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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속속 퇴출
불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오러스(Aurous)가 더 이상 스트리밍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 메이저 음반사들은 오러스 서비스가 시작되는 즉시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 오러스를
소유한 앤드류 샘슨은 모든 서비스 운영을 종결하고 플랫폼 자체를 폐쇄하는 조건
으로 3백만 불에 메이저 음반사들과 합의함. 또한 오러스 서비스의 모든 지식재산
을 음반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함.

작성자 : 권세진1)

o 2015년 10월부터 불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오러스(Aurous)
배경

는 더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
- 애틀랜틱 레코드, 캐피탈 레코드, 소니 뮤직, 유니버셜 뮤직 그룹, 워너 브라더스와
같은 메이저 음반사들은 오러스가 무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
을 얻어냄.
o 오러스를 소유한 앤드류 샘슨(Andrew Sampson)은 모든 서비스 운영을 종결
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3백만 달러에 합의함.
- 합의 조건은 Aurous.me 사이트 뿐만 아니라 오러스가 보유한 유사 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함.
- 그리고 오러스 서비스의 모든 지식재산을 음반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함.

o 이번 오러스 서비스 폐쇄에 따른 합의조건은 지난 5월 그루브샤크
시사점

(Grooveshark)가 무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고 美 음반산업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측에 모든 지식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내용과 동일함.
- 최근 법원은 그루브샤크로 하여금 메이저 음반사들에게 17.9백만 달러를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함.

1)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현재 그루브샤크 도메인 네임(Grooveshark.com)은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보유함.

대하여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응함으로써 창작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지식재산을 이전받아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
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발판으로 마련하고 있음

※출처
http://www.businessinsider.com/streaming-service-aurous-shut-down-in-major-settle
ment-with-record-labels-2015-12
http://www.law360.com/ip/articles/737278/umg-warner-get-17-9m-win-against-groov
eshark-rip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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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메이저 음반사들은 무단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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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샘플음악 보상
음악사에서 가장 많이 샘플링된 음악의 저작권자 중의 한 명이 크라우드 펀딩 모금
운동을 통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음. 밴드 윈스턴의 1969년 싱글 음반 “아멘, 브라더
(Amen, Brother)”에서 사용한 6초 분량의 드럼솔로 연주 부분인 ‘아멘 브레이크
(Amen Break)’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샘플링됨. 그러나 <아멘, 브라더>의 저작권자인
리차드 스펜서와 드러머인 콜맨은 저작권료를 청구하거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음. 최근 ‘Amen Break 후원 운동’을 통한 모금액이 생존한 스펜서에게 전달됨.

작성자 : 권세진

o 음악사에서 가장 많이 샘플링된 음악의 저작권자 중의 한 명이 크라우드 펀딩
사건의 배경

후원을 통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음.
- 윈스턴 밴드의 1969년 음반 “아멘, 브라더(Amen, Brother)”에서 드럼솔로로 연주된
‘아멘 브레이크(Amen Break)’는 드러머인 그레고리 실베스터 콜맨(Gregory
Cylvester Coleman)이 연주한 것임.
- 4마디로 6초 정도 연주되는 아멘 브레이크는 1980년대 브레이크 비트, 힙합,
브레이크 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샘플링 하는
‘드럼 루프(drum loops: 반복적인 테마)’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함.
o “아멘, 브라더”의 저작권자인 리차드 스펜서와 드러머 콜맨은 ‘아멘 브레이크’
를 샘플링한 작품들을 ‘표절(plagiarism)’로 생각하였지만 3년 소멸시효 때문에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
- 미국 저작권법상 민사소송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형사 소송에서는 5년의 공소
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시효가 소멸된 상태. (17 U.S. C. § 507 - Limitations on actions)
o 2015년 3월, 영국 DJ 마틴 웹스터(Martyn Webster)와 스티브 테오발드
(Steve Theobald)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GoFundMe를 통해 ‘아멘 브레이크
후원운동’을 진행하여 기부금 24,000파운드를 모금하였고 현재의 저작권자인
스펜서에게 전달하였음.
o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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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 개인들에게서 기부금을 모으는 행위로 자선활동,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이벤트 개최,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것.2)3)

연동하는 손목시계 ‘페블(Pebble)’의 개발 자금을 킥스타터 사이트를 통해 사
용자들에게서 1,000만 달러 모금.
o 영국과 이탈리아 등과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화하여 규제하고 있음.

o 국내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창작 활동 후원 사례를 살펴보면, 소셜 펀딩 사이트
시사점

텀블벅(www.tumblbug.com)에서 ‘던전월드’ 영문판 번역 프로젝트를 올려
처음 목표금액인 300만원의 2,000%에 달하는 5800만원을 모금한 바 있고,
‘제작 두레’라는 소셜 펀딩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제작비 7억 원을
모아 영화 ‘26년’을 완성시켰음.
o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작자 및 창작활동의 후원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 신뢰와
도덕성을 필수 요소로 하며, 선의의 취지가 실패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2000년대 초반 영화·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던
‘네티즌 펀드’가 대형 사기사건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음.

2) 크라우드 펀딩의 모태는 2005년 영국의 개인형 대출서비스 조파닷컴(www.zopa.com)으로 그 당시 P2P 펀딩,
소셜 펀딩(social funding) 등으로 지칭되다가 2008년 미국에서 후원형 플랫폼 인디고고(www.indiegogo.com)
가 최초로 출범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은 2009년 4월
출범한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임.
3)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 운동은 2007년 출범한 미국의 대출형 모델인 랜딩클럽(Lengindclub.
com)이 2013년 4월 기준 누적 16억불로 최대 규모이며, 후원형에서는 미국의 킥스타터가 2013년에 3백
만 명이 참여하여 4억8천만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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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과 창작 활동 후원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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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usiclawupdates.com/?p=6615
http://www.pri.org/stories/2015-03-31/six-second-drum-solo-has-been-used-thousa
nd-times
http://www.digitalmusicnews.com/2015/11/12/amen-break-musician-finally-gets-paid/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9D%BC%EC%9A%B0%EB%93%9C%
ED%8E%80%EB%94%A9
http://www.fnnews.com/news/20150726171617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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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GPS 기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팬텀얼럿(PhantomALERT)社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구글과 Waze를 소송한 사건
에서 구글과 Waze가 승소함. 담당법원은 원고가 만든 지도 정보와 교통 정보는
사실적 정보이므로 저작물이 아니고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복제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작성자 : 최희식4)

o 원고 팬텀얼럿(PhantomALERT)은 구글과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의 개요

웨이즈(Waze)社가 자사의 관심 지점(Point of Interest)을 포함한 지도정보와
교통정보 데이터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
- 원고 팬텀얼럿은 다른 회사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복제를 감시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에 가짜 정보 삽입. 팬텀얼럿은 2012년 말에 웨이즈의 데이터에 자사의 가짜
정보가 삽입된 것을 인지.
- 2013년에 웨이즈가 구글(Google)에 인수 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웨이즈의 데이터베
이스에 팬텀얼럿의 가짜 정보가 발견됨, 그리고 구글의 구글맵(Google Maps)에서도
팬텀얼럿의 가짜 정보가 발견되기 시작함.
o 2015년 1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셉 스페로(Joseph
Spero)는 이번 팬텀얼럿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웨이즈에게 유리한 판결.
- 팬텀얼럿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심 지점은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이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주장.
- 조셉 스페로 판사는 지도 정보 및 교통정보는 사실적 정보이기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
- 원고 팬텀얼럿이 자사의 관심 지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창작성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복제한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4)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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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여부는 창작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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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사 조셉 스페로는 지도정보 교통정보는 누구나 발견 및 보고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사실적 정보이기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
o 관심 지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창작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관심 지점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 팬텀얼럿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카테고리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
- 다른 관심 지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텀얼럿의 데이터베이스가 팬텀얼럿의 창작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복제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o 이번 판결은 지도정보와 교통정보는 사실적 정보이기에 저작권물이 아니라는
시사점

사실의 재확인.
- 이번 판결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의 예를 보여줌.
- 또한 정보의 사실적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예도 보여줌.
o 팬텀얼럿은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입증해야함.

※출처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sep/03/google-sued-paper-towns-rip-o
ff-claim-phantomalert-waze
http://www.forbes.com/sites/ericgoldman/2015/12/16/google-defeats-copyright-lawsui
t-over-waze-data/
http://www.law360.com/articles/737850/google-pumps-the-brakes-on-waze-rival-s-copyright-suit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2/judge-siding-with-google-refuses-to-shut
-down-waze-in-wake-of-alleged-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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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라마운트社, 팬 제작 영화 저작권
침해로 제소
2015년 12월 29일,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사와 CBS는 팬들의 모금수익으로 제작
되는 스타트렉(Star Trek) 배경의 팬픽션(Fan fiction)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파라마운트사측은 팬픽션은 스타트렉의 캐릭터, 설정, 테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스타트렉 영화 제작 스태프들을 정식 고용하여 제작하는 프로
수준의 영화로 자사 스타트렉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번 팬픽션
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작성자 : 최희식

o 2015년 12월 29일, TV시리즈 및 영화로 제작된 스타트렉(Star Trek)5) 의
사건의 배경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사와 방송사 CBS는 크라우드펀딩
수익으로 스타트렉 배경의 팬픽(Fan fic)6)을 제작하는 엑사나 프로덕션
(Axanar Productio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엑사나 프로덕션(Axanar Production)은 스타트렉 팬들이 설립한 영화사로
이번 팬픽 엑사나(Axanar)는 정식 스타트렉 시리즈가 시작되기 21년 전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라고 함. 엑사나 프로덕션은 2014년에 ‘엑사나를 향한 서막
(Prelude to Axanar)’이라는 20분 분량의 단편영화를 공개하였음.
- 이번 팬픽은 과거 스타트렉 시리즈 제작에 참여했던 알렉 피터스(Alec Peters)가
각본을 쓰고 촬영함.
- 팬들은 약 1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를
통해 모금함.

5) 스타트렉(Star Trek)은 미국에서 방송된 TV시리즈이자 영화이다. 스타트렉의 첫 방송은 미국 방송국인 NBC
에서 1966년에 방영되었고, 첫 영화는 1979년 파라마운트사를 통해서 개봉하였다. CBS는 2005년에 비아
콤(Viacom)으로부터 스타트렉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 스타트렉은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음.
6) 팬픽(Fan fic)은 팬 픽션(Fan fiction)의 줄임말로 만화·소설·영화 등 장르구분 없이 대중의 인기를 끄는 작
품을 팬들이 재창작한 작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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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전에도 팬들이 스타트렉 팬픽을 제작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적은 없었음.
- 파라마운트사와 CBS는 스타트렉 시리즈의 세계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에
팬들이 아마추어 영화를 만드는 것과 팬들의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음.
- 지금까지 제작된 스타트렉 팬픽들은 이번의 엑사나의 경우처럼 프로레벨 수준
으로 제작된 적은 없었음.

o 파라마운트사와 CBS측은 엑사나는 스타트렉을 모방한 2차적 저작물이고
파라마운트사와
CBS스튜디오의
주장

스타트렉의 등장인물, 생명체, 배경, 테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이번 팬픽은 정식 스타트렉 영화 제작 스태프들을 고용해 제작하는 프로
수준의 영화이고 스타트렉 승무원 제복, 의상, 독특한 외모 등을 이용하므로 이번
팬픽을 보는 사람들은 정식 스타트렉 영화로 혼동(look and feel)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엑사나의 공식 웹페이지에는 이번 영화가 첫 파라마운트사가 배급하지 않는 프로
수준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콘텐츠에서 표시하고 있음.
o 파라마운트사와 CBS는 15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2016년 엑사나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요구함.

o 엑사나 프로덕션은 이번 팬픽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기에 저작권을
팬 영화 제작사와
알렉 피터스의 주장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번 영화는 DVD나 블루레이로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티셔츠 같은 CBS의
상표 또는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영화 관련 홍보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이번 팬픽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o 2015년 8월에 알렉 피터스는 CBS와 파라마운트사는 지금까지 팬 제작 영화를
반대한 적이 없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또한 이번 팬픽 제작 목적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수준의 영화를 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스타트렉 시리즈를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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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12월 31일 알렉 피터스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고 함.
- 스타트렉 팬픽은 NBC에서 방영되었던 시기부터 만들어졌고 스타트렉 프랜차이즈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번 소송은 모든 스타트렉 팬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o 파라마운트사와 CBS는 2016년에 개봉되는 새로운 스타트렉 영화와 2017년
시사점

부터 새로이 방영되는 스타트렉 TV시리즈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팬픽
제작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됨.
o 이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팬픽 제작 및 매체들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o 영화 제작사와 방송사들의 팬픽 제작에 대한 대응은 영화 제작사와 방송사들
마다 차이가 있음.
- 루카스 필름의 경우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 대한 팬픽 제작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양질의 팬픽에 상을 주는 시상식을 2002년 이후로부터 계속 시행함.
- 게임 회사인 닌텐도(Nintendo)는 자사의 게임인 메트로이드(Metroid)를 바탕
으로 한 팬픽 제작을 중지시킴. 닌텐도는 게임의 캐릭터, 스토리 라인, 비주얼
등은 자사의 지식재산이며 닌텐도는 자사의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함.
-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 팬픽 제작을 위해 팬들은 킥스타터를 통해 모금을
시작함.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워너 브라더스는 모금
캠페인을 중지시킴. 워너브라더스는 팬픽 제작은 허락하나, 팬픽 제작을 위한
모금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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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와 파라마운트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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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2/cbs-paramount-sue-crowdfunded-star-tr
ek-filmmakers-for-copyright-infringement/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2/10/disney-owns-lucasfilm-will-it-have-roomfor-star-wars-fan-movies/
http://www.mirror.co.uk/tv/tv-news/severus-snape-movie-harry-potter-6173682
http://ca.ign.com/articles/2013/08/23/nintendo-copyright-claim-kills-metroid-fan-film
-on-kickstarter

1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록 밴드 “Cracker”와 “Camper Van Beethoven”의 리더 David Lowery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David Lowery는 Spotify가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ight)없이 저작권이 있는 수많은 곡들을 무단으로 사용
했다고 주장함.

작성자 : 유현우7)

o 2015년 12월 28일, 록 밴드 “Cracker”와 “Camper Van Beethoven”의 리더
사건 개요와
Spotify 소개

David Lowery는 세계 1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를 상대로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820억 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 200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Spotify는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음악 스트리
밍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2,000만 명이 넘는 유료 회원과 광고 시청을 조건
으로 하는 무료회원 5,500만 명을 포함한 합계 7,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임.
- Spotify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과 음악 추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광고 시청 이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유료 회원
(월 9.99달러)에게는 광고 없이 Spotify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o David Lowery는 최소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번 집단소송에는 약 100여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소송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정 손해배상금을 침해 곡 당 75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로 산정하고, 고의 침해의 경우는 곡 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Spotify의 손해배상금은 총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됨.

7)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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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
1억 5천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 관련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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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고 David Lowery는 피고 Spotify가 7,5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이
당사자의 주장과
기계적 복제권
(mechanical right)

있는 많은 곡들을 이용하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계적 복제권
(mechanical right)”에 대한 이용허락 및 권리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ight)은 음악을 기계적(전기적이거나 전자적인 방법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으로 녹음하거나, 녹화물(음반이나 시청각 고정물)의 형태로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을 녹화하는데 미치는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함. 즉 음반 제작자
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계적 복제권은 통상 저작자 단체나 기타
관련 단체에 의하여 관리되며, 일부 저작권법에서는 음악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에
수반된 가사를 수록한 음반의 제작자에게 강제허락을 부여하기도 함.8)
- David Lowery는 소장에서 Spotify가 음악 저작물들을 기계적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 없이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재생·배포하여 이용자들이 Spotify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음악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함.
o 이에 대해 Spotify는 모든 작곡가와 음반회사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권리자들에게 고의로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적절한 권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종종 누락, 오류 또는 불완전한 경우
저작권료를 권리자에게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권리자를 확인할 때까지 저작권료를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o 현재 Spotify는 미국전국음악출판인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
와 미지급된 저작권료의 지급을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며, 저작권자가
확인되면 저작권료를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1천700만∼2천500만 달러(한화 2백억
∼3백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음.
o Spotify는 권리자가 불분명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리자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원과 전문적인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 용어,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
ossaryNo=490&pageIndex=8&searchLangType=ko&searchkeyword=&pageDisplaySize=10&searchIdx=0&sear
chText=&clscode=01&search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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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Spotify와 같은 음악
평가 및 향후 전망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료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합법적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Taylor Swift와 Adele 등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통한 앨범 발매를 거부함. 그리고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Jay Z는 2015년 1월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업체 Aspiro를 5,600만 달러
(한화 약 600억 원)에 인수하였고, Madonna, Beyonce, Daft Punk, Alicia
Keys 등과 연합하여 2015년 3월 가수들을 위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Tidal’을 출시함.
o 음악 산업 전문가(Jeff Price, Audiam 社 CEO)에 따르면,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Spotify와 동일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Spotify 소송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 이번 소송은 오직 Spotify만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 양방향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
o 우리나라에서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유사한
법적 분쟁이 예견되는 바,9) 이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가 요구됨.

※출처
http://fortune.com/2015/12/29/spotify-150-million-lawsuit/
http://www.npr.org/sections/thetwo-way/2015/12/29/461381862/musician-david-lower
y-sues-spotify-for-copyright-infringement
http://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6828092/spotify-class-action-royalties-davi
d-lowery-cracker-150-million

9) 국내 유명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는 음악인들과 탈 스트리밍을 지향하며 시장의 왜곡된 음원 유통 구조
를 바로 잡기 위해 ‘바른음원유통조합’을 2014년 7월 16일 설립했음.

❘19

USA

o 음반 회사들과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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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세기 폭스社, 범죄 실화 영화 제작을
위해 배상금 대신 납부
미국의 영화사 20th Century Fox는 2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자동차와
보트는 물론 비행기까지 훔쳐 타고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닌 것으로
악명이 높은 소년범 Colton Harris-Moore의 실화를 영화화하기 위해 90만 달러의
합의금을 U.S. Marshal Service에 직접 지급함. 이 금액은 모두 Colton HarrisMoore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작성자 : 유현우

o 워싱턴주의 Camano 섬 출신인 Colton Harris-Moore는 불행한 유년시절을
사건의 개요

거쳐 2008년 4월 22일 워싱턴주의 Renton 소년원을 탈출한 후로 2년 동안
미국 전역과 캐나다, 바하마제도 등지에서 비행기 탈취 및 무면허 비행조종,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미국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따돌리며
대담한 도주 행각을 벌여 ‘맨발의 도둑(Barefoot Bandit)’10)이라고 호칭됨.
o 대담한 범죄 행각과 극적인 삶 덕분에 페이스북 팔로워가 한때 거의 5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Colton Harris-Moore의 범죄 실화 및 사진 일부를 담은 책
“Taking Flight: The Hunt for a Young Outlaw”과 다큐멘터리 “Fly Colt
Fly: Legend of the Barefoot Bandi”도 이미 출시된 바 있음.
- Colton Harris-Moore는 체포된 후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워싱턴주 Aberdeen에 위치한 Stafford Creek 교정센터에 수감되어 있음.

o 2010년 4월, 20th Century Fox는 Colton Harris-Moore의 인생 역경과
20세기 폭스사의
영화 판권 구입

대담한 범죄 실화를 영화화하기 위해 Colton Harris-Moore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30만 달러(한화 약 15억 7천만 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10) ‘맨발의 도둑(Barefoot Bandit)’이라는 별명은 범행 현장에 종종 자신의 맨발자국 흔적을 남기고 도주해서
불리게 됨. 특히 2010년 2월 워싱턴주 한 상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뒤 자신을 뒤쫓는 경찰을 조롱하며
현장 바닥에 자신의 발자국 흔적을 분필로 그려 남기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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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권(film rights) 계약을 체결하였음.
- Colton Harris-Moore는 소송합의서(plea agreement)에서 자신의 범죄실화를
것을 합의하였음.
o 2015년 11월 23일, 20th Century Fox는 Colton Harris-Moore의 범죄 피해
배상금의 명목으로 미국 연방보안관국(U.S. Marshal Service)에 90만 달러
(한화 약11억 원)를 최종 지급함. 20th Century Fox는 이미 21만 6,000달러
(한화 약 2억 원)를 지급한 바 있음.
- 20th Century Fox가 지급한 피해 보상금은 파손된 3대의 경비행기 및 보트의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출처
http://www.cbsnews.com/news/colton-harris-moore-the-barefoot-bandit-is-baaack/
http://www.seattletimes.com/seattle-news/crime/hollywood-studio-pays-1-million-tosettle-barefoot-bandits-restitution/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329599/Hollywood-studio-pays-Barefoot-Ba
ndits-restitution.html

http://www.seattlepi.com/local/article/20th-Century-Fox-pays-for-Barefoot-B
andit-s-663042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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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과 전기영상화권(life story rights)등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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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콕스 커뮤니케이션즈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BMG와 Round Hill Music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 콕스 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 이하 ‘콕스’)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
를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그들은 콕스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이 없고, 저작권 침해 통지(notices)의 5%만 이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침해 계정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콕스는 DMCA의 책임면제조항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항변함. 법원은 콕스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DMCA의 책임면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 또한 ISP인 콕스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

작성자 : 유현우

o 음반제작사인 BMG와 Round Hill Music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 콕스
사건의 개요

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 이하 ‘콕스’)에 대해 ISP로서 부적절하게
음악 저작물을 공유하는 고객들의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Virginia 주 동부 지방법원11)에 소송을 제기함.
- 음반제작사들은 온라인과 토렌트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추적하는 저작권관리회사(Rightscorp)를 보유함. 이들은 피고소인들에게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지불 요구 및 소송에 직면하였음을 알리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전문으로 함.
- 이러한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콕스와 같은 ISP들로부터 특정 IP주소
뒤의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콕스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음.
- 또한 BMG와 Round Hill Music는 콕스에게 자신들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위를 차단시켜달라는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 통지(notices)도 소송이 제기 되기
전까지 2년 동안 5% 미만 정도만 이행하였다고 주장함.

11)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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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cast와 Time Warner Cable을 포함한 많은 대형 ISP들은 대부분 “저작권
경보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과 같은 공동 프로그램이나 법원의
하고 있지만 콕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o 이에 대해 콕스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책임면제조항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항변함.
- 콕스는 자신들의 서비스는 “단순도관(mere conduit)”에 해당하고 “점진적
대응전략(graduated response)” 시스템을 포함한 자신들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한 통지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와 저작권관리회사가 콕스의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으며, 저작권관리
회사가 저작권자들에게 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사에게 주장함.
- 콕스는 저작권관리회사가 실질적인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ISP 이용자들을 갈취하였으며 자신들의 정책에 ISP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함. 저작권관리회사의 협조 요청에 대해 콕스는 저작권관리회사의 불법적인
통지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관리회사
에게 불법적인 통지의 수정을 요청함.
- 저작권관리회사는 콕스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에 콕스에게 하루에 수천여개의
통지를 보냈고 이에 콕스는 결과적으로 저작권관리회사의 통지를 차단함. 이처럼
콕스가 저작권관리회사가 요구한 정책 참여를 거부하자 저작권관리회사는 원고들과
공모하여 콕스를 응징하고자 콕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콕스의 주장.

o Virginia 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번 사건12)에 대해 콕스가 저작권 침해
법원의 판단

행위와 관련하여 반복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
o 담당판사 Liam O'Grady는 Round Hill Music에 대해서는 “쟁점인 저작권에
관하여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
하였지만 BMG의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인용하였음.
o O'Grady판사는 DMCA 제512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정책’을 피고 콕스가 합리적으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12) Civil No. 1:14-cv-1611(LO/J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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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문제에 대한 논쟁이 없다고 결정하고, 콕스가 면책 항변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13)

※ 출처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judge-rules-cox-not-absolved-842367?utm
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utm_source=Plagiarism+Today+Newsletter&utm_ca
mpaign=d64d31f2e4-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643f84
ace3-d64d31f2e4-412692849

※ 관련기사
2015년 1월 1차 뉴스레터 : [미국] 미,음반출판사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콕스커뮤니케이션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369&key
=title&keyword=콕스&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

13) ISP가 DMCA 제512조 제(i)항에 의한 ISP의 책임 제한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ISP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입자(구독자와 계정 소유자를 포함)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정책을 ISP가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ISP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B) ISP가 표준적인 기술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여기서 표준적인 기술조치란 저작권자에 의해 저작권을 확인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인
조치로서 (A) 공개되고, 공정하며, 자발적인 다수의 산업 표준 절차(multi-industry standards process)에
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합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B)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C)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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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 연방대배심은 만화영화 ‘쿵푸팬더(Kung Fu Panda)’를 제작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만화 ‘Kung Fu Panda Power’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도용해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던 제이미 고든(Jayme
Gordon)을 전기통신사기 및 위증혐의로 기소함. 검찰은 기소장에서 고든은 드림웍스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조작하고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작성자 : 권세진14)

o 2011년 2월, 고든은 자신의 만화 캐릭터와 스토리를 도용하여 드림웍스가
사건의 배경

만화영화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2011년 7월, 고든측 변호인은 드림웍스측에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드림웍스측은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고든의 기망행위를 밝혀냄.
- 고든의 기망행위는 1993년 또는 1994년에 고든이 그렸다고 주장하는 팬더
스케치들이 1996년에 발간된 디즈니의 ‘라이언킹 컬러링 북 (Lion King
coloring book)’의 팬더 그림들을 모방했다는 것을 드림웍스측이 밝혀내면서
드러남.
- 고든은 증거조사(discovery)에 제출해야 하는 컴퓨터 파일 자료들을 고의로
삭제하였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음. 그리고 소송에 유리하도록 팬더 스케치
및 일자 등의 증거자료들을 조작하였음.
o 드림웍스측이 고든의 기망행위를 밝히면서 2013년에 고든은 소송을 취하함.
그러나 드림웍스측은 2년간 소송비용으로 1백만 달러를 지불하였고, 보험회사도
약 2백만 달러를 지불하였음.
o 메사추세츠 연방대배심15)은 고든을 4건의 전기통신사기 및 3건의 위증 혐의로

14)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5) 美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은 판사의 감독 아래 검사의 지휘로 범죄용의자의 혐의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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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영화 ‘쿵푸팬더’에 대한 사기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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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함. 2015년 12월 21일,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됨.

o 검찰에 따르면 , 고든은 드림웍스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사기
기소 내용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힘.
- 2008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DreamWorks Animation SKG)에서 영화 “쿵푸
팬더(Kung Fu Panda)”를 개봉하기에 앞서 공개했던 홍보영상을 본 제이미
고든(Jayme Gordon)은 1990년대에 창작했던 만화 “팬더 파워(Panda
Power)”의 스케치와 스토리를 드림웍스의 팬더와 유사해보이도록 수정하고
만화의 제목을 “쿵푸팬더 파워(Kung Fu Panda Power)”로 변경하였음.
o 고든이 기소된 이유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유지하고
사기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 카멘 오리츠(Carmen M. Ortiz) 연방 검사는 “지식재산권법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기망의도로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는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고 밝힘.
- 사건담당 해럴드 쇼(Harold H. Shaw) FBI 특별수사관은 “이번 사안은 미국
기업들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훔치려는 행위 근절을 위해 FBI가 노력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o 미국에서는 전기통신사기죄(wire fraud)의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3년
간의 보호관찰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18 U.S. Code §
1343). 그리고 위증죄(perjury)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3년간의 보호
관찰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18 U.S. Code § 1622).
- 따라서 법적으로 고든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6년간의 보호관찰 그리고 드림
웍스측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FBI는 공식발표에서 연방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그보다 약하게
처벌된다고 밝힘.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단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또는 저작권 침해물의 진정한

사하도록 시민들로 구성되는 사법제도임. 대배심에서 행해지는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유무죄
를 평결하지 못하고 기소여부만 결정함. 美 헌법은 위증·교사혐의 등 연방법 위반사건은 재판에 앞서 대
배심을 거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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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아니면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남발하거나 소송을 남용하는 사안
들이 문제시 됨.

것으로 기망의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거나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처벌의 강화가 요구됨.

※출처
https://www.fbi.gov/boston/press-releases/2015/randolph-man-charged-with-defraudi
ng-dreamworks-by-falsely-claiming-he-created-kung-fu-panda
http://www.masslive.com/news/boston/index.ssf/2015/12/jayme_gordon_of_randolph_i
ndic.html
http://www.cartoonbrew.com/law/cartoonist-faces-25-years-prison-failed-kung-fu-pa
nda-lawsuit-1289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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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원숭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
2016년 1월 6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동 법원은 저작권법상 동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물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PETA는 원숭이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함.

