄阳)이 콰이보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 편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등이 있음.

- 2013년 12월 27일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콰이보에 대하여 콰이보의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을 침해
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저작권법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5만 위안
(한화 약 420만 원)의 행정처벌을 부과하였음.

- 2014년 5월 16일 전국 ‘소황타비(扫黄打非, 음란물 제거와 불법복제물 타파)’
사무실은 콰이보의 음란물 유포행위가 매우 엄중하다고 발표함. 공안부문은
이미 입안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동 회사의 몇몇 주요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구류조치를 취한 상태임.

- 광동성 통신관리국(广东省通信管理局) 또한 콰이보에 대하여 행정처벌고지서를
송달한 상황임. 동 고지서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

理办法)」제20조 규정에 따라 콰이보의 부가가치 전신업무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음.
o 런민왕(人民网)，신화왕(新华网)，중앙TV방송국(中央电视台) 등 중국 내 주류
언론매체들도 콰이보와 권리자 간의 저작권 분쟁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음.
o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深圳市市场监督管理局)은 2014년 5월 20일 선전
콰이보유한회사 본부에 ‘행정처벌공청고지서’를 송달하고 2억 6,000만 위안
(한화 약 430억 원)의 행정처벌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이 금액은 역사상 가장
액수가 높은 중국 지식재산권 행정처벌임.
o 중국「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 영업허가증 또는 인가증의 취소,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콰이보는
동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신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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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콰이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2.6억 위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청문회가
행위의 연속성과 엄중함을 고려하여 불법경영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2.6억
위안의 과태료 행정처벌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고 6월 26일자로 행정처벌

CHINA

2014년 6월 17일에 열렸음.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콰이보의 저작권 침해

결정서가 송달되었음. 동 행정처벌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o 콰이보에 대한 2.6억 위안의 과태료 부과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상기 금액은 중국 온라인 산업의
행정처벌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임. 동 사건은 저작권 침해가 더 이상 저렴한

CHINA

콰이보 사안의 사회적
영향

원가수준으로 무마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o 콰이보와 같이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여 관련 당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한다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냄.

CHINA

음란물 배포로 사법판결을 받고 행정처벌이 부과된 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야

o 콰이보 사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면책조항(Safe Harbor)’
여부에 대하여 재고하도록 함.

시사점

CHINA

규정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줄이고 음란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지

o 본 사건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행정처벌 사상 가장 강도가 높은 최고의 범칙금을
받은 안건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저작권과 관련한 법 집행

o 이 안건을 계기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앞으로 기술적으로

CHINA

강도가 점차 높아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감독을 회피하고 저작권 침해로 수익을 올리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됨.

CHINA
(legaldaily,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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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http://www.legaldaily.com.cn/legal_case/content/2014-05/22/content_5540231.htm?node=
33128 2014.5.22.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09854.html 2014.6.20.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0852.html 2014.6.27.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09563.html 2014.6.18.
趙紅仕, 新技術的發展與著作權法修訂——以“快播侵犯著作權案”爲視角,《科技與出版》. 2014年
03期, pp.9-11.
http://sz.people.com.cn/BIG5/n/2014/0527/c202846-21291671.html 2014.5.27.
http://www.legaldaily.com.cn/xwzx/content/2014-05/22/content_5539274.htm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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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中 국가판권국, 저작권법 개정안
(심의회부용) 공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국가판권국저작권법개정지도
소조(国家版权局著作权法修订工作领导小组)’와 ‘국가판권국저작권법개정전문가위원회
(国家版权局著作权法修订工作专家委员会)’를 설립하고 사회 각 이익단체와 정부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개정안)(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订草案

CHINA

送审稿))」을 공표하였음.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國務院法制辦公室)은 2014년 7월 5일까지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o 중국의 현행「저작권법(著作权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

CHINA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의
출범과정

적창작을 장려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문화발전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음.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하면서 사회이익이 다원화됨에 따라
저작권이 한층 존중받게 되었고,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CHINA

o「저작권법」이 시행된 22년 동안 중국의 국제 및 국내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

광범위한 확대가 저작물의 창작과 전달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제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

추세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발전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CHINA

 또한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저작권법을 망라한 중국의 법제도가 국제화

높이며 문화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데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o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저작권법」은 2001년과
머물렀으며 중국 경제사회문화의 현저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저작권 보호가 불충분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을 장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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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저작권 권리수여 제도와 거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권리를 수여받고 저작물을
전송 및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2011년 7월 13일 중국은 정식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을 시작하였음.
 우선 국가판권국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부문과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
산업계, 교학연구기관을 상대로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의 중점, 구체적 건의와
개정이유에 대하여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중국
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센터(中国社科院知识产权中心), 중남재경정법대학교
지식재산권연구센터(中南财经政法大学知识产权研究中心),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대학(中国人民大学知识产权学院)에 의뢰하여 3가지 버전의 저작권법
개정초안 전문가 건의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국가판권국은 입법‧사법‧행정부문,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 산업계와
교학연구기관 등 30여 명의 대표로 구성된 저작권법 개정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였음.
o 2012년 3월 저작권법 개정안 제1차 초안이 공표되었음. 제1차 개정초안에
대한 사회 각 부문과 이익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2012년 7월 6일에 저작권법
개정안 제2차 초안이 공표되었음. 제2차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2012년 10월 제3차 개정초안(《著作权法》(修改草案第三稿))이 형성되었음.
o 제3차 개정초안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입법‧사법‧행정
부문과 관련 사회단체에 의견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라디오방송총국(广电
总局)，공업과정보화부(工信部)，중국문화가협회(中国文联)，중화전국뉴스
미디어종사자협회(中华全国新闻工作者协会)，중국저널협회(中国期刊协会)，
중국영화감독협회(中国电影导演协会)，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 등
이익단체 및 주관부문과 국내외 의견 1,800여 부를 수렴하여, 「중화인민
공화국저작권법(개정안)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 이하
‘개정안’)」을 공개함.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國務院法制辦公室)은 2014년 6월 6일 개정안을 대중에
공개하였고, 2014년 7월 5일까지 중국정부법제정보넷 홈페이지(http://www.
chinalaw.gov.cn)와 우편 또는 이메일(zzqf＠chinalaw.gov.cn)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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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저작권법의 6장과 합계 61개 조항이 8장과 합계 90개 조항으로 개정
되었음. 주요 변화로는 ① 창작 장려 및 권리체계 통합, ② 응용 촉진 및 권리
수권 메커니즘과 시장거래규칙 조정, ③ 보호 강화 및 권리구제조치 보완,
④ 규범 재정비 및 체제 보완 등이 있음.

CHINA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

① 창작을 장려하고 권리체계를 통합함.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조례로부터 저작권법상의 법 규정으로 변경함.
 ‘영화작품과 영화제작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을 ‘시청각작품’으로 변경함.

CHINA

o 권리의 객체

 ‘녹화제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실용예술저작물’을 신설하여,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서 25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였음.

으로서 컴퓨터 문서를 보호함.

CHINA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문자작품(어문저작물)

o 권리내용
 인격권과 재산권의 권리유형을 간소화하였으나 권리의 내용은 변화 없음.

13개로 통합함. 둘째, ‘추속권(追诉权, 추급권)’을 신설하고 동 권리의 핵심은
보수청구권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관련 규정을 제정함. 셋째, ‘방송권’을

CHINA

 권리의 경계를 재확정하였음. 첫째,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17개 권리조항을

‘방영권’으로 개정함으로써 비양방향(非交互) 방식의 저작물 전송에 적용되도록
함. 넷째, 실연자의 대여권과 영상실연자의 보수청구권을 신설하고 타인이
실연과 방송의 방식으로 음반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의 보수청구권을

CHINA

새로 추가함. 또한 라디오와 TV 방송국 권리 중의 ‘금지권’을 ‘허가권’으로 변경함.
o 권리의 귀속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을 현행 저작권법상의 법정귀속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우선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또한 시청각저작물의 이익향유

 업무저작물 저작권의 귀속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또한 법적상황 유형별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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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이 저작물의 유일한 매체인 경우 관련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둠.
o 권리의 보호기한
 중국내 관련단체의 요구와 국제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생애 및 사후 50년으로 개정함.
o 권리의 제한
 국제관련 규제를 참조하여 권리제한의 범위를 적당히 조정하고 권리제한의
기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추가함.
② 응용을 촉진하고 권리수권(权利授权) 메커니즘과 거래규칙을 조정함.
o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거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권리귀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o 저작권 거래과정에서 ‘권리를 중복판매(一权二卖)‘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약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점허가계약(专有许可合
同)과 계약양도과정에서의 권리등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
거래시의 안전을 확보함.
o 현행 저작권법상 5가지 종류의 저작권법정허가(法定许可)에 대하여 개정함.
즉 교과서와 신문저널의 법정허가를 유지하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두
법정허가를 하나로 합병하며 음향제품의 법정허가를 삭제함. 또한 법정허가
의 적용조건과 관련 법정의무 위반 시 법률책임에 대하여 규정함.
o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의 대량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사용료를 공탁(提存)한 전제 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관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o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최적화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와 정부
부문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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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를 강화하고 구제조치를 보완함.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확대함.

CHINA

o 민사권리침해의 경우를 열거방식으로부터 요약방식으로 개정하고 권리자가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법률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침해책임법
(侵权责任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o 현행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관련 사항의 적용에 순서를 규정하고

CHINA

규정을 추가함.

있음. 동 개정안에서는 권리자로 하여금 실제 손해, 권리침해자의 불법소득,
권리거래비용의 합리적인 배수 및 100만 위안 이하의 액수 등의 사항에서
배상의 규정과 권리침해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함.

