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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의 저작권은 1998년 제9610호 브라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LEI Nº
9.610, DE 19 DE FEVEREIRO DE 1998.)과 1998년 제9609호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
웨어) 보호법을 통해 보호된다.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으로는 1996년 제9279호
산업재산권 법, 1997년 제9456호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있다.
브라질은 1922년부터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베른협약 외에는 세계저작권협약
(UCC),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TRIPs 협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등의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 조약과 이들을 반영한 브라질 국내법에 따라 외국의 저작물도 브라질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개념과
객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란
표현의 방식과 수단, 유무형 여부, 매체 등을 불문하고 ‘저작자
의 정신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예시는 다
음과 같다.
- 문학 미술, 과학 저작물의 문장(내용)
- 강연, 연설, 설교 기타 이와 유사한 저작물
- 연극과 악극
- 무용, 무언극으로서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무대 연기가 정
해진 것
- 가사 수반 여부를 불문한 음악 작곡
- 소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한 영화 등의 시청각 저작물
- 사진 또는 사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저작물
- 그림, 회화, 조각, 판화, 키네틱아트 저작물
- 일러스트, 지도 기타 유사한 저작물
- 지형학, 공업, 건축, 공원 설계, 무대, 과학 관련 도면, 견본,
3차원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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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저작물의 변형, 번역 기타 변형물로서 새로운 지적 창작성이 있는 것
- 컴퓨터 프로그램
- 소재의 선택, 조정, 배열이 지적 창조에 해당하는 수록물, 편집물, 백과사전, 사전, 데이
터베이스 기타 저작물. (저작물의 구성 소재에는 저작권 보호가 미치지 않고, 구성 소
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차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만든 복제물은 원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제9
조), 저작물의 제목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목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이전에 다
른 저작자가 공개한 저작물과의 혼동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제10조).
한편, 이하의 대상은 브라질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제8조).
- 아이디어, 규범적 절차, 시스템, 방법, 수학적 개념 등
- 정신적 활동 또는 게임이나 사업 수행을 위한 규칙과 계획, 다이어그램
- 과학적 또는 기타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양식과 그에 기재된 지시사항
- 조약과 법령, 규칙, 판결 기타 공적 규정 서식과 문서
- 달력과 일지 등에 기재된 공공정보(공공이 이용하는 정보)
- 독립적인 제목, 이름
- 저작물에 구현된 아이디어의 공업적 또는 상업적 이용

●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술에 따라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목적에 따라 동작시키기 위해 자연언어 또는 코드 언어로 구성한 일련의 지시적
표현으로서 물리적 매체에 내장된 것이다.
저작권법 규정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것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와 판매 등에 관한 1998년 제9609호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보호법의 내용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허락 없는 프로그램의 변
형 또는 수정에 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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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저작권법 제18조),
등록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등록된 사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권리자에
게 유리하므로 브라질 산업재산청(BPTO)를 통한 등록이 권장된다.

저작권의 취득과
보호

가. 외국 저작물의 보호
브라질 국외의 거주자라도 브라질에서 효력을 갖는 조약과
협정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브라질
국민과 저작권에 대해 상당한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와
그 거주자에게는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브라질 저작권법이
적용된다(저작권법 제2조).
나. 업무상 저작물
브라질 저작권법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함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나 고용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종업자와 별도의 권리
이전 계약 등을 체결해야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브라질 소프트웨어 법은 업무 기간 중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 항목에서 다룬다.
다.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물
브라질 소프트웨어 법 제4조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계약 등에
의해 업무 기간 동안 개발된 프로그램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나 고용주가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단, 이때 1)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계약
을 체결하였거나, 2)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위해 사용자의 툴
이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고용이나 기타 법률상 의무와 무관하고 사용자의
장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제작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의 창작자인 종업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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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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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작재산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배타적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제3자에게 권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자는 반드시 저
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
을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브라질 저작권법 제53조 이하에서는 각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이용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차원 미술저작물(Three-Dimensional Art)의 사용

저작자가 3차원 미술저작물을 판매할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복제권이 아닌 전시권만 양도된다(제77조). 3차원 미술저작
물의 복제권을 부여하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대가가 유상
인 것으로 추정된다(제78조).