작성자 : 최희식16)

o 2016년 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사건의 개요

직접 찍은 셀카의 저작권을 원숭이가 소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o 원숭이 셀카 사진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터
(David Slater)의 사진기를 이용하여 원숭이가 스스로 촬영한 것임.
- 이 사진은 위키피디아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으나 인간이 아닌 동물이 찍었기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귀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사진작가 슬레터는 해당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
하였음.
- 그러나 2014년 美 저작권청은 “자연, 동물 또는 식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슬레터는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
o 2015년 9월 22일,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Ethical Treatment of
Animals)17)는 이번 사진은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에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슬레터와 셀프퍼블리싱업체인 Blurb of San Francisc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16)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17) 1980년에 설립된 PETA는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물을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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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이번 사안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와
법원의 판단 및
소송당사자의 주장

행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힘.

경우 저작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동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힘.
o PETA측 변호인은 이 사안의 판단 권한을 의회가 법원에게 부여했으므로 법원은
저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슬레터측 변호인은 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슬레터는 원숭이가 셀카 사진을 찍도록 가르쳤으므로 원숭이가 스스로 사진을
찍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였음.

o 이번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美 저작권청은 ‘저작권은 인간이 작업한 출판물
시사점

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o 인간의 지적활동을 통한 창작물에 저작권이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
는 목적은 창작물을 보호하여 활발한 창작행위 및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보호는 균형적이고 엄격해야 함.

※출처
http://www.cbc.ca/news/world/monkey-selfie-copyright-ruling-1.3392859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6/01/judge-says-monkey-cannot-own-copyrig
ht-to-famous-selfie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jan/06/monkey-selfie-case-animal-photo-co
pyright

※관련기사
2015년 11월 1차 : [미국] 美 PETA,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자 확인 소송 제기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519&ke
y=title&keyword=원숭이&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

❘29

USA

- 국회 또는 대통령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저작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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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 보고서 발간
2016년 1월 28일, 美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들을 논의한
「리믹스, 최초 판매 원칙 및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Remixes,
First Sale, and Statutory Damages)」를 발간함. 이 백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① 리믹스 창작을 위한 법적 기초, ② 최초 판매 원칙의 관련성과
범위, ③ 대량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인 파일 공유자 및 간접책임에 대한 적정
법정손해배상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함.

작성자 : 권세진18)

o 2016년 1월 28일, 美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디지털 기술
배경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
하는 방안들을 논의한 「리믹스, 최초 판매 원칙 및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
(White Paper on Remixes, First Sale, and Statutory Damages)」를 발표함.
o 상무부 산하 인터넷 정책 위원회(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19)가
작성한 이번 백서는 2013년 IPTF가 발간했던 녹서(Green Paper) 「디지털
경제시대의 저작권 정책, 창작 및 혁신(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중요사안들에 관한 추가 쟁점들을 논의함.
o IPTF는 백서에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과 관련해 중요 사안인 ① 리믹스
창작을 위한 법적 기초, ② 디지털 최초 판매, ③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의회가 저작권을 개정하는 방안들을
논의함.

18)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9) 2010년 4월에 발족된 인터넷 정책 위원회(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는 특허청(USPTO), 통신정보
관리청(NTIA), 상부무 산하 기관들의 대표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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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믹스 창작의 법적 보호 논의 배경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한 리믹스 창작이 활성화 됨.
- 리믹스 창작은 타인의 저작물 복제 및 모방 행위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므로
저작권과 항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는 리믹스
창작자들은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리믹스 창작물을 삭제함. 그러나 대부분의
리믹스 창작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 저작권의 광범위한 보호와 창작적 표현행위를 위한 면책규정의 불명확성
및 천문학적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더불어 유투브의 콘텐츠ID (YouTube's
ContentID) 또는 페이스북의 저작권 감독 시스템(Facebook's copyright
monitoring system)과 같은 민간 저작권 침해 방지 시스템으로 저작권자는
리믹스 창작행위를 사실상 검열할 수 있음.
o 디지털 최초 판매 논의 배경
- 이북(ebooks), 다운로드 받은 영화와 게임과 같은 디지털 상품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해당 상품의 재판매 또는 대여 등이 쉽지 않음.
- 통상 작은 글씨(fine print)로 제공되는 ‘라이선스 계약’은 디지털 상품의 구매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음.
- 따라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스토어나 서버가 폐쇄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자유롭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법정손해배상제도 논의 배경
- 현행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침해 저작물 개당 3만 불, 침해자가 고의인
경우에는 15만 불까지 법원이 배상금을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배상의 범위가 과도하여 창작과 혁신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음.

o 리믹스 창작의 법적 보호에 대한 IPTF 논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 내용

- IPTF는 리믹스 창작에 대하여 ⅰ) 리믹스 창작행위의 면책, ⅱ) 리믹스 창작행위에
대한 강제허락제도의 적용, ⅲ) 자발적인 라이선싱 관행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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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사진, 팬픽션, 매시업, 팬에디트 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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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지털 상품의 최초 판매 원칙 적용에 대한 IPTF 논의
-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을 자유롭게 처분(재판매,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때 발생
하는 소비자의 손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함.
- IPTF는 디지털 상품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하여 DRM 기반의 패밀리 플랜
(family plan)과 대여 사업 모델 및 넷플릭스(Netflix)와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가입기반의 서비스 방식들이 디지털 상품의 재판매 및 대여와 관련된 문제
들을 완화시킬 것으로 평가함.
- 그리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들이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모범 사례들을 구축하도록 제시함.
o 법정손해배상에 대한 IPTF 논의
- IPTF는 법정손해배상금 산정 시 법원과 배심원의 고려요건들을 저작권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함.
- 저작권법상 ‘선의의 침해자(innocent infringer)’20)의 적격요건을 삭제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대하여 과도하게 부과되는 법정손해배상을
축소하도록 제안함.
- 개인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의회가 손해
배상 산정에 관한 상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소액 저작권심판소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함.

o 페니 프리츠커(Penny Pritzker) 美 상무부장관, 미셸 리(Michelle Lee)
저작권법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美 특허청장과 로렌스 스트리클링(Lawrence E. Strickling) NTIA 차관보 등은
이번 백서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 혁신과 강력하고 균형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통한 인터넷 기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o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21)은 이번 백서에서
논의된 저작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 美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악의의 침해의 경우에는 증액된 배상액으로, 선의의 침해인 경우에는 감액된 배상
액으로, 그 외에는 기본 배상액을 부과함.
21)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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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의회의 저작권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담았다고 평가함.
- 리믹스 창작자들의 저작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리믹스 창작

- 그러나 IPTF가 이용자의 창작활동과 현행 저작권 제도 간에 발생하는 충돌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음.

o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고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을
시사점

균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도입 요구가 높아짐.
o 미국은 오랫동안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 미국의 학계 및
관련 기관들이 발간한 저작권 개정 관련 보고서22)들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o 따라서 이번 백서에서 분석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충돌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향후 국내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출처
http://www.newsjs.com/url.php?p=http://advanced-television.com/2016/02/01/us-co
mmerce-dept-proposes-copyright-law-amendments/
https://www.eff.org/deeplinks/2016/01/commerce-department-has-good-recommend
ations-fixing-copyright-law-more-needed
http://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department-commerce-recommend
s-amendments-statutory-damages-provisions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22) 2007년부터 학계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 위주의 ‘저작권 원칙 프로젝트(Copyright Principles Project;
CPP)’를 결성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 저작권
개혁 보고서 발표. 2013년 3월 20일,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마리아 팔란테(Maria Pallante)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을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진보적 제도(forwarding-thinking
framework)' 도입 필요성 촉구. 상무부는 2013년 발간한 녹서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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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IPA, 2016 지재권 감시대상국 보고서
USTR 제출
2016년 2월 5일, 美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이 USTR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국 보고서에서 “저작권 침해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미국과 외국인 창작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디지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라고 밝힘. 이번 보고서는 총 17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저작권법과
규제 제도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작권법의 모델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작성자 : 권세진

o 美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23)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USTR에
제출

은 해외 각국의 법·정책 또는 실무를 조사하여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분석한「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IIPA
Special 301 Report)」(이하, IIPA 보고서)를 매년 2월 美 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제출함.
- IIPA 보고서는 국가별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PFC)24),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25), 감시대상국(Watch List, WL),
비정기검토국(Out-of-Cycle Review, OCR), 특별동맹국(Special Engagement)
으로 분류하여 USTR에 그 지정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이 IP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년도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함.
o USTR은 IIPA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 IP 침해 국가들을 분류 및 평가하여
매년 4월 美 의회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국에 대한
경고조치 및 무역적인 보복조치를 단행함.

23) IIPA는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미국 내 저작권 관련 업체를 대표하여 1984년 설립된 사적
연맹단체로서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음.
24)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지식재산권 무역실무에 대한 조사 협상
후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25)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감시받고, 위반
사례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나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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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IIPA 보고서는 다음 17개의 국가를 IP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감시대상국에 대한
IIPA의 평가 및 권고

권고함.

USA

2016년 IIPA 보고서 IP 감시대상국
구분

국가명

우선협상대상국(PFC)

우크라이나 (1개국)

우선감시대상국(PWL)

칠레, 중국, 인도, 러시아, 태국, 베트남 (6개국)

감시대상국(WL)
비정기검토국(OCR)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홍콩,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위스, 타이완, 아랍에미리트 (9개국)
스페인 (1개국)

o PFC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는 2013년 PFC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에는 감시
대상국에서도 제외되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미흡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의 심화로 2015년에 PFC로 재지정.
- IIPA는 우크라이나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저작권법상에 도촬 금지
및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관련 규정 제정과 광범위한 ISP 면책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며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권고함.
o PWL 및 WL로 분류된 국가들 중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러시아 등은
2015년도에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각국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위에 언급한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력과 아래의 긍정적 사례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상당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2015년 11월, 브라질 연방경찰은 불법 스트리밍 포털 운영자 검거.
- 2015년 6월, 캐나다는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행 후 70년까지 연장.
- 2016년 1월, 칠레 경찰은 2008년부터 운영되는 세계 최대의 불법복제물 유통
단체인 VCD 단속.
- 2015년 6월, 중국 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
NCAC)은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무단으로 제공되는 음악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16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제공되었던 200만개
이상의 음악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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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13년 불법복제방지법(anti-piracy law)에서 불법 저작물 게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안 제안.

o 2016년 IIPA 보고서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美 저작권 산업계가
2016년 IIPA
보고서의 핵심 내용
요약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 (Key Challenges for Copyright Industries)로
10가지 사안들을 언급함.

2016년 IIPA 보고서 핵심과제
해결 과제

해결 내용

w 인터넷/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의
증가로 글로벌 시장의 합법 서비스 성장 저해
w 합법 서비스로 전환 또는 서비스 중단하도록
인터넷/모바일
네트워크 불법복제

USTR의 양자협정 추진
w 저작권 침해 유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조항을
TPP 협정에 규정하도록 美 정부에 촉구
w 안전하고 정당한 온라인 시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의 협조
w 해외 불법 사이트에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

미디어 박스/셋톱 박
스

박스/셋톱박스 장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불법앱 설치 업자 등에 대한 규제 필요

기술적보호조치(TPMs)
의 우회
극장 도촬 금지

서적과 정기간행물
불법복제
유료 TV 불법복제 및
방송신호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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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미디어

w TPMs를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장치 규제 법규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조치 필요
w 공중을 대상으로 도촬 피해 교육
w 극장 도촬 금지 법규 제정
w 정부 및 교육기관의 서적 무단복제 이용 자제
w 합법적 교재 및 저널 이용을 유도하는 저작권
정책 활성화
w 유료 TV 신호의 무단 도용/복호화 행위 금지
법규 제정

모바일 장치 불법복제

포함한 상품 불법복제

모바일 장치 판매/수리업자 및 노점 등 단속

USA

광디스크(OD)를

w 불법 복제물을 모바일 장치/하드디스크에 로딩해주는

w 양질의 OD 상품을 이용한 불법복제 행위 규제

w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자의 자의적 결정/통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CMOs)

w CMOs는 저작권자에게 평등 대우 제공
w CMOs 요금 산정은 저작물 이용의 공정한 시장
가치 반영
w 저작권 침해규모에 상응하는 규제 법규 마련
w TRIPs 협정의 최소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억제를

저작권침해자 규제

위한 민사/형사/행정적 구제방안 제공
w 현재 침해 상황에 적합한 법규 및 규제방안
w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와 보호 강화를 위한
WCT/WPPT 협약 가입 및 시행

o 2016 IIPA 보고서는 한국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2016년 IIPA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

- 1989년 IIPA 최초 보고서에서 PWL로 지정되고 2008년까지 WL로 지정되었던
한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IP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한국은 국내 저작권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적절하게
강화하였다고 밝힘.
o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과 규제제도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작권법의 모델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o 2016년 IIPA 보고서는 “해외 시장의 무역장벽으로 미국 경제는 매년 중요한
2016년 IIPA보고서
결론

경제적 기회 및 해외 수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기업에 대응
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미국과 외국인 창작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디지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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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의 보호는 건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오픈 마켓을 활성화하고 직업 창출을
조성하며 세금 수익의 증대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므로 무역 교역국들
의 저작권 보호 및 규제 제도 수준의 국제화와 현대화는 필요불가결함.
o 따라서 USTR과 행정부는 전 세계 저작권과 규제 제도를 강화하여 창작산업의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감시대상국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

※출처
http://www.iipa.com/pressreleases/2016SPEC301PRESSRELEASE.PDF
http://www.iipa.com/special301.html
http://www.iipa.com/pdf/2016SPEC301COVERLETT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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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美 뮤직워치(Music Watch)에서 발표한 불법복제 서비스 제공 채널 이용수치

USA

USA

美, 음악 불법복제 추세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수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됨. 본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5천 7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불법 채
널이라는 인식 없이 최소 1번이라도 불법 복제된 음악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남.

작성자 : 권세진

o 2015년, 디지털 뮤직 뉴스(Digital Music News)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배경

비트 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한 불법복제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o 최근 美 뮤직워치(Music Watch)에서 발표한 불법복제 서비스 제공 채널 이용
통계수치에 따르면 음악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수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번 조사는 비트 토렌트, 인터넷 저장소,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 P2P,
하드드라이브 교체 등의 광범위한 불법 접근 채널을 대상으로 함.

o 2015년에 5천 7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불법 채널이라는 인식
조사 내용

없이 최소 1번이라도 불법복제된 음악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통계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음악을 구매한 사람들의 35%가 불법 채널을 통해
최소한 1번이라도 음악을 입수한 것으로 나타남.
o 최근 유튜브와 같은 P2P 사이트에서 전송받는 스트리밍을 다운로드 형태로
전환하는 ‘스트림 리핑’을 이용한 불법 복제 음악 이용 수치는 2013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o 이번 조사는 이용자들의 불법 음악 이용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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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내용
음악을 소유하고 편리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음악소유욕

들의 욕구가 불법적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유인
불법적인 음악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접근채널의 만연

채널들은 이용자들이 구매하기 원하는 음악들에
대해 선택의 기회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이용자들이 음악을 스트리밍 하거나 인터넷 검색

기술의 발전

시 다양한 불법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채널에
접근이 용이
불법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은 공식적인 앱

라이센싱 여부의 모호함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악저작물
들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쉽게 단정
발매 음악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유통 및 정보의 제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디
지털 음악을 제공하는 채널에 접근이 증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열정으로 일반인들보다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열정

불법적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음악저작물에 비용을 지불
하는 평균인들보다는 적게 지불

o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음악을 이용(정품 CD 구입 및
시사점

합법 다운로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분석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불법적인
음악저작물 이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o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문제는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TV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 저작권 산업 전반에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요구됨.

※출처
http://www.musicwatchinc.com/blog/bad-company-you-cant-deny/
http://mashable.com/2016/02/26/music-streaming-infinite-choice/#0OA.8Fu8_s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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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청은 ‘이용제공권(making available right)’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연방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이 인정된다고 밝힘.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미국은 이용제공권을 채용한 WIPO 조약 회원국이므로
해당 권한을 인정한다는 입장. 의회는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무역협정에서도 이용
제공권을 인정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그러나 저작권청은 ‘이용
제공권’에 관한 법원의 모호한 판결이 지속되는 경우 연방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용제공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작성자 : 권세진

o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이용제공권의 개념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전송문제가 저작권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
되면서 생겨남.
o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26) 제8조 및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27)
제10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이용제공권(making available right)’은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말함.
- WCT 제8조의 공중전달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와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전자의 경우만을 이용제공권이라 할 수 있음. WPPT
제10조 및 제14조는 각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이용제공권을 인정하므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인터넷상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을 업로드
하는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나 방송 또는 공중전달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권만을 행사.

26) WCT는 1886년 채택된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완해 온라인상의
저작자 권리(공중전달권)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을 보호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27) WPPT는 1961년 체결된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협약’을 보완해 인터넷상에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사 등의
음악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 WPPT는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CD나 레코드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 배포 및 대여 등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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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공권’ 인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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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주요국들은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이용제공권을 명시하거나 저작권자의 기존 권리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
- 영국은 WPPT의 이용제공권을 수용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
- 미국은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 중 전송권(distribution right)28), 전시권, 공연권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

o 2016년 2월 23일, 美 연방저작권청은 의회의 요청으로 이용제공권을 분석한
저작권청의 입장

보고서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the United States: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에서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은 연방저작권법
으로 인정된다고 확인함.
- 연방저작권법상에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미국은
WIPO 회원국으로 해당 권한은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입장.
-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다운로드는 전송권(distribution right)에 포섭되며,
스트리밍은 공연권에 포섭된다고 설명함.
o 한편, 의회는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무역협정에서 이용제공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방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
o 그러나 저작권청은 ‘이용제공권 ’에 관해 법원은 불분명한 판결을 지속해
왔다고 분석.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방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용
제공권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2014년 연방대법원은 ‘Aereo 사건’29)에서 공연권은 저작물의 전송을 포섭
한다고 확인.
- 반면, 일부 지방법원은 연방저작권법상 이용제공권 존재 자체를 문제 삼거나
사안 자체의 논의를 회피함.30)
o 저작권청은 저작권자의 ‘이용제공권’ 문제를 명확히하기 위한 의회의 임무에

28) 미국 저작권법은 공중송신권의 방송권과 전송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의 법률 해석으로 배
포권은 방송권과 전송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29) American Broadcasting Cos. v. Aereo, Inc., 573 U.S.

. (June 25, 2014).

30) Alticor Inc. v. UMG Reordings, Inc. (M.D.Fla. Dec.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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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첫째, 이용제공권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지방법원 및 항소심 법원
판결들의 지속적 검토, 둘째, 101조의 정의조항들과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o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규제의 명확화를
의의

위한 법적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저작권청의 이용제공권에
대한 분석은 모호한 미국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o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의 전송권을 각각 저작권법상에 규정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 간
권리 및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출처
http://www.completemusicupdate.com/article/us-copyright-office-says-us-law-has-a
-making-available-right-even-though-it-doesnt-say-so
http://copyright.gov/docs/making_available/making-available-righ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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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분야에서
TPP에 대한 정책대응”을 결정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11월 24일 “지식재산분야에서 TPP에 대한 정책대응”
을 결정하고 그 개요를 공개함. 지식재산분야에서 TPP의 의의, TPP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제도의 정비, TPP의 활용 촉진에 의한 새로운 시장개척,
TPP를 계기로 한 이노베이션의 촉진·산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작성자 : 권용수1)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장벽 철폐
지식재산분야에서
의 TPP 의의

및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하여 물품 시장 접근이
나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21세기
형 공통 규칙을 책정·구축함.
o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절차·권리행사에 관한 공통 규칙 마련,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일본 기업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일본 내에서의 지식재산
창조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TPP에 참가하였음.

o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11월 24일 TPP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제도
TPP실시를 위한
지식재산제도 정비

관련 정비사항을 결정함. 각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특별한 정함을 두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할 계획임.
-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는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 등), 저작권 침해의 일부 비친고죄화,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접근 통제(アクセスコントロール))에 관한 제도 정비, 음원의
2차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의 부여,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 제도 정비를 들 수 있음.

1) 권용수_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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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법 개정은 권리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계획임.

여 그 대상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계획임. 또한 접근 통제(アクセスコントロー
ル)에 관한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권리자에게 야기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

CHINA

- 특히 저작권 침해의 일부 비친고죄화에 있어서는 2차 창작의 위축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o TPP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중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거나 시장개척의 기초가 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함.

JAPAN

TPP의 활용촉진에
의한 새로운
시장개척 등

o 첫째, 일본 기업에 의한 TPP 역내에서의 지식재산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지식재산권 출원·소송 대응 등에 관한 일체적인 지원을 실시함.

CHINA

-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의

o 둘째, 일본 콘텐츠의 해외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① 방송콘텐츠
등의 해외 전개 지원, ② 콘텐츠와 비콘텐츠 산업의 일체적인 해외 전개의 추
진을 지원함.

하거나 발신하는 것 등의 종합적 지원을 들 수 있음.

CHINA

- ①로서는 콘텐츠 사업자와 다른 분야 등의 관계자가 협력하여 콘텐츠를 제작

- ②로서는 관민이나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선 연계를 촉진하는 장으로서 “쿨
재팬 민관연계 플랫폼(가칭)”(クールジャパ ン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仮称))
을 창설하고, 콘텐츠와 비콘텐츠 산업의 일체적인 해외 전개 추진 지원을 들 수

o 셋째, TPP 역내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해외

CHINA

있음.

에서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지원 등, ② TPP 역내에서의 지식
재산제도 정비 및 운용능력향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저작물 등의 정규유통을 촉진할 계획임. 또한 일본
기업의 모방품 대책 지원 등(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급 계몽 세미나 및
재외공관·일본무역진흥회(ジェトロ) 등과 연계한 상담 체제 등)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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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을 위하여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해적판 대책 사업(보급 계몽 사업,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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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를 위하여 TPP 역내에서 일본의 지식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합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재산제도의 정비나 지식재산 관련 정부기관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사관 파견 등의 심사 협력,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임.

o TPP를 계기로서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나 일본의 지식재산
TPP를 계기로 한
이노베이션의
촉진·산업 활성화

시스템의 활성화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창출 및 콘텐츠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함.
o 첫째,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에 특화된
“지식재산 종합 지원창구 ”(知財総合支援窓口)와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의
상담창구인 “요 로즈 지원 거점”(よろず支援拠点)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식재산 상담대응을 실시함.
o 둘째, TPP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저작권 등의 이용원활화, ② 지식재산 분쟁 처리 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함.
- ①을 위하여 권리자 불명 저작물2)의 이용 원활화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자 불명
인 경우의 재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행하는 한편 권리 정보의 집약화 등을 통한
라이선싱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강구함.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하여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에 유의
하면서 아카이브의 촉진, 교육의 정보화, 장애자의 정보 접근성 확보 등을 검토
하는 한편 유연성이 높은 권리 제한 규정, 원활한 라이선싱 체제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②의 경우 TPP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제도의 정비 현황 등을
고려하면서 지식재산 분쟁처리 시스템의 기능강화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o 셋째, 장래 이노베이션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함.
- 초등학교 시절부터 창조적 사고에 관한 교육 및 지식재산의 보호, 그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함.

2)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 권리자 불명 저작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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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szai_tpp151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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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픽스타(PIXTA),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 서비스” 개시
픽스타(PIXTA)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PIXTA에서 판매 중인 디지털 소재(파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 서비스”(安心補償サビス)를 개시함. 안심보상서비스는 PIXTA의 디지털
소재를 활용한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지금보다 이상으로 지원하리라 기대됨.

작성자 : 권용수

o 픽스타(PIXTA)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PIXTA의 안심보상
서비스 제공 배경

8월 25일 설립된 주식회사임. PIXTA는 프로나 아마추어를 구분하지 않고
창작자(회원)로부터 수집한 고품질의 사진·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디지털
소재(파일)를 구입자(회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창작활동을 지원함.
- PIXTA는 누구나 사진·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디지털 소재를 인터넷상에서 매매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PIXTA”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o PIXTA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된 창작자가 자신의 디지털 소재에 권리 침해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0일부터 “안심보상서비스”(安心補償サービス)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안심보상서비스는 PIXTA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소재의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변화되고, 기업의 법률 준수
의식이 고조되면서 PIXTA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소재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상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것도 안심보상서비스의
도입 배경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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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심보상서비스는 PIXTA에서 구입한 디지털 소재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구입자(회원)가 입은 손해를 일정 조건에 따라 PIXTA에서 보상
하는 서비스임.
o 안심보상서비스는 PIXTA에서 구입한 디지털 소재에 저작권 침해 3) 또는

CHINA

안심보상서비스
주요내용

초상권 침해4)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다만 가공에 의하여 추가된 표현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안심보상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음.

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의 콘텐츠를 최초로 다운로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 나아가 대상이 되는 청구에 대하여 회원이 PIXTA에 서면으로

JAPAN

- 회원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규약, 당사와 체결한 그 밖의 계약

신속하게 통지하고 PIXTA가 당해 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취급·해결·방어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서비스이며, 회원 당 보상한도액은 최대 100만 엔(약 980만원)까지임
- 보상대상인 손해로는 ① 문제의 콘텐츠를 사용한 광고·포스터·제품 등의 재제작

CHINA

o 안심보상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PIXTA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

에 필요한 비용, ② 콘텐츠의 권리 침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
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③ 콘텐츠의 권리 침해에 기인하여 회원이 행한 사과
광고 등에 소요된 비용, ④ 합의금, ⑤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 등을 들 수 있음.

CHINA

o 안심보상서비스는 PIXTA에서 판매 중인 디지털 소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있는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구입자의 또 다른 창작 활동을 지금보다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소재의 이용에 관한 권리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창작업계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소재를 이용함에 있어

CHINA

o 한편 PIXTA는 안심보상서비스의 개시와 더불어 2015년 12월 16일 디지털

알아야 할 권리에 관한 기초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디지털 소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3) 그 예로 콘텐츠의 저작권이 창작자 회원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경우 또는 메인이
되는 피사체에 저작물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음.
4) 그 예로 모델의 공개가 적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음이 발각된 경우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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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TA는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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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14-00000001-sh_mar-sci
https://pixta.co.jp/release/201512101500
https://pixta.jp/indemnity

52❘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日本

CHINA

CODA와 대만 IPR Police, 대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물 적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의 2015년 12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대만의
내정부경정서 보안경찰(IPR Police)은 CODA와 협력하여 대만에서 운영되고 있던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그 운영자 2명을 체포하였음. 운영자들은
불법복제물 재고가 남지 않도록 주문을 받은 후 불법복제물을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PR Police에서 압수한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과거 최대였음.

JAPAN

작성자 : 권용수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6)의 요청에 의하여 대만에서 운영되고 있던

CHINA

o 대만의 내정부경정서 보안경찰(IPR Police)5)은 2015년 11월 26일 콘텐츠
사건의 개요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 “우수 멀티미디어 영상관”(優質多媒体影音館 )을
적발하고, 그 운영자인 남녀 2명을 체포함.
- 그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불법복제물의 재고가 남지

CHINA

음악 등의 불법복제물이 판매되었음.

않도록 주문을 받은 후에 불법복제물을 제작하였고, 나아가 불법복제물의 제작
장소와 발송 장소를 달리하는 등 경찰의 단속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음.
o IPR Police는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통하여 원본 저작물, 발송 전 재고, 복제 전 공디스크 등 총 5만장 이상의

CHINA

타이중시(台中市)의 불법복제물 제작 거점을 압수수색함. 이번 압수수색을
DVD와 CD 외에 듀플리케이터(DVD·CD 복제기) 108대, 컴퓨터 및 프린터
각각 5대 등을 압수함. 대만에서 불법복제물 단속과 관련하여 행해진 압수

고 기관임. 내정부경정서 보안경찰(IPR Police)은 내정부경정서의 여러 조직 중 하나로서 7개의 총대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제2총대에서 지식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담당하고 있음. 내정부경정서 보안경찰에 관
해서는 https://zh.wikipedia.org/wiki/%E4%BF%9D%E5%AE%89%E8%AD%A6%E5%AF%9F (검색일 :
2016년 1월 18일) 참고.
6) http://www.coda-cj.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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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정부경정서는 1946년에 설립된 대만의 내정부 소속 행정 부서로서 대만에서의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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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임.
o IPR Police의 조사에 따르면 체포된 운영자들은 불법복제물 판매를 통하여
2년간 매월 80만 대만달러(약 2,895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어도 2000만 대만달러(약 7억 2,38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하였음.

o CODA는 일본 경제산업성 위탁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CODA와 IPR
Police의 협력

일본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단속을 실시하여 왔음.
o CODA는 대만에서 2011년 11월부터 IPR Police뿐만 아니라 대만 현지의
저작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점포나 노점 등의 불법복제물 판매를 정기적
으로 단속하여 왔음.
- 그 결과 대규모 불법복제물 판매점이 대부분 사라졌으나, 소규모 불법복제물
판매점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IPR Police 등은 최근 들어 옥션, 온라인 스토리지,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판매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주시하고 있음.
o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CODA와 대만국제영화재단(Taiwan International Screen
Foundation : TISF)이 협력하여 6개월 이상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IPR Police에게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의 단속을 요청한 결과임.
- CODA는 2015년 12월 16일 대만 현지 방송국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참가한
타이중시 기자회견에서 IPR Police의 불법복제물 판매 사이트 적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만에서 일본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힘.

o CODA는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불법복제물 판매가 콘텐츠 유통 촉진의 최대
향후 계획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TISF 등의 저작권 관련 단체 및 대만의
경찰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불법복제물 판매 단속 등에 힘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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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89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17-00000010-nna_kyodo-cn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17-00000014-ftaiwan-cn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55

SPRING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日本

日 결혼식 피로연, CD 외의 음원 재생은
저작권 침해
최근 정품 CD가 아닌 음악 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결혼식
피로연 등에서 사용하려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정품 CD가 아닌 음악 전송 서비스의 음악파일은 이용 약관에 의해 그 사용 범위가
“사적사용”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해당 음악파일을 피로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휴대 음악 단말기에 넣는 단계에서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작성자 : 권용수

o 결혼식장이나 호텔 등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음악 저작권 사용에
정품 CD는 OK,
다운로드는 NO

관한 포괄 계약을 맺고, 식장 내에서 악곡 연주나 녹음물의 재생과 같은 연주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식장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하나인 “연주권”7)에
관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임.
o 그 결과 계약시설의 경우에는 JASRAC의 관리 악곡이라면 연주권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고, 연주 이용에 해당하는 CD 또는 음악 전송 사이트
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의 재생이 가능함.
o 그러나 최근 정품 CD가 아닌 음악 전송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결혼식 피로연에서 사용하려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o 이는 음악 전송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의 경우 음악 전송
사이트의 이용 약관 및 복제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임.