CHINA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정배상액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손해

o 행정법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시행조례(著作权法实施条例)」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불법 경영액의 3배에서 5배로, 10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함. 이외에도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법 집행 수단을 강화함.

CHINA

특히 차압 및 압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o 기타 개정
 현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선의(善意) 소지자는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권리수락을 재취득하여야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CHINA

변경됨.
 저작물 사용자의 과실추정 범위를 확대함.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의 행정
조정 규정이 증가됨.

CHINA

④ 과학적으로 규범을 규정하고 체제구조를 보완함.
o 장(章)과 절(节)의 내용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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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제한’과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두 장을 신설하고 ‘저작권
집중관리’ 절을 추가함. 그 중 ‘권리의 제한’은 현행 저작권법상 ‘절’이었으나
‘장’으로 변경됨.
o 장(章)과 절(节)의 명칭을 개정함.
 ‘출판, 실연, 녹음녹화, 방영’을 ‘관련 권리(相关权)’로 변경하고 관련 절(节)의
명칭을 ‘행위’로부터 ‘주체’로 개정함. ‘도서, 신문잡지의 출판’을 ‘출판자’로
개정하고 ‘저작권 허가사용과 양도’를 ‘권리의 행사’로 개정함. 또한 ‘법적
책임과 집법조치’를 ‘권리의 보호’로 개정함.
o 장(章)과 절(节)의 순서를 개정함.
 장절의 순서를 △선(先)권리(저작권과 관련 권리), △재(再)권리의 제한,
△권리의 행사,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최후(最后) 권리의
보호 순으로 변경함. 이와 같이 법의 체제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체계화와
논리에 더욱 부합되도록 함.
o 기타 법률과의 연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권리침해행위의 형사제재, 당사자의 소송 전 금지령의 신청, 재산보전, 증거
보전 및 조정협의의 사법 확인, 행정심의와 행정소송 등 법률 적용에 관한
연계규정을 두었음.
o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와 ‘국제저작권조약의 규정’의 주요내용을 개정안에서
이미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와 ‘국제저작권조약의
시행’ 규정을 폐지함.

o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1년 시행 이래 10년 간격으로 2차례 개정하였으나

시사점

피동적이고 국부적인 개정을 머물렀고 사회의 현저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음.
o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진행되었고 사회 참여도가
높으며 다양한 권익주체와 주관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 4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기존 법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저작권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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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이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보호조치와
보호기술이 경쟁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CHINA

(法制网, 2014.6.6.)

CHINA

권리관리 정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인 해외의 저작권

※ 참조
http://www.chinalaw.gov.cn/article/cazjgg/201406/20140600396188.shtml 2014.6.6.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05845.html 2014.6.9.

CHINA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135353.html 2012.11.6.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753.html 2012.7.6.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745.html 20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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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투도우사 “혀끝의 중국”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서는 2014년 6월 23일 CCTV 국제채널이 투도
우사를 상대로 한 고소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음. 최고인민법원
은 상하이취앤투도우사(上海全土豆公司)의 자회사 투도우사가 무단으로 인기
영상물 <혀끝의 중국>을 서비스 한 혐의로 CCTV 국제채널에게 손해배상금
24.8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건의 배경

o CCTV 국제채널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혀끝의 중국>은 2012년 5월부터 중국
에서 방영되기 시작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음.
o CCTV 국제채널은 해당 프로그램을 투도우사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한 것을 발견하였고 2012년 8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음.
- CCTV 국제채널은 투도우사에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 80만 위안(약
13,000만원)과 조사․‧증거수집으로 지불된 비용 5만 위안(약 825만원)을 배
상할 것을 청구하였음.

판결 과정 및 내용

o 이 사건은 상하이시 민싱구 인민법원(閔行區人民法院)에서 최초로 판단됨.
법원은 1심에서 취앤투도우사(全土豆公司)가 CCTV 국제채널에게 경제적
손실금 24만 위안(약 3,960만원) 및 합리적 비용 8,000 위안(약 130만원)
을 배상할 것을 명함. 취앤투도우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음.
하지만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2013년 12월 23일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림.
o 상하이시 민싱구 인민법원과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사안의 프로그램
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영화촬영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마땅히 받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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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종국적으로 취앤투도우사로 하여금 CCTV
위안(약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함.
-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동안 취

CHINA

국제채널에 경제적 손실금 24만 위안(약 3,960만원)과 합리적 비용 8,000

앤투도우사가 자사의 포털에서 온라인 리퀘스트 서비스로서 제공한 것은
작품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이에 상응하는

- 반면 취앤투도우사는 자사는 단지 저장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사건과 관련된 작품은 인터넷 누리꾼이 업로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

CHINA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증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 게다가 취앤투도우사는 저작물을 실제로 업로드 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원본 데이터를 스스로 삭제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밝힐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불리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함.

평가 및 시사점

CHINA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o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 영상 서비스업자의 저작권 보호가 촉진되고

o 본 사안을 통해 인터넷 영상 서비스업자의 저작권의식수준 제고와 자율적
관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저작권 추적 및 증거획득을 위한 기술

CHINA

인터넷 영상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적 보호조치의 마련도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CHINA

(人民日報, 2014.6.24.)

※ 참조

CHINA

http://english.cri.cn/12394/2014/06/24/53s833066.htm 2014.6.24.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0435.html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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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온라인 TV 셋톱박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 소송 증가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 TV 셋톱박스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온라인
TV 셋톱박스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유통되는 영상저작물들이 다
수 포함되어 있음. 중국 정부는 사법판결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TV셋톱박스에서
의 권리침해 행위를 엄벌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국의 TV 셋톱박스
산업 발전 및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o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 TV 셋톱박스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음. TV
셋톱박스의 종류만 50여 가지가 있으며, 2013년부터 중국에서의 온라인
TV셋톱박스 월 생산량은 100만 대에 달한다고 함.
- 2014년 제1분기의 출고량은 1,950만대에 달하며 2014년 한해 셋톱박스의
출고량은 4,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TV 셋톱박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동 설비에 상당한 양의 콘텐츠가
들어있어 온라인상 대량의 고화질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임.
o TV 셋톱박스란 온라인 영상물 및 웹페이지 검색, 응용프로그램 설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진과 동영상 관람 등을 TV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제품을 말함.
o 그 중에서 아이치이(爱奇艺), 탠모우(天猫), 쑈우미(小米), 러쓰(乐视) 등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
广电总局, 이하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은 상태임.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80%정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복제물임.
o 중국 내 TV 셋톱박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셋톱박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불법으로 운영되는 TV
셋톱박스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상 유통되는 영상물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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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음.

저작권을 사는 대신 자체 서버를 설치하여 영상저작물들을 TV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음.

CHINA

o 불법 셋톱박스들은 거액을 들여 영상저작물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o 이외에도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은 셋톱박스에서도 저작권 권리침해 문제가

- 러쓰왕(乐视网, letv.com)은 쏘우미(小米) 셋톱박스(盒子) 내 영화 및 드라마
300여 편이 러쓰왕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쏘우미를 법원에

CHINA

발생함.

제소하였음. 해전구 인민법원(海淀 人民法院)은 쏘우미로 하여금 러쓰왕에게
15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도록 판정함.

호남위성방송(湖南衛視) 및 투떠우유쿠회사(土豆優酷公司)가 쑈우미 셋톱박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바 있음.

CHINA

- 쑈우미 셋톱박스가 제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작년에는 쒼레이(迅雷)、

o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TV 셋톱박스의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용은 상당히 높고 방법 또한 용이하지

- 러쓰왕은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宝)에서 TV 셋톱박스를 구매하여
인력으로 검사 및 측정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o TV 셋톱박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전총국은
온라인 TV 단말기 제품들이 반드시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허가를 받은 제품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광전총국의 감독 및

CHINA

TV 셋톱박스 제품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

CHINA

않은 실정임.

규제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은 전부 불법 제품으로 간주되어
시장에서 판매되어서는 안된다고 함.

o 현재 중국 내에서 TV 셋톱박스에 의해 발생하는 저작권침해는 기술적인
조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행정 등 법률적인 수단에 의거하여 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방안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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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闻出版报, 2014.6.25.)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0603.html 2014.6.25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0979.html 2014.6.30.
http://news.xinhuanet.com/ent/2014-07/16/c_126758503.htm 2014.7.16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07/17/c_126764421.htm 2014.7.17
http://www.abbao.cn/page/6433636144992 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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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中, 펑씽왕의 "나는 가수다" 시즌2
온라인 전송권 침해 판결
"나는 가수다" 시즌2의 저작권자로부터 온라인 전송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러쓰왕(천진)정보기술유한회사(乐视网天津信息技术有限公司)는 해당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이용한 베이징펑씽온라인기술유한회사(北京风行在线技术有限公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014년 7월 10일 베이징시 하이디엔구 인민법원(北京市

CHINA

海淀区人民法院)은 펑씽왕이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펑씽왕으로 하여금 러쓰왕에게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o 러쓰왕(천진)정보기술유한회사(乐视网天津信息技术有限公司)(이하 ‘러쓰왕’)는

CHINA

사건의 배경

수억 위안을 들여 저작권자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는 가수다" 시즌2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온라인 전송권을 부여받았음.

사이트에서 이용 조회 수가 무려 15억 건을 넘었음.

CHINA

- "나는 가수다" 시즌2는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러쓰왕

o "나는 가수다" 시즌2의 제1회, 제2회가 TV에서 방송된 다음날 베이징펑씽
온라인기술유한회사(北京风行在线技术有限公司)(이하 ‘펑씽왕’)는 해당 프
로그램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전송하였음.