●

사진저작물의 사용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사진을 복제하거나 판매할 권한을 가
지나, 초상과 관련한 사진은 전시, 복제, 판매의 제한을 받으며,
3차원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
해서는 안 된다(제79조).
제3자가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명시
해야 하고, 사진의 불완전한 복제는 저작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

●

음반의 사용

음반의 발행 시 음반 제작자는 음반에 (1) 수록된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 성명, (2) 실연자의 성명, (3) 발행연도, (4) 음반 제작자의
성명 또는 식별 표장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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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저작물의 사용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 또는 실연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시청각 저작물로 제작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시청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본다(제
81조). 이때 시청각 저작물 제작 허락은 서면을 통하여야 하며, 협의 후 10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자는 저작물의 사본에 (1) 시청각 저작물의 명칭, (2) 제작자 기타
공동저작자의 성명과 별명, (3) 원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 성함, (4) 실연가의 성명, (5)
발행연도, (6) 제작자의 성함 또는 식별 표장 등을 표시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데이터베이스 권리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표현과 관련하여 (1)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일부 복제, (2) 번역, 번안 및 기타 변형, (3) 데이터베이스 원본 또는 사본 배포와
공중 전달, (4) 위 (2)의 결과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을 독점적으로 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다(제87조).

●

저작권자의 추급권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 또는 대본의 원본을 처분한 후에도 이들의 재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의 최소 5%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8조).
이 권리는 변경이나 포기가 불가능하다. 만약 저작자가 재판매 시 수익을 받지 않는 때
에는 판매자가 저작자에게 지급될 수익의 보관자가 되며, 판매가 경매를 통한 경우에는
경매자가 수익을 보관한다.
나. 저작인격권
브라질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으로는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저작자의 명성이나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시 저작물 유통을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
리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포기, 변경이 불가능하고(제27조) 보호기간도
영구적이다. 저작자 사망 시에는 저작자의 상속인이 그의 권리를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
지만, 저작인격권 중 저작자의 사망 전후로 저작물을 변경할 권리, 유통 중인 저작물을
회수하거나 사용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

브라질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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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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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9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실연
가, 음반 제작자, 방송기관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적절한 수정
을 거쳐 준용된다.
가. 실연가의 권리
실연가란 모든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연기, 노래,
암송 등의 방식으로 문학, 예술, 민간전승 표현을 실연하는 자
를 의미한다(제5조 제13호).
실연가는 (1) 실연의 고정, (2) 고정된 실연의 복제와 공연 및 대
여, (3) 실연의 방송, (4)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모든 형식의 실연
이용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제90조).
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는 브라질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음반에 대한 복
제권, 배포권과 대여권, 공중 전달권 및 기타 모든 형식을 통한
음반 이용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이때 ‘음반’이란 실연 기타 다른 소리를 고정한 것 또는 시청각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은 소리를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음반
제작자’란 매체를 불문하고 음반에 소리를 최초로 고정함에 있
어 음반의 제작 계획과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이나 법
인을 의미한다.
다. 방송기관의 권리
방송에 대하여 방송기관은 방송의 재전송, 고정, 복제, 공공장
소에서의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전달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독
점적 권한을 가진다(제95조).
단, 이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가의 권리는 실연이 된 때,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최초로 고정된 때, 방송기관의 권리는 방송이 전송된 때의 다
음해로부터 70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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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가 사망한 해
의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은 가장 마지막
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다음 해로부
터 7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시청각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은 저작물이 공개되거나 방송된
다음 해로부터 70년간 보호되며, 공개된 소프트웨어라면 공개
된 다음 해로부터 50년간,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면 창작
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은 공유재산이 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없이 저작
자가 사망한 저작물이나 민족과 전통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저
작자 불명인 저작물도 공유재산이 된다(저작권법 제45조).
단, 저작인격권은 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보호 가능하다.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브라질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이하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 복제
- 뉴스나 정보성 기사를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하여 간
행물에 복제하는 행위
- 공공 모임의 연설 등을 뉴스나 잡지에 복제하는 행위
- 초상 기타 유사성의 표현의 복제로서 소유자나 그의 상속인
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복제
(2) 사적인 이용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1부 복제
(3) 연구, 비평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일부 인용으로
서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명시한 것