7) 일본 저작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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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적으로 주요 음악 전송 서비스 회사는 이용 약관을 통해 음악파일의
사용 범위를 “사적사용”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음.
- 이용 약관을 통해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와 저작

CHINA

음악 전송 서비스의
이용 약관상의 한계

인접권자(레코드 제작자·실연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임.
o 일본 저작권법상 사적사용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피로연 등은 “사적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음악 전송 서비스
이용 약관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JAPAN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결혼식

- 문화청 저작권과는 “4~5명 정도로 가정 내에 준하는 친밀 또는 폐쇄적인 관계를
가진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사적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8)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은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CHINA

o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복제권9)이 있음. 나아가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복제권에 의한 한계

되고 있음.10)
o 그런데 결혼식 피로연 등은 사적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음악
통하여 구입한 음악파일을 휴대 음악 단말기나 컴퓨터에 넣는 단계에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우려가 있음.11)

CHINA

전송 서비스의 이용 약관상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악 전송 서비스를

- 법적으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의 단말기에 음악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되지만, 문화청 저작권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의

8) http://potato.2ch.net/test/read.cgi/dqnplus/1453208108/ (검색일 : 2016. 1. 27).
9) 일본 저작권법 제21조.
10) 다만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지라도 ①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HINA

문제라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복제권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②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거나 그 결과

되지 않음(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11) 예를 들어, 결혼식 피로연의 배경음악용 CD 등의 복제는 일반적으로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에 해
당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같은 맥락에서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메모리 카드나 CD-ROM 등에 저장하여 피로연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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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 ③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
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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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을 제시함.12)
- 문화청 저작권과의 의견에 따르면 다운로드한 단말기를 피로연장의 스피커에
직접 연결하여 재생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13)
애초 다운로드 시점에서 복제권에 저촉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o JASRAC과 일본레코드협회(Ro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 RIAJ)
반응 및 평가

는 2014년 7월 호텔이나 식장 등이 가입하는 공익사단법인 “일본결혼문화진흥
협회(Bridal Institutional Association: BIA)”14)에 대하여 결혼식 피로연에서
무단 복제 음원을 무단 이용하지 말라고 제의한 바 있음.
o 그러나 일본 음악 시장을 보면 음악 전송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2005년 9%미만
에서 2014년 19%로 2배 이상 증가된 반면 CD의 국내 생산액은 2005년 3598억
엔에서 2014년 1840억 엔으로 1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무엇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o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음악 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결혼식
피로연 등에서 틀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많음.
o IT 기술 및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불법 복제가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불법복제물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며, 정품 CD와 마찬가지로 정식 경로를 통하여 구입한 음악
파일의 사용을 피로연에서 금지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12)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116-00000001-jct-soci (검색일 : 2016. 1. 27).
13)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연주권 또는 음악 전송 서비스의 이용 약관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14) 일본결혼문화진흥협회는 혼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결혼에 관련된 시설의 소개·알선, 결혼 문화 등 사업
에 관한 인재 육성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혼 문화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 문화의 향
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에 설립된 공익사단법인임. http://www.bia.or.jp/about/purpose.php (검색일 :
2016. 1.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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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miuri.co.jp/national/20160112-OYT1T50109.html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116-00000001-jct-soci
http://potato.2ch.net/test/read.cgi/dqnplus/14532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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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도서관에서 사라지는 비디오테이프의
디지털화, 저작권 문제에 직면
최근 일본의 도서관들은 대출 건수 감소 및 품질 악화 등을 이유로 비디오테이프의
대출을 중지하고, 이를 진열장에서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다만 이러한
비디오테이프 가운데는 일본 거리의 변천 및 지역의 주요 행사, 후계자가 사라진
전통 문화 등을 촬영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음. 그러나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영상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저작권
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작성자 : 권용수

o 최근 일본의 도서관들은 DVD의 보급에 따른 비디오테이프의 대출 건수 감소,
도서관에서
사라지는
비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 성능·상태 악화로 인한 문제15) 등을 이유로 비디오테이프의
대출을 중지하고, 이를 진열장에서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시즈오카현(静岡県)의 고사이시(湖西市)는 2015년 6월 공민관 등을
포함한 시내 4곳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비디오테이프 2,629편의 대출을
중지하고, 이를 진열장에서 정리함.
- 현재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市)도 비디오테이프의 대출을 중지한 상태이고,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 도서관에서도 향후 몇 년 안에 비디오테이프의 정리를
검토하고 있음.
o 다만 지역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가운데는 일본 거리의 변천
및 지역의 주요 행사, 지역의 위인, 후계자가 사라진 전통 문화 등을 기록한
자료도 많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는 상황임.16)
o 그 때문에 도서관들은 품질이 악화된 비디오테이프의 디지털화 등을 고려하고

15) 최근 들어 도서관의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로 인한 가정 내 비디오기기 고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품질이
악화된 비디오테이프가 가정 내 비디오기기 안에서 끊어져 휘감기면서 기기의 고장을 야기하는 것이 대표
적인 유형임. 도서관들은 더 이상의 트러블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서 비디오테이프의 대출을 정지하고, 이
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16) 향토 자료 영상은 시민의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실제 도서관
들은 기록상 폐기로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자료를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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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역시 예산이나 저작권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

CHINA

o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7)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디오테이프의
디지털화 문제점

테이프를 디지털화할 수 있음.
o 다만 해석상 해당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존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음.18)

JAPAN

인정되므로 동일한 내용의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거나

o 그러나 지방 도서관들은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DVD 등으로 교체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디지털화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관한 권리가 추가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에 부가되는 저작권료가 다름. 그

CHINA

- 도서관용 DVD는 시판되는 일반 DVD와 달리 개인의 관외 대출이나 상영권에
결과, 작품에 따라 다르나 영화가 도서관 대출용인 경우에는 일반 DVD 보다 5배
정도, 홀과 시청각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영하기 위하여 상영권이 붙은
경우는 일반 DVD보다 6~7배 정도 비쌈.

교체할 경우 최소 2,000만 엔(약 2억 300만원)에서 3,000만 엔(약 3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고령화로 인하여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CHINA

- 예컨대 고사이시 도서관이 2,600개의 비디오테이프를 폐기하고, 이를 DVD로

감안할 때, 지방 도서관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디지털화하는 방법도 권리자가 불분명
하거나19) 시·읍·면의 합병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버린 경우
아님.

있지만, 이 경우 저작권자의 연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저작권자를 위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이나 인력상의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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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
18) http://www.janul.jp/j/documents/coop/copyrightQA_v4.pdf, 43,45頁 (검색일 : 2016. 1. 28).
19) 일본 저작권법 제67조에서는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의 경우 재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CHINA

등도 있고, 도서관들이 지닌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도 있으므로 간단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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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109-00000029-at_s-l22
http://www.tbsradio.jp/stand-by/2016/01/post_83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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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지식재산고등법원, 여행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5년 1월 19일 여행업자를 위한 업무용 소프트 “여행업
시스템 SP(旅行業システムＳＰ)”의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가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는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 데이터

JAPAN

베이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작성자 : 권용수

업무용 소프트웨어 “여행업 시스템 SP(旅行業システムSP)”21)의 데이터베이스를

CHINA

o 이번 사건은 브로드리프(ブロードリーフ : Broadleaf)20)의 여행업자를 위한
사건의 배경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한 아제스타(アゼスタ : Azesta)22)의 “여행 nesPro
(旅nesPro)”23)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임.

여행 nesPro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복제·배포 등의
금지, 폐기·소거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CHINA

o 2009년 5월 15일 브로드리프는 아제스타 및 해당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o 도쿄 지방법원은 2014년 3월 14일 아제스타의 여행 nesPro 데이터베이스
22개의 버전 중 21개의 버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아제스타에
내용의 삭제 및 손해배상금 약 1억 1215만 엔(약 11억 5000만원)의 지급을 명함.

적서, 손익검토서 등의 청구, 정산, 집계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임.
22) 아제스타는 각종 업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지원,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
식회사로서 2005년 10월 설립됨.
23) 여행 nesPro는 여행 코스, 일정표, 견적서 작성부터 매출, 집계, 고객 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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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브로드리프는 시스템의 판매·지원 및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9년 9월
설립됨.
21) 여행업 시스템 SP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기만 하면 일정표, 견적서를 바로 작성하며, 이와 연동하여 견

CHINA

대해 그 복제·배포 등의 금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 기록 매체의 폐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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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브로드리프는 자신들의 주장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o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6년 1월 19일 아제스타의 여행 nesPro 데이터베이스의
법원의 판단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아제스타의 여행 nesPro 데이터베이스 22개 모든 버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 복제·배포·공중송신(송신 가능화를 포함)의
금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 기록 매체의 폐기, 기록 내용의 삭제 및 손해
배상금 약 2억 1473만 엔(약 22억)의 지급을 명함.
o 지식재산고등법원은 기본적으로 ①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정보(데이터)
가운데 공통부분이 있는지, ② 그 공통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가지는지, 나아가 ③ 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복제권 내지 번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음.

o 본 판결은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시사점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복사가 되더라도 그 후의 데이터 갱신이나 수정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o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는 정보시스템 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임 . 본 판결은 이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반출한 퇴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o 이번 판결에 대하여 브로드리프는 자신들이 주장한 22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으로서 시스템 개발에 종사해 온 사원의
노력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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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braina.com/2016/0121/judge_20160121_001____.html
http://kabutan.jp/news/marketnews/?b=n201601200283
http://www.broadleaf.co.jp/company/press/pdf/release20160120.pdf
http://www.azesta.co.jp/pdf/release20160125.pdf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639/085639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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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검토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1월 27일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 위원회”(次世
代知財システム討委員)의 회합을 열고,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인공지능 창작물을 아우를 수 있는 저작권 제도의 방식에 관하여 검토함.

작성자 : 권용수

o 오늘날 인공지능 (AI)은 인간이 설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정보를 추출·분석
배경

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창작을 행하기도 함.
-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은 작곡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라무스(lamus)를 개발
하였고, 미국의 테일러 브랜드(Tailor brand)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로고를
자동적으로 디자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즉, 음악이나 그림 등 비교적 패턴화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AI가 스스로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창작물이 생성될 수 있음.
o 인공지능에 의한 활발한 창작활동은 단기적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작권 제도가 지닌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음.
- 기본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콘텐츠의 희소성을 이유로 그 복제나 유통 수단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하여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저작권
제도가 지닌 이러한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음.
o 그러나 저작물의 배후에 누가(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있는지에 따라 보호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저작자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제도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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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유통을 촉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음.

(次世代知財システム討委員)의 회합을 열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CHINA

o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1월 27일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 위원회”
제도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함.

- 현행 제도상 저작물은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그 저작권은 창작
주체에 귀속됨. 다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JAPAN

o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현행 제도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음.
인공지능 창작물과
현행 제도

요건(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고,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제도상 취급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컴퓨터가 인간의 창작
행위를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CHINA

o 1973년 및 1993년 문화청 저작권심의회는 컴퓨터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로서 사용된 점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에 의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됨.
- 인간이 컴퓨터 창작물을 도구로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인정받기 위해
나아가 창작 과정에서 이를 사용한 특정인의 창작 의도 및 창작적 기여가 분명
하여야 함.

CHINA

서는 그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창작적 표현이라 평가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o 즉, 현행 제도 및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기본적
으로 권리의 대상이 아님. 다만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이용한 창작물의 경우

o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인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CHINA

에는 제한적으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외견상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그 결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여한 자가 그것을 “인공지능의 창작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연인의
창작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o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 위원회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여부 및
인공지능 창작물을 아우르는 새로운 저작권 제도의 방식에 관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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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여부에 관해서는 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②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 ①의 경우에는 권리 있는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권리의 주체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저작권 제도의 이념에 입각해 보면 “창작적 기여를
한 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음).
- ②의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이용이 가능해지므로 가치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생성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유통시킬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도 있음.
o 인공지능 창작물을 아우르는 새로운 저작권 제도에 관해서는 권리의 주체,24)
권리의 내용,25) 권리 발생의 요건,26) 해당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이번의 논의는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재검토하는 한편 향후 중요한 지식재산
시사점

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4) 권리의 주체 후보로는 ① 프로그램 개발자, ②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 ③ 인공지능에 대하여
창작 의도를 가지고 지시한 자를 생각할 수 있음. 다만 ① 및 ②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부분
기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의문이 있음.
③은 창작의 과정에 관여한다는 측면과 창작이 가능하도록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권리 주체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각각의 측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임. 이는 内閣官房·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AIによっ
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討議用)」, 知的財産戦略本部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配付資料(2016年1月),
18頁 참고.
25) 권리의 내용은 금지 청구권의 유무 및 그 범위, 보호기간 등에 관한 검토를 말함. 한 예로 유럽의 경우에
는 “데이터베이스 지침(96/9/EC)”을 통하여 창작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와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경제적 권리를 창설하고 있음. 이 권리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그 실질적 부분의 추출 또는 재이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임. 또한
그 보호기간은 15년으로 저작권에 비하면 한정된 기간·내용으로 되어 있음. 이는 内閣官房·知的財産戦略推
進事務局, 上掲資料, 19頁 참고.
26)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에는 그 권리 발생요건을 특허처럼 방식주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다만 자연인의 창작물은 무방식주의,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방식주의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임. 이는 内閣官房·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上掲資料, 20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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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129-00010003-newswitch-bus_all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

CHINA

※출처

ai/dai4/siryou2.pdf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
ai/dai4/sankou1.pdf
ai/dai4/gijisidai.html

JAPAN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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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CODA,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의견 표명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2016년 2월 8일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
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검토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함. CODA는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CODA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의 현황과 그 대응
방안으로서 ①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에 대한 대응, ② 사이트 블로킹 운용,
③ 온라인 광고에 대한 대응을 제시함.

작성자 : 권용수

o 음악·애니메이션·드라마 등의 콘텐츠 디지털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 현황
및 논의

인하여 지식재산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를 해외에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를 기본
으로 한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를 통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o 특히 오늘날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바로 “보다
빠르게 ! 더욱 교묘하게 ! 보다 은밀하게 ! 그리고 영리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임.
o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27)는 2016년 2월 8일 제5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검토함.
o 이번 검토와 관련하여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28)는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

27)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지식재산 보호의 균
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검토위원회로서 2015년에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책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8) http://www.coda-cj.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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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표명함에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대하여 불법 동영상의 삭제
요청을 실시하는 “CODA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이하 ‘센터’)의 활동을

CHINA

o CODA는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

소개하고, 다음의 3가지 점을 대응방안으로서 제시함.
- CODA는 인터넷상의 무단 업로드, 특히 UGC(User Generated Content)29)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결과, 2009년부터 중국이나
핑거 프린트 기술31)에 의한 동영상 인식(대조·확인)을 조합하여 동 센터를 운영
하였음.

JAPAN

한국의 UGC 사이트 등에 대응하고자 크롤링 기술30)에 의한 사이트 감시와

-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콘텐츠 권리자의 협력 하에
각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동영상의 삭제요청을 실시하고 있음. 동 센터는

o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CHINA

지금까지 거의 100%의 삭제 실적을 유지하고 있음.32)

-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는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링크를
모아두어 그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사이트를 말함. 즉, 리치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임.
- 따라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할 목적으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CHINA

직접 보유하거나 전송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링크를 걸어 공중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113조33)의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둘째, 국경을 초월하는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29) UGC는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유통하는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라고도

CHINA

사이트 블로킹의 운용34)을 제시함.

함. UGC는 생산과 창작을 핵심으로 하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와는 달리 변형과 편집, 유통을 강조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30) 크롤링 기술은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된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하는 기술

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추적할 수 있음.
32) 2011년 8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총 188,910건의 삭제 요청을 실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약 99.97%
인 188,858건의 삭제가 이루어졌음. http://www.coda-cj.jp/activity/online.html 참고 (검색일 : 2016년 2
월 25일).
33)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는 제1항부터 제6항에 걸쳐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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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함.
31) 특정 콘텐츠의 저작자가 배포하는 콘텐츠마다 핑거프린트와 같은 유일한 값을 설정하게 되면, 향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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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물에 대한 삭제 요청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다만 블로킹해야 할 대상 사이트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예를 들어, 침해 행위가
하나라도 있다면 블로킹의 대상인지, 링크 사이트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
발신자가 URL을 변경하여 블로킹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용 대비
그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사이트
블로킹 운영의 실효성, 실시 체제, 블로킹의 대상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셋째,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영리목적을 이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오늘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업로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상의
행위가 아니고, 광고 수입 등을 내다보는 영리목적의 행위인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자칫 범죄자 또는
범죄조직의 자금 조달방안으로써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o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야기된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의의 및 향후 계획

침해가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CODA
에서 실시한 의견 표명은 의의가 있음.
o 검토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CODA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2016년 2월
25일 제6차 회의와 2016년 3월 24일 제7차 회의를 거쳐 검토사항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임.

34) 현재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일본 콘텐츠의 저작권·저작 인접권을 대량으로 침해하는 한편 권리자로
부터의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하고 있음.

72❘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90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

CHINA

※출처

ai/dai5/siryou3.pdf
http://www.coda-cj.jp/activity/online.html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

JAPAN

ai/dai5/siryou2.pdf

CHINA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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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발효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른
일본의 “전시가산” 철폐 여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전시가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호주 정부는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식을 통하여 TPP
발효 후 일본에 부과되고 있는 전시가산의 철폐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함. TPP
참가국 중 일본의 전시가산 대상국인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4개국 가운데
정부가 그 철폐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호주가 처음임.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호주, TPP 발효 후
일본의 전시가산
철폐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전시가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전시가산은 통상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전시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하여 상실된 저작권자의 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임.35)
o 그러나 전시가산은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무로서 전시가산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나 전시가산의 기간 산정 등이 문제되고 있음.
o 이를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36) 미국과 전시
가산의 철폐에 관하여 논의함.
o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전시가산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TPP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도 적용됨. 그 결과 전시가산의 철폐를 위해서
는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TPP 협정 체결 당시 그 철폐를 반영하는 것이
보류되었음.

35) http://www.mext.go.jp/b_menu/shingi/bunka/gijiroku/021/07091009/006.htm
36) 과거 국회 외무위원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전시가산 대상국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일본의 전시가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김은관, “저작권 전시가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저작권계의 대응”,「저작권 동향」
제2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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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일본과 TPP 참가국 중 전시가산의 대상국인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전시가산이 철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CHINA

2007년 저작권협회 국제연합(CISAC)37)의 결의 38)를 고려할 때, 일본의

o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2015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TPP
서명식에서 일본의 전시가산에 대하여 “TPP 협정의 효력 발생 후, 전시가산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일본 측

o TPP 참가국 가운데 전시가산의 대상국인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

JAPAN

에 전달함.

정부가 전시가산의 철폐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은 호주가 처음임.

대하여 “정부의 표명은 영향력이 있다. 전시가산 해소의 확실성을 높였다”며
환영을 표하고 있음.

CHINA

o 일본 정부는 호주 정부에서 정식으로 전시가산의 철폐 의사를 표명한 것에
일본의 반응

o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굳이 철폐 방침을 표명하지 않고, 민간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전망임.

CHINA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214-00000014-mai-bus_all
http://www.jasrac.or.jp/senji_kasan/about.html
http://www.jasrac.or.jp/senji_kasan/problem.html

CHINA

http://www.jasrac.or.jp/senji_kasan/activity.html
http://www.cisac.org/

리단체의 활동 조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저작물이 합리적,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연구,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제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38)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007년 6월 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CISAC의 정기총회에서 전시가산 문제
의 해결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호소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CISAC는 일본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
후 70년으로 연장하면 전시가산의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

❘75

CHINA

37) 저작권협회 국제연합(CISAC)는 1926년 파리에서 개최된 저작권 중개단체의 회합을 통하여 비영리 민간
국제조직으로서 설립되었음. CISAC는 저작권의 국제간 보호, 국내에서의 법률 또는 각 국가의 저작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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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인터넷 사용자 협회(MIAU), TPP 접근통제
회피규제에 관한 의견서 공개
인터넷 사용자 협회(MIAU)는 2016년 2월 23일 TPP 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함. 일본 현행 저작권법의 접근통제(アク
セスコントロル) 회피규제는 기본적으로 복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TPP에서
는 단순히 접근통제를 회피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MIAU는
국민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통제 회피규제에 관한 예외 규
정(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행위 등)의 필요성을 주장함.

작성자 : 권용수

o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 회피규
일본 저작권법 규정
및 TPP 협정의 관계

정은 복제통제(コピーコントロー) 기능을 가진 것이 그 대상이며, 접근통제
(アクセスコントロ ール) 기능만을 가진 것은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12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접근통제 기능만을 가진 기술적 수단을 저작권법으
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그러한
기술적 수단도 저작물 등의 창작활동이나 저작물 등의 유효한 이용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거친 뒤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o 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예를 들어 VLC39)
Player를 사용하여 DVD를 시청하는 행위 등)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o 반면, TPP 협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DVD나 디지털 방송 등에 이용되고 있는 접근통제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TPP 협정에서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접근통제)에

39) VideoLAN Client

7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대하여 제18·68조40)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함.

국민의 정보 접근이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권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CHINA

o 인터넷 사용자 협회(Movements for Internet Active Users, MIAU)41)는
미치지 않는 접근통제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문화청에 제출하는 한편 그 내용을 2016년 2월 23일 공개함.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② 접근통제를 회피하는 것은 지분권 침해행위가

JAPAN

o MIAU는 ① 접근통제 회피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표현의
TPP 접근제어 회피
규정의 예외규정
마련 제안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에 우선한다는 점, ③ 저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 제고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 ④ 위법한 저작물
유통에 관한 규제가 적절히 정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접근통제 회피

- 예외규정의 책정에 있어서는 권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피

CHINA

규제의 도입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함을 주장함.

행위라면 그것이 당연히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MIAU는 권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피행위로서 시청을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 회피행위, 부정고발을 위한 회피행위
등을 제시함.

CHINA

목적으로 한 회피행위, 인용이나 비평·2차 창작을 목적으로 한 회피행위, 기기나

o 접근통제 회피규제의 예외규정은 개별 규정이 아니라 포괄적인 일반 규정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에 대하여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CHINA

- 미국에서는 2015년 10월 27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접근통제 회피행위

40) TPP 협정 제18·68조 저작자,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가 자기의 권리행사에 관련하여 이용하고, 그 저작

① 저작물, 실연, 레코드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을 권한 없이 회피하는 행위
②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을 회피하는 조치 등의 제조, 구입, 반포, 공중에의 판매, 대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당해 수단을 회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1) 인터넷 사용자 협회(MIAU)는 2007년 설립된 단체로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등의 기술발전 및 이용자
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식을 보급하는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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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실연 및 레코드에 대하여 허락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의 회피에 대하여 적당
한 법적 보호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하의 행위를 민사상의 구제조치 및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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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MIAU는 TPP 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항목이 권리보호의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물의 이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공정하게 시장에서 원저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의 일반규정(フェアユース) 도입을 호소함.

o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는 2016년 2월 TPP 협정에
TPP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의
제도정비 방향 제안

따른 제동정비의 방식 등에 관한 보고서(안)를 통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접근통제)에 관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42)
o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 및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통제 회피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예를 들어 게임기·게임용 소프트웨어용의 보호기술은 접근통제 기능만을 가진 것
이지만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o 접근통제 기능을 가진 보호기술은 저작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 등의
무단이용·무단시청 등을 방지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확실
하게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자
등의 이익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다만 접근통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권리자의 이익과 이에 대응하는 이익인
국민의 정보 접근이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와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o 문화청·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관한 제도정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등 공정한 목적에서 행해지거나 권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적절한 예외규정을 정하는 것”을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음.

42)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TPP)協定に伴う制度整備の在
り方等に関する報告書(案)」(平成28年2月), 20頁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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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통제 회피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의의

수는 없지만,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이 보장될 때 콘텐츠 산업 등의 성장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JAPAN

※출처

CHINA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통제 회피규제의 예외규정에 관한 요구는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224-00000073-zdn_n-sci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60223_744993.html
http://miau.jp/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7_09/pdf/shiryo_1.
pdf

CHINA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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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 4k 디지털 방송의
녹화를 금지하는 방안 검토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次世代放送推進フォラム(NexTV-F))이 2015년 12월 25일 공
개한 ‘고도 광대역 위성 디지털방송 운용규정(高度域衛星デジタル放送運用規定)’을
보면, 고화질 방송 ‘4k디지털 방송’의 녹화 금지 여부가 ‘미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BS의 유료 방송이나 CS 방송의 경우 대부분 더빙 10을 채용하고 있지만, 4k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는 녹화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작성자 : 권용수

o 현재 BS의 유료방송이나 CS방송은 대부분 디지털 방송에서 더빙 1043)을
4k 디지털 방송의
녹화 금지 배경

채용하고 있음.
- 일본의 BS 디지털 방송 및 지상 디지털 방송에서는 사적이용에 관한 운용 규칙
으로서 2004년 4월부터 1회에 한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카피
원스(コピーワンス)’를 채용하였고, 그 후 규제 완화라는 관점에서 2008년 7월
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10회까지 녹화할 수 있는 ‘더빙 10(ダビング10)’을 채용
하였음.
o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次世代放送推進フォラム(NexTV-F))44)이 2015년
12월 25일 공개한 ‘고도 광대역 위성 디지털방송 운용규정(高度域衛星デジ
タル放送運用規定)’(이하 ‘운영규정’)을 보면, 고화질 방송 ‘4k 디지털 방송’45)
의 녹화 금지 운영 여부가 ‘미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43) 더빙 10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복사 제한을 기존의 1번에서 10번으로 완화하는 제도로서 HDD에 녹화된 디지털 방
송을 DVD 등에 9번까지 복사할 수 있고, 마지막 10번째는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더빙 10에 관해서는 이
재권, “더빙 10”과 사적보상금제도”, 「SW IP Report 제3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참고; 일본의 경우,
http://www.dpa.or.jp/receiver/copyctr.html (일반사단법인 디지털추진 협회, The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Digital
Broadcasting)
44)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NexTV-F)’은 4K/8K 등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송신·수신에 관한 규정
의 검토 등을 통하여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3년 설립된 업계단체임.
45) 4K/8K 디지털 방송은 현행의 HD 방송, 1080i(2K)나 720p에 비하여 영상의 해상도(화소 수)가 높은 영 상인 4K
나 8K에서 진행되는 방송을 통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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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에서는 월정액 유료방송이나 콘텐츠 보호를 수반하는 무료 방송프로그
램의 녹화 금지 운영 여부에 대하여 미정을 의미하는 ‘T.B.D’로 규정하고 있음.
하는 무료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금지 운영을 금지하여 왔음.

CHINA

그러나 지금까지 디지털 방송에서는 월정액 유료방송이나 콘텐츠 보호를 수반

o 나아가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에서 장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고화질 방송
‘4K 디지털 방송’의 기술 규격이나 운영 규칙 등에 관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방송사들이 녹화 금지 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음. 녹화된 경우에는 CM를 건너뛰기 할 가능성이

JAPAN

- 민간 방송사들의 녹화 금지 요구는 저작권 보호 및 CM을 확실하게 시청하도록
높으므로 광고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 CM 광고수입으로 무료방송이 운영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녹화 금지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누리꾼
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임.

싶은 민간 방송사들로서는 현재 시청률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녹화를 좋아하지
않음.

CHINA

- 한편 텔레비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시청률을 높이고

o 따라서 현재 디지털 방송에서는 무료방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녹화가 가능
하지만, 앞으로 4K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는 녹화가 금지될 여지가 있음.