"나는 가수다" 시즌2 제1회, 제2회의 전체 동영상 및 하이라이트 편집 동영상이

CHINA

- 펑씽왕의 서버 PC와 모바일 플랫폼에는 2014년 1월 24일까지 서비스했던
여전히 남아있음.
o 러쓰왕은 펑씽왕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한 즉시 변호사 서한을 발송하여

-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펑씽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러쓰왕은 펑씽왕을 상대로 온라인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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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o 베이징시 하이디엔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펑싱왕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전 금령조치(诉前禁令行动)를 취함.

※ 소송전 금령조치(诉前禁令行动)
□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사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말함. 그 목적은 권리침해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거나 엄중한 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2014년 7월 10일 법원은 펑씽왕이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하고, 펑씽왕으로 하여금 러쓰왕에게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건의 의의

o 본 사건은 그 이전 유사 사건들에 비하여 권리침해자로 하여금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러쓰왕 및 그 이전 유사 사건에서는 약 1만~2만 위안(한화 약 170~340만 원)
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
원)의 큰 액수를 책정하였음.
- 펑씽왕이 러쓰왕으로부터 변호사 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아 주관적 과실이 중하다는 점, 관련 동영상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용 조회 수가 상당히 많고 상업적 가치가 높아 펑씽왕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
을 얻었다는 점 등이 고려됨.
- 유사 저작권 침해 사건들 중 최고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으로서 불법침해에
대한 처벌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中国新闻出版报, 2014.7.16.)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2988.html 2014.7.16.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4/07/id/1337775.shtml 2014.7.12.
http://news.xinhuanet.com/tech/2014-07/18/c_126769796.htm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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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모바일 게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도 증가하고

CHINA

中國

中, 100여개 기업들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 채택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25일 UC, 텅쒼(腾讯), 창유
(畅游) 등을 비롯한 100여개 기업들은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
를 채택함.

CHINA
o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중국 온
라인게임 가입자는 3억 6,800여 명에 달하고, 2014년 제1분기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250억 위안(약 4조 1,217억 원)을 초과하였다고 함.

CHINA

중국 모바일게임
산업의 급부상

o 그 중 모바일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시장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 소비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함. 모바일 게임 플랫폼에는 게임뿐
포함되어 있음.

모바일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

CHINA

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문학작품, 영화 및 TV 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가

o 중국 내 모바일 게임 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불법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회(中国互联网协会移动互联网工作委员会)와 수도저작권산업연맹(首都版权

CHINA

o 이러한 배경에서 2014년 7월 25일 중국온라인협회모바일온라인업무위원
产业联盟)이 주관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베이징판권국, 중국온라인협
회 등 정부부처와 단체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2014년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창의 및 교육활동(2014移动游戏版权保护倡议暨培训活动)’

- 동 회의에서는 모바일 게임 관련 저작권 법규 외에도 모바일 온라인 시대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보호되는 조화로운 공생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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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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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의
내용

o 동 회의의 성과로서 UC, 텅쒼(腾讯), 창유(畅游) 등 100여개 모바일 게임 기
업들은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保护移动游戏版权自律倡议书)’
에 서명하였음. 자율창의서는 다음의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
-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고 기업 간 저작권 보호 협약을 엄수할 것.
-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고 이와 관련된 환경을 조성
하지 않을 것.
- 저작권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
하며, 침해 발생시 정규적 분쟁해결 경로와 법률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것.
- 창의적 메커니즘을 보완‧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투자를 확대할 것.
-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의 사용,
제작과 유통을 저지할 것.
- 모바일 게임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바일 게임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

o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자율창의서’ 채택을 통해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시사점

의식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함.
-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창작활동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

(中国新闻出版报, 2014.7.28.)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9000.html 7.28
http://games.sina.com.cn/y/n/2014-07-25/1839801958.shtml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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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中, 청도(青岛) ‘저작권 시범도시’로
선정
2014년 7월 28일 주요 신문사 및 웹사이트 소속 기자 20여 명은 저작권 보호,
운영과 관리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저작권 시범도시’로 채택된 청도(青岛)
를 방문하였음.

CHINA
o 2014년 7월 28일 중국 신문출판총국(报纸出版管理) 주관 하에 인민일보(人
民日报), 신화사(新华社), 광명일보(光明日报), 경제일보(经济日报), 중국일
보(中国日报) 등 주요 신문사 및 웹사이트의 소속 기자 20여 명은 ‘저작권
시범도시’인 청도(青岛)를 방문하였음.

CHINA

‘저작권 시범도시’인
청도(青岛)를 방문

- 청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시범도시’로 선정된 도시로서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 및 정품화 보급에 힘쓰고 있음.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도는 저작권 보호, 운영과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CHINA

- 청도는 ‘정품의 도시, 창조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저작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

o 기자단은 중국 첫 저작권 보호 시범기업인 하이얼(海尔) 그룹19)과 함께 청
도 국제저작권거래센터 등을 방문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체계 및 저작권 공
공서비스의 수준, 창조산업 구축을 위한 조치와 성과 등을 살펴봄.

CHINA

‘저작권 시범도시’의
관리 및 선정

- 국가판권국은 지난 2005년부터 저작권 시범도시, 시범구역(기지), 시범기업
등을 선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청도 외에도 항주(杭州), 성도(成都), 소주(苏
‘전국저작권 시범도시’ 칭호를 수여함.

19) 하이얼 그룹(Haier Group)은 중국 정부에 의해 1984년 12월에 세워진 회사로서 냉장고, TV,세탁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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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쿤산(昆山), 광쭤우(广州), 샤먼(厦门), 짱쟈깡(张家港) 등 도시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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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판권국은 2013년 10월에 새롭게 개정된 ‘전국저작권 시범도시, 시
범단위와 시법구역(기지) 관리방법(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
(基地)管理办法)’에 따라 저작권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있음.

o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시범도시’ 선정을 통하여 창조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시사점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향후 저작권 시범도시의 선정 및 관리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중국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中国新闻出版报, 2014.7.29)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9426.html 2014.7.29
http://www.gapp.gov.cn/govpublic/96/159456.shtml 2013.9.30.
http://www.chinadaily.com.cn/dfpd/fj/2013-10/22/content_17050243.htm 2013.10.22.
http://zjg.js.xinhuanet.com/2013-12/30/c_118758199.htm 2013.12.30.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hannels/566.html 20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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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ISP를 저작권침해의
중개자로 판단
독일의 콘스탄틴 영화배급사(Constantin Film Verleih) 및 오스트리아의 베가 영화제작사
(Wega Filmproduktionsgesellschaft)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UPC 텔레케이블(UPC
Telekabel Wien) 간의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고객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직접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함.

사건의 개요

o 영화 ‘비키 더 바이킹(Wickie und die starken Männer)’과 ‘팬도럼(Pandorum)’의
저작권을 보유한 독일의 콘스탄틴 영화배급사(Constantin Film Verleih) 및
‘하얀 리본(Das weiße Band)’의 저작권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의 베가 영화
제작사(Wega Filmproduktionsgesellschaft)는 키노(kino.to) 사이트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다량의 영화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이 키노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인 UPC 텔레케이블(UPC Telekable Wien; 이하
UPC)社가 직접 차단해줄 것을 오스트리아 법원에 요청함.
o 오스트리아 제1심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콘스탄틴社와 베가社의 키노 사이트 차단 요청을 인정하였음.
 다만 법원은 ISP인 UPC가 취해야 하는 차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하지 않음.
o UPC는 DNS 및 웹사이트의 IP 주소 등을 차단하였으나, 키노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이용자들이 차단을 우회할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고려할 때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함.
o 오스트리아 대법원(Oberste Gerichtshof)은 UPC에 대하여 키노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EU저작권지침(EU Copyright Directive) 및 EU법의
권리에 부합하는지와 ISP를 저작권침해의 중개자(intermediary)로 간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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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자문을 구함.

o 2014년 3월 27일 ECJ는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저작권으로

CHINA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보호되는 내용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 상에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한 UPC 등 ISP는 저작권침해에 이용되는 중간 서비스이고, 이러한 서비스
금지명령은 EU 저작권지침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CHINA

제공자에 대하여 EU 회원국 규정에 따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o ECJ는 ISP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자유가 있지만, ISP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이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ISP의 업무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ISP는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여 모든 합리적
판단함.

CHINA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o 한편 EU저작권지침은 저작권침해자와 중간매개자 간의 구체적인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이용자가 사실상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에 실제적으로
접근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으며, 제3자의 저작권침해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EUROPE

중개인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curia, 2014.3.27.)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4-03/cp140038en.pdf
2014.3.27.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3-11/cp130149en.pdf

http://www.courthousenews.com/2013/11/26/63257.htm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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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http://broabandtrafficmanagement.blogspot.kr/2013/11/eu-courts-can-order-isps-to-block
.html 2013.11.29.

CHINA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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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IPO, 2014-2017 기업 계획 발표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영국 정부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향후 3개년(2014-2017년) 기업 계획(IPO’s Corporate Plan)을 발표함. 또한
UKIPO는 기업 계획을 뒷받침할 연구 및 평가 우선과제를 선정하였음.

영국 지식재산청,
2014-2017 기업
계획의 수립

o 영국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영국 정부의 균형적이
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향후 3년간 기업의 지식재산 과제를 수립함.
- 영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
-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2014년 4월 3일 이러한 계획(IPO’s
Corporate Plan 2014-2017)을 발표함.
o 2013년도 기업 계획(Corporate Plan 2013–2014)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하여 영국의 성
장을 도모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기업들 스
스로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보호하고 이를 위한 소비
자를 교육하였으며,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작업 효
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음.
o 그리고 IPO는 ▲특허출원과 상표, 등록절차의 신속성, ▲작가미확인 저작물
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운용, ▲국제 지식재산
집행 정상회담(International enforcement summit)의 개최를 2014-2017년
기업 계획의 핵심적인 목표로 함.

