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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청의 독립기관 추진 법안 발의
2015년 6월 4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저작권청을
독립기관화 하는 법안이 발의됨. 동 법안은 현재 의회도서관 소속기관인 저작권청을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설립하여 저작권 제도의 개혁과 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작성자 : 권세진1)

o 2015년 6월 4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디지털
배경

경제를 위한 저작권청 법안(Copyright Office for the Digital Economy ACT,
CODE Act)’이 발의됨.
o 美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주디 추(Judy Chu) 의원과 톰 마리노(Tom Marino)
의원이 공동 발의한 CODE Act는 저작권청의 기능을 현대화하고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주디 추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저작권청은 구시대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저작권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자, 이용자 및 자국민을 위한 저작권청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톰 마리노 의원은 세계적 모범이 되는 저작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미국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을 독립기관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법안의 내용

o 동 법안은 저작권청의 독립기관 설립과 현대적인 저작권 제도의 마련, 저작
권청장과 부청장의 연봉 수준 및 행정기능의 이관과 납본제도에 대한 향후
연구 수행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 저작권청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 10년을 임기로 하는 저작권청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현재 의회도서관에 소속된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 및 법적

1)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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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저작권청으로 이관하고 저작권청이 행정부의 검토 없이 입법기구와 직접
모든 의사소통을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mination copies)’로 변경하고 저작권청장은 제출되는 심사 복사본의 유형, 품질,
내용에 관한 규정과 심사 복사본의 보유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 저작권청장과 부청장의 연봉을 현재 수준으로 설정함.
- 행정기능의 이관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의회도서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능의 이관을 위한 상황 보고 및 현대화를 위한 추가 개정
권고를 필요로 함.
- 납본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해당 연구는 납본제도의 연혁,
의회도서관의 선호, 저작권자의 우려사항, 법적 장치 및 행정적 조건에 관한 검토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함.

o 현재 의회도서관에 소속된 저작권청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게 되면 저작권
시사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향후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임.
o 한편, CDOE와 관련하여 美 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는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과 창작의 중요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수단과 권한을 저작권청이 보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시발점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반면, 美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저작권청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낙후된 저작권청의 정보
기술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 적합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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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digital/copyright/article/67092-plan-for-i
ndependent-copyright-office-meets-resistance.html
http://chu.house.gov/sites/chu.house.gov/files/documents/CODE%20Act%20Section%
20by%20Section.pdf
http://www.adweek.com/galleycat/ala-aap-respond-to-copyright-office-for-the-digital
-economy-act/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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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1일 작성된 TPP 초안이 유출됨에 따라 일부 지식재산권 협상 내용이
공개됨. DRM 무력화 관련 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협상내용은 이전에 유출된 내용과
큰 변화가 없으나 저작권침해 발생시 ISP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제도 및 면책규정 등의 도입을 모색함.

작성자 : 권세진

o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범위를
DMCA법에 따른
ISP의 책임 범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제정하고 OSP의
면책요건을 일반적인 면책요건과 서비스 유형별 면책요건으로 구분함.
- 일반적인 면책요건으로는 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서비스 종결 정책(Termination
Policy)의 채택, 도입 및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②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계의 표준 기술적 보호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의 수용 및 방해금지임.
- 서비스 유형별 면책요건으로 4가지를 규정하였는데 ① 다른 사람이 송신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지나지 않는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즉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② 다른 자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후속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캐싱하는 경우, 즉 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③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 저장(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④ OSP가 정보검색도구(Infor
mation Location Tools)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도와주는
경우임.
o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규정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통지를 받은 OSP가 해당 정보의 저작권 침해여부의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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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할 필요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면 그 정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이 경우 침해통지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통지를 받은 이용자로부터의 반론을
받아 삭제당한 콘텐츠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통지절차도 마련해야 함.

o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2)의 저작권, 상표
TPP협상에서 다룬
‘지식재산’ 내용