CHINA

o 4K 디지털 방송은 녹화 금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알려진 뒤, 인터넷에
녹화 금지에 관한
반응

4K/8K 방송의 보급·확대 촉진이나 소비자의 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녹화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4K/8K 방송은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므로 총무성을 비롯하여 국가나 기업이 협력

- 시간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규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소비자의 편의를

CHINA

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국민의 세금도 투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됨.

배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질 것임.
극단적으로 텔레비전의 존재 의의가 부정될 수도 있음.

녹화 금지가 모든 사람에게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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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o 물론 특정 방송 프로그램(뉴스 등)만을 시청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4K 디지털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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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사가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등 텔레
평가

비전의 존재 방식이 과거와는 크게 변화되었음 . 따라서 4K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는 녹화 금지보다 텔레비전을 즐기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http://www.nextv-f.jp/pdf/NEXTVF_TR-0004_V1_0.pdf
http://www.phileweb.com/review/column/201601/09/461.html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0218-00000007-rnijugo-sci
http://www.nextv-f.jp/
http://www.dpa.or.jp/receiver/images/dubbing10_qanda_09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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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법원, 궁쇄연성(宫锁连城)드라마
매화낙(梅花烙)시나리오 표절 인정
2015년12월16일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작가 천저(陈喆/필명 치옹야오[琼瑶])와
시나리오 작가 위쩡(于正)의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궁쇄연성(宫锁连城)드라마
가 매화낙(梅花烙)시나리오의 개작권, 시청각저작물 촬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하여 피고 위쩡(于正)작가 등에 500만 위안(약 한화 9억2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명함.

작성자 : 김

군1)

o 원 천저(陈喆/필명 치옹야오[琼瑶] 이하 "천저"라한다)는 1992년~1993년 사이에
사건의 개요

드라마 시나리오 매화낙(梅花烙)을 창작함. 2013에 피고 위쩡(于正)은 원고 천저(陈
喆)의 허가 없이 매화낙(梅花烙)시나리오의 내용을 개작하여 드라마 궁쇄연성(宫锁
连城)의 시나리오를 창작한뒤 이를 후난찡쓰회사(湖南经视公司), 동양환위회사(东阳
欢娱公司), 완다회사(万达公司), 동양싱루이회사(东阳星瑞公司)와 궁쇄연성(宫锁连
城)드라마를 공동 제작함.
o 본안의 피고들은 원고 천저(陈喆)로부터 여러 차례의 저작권 침해정지 경고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궁쇄연성(宫锁连城)드라마를 방송(인터넷 전송포함)하여
불법수익을 창출함. 따라서 원고 천저(陈喆)는 법원에 기소하여 손해배상 500만위안
(약 한화 9억220만원) 및 공개적 사과를 주장함.
- 일심법원은 원고 천저(陈喆)가 제출한 증거와 해당사실에 근간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드라마 침해정지 및 중국 주요사이트(러쓰티비,아이치이, 소후닷컴 등)에서 공개적 사과를
명함.
o 피고 위쩡(于正)등은 1992년에 대만성(台湾省)경제부지혜재산국(经济部智慧财产
局)2) 저작권등기부(登记簿)에 등기된 매화낙(梅花烙)시나리오가 이미 이런회사(怡
人公司)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원고 천저(陈喆)는 해당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에 항소함.

1)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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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화낙(梅花烙) 드라마 시나리오는 원고 천저(陈喆)가
법원의 판단

창작한 매화낙(梅花烙) 소설에 기반하여 개작된 저작물로 밝혀짐. 또한 이런
회사(怡人公司)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한바 원고 천쩌(陈喆)가 매화낙
시니리오 저작권자임을 확인함.
- 피고 위쩡(于正)은 궁쇄연성(宫锁连城) 드라마 시나리오를 창작하기 전에 매화
낙(梅花烙) 소설 및 시나리오를 접하였으며 궁쇄연성(宫锁连城) 시나리오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매화낙(梅花烙) 시나리오와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 천쩌(陈喆)의
시나리오 개작권 및 시청각저작물 촬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o 현행 중국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의 실질적
저작권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손해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손해가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저작권 침해자의 불법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저작권 분야의

o 이번 판결은 2005년 좡위(庄羽)v.궈징밍(郭敬明)사건3)후에 어문저작물 표절에
사건의 의의

관한 또 하나의 법원판결임. 이번 사건의 표절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접촉과
실질적 유사성에 (access and substantial similarity)에 근간하여 판단한 것
으로 보임. 본안은 향후 어문저작물 표절에 대하여 지도적 판례가 될 것으로
추측됨.

※출처
http://cq.people.com.cn/GB/365409/c27355252.html
http://news.163.com/15/1219/04/BB628ITQ00014AED.html
http://news.cqnews.net/html/2015-12/18/content_36018091.htm
본안의 판결문 사건번호:
일심: 베이징시제3중급인민법원판결문(2014)삼중민초자제7916호
(一审：北京市第三中级人民法院判决书[2014]三中民初字第7916号)
이심: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판결문(2015)고민(지)종자제1039호
(二审：北京市高级人民法院判决书[2015]高民(知)终字第1039号)

3) 사건번호: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민사판결서(2005)고민종자제539호(北京市高级人民法院民事判决书[2005]高民
终字第53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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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제12차 상해지식재산권국제포럼
(第十二届上海知识产权国际论坛）개최
2015년 12월 1~2일 양일간 상해시 인민정부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12
차 상해지식산권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혁신 동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출이 기반되어야
한다는데 합의를 모으고,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어젠다
실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소통을 강조함.

작성자 : 임지연4)

o 상해시인민정부(上海市人民政府)와 세계지식산권기구(WIPO, 世界知识产权
제12차
상해지식재산국제
포럼

组织)는 지난 12월 1~2일 양일간 제12회상해지식재산권국제포럼(第十二届
上海知识产权国际论坛)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음을 알림. 이날 포럼 개막에 앞서
상해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상해 시장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中國国
家知识产权局) 국장 일행은 이번 포럼 개최에 대해 축전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재산권은 곧
각 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인 자원으로 분석, 상해를 중심으로 한
현행 중국의 지식재산권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을 당부함.

o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과 WIPO는 두 차례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심화,
본격적인 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출을 직접적으로 관리
하는 관리 직종을 매년 공개 모집, 정부가 이를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
으로 알려짐 △또한 최근 중국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운동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혁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해당 센터 운영을 통해 상해와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생태 환경 조성에 정부가 앞장

4)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88❘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설 것을 약속함.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생태 환경 조성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짐.
o WIPO는 중국의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은 매우 진전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지식재산권 업무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원해오면서 중국 경제 발전이 혁신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함. 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은 향후 중국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것이며,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밝힌 창업과 혁신을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함.
- 해당 포럼을 통해 중국 정부는 “상해시는 중국 내에서 개혁·개방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며, 지식재산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독려하는 새로운 형태
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역이다”고 분석함.

실천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이어가기 위한 시작이며, 지속적으로 중국과
WIPO는 긴밀한 협력과 한층 강화된 사업 추진을 진행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음.
o 기조 연설을 맡은 WIPO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종주국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준 계기로 평가하고 중국이 향후 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혁신을
하면서 그 추진 동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출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함.
o 한편, 이번 포럼에는 동남아시아국가지식산권국(东南亚国家知识产权局) 담당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포럼 축사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의 긴밀한 연락망을 강조하고 ,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각
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곧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익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포럼에 참석한 동남아시아 국가 및 관련 부처 대표들은 향후 이 분야 공동의
정책 수립과 지적재산권 보호 및 창출을 위한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각국가간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방식으로 이 분야
발전을 위한 각국 상호 경험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 공동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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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포럼은 향후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발전 어젠다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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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소통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음.

※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5/201512/t20151204_12128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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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터넷 TV와 셋톱박스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2015년 7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연합하여 광전총국 제229호 문서를 공표하여 불법 TV
네트워크 수신설비 위법활동을 타격할 강력한 의지를 밝혔음. 이에 힘입어 11월에
광전총국은 인터넷 TV와 셋톱박스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81개의 불법 어플 리스트를 작성하고 중국 주요 TV셋톱박스 생산자들에게 TV셋톱
박스에서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전부 강제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함.

작성자 : LIHUA5)

20 11년에 "네트워크TV 라이선스를 소지한 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요구
(持有互聯網電視牌照機構運營管理要求)" 광반발왕자(广办发网字)〔2011〕
제181호 문건을 공표한 적이 있음.
- 제181호 문건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콘텐츠 서비스 기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하여 서비스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저작권 관리사항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함. 또한 콘텐츠 플랫폼과 합작하는 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저작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함.
- 그러나 제181호 문건은 광전총국의 정책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고 급속히
발전한 인터넷 TV 산업 발전을 지도하는데 역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o 2015년 7월에 광전총국은 "신광전발 [2015] 제229호 문건(新廣電發
[2015]229號文件)에서 '법에 따라 불법 TV 네트워크 수신장비 위법범죄
활동을 엄격히 타격할 데 관한 통지' (關於依法嚴厲打擊非法電視網絡接收設
備違法犯罪活動的通知)를 공표하였음.
o 제229호 문건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및 신문출판광전총국

5)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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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이하 ‘광전총국’)은
광전총국 불법TV
네트워크 수신장비
위법활동 타격에
관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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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문이 연합하여 공표한 공문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 집행부문의
강력한 지지와 합작으로 하여 법 집행 강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동 문건에서는 불법TV 네트워크 수신장비에 불법으로 TV와 방송을 수신하는
셋톱박스6)뿐 만 아니라, TV, 빔 프로젝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불법으로 TV를
시청하고 불법라디오를 수신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PC 사용자 단말용
어플,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 단말기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TV와 영화 사용자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규제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르면 형법과 사법해석에 따라,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TV
네트워크 수신설비(소프트웨어 포함)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불법TV
방송 수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
방송 TV 프로그램 채널 수신 링크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여 시장질서를 교란
하는 경우에 처벌을 가하게 됨
- 만약 개인불법경영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이상이고,
업체의 불법경영소득이 50만위안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10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죄로 간주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함. 이와 동시에 불법소득을 추징
하고, 범죄에 사용된 본인의 재물을 몰수함.
- 만약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전총국 등 관련 행정주관부문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위법치안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가함.

o 제229호 문건의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광전총국은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광전총국 불법
앱(App) 삭제 행동
개시

TV 셋톱박스에 설치되는 불법앱 단속 전문행동을 개시하였음.
o 광전총국의 청정인증 (纯净认证)제도에 따라, 인터넷 TV에서 사용되는
앱 들은 반드시 광전총국의 인증을 거쳐야만 TV 셋톱박스 플랫폼에서 사용
될 수 있음. 또한 광전총국의 인증제도에 따라 불법앱을 차단 및 삭제하는
TV 셋톱박스 판매자만이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o 이에 따라 광전총국은 TV 셋톱박스에 설치되는 저작권 침해 앱에 대하여

6) TV 셋톱박스란 소형의 컴퓨터 단말기로서, TV에 연결하기만 하면 TV에서 홈페이지 서핑과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어플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사진과 동영상을 TV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임. 셋톱박스 하나만으로 시청자들은 일반TV로써 와이파이를 통하여 방대한 양의 동영상 콘텐츠와 TV 프로
그램을 시청할 수 있음. TV 셋톱박스는 전통적인 TV 시청방식을 바꾸었음 .
http://baike.baidu.com/link?url=MSx6yAe6GbbSIHMnLGY5OO2ZuazA6rv38Pd4AEFLLU7YBHBv1MG9kygTL
RmyRXrxMJjYNWpQTwHRwuvn6u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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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고 그중에서 풍운생방송(风云直播), 히말라야(喜马拉雅), 판다의 책
듣기(熊猫听书), 360 영화와 TV 총집합 (360影视大全)등 81가지 불법 앱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였음.

o 탠마우박스(天猫魔盒), 잉페이커 등 브랜드 TV 셋톱박스는 광전총국의 관련
광전총국의 명령에
따른 TV 셋톱박스
생산자들의 조치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에 TV 셋톱박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며, TV 셋톱박스에서의 콘텐츠와 앱을 검사하고 권리
침해의 경우 TV 셋톱박스에서의 관련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셋톱박스에
설치되는 불법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음.7)
o 그 결과 광전총국에서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81개의 불법 앱들은 현재 TV
셋톱박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나서 전부 차단되거나 삭제되었으며 TV
되었음.
o 그러나 광전총국의 청정인증을 거친 매직박스(魔盒)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
료 버리어티쇼, TBO탠마우 영화관(天猫影院), TV 타우바우(电视淘宝), 게임,
어린이 교육 그리고 유쿠우(优酷), 투떠우(土豆), TV 고양이(电视猫), CIBN
고해상도 영화와 TV、아이치이리즈(爱奇艺荔枝), 망고 TV 등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이번의 광전총국에서 셋톱박스에 설치된 불법앱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 및 의의

조치로서, 여러 생방송 TV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TV 셋톱박스의 주요 기능
중 절반이 마비되었음.
o 단기적으로 볼 때 동 조치가 TV 셋톱박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광전총국의 조치는 인터넷 TV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리함.

7) 탠마우 매직박스와 Yun 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박스 (云盘）을 합치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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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people.com.cn/n/2015/1117/c40606-27822372.html
http://tech.163.com/15/1116/15/B8I5TM0O000915BF.html
http://www.zzwgx.gov.cn/news_show.asp?id=2257
http://www.1905.com/news/20151014/937817.shtml#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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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국가판권국,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보호
성과 거둠
2015년 12월 3일 국가판권국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20일 《인터넷 클라우
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의 공
포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율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삭제하였음. 또
한 규범적인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업로드자의 연락처, 저작물의 심사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를 강화함.

작성자 : 김

군8)

구축하기 위하여《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关
于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이하 ‘통지’)를 공포함. 통지는 현행 저작권법
및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였음.

통지에 따른 변화

o 통지가 공포된 후 중국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인 바이두 클라우드
(百度网盘), 360 클라우드，금산 클라우드(金山网盘), 텐센트 클라우드(腾讯
微云), 시나닷컴 클라우드(新浪微盘), 슌레이 클라우드(迅雷网盘), 화웨이
클라우드(华为网盘) 등은 적극적으로 클로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통지가 공포된 후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클라우드 메인 홈페이지에 저작권보호 경고메시지를 추가함.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 불법 배포 등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함.

8)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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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판권국은 2015년 10월 14일, 클라우드(cloud) 서비스의 규범적 이용질서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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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권리자가 권리구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통지
및 신고방식을 명시적으로 기재함. 바이두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경우,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18만 5,137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중 법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에 해당하는 17만 7,588건을 삭제
하였음.
- 셋째, 건전한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불법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
- 넷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불법저작물 업로드, 저장, 배포 등
행위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클라우드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단속함. 시나닷컴 클라우드(新浪微盘)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하여 21,000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삭제함. 또한 2015년 5월
부터 웹사이트 및 휴대폰의 온라인플레이기능을 정지시켰으며 웹사이트에
100M의 용량이 초과된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다섯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함.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해당 ID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블랙
리스트(blacklist)제도를 도입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게는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o 최근 국가판권국은 여섯 차례 ‘131부 중점 보호대상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정보’를 공포하여 주요 클라우드에서 전송(배포)되고 있는 영화저작물을
모니터링하였으나 대규모적으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은
없었다고 함.
- 하지만 여전히 개별적으로 상영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발견되고 있음. 국가판권국은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업로드 및 불법링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관리와 처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국가판권국은 감독업무를 통하여 청퉁 클라우드(城通
网盘)가 불법저작물을 전송(배포)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을 발견함.

o 국가판권국은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강화할
향후 전망

태도를 표명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의 진일보된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충분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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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도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보호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며 클라우드 내부에 대한 불법저작물의
모니터링업무를 강화할 예정임. 특히 국가판권국에서 공포한 중점보호
대상 영화저작물 저작권자정보목록9)에 발표된 영화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할 계획임. 국가판권국은 향후 각 지역의 판권행정관리부문을
통하여 클라우드 저작권 단속업무 강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질서를 지속적
으로 규율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9925.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6838.html

CHINA
9) 영상저작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임. 즉, 수권, 허가사용, 정보네트워크통신권,영상물의 귀속 등에 관한
이용정보를 밝혀 수권 받지 않은 자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목록임. 현재 한국에 대응되는 개념은 없
으나, 저작권보호센터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각 분야별킬러콘텐츠를 선정‧모니터링하
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는 영상분야의 킬러콘텐츠 명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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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법원,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으로
1년 8개월 집행유예 선고
2013년 여모씨(余某)는 2,000여 권의 명작소설을 불법 복제하여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전자책 뷰어를 통해 제공해온 사실이 발각됨. 공안은 이를 조사한 뒤 검찰에
이송하여 공소를 제기함. 2015년 12월 24일에 상해시양푸구인민법원(上海市杨浦
区人民法院)은 여모씨를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및 벌금 18만
위안(약 한화 3,219만 4,800원)을 명함.

작성자 : 김

군

o 여모씨(余某)는 2013년 초부터 만화와 소설 등의 e-book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의 개요

치이덴중문망(起点中文网/http://www.qidian.com/Default.aspx)의 허가 없이
유명 소설을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아리 클라우드(阿里云)에 저장함. 이후
"징파이도서관(精排全本书城)"이라는 모바일 전자책 뷰어(APP)를 개발하여
아리 클라우드에 저장된 도서의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
o 2013년 5월부터 여모씨는 상하이이둥광고회사 (上海弈 动广告有限公司),
텐센트광고회사(腾讯广点通公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앱(APP)에 광고를
배치하여10) 히트수(hits)에 따라 불법 수익을 창출함.
- 사법감정기관에 따르면 여모씨가 아리 클라우드에 저장한 어문저작물은 약
2,955부 정도이며 대부분 소설이 치이덴중문망(起点中文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2,198부 소설이 치이덴중문망(起点中文网)의 정보네트위크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10) Product PLacement는 각종 영상 콘텐츠에 자사의 제품ㆍ상표ㆍ로고 등을 등장시켜 무의식적으로 관객에
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임. 지속적으로 제품을 노출시켜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영화에서 특정 업체의 PPL 광고를 허락하는
경우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상품을 업체에서 제공함.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PPL 광고가 1970
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옴.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98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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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찰원은 피고인 여모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약 2,198
공소기관의 청구 및
법원의 판단

부의 어문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발행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청구함 . 다만, 여모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진술했으며 다른 유사한 범죄자도 적발하여 유사 사건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또한 치이덴중문망(起点中文网)에 100만 위안(약 한화
1억8,361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여 양해를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을
감경해줄 것을 청구함.
o 법원은 여모씨를 저작권 침해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및 벌금 18만 위안
(약 한화 3,219만 4,800원)을 명함.

o 국가판권국에서 여러 행정법규 , 규정 등을 공포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사건의 의의

든 서비스를 단속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번 사건은 국가판권국이 2015년 10월 20일에《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
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를 공포한 이래
형사적 책임을 물은 첫 사건임.
o 중국 내에서는 아직 여모씨처럼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 여부를 인식
못하는 대중들이 많으므로 국가판권국은 관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보급
교육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1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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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시간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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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동성(广东省), ‘혁신발전전략 실행을
통한 저작권 진흥 현장회의’ 개최
2015년 12월 29일, 광동성 판권국(广东省版权局)은 ‘2015 혁신발전전략 실행을 통한
저작권 진흥 현장회의(2015落实创新驱动发展战略推进版权兴业现场会)’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저작권 산업이 거둔 성과와 미래 비젼에 대해
논의함. 이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에서는 광동성 내의 저작권
관련 업무 평가에 대해 ‘책임감이 이끌어낸 성공’ 이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음.
동시에 광동성 내에서 이룩한 이 분야 핵심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기간 동안 광동성 정책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진행할
방침임.

작성자 : 임지연11)

o 2015년 12월 29일 중국 광동성(广东省) 동관시(东莞市)에서 '2015 혁신발전
판권흥업공정(版权
兴业工程)과 3각(角)
‘저작권시범기지’

전략 실행을 통한 저작권 진흥 현장회의(落实新驱动发展战略推进版权兴业现
场会)'가 열림. 광동성 판권국(广东省版权局)은 "판권흥업공정(版权兴业工
程)'과 관련, 지난 10년에 걸친 성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规划)'기간 동안 광동성
의 판권흥업공정 정책이 더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함.
o 회의에 참석한 광동성의 100여 명의 대표들은 광동성 판권흥업 시범기지(广
东省版权兴业示范基地) 내에 자리한 86곳의 저작권 관련 발전 선도 기업체를
방문, 저작권 운영방식과 업체 근무환경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
- 광동성 판권국 국장은 "광동성판권흥업시범단지 내 운영 업체는 지난 10년
사이 불과 1개 업체에서 86개의 업체로 확대됐다. 이는 동관시(东莞市)、산두시
(汕头市), 광저우시(广州市) 등 이 지역 세 곳의 도시를 잇는 '3각 도시' 활용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함.
- 3각 도시 활용 정책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 현대 산업, 인터넷 등 각
분야 업체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보 운영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 정책으로, 향후 이 지역 일대가 저작권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11)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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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저작권 운영을 위한 기지로 활용될 방침임.

o 중국신문출판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에서 발표한 2014년 광동성 판권
'판권흥업공정(版权
兴业工程)' 10년의
성과

산업 경제공헌(2014年广东省版权产业经济贡献)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광동성 저작권 산업이 이 지역 일대에 기여한 경제적 효과는 약 5,691억 1천
4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같은 기간 이 지역 총생산량(GDP)의
8.39%에 해당하는 수치로, 저작권 산업이 이 지역 일대를 부양하는 경제적
효과로 중요한 위치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것임.
o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 산업과 해당
지역 경제 부양 및 기여도 가운데 광동성 지역이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취업자 수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상품 수출액은 891억
5천100달러(美元)로 광동성 전체 생산품 수출액의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광동성 내 저작권 산업이 차지한 경제적 부양 성공의 중요한 업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저작권 산업은 이미 광동성의 중요한 지주
산업으로 성장하였음.

o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향후 계획

전략 계획(知识产权战略计划)’을 통한 경제 발전 계획의 골자는 광동성 내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판권흥업공정’ 등 저작권 운영 방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이 분야 산업 의제의
주요 내용에 광동성 운영 방침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함.
o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规划)’기간 동안
광동성 내에서 진행되는 저작권 사업의 주요 임무로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판권보호의 수평적 기준 마련 △창조적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판권산업의 건강한 발전 토대 마련 △법적인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판권흥업공정(版权兴业工程)'에 박차를 가하고, 이 분야 인재 영입과 육성,
창조적인 정책과 체제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 역군을 격려하는 한편, 저작권
법 집행 감독 강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공동 발전을
위해 광동성이 새 장을 열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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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성 지역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461만 1천8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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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1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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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상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기 높아져
케냐, 탄자니아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중국 영상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
지고 있음. 지난 2011년 제작된 ‘아내의 아름다운 시절《媳妇的美好时代》’에 대한
높은 인기로 아프리카 50여개 국가와 78곳의 채널에서 다양한 중국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 이로 인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中華人民共化國國家版權局) 보고서
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3년 동안 중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이 아프리카 지역
일대의 44개 국가의 주요 매체와 78개의 MOU를 체결하고, 우수 작품 가운데 일부
작품은 2015년 12월 현재에도 바실리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번역 더빙돼,
아프리카 30여개 국가에서 방영 중임.

작성자 : 임지연

되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화인민공화국국가판권국(中華人民共化國國家版權局, 이하 국가판권국)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제작, 배포한 드라마 '아내의
아름다운 시절(媳妇的美好时代)'이 아프리카 주요 방송국을 통해 방영된 이후,
아프리카 현지를 방문한 중국 청년들은 드라마 방영 이전보다 친근한 이미지
를 갖게 된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함.
o 2011년 아프리카와의 성공적인 교류 이후, 중국국제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中国国际广播电台)에서는 이들 지역과의 본격적인 영상물 교류 협력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음. 2015년 12월 30일까지 총 50개국이 넘는 아프리카
지역 일대의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해당
작품들은 각각 바실리어, 아랍어, 하우사어 등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3대
언어로 번역·더빙되어 방영 중임.

o 이러한 효과는 지난 2012년 8월 시작된 '중국·아프리카영상합작공정(中非影
'중국·아프리카
영상합작공정(中非
影视合作工程)'

视合作工程)'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됨. 일명 '1052공정(1052工程)'
으로 알려진 해당 사업은 중국 전역에서 제작된 우수한 영상물 중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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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들이 큰 인기를 끌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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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등을 선정해 해당 작품을 독일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바실리어 등으로 번역
더빙한 후 아프리카 지역 주요 방송국의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함.12)

o '1052공정'사업은 중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영상물 교류 사업으로, 중국 국영
협력 성과 및 평가

방송국인 CCTV에서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지역 일대에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작품 등 총 350여 시간에 달하는 작품을 제공했으며, 향후에도 총 448시간에
달하는 작품을 추가로 제공키로 함.
o 또한, 보급의 촉진을 위해 중국 민영 디지털TV 운영업체인 ‘사달시대그룹(四达时代集团)’
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30여개 국가에 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2015년 12월까지
16개 국가에서 700여만 호의 디지털TV 가입자를 확보함.
- 이를 통해 분투(奋斗), 나의 청춘 누가 책임져(我的青春谁做主), 당신이 있어 행복해(有你才幸
福)등 총 10편의 영화를 번역·더빙해 현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독일어, 바실리어 등으로
추가 번역·더빙을 완료한 서유기(西游记), 개미가족의 분투(蚁族的奋斗)등 작품을 2016년
이전까지 추가로 공급할 예정임.
o 국가판권국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이 분야 국내 사업자들의 국제화가 진일보
된 계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외 시장을 통한 수익 증가의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중국 내에서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화아루바이나(华录百纳)'는 이번 사업에 대해
'소수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 모여 큰 시장을 견인한 사업이며, 이는 예상할 수 없었던 큰 성공'
이라고 평가함.
- 화아루바이나(华录百纳) 대표는 “'1052공정' 사업 참여 이후,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과 취향에 맞춰 국제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1738.html

12) 중화인민공화국국가판권국(中華人民共化國國家版權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중국국제TV총공사(中国国际电视总公司)、중국국제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中国国际广播电台), 중국드라마제작
센터유한책임공사(中国电视剧制作中心有限责任公司)、상해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上海广播电视台)、강소성라디오
텔레비전방송총국(江苏省广播电视总台) 등 주요 업체와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104❘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中國

中 루저우, 저작권 등록 무료화 실시
2016년 1월 1일부터 쓰촨성 루저우시(四川省泸州市)는 저작권 무료 등록 제도를
실시함. <중국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모두 무료로 등록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저작권 무료 등록 제도의 실시는 대중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지적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취지가 담겨있음.

작성자 : 김

군13)

o 루저우시는 지적 창작활동의 격려와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저작권
무료 등록 제도를 실시함. 호적(户籍)이 쓰촨성인 시민 및 쓰촨성 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가 창작한 저작물은 모두 무료로 등록 가능함 . 등록
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독창성 및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어야하며 저작물
등록요건에 충족해야함.
- 저작물 무료 등록의 범위14)는 문자저작물15), 구술저작물16), 음악, 연극, 곡예(曲艺)17),
무용, 서커스 저작물(접시돌리기·체조·마술·자전거 곡예·입내 등)18); 미술, 건축저작물;
촬영저작물; 영화저작물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계도(drawings of engineering designs), 제품설계도, 지도, 안내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저작물이 포함됨.
단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공공이익에 해로운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음.
13) JIN JUN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14) <중국저작권법> 제3조 : 본 법에서 저작물이란 아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엔지니어링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1. 문자저작물 2.구술저작물 3.음악·연극·곡예·무용·서커스 저작물 4.미술·건축저작물 5.촬영저작물 6.영화
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 7·엔지니어링 디자인 설계도(drawings of
engineering designs), 제품설계도·지도·안내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컴퓨터프로그램 9.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15) <저작권법 실시조례>제4조 제1항 문자저작물(文字作品)이란 소설·시·산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16) <저작권법 실시조례>제4조 제2항 구술저작물이란 즉흥 연설·수업·법정 변론 등 구두형식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17) 곡예(曲艺)란 각종 극창 예술의 총칭으로 고대 민간의 구전 문학과 극창 예술이 발전 변화하여 형성된 것임.
곡예는 연기와 동작을 곁들인 사설과 소리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생활을 반영
하는 것을 주요 예술기법으로 하고 있음.(출처: 차이나패스 www.chinapass.net, 최종방문일:2016.01.26)
18) <저작권법 실시조례>제4조 제7항 서커스 저작물이란 서커스·마술·곡예 등 형체동작과 기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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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루저우시는 2005년부터 유료 저작물 등록 제도를 실시해왔으며 등록비용은
기대효과

저작물 하나당 600위안(약 한화 11만원)에서 800위안(약 한화14만5000원)
정도임.
- 최근 몇 년간 루저우시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번 쓰촨성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에 부합한 저작물을 무료 등록하는 것은
우수한 저작물의 배출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을 활성화시켜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루저우시 문체광전국판권과( 泸州市文体广局版权科)책임자가
제시함.

o 중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에 관한 법률은 아직 미비상태임. 하지만 국가판권국은
중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

저작권 등록 제도를 규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에
<저작물자원등록시행방법(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이하"시행방법">을 공포함.
시행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판권국은 해당 관할지역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저작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국가판권국은
외국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저작물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 저작물 등록업무의 실태는 앞서 언급한 시행방법과 다른 실정임.
예컨대, 국가판권국 산하 기관인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는
국내외 각종 저작물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판권국은 해당지역의 저작물 등록
업무만 수행이 가능함. 이 부분은 시행방법과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2594.html
http://toutiao.com/i6238743446224372226/
http://www.chuannan.net/Article/jryw/201601/85858.html
http://www.ccopyright.com.cn/cms/ArticleServlet?articleID=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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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허가 없이 저작권 집중관리업무
종사 불가
2013년부터 심천시성영인터넷과학기술회사(深圳市声影网络科技有限公司)는 저작권자
로부터 포괄적 권리를 받아 저작물을 집중 관리하여 저작권료의 수령, 이용허락,
소송 대행 등 신탁 업무를 하고 있었음. 하지만 2015년 12월 2일에 성영회사 v.
우시시교성오락회사(无锡市侨声娱乐有限公司) 저작권 침해분쟁사건에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江苏省高级人民法院)은 성영회사가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아닌 이유로 당사자 부적격판결을 내림(사건번호:2015苏知
民终字第100号).