기업 계획의 주요
내용

o 영국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투자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는 영국 경제 성장에 중요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영국 정부의 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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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O는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부응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계획하는 것임.

CHINA

o IPO의 역할은 영국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운영하며 21세기 시대적 환경의 요구에

- 테일러 웨싱 글로벌 지식재산지수(Taylor Wessing Global IP Index)
2013에 따르면, 영국은 지식재산의 획득, 활용 및 실행에 있어서 최적의

-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들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면
향후 운영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음.

CHINA

국가라고 언급함.

o IPO는 2013년에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침과 온라인 툴킷
10,000개의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대학의 커리큘럼에 지식재산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계획임.

CHINA

(toolkit)20)을 새롭게 만들었음. 그리고 2014년에는 이러한 지침과 툴킷을

o 한편, 2014년 6월 IPO는 국제 지식재산 집행 정상회담(International IP
Enforcement SUMMIT London 2014)을 주최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 이 회의에서는 IPO는 각국 정부 및 전 세계 관련 기관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집행 및 실행을 위한 고차원적 전략에 대해 논의함.

EUROPE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o 온라인 디지털 거래소를 설치하고 2014년 말부터 작가미확인 저작물 및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를 시행할 계획임.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과 저작물의 용이한 이용허락

CHINA

- 디지털 환경의 혁신에 따라 음악, 영화, 어문 저작물의 생산과 소비 양상이
(licensing)을 위하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IPO는 영국 내 저작권 관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영국과 EU

20)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각종 루틴 또는 보조 프로그램을 모은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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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유럽 차원의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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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의 연구 및 평가
우선과제 발표

o 2014년 4월 11일 IPO는 2014-2017년 기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4-2015 연구 및 평가 우선과제를 발표하였음.
o 우선 과제에는 지식재산 침해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룰킷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음.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과 침해에 대한 제재의 비례성 및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임.
-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교육하는 기능과 이용자들을 불법 콘텐츠로 유도
하는 기능의 양면성을 가진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그 외에도 영국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및 저작권 관련 증거
수집의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됨.
o 현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들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임.
-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 측정 및 방법론 검토
- 저비용 소송을 위한 지식재산전문법원 평가
- 공유 저작물 가치 연구
-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과의 협업 필요성

(FACT, 2014.4.11.)

※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tellectual-property-office-research-priorities-20142015
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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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마리니 상원의원은 2014년 4월 9일, 검색 엔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 재생산한

CHINA

EUROPE

佛, 검색 엔진 서비스에 의한 저작물 공개와
재생산 권리의 집단적 관리 법안을 상원에 제출
그래픽, 조형, 사진에 관한 수익을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CHINA
o 세계적 규모의 검색 엔진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미술, 사진
저작물의 공개 및 재생산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술가 및 관련 단체들은 검색
엔진사와의 토론회와 유럽연합에 의견 개진을 통해 저작권 수익의 분배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왔음.

CHINA

법률안 제출 배경

o 2014년 4월 9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arini) 상원의원은 검색엔진들이 ‘약탈’ 행위롤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저작권자를 비롯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EUROPE

Mouvement Populaire; UMP)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필립 마리니(Philippe

 그러한 약탈행위로 구글(Google)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미지를 색인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에 무료로 공개하여 수익을 올리는

o 프랑스 조형예술저작권협회(Auteurs Dans les Arts Graphiaues et

CHINA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Plastiaue; ADAGP)와 115,000명의 작가들은 제출된 법률안이 저작권보호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하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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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법률안의 내용

o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부 제1장 제3조 '권리의 이용
(Exploitation des droits)'에 관한 법률 제5항의 내용21)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웹으로 공개되는 미술, 사진 저작물에 대해 기존의 법정
허락 모델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집단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o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그래픽, 조형 예술, 사진 작품이 공개되는 것은 검색
서비스 업체가 해당 작품의 재생산, 공개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권리의 양도는 의무적이며, 검색 서비스 업체는 권리가 양도된 작품을 공개
및 재생산 할 수 있음.
o 검색 서비스 업체는 양도에 대한 대가로 그래픽, 조형 예술, 사진 작품의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권리의 양도와 보상의 결정은 검색 서비스 업체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짐.
 보상은 원칙적으로 작품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근거하고, 예외적으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31조 제4항(l'article L. 131-4)에 근거하여 도급
계약도 체결이 가능함.
o 저작권 할당과 승인의 취소 방식은 프랑스 참사원(Conseil d’État)22) 명령
의 대상임.
 참사원의 명령이 발표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 위원회(commission spécifique)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함.
 특별 위원회는 정부, 검색 서비스 업체, 저작권 관리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수적인 비율은 동일함.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조율된 보상금은
저작권 관리단체를 통해 저작자에게 지급됨.

21) chapitre V au titre III du livre Ier de la partie 1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22) 프랑스 현 제5공화국(1959∼현재)하에서의 참사원의 역할은 정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최고행정재판소(le tribunal
administratif supreme)로서의 역할 등으로 대분해 볼 수 있는데, 자문적 권한은 행정사항 뿐만 아니라 입법사항
에 대해서도 행사되며, 이러한 참사원의 입법적 관여는 시대와 정부에 따라 그 정도와 중요성이 상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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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같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래픽,
조형 예술, 사진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의 손실이 보상될 것으로 기대됨.
o 그러나 색인, 목차 등과 같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이미지의 공개는 ‘광고’나

CHINA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약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익 분배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함.

CHINA

※ 프랑스 조형예술저작권협회(Société des Auteurs Dan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 ADAGP)
□ 프랑스 조형예술저작권협회는 시각 및 조형 예술 분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로 195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0만여 명의 작가가 등록되어 있음.

□ 법률에 의해 시각 및 조형 예술 작품의 복제, 재사용, 대여, 매체를 통한
재전송 등에 관하여 저작권료의 협상, 징수, 분배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임.

EUROPE

(adagp, 2014.4.16.)

CHINA

□ 가입 시 작가는 저작권의 일부를 단체에 위탁하고, 단체는 가입 작가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함.

※ 참조

llage-d-images-sur-internet_1507146.html 2014.4.9.
http://www.linkipit.com/?p=1248 2014.4.24.
http://www.adagp.fr/fr/adagp/presentation

CHINA

http://www.adagp.fr/actualites/moteurs-de-recherche-dimages-une-proposition-deloi-pour-remunerer-les-auteurs 2014.4.16.
http://lexpansion.lexpress.fr/high-tech/marini-contre-google-il-faut-mettre-fin-au-pi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w=nhn&yr=1972&mn=06&mp
bLegPstSeq=125372 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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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佛 하도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침해 방지 방안 제안
2013년 7월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의 요청으로 하도피(Hadopi)의 미레일 앙베르쿼레타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불법 사이트의 수입원을 통제하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불법 사이트를 강제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였음. 문화
통신부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검토되어 그 실행이 확정될 예정임.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의
필요성

o 2013년 7월 13일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오렐리 필리페티(Aurélie Filippetti) 장관은 ‘인터넷 상의
권리보호와 작품을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의 미레일 앙베르
-쿼레타(Mireille Imbert-Quaretta) 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어 그 동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 성행하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함.
o 2014년 5월 12일 미레일 앙베르-쿼레타 위원장은 10개월에 걸친 연구 활동과
면접 조사를 통해 27쪽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문화통신부에
제출하였음.
o 보고서에는 1)불법 사이트의 재정 확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 2)불법
사이트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진
하는 방법, 3)행정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방안들이 포함되었음.

불법 사이트 수입원에
대한 원천적 봉쇄

o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와 일반 사용자들이 지급하는
월정 요금으로, 이러한 수입의 흐름에는 광고주와 은행, 카드사와 같은 중간
업자들이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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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의
억제하고 사용자들이 요금 결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임.

CHINA

수입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광고를

o 이를 위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헌장을 제정하고 중간업자들이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저작권침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광고주, 금융사들도 저작권 보호에

o 새롭게 마련될 헌장은 온라인에서 광고와 요금 결제에 개입하고 있는 광고주와

CHINA

동참하여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수입원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자율 규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SRI)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광고를 자제하는

CHINA

o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관리자협회(Syndicat des Régis Internet;
윤리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o 모든 관련자가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동참하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공공 기관을
통하여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EUROPE

불법 사이트의 정보
공개를 통한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
촉진

o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촉진하고, 불법 사이트의 합법적인
전환도 기대됨.

o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삭제된 콘텐츠가 다른 사이트나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

CHINA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
침해의 재발 방지

다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o 콘텐츠의 불법적인 재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가 일정 기간 동안
있으며,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와 원본을 자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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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 기관의 철회 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나 저작물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프랑스 인터넷관리자협회(Syndicat des Régis Internet; SRI)
□ 인터넷관리자협회는 프랑스에서 디지털 광고의 개발과 전문화를 목적으로
2003년 7월 23일 창설된 기관임.
□ 현재 27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자,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투자,
효율성에 관한 조사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공식 사이트 : http://www.sri-france.org/

(lemonde, 2014.5.12.)