브라질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브라질 저작권 개요 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I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I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I 저작권 보호 기관 I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률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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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연의 발행이 금지된 교육기관의 강연 참석자의 노트 기록
(5) 상업시설의 저작물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사용으로서, 고객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장비나 물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
(6) 가족 내 또는 교육 시설에서의 교육 목적을 위한 비영리 공연
(7)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증거로서의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 사용
(8) 원저작물의 성질을 불문하고 그 일부분을 다른 저작물에 복제하거나 3차원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행위. 단, 복제가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하
고 원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을 해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아야 함.
위와 더불어 저작물의 패러프레이즈와 패러디는, 원 저작물의 단순 복제가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능하다(제47조).
또한 공공장소에 항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은 회화, 도안, 사진 기타 시청각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제48조).

제2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1. 저작권 등록기관
2. 상세 제출서류와 수수료

제2장.
저작권 보호를위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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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시점에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하며, 권리의
형성과 보호, 행사를 위해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제18조).
즉 저작권 등록은 어디까지나 저작자의 재량에 따르나, 저작물 등록 시 등록부를 이용하
여 권리자가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거나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증명하기 용이하다.

저작권 등록기관

모든 유형의 저작권 등록을 전담하는 기관은 아직 브라질 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저작물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저작물이 두 가지 이상의 기관에서 등
록될 수 있을 시에는 저작물의 성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기관을 통해 등록되어야 한다(구 저작권법 제17조 제1항).
주요 저작권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
- 브라질 국립도서관 재단 산하 저작권 사무소 (EDA-FBN)
시, 소설, 만화,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한다.
- 브라질 연방 공학, 건축, 농업위원회 (Regional Counsel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and Agronomy)
건축물 또는 공업 관련 저작물에 대한 등록 기관이다.
-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미술학부(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School of Fine Arts)
조각, 미술 저작물에 대한 등록을 수행한다.
- 브 라질 산업재산청(INPI,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퓨터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등록을
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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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제출서류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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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을 하기 전 지적 저작물의 실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이 사본은 별도의 A4용지 또는 출판된 서적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위임장, 법적 대리 문서, 양도 계약서 등과
같은 프로세스 조사에 필요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저작권 등록 신청에는 40 브라질 헤알, 흑백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50 브라질 헤알, 컬러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80 브라질 헤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저작권
자가 위임 또는 권한 이전 없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 브라질
헤알 할인), 대리인 비용으로는 약 800 미국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실제 저작권 등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1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1.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양도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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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그 상속인은 이용허락과 양도,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작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제49조). 이때 권리의 전체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법이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배제하는 권리를 제외한
저작자의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저작권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기간과 권리 범위, 사용 대가 등의 조건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브라질 저작권법은 양도계약을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계약 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양도 등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 상 반드시 필요한 저작물 이용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 등의 기간과 지역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계약 상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도 등의 효력은 최대 5년으로, 지역 범위는 계약이
체결된 국가 내로 한정된다.

브라질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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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저작권 침해
2. 민사소송
3. 형사소송
4. 국경조치(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5.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6.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제4장.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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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 브라질 내에서 직접 저작권 침해 모방
제품이나 해적판 제품이 제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조된 침해 제
품이 수입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브라질은 202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감
시국으로 지정되었다.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배타적 권리는 저작
권자만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을 이용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국경조
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

가. 구제수단의 종류
민사상 구제수단은 브라질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침해에 대응하여, 저작권자는 주로 금지명령 또
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 사본의 압수 또는 공개 중지
- 전송, 공중송신 등의 중단·금지
- (저작자 등의 성명 또는 표지를 누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
한 경우) 저작권 등의 신원 공개
●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금지하여 추가적인 손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과 함께 저작권 침해
품의 압수와 수색이 함께 이뤄지므로, 이러한 공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전할 수도 있다.

브라질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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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예술, 과학적 저작물의 경우 사본의 판매상당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사
본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000부의 판매액).