작성자 : 김

군

"성영회사")는 여러 권리자로부터 음악저작물의 포괄적 권리를 받아 이를
집중 관리 해왔음. 성영회사는 저작물 등록 증명서 및 저작권 대행 수권 계약서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노래방 경영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함. 이후 영리
목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노래방 경영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음악저작물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음.
- 성영회사 vs. 우시시교성오락회사 (无锡市侨声娱乐有限公司, 이하 "교성회사"/
노래방 경영업체)사건은 교성회사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성영회사가 해당 관할법원에 기소한 저작권 침해 소송임.

o 성영회사는 중국의 인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

대규모로 저작권자의 권리 대행 및 저작물의 관리를 해왔음. 해당 행위는
<저작권집체관리조례(著作权集体管理条例)>제6조19)를 위반함에 따라 장쑤성
고급인민법원(江苏省高级人民法院)은 당사자 부적격 판결을 내림.

19) <저작권집체관리조례>제6조 : 본 실시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외에 그 어떠한
조직, 개인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除依照本条例规定设立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
外，任何组织和个人不得从事著作权集体管理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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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부터 심천시성영인터넷과학기술회사(深圳市声影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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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중국 내에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20)는
사건의 의의

5개임21), 하지만 음악, 영상, 촬영, 어문 등 분야에서 허가 없이 저작권집중
관리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함 . 장쑤성고급인민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적 위치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진입기준을 마련함. 이는
향후 저작권집중관리의 발전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2608.html
http://www.gov.cn/zwgk/2005-05/23/content_270.htm

20) <저작권집체관리조례>제3조: 본조례에서 칭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권익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권리자의 수권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단체이다. (本条例所称著作权集体管理组织，是指为权利人的利益依法设立，根据权利人授权、对权
利人的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进行集体管理的社会团体)
21)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중국음향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중국
문자저작권협회(中国文字著作权协会), 중국사진저작권협회(中国摄影著作权协会),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国
电影著作权协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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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드라마 ‘궁쇄연성’ 저작권 침해 사건
판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기준 제시
2016년 1월 15일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타이완 유명작가 츙요우가 드라마 감독
위정을 제소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판정한 500만 위안 배상금을 츙요우에게
전달하였음. 동 사건은 표절의 판단에 있어서 사상과 표현의 구분, 개편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의 유사성, 촬영제작권 침해행위 주체 및 책임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한
사법적 해석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저작권 보호의 시범을 보여줌

작성자 : LIHUA22)

o 2014년 5월 28일 대만 소설가 츙요우(琼瑶)는 드라마 감독 위정(于正)이
제작한 드라마 ‘궁쇄연성(宫锁连城)’이 자신의 소설 ‘매화락(梅花烙)’을 표절
하였다고 주장함.
o 2014년 12월 25일 북경시 제3중급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주장을 들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 500만 위안을 지불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배상을 할 것과 현재 방영하고 있는 ‘궁쇄연성’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것을 판정하였음. 피고는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함.
o 2015년 4월 8일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제2심 심사를 시작함.
2015년 12월 18일,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의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음.
o 츙요우는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500만 위안의 배상금액을 전부
상하이시 교육발전기금회(上海市教育发展基金会)에 문화기금을 설립하고
창작을 격려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저작권 보호를 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음.

22)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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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심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 ‘매화락’에서의 인물들의 신분 및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독창성이 있는 부분임.
원고가 주장한 소설 중 17곳 스토리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은 ‘매화락’과 ‘궁쇄연성’
사이 상호 대조를 통하여 ‘궁쇄연성’은 ‘매화락’에 대한 개편이고 재창조라고 판정
하였음.
- 또한 저작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원 저작물에 대하여 개편한 경우, 개편자는
개편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지만 동 권리의 행사는 원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궁쇄연성’ 드라마는 극본에 따라 제작했을지라도,
‘궁쇄연성’ 드라마 극본 자체가 저작권자 츙요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화락’에
대하여 개편하였기에 ‘궁쇄연성’ 드라마 제작행위는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
제작권을 침해하였음.
- 또한 드라마 ‘궁쇄연성’은 지속적으로 8개월이 넘는 시간에 방영되었고 드라마
제작자 위정은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TV 방송사 등 회사들은
동 드라마 방영으로 비교적 높은 발행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는 판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동 드라마의 시청률, 온라인상 클릭 수, 동 시기 유사한 시청률을 가진 드라마
시장발행가격, 저작물의 성격, 유형, 영향력, 방영시간, 방영범위, 피고의 불법
소득, 원고가 지불한 변호사비용, 공증비용 등을 감안하여 5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정함.
o 제2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 위정은 츙요우의 저작권 중 개편권과 촬영제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함.
- 저작권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 저작물을 개편한 경우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소극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배상과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권리자의 불법소득과 권리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권리자의 주관의도, 권리침해자의
실제상황, 사회공공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고 사과배상을
하도록 판정한 제1심 판결은 부적절한 것이 아님.
- 구체적인 배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권리침해자의 주관과실,
구체적인 침해행위, 침해후과 등 요소를 고려하여 500만 위안 배상금액에
관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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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상과 표현의 구분방법 제시함. 법원은 동 사건 장편 판결문에서의 논리적
시사점

해석과 추리,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과 공공의 영역
에 속하는 사상 사이의 차이와 구분에 대하여 분석하고 동 사건에 적용함
으로써 향후 드라마 및 영화와 소설, 드라마 각본 사이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o 개편저작물과 원 저작물사이의 유사성 판단기준 제시함. 동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대사가 서로 다를지라도 스토리가 선명한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또한 스토리와 인물들 사이의 관계, 역할과 신분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 동 분석방법은 향후
드라마 각본, 드라마, 영화 및 소설 사이의 개편권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제작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정은 향후 드라마 감독, 드라마
투자자,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드라마 각본, 소설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o 거액의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사회 각 계층에게 강력히 저작권 보호를 시행
하고자 하는 사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저작권법 제49조에 따르면 권리
침해자의 불법소득이거나 권리자의 실제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정
배상액에 따라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넘어서 법원은
법정 배상액 최고한도의 10배인 500만 위안의 배상금을 부과하였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3943.html
http://www.xinanipr.com/picture/show/2351.aspx
http://www.ciplawyer.cn/article1.asp?articleid=1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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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서성, 2015년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성과 발표
2015년 12월 15일 광서 장족 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판권국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에 대한 최종성과를 발표함.
광서 장족 자치구는 집중적으로 문자저작물(문학작품)관련 인터넷 사이트, 불법
복제, 인터넷 저작권 관련분야를 단속하여 큰 성과를 거둠.

작성자 : 김

군23)

o 2015년 12월 15일 광서 장족 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수도인 난닝(南宁) 에서
중국 대륙 지역
검망행동 성과

“2015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검망행동최종보고회의 및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고급연수세미나(“剑网２０１５”工作总结会暨版权执法高级研修班)”가 개최됨.
-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대륙지역이 처리한 저작
권 침해 행정사건이 383건이며 연루된 벌금은 약 450만 위안(한화 약 8억
3,191만원)에 달함. 59건의 형사사건이 사법기관24)에 이송되었으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38,450,000위안(약 한화 71억825만원)임. 또한 113개의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정지하여 인터넷 저작권 환경을 정화함.

o 2015년 광서 장족 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판권국은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
광서 장족 자치구
검망행동 성과

정보판공실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 및 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가 공동으로 공포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2015
검망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打击网络侵权盗版剑网2015专项行动的
通知, 이하 ‘통지’)”에 근간하여 적극적으로 ‘2015년 검망행동’을 수행함에
따라 커다란 성과를 거둠.
- 2015년 광서 전 지역에서 수리(受理)한 저작권 소송사건은 총 15건이며, 그 중
3건이 심결된 형사사건이고, 8건이 형사사건 심리중임(그 중 3건이 인터넷관련
사건). 나머지 4건은 인터넷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임.

23)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24) 중국의 사법기관은 법원 및 검찰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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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광서 장족 자치구는 문자저작물(문학작품)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
으로 감독하고 관리해왔으며 단속범위를 200개에서 500개로 확대함. 또한
인쇄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강화하여 불법 인쇄 사건 44건을 처리했음. 그 중
3건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형사사건이고 41건이 행정사건임.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활동을 진행했음.
o 저작권 단속 업무 외에 광서 장족 자치구 판권국은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급(县级)25)이상의 정부기관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도록 명함. 그 중 1,140개의 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었고
20개의 기업이 “전국 소프트웨어 정품화 시범단위” 칭호를 수여받음.

o 2015년 6월 10일에 공포된 통지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광고, 디지털 콘텐츠 등을 단속범위로 확정함.
수행 해왔음. 이는 통지의 목표인 전면적 저작권 단속업무 실시 및 단속업무
체계 구축과 부합함. 광서 장족 자치구의 경우 아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전면적 단속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2734.html
http://news.gxnews.com.cn/staticpages/20150120/newgx54be5ffa-12057453.shtml
http://www.pagx.cn/html/2015/jrgz_1217/46204.html

※ 관련기사
‘15년 7월 1차 : [중국] 中 국가판권국, 2015년 인터넷 저작권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 실시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451&ke
y=title&keyword=%B0%CB%B8%C1&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

25)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1) 전국을 성·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자치구를 자치주,현,자치현,시로 나눈다.(3)현·자치현을 향, 민족향, 마을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도시는 구 및 현으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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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배상액 산정
사건마다 달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자의 실제손해 혹은 권리침해자의 불법소득이거나
법정배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함. 사법실천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합리적 양도비용, 저작권 사용료, 원고료, 저작물의 유명세, 권리침해 성격, 과실,
권리침해가 지속된 시간, 피고의 경영규모, 저작물의 상영 시기 등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법 집행이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상이하여 판결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 심지어 권리침해가 엄중한 사건의 배상금액이 오히려 권리
침해의 정도가 낮은 사건의 배상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작성자 : LIHUA26)

저작권 침해 배상액
산정 규정

o 중국 저작권법 제 48조27)에 따르면 저작권 배상액 산정방법에는 3가지가
있음. 첫째로 권리자의 실제 손해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하거나 둘째로
권리침해자의 불법 소득을 근거로 하거나 셋째로 실제 손해 혹은 불법 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정배상기준에 따라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부과
하는 경우임.
o 법정배상액의 전제는 권리자의 실제 손해 혹은 권리침해자의 불법 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배상액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됨. 사법 실천에서 주로
법정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28)

26)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7) 저작권법 제48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해(實際損失)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違法所得)을 근거로 배상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合理開支)도 당연히 포함된
다. 권리자의 실제손해 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근거로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28) 최고인민법원은 2000년 11월 22일 통과한《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분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약간 문
제에 관한 해석" 제10조 2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의 손해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침해자의 청구에 따라, 권리침해 상황에 따라 500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정함.
최대로 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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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외에도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저작권 권리침해 손해배상 책임의 확정에
관한 지도의견(關於確定著作權侵權損害賠償責任的指導意見)” 제9조29) 및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의 “온라인 저작권 권리침해 분쟁사건 심사에 대한
약간의 해결의견(關於審理網絡著作權侵權糾紛案件的若幹解答意見)” 제34조30)
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o 저작권 양도, 사용허가
법정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 관련 정부부문에서 정한 기준 혹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 산업에서의
관행 등에 따라 저작권 양도비용 및 사용허가 등을 계산함.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
이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적용 가능
하며 상대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상 방법임.

- 실제로 법원에서는 우선 저작권 침해를 받은 어문저작물의 글자 수를 계산하고,
원고료 기준의 2배~5배 한도 내에서 배상금액을 산정함. 하지만 일부 신문사나
저널에서 원고료 기준이 상당히 높으며 베스트셀러의 경우 원고료가 심지어 몇
백만 위안에 달하므로 원고료 1천자 당 최고로 500위안을 배상한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29) 저작권 권리침해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에 관한 지도의견(關於確定著作權侵權損害賠償責任的指導意見), 20
05년 1월 11일부터 시행.
제9조: 본 규정의 제6조 제1.3항에서의 "법정배상"은 응당 아래의 요건에 따라 배상액수를 종합적으로 판
단해야 한다. (1) 통상의 경우 원고의 손해 혹은 피고의 이익의 획득; (2) 작품의 유형, 합리적인 사용허가
비용, 작품의 유명세와 시장가치, 권리자의 유명세, 작품의 독창성 정도 등; (3) 권리침해자의 주관과실,
권리침해방식, 시간, 법 위반 후과 등.
30)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의 "온라인 저작권 권리침해 분쟁사건 심사에 대한 약간의 해결의견(關於審理網絡著作權
侵權糾紛案件的若幹解答意見)（2009）" 2009년 10월 20일 시행.
제34조: 온라인상 영화 등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법정배상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
에 대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작품의 시장영향, 유명도, 상영기간, 합리적인 허가사용비용,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 지속된 시간, 클릭 혹은 다운로드 수, 지역범위, 피고의 주관과실정도, 피고 웹사이트의 영향, 규모,
광고수입상황. 필요시 영화 시청각 제품의 투자비용, 박스오피스 수익, 피고의 경제능력 등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1회당 인민폐 1만 위안 이하(드라마 전집은 일반적으로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비추어 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영화는 인민폐 10만 위안 이하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비추어 배
상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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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 사용료
- 예를 들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미국 월터. 디즈니회사 (美国沃
乐特迪斯尼公司)에서 베이징 출판사(北京出版社), 신화서점 본사 베이징 발행부
(新华书店总店北京发行所)를 상대로 제소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금을
산정할 때 저작권 사용료 요소를 고려하였음. 이를 토대로 두 배 내지 몇 배의
배상금 부과함. 저작권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6%-15%임.
o 판사의 재량권
-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 지속된 시간,
클릭 혹은 다운로드 수, 지역범위, 피고의 주관과실정도, 저작권 침해규모, 광고
수입, 영화 및 드라마 투자비용, 박스오피스 수익, 피고의 경제능력 등이 고려됨.

o 저작권 침해 사건 배상액 산정의 큰 문제점은 법 집행이 통일되지 못하고
사건마다 배상액이
다름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상이하여 판결의 공정성에
문제를 줌. 심지어 권리침해가 엄중한 사건의 배상금액이 오히려 권리침해의
정도가 낮은 사건의 배상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o 2008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의 배상금액을
살펴보면
- 복건성과 광동성은 광서성과 사천성보다 1배 이상 배상금액이 높음. 요녕성의
가장 높은 배상액은 상하이의 가장 낮은 배상액보다 2.5배 많음.
- 최근 2년 사이 사진 1장당 광동성 평균 배상액은 2500위안이고, 북경시는
1500위안임.
o 드라마 저작권 침해에서의 배상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 2015년 4월 3일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에서 판정한 "저는 베이징에서 괜찮게
살아요(我在北京挺好的)" 드라마 대본이 "소마이의 도시진출(小麦进城)" 드라마를
표절한 사건에서 55만 위안의 배상금액을 판정함. (1만 위안의 원고 변호사
비용과 정신손해배상 1만 위안 포함)
- 거의 같은 시기 위정(于正)의 "궁쇄연성(宫锁连城)" 드라마가 츙요우(琼瑶)의
소설 매화락(梅花烙)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베이징 해전구인민법원은
500만 위안의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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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 산정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개선 방안
- 원고료, 권리침해정도, 피고의 저작물 사용방식, 침해규모, 침해자의 과실정도
등 저작권 침해 산정방식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계량화한 모델이어야 함.
- 각 지역의 경제발전수준과 문화혁신산업발전수준이 고려된 모델이어야 함.
o 최고인민법원에서 전국적인 범위 내 저작권 침해배상금액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경험과 처리방안을 종합하여 배상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전형사례들을 도출하여 각 지역 법원에 동 자료를 배분하고
참조하도록 해야 함.

CHINA

※출처
http://www.cipnews.com.cn/showArticle.asp?Articleid=38783
http://news.163.com/15/0410/07/AMQRBQJC00014AEE.html
http://ent.163.com/16/0101/01/BC75ET4G00031H2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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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전통 출판업, 인터넷 미디어 그룹과의
융합에 나서
2015년 중국출판업발전보고서는 이른바 ‘TMT(Technology，Media，Telecom)’로
불리는 전통적인 출판업과 현행 모바일 미디어 사업과의 융합된 새로운 형식의
발전 방향을 보고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저작권 중시 움직임과 인터넷 미디어 사업
그룹의 발전 동향 및 ‘시장화’,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 발전 방식을 공고함.

작성자 : 임지연31)

ㅇ 1월 15일, 중국출판협회(中国出版协会)는 ‘2015년중국출판업발전보고(中国
2015 중국출판업
발전보고서

出版业发展报告)’를 공표함. 2015년 출판업계 발전 지향점은 전통적인 출판업과
인터넷 기술의 융합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출판업의 저변 확대가 진행됨.
ㅇ 지난해 출판업의 발전은 ‘TMT(Technology，Media，Telecom)’를 활용한
중국 내 모바일 미디어 사업 32)과의 융합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 인터넷+33)정책과의 융합이
선정됨.
- 이른바 ‘인터넷 문학(网络文学)34)’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통적인 출판기업과
인터넷 영상서비스 기업의 협력이 이어짐. 실제로 지난해 2월, ‘금순출판사
(金盾出版社)’와 ‘치띠미디어집단(启迪传媒集团)’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31)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32) 모바일 미디어 사업(Mobile new media, 移动新媒体): 태블릿 pc, 휴대전화, psp, MP3, MP4, MP5 등 휴
대용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스 미디어.(바이두 백과,百度百科,baidu.com)
33) 2015년 3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행동계획 제정을 공식 제시하고, 중국의 인터넷 산업이 과거 독자적인
산업 형태를 이뤘던 것에서 나아가 외연적인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정보 기술 산업의 내재적인 발전을
통해 인터넷 소비 분야의 영향력을 현대 제조업, 생산 성격의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전략. 이를
통해 대중 창업과 혁신 환경을 제공을 꾀하고, 인터넷이 각 산업에 깊이 파고들어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위
한 목표를 지니고 있음(人民日報, 2015.7월호)
34)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성, 확산된 문학(network novel,以互联网为载体的文学)을 통칭하며, 2000년대 초반
등장함. 작품 형태는 시, 소설, 희곡, 수필, 여행기 등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작가로 '唐家三少','天蚕土豆',
'习惟悦' 등이 있음.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 모델로 배포되
고 있는 상황(网络文学社,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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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순영상미디어플랫폼(中国金盾电视联播平台)’과, 같은 해 4월 ‘봉황미디어
그룹(凤凰传媒旗)’에서 투자해 촬영한 상영시간 117분의 영화 ‘좌이(左耳)’가
발표됨. 특히 영화 ‘좌이(左耳)’는 인터넷 미디어 아이치이(爱奇艺)를 통한 개봉
5일 만에 각종 영화 사이트에서 2억 6천만 위안을 벌어들이며 인기리에 방영됨.
ㅇ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출판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그룹(网络媒体
集团)35)의 활발한 자본 투자 융합 운영 방침을 통해, 한 해 동안 ‘쓰지티엔
홍(世纪天鸿)’、‘란쓰지(蓝狮子)’、‘통쓰왕뤄(童石网络)’ 등 다수의 민영도서
인터넷출판회사가 개업했으며 , 이들 인터넷 기업과의 융합 운영은 빠른
브랜드가치 인지도 상승과 도서 판매 촉진 유도에 효과적으로 나타남. 또한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발판 마련에도 용이할 것으로 분석함.
ㅇ 2015년에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판업과 인터넷 미디어 그룹의 융합
총 15곳의 인터넷 출판 미디어 그룹이 새롭게 주식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자본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5년 출판업계의 뚜렷한 성과는 ‘권력의 분산’과 ‘글로벌화’로 보고됨.
2015년 출판업계
성과

중국 출판업은 각종 미디어 기업과의 융합과 인수 합병을 통해, 기존 중국국영
도서기업의 점유율을 분산하는 한편, 국제 도서전 참가 및 해외에서의 협력
회사 설립 등을 통한 해외 출판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도모한 것으로 보고됨.
- 지난해 중국에서는 ‘중국국제도서전’이 개최됐으며, 미국에서 개최된 ‘미국도서
전’에서 주빈국으로 참여하였고 이어 ‘쿠알라룸프르 국제도서전 전시회’에 참석함.
이는 양질의 도서 출판을 위한 중국 출판업의 글로벌화를 증명하는 사례임.
중국출판집단(中国出版集团)관계자는 “중국 출판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업은
낙관적이며 전 세계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출판업의 ‘글로벌화’는 중국 정부의 ‘시장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해외 출판업체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중국의 저작물에 대한 해외의
수요를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적을 출간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함.

35)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인터넷 매체들이 제공하는 장비와 IT기술 및 영상 전송 방식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
의 미디어 그룹. 대표적인 인터넷 미디어 그룹으로 'LeTV', ‘腾讯(Tencent)’，‘优酷土豆’，‘ifeng.com’ 등이
있음.(百度，baidu.com)

❘119

CHINA

및 이를 통한 주식상장이 진행될 전망임. 실제로 청도(靑島)에서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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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중국 출판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글로벌화’와 ‘인터넷 기업과의 융합을
통한 발전 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제도의 혁신을
위한 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임.

ㅇ 지난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에 대한 국내외 운용 수준은 대폭 향상
향후 계획

되었음.
ㅇ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로 ‘지식재산권 영역의 광범위성’과
‘권리 침해 소지의 용이성’ 등이 현존한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화’와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특히 권력의 분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장화’를 통해 향후 자원 배치의 혁신과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시장의 관리감독 및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전개해 나갈 방침임.
ㅇ 특히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 분야 지적재산권 국제 표준화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에서 출간되는 저작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해외의 지분 투자를
지원해 나갈 것임.
- 해외 지분 투자 장려를 위해 정부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개방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과정 정보의 법적 절차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장화’와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장 환경 구축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30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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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작권 강화로 '사회신용체계구축'에
박차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적재산권사회신용체계구축업무에대한통지(知识产权系统社
会信用体系建设工作若干事项的通知)’를 발간하고, 신용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작업으로, 지적재산권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이와 함께 향후 각급 지적재산권 관리국의 데이터베이스 공개와 공유 등 이 분야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

작성자 : 임지연

o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무원은 신용사회체계 건설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따라, 18기 3중, 4중, 5중 전회(全會)36) 안건에 '사회신용체계건설규약(2014-2020)'
을 전면 배치하고, 국무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
产权局)을 중심으로 이 분야 정보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지적재산권 사회신용체계 구축 업무에 대한 통지(关于开展知识产权系统社
会信用体系建设工作若干事项的通知, 이하 통지)’ 로 공시된 중국 지적재산권
사회신용체계 구축의 기본 목표는 이 분야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취합을
통한 통일된 체계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함.

o 이번 통지문 공시는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전폭적인 지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저작권 권리 정보
강화

국무원은 신용정보 목록의 체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른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이 분야 인력 정보, 피해 및 징계 사례, 행정 처분 공시

36) 2012년 11월 출범한 제18기 시진핑 지도부가 2013~2017년 국가발전 5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 통칭.수
도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199명, 후보 중앙위원 156명이 참석. 통상 지도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1~2중 전회(全會)에서는 새 지도부와 정부 인사가 확정되며, 이후 3중 전회부터는 국민
경제 관련 사항, 4~5중 전회에서 향후 국가경계계획 구획, 6~7중 전회에서는 차기 당 대회 준비 사항이
논의됨. 가장 최근 개최된 18기 5중 전회는 지난 2015년 10월 진행됐으며, 주요 의결사항으로 △'13.5 규
획' 건의안 통과 △한자녀 정책 폐기 △2020년 샤오캉(小康）사회건설 △빈곤퇴치 △시장가격제도 개혁이
논의됨. 바이두 백과(baidu.com,百度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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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 관련한 지적재산권 정보 시스템 내의 중복, 누락된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지식재산권국에 전권을 부여, 해당 부처의 관리 하에 통일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역점을 둠. 또 전국 각지에서 취합된 체계화된 정보는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플랫폼 내 정보 공개 방식을 취함.
- 각 지방급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및 사례를 수집하고
지식재산권국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송부,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 처리 사안을
행정 처분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
- 또, 각급 지적재산권 관리 부처에서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각급 정보를 지식
재산권국의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 및 공유하고 신용 정보 및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부처 간 실시간 대화 채널 구성의 필요성을
주지함.

o 지식재산권국에서는 앞서 국무원에서의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필요성 강조
기대 효과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향후 신용 정보의 기록과 통일된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회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권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운영 방침을 지속적
으로 제고해 나갈 전망임.

※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6/201601/t20160118_12304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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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재권 권익 보호 위한 ‘온라인 채널’
확보
지적재산권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중국지식재산권권익지원및신고제소사이트
(中国知识产权维权援助与举报投诉网,http://www.12330.gov.cn/)가 개설됨. 정부의
공식 사이트로 지재권 관련 피해 사례 접수 및 수리, 처리, 피드백 등의 업무를 국가
지식재산권국 책임 하에 직접 운영됨. 오프라인에서 처리하지 못한 접수 사건에
대한 빠른 피드백 및 관련 분석 정보와 통계를 제공함. 또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지난 몇 년 높아진 행정 집행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시장의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작성자 : 임지연

재산권 수호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12330’번(유선전화)와 온라인 사이트인
중국지식재산권 권익 지원 및 신고 제소사이트(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id
And Report Complaints Network,中国知识产权维权援助与举报投诉网, http://www.12330.
gov.cn, 이하 민원신고사이트)를 일반에 공개했음.
- 지적재산권 관련 위법행위 및 남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자들을 직접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
으로, 해당 번호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법 사건의 발생
즉시 고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제소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 및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o 과거 국가지식재산권국 및 법원을 통한 이 분야 피해 제소 사건 접수 및 소 진행과정의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 스스로 사건 진행 과정을 열람할 수 없었던 불편을
개선, 지재권 관련 사건 정보와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 공안 기관 등이 해당
사건 절차를 제보자와 상담 신청인 등에게 해당 채널을 활용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37)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7년 11월, 국가지식재산권국(中国知识产权局)을 정식 설립하고 지재권 관련 업무
및 권익보호지원체제관리·운영을 담당토록 함. 2016년 현재 베이징 하이뎬취(北京市海淀区知春路23号量子
银座三层,www.bj12330.com)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징중심(北京中心)을 기반으로 전국 76여 곳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中和人民共和國國家知識産權局, http://www.sipo.gov.c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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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中国知识产权局)37)은 보다 효율적인 지적
중국 지식재산권
지원 및 신고 제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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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원신고사이트 내에는 고발 및 신고 외에도 과거 지재권 침해 사례로 인정받았던
판정 사례 및 이 분야 법률 자문 코너, 관련 소식이 게재된 뉴스 열람 및 안내문 등 지재권
권익 보호 시스템 업무 관련 각종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o 이번 민원신고사이트 및 '12330' 신고전화 사업의 본격화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기대 효과

지재권 사건의 정보화 사업 및 법령 제정, 행정절차 및 이 분야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임.
o 지식재산권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정부의 '인터넷+' 정책38)과 융합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해 줄 시스템으로 전망하고, ‘인터넷+지식재산권
보호(互联网+知识产权保护)’의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사이트를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이 분야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양적,
질적으로 연결시켜 효과적인 통제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임.
- 또한 지재권 침해 및 피해 사례 접수 단계부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공개함으로써, 이 분야 행정집행 전반의 법령 질서의 수호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o 지식재산권국에서는 민원신고사이트 운영을 통해 대중을 위한 이 분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국 내 지재권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망함. 또한, 민원신고사이트와 ‘12330’ 신고전화 개통을 통해 공익을 위한 지재권
보호 채널 확보 및 일반 대중들에게 정부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과 이 분야가
가진 사회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6/201602/t20160204_1237351.html

38) 2015년 3월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행동계획제정으로 공식 제시된 '인터넷+' 정책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차세대 정보기술과 현대 제조업, 생산 성격의 서비스업 간 융합을
중심으로 촉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인민일보(人民日報) 2015.08.12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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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동영상사이트 링크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최근 선전 텐센트 vs. 이랜워이다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분쟁사건에서 북경시하이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이랜워이다社가 텐센트社 허가 없이 해당 동영상
링크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침해 행위로 판단
하여 손해배상금 35,000위안(약 한화 651만 3,500원)을 명함.