※ 참조
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4/05/12/droits-d-auteur-les-pistes-d-hadopipour-lutter-contre-la-contrefacon-sur-internet_4414965_651865.html 2014.5.12.
http://web.lexisnexis.fr/depeches-jurisclasseur/depeche/20-05-2014/02 2014.5.20.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Ressources/Rapports-administratifs/Outils-operation
nels-de-prevention-et-de-lutte-contre-la-contrefacon-en-ligne 2014.5.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content/download/92528/690493/file/Rapport%20out
ils%20operationnels%20mai%202014%20M%20Imbert%20Quaretta.pdf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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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경찰청 지식재산전담반(PIPCU)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CHINA

EUROPE

英 PIPCU,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 웹사이트 폐쇄
위한 Operation Creative의 일환으로, 악명 높은 토렌트 사이트인 Torrentz.eu를
비롯한 주요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하였음. 2013년 10월 동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도메인이 폐쇄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국의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CHINA
o 영국 런던경찰청 지식재산전담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of the City of London Police; PIPCU)은 5월 24일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
주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폐쇄 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CHINA

영국 경찰청,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에
대한 성명서 발표

- PIPCU 대변인은 PIPCU는 최근 ‘Operation Creative’23) 의 일환으로 저작권
을 침해하는 도메인 호스팅 등록자를 대상으로 주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 Operation Creative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단속이라고 언급함.

EUROPE

를 폐쇄하였다고 밝힘.

- Operation Creative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포함한 리포트를 콘텐츠 저작물의 권리자가 PIPCU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o 영국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CHINA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

- PIPCU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21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들을
차단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밝힘.

이번 명령으로 인해 금지된 21개의 다른 사이트들과 함께 Torrentz.eu의
웹사이트 도메인이 폐쇄되었음. 이러한 웹사이트의 차단은 지역 ISP에 의해서

23) Operation Creative는 2013년 여름부터 영국 당국에 의해서 시작된 단속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웹사이트들을 단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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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영국 내에서 동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명령이 내려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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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
- ISP 대변인은 책임있는 ISP로서 법원의 접속 차단 및 도매인 폐쇄 명령을
준수한다고 밝힘.

향후의 행보

o PIPCU가 지난 8개월 동안 저작권을 침해하는 2,500개의 사이트를 차단시킨
조치는 IP 범죄 단속에 관한 PIPCU의 높은 전문성 및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함.
- PIPCU는 지난 4월 영화, 음악,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위반한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지갑, 가방 및 의류와 같은 가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2,500개
웹사이트의 차단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음.
- PIPCU의 형사과장(Detective Chief Inspector) 앤디 파이프(Andy Fyfe)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발생시켜 신용 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o 한편, 도메인 차단을 처음 보도한 토렌트 프릭(Torrent Freak)은 Torrentz.eu가
단지 최근에 차단된 도메인일 뿐이며, 향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cityoflondon.police, 2014.5.28)

※ 참조
http://www.valuewalk.com/2014/05/uk-cops-shut-websites-copyright-violations/
2014.5.27.
http://www.theinquirer.net/inquirer/news/2346722/uk-copyright-cops-shutter-torrentzeu
2014.5.27.
http://www.cityoflondon.police.uk/advice-and-support/fraud-and-economic-crime/pipcu/pi
pcu-news/Pages/280514-illegal-websites-suspended.aspx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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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자료를 일시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캐쉬 복제가 저작권 침해

CHINA

EUROPE

유럽사법재판소(ECJ), 인터넷 브라우징에 따른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온 가운데, 최근 유럽사
법재판소(ECJ)는 컴퓨터를 통하여 웹브라우저 과정에서 디지털 파일을 컴퓨터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CHINA
o 영국의 홍보컨설턴트협회(Public Relations Consultants Association Ltd;
PRCA)는 뉴스 모니터링 업체인 멜트워터(Meltwater)社가 제공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함.

CHINA

사건의 개요

o 영국 최대의 8개 신문사들의 공동 이용허락을 위한 집중관리기관으로 설립된
신문저작권관리단체(Newspaper Licensing Agency; NLA)는 멜트워터 및
신문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며, 신문사들의 신문 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EUROPE

PRCA를 포함하여 멜트워터의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NLA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함.
o 멜트워터는 NLA의 이용허락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PRCA는 멜트워터의 미디
NL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CHINA

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뉴스 기사를 이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o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이 사건에 대하여 뉴스 머리기사는 저작권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문 기사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의 이용허락이 필
요하다고 2010년에 판결하였으나, 2013년에는 이러한 견해를 변경하여 인터넷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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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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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o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에서 브라우징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신문 기
사를 보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PRCA와 멜트워터의 입장을 옹호하는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림.
o 유럽 저작권법은 인터넷 브라우징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
행위와는 구별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유럽사법재판소는 판시함.
o 컴퓨터 하드웨어에 캐쉬 형태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복제본은 인터
넷 브라우징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서 필수
불가결하고 본질적인 기술적 처리 과정에 해당할 뿐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단함.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의 의의

o 유럽사법재판소가 인터넷 브라우징을 위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
하였다면,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는 수백만의 유럽인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였을 것임.
- 또한 기사 내용에 링크가 연결될 때마다 콘텐츠 발행인 측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을 것임.
o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는 이용자들은 EU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예외 규정에 따라
그 이용이 허용된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인터넷 이용자가 행하는 인터넷 브라우징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합리적인 판결이
일반인들이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자유로운 인터넷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견해가 있음.

(curia, 2014.6.5.)

※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53302&pageIndex=0&doc
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403198 2014.6.5
http://techcrunch.com/2014/06/05/ecj-temporary-copyright-ruling/ 2014.6.5
http://www.holmesreport.com/news-info/15037/EU-Court-Of-Justice-Delivers-Landmark-J
udgment-In-Favour-Of-PRCAMeltwater-Against-NLA.aspx 2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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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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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유럽의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지적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디지털 업무를 담당하는 닐리
크로스(Neelie Kroes) 부위원장은 2014년 7월 2일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개
최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그는 회의에서 유럽의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및 인터넷 기반 경제 번영의 지속을 위해서는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유럽 내 건전한 혁신 및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권고하였음.

CHINA
o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인터넷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CHINA

유럽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

o EC에서 디지털 안건을 담당하는 닐리 크로스(Neelie Kroes) 부위원장은
2014년 7월 2일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개최된 정보유입에 대한 국제 학술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건전한 저작권 제도를
위한 원칙

EUROPE

회의(Information Influx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저작권 시스템의

o 건전한 저작권 제도는 첫째,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하여야 함. 혁신적이고 고
무적인 새로운 작품과 기회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를 초월하여 창작자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능을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이 되

CHINA

o 둘째,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보상을 해야 함.

므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는 것은 필수적임.
- 사회의 공익적 측면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o 셋째,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축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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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많은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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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을 저해하고 규모의 경제를 감소시키는 환경을 제거하여야 함.
-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축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저작권 분야에 대한
협조가 요구됨.
o 넷째, 저작권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통합 시스템이 필요함.
-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확실한 규정은 일반 이용자들이 법을 준수
하는 것을 방해함.

유럽의 부적합한
저작권 제도로 인한
문제점

o 오늘날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2001년 EU 저작권법(2001 EU
Copyright Directive)을 현재의 EU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소비자들과 창작자들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대와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
므로, 소비자들과 창작자들에게 많은 기회의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율 방안이 필요함.
o 현재의 부적절한 저작권 제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함.
- 소비자들은 오픈소스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우회 또는 위
반하고 있음.
- 새로운 기업들, 중소기업, 과학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있음.
-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 지도 자료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를 두려워 함.
- 맞춤형 영상 서비스(Video-on-Demand) 제공자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저
작권 권리 처리 문제로 인해 시장 확장의 계획을 포기하기도 함.
- 이용자들이 다른 나라의 영화나 TV쇼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고자 하여도 지
리적 제한 및 저작권 문제로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함.
- 박물관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 우려로 인해 보험 가입을 필수적임.
- 유럽 과학자들은 법적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텍스트나 데이터 마
이닝 등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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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의 유럽 저작권 제도는 단편적이고 경직되어 있어 많은 경우 법을 위반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개방, 혁신, 창작에 부합한 제도로 변화시킬 필요
가 있음.
- 유럽에서는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적‧ 경제

CHINA

유럽 저작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 개혁의 의의

적 연구 등의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으며 지금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시기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을 의미함.

CHINA

o 유럽 저작권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어서

- 연구자, 교사, 문화유산, 이용자와 생산자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것임.

에 주력할 예정임. 이러한 개선 방향이 앞으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CHINA

o 유럽은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해 비입법적 조치를 병행하며 상업적 침해

(europa, 2014.7.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528_en.htm 2014.7.2.
http://www.v3.co.uk/v3-uk/news/2353544/eu-calls-for-radical-copyright-reform-in-light-of
-internets-disruption 2014.7.3.

EUROPE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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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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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저작권 침해 허위 통지 메일에 첨부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독일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약 3만 개의 허위의 이메일이 신용정보 등을
유출하는 트로이목마 바이러스와 함께 발송됨.

허위의 저작권 침해
메일이 발송됨

o 최근 독일에서는 약 3만여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허
위의 통지 이메일을 받았음.
o 해당 메일에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의 내용, 일시 및 IP주소 등이 허위로
기술되어 있었음. 독일 저작권법 제19조a항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며
피해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48시간 내에 200~500유로(약
27~67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의 감염 유포

o 그런데 메일 수신인이 저작권 침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일에 첨부된
파일(zip)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트
로이목마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하였음.
o 허위의 메일은 마치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드림웍스(DreamWorks),
소니(Sony), 이엠아이(EMI), 파라마운트(Paramount) 등 권리대행자들이 발
송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서, 메일 수신인들이 세부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첨부파일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워너브라더스, 드림웍스, 소니, 이엠아이, 파라마운트 등의 회사가 저
작권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로펌 및 변호사들의 연락처가 메일에 함께 포함
되어 있어서 메일 수신인은 해당 메일을 진의로 받아들일 확률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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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허위의 메일에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CHINA

o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사람들의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히
것임.