●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① 권리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② 침해자가 침해를 통하여 얻은 이익
③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했더라면 침해자가 원고에게 지급했을 라이선스
대가로 판단되는 금액

●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가처분의 인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저작권 존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의 존재
- 가처분 인용이 필요한 긴급성
-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 출석 없이도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
안 소제기 전 가처분을 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제기 직후 가처
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제소기간은 저작권법에 달리 정함이 없어 민법 제206조 제3항 V호
에 따라 3년이다.
나. 관할 법원과 소송의 흐름
브라질은 27개의 주가 각자 사법권한을 가지고 소송을 관할하므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각 주 법원에 제기된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소재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나, 예외적으로 원고가 타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때에는 그 지역의 법원에서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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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원고의 소재지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으로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 분야에 특화
된 연방지방법원(1심)이 있으며, 상파울루와 리오그란데도술에 지적재산권 전문 항소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최고법원(STJ)은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존재하며 브라질의 항소법원의 판결이 헌
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최고법원의 판결은 명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강하며 하급법원은 최고법원의 판단을 재판 지침으로 고려하게 된다.
다.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저작권 침해사실의 인지
→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을 얻기 위한 증거 취득
→ 제1심법원에 소장 제출
→ 예비적 금지명령(회복불가능한 리스크 또는 성공 가능성)
→ 증거검토(사실 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름)
→ 판결
→ 항소
→ 최고법원에의 상고

라. 기타 유의사항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기간 중으로 한
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 시에는 현지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 때 변호사는 가급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민사, 경찰(형사), 세관(행정)을 통한 권리구제 경험이 있는 것이
좋다.

브라질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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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벌대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브라질 형
법(제2,848/40호) 제184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일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1)에 처해진다(제184
조 본문).
만약 저작자, 실연가,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의 전부
나 일부를 복제하는 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벌금형은 병과 가능하다(제184조 제1
항).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위반하여 복제한 저작
물 등을 유통, 대여, 수입, 취득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저작물과 그 사본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도 2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제184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파, 기타 사용자가 대상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
는 행위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184조 제3항).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예외·제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비영리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단수(1부) 복제에는 위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벌금형은 ‘일당 벌금’으로 산정된 금액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360일의 일수를 적용한 벌금을 교도소 기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일당 벌금’은 법
원에서 현재 국가 최저임금의 1/30에서 5배 사이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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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법에서 별도로 6월 이상 2년 이
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금고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 절차
저작권 침해는 브라질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재량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
를 단속할 수 있다. 단속은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나 상인이 많은 시가지에
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견된 침해 제품은 분석을 위해 압수되며 침해 혐의자는
경찰에 연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장소나 침해 수단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고, 압수물품과의 대조를 위해 원 저작물 견본을 제출하기도 한다.
다. 형사소송 절차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브라질 형사소송은 지적재산권자의 신청(고소)을 요하는 ‘사
적 형사소송’(주로 상표와 특허 침해 사건)과, 지적재산권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공적
형사소송’(주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나뉜다.
형법 상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행위 중 비영리 목적의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형법
제184조 본문) 및 저작물의 무단 공중송신(형법 제184조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
권 침해행위(영리 목적의 저작물 복제와 복제물의 유통, 대여, 수입 등의 행위)는 모두 비
친고죄로, 검사의 기소에 저작권자의 신청 또는 고소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검사는 자신의 직접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자를 기소하고 형사소
송의 원고가 되며, 저작권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검사의 보조인 지위에서 변론 등
소송절차에 거의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소송절차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형사상 조치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출(범죄사실의 통지) 하거나
경찰이 독자적으로 침해사실을 인지
→ 경찰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속을 명함
→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의 견본품을 경찰에 제출함
→ 경찰의 압수품 심사
→ 심사 후 침해판단이 내려질 경우 침해제품 폐기
→ (친고죄)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안이 종결됨
(비친고죄) 저작권자가 신청하거나 검찰 직권으로 침해자를 기소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됨