작성자 : 김 군39)

라함)40)는<궁쇄연성 (宫锁连城)>드라마의 배타적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음. 2014년 6월 4일 원고 텐센트는 피고 이랜워이다가
"콰이칸잉스(快看影视)"어플(APP)에서 해당 드라마를 온라인 재생하는 것을
캡쳐하고 이를 고정함.
- 베이징이랜워이다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易联伟达科技有限公司 이하 "이랜워이다"
라함)41)는 "콰이칸잉스(快看影视)" 모바일 어플(APP)에 대량의 시청각저작물을
편집 및 분류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관련 동영상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음. 해당 드라마 재생에는 광고
(시작 전 광고 및 정지 광고)와 워터마크 로고가 없었으며 버전 및 카테고리도
텐센트로부터 이용허락(sub-license)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스티비(乐视
TV)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텐센트는 이랜워이다가 해당 드라마를 허가 없이 불법링크42)를 통해 재생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침해정지 및 손해
배상 50만 위안(약 한화 9,368만원)을 주장함.

39)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40) 1998년 11월 11일에 설립된 텐센트는 중국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임. 주로 무료
인스턴트 메시징, 컴퓨터 프로그램, 텐센트 QQ,Wechat, 텐센트 동영상（腾讯视频)，QQ music로
잘 알려져 있음.
41) 이랜워이다는 주로 iOS/Android 휴대폰 어플(APP)을 개발하는 회사임.
42)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링크에 해당하는지 판달 할 수 없지만, 뉴스의 내용상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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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텐센트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이하 "텐센트"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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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워이다는 텐센트가 갖고 있는 해당 드라마의 정보네트위크 전송권은 하자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용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그리고 해당 드라마는
콰이칸잉스(快看影视)"에서 재생한 것이 아니고 텐센트의 동영상 플레이어
어플(APP)에서 재생함. 또한 이랜워이다는 해당드라마에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으며, 해당 드라마를 저장한 적도 없고 단지 링크서비스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게다가 텐센트사의 삭제통보를 받자마자 해당
드라마를 삭제했음.

o 텐센트가 공증(公證)한 내용에 따르면 "콰이칸잉스(快看影视)" 어플(APP)
법원의 판단

중에서 <궁쇄연성 (宫锁连城)>드라마를 검색할 때 인터넷 주소창(Address
Bar)에는 러스티비의 인터넷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접 서버에 해당
드라마를 저장한 것은 아님. 즉 "콰이칸잉스(快看影视)"어플(APP)은 단지
대량의 동영상을 모아 이를 편집 및 분류만 하는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임.
- 러스티비(乐视TV)는 <궁쇄연성(宫锁连城)>드라마의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데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링크
된 드라마는 불법저작물이 아니므로 링크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랜워이다의 논리임.
- 하지만 이랜워이다는 선택, 편집, 정리, 카테고리의 분류 등 업무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스티비가 설치한 링크 금지 조치를 파괴함. 따라서 배타적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텐센트가 주장함.
o 이랜워이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이용허락의
합법성, 동영상 사이트의 이익창출 구조, 단순링크(Simple link)만 한 것인지
여부, 링크행위의 위법성 및 과실이 있는지 여부, 링크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여부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랜워이다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러스티비(乐视TV) 및 권리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통제하는 것을 방해함. 즉 이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러스티비(乐视
TV)의 웹사이트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전송하여 이용허락자의 권리를 침해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정상 사용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네트위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임.
- 이랜워이다는 "콰이칸잉스(快看影视)"어플(APP)에서 링크서비스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대량의 동영상을 선택, 편집, 정리, 카테고리의 분류 등 업무를 행함.
이는 주관상 악의적으로 타인의 기술적 조치를 파괴했으며 불법링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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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창출한 과실이 있음. 이랜워이다의 일련의 행위가 결합하여 동영상
재생의 실질적인 대체적 효과를 초래함. 이는 해당 드라마의 수권범위, 배포 및
통제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해당함.
- 하지만 텐센트는 이랜워이다의 침해행위로 얻은 실질적 손해 또는 이랜워이다가
침해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드라마의
시가, 이용허락의 가격, 이랜워이다의 주관적 과실정도 및 침해행위의 방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랜워이다는 텐센트에게 35,000위안(약 한화 651만
3,500원)의 손해배상(합리적인 지출포함)43)을 지급하라고 북경시하이뎬인민법원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이 명함.

o 본 사안은 일심사건이지만 최초로 동영상 사이트에서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사점

행위에 대한 판결임. 본 사건은 종결심은 아니지만 2심에서 1심판결을 유지할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4793.html
http://www.legaldaily.com.cn/News_Center/content/2016-02/16/content_6484830.htm?
node=33902

43) 합리적인 지출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증비용, 감정비용, 변호사위임비용, 교통비용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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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며, 향우 지도적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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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첫 온라인교육 저작권 보호
형사사건 판정 내려
강소성 법원에서는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수강 신청 계정 및 콘텐츠를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불법소득을 취한 90년대생 안모 씨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벌금 6만 위안 판정을 내렸음.

작성자 : LIHUA44)

사건의 개요

o 온라인 교육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호강(沪江)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료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2011년 호강은 불법으로 호강의 콘텐츠의 비밀코드를 크래킹하고 복제하여
"슈퍼귀요미cc 작은 고양이(超萌cc小猫)"등 온라인 스토어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판매한 안모 씨를 적발하였음
o 공안부의 조사를 거쳐 안모 씨는 콘텐츠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호강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제한 시청이 가능한 오프라인 콘텐츠로 전환하여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타오바오 온라인 스토어, QQ 등 SNS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량
으로 불법 전송하고 판매하였음.
o 소주(苏州) 검찰원에서는 안모 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
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음.

o 법원은 심사를 거쳐 안모 씨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타오바오 온라인
법원의 판단

스토어에서 수강신청 충전카드와 콘텐츠 공유계정 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콘텐츠 비밀번호를 크래킹하고 웹사이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으로 콘텐츠를 판매하여 불법소득 78,109.5위안을 챙긴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음.

44)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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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지만 안모 씨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육 웹
사이트에 배상금 3만 위안을 지불하고 양해를 구한 점을 고려하여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에 처하고 벌금 6만 위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볍게 처벌
하였음.
o 동 사건은 중국에서 첫 온라인 교육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형사사건임.

※출처
http://js.xhby.net/system/2016/01/12/027622545.shtml
http://www.edu.cn/xxh/media/zyyy/wljx/201511/t20151125_1341975.shtml

CHINA
❘129

SPRING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中國

中, 2015 저작권등록 동기 대비 35.49%
수직 상승
국가판권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저작물 등록절차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
范作品登记程序等有关工作的通知)를 통해, 2015년 저작권 등록·등기 기록을 통보,
등록 완료된 저작권 ‘작품 수’는 약 134만 8천 건,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저작권 수는
약 29만 건으로, 지난 한 해 이 분야 관련 총 등기 수가 약 164만 건을 기록했다고
보고함.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5% 상승한 수치로, 지금껏 중국 정부의 저작권
등록·등기의 중요성 강조와 효율적인 홍보 및 이 분야 정보 수준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이 같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함. 또 지난해 저작권 등록 기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도시는 베이징으로, 전체 물량의 약 44%를 차지, 이어 국가
판권국 산하 기관인 중국저작권보호센터가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작성자 : 임지연45)

o 국가판권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저작물 등록절차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
2015 저작권 등록
현황

一步规范作品登记程序等有关工作的通知)46)를 통해, 2015년 중국 저작권 등
록이 총 164만 1,166건을 기록했다고 보고함. 이는 2014년 121만 1,313건과
비교해 동기대비 35.49%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줌.
- 이 가운데 저작권 관련 ‘작품’의 등록은 134만 8,200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물 등록은 29만 2,360건, 저작물에 대한 질권 설정 등록 수는 606건으로
집계됨.
o 눈여겨볼 만한 사항으로는, 저작권 등록된 작품 수는 전국 31개 성 별로 상이
한 수치가 나타났는데, 국가판권국 산하 기관인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
保护中心)47)가 집계한 작품 등기 통계에 따르면, 성급 대도시에 자리한 저작권

45)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46)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매년 한 차례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에서 집계한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 판권국의 저작권 등록·등기 사항을 정리한 '저작물 등록절차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
于进一步规范作品登记程序等有关工作的通知)를 공포함.
47) 저작권등록 업무는 지난 2014년 12월 창설된 베이징시정부, 상하이시정부 등 각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관리 전담부서와 직할시 소재 국가판권국 산하 중국저작권보호중심에서 동시 실시됨.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2015년 1월 12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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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에 등록된 저작물의 수가 베이징 시에서 60만 1,014건을 달성, 지난
한 해 등록된 저작물 가운데 약 44.57%이 베이징 시에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 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 23만 6,080(점유율 17.93%),
상하이시 19만 9,148건(등록 점유율 15.12%), 강소성(江蘇省)에서 10만 9,377건
(점유율 8.31%), 산동성(山东省) 5만 218건(점유율 3.81%), 충칭(重慶)시
4만 667건(점유율 3.09%)이 차례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o 등록된 저작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촬영 작품이 51만 120건으로 최대
등록률인 38.74%를 기록했으며, 이어 문자로 기록된 작품이 48만 9,672건으로
등록된 총 저작물 가운데 약 37.1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이어 미술 작품이
27만 4,431건(점유율 20.84%), 영상물이 1만 5,527건(점유율 1.18%), 3차원
도형이 5,315건(점유율 0.40%), 음성녹음이 3,998건(점유율 0.30%), 음악이
2,834건(점유율 0.22%), 이외에도 연극, 무용 등 기타 작품이 6,319건(점유율

o 특히 의미 있는 등록 건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등록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29만 2,360건을 기록, 전년도 동기대비 33.63%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로 나타남. 이는 2014년 동기 23만 6,086건에 그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
- 더욱이 2015년 등록된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등록 수는 지역별로 상반된
수치를 기록함. 베이징, 광동성(广东省), 상하이,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
省) 등 전국 5대 직할시 및 대도시에서 등록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수가
약 19만 2,152건으로 65.72%의 점유율을 보였음. 특히 베이징 시 내에서
등록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는 6만 4,532건으로 이 분야 전체 등록건수
가운데 약 22.07%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지역
으로 꼽혔음.
- 한편, 광둥성에서 등록된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등록은 6만 1,8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4.18% 증가하며, 이 시기 중국 전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지역으로 꼽혔음.
o 이 밖에도 2015년 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 등록을 마친 저작권 관련 질권
설정 등록·등기 수는 6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8% 상승했음. 지난해
정부에 등기를 완료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인 간의 질권
설정 총 계약 건수48)는 231건으로 2014년 동기 대비 0.09% 상승했으며,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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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약 시 질권 계약의 대상이 된 총 저작물 수는 1,269건, 동기 대비 22.18%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
- 지난해 저작물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은 채권 총금액은 약 2,872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9.42% 상승한 반면 저작물을 목적으로 한 담보 총금액은 2,675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6.86% 하락함.
- 특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을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시
표시하도록 규정된 채권액49)의 총금액은 상승, 같은 기간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총 담보액은 하락하는 등 상반된 수치에 대해 국가판권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시행된 '저작물 관련 금융 서비스 및 담보 사업'이 자리 잡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함.
o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등록된 저작권을 대상으로 삼은 질권 설정 건수는 총
197건으로, 동기 대비 3.14% 하락한 반면, 관련된 소프트웨어 작품 수는 860건으로
동기 대비 16.21% 증가했다.
- 질권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 작품의 주 채무 금액은 173,685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6.68% 하락, 담보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 질권의 담보 금액은
156,042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12.37% 하락한 수치로 집계됨.

o 지난해 집계된 저작권 등록 건수 수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판권국 등
의의

전국 각 지역에서 완료한 저작권 등록 건수를 기반으로, 국가판권국 산하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에서 재취합한 2015년 통합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o 더욱이 지난 2010년부터 ‘중국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시도된 전국 각 지역
에서 등록된 저작권 수치의 통일화 작업이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국가판권국은 이를 통해 이 분야 정보의 규범화, 표준화를 꾀하는 한편,
통합된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정보화 수준의 꾸준한 향상 추진과 저작물의 등록,
등기 업무에 현존하는 보편적, 전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표로 활용
할 전망임.

48) 중국국가판권국은 국가판권국령 제56호로 저작권 질권 등록 업무를 관장, 저작물은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질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질권의 효력은 국가판권국이 등재한 시점부터 성립된다고 명시,
해당 법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49)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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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12330.gov.cn/zscqw/_111516/112271/113218/index.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274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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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2015년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수준
우려됨.
인터넷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연구 자문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
명 회사 아이리서치(艾瑞; iresearch) 에서 공표한 ‘2015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백서’에 따르면 온라인 문학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 복제물을 정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77.7억 위안이며, 21.8억 위안의 파생상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
중국작가협회에서는 ‘온라인 문학 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함. 또한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 또한 온라인 소설의 저작권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 LIHUA50)

아이리서치에서
2015년 중국
온라인 문학 저작권
보호 백서 발간

o 2016년 1월에 아이리서치(艾瑞; iresearch)51)에서는 "2015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백서 (中国网络文学版权保护白皮书)’를 발간하고 온라인
문학의 저작권 보호 상황에 대하여 공표하였음
- 아이리서치는 2002년에 설립된 자문회사로서, 빅 데이터 및 인터넷 + 산업의
수요에 따라, 전문적인 인터넷 관련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제품, 연구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인식, 영리능력과 종합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함. 주로 데이터 감측, 산업연구, 전문프로젝트 연구,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 등이 포함됨.
o 발간배경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는 더욱 쉬워지고, 침해를 위한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 온라인 출판물은 데이터가 작고 서버의 원가가 낮으며, 업데이트와
다운로드가 신속하여 링크․ SNS․ 웹하드 등 채널을 통해 쉽게 확산됨. 이에 따라
불법콘텐츠의 유통채널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불법복제물을 발견
하고 단속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짐.
- 불법복제물 제공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는 검망행동 등 단속행위가 심해지면

50)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51) http://www.iresearchchina.com/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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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관련 코너 운행을 중지했다가, 단속이 잠잠해지면
서비스를 재개함. 또한 관련 코너 혹은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
하거나, 서버를 외국에 설치하는 등 관련 정부 당국의 단속을 피함. 특히 모바일
앱 제공업체와 불법복제물 제공자가 다른 경우, 앱을 통한 다른 사이트의 불법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정품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예를 들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문자를 이미지 형식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워터마크를 추가하거나, 특수한 글자체를 사용하여 OCR 소프트웨어가 식별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만 불법복제의 경우는 대량 인력으로 정품
소설을 타이핑하여 이를 웹 사이트에 게재하기 때문에 상기 기술적 조치로는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기에 역부족임.

o 조사방법 및 시간
- 정부에서 공표한 데이터와 정보, 관련 경제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공표한 경제
데이터 및 정보, 기업 연간·분기 재무보고, 전문가 자료, 관련 출판물 등을 기초로
인터넷 문학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정량연구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의 인터넷 문학 사용자를 대상으로 1,80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하였음.
또한 아이리서치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iUserTracker와 mUserTracker
데이터 제품을 사용하여 정품과 불법복제 온라인 문학 웹사이트, 모바일 앱의
데이터를 중점으로 감측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시간은 2015년 10월임.
o 주요결과
- 2014년에 열람된 불법복제물을 전부 정품 가격으로 산정한다면 컴퓨터를 통해
발생한 온라인 문학 저작권 피해는 43.2억 위안에 달하고 모바일 단말기에서
발생한 침해 규모는 34.5억 위안으로서 총합계 77.7억 위안임. 이외에도 온라인
문학으로부터 발생되는 21.8억 위안의 저작권 연관 산업의 피해가 있음.
- 또한 2015년 온라인 불법 출판물 열람자의 50% 이상은 인터넷 게시판, 불법
복제물 온라인 웹 사이트, 파일 공유 플랫폼, P2P 다운로드 모델, 웹하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열람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출판물 저작권 침해의 주요 루트임.
- 최근 1개월 내에 온라인 불법복제물 소설을 읽은 단말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서 76.2%는 모바일에서, 68.8%는 컴퓨터에서, 41.6%는 태블릿,
20.2%는 kindle과 같은 전자책 등을 통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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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5년 온라인 문학을 읽는 습관에 대한 조사에서 정품 소설만 읽는
사용자는 26.5%이고, 정품이든 불법복제물이든 상관없이 모두 읽는 경우는
44.7%이며, 정품 혹은 불법 복제물 여부를 잘 모른다는 사용자는 27.1%, 불법
복제물만 읽는 사용자는 1.7%임.

o 중국작가협회에서는 ‘온라인 문학 위원회(网络文学委员会)’를 설립하고 온라
향후 개선방안

인 문학 창작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
로 함.
o 컴퓨터에서의 온라인 문학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계 부문은
정품 온라인 문학 기업과 손잡고 정품 문학 저작권 보호 빅데이터 베이스를
설립하여야 함. 이외에도 검색엔진업체와 합작하여, 저작권 침해 출판물 웹
사이트에서의 불법콘텐츠 수록을 정지하고 , P2P 및 웹하드 기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타격하며 저작권 침해자를 징벌하고자 함, 또한 광고네트워크
등 서비스 업체와 합작하여 저작권 침해 출판물 웹사이트의 수입을 차단,
불법광고서비스를 처벌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용자 연맹을 결성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격려해야 함.
o 모바일 문학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등록과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앱스토어와 합작하여 저작권 침해가 된 콘텐츠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앱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삭제해야함. 또한 브라우저와
모바일 검색엔진 등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o 또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52) 또한
온라인 소설의 저작권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52) 윤상윤,“중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해외저작권보호동향」3월 2차
Zoom-In,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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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report.iresearch.cn/uploadfiles/reports/635900275697058788.pdf
http://www.chuban.cc/bqmy/201601/t20160126_172138.html
http://tech.sina.com.cn/i/2016-02-19/doc-ifxprucs6223766.shtml
http://www.sipo.gov.cn/mtjj/2015/201512/t20151225_1221615.html
http://www.gapp.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74406.html
http://www.iresearchchina.com/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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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출판물 단속하기 위해 5개 정부부문
연합행동 취하기로
전국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단속” 사무실은 교육부, 국가공상총국,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국가판권국과 연합하여 베이징을 포함하는 4개 직할시. 석가장 등 22개
성 중점도시와 남녕 등 4개 민족자치구 중점도시 등, 40개 도시를 중심으로 대학
및 주변의 복사업소들에서 교재나 자료를 불법으로 복제 인쇄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로 함. 동 연합행동은 준비단계, 춘계행동단계, 검사단계, 추계행동
단계, 전면총결단계 등 5개 단계로 나뉨.

작성자 : LIHUA

2016년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
저작권 침해’
단속행동 개시

o 전국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단속 사무실은 교육부, 국가공상총국, 국가신문
출판총국, 국가판권국과 연합하여 "일부 중점도시의 대학가 및 주변 복사업소
전문 단속행동에 관한 통지(关于开展部分重点城市高校及其周边复印店专项
治理行动的通知)"를 전달하고 대학가 및 그 주변의 복사인쇄소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함.
o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단속행위에 포함된 지역으로서는 베이징 등 4개의
직할시, 석가장 등 22개 성 정부 소재지 도시와 남녕 등 4개 민족자치구 정부
소재지 도시 및 기타 10개 도시로 중국의 대학이 집중된 도시와 인쇄업이 발
달한 도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o 이번 행동은 통지 및 준비단계(1.20 ~ 2.15), 춘계행동단계(2.16 ~ 3.15),
검사단계(3.16 ~ 8.15), 추계행동단계(8.16 ~ 9.15)와 전면총결단계(9.16
~ 9.30)등 5개 단계로 행동을 진행함.

o 각 부문의 권한과 소속지역 관리 원칙에 따라 대학 및 주변의 복사인쇄소의
기대효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복사인쇄소에 경영허가증이 없는 경우 바로 영업을 정지
시켰음. 또한 법규에 따라 불법 복제를 유통시킨 복사인쇄소의 대표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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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 또한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불법복제를 제지하도록 함.
o 교수와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전화, 온라인과 편지 등으로 불법 복제를 신고하는
것을 격려하고 관련 당국은 시민의 고발에 대하여 신속히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며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려 조치를 취함.
o 만약 중국의 형법규정에 따라 불법복제의 행위가 형사 기준에 달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며, 복사인쇄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복제에 사용된
불법복제 저작물 PDF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설비를 압수함.
o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단속통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해마다 진행되는 출판사 저작권 침해에 단속이지만 여전히
교재를 복사할 때 표지 없이 복사하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된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함. 이는 관련 당국의 검사와 감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함.

o 대학생이 개인적인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2조
향후 개선방안

1항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53)에 속할 수 있다는 회색지대가 존재함. 따라서
저작권법 실시 조례나 기타 법규로서 합리적인 사용과 저작권 침해로 보는
불법 복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o 중국 현재 제도 하에서, 현재 복사인쇄업체 경영은 저작권, 신문출판 행정
법 집행에서의 일상적인 권리감독범위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복사인쇄소에
서는 관련 정부기관의 단속기간에는 불법복제를 하지 않거나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다가 단속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개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5개 국가 부문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관리에 소홀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대학가
주변 복사인쇄소의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음.

53) 제22조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와 허락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을 위하여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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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법복제를 의뢰한 학생, 교수 등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묻고, 전형적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알려 시민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해야 함.

※출처
http://news.xinhuanet.com/newmedia/2016-02/24/c_135126670.htm
http://www.nanning.gov.cn/NNNews/xqdt/201602/t20160227_575706.html
http://www.chuban.cc/bq/al/201404/t20140417_154898.html
http://www.changjiangtimes.com/2014/03/471712.html
http://edu.ifeng.com/gundong/detail_2013_10/24/30606175_0.shtml

140❘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中國

中 음악저작권협회, 2015년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1.7억 위안 수익 창출
2015년 중국음악저작권협회(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a; MCSC)가 이용허락
으로 얻은 수익이 약 1.7억 위안(약 한화 315억5,200만원)정도이며 전년 대비 24%
증가한 셈임. 2015년까지 MCSC 설립 23년 이래 이용허락으로 얻은 총수익이 10.6억
위안(약 한화 1,964억 740만원)을 돌파함.

작성자 : 김 군54)

분석에 따르면 이용허락으로 얻은 주요 수익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그리고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임. 2015년 이용허락의 수익이 1.7억 위안(약 한화 315억
5,200만원)이고, 그 중 복제권의 이용허락 수익은 904만 위안(약 한화 16억
7,583만원), 공연권은 6,987만 위안(약 한화 129억 5,250만원),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은 4,556만 위안(약 84억 4,591만 2,800원), 방송권은 수익이 3,918만
위안(약 한화 72억 6,318만원). 나머지는 해외협회로부터 받은 635만
위안(약 한화 11억 7,716만원)임.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이 각각 차지한 수익비율이 5%,
41%, 23%, 27%이며 나머지 4%는 해외 협회로부터 얻은 이용허락 비용임.
2015년 중국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주요 분야는 인터넷, 출판사, 항공사,
호텔, 레스토랑, 소매상, 방송국 등이 있음.
- 2015년 MCSC에서 배분한 이용허락은 개인회원이 약 8,034명, 출판사 67개,
해외저작권협회 70개가 포함됨. 아래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음악
저작물 이용허락 수익은 평균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54)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55) MCSC에서 분석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수익보고서는 MCSC에서 이용허락배분 수치에 근간하여 2015년
‘CISAC’의 ‘글로벌 저작권 집단관리 조직의 수익보고서’ 및 ‘브릭스 국가들의 창의 산업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통계수치를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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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음악저작권협회(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a; MCSC) 보고서55)
MCSC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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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음악저작권 이용허락 수익

o 중국 음악저작물 수익의 증가는 저작권 입법 및 보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성장 동력 및 한계

1992년에 시행된 <중국저작권법 >은 작사·작곡가의 복제권 및 공연권을
부여함. MCSC는 <중국저작권법>에 근간하여 1993년부터 이용허락 비용을
징수하기 시작함.

입법시기

1992.6

입법조치

권리부여
복제권,

<저작권법> 시행

공연권(일부)
공연권(전부),
정보네트워크전송권

2001

징수 적용시기
1993

2001

<저작권법> 전면 개정
방송권
(이용허락기준 없음)
<라디오, 티비 방송국,

2009.11

MCSC 사용료

녹음제품

재생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방법> 공표

방송권
(이용허락기준 확립)

미징수

2010

[표 2] 중국의 저작권법 입법 과정56)
56) 2001년에 수정된 <중국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부여함. 하지만 방송권에
대한 이용허락 비용 기준이 미비 상태였음. 2009년에 들어서 중앙정부 국무원이 <라디오, 티비 방송국,
녹음제품 재생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방법(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을 공포하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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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ISAC’이 2015년에 발표한 ‘세계 저작권 집단관리 조직 수익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이용허락으로 얻은 수익은
약 7억 4,300만 유로(약 한화 9,901억 3,666만원)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는 약 8,500만 유로(약 한화 1,132억 7,270만원)의 수익을 거둠.
한·중·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수익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음.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MSCS관련 책임자가 언급함.

o 2015년 7월 8일 국가판권국은 음악저작물 유료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의 및 시사점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의 음악 저작물 무단배포금지에 관한 통지(关于
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를 공포함. 2015년
1.7억 위안의 이용허락 수익은 음악저작물 유료화 추진에 의한 초기 단계적
저작물 이용자의 상당한 수를 고려했을 때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www.mcsc.com.cn/imS-13-1471.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5140.html

권에 대한 이용허락 기준을 확립함. 이를 기초로 하여 MCSC는 2010년부터 방송권에 대한 이용허락 비용
을 징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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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저작권법, 구글에 대해
‘스니펫세(snippet tax)’ 도입 검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이하 유럽위원회)는 구글 사이트에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일부만 노출해도 해당 저작권을 보유한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구글이 지불하는
‘스니펫세’ 도입 검토 예정. 구글은 구글 뉴스 사이트에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
포함된 링크와 함께 처음 두 세 문장 정도의 기사 내용 일부를 미리 보여 주고 이용자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되도록 함. ‘스니펫세’의 핵심은
두 세 문장의 기사 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여하자는 것임.

작성자 : 유현우1)

o ‘스니펫’이란 정보의 한 토막 혹은 정보의 일부를 뜻하는 단어로, 이용자의
스니펫세 도입검토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콘텐츠 정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을 의미함.
-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은 자신의 사이트에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 포함
된 링크와 함께 처음 두 세 문장 정도의 기사 내용 일부(일명 ‘스니펫’)를 미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
되도록 함.
o 2009년부터 독일, 아일랜드 등지에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 언론사의 기사
내용 일부를 해당 저작권을 보유한 언론사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함.
- 독일은 2013년 8월 ‘인접저작권법(Ancillary Copyright Law)’이 발효되어
검색엔진이 자신의 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기사 등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함.
- 스페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니펫세’를 도입하였음.2) 이에 따라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은 스페인 내의
자신의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을 보유한 언론사
에게 저작인접권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었음.

1)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2) 스페인 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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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C

- 구글은 영리적 광고와 연계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글 뉴스 서비스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면 구글 뉴스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각 회원국마다 다른 저작권법이 제정 및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5년 5월 6일,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접근성 확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구축’, ‘경제 성장 잠재력 극대화’ 등 3대 핵심 과제와 16개 세부 전략으로
구성된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12월
9일 16개의 과제를 포함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 통과됨.
- ‘스니펫세’의 도입 검토는 유럽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과정의
일부로 이는 디지털 저작물의 증가와 함께 저작권 관련 정책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o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의
저작권법을 현대화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
(cross-border portability)을 허용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함.
- 유럽위원회는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작 분야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며 유럽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2016년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EU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임.
-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저작권 법규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의 역내 소비가 제한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 회원국 간 저작권법과 정책의 차이를 줄여
국가 간 활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EU 전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 제고와 촉진.
- EU 전역에 걸쳐 교육계 연구자들과 종사자들의 동등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및 국가 간 환경 차이에 따른 저작권의 예외 사항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규정.
-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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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판별.
-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불합리한 지역차단(geo-blocking)을 해소하는 등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저작권이 잘 운용되는 시장 마련.

o 유럽위원회는 저작권과 같은 배타적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유럽위원회의
향후계획

프레임워크의 평가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하였고, 의견 제출시한은 2016년
4월 1일까지이며 2016년 봄에 저작권 개혁방안들을 공개 할 예정.
- 저작권 현대화는 디지털 단일시장 달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해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대화를 통해 저작권 관련 이슈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유럽위원회의 저작권 입법 프레임워크 검토 및 현대화 작업 마무리 예정.