CHINA

(torrentfreak, 2014.7.8.)

※ 참조
http://torrentfreak.com/30000-pirates-receive-fake-fines-with-trojans-attached-140708/

CHINA

2014.7.8
http://thenextweb.com/insider/2014/07/08/30000-fake-copyright-notices-emailed-trojan-h
orse/ 2014.7.8
http://gizmodo.com/huge-scam-sends-30-000-fake-copyright-notices-containin-1601766
582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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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에
EU저작권지침 이행 촉구
유럽연합단체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프랑스, 폴란드, 루마
니아에 대해 2014년 11월 1일까지 실연자의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적 보호
조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11 EU저작권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2011 EU저작권지침’
이행 촉구

o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Union; EU)의 각 회원국들은 ‘2011 EU저작
권지침(Directive 2011/77/EU)’을 2014년 11월 1일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
였음. 그러나 회원국 중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가 동 지침을 2014년 7월까
지 이행하지 않고 있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 EC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가 2개월 내에 동 지침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C는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
에 의뢰하기로 함.

‘2011 EU저작권지침’
의 내용

o ‘2011 EU저작권지침’은 실연자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 EU저작권지침(Directive
2006/116/EC)’은 EU평의회지침을 대체한 것으로 유럽의회 및 EC에 의해
승인되었고 이후 '2011 EU저작권지침(Directive 2011/77/EU)'으로 개정
되었음.
o ‘2006 EU저작권지침’의 주요 내용
- EU 회원국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
인접권 보호기간을 실연 시점으로부터 50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 ‘2006 EU저작권지침’은 이외에 미공표 저작물, 사진저작물, 비평,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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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50년간,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고정한 시점 또는 합법적으로 음반이 공표
된 시점으로부터 50년간 권리가 보호됨.

CHINA

- 실연자는 처음 실연 시점 또는 합법적으로 실연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o ‘2011 EU저작권지침’의 실연자의 보호기간 연장 내용
- 실연자는 직업의 특성상 20대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작자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의 보호기간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CHINA

50년의 보호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실연자 및 음반

- 실연자는 정규 수입이 없이 저작권료가 그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연자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실연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수입 또한 증가될 것임.

CHINA

-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음반 판매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음반 제작자의

o ‘2011 EU저작권지침’의 추가적 보호조치 내용
- ‘2011 EU저작권지침’은 실연자 보호기간의 연장 외에도 실연자의 수익을

- 음반제작자가 실연자의 음반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실연자는 자신의 음반
을 판매해 줄 다른 음반 회사를 찾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연자 스스로

EUROPE

돕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실연자의 지위를 강화하도록 함.

자신의 음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음반 회사들은 수익의 20%를 출원하여 실연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CHINA

(Europa, 2014.7.10.)

※ 참조

CHINA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470_en.htm?locale=en 2014.7.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265:0001:0005:EN:PDF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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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국, 저작권 보호기간의 통일에
대해 논의
2014년 5월, 2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진 12개 TPP 가입국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은 TPP 가입국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함. 가입국간
각기 다른 보호기간이 협상을 통해 어떻게 통일될지에 향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됨.

TPP에서 논의된
저작권 보호 기간의
내용

o 2014년 5월 20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가입한 12개국은 관세 및 시장진입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장관회의를 가짐.
o 동년 5월 12~15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식재산(IP), 투자,
환경, 전자상거래(e-commerce), 국유기업(state owned enterprise; SOEs)
등의 사안이 논의됨.
o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TPP에 가입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은
가입국 간 음악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의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대표는 시장진입과 통상적 규칙에 따라 이를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o 현재 12개국 중 일본과 캐나다 등 6개국은 저작자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미국과 호주 등 5개국은 사후 70년을, 멕시코는 사후 100년의 보호기간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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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음악과 영화의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국과
동일한 70년을 TPP 표준으로 원했음.
o 일본은 관세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미국과 상충된 입장을 보이며 최종 판단을

USA

저작권 보호 기간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

보류하였으나, 양국은 지난 4월에 상당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짐.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최종 합의된다면, 일본은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는 것임.
 영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공표 후 7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므로
것으로 보임.

CHINA

DVD 판매와 고전영화의 방송과 배포와 관련하여 일본 내 큰 변화는 없을

o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의 신흥국가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표준화
될 경우 저작권 등록 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처음부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CHINA

o 특히 말레이시아의 TPP 반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반대 의사를 표함.
 지재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IP 국제 조약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현재 말레이시아는 50년의 보호
기간을 두고 있음).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함.

CHINA

 말레이시아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보와 지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o 현재 가입국 간의 의견차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 및 여러 사안들 또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mlaw.gov.sg, 2014.5.20.)
※참조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20/tradepacific-tpp-idUSL3N0O63WX20140520 2014.5.20.

-tpp-meetings/ 2014.5.13.
http://www.ustr.gov/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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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276560 2014.5.20.
http://www.yomiuri.co.jp/economy/feature/CO005370/20140513-OYT8T50057.html 2014.5.13.
http://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opinion/2014/05/13/make-no-concessi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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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상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 그 배경과 내용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온라인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대응

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둔 국가들(독일, 일본)

조치로서 국가마다 다른 법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도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다운로드의 형사처

예컨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벌 규정을 둔 이유로서는, 무단 업로드가 저작권

있는 국가(프랑스21) , 한국22))가 있는가 하면, ISP

침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운로드와 관련

가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경고함으

해서는 사적복제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로써 침해를 예방하려는 국가(미국23), 영국24))도

복제물의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사적복제가 아님

있고, 인터넷상의 사적복제의 범위를 명문으로 한정함

을 명시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다. 불법

으로써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한 이용자

복제물임을 알고서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 형
사처벌규정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며

21) 프랑스는 2009년 아도피법의 제정으로 삼진 아웃제
를 시행하였으나, 2012년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이 삼진
아웃 정책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2013년도에는 급기야
인터넷접속차단정책인 삼진 아웃제에 대한 폐지를 위한 법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2) 우리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의미하는 삼진 아웃제
는 프랑스의 삼진 아웃제와 달리 인터넷 접속차단을 명령하
지는 아니하나, 단계적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삼진 아웃제로
불리고 있다.
23) 미국의 저작권경고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단계를 6단계까지로 하고,
5~6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술적 조치로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다.
24) 영국에서는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의 시행
이 2015년으로 연기되면서, ISP들이 합의하여 미국과 유
사한 저작권경고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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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독일 개정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2012
년도에는 일본이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
였다.

기술의 발전과 사적복제 범위의 변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복제를 저작권
제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할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일본 저작권법 제49조). 즉, 사적복제는
권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이용 형태가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 도입 배경

U SA

당초의 목적·용도 이외의 목적 즉 사적복제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에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으로 복제한

등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위법 다운로드를

것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인터넷상으로 공중을

사적 이용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해 무단으로 업로드한다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했다.

업로드한 시점에서 업로드한 자는 복제권 침해를 구성

예컨대, 2010년 일본 레코드 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면, 무단으로

다운로드로 이용된 음악 중, 합법 사이트로 이용된

업로드된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은 약 4억 4,000만 번27)인 것에 비해, 불법으로

것인가에 대해 기존 일본에서는 이를 위법행위로

다운로드된 횟수는 동영상 사이트28)만으로도 연간

보지 않고 사적복제로 보아 저작권 제한 사유에

12억 파일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29)

C H IN A

위와 같이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저작권

C H IN A

해당하여 일본 저작권법 제21조(복제권)에 해당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단순히 민사책임을
묻는 데서 더 나아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침해가 급증하자,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운로드

다운로드하는 자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저작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검토가 2007년

침해에 대한 일정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에서 시작

것이라는 이유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를

되었는데, 그 결과가 2009년의 저작권법의 개정 법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2012년 통상 국회의 심의

(2009년 법률 제53호)25)으로 실현되어 2010년 1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C H IN A

그러나 P2P 프로그램 등의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개정 법에서는 불법으
그러나 무단으로 업로드된 음악이나 영상 파일을

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가 아님을 명문화하였다. 그러

불법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형사처벌을

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만 규정되고 형사책임은

부과하는, 이른바 ‘위법 다운로드 형사처벌화’를

C H IN A

로 전송된 음악·영상 파일을 위법임을 알면서 다운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법 제30조 제1항 제3호

25) 개정법은 중의원(하원)에서 2009년 5월 12일의 본회의에
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고, 참의원(상원)에서는 동년 6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로 성립했다.
26)
http://www.bunka.go.jp/chosakuken/21_houkaisei.htm

l
27) http://www.riaj.or.jp/data/download/2010.html
(2014.6.15. 최종방문)
28) 「YouTube 簡単ダウンロード 無料サイトを提訴
「著作権侵害」」『読売新聞』2011.8.23,
夕刊,
p.15.
29) http://www.riaj.or.jp/release/2011/pr110808.html
(2014.6.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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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법안에 대하여는 인터넷 유저 협회(MIAU)30)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등 특히 이용자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컸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불법 다운로드한 모든
자를 적발하여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게 될 우려가

반대의 이유들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

있고, ‘위법 다운로드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는

되었다. 우선, 적발되는 자들이 대개 위법행위를

이유만으로 컴퓨터를 압수당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이다. 즉,

구실로 인터넷을 폭넓게 감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위법 다운로드의 주체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개 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가 위법임을
모른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위법과 합법 파일을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에 있는 음악·