브라질 저작권 정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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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사상 구제 조치의 장단점
형사상 구제 조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경찰 단속과 형사소송을 통해 침해품을 압수하거나 침해 설비와 시설을 압수하여 파괴
할 수 있음
- 다수 또는 불특정 침해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형사적 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 압수물 수송과 보관 비용은 압수물 분량에 따라 지적재산권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으
며, 침해자가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비용 회수를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 결과 피고인이 무죄로 판명된 때에는 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자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징역형을 선
고해야 함에도 벌금형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침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시효가 짧고 절차가 복잡함
- 브라질 내의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됨
실제로 상파울루 주 상소 법원의 비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재산 침해 소송에서
형사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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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치
(세관을 통한
국경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조치는 브라질 세관규
제령(제6,759/09호)와 TRIPs 협정을 근거로 한다. 이들 법령
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제품의 조사와 압류, 몰수와 적발을
위한 지침을 정한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세관은 권리
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해당 대상을 통관 시점에 압류할 수 있
다. 다만, 브라질에는 저작권에 대한 세관 등록제도가 없어 세
관 직원이 직권으로 침해 혐의품을 압수수색할 권한을 가진다.
수입품이 압류되고 10 영업일 이내에 지적재산권자는 제품 압
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제품의 권리 침해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이 침해품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수입자에
게 대상이 반환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제품이 지적재산권 침
해라고 판단되면, 세관은 권리자로 하여금 대상 제품을 몰수하
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입이나 인도를 중
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세관
에 물품의 압수와 폐기 신청을 제출한 후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게 되며, 세관에 침해품 수입자의 정보를 요청한 후 수입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권리자가 몰수
또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침
해 혐의품은 반환된다).
국경조치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세관당국이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품을 압류
→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자와 수입자에게 통지
→ 지적재산권자의 견본 제출, 10일 이내에 기술보고서 제시
→ 수입자가 화물이 침해품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
→ 세관당국의 판단
→ 압류품의 압수·폐기 및 지적재산권자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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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저작물의 복제와 이용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자만 가
지므로, 만약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복제하
거나 이용할 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ction) 또는 저작권법에 따
른 금지명령을 받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가능한 조치
1) 침해 통지 및 차단 요청
우선, 권리자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ISP에 저작권 침해신고를 하여 해당 서비스의 개
별 이용 약관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2) 소송제기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소송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침해된 저작권, 침해 사실, 피고(웹사이트
관리자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와의 관련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침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우선 불분명한 침해자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침
해자 정보를 개시하고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를 명하는 법원
의 명령을 구할 수 있다.
3) 중개자 책임
브라질 ‘인터넷상 권리에 관한 법률’(Marco Civil da Internet,
Law No. 12,965)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
공자(ISP)의 책임과 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본래 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ISP는 법률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콘텐츠로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면책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위 법 제19조 제2
항 및 제31조에 따라 면책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현재 저
작권 침해에 대하여 명시적인 ISP의 면책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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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브라질 법률 상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 산정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03조(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그 사본을
몰수하고 판매된 사본의 가격만큼을 저작권자에게 지급)의 산정 기준에 따르거나, 만약
침해자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 담당 기관과 절차
인터넷 서비스를 조정 또는 통합하고 기술품질과 서비스 보급 및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브라질 인터넷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긴 하나, 행정절차를 제외한 지적재산권 집행은 다른
저작권 침해 조치와 마찬가지로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이뤄진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및 경고장 발송

저작권 침해자나 저작권 침해 제품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송 전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침해자에게 송부하여 우호적인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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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전국도서관재단(FBN)의 저작권국(EDA) : 시, 소설,
만화,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한다.
- 브라질 국립영화원 (ANCINE) : 영화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관련 저작물의 모방 대책 확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 유전유산관리평의회 (CGEN) : 유전과 유산에 관한 정책 정비,
심화, 실시를 담당한다.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위원회
(Conselho
Nacional de
Combate à
Pirataria e
Delitos contra
a Propriedade
Intelectua, CNCP)2)

2004년 브라질 의회의 저작권 침해 조사위원회(CPI da
Pirataria)의 제안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
를 위한 국가위원회(CNCP)가 설립되었다.
CNCP는 저작권 침해와 밀수 및 이들의 결과로 발생하는 탈세
와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하여 국가 계획 수립
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법무부 자문기관으로
서 기능한다.
CNCP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브라질 내의 저작권 침해, 밀수, 탈세, 기타 지적재산권 범죄
방지를 위한 연구 및 대응조치 제안
②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사 수행, 수집
된 정보를 이용한 공안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
③ 브라질 연방 각 지역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지원
④ 저작권 침해 예방과 억제를 위한 특별 조사 계획 장려 및 지원