※출처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12/eus-new-copyright-framework-could-intro
duce-google-tax-on-snippets/
file:///C:/Users/CPC/Downloads/CommunicationTowardsamodernmoreEuropeancopyrig
htframewo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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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추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으로 첫째,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접근 향상, 둘째,
디지털 네트워크 활성을 위한 환경 조성, 셋째,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디지털 이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저작권법 규정들의 명확화를 제안함. 이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외형상 유럽 저작권법의 단일화가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창작자들의 이익감소 초래 및 창작적 표현을 제한하고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들의 시장경쟁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함.

작성자 : 권세진3)

o 유럽연합 국가 간 이동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Netflix 또는 음악 스트리밍
EU,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배경

서비스인 Sportify 등을 이용함에 있어 국가마다 상이한 저작권 규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상당히 큰 불편이 존재함.

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규정을 현대화하는 방안들을
제안함.
-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DSM) 전략을 위한 전자상거래
계약 규정(e-commerce contract regulations) 및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EU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성(portability)’, 즉 유럽연합
여행 중 온라인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 제안.
-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작권 체제는 첫째, 국가 간 이동성을
허용, 둘째, 유럽연합 내에서 연구자 및 교육계 종사자들의 동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예외 규정 검토 및 명확화, 셋째, 디지털 콘텐츠 창저작자의
투자를 약화시키지 않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온라인 콘텐츠가 공정하게 공유
될 수 있는 사례 확인, 넷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 접근 채널 확대와 함께
저작권 침해 대응4) 및 불법복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처벌 강화.
3)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4) 유럽집행위원회는 콘텐츠 접근을 위한 합법적 채널 한정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및 불법복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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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가 간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 계약법에 따라 소비자들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
-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가 간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는 국가들의 상이한 소비자 계약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함. 이로 인해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축소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상품 및 상품 배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계약법으로 인해 보상조치가 복잡하고 보상수준도 동등하지
않음.

o 유럽집행위원회는 저작권 규정의 현대화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는 창작에
개정 법안이 끼치는
영향 및
저작권자들의 우려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하며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o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사법, 소비자 및 양성 평등(Justice, Consumers and
Gender Equality) 베라 조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은 단일한 디지털
계약원칙을 제정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
이라고 밝힘.
- 다른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유럽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가능
하게 함.
o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외형상 유럽 저작권법의 단일화와 국가 간
제한 없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 허용이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창작자들의 이익감소를 초래하고 창작적 표현을 제한하며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들의 시장경쟁을 방해한다고 우려함.
- 이용자의 접근을 국가에 상관없이 허용하는 것은 투자비용 조달이 어려운 독립
영화 제작을 방해함. 또한 콘텐츠 제작자, 영화 제작자 및 콘텐츠 권리자의 국가
간 협상 권한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 부족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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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rtlawjournal.com/how-europes-new-copyright-laws-will-affect-the-profitability-

C

of-digital-content-creators/
http://www.v3.co.uk/v3-uk/news/2438501/ec-proposes-copyright-changes-to-drive-di
gital-single-market-ambitions
http://blog.daum.net/jyjang61/459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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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의 일기’ 프랑스에서 온라인 출간
2016년 1월 1일, 프랑스의 교수와 국회의원은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이 2016년
1월 1일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일기의 전문을 온라인에 게시함. ‘안네의 일기’
저작권을 보유한 안네 프랭크 재단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1980년에 사망한
저자의 아버지 오토 프랭크가 공동 저작자이므로 2050년까지 보호된다고 주장하였음.
이번 온라인 출간의 목적은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을 공공의 영역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안네프랑크 재단은 이번 온라인 출간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작성자 : 최희식5)

o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 70년
사건의 배경

으로 정하고 있음.
- ‘안네의 일기’의 저작자인 안네 프랭크(Anne Frank)는 194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표면상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 보호는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만료됨.
- 2015년부터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을 보유한 안네 프랭크 재단(Anne Frank
Fonds)은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해 안네 프랭크의 아버지
이자 ‘안네의 일기’의 편집자인 오토 프랭크(Otto Frank)의 공동 저작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o 2016년 1월 1일, 프랑스의 낭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올리비에
에르츠슈이드(Olivier Ertzscheid)는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은 2016년 1월
1일자로 만료되므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네덜란드어 버전의 ‘안네의
일기’를 온라인상에 게시함.
- 에르츠슈이드는 2015년 10월에 프랑스어 버전의 ‘안네의 일기’를 온라인에
게시하였으나 프랑스어 번역본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삭제됨.
- 에르츠슈이드는 ‘안네의 일기’를 게시 전에 안네 프랭크 재단으로부터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안네의 일기’를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사유로 제소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받았음.

5)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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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외에도 2016년 1월 1일, 프랑스의 국회의원인 이사벨 아타드(Isabelle Attard) 또한
온라인에 네덜란드어 버전의 ‘안네의 일기’를 게시함.

C
o 안네 프랭크 재단은 1947년과 1986년에 출판된 ‘안네의 일기’ 모두 저작권이 만료
안네 프랭크 재단의
주장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오토 프랭크의 편집으로 1947년에 출판된 안네의 일기 ‘비밀의 은신처(Het
Achterhuis)’는 오토 프랭크가 공동 저작자라며 주장하며 그의 사후 70년 후인
2050년에 만료된다고 주장함.
- 오토 프랭크는 안네가 작성한 2가지 버전의 일기6)를 이용하여 일기의 구성을 바꾸거나
삭제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등을 하여 재구성된 ‘비밀의 은신처’를 출판하였음.
o 1986년에 출판된 ‘안네의 일기(De Dagboeken van Anne Frank)’는 2037년에
저작권이 만료된다고 주장함.
- 독일 저작권법은 “본법의 발효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함.
- 1995년까지 적용되었던 구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출판된 저작물은 최초 출판을 기준
구저작권법에 따라 최초 출판일 기준 50년 동안 보호되며 2037년에 저작권이 만료됨.

o 위 사건과 별개로, 2015년 12월 23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Anne Frank
시사점

Stichting7)과 안네프랭크 재단 간에 벌어진 사건8)에서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1947년 출판된 안네의 일기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1995년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 1986년 개정 출판된 안네의 일기에 포함된 내용은 구저작권법에 따라 2037년 1월
1일에 저작권이 만료됨.

6) 안네는 전쟁동안 일기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판을 목적으로 일기 원본을 재작성함.
7) Anne Frank Stichting 은 ‘안네의 일기’의 네덜란드어 원본을 소유하고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안네의 생가를
운영하는 다른 재단으로 오토 프랭크가 설립한 재단임.
8) C/13/583257 / HA ZA 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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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0년 동안 보호하였음. 따라서 저작자 사후 1986년에 최초 출판된 ‘안네의 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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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동 법원은 학술적 목적으로 ‘안네의 일기’의 원본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o 생간건대, 오토 프랭크가 안네의 일기 두 가지 버전을 편집함에 있어서 구성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1947년 출판된 ‘비밀의 안식처’에 대하여 아버지는
편집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www.haaretz.com/jewish/news/1.695307
http://artdaily.com/news/84070/Anne-Frank-Fund-fights-plans-to-publish-diary-onlin
e-when-it-falls-within-public-domain#.Vp6GcPmLTIW
http://www.thestar.com/news/world/2016/01/18/anne-franks-father-promoted-to-coauthor-in-copyright-battle-over-diary.html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france/12077741/Anne-Frank-char
ity-threatens-legal-action-over-online-publication-of-diary.html
http://www.annefrank.ch/234/items/dutch-court-confirms-that-manuscripts-diary-ann
e-frank-remain-protected-in-2016-and-beyond.html
http://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RBAMS:2015:9312

※관련기사
2015년 12월 2차 :[유럽] 스위스 안네 프랑크 재단, ‘안네의 일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주장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546&ke
y=&keyword=&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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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70년 지난 영국의 ‘피터 래빗’ 작가
포터의 저작물, 저작권으로 보호
‘피터 래빗’으로 유명한 영국 동화 작가 베아트릭 포터는 1943년에 사망하여 포터의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2016년에 발간되는 포터의 「장화 신은 고양이 이야기(The Tale of Kitty-In-Boots)」
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음. 「장화 신은 고양이 이야기」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1989년부터 기산한 2039년 12월 31일에 만료됨.

작성자 : 권세진9)

포터의 장화신은
고양이 사후 발간

o 피터 래빗 그림책으로 유명한 영국의 동화 작가 베아트릭 포터(Beatrix Potter)는
1943년 사망하여 포터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음.
- 현재 디지털화된 포터의 작품들은 구텐베르그 프로젝트(Project Gutenberg)10)

o 그런데 2016년 최초로 발간되는 포터의 “장화 신은 고양이 이야기(The Tale
of Kitty-In-Boots)”(이하, 장화 신은 고양이 )는 영국의 1988년 저작권 ,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 CDPA)에
명시된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

o 포터 사후 70년이 지나 발간되는 “장화 신은 고양이”는 CDPA의 저작권 보호
“장화신은 고양이”의
저작권 관련 쟁점

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o CDPA 부속서(schedule 1)11) 12조는 동법이 발효하는 1989년 이전에 존재하는

9)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0) 정식명칭은 ‘구텐베르크 문학기록보관재단 프로젝트(Project Gutenberg Literary Archive Foundation)’로
디지털화된 공유 작품들을 전자도서관에 보유하거나 전자책으로 만들어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비영리 조직. http://www.gutenberg.org/
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8/schedu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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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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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12)
- 저작자가 사망하고 1956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CDPA 발효 이전에 존재하는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CDPA가 발효하는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나 만료됨.
o “장화 신은 고양이”의 저작권은 작가 사후 모든 저작권을 최종 이전받았던
출판사인 펭귄그룹(Penguin Group)에게 귀속되며 그 보호기간은 2039년
12월 31일에 만료됨.
o “장화 신은 고양이”의 삽화는 아직 생존하고 있는 영국의 유명 삽화가 퀜틴
블레이크(Quentin Blake)가 담당하였으므로 삽화 저작권은 퀜틴 블레이크에게
귀속됨.
o 따라서 포터의 “장화신은 고양이”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203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더라도 삽화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사실상 저작권의 보호가 지속되는
효과가 발생함.

o 포터 사후 70년이 지나 발간되는 “장화 신은 고양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시사점

이유는 영국 CDPA의 경과규정(Schedule)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임. 저작권의
경우 개별 보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영국에서 ‘장화신은 고양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 하여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o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단순하게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70년(다수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의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12) Schedule 1 of 1988 Act. Duration of copyright in existing works 12 (1) The following provisions have
effect with respect to the duration of copyright in existing works.
(4) Copyright in the following descriptions of work continues to subsist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new copyright provisions come into force—
(a) literary, dramatic and musical works of which the author has died and in relation to which none
of the acts mentioned in paragraphs (a) to (e) of the proviso to section 2(3) of the 1956 Act has
bee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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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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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kitten.blogspot.kr/2016/01/rather-double-life-26-extra-years-o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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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어린이 쇼 공연 “겨울왕국”, 디즈니에
의해 취소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주제로 한 어린이 쇼인 “프리징-차가운 모험
(Freezing - An Icy Adventure)”은 2016년 2월 15일에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헤이우드
시민회관(Heywood Civic Centre)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음. 하지만 디즈니사는
공연 주최자인 칼 테붓(Carl Tebbutt)에게 “겨울왕국”의 주제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공연을 취소시켰음. 공연 주최자인 칼 테붓은 공연권집중관리단체
(Performing Rights Society, PRS)로부터 주제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디즈니사는 주제가 허가는 PRS가 내줄 수 없고, 오직 디즈니사만 내줄 수 있다고
밝힘.

작성자 : 최희식13)

o 2016년 2월 15일,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주제로 한 어린이
Kid’s Show 취소
배경

쇼 공연인 “프리징 - 차가운 모험(Freezing - An Icy Adventure)”은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헤이우드 시민회관(Heywood Civic Centre)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음.
- 하지만 디즈니사는 공연주최자인 칼 테붓(Carl Tebutt)에게 “겨울왕국”의 주제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공연을 취소시킴.
o 공연 주최자인 칼 테붓은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집중관리단체(Performing Rights
Societ for Music, PRS)14)로부터 “겨울왕국”의 주제가를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함.
- 디즈니사는 “겨울왕국”의 주제가에 대한 이용허락은 PRS가 내줄 수 없고, 오직
디즈니사만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디즈니사는 칼 테붓에게 이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함. 이용허가를 받지 못한 칼 테붓은 공연을 취소시킴.

13)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14) 공연권집중관리단체(Performing Rights Society, PRS)는 영국의 음악저작물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이다.
영국의 음악 저작물의 영국 내와 해외에서 저작권 관리 및 영국 내에서의 해외 음악 저작물들을 관리하지만,
연극적인 요소가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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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RS는 대부분의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에 대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지만,
PRS의 예외 규정

연극적 요소가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

C

o 디즈니사는 PRS에게 이용허락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주최자는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디즈니사로부터 직접 얻어야 함.

o 디즈니사의 저작권 관리는 엄격하기로 유명하고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에도
디즈니사의 저작권
정책

영향을 끼침.
-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2003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1998년 미국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이 2023년까지 연장됨. 1998년 저작권법 개정은 미키 마우스
보호법이란 비판 받았음.
- 작년 겨울, 디즈니는 자사의 캐릭터 장난감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사진을
삭제시킴.
- 만약 디즈니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재창작
및 변형을 허락하지 않음.
o 디즈니사는 자사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디즈니사가 인수한 루카스필름, 마블
스튜디오, ESPN, ABC 등의 저작물 이용허락까지도 직접 관리함.

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함.

o 디즈니의 저작권 관리가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의 의견들이 다시 나옴.
평가
o 영리적인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이번 공연을 보기를 기다렸던 많은 어린이들이
제2의 피해자라는 사실에 비평가들이 안타깝다는 의견들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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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에 디즈니사는 자사의 모든 직원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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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orrentfreak.com/kids-frozen-show-canceled-after-disney-refuses-music-licen
se-160216/
http://disneystudiolicensing.com/
http://www.itv.com/news/granada/2016-02-16/half-term-production-frozen-out-by-di
sney-for-using-its-songs/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6/02/disney-ceo-asks-employees-to-chip-in-t
o-pay-copyright-lobbyists/
http://www.cbc.ca/news/trending/disney-sends-star-wars-fans-dmca-copyright-notic
es-over-walmart-toy-1.336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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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타블랙’ 예술적 이용의 독점권 논란
C

99.96%의 빛을 흡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검은 물질 “벤타블랙(Vantablack)” 색상의
예술적 이용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됨. 현재 벤타블랙을
예술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인도 출신의 유명 건축가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가
독점함. 이에 대해 예술가들은 색채 독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작성자 : 권세진15)

o ‘벤타블랙(Vantablack)’은 인공위성 위장을 위해 2014년 영국 나노 기술 기업
논란의 배경

서리나노시스템즈(Surrey NanoSystems)가 개발한 페인트로 99.96%의 빛을
흡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검은 물질임.
- 벤타블랙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형체 위에 형성되는 음영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검어 벤타블랙을 칠한 표면이 실제 울퉁불퉁 하더라도 정면에서 보면 완전한
평면으로 인식됨
- 벤타블랙은 서리나노시스템즈가 특허를 취득한 저온탄소 나노튜브 제조 기술을

o 현재 이 페인트를 '예술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인도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16)가 2014년부터 독점.
- 서리나노시스템즈 측은 애니쉬의 벤타블랙 페인트 사용의 독점권을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

o 예술가들은 특정한 색을 표현하는 페인트의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주장 및
애니쉬의 견해

다른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 영국의 예술가 크리스티안 퍼(Christian Furr)는 자신의 회화 작품에 벤타블랙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히고, ‘모든 예술가는 벤타블랙을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권리는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함.

15)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6) 1954년 인도에서 출생하여 1970년대 영국으로 이주한 애니쉬 카푸어는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해 공간감을
새롭게 창작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조형물을 해석하여 재창작하는 것으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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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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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애니쉬는 벤타블랙의 색상 이용권의 독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만
벤타블랙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색상으로 일반 페인트와 차별적
특성을 가진 벤타블랙을 이용하여 이국적인 작품들을 그려왔다고 설명함.

o 유럽에서 특정한 색의 이용을 예술가가 독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색 이용 독점의 선례
- 1960년 프랑스 현대 미술작가 이브 클라인(Yves Klein)은 직접 혼합해서 만든
선명하고 진한 울트라마린 색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International Klein
Blue, IKB)’에 대한 특허를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함.
- 1962년 클라인 사후에는 영국 영화감독 데릭 저먼(Derek Jarman)이 영화
‘블루(Blue)에 사용하였고 행위 예술가 “블루맨 그룹(Blue Man Group)이 IKB를
사용하였음.

o 미술평론가 조나단 존스(Jonathan Jones)는 ‘서리나노시스템즈 측이 벤타블랙의
평가

예술적 이용에 대한 독점권을 애니쉬에게 부여한 이유는 색과 빛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애니쉬가 벤타블랙의 예술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밝힘.

※출처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467507/Artists-war-sculptor-giv
en-exclusive-rights-purest-black-paint-used-stealth-jets.html
http://www.dezeen.com/2016/03/02/anish-kapoor-exclusive-rights-vanta
black-blackest-black-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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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WIPO, 도서관 이용을 위한 단일 저작권 체제
도입 촉구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각국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의 디지털 자료들을 이용하려
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저작권 제도로 인해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에 비치된 자료들의 이용이 어려움. 이에 WIPO는 각국 도서관 및 자료
보관소 디지털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단일 저작권 체제 도입을
촉구.

작성자 : 권세진1)

o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에 비치된 디지털 저작물들의 글로벌
도서관과
자료보관소에 관한
규정의 단일화 배경

공급 및 수요가 급증함.
o 그러나 각국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에 보관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마다
상이한 저작권 규정들을 두고 있어 그 이용이 어려움.
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에 비치된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단일 저작권 체제 도입을 촉구함.

WIPO 연구

o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에 관한
WIPO 보고서2)에 따르면, WIPO 188개 회원국 중 156개국은 국내 저작권법에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된 반면, 32개국은
국내 저작권법에 도서관 또는 자료보관소에 관련된 규정이 없음.
o 또한, WIPO의 상당한 회원국에서는 연구 및 교육 목적 또는 자료 보존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도서관 또는 자료보관소에 의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1)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 WIPO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UPDATED AND REVISED, June 10, 2015.
http://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sccr_30/sccr_30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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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복제와 관련하여, WIPO 회원국 중 90개국은
도서관이 저작물을 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음. 자료보관소의 경우, 126개국이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자료 보존 목적을 위한 저작물 복제와 관련하여, WIPO 회원국 중 89개국은
도서관이 저작물을 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음. 자료보관소의 경우, 85개국이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o WIPO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국내 저작권 제·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최근 회원국들은 무단으로 행해지는 디지털 복제를 방지
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들을 마련하는 추세임.
-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들을 명시한 회원국 중 도서관 면책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회원국에서는 저작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이용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도서관
이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단으로 무력화할 수 없음.

o 2012년 1월,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은 저작권 예외사유에 따라
영국도서관 사례

제공했던 국제 원문제공서비스(international document supply service) 및
해외도서관 자료제공서비스(Overseas Library Privilege Service)를 폐지함.
- 서비스 폐지 이유는 국립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o 영국국립도서관은 국제 과학, 기술 및 의학출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와 모델협약(British
Library/Publisher Framework Agreement)3)을 통해 2012년 라이선스
정책에 기반한 INCD(International Non-Commercial Document Delivery
Supply) 서비스4)를 시행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저널의 수 및 해외도서관 자료
제공 서비스의 감소를 초래함.
- 영국국립도서관이 이용 가능한 저널의 수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330,700건이었지만 비영리적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 INCD 서비스로 2012년
23,600건으로 급감. 그리고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라이선스 정책으로도 28,300건의
저널이 이용 불가능함.

3) 영국국립도서관과 국제STM출판사협회가 합의한 모델협약은 영국출판사협회(UK Publishers Association)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영국국립도서관이 개별 출판사와 체결하는 이용허락계약에 포함시킬 표준약관 규정.
4) INCD는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영리 또는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에서 최종 이용자에게
개별문헌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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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국립도서관은 2011년 59개국의 해외 도서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적으
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처(go-to library) 역할을 수행. 그러나 INCD 서비스
시행 후 해당 수치는 2014년 33개국으로 감소함.
o 영국국립도서관의 라이선스 정책에 기반한 자료 제공 서비스는 연구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표준의
필요성

o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연구수행을 증진하려면 정보 접근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함.
o 이를 위해 각국 도서관 및 자료보관소에 비치된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우선하는 규정을 회원국 저작권법에
마련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기준이 필요함.

※출처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2015/06/article_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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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WIPO, 사적복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사론 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네덜란드 사적복제 집중관리 단체(Stichting de Thuisk
opie)는 “사적복제에 관한 국제조사론 -2015 법과 실무(International Survey on Pri
vate Copying - Law and Practice 2015)”를 최근 발간. 이 조사론은 저작권의 주요
요소에 대한 글로벌적 관점과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저작권 관련 기반에
관한 내용을 제공. 또한, 사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전 세계의
사적복제 관련 법규 및 실무와 더불어 그에 대한 예외사항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번 조사론은 사적복제에 관한 2014년까지의 사적복제보상금 수익 데이터
와 2015년까지의 사적복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실무적 정보도 포함.

작성자 : 이경목5)

o 네덜란드 사적복제 보상금 집중관리단체(Dutch Collective Management Organi
사적복제 국제조사
배경

sation for private copying) Stichting de Thuiskopie는 1991년부터 인접국의
사적복제 보상금 관련 법규 및 실무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점차 유럽 전역
및 글로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함.
o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Stichting
de Thuiskopie의 세 번째 공조로 발간된 “사적복제에 관한 국제조사론
-2015 법과 실무(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 Law and
Practice 2015)”는 전 세계 사적복제 시스템의 법규 및 실무에 관한 주요 정보
및 보상금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담음.
o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 사적복제 보상금 징수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및 수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법제도 하에서 사적복제 보상금 예외사항들과
저작권자와 창작자를 위한 사적복제 보상금 징수 동향을 고찰하는 것임.

o 사적복제 보상에 관한 연구는 여러 집중관리 단체의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WIPO 연구

진행됨. 본 자료는 2014년까지의 사적복제 보상금의 수익 데이터(revenue

5)이경목_GIPC(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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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와 2015년 10월까지의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및 관세(levy systems
and tariffs)에 관한 정보임.
- 전 세계 34개국의 사적복제 보상금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처음으로 영국과 나이지리아 및 슬로베니아에 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영국: 유럽연합 법을 따르는 영국 법은 최소한의 불이익이 저작권자에게 미치지
않는 한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사적복제 보상이 이뤄져야 함. 하지만 음반 관련
기관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최소한의 불이익에 대한 사적복제 범위 제정이
번복됨.
2) 오스트리아: 디지털 장치의 사적복제 보상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사적복제에
실질적인 디지털 장치의 사용을 기반으로 함. 이는 사적복제 보상에 관한 저작권
관련 기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의해 정립됨.
3) 포르투갈: 새로운 사적복제법이 2015년 7월에 시행됨.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에
적용되는 장치가 증가됨.
4) 네덜란드: 새로운 법령으로서, 사적복제보상 30% 감소 안건이 공표됨. 전자책
단말기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제도도 시행.
5) 이탈리아: 문화 및 국가유산부 장관의 칙령으로 대부분의 사적복제 보상액이
조정되고, 그 최대액수는 고정됨.
6) 핀란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매년 국가 예산을 자금으로 한, 국가 주도 기금
운용식 제도로 대체됨. 매년 공정 보상금액은 1천1백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임.
7) 나이지리아: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음반, 영화 및 복사기술과 관련한 저작권자
모두에게 보상되는 형식으로 이행될 예정.
- 유럽지역을 제외한 국가별 보상 제도는 법적 보상체계가 존재하거나 새로이
생성될 예정이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모든 분야의 저작권이 아닌 일정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적 보상 제도가 시행중임. 아시아의 경우,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에서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음.

o 사적복제 보상금을 용이하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이
보상 제도의 현실적
이행

사용하는 녹화 장비 및 매체를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전문 거래업체에
장치 판매에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됨. 이 체계에 따른 관세 및 부담금
설정 방식(이하, 과세 설정 모델, 동 모델의 종류는 국가 주도 기금 운용 제도,
국가직접규제, 협상 등으로 나눠짐.)은 국가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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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매체 및 디지털 장치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과세 방식 또한 국가별로
상이함.
o 보상지급책임(payment liability)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확인됨:
수출품 과세의 환급에 적용되는 방식, 사적이용이 아닌 전문가 수준으로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보상금 징수 여부, 국가 간 거래에서의 지급 책임 당사자.
- 사적이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및 보상 제도는 특정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사적복제 행위들(private copying acts)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세된 품목을 면세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사적이용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전문 이용자에게 판매된 품목들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된 품목은 면세되거나 세금환급의 대상이 됨. 뮤추얼라이제이션
제도(Mutualization system)에 의해, 판매량에 할인고정세율로 부과됨. 하지만
법적 분쟁에 따라, 제도는 최근 판례에 따라 적용되어 시행되거나 수출품 과세
보상에 적용되는 방식과 같은 절차를 따르기도 함.
- 국가 간 거래에서의 보상지급책임은 사적복제제도가 정립된 경우에 이행됨.
그 예로 EU국가 간에서 발생한 사적복제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짐.
o 지급된 보상의 수집은 정부나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집중관리단체에 일임됨.
집중관리단체는 주로 다양한 저작권자들의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체
자체가 다양한 저작권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함.
o 수집된 보상의 분배는 개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일련의 과정을 거침.
- 분배 계획은 저작권자 관련 기구, 법, 칙령, 혹은 국가의 조정에 의해서 정해짐.
분배량은 저작권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서 정립되며, 몇 가지 경우는 정부의
승인에 따라 정해짐.

※출처
http://ifrro.org/content/new-international-survey-private-copying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37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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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텍스트 및 이미지 저작권 사용
보상에 대한 국제조사 발간’
WIPO와 IFRRO의 공조로 두 번째로 발간되는 「텍스트 및 이미지의 저작권 보상에
관한 국제조사(International Survey of Text and Image Copyright Levies)」는 저작권
법상 복제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따른 텍스트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여 향후 TI 보상금의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정책적 제도
마련에 일조하고자 함.

작성자 : 이경목

o 2016년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과 국제복제권기구연맹 (IFRRO)의
Text 와 Image
저작권 보상금 조사
목적

공조로 두 번째로 발간되는 「텍스트 및 이미지의 저작권 보상에 관한 국제조사
(International Survey of Text and Image Copyright Levies)」는 저작권
법상 복제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따른 텍스트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
(Text and Image Copyright Levies, “TI 보상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
발표함.
- TI 보상금 조사 보고서는 TI 보상금의 적용 범위, TI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국가별 TI 보상제도(2015년 현재 전 세계 30개국) 이행 여부와 개선사항,
그리고 공중을 대상으로 TI 보상을 알리는 정책들을 분석함.
o TI 보상금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뿐만 아니라 회사 및 교육기관의 내부이용을
위한 복제도 포함. 보상금은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또는 매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내는 부과금(equipment levy)로 구성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치부과금은 복사업체 또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대규모
복제장치 운영자 또는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내는 ‘사업비(operator fee)’로
충당
- 부과금이 부과되는 장치는 주로 텍스트 또는 이미지 저작물을 복제하는 장치
또는 매체로 복사기, 복합기, 스캐너, 프린터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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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I 보상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며,
보고서 주요 결과

현재 17개국에서 채택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사적복제보상금 관련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힘.
o TI 보상금 액수도 전 세계적으로 2012년보다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전 세계 TI 보상금 액수는 1억 7천 9백만 유로에 달하며, 이 중 장치부과금
1억 6천 2백만 유로(90.5%)이고 사업비는 천 7백만 유로(9.5%)로 집계됨.
o TI 보상금 액수도 전 세계적으로 2012년보다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전 세계 TI 보상금 액수는 179 백만 유로에 달하며, 이 중 장치부과금
162 백만 유로(90.5%)이고 사업비 1천 7백만 유로(9.5%)로 집계됨.
- 이는 스캐너와 같은 장치 보상금의 추가징수(back payments)에 따른 것임.
o 저작권 보상 제도는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 사용 수단의 다양화(디지털 장비
및 매체)에 상응하여 달라짐. 또한, 이에 장비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운영자에
대한 징수 및 관세를 설정하여 TI 보상이 이뤄짐.
- 장비별 텍스트 및 이미지 저작권료 징수 및 관세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는 정액으로서 자발적 라이선싱의 형태를 보임.
o 저작권법상 예외 또는 제한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 보상 제도의 적법성이
유럽사법재판소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법적 기반이 필요함.
o 2014년 보고서와 달라진 점
- 유럽사법재판소의 Reprobel v. HP 'Reprobel' 판결
: 단일 복사기 판매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하는 종전 방식에서 저작자가 입은
손해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건으로 유럽연합 지침의 공정
보상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복사 및 복제 매체에 따른 구분) 및 이 범위에
따른 보상의 수준(전체 보상, 부분 보상, 결합적 보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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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및 이미지 저작권 보상에 관한 새로운 이슈 선정
1) 불법복제(Illegal Copies)
: 국가법의 예외조항으로서 저작권 보상제도 하의 공정한 보상이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
2) 불법경로를 통한 복제(Copies from an Illegal Source)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경우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의 산정
3) 복제권단체(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 RRO) 분배 계획
: 보상금 분배를 위한 3가지 방안 제안(Title-specific basis, Non-title
specific basis, general purpose).
-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 TI 보상 제도 도입
: 장치이용에 따른 복제 및 기관의 자료 복제에 대한 저작권 보상 설정
- TI 보상에 관한 오스트리아 법안에 대한 부록
: 관세 징수 기준, 상환액 그리고 총 수금액 한도 언급.

o TI 복제에 대한 보상은 저작권 사용자나 해당 산업에 재정적 그리고 관리적
의의

부담 없이 저비용, 고효율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또한, TI 복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갖춰 효율적
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의 협의를 통한
TI 저작권 보상 제도의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데 의의를 둠.