제출된 개정안은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영상 파일은 외관으로는 합법과 위법을 판별하기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어려우며, 업계 단체가 합법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설정한 「L 마크」31)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의 내용(일본

국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33))

합법이라 하더라도 L 마크를 붙일 의무가 없으므로
L 마크에 의한 합법과 위법 파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다른 반대 논거로서,
수사권이 지나치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현재 일본이 추진 중에 있는 TP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합 제휴 협정)32)에는
30) 일반 사단법인 인터넷 유저 협회(MIAU)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등의 기술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리성에
관련되는 분야에 있어서의 의견의 표명·지식의 보급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등의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모아 정책 사이드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31) L마크는 유저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상에서 음악·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코드 회사·영상 제작
회사와의 계약으로 전송되고 있는 음원이나 영상 등에
표시되는 마크이다. 마크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업자의
사이트 또는 휴대 전화 사이트에 표시되는 것 외에
레코드 회사·영상 제작 회사의 사이트에도 표시된다.
32) TPP란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Trans-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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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칭으로,
환태평양 경제연합제휴협정,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연합제휴협정, 환태평양 파트너십 등으로 번역된다.
2006년 5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가맹국인 싱가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의 4국이
체결한 경제연합제휴협정이 원형으로, 2009년 11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참가의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운 자유 무역을 위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33) 제119조 3항,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유상 저작물 등〔녹음 또는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 등(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어있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어 있는 것(그 제공 또는 제시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
(국외에서 발생되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는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스스로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웹이나 파일공유 네트워크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다운로드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전자메일이나 메신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해석된다. 위법 다운로드에서 의미하는 ‘다운로드’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

행위가 그 대상이다. 왜냐하면 영리목적으로

송신’을 수신하는 다운로드가 그 대상이 된다.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래 형사처벌의 대상

저작권법상 ‘자동 공중송신’이란, 공중송신(공중에

이었으며, 동 개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적

의해서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송신을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의

실시하는 것) 중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친구가

C H IN A

첫째,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U SA

일본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송신한 메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음악이나
영상을 메일에 첨부해 송신하는 경우, 송신자가

그 대상이다. 여기서 ‘유상 저작물 등’이란, 녹음

‘가정 내 기타 이것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를

또는 녹화된 저작물, 실연, 레코드 또는 방송 혹은

넘어 메일을 송신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이다.

C H IN A

둘째, ‘유상 저작물 등’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유선방송과 관련되는 소리 혹은 영상으로서, 유상
한다.34) 따라서, 영화나 음악 등 유료로 판매되는

이다. ‘녹음 또는 녹화’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은

콘텐츠만이 형벌화의 대상이 되며, 무료로 공개되는

영상이나 음악에 한정되며, 만화나 서적과 같은

아마추어 영상이나 음악은 그 대상이 아니다.

출판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녹음 또는

예컨대, PR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모션

녹화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비록 해적판이어도

비디오의 경우, 이것들은 원래 무료로 제공되는

‘YouTube’나 ‘니코니코 동영상’35)등의 동영상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면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6) 동영상 투고

PR 용이고 판매용인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이트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재생하는

이들을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시스템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영상을 열람할

요구도 나오고 있다.

때, 복제(녹음 또는 녹화)가 수반된다. 그러나

C H IN A

넷째,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가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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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는 저작물을 의미

이러한 복제(캐쉬)의 경우는 제47조의 8(컴퓨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수반되는 복제)의 규정이

이어야 한다. ‘다운로드하는 행위’란 다운로드의

적용되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송신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34) http://www.bunka.go.jp/chosakuken/24_houkaisei.html

35) http://www.nicovideo.jp/
36) http://www.bunka.go.jp/chosakuken/download
_qa/pdf/dl_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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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법 파일임을 알면서 동영상 사이트에서

형사처벌화의 효과와 시사점

다운로드해서 컴퓨터 등에 저장했을 경우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화가 시행된 후 아직까지 불법 다운로드를
이유로 형사입건된 예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일본

다섯째, 그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에만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실’이란, 그

인데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 저작물이 ‘유상 저작물 등’이라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송신’

그러나 문화청이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

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라는

시행 후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

요건도 충족하여야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다운로드 경험자들이 형사처벌에 대하여 인지하고

스스로 하고 있는 다운로드 행위가 적법하다고

있는 정도는 82.3%를 상회했으며, 불법 다운로드의

오신하였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전원의 형사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62.3%라고 한다.38) 즉, 불법

이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사적

다운로드 형사처벌화가 불법 다운로드에 일정한

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억제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39)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적복제를

처해지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9조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위법한 복제물

제3항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의

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한 경우에 저작권침해를

고소가 없으면 소는 제기되지 않는다.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일본이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또한, 개정 법에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대해서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에 관한 미성년자에

형사책임까지 묻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의

대한 교육의 충실 의무나, 불법 다운로드의 형벌화의

차이가 발견된다. 일본법의 최근의 변화는 우리

대상이 되는 유상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

에게도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의 향방을

대해 위법 다운로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둘러싼 좋은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노력 의무 등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37)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를

37) 부칙 제8조(관계 사업자의 조치)

38)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bun
kakai/39/pdf/shiryo_6_1.pdf
39) 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bun
kakai/39/pdf/shiryo_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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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삼진 아웃제와
같은 행정적인 규제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U SA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에 있어서 제도의
단순 비교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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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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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SP 운영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의
이기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형사처벌 판결의

복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4월

사실관계

24일 조사를 마친 베이징시 당국은 마침내 공안국과
협조해 운영자인 조우쯔취엔(周志全) 총재 등 7명을

2014년 5월 15일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건인

체포하였다. ‘쓰루왕(思路网)’은 2004년 설립된

‘쓰루왕(思路网)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중국 최대 고화질 동영상 포털이며, 고화질 불법

이루어졌다. 중국 내에서는 최초의 저작권침해

복제물 상영 사이트로도 유명하다. 주로 정품

사건으로 법원의 유무죄 인정 여부, 형량 등에

영상을 무단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법원은 불법

비용을 지불하게 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뿐만

온라인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인 ‘쓰루왕(思路网)’의

아니라 블루레이 화질의 영화, 각종 동영상과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운영자인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 유통하였다. 중국의 온라인

조우쯔취엔(周志全) 총재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고화질의 해적판 영화는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7천만 원 상당)을 선고

대부분 쓰루왕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하였다. 그 외 공범인 쑤리위엔(蘇立源)에게는

아니었다.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만 위안, 짜오쥔(曺軍) 외
2명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5만 위안을

‘쓰루왕(思路网)’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

선고하고, 추이빙(崔兵)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사이 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3중 구조를

2년)에 벌금 2만 위안을 부과하였다.

유지해왔다. 첫 단계는 사용자들이 우선 방문하는
전시용 홈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영화 소개 및 관련

사건의 시작은 2012년 말이다. 중국 베이징

뉴스, 고화질 영화음악 기기 소개 등 합법적인 내용

시 당국은 ‘쓰루왕(思路网)’의 영상물 대량 불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쓰루왕의 게시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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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려지는 부속사이트이다. 여기는 회원가입을 해야

연간 광고소득만 200-300만 위안을 올린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회원가입자에 대하여 웹사이트

전해지고 있다.

U SA

관리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세 번째 구조에 위치한
www.hdstar.org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
이 세 번째 사이트에서만 대량의 해적판 영화,

중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음악 및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게 되는데 여기를
한국이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형법이 아닌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월 사용료 50위안을

저작권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충전하거나 연회비 혹은 종신 멤버십 등 회원등급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전반에 대한 처벌을

별로 98위안(약 1만 7천 원 상당)부터 3,500위안

규정하고 있는 집중형 입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약 6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즉, 중국형법은 제217조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C H IN A

이용할 수 있는 관리인의 허락 전제조건은 이용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 H IN A

그 외에도 ‘쓰루왕(思路网)’은 온라인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였는데 온라인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을
복제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고화질 동영상 플레이어,
홈시어터, 영화음악 설비 등에 저장하여 판매하였다.
로부터 회비를 받아 제공하였다.

C H IN A

또한 음란물도 제공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회원들

(형법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이하에 열거한
저작권침해행위를 범하고 그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과한다. 또한 위법소득이
매우 크거나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쓰루왕(思路网)’ 사이트 이용자들은 중국, 영국,
확인되었다. 사이트의 회원 수는 140여만 명에

관련하여 ‘위법소득 액수나 정상(情狀)의 엄중

달하는데 동시접속 사용자수는 하루에 2만 명에

여부’는 최고인민법원의 법률해석에 따르게 된다.

이른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아주 용이하게

이 해석의 명칭은 《불법 출판물 형사사건에 관한

쓰루왕의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의

구체적 법률적용 약간 문제의 해석》(關于審理非

특성상 사용자들이 이메일 혹은 링크 등 방식으로

法出版物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동 웹사이트의 저작물을 신속히 전파할 수도 있다.

이다. 이 해석이 제시한 기준은 ‘개인 위법소득

적발된 권리침해 저작물은 모두 22,296건인데

5만 위안 이상, 회사 위법소득 20만 위안 이상’인

영화가 18,722편, 음악은 3,316개 앨범, 게임

경우는 ‘위법소득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소프트웨어는 208개가 있다. ‘쓰루왕(思路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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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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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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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병과하도록 해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하게 된다. 그에

한국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비해 ‘개인 위법소득이 20만 위안 이상 또는 회사의

수 있다. 실제로 ‘쓰루왕(思路网)’의 운영자에게

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의 경우는 ‘위법소득이

선고된 징역 5년, 벌금 100만 위안은 한국에서

매우 크다’고 보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최고형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쓰루왕
(思路网)’ 운영자인 자오쯔취엔(周志全)의 경우

단속실무와 형사처벌에 있어서 양국의 상황을

여기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벌금이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병과된 것으로 보인다.