2) https://www.justica.gov.br/sua-protecao/combate-a-pirat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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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작권 침해 제품 및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수입 통제
⑥ 항만, 공항, 국경, 도로망에서의 조사
⑦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처리 및 공공기관 교육 장려, 지원
⑧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장려, 조직
⑨관
 할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
터링 수행
⑩ 저작권 침해 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 사법기관과의 협력 및 방안 수립

민간단체

가. 중앙징수분배센터 (ECAD)
브라질 저작권법 제99조는 저작권료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한
저작물 관련 협회 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3
년 브라질 중앙징수분배센터(Escrit ó rio Central para a
Arrecadaçãoe Distribuição, ECAD)가 설치되었는데, 이 기
관은 저작물과 음반의 공연, 방송, 시청각 저작물의 전시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
료 외에도 ECAD는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저
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상, 재판 외 권리를 ECAD의 명의
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저작권 관리단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행사와 방어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제97조). 단, 권리자는 동일한 유
형의 권리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신 원래 소속한 단체에 서면 통지를 하여 자유롭
게 새로운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에 가입한 권리자는, 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거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
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소속된 단체의 사전 통지에 따라 자신
이 직접 방어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도 있다(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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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단체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설립된 브라질 내의 권리 단체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와 연구를 실시하는 주요 단체와 권리관리단
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ABPI(Brazilian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1986년 설립된 비영리단
체로서 산업재산권 연구를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출판물을 편찬하고 지적재산법
제도와 이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 ABAPI (Brazilian Association of the Agents of Industrial Property) : 1940년대에
창설되어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ASPI (Sao Paulo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1983년 창설되어 산업
재산권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상파울루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ABRAL (Licensing Brazilian Association) : 1998년 설립되었으며, 상표 및 지적재
산권 관련 라이선스, 라이센서, 대리인, 라이선시, 제작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 UBC (União Brasileira de Compositores, 브라질 작곡가 연합)
http://www.ubc.org.br/
- ABRAMUS (Copyright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Inc.)
https://www.abramus.org.br/
- ADDAF (Association for defense of authors' rights)
http://www.addaf.org.br/
- AMAR (Associaçao de Músicos Arranjadores e Regentes)
http://www.amar.art.br/ingle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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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acem (Sociedade Brasileira de Autores, Compositores e Escritores de
Música)
https://sbacem.org.br/
- S ocinpro(Brazilian 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www.socinpro.org.br/
- AUTVIS (Brazilian Society of Visual Artists Rights)
https://www.autvis.org.br/
- DBCA (Brazilian Film and Audiovisual Directors) - 시청각 저작물 관련
http://diretoresbrasil.org/en/
- GEDAR (Management of Scriptwriters Author Rights) - 연극, 대본 저작물 관련
http://www.gedarbra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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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EMANN, SIEMSEN BIGLER & IPANEMA MOREIRA
1900년 설립된 로펌을 모태로 한 남미 지역 최대 IP 전문 로펌으로, 현재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체결, 기술관련 법률,
환경법,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행 중인 사건 수는 약 8만 건 정도이고 소송과 자문의 비율은 7:3 정도
주소 I Av. Rodolfo Amoedo, 300 Barra da Tijuca, 22620-350, Rio de Janeiro/RJ - Brasi
분사무소 I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몬테비데오(우루과이)
연락처 I +55 21 2237-8700

홈페이지 I w
 ww.dannemann.com.br/home.html

Email I marketing@dannemann.com.br
변호사 수 I 240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Peter Dirk Siemsen, Attilio Gorini, Luiz Augusto Lopes Paulino, Fernanda Salomão Mascarenhas 등

MAGELLAN IP
브라질, 포르투갈에서 IP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전문 로펌. IP 분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음.
주소 I Rua da Assembleia, 10 • sala 3215 20011-901 • Rio de Janeiro, RJ • Brazil
연락처 I +55 21 4063-3297
변호사 수 I 8 명

홈페이지 I w
 ww.magellan-ip.com

Email I m
 agellan@magellan-ip.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C
 arla Castello, Caio Rodrigues da Silva, Alexandre Macedo Altberg