※출처
http://ifrro.org/sites/default/files/levies_2015_onl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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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amas

바하마제도, 저작권 보호의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법안 입안
美 무역대표부는 캐리비안 해역 경제 회복법(CBERA)에 대한 2015년 연말 보고서에서
바하마정부가 제안한 8개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들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함.
바하마 정부는 WTO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저작권법을 포함한 8개의 강력한 지식
재산권 법안들을 입안하는 등 지식재산권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작성자 : 유현우6)

o 바하마 정부는 WTO에 가입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포함한 8개의 강력한 지식
바하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배경 및 내용

재산권 법안들을 입안하는 등 지식재산권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혁은 유럽연합(EU)과의 경제 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따른 의무이기도 함.
o 2015년 9월에 상표법안, 특허법안, 저작권 개정 법안, 지리적 표시 법안,
반도체집적회로법안과 불공정거래 내용에 관한 법안 등 총 여섯 개의 지식
재산권 관련 법안들이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었음.
- 바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안 법안들은 경찰에게 위조 상표 및 특허와 관련된
상품을 수색하고 몰수할 수 있는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o 과거 바하마 정부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제도는 ‘Cable Bahamas’의 특정
방송 신호의 사용과 보상 그리고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와 관련하여
거센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왔음.
- 해당 사안은 현재 해결되었지만 美 무역 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캐리비안 해역 경제 회복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7)에 대한 2015년 연말 보고서(이하

6)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7)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 해 연안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대외 지원의 금지, 수출입 및 은행의 거래금지,
개도국 지위 인정에 따른 혜택의 금지,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반대 등의 경제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1983년 7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19 U.S.C. 27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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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RA 보고서’)에서 여전히 바하마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저작권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고 밝힘.
- 동 보고서는 미국 무역 산업 단체가 바하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 무단으로 음악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함.

o USTR은 ‘CBERA 보고서’에서 바하마 정부가 제안한 8개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들이
eight-strong
package of
intellectual property
Bill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8)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고 평가함.
- 바하마 정부는 8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개별 입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안에는
국가적인 지식재산권 기구의 설립과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조직의 재편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o 미국 의회에도 제출된 ‘CBERA 보고서’에서는 법규를 기반으로 한 무역 체제로
진입한 바하마가 발명자와 기업가 그리고 독특한 제품 개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였다고 평가함.

o 바하마 정부의 법안은 TRIP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IP 강화로 인한 효과

것으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TRIPs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반드시 바하마 정부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
o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도 바하마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바하마 정부의 법안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go
the extra mile)’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출처
http://www.tribune242.com/news/2016/feb/15/us-bahamas-goes-further-wto-copyrig
ht-protection/

8) 저작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최소한의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한 협정으로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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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센터,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결과 발표
이경목 ∣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란?

세계지식재산센터 인턴 연구원

및 이익창출과의 연관성에 관련해서도 언급한다.
이는 제4판에 새로이 추가된 지식재산권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5가지 부분(①금융 접근성 ②

미국 상공회의소의 산하기관인 Global Intellectual

양질의 인적 자본 ③진보적 활동성 ④기술 접근성

Property Center(이하, GIPC)에서 총 6개 평가

⑤창의적 콘텐츠로의 접근성 증대 및 간소화)으로

범주(①특허, 관련 권리 및 제한 ②저작권, 관련

확대되어 제시되었다.

권리 및 제한 ③상표, 관련 권리 및 제한 ④영업비밀
및 시장 접근성 ⑤집행 ⑥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내 30가지 세부평가지표를 적용, 국가별 지식재산

대한민국, 38개국 중 지식재산 분야 10위!

환경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전체 30점 만점의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이하,
IP지수) 제4판을 발표했다.

이번 IP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위스,
호주, 일본에 이어 30점 만점에 23.32점을 기록
하여 총 38개국 중 10번째로 우수한 지식재산

이번 IP지수는 제3판보다 8개국(알제리, 브루나

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10

이, 에콰도르,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위이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베네수엘라)이 추가된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점수1)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

또한 지식재산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재산 환경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우수한

분석한 제3판과 달리, 이번 제4판에서는 더 나아가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활용법을
통해 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1) Regional Mean and Median Score, 4th Index Edition,
p.33,

IP:

Intellectual

Infinite

Commerc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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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ies

Property

Center,

(4th
U.S.

edition),

Global

Chamber

of

하지만 지식재산 분야의 범주별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항목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내 저작권 분야는
38개국 중 8위!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특허법 조약과 싱가
포르 조약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8위(4.74점)로 지

우리나라는 지난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서명

난 2015년 제3판(4위, 4.99점)보다 좋지 않은 평

식이 거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가를 받았다. 저작권 분야의 평가 기준은 1)저작권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보호기간, 2)저작권 침해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이하 TPP)에 관심을 표명해왔었으나 결국 불참하

부여하는 법적 조치, 3)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

였다. 상대적으로 늦게 TPP에 가입한 호주(2008

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증진하는 제도의 이용 가

년 11월), 일본(2013년 5월)2) 등의 국가보다 낮은

능성, 4)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 5)디지털

점수를 부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인이 IP

저작권 관리 규정, 6)정부의 ICT 체제에 정품

지수 평가에 상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이행이다.

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분야의 저작권법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사용에 있어 내부적 모니터
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내부적 검사를 통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외부에 표명하는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부서별 사용 여부를 검사
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미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분야 저작권법 체계에 대해선 높은 평가

량(22억 6천100만 개, 전년 대비 6.1% 감소3))

(http://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
2)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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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저작권

연계성에 대한 언급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침해와 관련해서 침해 사례를 공시하는 것뿐만

경제는 그만큼 투자매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라, 2009년에 도입한 저작권 삼진아웃제4)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재고가

에서 더 나아가, 영국의 창의적 콘텐츠 이니셔티브

필요하다. 물론, 현재까지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라

(Creative Content UK Initiative)5)처럼 저작권,

는 명목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왔지만, 객관적

특히 불법복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Get It Right

으로 표준화된 가치평가모형을 만드는 데는 많은

from a Genuine Site 등으로 저작권법의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증대되는 지식재

서 법에 대한 실천적 행동이 수반될 시, 부패

산과 금융과의 연관성은 객관적 지식재산 가치평

없는 저작권 시장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가가 필요시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저작권

다.

에서도 콘텐츠 가치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실용
적이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모형에 대

또한, 이번 제4판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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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가적 연구 및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 지표
세부지표명

평가 방법
▪ 미국에서 규정하는 최소 보호기간인 95년을 기준으로 평가
▪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최소 보호기간을 평가

저작권 보호기간

▪ 각기 다른 유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소 보호기간이 다른 경우,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95로 나눔

저작권 침해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

▪ 대상 국가의 (1)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과 절차 규정 여부,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온라인 침해 방지, 근절, 구제를 위한 법의 적용 여부를 평가
▪ 저작권 침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촉진 제도의 이용가능성

저작권 제한 및 예외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정부의 ICT체제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이행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의 존재 여부
▪ 전반적인 체제가 ISP에 대한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온라인 불법 복제를
해결하기 위해 ISP와 권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하는지를 평가
▪ 제한 및 예외 규정과 적용이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
▪ 동 지표의 점수는 법제와 법원에서의 적용으로 나누어 평가
▪ (1) 디지털저작권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또는 2차적 법제의 통과 여부
(2) 해당 법제의 적용 여부를 평가
▪ (1)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및 지침의 수립 여부,
(2) 이러한 정책 및 지침의 이행 여부를 평가

<표>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국제지식재산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저작권분야 위상과 그 시사점>, 《C STORY》 56호
* 원자료: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U.S. Chamber of
Commerce (2016), IP: Infinite ossibilities (4th edition)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저작권보호센터,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을 침해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을 정지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에게 3회의 경고를 보
내고, 그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까
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음.

5) http://www.thedrum.com/news/2015/07/15/creative
-content-uk-appoints-weber-shandwick-deliver-education
-campaign
http://torrentfreak.com/uk-anti-piracy-education
-campaign-launched-quietly-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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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 보상금에 관한 WIPO 국제조사
ZOOM-IN
손승우 ∣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네덜란드 사적복제

조사방법과 범위

집중관리단체(Stichting de Thuiskopie)는 지난
1월 사적복제 보상금(private copying compensation)

이번 조사는 사적복제 보상금의 징수를 담당

에 관한 글로벌 현황을 집중분석한 “2015년 사적

하는 각국 집중관리단체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방

복제에 관한 국제조사 보고서(International Survey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법제도와 실무

on Private Copying - Law and Practice 2015)”

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

를 공동 발간하였다. Stichting de Thuiskopie는

서는 2015년 10월까지 각국의 보상금 시스템 및

1991년부터 주변국을 중심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법제도 현황과 2014년까지의 보상금 수입 현황을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그 대상을 점차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확대하여 이번 24번째 보고서에서는 슬로베니아,

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확인

영국, 나이지리아 등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을 대

절차를 거쳤다.

상으로 조사하였다. 2015년도 보고서는 각국의
저작자, 공연예술가, 제작자, 출판자, 이용자, 제조

이번 보고서 조사 대상국의 특징은 총 조사대

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최근의 보상

상 32개국 중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잘 갖추어

금 실무와 법제도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진 EU 회원국(28개 중 22개)2)을 중심으로 조사

있다. 이하에서 본 보고서의 조사 방법과 범위, 대

하였다. 그리고 영국, 나이지리아, 슬로베니아가

상 국가의 보상금제도 운용실태, 징수와 분배, 보

처음으로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상금 수입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1)

는 일본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보
고서는 아시아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곤

1)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 opying - Law and Practice

2) EU 회원국 중 키프로스(Cyprus), 아일랜드(Ireland),

2015<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만이 사적

o_pub_1037_2016.pdf>

복제 예외가 존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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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관련 법제도 동향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사적복제
보상금을 두고 있으나 EU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본 보고서는 복제권의 제한에 대한 국제적 기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사적복제 집중

준으로서 베른조약(Berne Convention)의 3단계

관리단체(Canadian Private Copying Collective)

테스트(three-step test)를 제시하고,3) 각국의

는 오디오 사업자(audio carriers)에 대해서만

사적복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사

권법은 제30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

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파라과이, 에콰

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

도르, 페루 중 페루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

한편, 다수 국가들이 사적복제에 관한 예외를

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수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예, 벨로루시, 불가

하고 있다.

리아),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경우(예, 슬로베니
아)도 조사되었다. 한편 EC는 디지털 환경에 있

한편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의 법제도 변화를

어서 저작권 개혁(copyright reform)을 주요한

설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5.10.1.부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부 국가

터 PC,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는 사적복제 보상의 방법으로 기존의 징수시스템

새로운 보상금 대상으로 편입시켰으며, 이용자

을 포기하고 국가기금에 의한 보상금제도로 전환

단체를 자문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포르투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갈도 2015.6.5. 보상금 부과 대상 매체를 확대하
는 법(The new Portuguese Law on Private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모

Copy (Law No. 49/2015))을 발표한 바 있다.

습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복제기기

영국은 2014년 10월에 사적복제 예외를 도입하

수입업자나 제조자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국가

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적인 복제를

재원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용자가 직∙간

허용하였다. 그러나 보상금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접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제품에 징수되는 보

두지 않았는데, 이는 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

상금은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거나 확

한 EU 법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

국가마다 보상금의 수준, 대상 제품, 시장 참여자
의 책임, 보상금 징수 방법,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한 법적 장치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협약
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
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
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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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핀란드의 경우 보상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

부과하는 반면 분리하여 각각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시켰다. 즉 2014.12.19.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여 기존에 기기에 부과하던 보상금 제도를 국가

국가마다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매

재원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이다. 핀

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란드는 2016년 공정 보상(fair compensation)
예산으로 1천1백만 유로를 배정하였다.

한편, 보상금을 정하는 모델은 크게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모델
(state-funded system), 의회가 보상금 기준을

보상금제도의 운용 실태

정하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 모델, 권리자와 수입
자/제조자가 협상에 의해 보상금 기준을 정하는

이용자 개인에게 보상금을 직접 부과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므로 가장 보편

협상 모델, 마지막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한 모델
등이 있다.

적인 방법으로 복제/녹음기기 또는 매체의 수입
자, 제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문 무역인에게

[표 1] 보상금 설정 모델의 유형

보상금을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보상금은 관련

모델

제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된다. 유럽의회의 경우

국가재원시스템
(no tariffs)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국가의 직접적
개입

체코, 덴마크, 그리스, 이태리,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
바크,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

산업과
집중관리단체의
협상

오스트리아,
일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판매 가격에 보상금을 표
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공매체(blank media)에 한해서 보상금
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녹음기기(recording equipment)와 매체
(media) 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매체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일
부 국가는 오디오-비주얼 녹음기, 셋톱박스, TV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법률/정부의 개입

국가

크로아티아,

독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세트와 같이 하드디스크를 내장하고 있는 기기를
공매체(blank media)로 취급하게 되었다. 또한
태블릿, 모바일 폰,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다기
능 장치들에 대해서도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카드가
녹음(화) 장치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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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상금은 판매액의 일정 비율 또
는 고정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과 동유럽 국가들은 비율 보상금(percentage
tariffs)을,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은 고정 보상금
(fixed tariffs)을 부과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표 2] 국가별 비율보상금 부과 현황
국가
체코

[표 4] 장치(매체)별 고정보상금 현황 2
2015

PC
(500GB)

Set top
box
(500GB)

Smart
phon
(16GB)

Tablet
(16GB)

12.00

20.00

18.00

12.00

10.75

2.50

2.50

5.22

1.31

1.31

45.00

8.00

8.40

34.00

36.00

15.19

19.00

10.13

10.13

공매체와 장치에 대한 보상금 비율
고정액(공매체), 0.75%(장치)

에스토니아

8%(공매체), 3%(장치)

오스트리아

그리스

6%(모든 제품 및 장치)

벨기에

3%(공매체), 2%(오디오장치)

캐나다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크로아티아

4%(플래시)/6%(공매체), 고정액(장치)

0.78

덴마크

6%(공매체), 고정액(장치)

프랑스

0.05%-3%

독일

3%(공매체), 0.5%(장치)

13.19

헝가리

제품가격의 1%

이탈리아

5.20

14.81

4.00

4.00

슬로바크

6%(공매체), 3%(장치)

네덜란드

3.50

3.50

3.50

3.50

미국

3%(공매체), 2%(장치)

포르투갈

2.00

8.00

1.92

1.92

스웨덴

8.56

34.24

스위스

[표 3] 장치(매체)별 고정보상금 현황 1

평균

CD
(700MB)

DVD
(4.7GB)

External
HDD
(1TB)

MP3
Player
(8TB)

오스트리아

0.24

0.36

15.00

6.00

벨기에

0.12

0.40

6.75

2.50

캐나다

0.21

크로아티아

0.01

0.02

0.39

1.83

덴마크

0.31

0.50

프랑스

0.35

0.90

20.00

12.00

독일

0.06

0.27

17.00

5.00

헝가리

0.14

0.24

6.68

13.20

이탈리아

0.10

0.20

10.00

6.44

네덜란드

0.02

0.02

0.70

1.40

포르투갈

0.05

0.10

4.00

1.60

스웨덴

0.06

0.28

8.56

3.00

스위스

0.10

0.30

평균

0.14

0.30

4.46
8.91

5.22

37.20

1.23

2.30

21.07

8.66

5.72

보상금 수입 현황
본 보고서는 2007년~2014년 사이 국가별 보
상금 수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적복제 보상
금의 전체적인 수입은 2007년 598백만 유로에
서 2014년 804백만 유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2009, 2013, 2014년에 급증한 반면
2011년에는 오히려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국가는 독일(281백만 유로)이다. 네
덜란드는 2013년에 현대적 녹음장치에 대해 보
상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보상금
수익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스페
인은 2012년 국가 재정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87

ZOOM-IN

2015

6.4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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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사적복제 보상금 수입 현황
기준 :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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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 보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보고서

WIPO와 Stichting de Thuiskopie가 공동으로

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각국

조사한 2015년 국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보고

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를 한눈에 보

서를 통해서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및 관련 산업

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은 저작물 사용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를 수용

의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적복

평가된다.

제 보상금의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
지털 매체를 포섭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보상금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핀란드(노르웨이, 스페인 포함)는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최근 유럽의 저작권 개혁 움직임과 함께 사적복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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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ZOOM-IN
윤상윤 ∣

교수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

에서는 인터넷 디지털콘텐츠 제공서비스를 하는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

자는 반드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허가는 5년 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하여 5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공포한 인터넷

년마다 허가증(网络出版服务许可证)을 재발급

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받아야 한다. 또한 이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이므

이하 신규정)이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

로 행정청은 설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부합하지

어갔다. 신규정에서 정의하는 인터넷출판물이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지

정보네트워크(인터넷)으로 공중을 상대로 제공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비스

하는 편집·제작·가공 등 출판(publishing)을 특징

제공사업자는 최소 8명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

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를 가리킨다. 문학, 예술,

며 법정대표자와 주요책임자는 중국인이어야 하

과학 등 영역 내에서 지식성·사상성이 있는 문자,

며 일정 정도의 전문자격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시청각자료 등의

점이다. 중국 국내사업자 중에서도 온라인콘텐츠

창작디지털콘텐츠1),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정

를 제공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살아남기가 어

기간행물, 음향영상제품(음반 등), 전자출판물

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CD, DVD 등)을 데이터화한 콘텐츠 등이 대표

신규정은 외국인사업자에게 더 큰 규제를 가

적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 해당된다. 인터넷출

하고 있다. 신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판물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디지털자료

전액 투자한 외국인사업자(외국인독자기업) 뿐

도 포함된다.

만 아니라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 또는 합자하여

이러한 인터넷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

설립한 기업도 모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제공서

스제공자를 규제하는 규정이 개정되었다. 신규정

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중국 국내기업이라
고 하더라도 각종 설비 및 서버는 모두 중국 ‘본

1) 여기에는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영화·
방송 디지털콘텐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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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내에 있어야 한다. 왜 설비 및 서버를 중국 본
토내로 한정하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인터넷 디지털콘텐츠의 검열 용이성을 염두에 두

만, 이제는 새로운 법적 규제에 직면하여 이를 극

고 있을 것이다.

복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킨들 서비

중국 네티즌들도 지금 논란이 한참이다. 영리

스와 같은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블로그형 인터넷콘텐

아마존차이나는 최근에야 중국에서 흑자경영

츠 제공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중국 국내기

으로 돌아섰으며 작년 말부터는 매월 12위안에

업 중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4만 여권의 e-book을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가? 더 이상 애플의 앱스토어

록 하는 킨들 무제한 서비스(Kindle Unlimited

또는 스팀(게임콘텐츠를 온라인 유통하는 대표

service)를 출시하여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

적인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략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중국에 이미 진출한

였다.

아마존차이나는 허가를 받지 못해 e-book 서비

아마존차이나는 이러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스가 중지되고 kindle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선택지는 관련

가?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해석의 여지, 적용의 강도에 따라 결론은 다를

방법이다.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적다. 두 번째 방

수 있지만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한다는 전제에

법은 인터넷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지 않는 방법

서는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이다. 아마존차이나는 도서, 생활용품, 휴대폰 등
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집중하고 e-book
과 같은 인터넷 디지털콘텐츠 판매·대여사업을

중국 아마존은 어떻게 되나?

접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커지고 있는 중국의
e-book 시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기

아마존은 유형적 물품으로서 도서를 판매·결

어려운 해결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보다 근본

제·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하지

적인 방법으로 아마존차이나의 지배구조를 변경

만 신규정에 말하는 이미 출판된 서적을 디지털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

콘텐츠화 한 e-book,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배구조를 VIE(Variable

자이다. 그런데 아마존차이나는 외국인투자기업

Interest Entities, 계약통제방식) 구조로 변경하

(중외합자경영기업)이고 서버를 중국 본토 내에

는 것이다. 여기서 VIE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두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규정에

것은 어렵겠지만 Sina와 아리바바가 미국에서

의하면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운 좋게도 아마존

상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다. 일단은 형식

차이나는 중국에서 개정 전 규정에 의해 인터넷

적으로 아마존차이나를 국내기업으로 바꾸고 순

서비스공급자 허가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지

수 국내기업인 아마존차이나를 외국에 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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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SPV)과 계약을 통해 아마존차이

시장진입·유통·상영규제를 해왔다. 인터넷 디지

나의 이익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털콘텐츠 역시 외국인투자목록의 2015년 개정

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아마존본사의 해외

으로 그간 불명확했던 온라인콘텐츠제공서비스

자회사 형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

업종을 명확하게 외국인투자금지 업종으로 지정

제는 중국 본토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하였다. 실제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위해서 VIE 구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국 정부

음악 또는 영상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 소프

가 묵인하여 왔으나 반대로 중국에 투자하기 위

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게임콘텐츠 서비스 등

해 VIE 구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합법성에 논

을 중국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

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중국에서는 중

다. 법률적·사실상의 진입규제의 영향이 컸다. 따

국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VIE 구조가 회사법과

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기업이

증권법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아니라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 단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위험은 여전

순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를 중국 국내기업에 판

히 존재한다. 또한 설비 및 서버를 중국 본토로

매하는 경우라면 사전검열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과 검열에 응해야 한다는

제외하고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점은 또 다른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향후 아마존차이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앱마켓이다. 특히 앱마

려는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켓에서 게임콘텐츠를 유통(발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어떠한가? 중국의 삼성앱마켓(三星应用商店)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더 이상 게임, 향후 성장
이 기대되는 VR콘텐츠 같은 온라인콘텐츠를 유

한국기업에 영향은 없는가?

통할 수 없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신규정은 애플
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결론은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현재’에 직접
적 영향은 크지 않다. 중국에서 인터넷 디지털콘

있다.2) 하지만 먼저 앱마켓에서의 온라인콘텐츠
유통이 신규정에 말하는 출판물 제공서비스에 해

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한국기업은 많지 않다. 신
규정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외자기업에게 시장
개방 업종을 정하는 강력한 지침으로서, 정기적
으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자 산업지도목록"(이
하 외국인투자목록)에서는 전통적인 콘텐츠로서

2) 애플은 2015년 10월부터 뉴스앱 서비스를 중국
계정의 사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규
정이 2015년 8월 20일에 통과되고 2016년 2월
4일에 공포되었지만, 초안은 2012년 12월 18일
에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규정의 시행을 우

도서, 음반의 제작 및 출판은 외자기업에 장기간

려하여 선제적으로 애플이 그러한 조치를 하였
다고 사후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금지되어 왔고 방송·영화콘텐츠도 매우 강력한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12/story
_n_8278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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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삼성 또는 애플은 온라
인콘텐츠(출판물)를 유통하는 기업이지 출판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
를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 영향이 없다고

신규정의 규제대상은 mode 1, mode 3에 해

본다. 다른 견해로는 신규정에서 말하는 출판물

당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스

에 게임, VR 콘텐츠 등이 포함되는 것은 의심의

팀’이라는 온라인게임콘텐츠제공 사이트가 중국

여지가 없고 디지털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공에

에서 차단된다면 국경 간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출판서비스에 해당되므

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외국의 서비스

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허가를 받을

기업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

수 없고 외국인투자자로서 삼성과 애플은 모두

에 자회사나 지점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앱마켓에서 출판물, 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를

것은 상업적 주재에 해당된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에

여기에서 신규정의 WTO의 서비스무역협정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 후자의 견해

(GATS) 위반 여부를 조목조목 살펴보기는 어려

와 동일한 유권해석이 있고 그에 따른 규제가 이

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루어진다면 앱마켓에서 출판물을 제공하는 서비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스는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선

사례(China-Publications 사례)에서 온라인콘텐

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츠 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단
이 있어, 이 사례의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
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신규정은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이 사례에서 WTO 패널은 온라인콘텐츠의 외
국인투자자의 투자금지 조항이 GATS 위반 여부
를 검토하였다. 외국인투자목록에서는 외국인투

신규정이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중
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WTO 서비스무역협정은 온라인콘
텐츠 제공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타결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있어왔다. 온라인콘텐츠
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통상과제임에 틀림없다.
GATS에서는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등의 인터넷문화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산재
되어 있는 다른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GATS 제VI조(국내규제)에서는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
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
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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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비스는 WTO 협정 중 서비스무역협정에

자자의 뉴스웹사이트,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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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GATS 제XVII조

이러한 WTO 상소기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에서는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결

중국은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는 목록으로서

론적으로 중국의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

“인터넷문화경영”에서 ‘음악’을 제외시키도록 외

网文化管理暂行规定, 2003), 인터넷음악 발전과

국인투자목록을 수정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07

관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文化部关于网络音乐发

년판 외국인투자목록 제X:7조(현 제XI:8조)에서

展和管理的若干意见, 2006), 문화영역의 외자진

는 없었던 “인터넷출판서비스”를 2015년판 외

입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

국인투자목록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출판

若干意见, 2005)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음반

서비스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지업종으로 지

(sound recording)의 전자적 유통시장에 진입하

정하는 규정이 GATS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GATS 제XVII

WTO에 제소하여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을 받

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 전까지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중국의

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WTO 가입의정서에 인터넷출판서비스가 양허되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07년판)의 제X:7조

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정적

(뉴스인터넷사이트, 인터넷 오디오비디오프로그

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 정부도

램 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소, 인터넷문화

신규정을 개정할 때 상술한 China-Publications

경영 업종에서의 외국인투자금지 규정)는 GATS

사례를 참고삼아 GATS 위반여부를 검토하였을

제XVII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GATS 위반이 아니라는 결

WTO 상소기구에서는 주로 음반유통서비스

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업종의 외국인투자자 투자금지규정을 판단하였

그렇다면 한중 FTA 협정 위반은 아닐까? 한

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는 음반유통서

중 FTA의 투자챕터(제12장)는 설립 전 투자

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

(pre-establishment), 즉 설립·인수·확장은 적용

영역(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의 GATS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합치조치(NCM)규정도 있

의 적용을 양허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음반유

어 시장진입은 여전히 국내법에 적용을 받게 되

통서비스”에 물리적 음반이 아닌 전자음원의 유

므로 한중 FTA 투자챕터의 내국민대우규정 위

통서비스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면 GATS의 내

반을 문제 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 또한

국민대우 규정을 위반하였는가이다. 상소기구도

한중 FTA 협정 제8장 서비스무역의 부속서에서

패널과 마찬가지로 음반유통서비스에는 전자음

도 인터넷출판서비스는 중국 측 양허 안에 포함

원의 유통서비스도 음반유통서비스에 포함되며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전자음원 유통서비스 업
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국내규제는 GATS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도 설립을 내국
민대우 대상에서 예외없이 제외하여 왔다. 중국
의 기존의 시장진입규제 정책은 FTA 협정에서
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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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에는

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의 인터넷출판물의 저작

긍정적인가?

권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국 내의 다수의 인터넷사이트가 우리의 방
송, 영화,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왔다
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신규
정 제32조에서는 인터넷출판물사업자는 인터넷

러나 이 규정은 우리기업의 인터넷게임이 중국에
서 유통되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게임의 수출에 추가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에서 외국(경외)출판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
작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외국저작권자의 인터넷게임을 출판(유통)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
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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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문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통신원
미국담당자
권세진 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최희식 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일본담당자
권용수 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중국담당자
김군군 베이징화감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이군화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임지연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유럽담당자
유현우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이경목 세계지식재산센터 인턴연구원

● 편집위원
신재호 부장 저작권보호센터 침해대응2부
김석훈 팀장 저작권보호센터 침해대응2부 조사홍보팀
계태화 대리 저작권보호센터 침해대응2부 조사홍보팀
권태석 대리 저작권보호센터 침해대응2부 조사홍보팀
유재선 사원 저작권보호센터 침해대응2부 조사홍보팀
이대홍 사원 저작권보호센터 침해대응2부 조사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