대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소송에 의한 직접적인 민사구제와 수사

중국과 한국의 형사처벌 수위 비교

기관 주도의 형사보호가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조다. 형선고의 내용 면에서는 징역형보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제136조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쓰루왕
(思路网)’ 사건이 최초의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이 일반적이지 않고, 주로

(제13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정부 행정기관의 규제에 의한 행정보호가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보호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처벌을 할 경우 한국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의 법률은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이 있어야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만, 중국은 ‘영리목적’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이와 같이 한국의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량은 최고형이 5년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위법소득이나
범죄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 위법소득이 매우 크거나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도 한국보다 장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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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엄중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판단으로서 중국내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온라인을 통해 권리침해 작품을 복제하여 전파하는

엄격한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에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따라 향후 중국 내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의

권리침해 발생 비율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의식을 제고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있는 추세로 평가된다. 형사처벌이 활성화되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않았음에도 저작권 침해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보인다. 요컨대 ‘쓰루왕(思路网)’ 판결은 중국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환영받는 조치이며, 저작권 보호와 관련 산업의

C H IN A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침해 사건의 대부분은

U SA

중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 H IN A

한국은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소송을 통한 권리
보호 방식을 가진 반면, 중국은 행정보호가 활성화
되어 있다. 즉, 행정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

다를 수 있습니다.

C H IN A

하거나 불법 복제품 소각, 설비 압수 등의 조치를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보호가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실시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최근 2년간 특별단속의 방식으로
저작권 권리침해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C H IN A

보호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활발히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ZOOM-IN

이러한 행정보호는 어느 정도 침해율 감소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만 예방과 억제 효과 면에서 형사처벌
보다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은 ‘쓰루왕(思路网)’의 행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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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과 시사점
최민식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의 배경과

2014년 4월 16일에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상

제정 과정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로써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이 사람들의 일상과 시민사회의 모든

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인터넷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 이하 ‘인터넷

세상의 규칙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전문가, 시

이용자 인권지침’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41)

민단체,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가 함께 참여해서 정립해야 한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유럽 정부 간의 협력을

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등 네티즌이라 불리는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 유럽 47개국이 회원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주

참여하고 있는 범유럽 정부기구로 유럽 통합이라

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40)

는 목적에서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하지만, 정치
적‧ 경제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달

이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

리 유럽 내의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의 실현, 법치

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는 지난

등을 목적으로 한다.42) 따라서 유럽평의회와 유
럽연합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등한

40) 2014년 4월 2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국제회의(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인 넷문디알(NETmundial, 글로
벌네트워크)이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인터넷개방성, 프라이버시
보호, 망중립성 보장 등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마르코 시빌 다 인터넷(Marco Civil da Internet)'이 채택되었다. “마
르코 시빌 다 인터넷”의 원문과 영문본은 https://www. public
k n o wl e d g e . o r g / a s s e t s / u p l o a d s / d o c u me n t s /
APPROVED-MARCO-CIVIL-MAY-2014.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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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43)
41) 동 지침의 전문과 주석은
https://wcd.coe.int/ViewDoc.jsp?
Ref=CM(2014)31&Language=lanEnglish&Ver=addfinal&Site
=COE&BackColorInternet=DBDCF2&BackColorIntranet=FD
C864&BackColorLogged=FDC864 참조.
42)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ETS No.1, art 1a.

이와 같이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은 유럽평의회

발생한 극단적인 인권유린 등에 대한 유럽국가의

가 제정한 유럽인권협약,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

반성을 반영하여 유럽평의회가 1950년 로마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전략 등에 포함된 인터넷이용자

채택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협약(Conven

인권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정(채택)

Fun damental Freedoms, 이하 ‘유럽인권협약’

되었다.

C H IN A

이라 한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44) 이러한 유
럽인권협약은 유럽 인권 보호 기준의 근본을 이루
고 있으며, 유럽평의회 산하 유럽인권재판소 판

U SA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의 주요 내용

결의 근거규범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은 인터넷 접근권과 비
원칙(Declaration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과 정보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and

on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에서 인권과

information), 집회‧ 결사‧ 참여(Assembly, asso

인터넷이용자의 권한을 선언하였고,45) 2012년

ciation and participation), 프라이버시와 개인정

3월에는 인터넷상 인권, 민주주의, 법에 의한

보보호(Privacy and data protection), 교육과 리

지배를 최상의 가치로 하여 인터넷 이용자 인권

터러시(Education and literacy), 어린이와 청소년

의 중요성을 포함한 “2012-2015 인터넷 거버넌

(Children and young people), 효과적인 구제 방안

스 전략(Internet Governance – Council of

(Effective remedies)의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C H IN A

차별성(Access and non-discrimination), 표현

C H IN A

유럽평의회는 2011년 9월, “인터넷 거버넌스

Europe Strategy 2012-2015)”을 수립하였으며,
첫 번째, 인터넷 접근권과 비차별성 조항에서

리와 자유의 극대화(Maximising Rights and

인터넷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현되고 민주주

Freedoms for Internet Users)’를 행동방침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법원의

(Lines of action)으로 제시하였다.46)

판결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C H IN A

특히 동 전략의 제2장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

접속을 차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기를 이용해
서라도 인터넷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가능한 최대의 접근을 보장받아야 하고, 지역․소
득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
46) 동 전략의 전문은 https://wcd.coe.int/ViewDoc.jsp?id
=18357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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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http://hub.coe.int/web/coe-portal/european-union 참조.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정원,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관계 –유럽 인권보호의 맥락에서-”, 한
양법학 제21권 제3집, 2010. 8, 233- 255쪽 참조.
44) 동 협약의 전문은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
treaties/html/005.htm 참조.
45) 동 원칙의 전문은 https://wcd.coe.int/ViewDoc.jsp?id
=18357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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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

는 과정에서 처리 및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

공기관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

식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은 이용자

공기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온라인콘텐츠서비

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명확한 규칙과 절차에

스제공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나 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념, 정치적 견해, 지역적 사회적 출신,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교육과 리터러시 조항에서 이용자
는 누구나 인터넷 활용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표현과 정보의 자유 조항에서 이용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터넷 도구를 이해하

는 인터넷상에서 제한이나 간섭 없이 정보나 아

고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이디어를 습득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인터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

넷상 권리와 자유의 실행에 필수적인 지식에 대

받는 경우에도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

한 온라인 접근권을 포함하는 디지털 교육에 대

나 공서양속(moral)과 같은 유럽인권조약상의

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목적에 따라야 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나 온라인콘텐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인권

여섯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 조항에서 어린이

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고객응대

와 청소년들은 이 지침에 따라 모든 권리와 자유

체계를 갖추는 등의 기업 책임이 있으며, 명백히

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불법이거나

or

있도록 정보나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사이

inappropriate content)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버 폭력과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에게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그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의 성적 착취, 학대나 사이버 범죄로부터 특별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콘텐츠(illegal

세 번째, 집회․결사․참여 조항에서 이용자는 인

일곱 번째, 효과적인 구제 방안 조항에서 이용

터넷을 이용하여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집회,

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당

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특히 공공 정

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

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터넷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구제

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는 인터넷
을 통한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

네 번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조항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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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한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정보공유에
서의 이익과 저작권자 권리보호의 이익을 비교형
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인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47)

권재판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유럽인권

U SA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상 지적재산권

협약 보충협약(protocol)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
산권보호와 동일하다고 강조하였다.50) 그러므로

창조하고, 재이용하고, 배포하는 형태로,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권리는 유럽인권

상에서 제한이나 간섭 없이 정보나 아이디어를

협약에 의해 둘 다 보호되며 결국 경쟁적인 이익

습득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유럽인권재판소

간 균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C H IN A

이용자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기소가 된 사례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권리의 관계를 조사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의 시사점

간섭이 되므로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보호와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특

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이윤추구를 목적으

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적극

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허락하는 것조차도 유럽인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제정)되었다는 점

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주고받

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민주적인

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49) 다만 이러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7) Minister’s Deputies CM Documents, CM(2014)31
addfinal, 2014, 4, 16, 43 paragraph.
48) Neji and Sunde Kolmisoppi v. Sweden no.40397/12.
49) 유럽인권협약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States from
requiring the licensing of broadcasting, television or
cinema enterprises.
2. The exercise of these freedoms, since it carries with i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subject to such
formalities, conditions, restrictions or penaltie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for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or for maintaining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50) 유럽인권협약 제1조(Protection of property) Every natural or
legal person is entitled to the peaceful enjoyment of his
possessions.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possessions except in the public interest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law and by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preceding provisions
shall not, however, in any way impair the right of a
State to enforce such laws as it deems necessary to
control the use of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interest or to secure the payment of taxes or
other contributions or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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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 판단하였다.48)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C H IN A

인터넷이용자 인권지침은 유럽평의회의 인권

C H IN A

목적은 물론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적법

C H IN A

하였고, 그러한 형사기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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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권리
는 중요한 이익 간 균형의 문제이므로 인터넷이용
자의 인권인 표현과 정보의 자유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보안을 명분으로 제한되는 국제적인 현실에
비추어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콘텐츠 생산을 확
대하기 위해, 적은 분량은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개
정 영국 저작권법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조정이 필
요한 시점이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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