CLARKE, MODET & CO.
1879년 스페인에 설립되어 1960년대부터 포르투갈, 남미 지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는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및 스페인, 포르투갈에 26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다국적 IP 전문 로펌. 그 외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지역은 international desk를 개설하고 있음
주소 I Rua Arizona, 1422 15º andar, Conjunto 152/153 Brooklin, São Paulo
분사무소 I 리우 데 자네이루, 산 호세 도스 캄포스
연락처 I +55 11 5103-3490

홈페이지 I w
 ww.clarkemodet.com/en/companies/brazil

Email I m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Patrícia Falcao

Bhering Advogados
1978년 설립된 IP 전문 로펌으로, 자문, 권리보호, 침해대응 등 전반적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소 I Av. Rio Branco, 103 / 11th and 12th Floors, 20040-004 - Rio de Janeiro, RJ - Brazil
분사무소 I 상파울루, 쿠리치바
연락처 I +55 21 2221-3757
변호사 수 I 2 9 명

홈페이지 I w
 ww.knspartners.com

Email I m
 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P
 edro Afonso Vieira Bhering, Philippe Bhering, Chairin Kong (저작권법 전문은 아니
지만 한국계 변호사)

Demarest Advogados
1948년에 설립된 대형 로펌으로,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제작한 한국기업을 위한 가이드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음4)
주소 I Av. Pedroso de Morais 1201, São Paulo SP 05419-001
분사무소 I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캄피나스, 뉴욕
연락처 I +55 11 3356-1800
변호사 수 I 140 명 이상

홈페이지 I w
 ww.demarest.com.br/en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C
 amila Biral Vieira da Cunha Martins, Tatiana Camp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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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Blasi Parente & Associados
1987년에 설립되어 지적재산권, 경제법, 반독점법, 경쟁법, 프랜차이즈, 소비자 법, 기업법, 세금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 로펌
주소 I Alameda Santos, 455, 14 andar , 1409/1410, Cerqueira César, 01419-000, São Paulo - SP
분사무소 I 리우 데 자네이루
연락처 I +55 11 3090-0210
변호사 수 I 22 명

홈페이지 I d
 iblasiparente.com.br/en

Email I maildocket@knspartner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B
 eatriz Andrade Dornelas, Daniela C. Colla, Felipe Barros Oquendo, Jhones
Ferreira da Silva, Lucas Bernardo Antoniazzi, Patricia Franco

Kasznar Leonardos
1919년 설립된 IP 전문 법률사무소를 모태로 한 IP 전문 로펌으로, 25명의 파트너와 20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지적재산
권의 등록·보호, 소송·중재·조정, 침해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IP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
주소 I R. Teófilo Otoni, 63 - Centro, Rio de Janeiro - RJ, 20090-070
연락처 I +55 21 2113-1919

홈페이지 I w
 ww.kasznarleonardos.com

Email I mail@kasznarleonardos.com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Aline Ferreira de Carvalho da Silva, Claudio Roberto Barbosa, Elisabeth Kasznar Fekete 등(파트너 급),
Amanda Pimenta Gil Prota, Ligia Ferreira Marcondes Rocha, Thereza Gonçalves Curi Abranches, Vivian
de Melo(소속 변호사)

Gusmão & Labrunie
IP 분야, 특히 침해소송과 권리 무효화 업무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로펌으로, 식품 및 음료, 자동차, 제약 산업 등의 다국적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음
주소 I Av. Brigadeiro Faria Lima, 1485 - São Paulo - SP
연락처 I +55 11 2149-4500
변호사 수 I 21 명

홈페이지 I w
 ww.glpi.com.br/en

Email I g
 lpi@glpi.com.br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J osé Roberto Gusmão, Jacques Labrunie, Laetitia Maria Alice Pablo d'Hanens 등

Trench Rossi Watanabe
1959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200 명 정도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브라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 중 하나이며,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로펌. 다국적 로펌인 Baker McKenzie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주소 I Rua Arq. Olavo Redig de Campos, 105, 31º andar - Edifício EZ, Towers, Torre A - 04711-904, São Paulo - SP
분사무소 I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포르투 알레그리
연락처 I +55 11 3048-6800

홈페이지 I w
 ww.trenchrossi.com/en

Email I maildocket@knspartners.com
변호사 수 I 1 84 명
저작권 전문 변호사 I Flávia Rebello Pereira

3) 현지 법률사무소 중 일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https://www.demarest.com.br/en/doing-business-in-brazil-guide-for-south-korean-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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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 경고장 발송 : 1,000~3,000 USD
- 민·형사 소송 : 20,000~50,000 USD
- 행정적 구제 절차 신청 : 10,000~20,000 USD

< 분쟁 사례 >
<브라질 최고법원의 저작권 침해행위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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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2008년 해적판 CD와 DVD를 판매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브라질 검찰국은 형법에 따라
위 CD와 DVD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들어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사회적합성의 원칙’을 들어, 저작권 침해행위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대
상이라는 인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
이때, ‘사회적합성 원칙’이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저작권 침해물품인 CD나 DVD의 판
매 등)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
더라도 그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원칙이다.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찰국은 브라질 사법 대법원(STJ)에 특별 상소를 제기
하였는데, 2012년 브라질 사법 대법원(STJ)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해적판 판매 행위에 대해 형
사처벌 가능성을 긍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
계도 피해를 입게 되며, 해적판 판매 시 그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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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합성 원칙’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는 법원의 법 해석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면 민법 시행법 제2조에 따라 해당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를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벌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였다.

STJ는 본 건을 계기로 2013년 판례 요약 제502호를 발행하였고, ‘행위성과 유책성이 존재할 시
판매 신청 행위는 형법 제184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3. 유의사항
브라질에서는 선례(판례)는 이후의 판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발행하
는 "판례요약(súmula)"은 사실상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CD나 DVD의 해적판 판매는 「사회적합원칙」 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
결이 내려지는 추세여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를 얻지 못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본 판결과 판례 요약을 통해 향후 비슷한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Shutterstock vs. Latin Stock, 2020>5)

브라질 최고법원은 저작권 라이선스와 서비스 계약 상, 외국법률 관할 조항은 유효하며 외국법
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브라질 기업을 소환하기 위한 요청서(rogatory letter)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ntervozes vs. Google Brasil Internet LTDA, 2020>6)

2018년 Intervezos는 YouTube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이뤄지는 방송국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으나, 이 영상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되었다. 이에 2019년 4월,
Intervezos는 Google Brasil Internet LTDA를 상대로 자신이 YouTube에 게시한 영상 저작물
이 삭제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다.
5) DANNEMANN SIEMSEN, 2021
6)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 - Intervozes: Brazil Justice condemns Google for prior censorship for
removing content, 2021
<https://www.apc.org/en/pubs/intervozes-brazil-justice-condemns-google-prior-censorship-removing-content>, 최종방문일 :
2021.2.22
Revista Eletronica do Terceiro Setor - Intervozes vence ação contra remoção de conteúdos no Youtube, 2020
<https://rets.org.br/node/20416>,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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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사안이 저작권에 관한 것이므로 Google은 타당한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의 당사자는
Globo와 TV Bandeirantes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사안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파울루 항소법원은 법원의 결정 없이 삭제된 YouTube 컨텐츠는 다시 회복
되어야 하며, 컨텐츠의 소유자는 삭제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Copyright Management Service(representing Millenium Media) vs. Claro,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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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 법원은 ISP인 Claro로 하여금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는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과거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다.
<João Pedro Doederlein de Oliveira vs. Marisa Lojas Varejistas Ltda., 2020>8)

인플루언서인 원고는 피고가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원고가 작성한 책과 인스타그램의 텍스트
를 이용하여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한 것을 발견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파울루 항소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티셔츠에 원
고의 책과 인스타그램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 Jusbrasil - Exclusivo | Usuários de torrent recebem cobrança no valor de R$ 3 mil no Brasil
<https://colalillo.jusbrasil.com.br/noticias/1134443193/exclusivo-usuarios-de-torrent-recebem-cobranca-no-valor-de-r-3-milno-brasil>, 최종방문일 : 2021.2.22.
8) Consultor Juridico - TJ-SP condena Marisa a indenizar influencer por violação de direitos autorais, 2020
<https://www.conjur.com.br/2020-out-09/tj-sp-condena-marisa-indenizar-influencer-violacao-direitos-autorais>, 최종방문일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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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TEL. 1588-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