및 특허에 관한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내용은 비밀로 유지된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논의 사항이 유출됨.
- 2013년에 유출된 지식재산 논의 사항은 인터넷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및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권 침해 및 ISP 책임의 처벌 강화,
상습적 침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었음.
- 2014년에 유출된 지식재산 논의사항은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50년, 70년,
100년 중 선택),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美 DMCA의
규정과 유사한 ISP 책임,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 적발을 위한 ISP의
감시행위 등에 관한 것이었음.
o 최근 유출된 TPP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DRM 무력화 기술 및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된 논의내용은 그대로 유지함.
- ISP의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美 DMCA 규정과 유사한 면책요건(safe harbor)으로
ISP와 같은 인터넷 회사와 구글 및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들이 제3자의
삭제요청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면책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국내 저작권법상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 도입을 제외하는 대신
▶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ISP에 대한 간접책임을 인정 ▶ 원본이 삭제된
후 검색엔진은 자신들의 서버의 캐시에서 링크를 삭제해야만 함.
- ▶ 허위 삭제통지와 허위 복구통지에 대한 처벌 ▶ 통지 및 삭제 절차에 따라
삭제 조치된 콘텐츠에 대한 타당한 답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콘텐츠의
복원 ▶ ISP는 면책을 받기 위하여 업로드를 모니터할 필요성이 없음 ▶ IPS가
면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연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법원에서
책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2)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일본·멕시코·캐나다·호주·말레이시아·칠레·싱가포르·페루·베트남·뉴질랜드·
브루나이가 참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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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RIPS 협정 이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의 기준은 강화되어 왔으며
시사점

이번 TPP 협상의 타결은 국제적으로 가장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체의 형성과
것으로 보임.
o TPP 협상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은 향후 TPP 최종 협상 결과와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TPP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
-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협상이 타결된 후 각국이 이를 발효
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부상하게 되어 TPP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임.

※출처
https://torrentfreak.com/tpp-u-s-may-accept-partners-own-isp-liability-frameworks-150707/
http://www.theregister.co.uk/2015/07/07/tpp_partners_plot_milder_copyright_takedown_rules/
https://www.eff.org/deeplinks/2015/07/new-leaked-tpp-chapter-reveals-countries-convergi
ng-anti-user-copyright
http://www.politico.com/agenda/story/2015/06/tpp-deal-leaked-pharma-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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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강제허락제도 인정
2015년 7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조지 우(George Wu) 판사는 연방저
작권법은 전형적인 케이블 TV 서비스제공자와 필름온과 같은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필름온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강제허락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이번 판결은 2014년 연방대법원이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에어리오(Aereo)는 기능적으로 케이블 시스템과 유사하므로 방송사업자에게
라이선스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결정임. 한편 팍스(Fox)社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의사를 밝힘.

작성자 : 권세진

o 2015년 7월 16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조지 우(George Wu) 판사는 인터넷
사건의 개요

TV 방송서비스제공자는 TV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는 강제허락 대상에
해당한다는 약식판결을 내림.3)
- 이 사건의 피고 필름온 엑스(FilmOn X)는 시청자들이 TV 신호를 수신하는
원거리 안테나에 접근하도록 하고, 시청자들이 DVR 포맷으로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현재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
- 원고 팍스 TV(Fox Television Stations)社 등은 연방저작권법 제111조에 근거한
강제허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약식재판을 제기함.
o 2014년 6월 25일 ‘Aereo 사건’에서 美 연방대법원은 공중파 신호(airwave)를
이용하여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리오(Aereo)社의 서비스는
기능적으로 케이블 TV 시스템의 서비스와 유사하므로 방송사업자에게 라이
선스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o ‘Aereo 사건’ 이후 FilmOn X는 인터넷 TV 서비스와 케이블 TV회사를 동등한
지위로 취급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 FilmOn X는 케이블 TV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법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TV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3) Fox Television Stations, Inc. v. FilmOn X, LLC, No. CV-12-6921 (C.D. Cal. July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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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저작권법 제111조의 강제허락 대상에 포함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

USA

o 한편 팍스社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의사를 밝힘.

o 이 사건 법원은 ‘Aereo 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TV 서비스
법원의 판단

회사가 연방저작권법 제111조의 강제허락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설시함.
- 동 법원은 케이블 TV 회사에게 강제허락 권한을 인정한 의회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TV 서비스 제공자들이 강제허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시함.
o 동 법원은 아이비(IVI)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강제허락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제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설시함.
- 제2 연방항소법원은 IVI 시스템이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재전송하는 강제허락
대상에 해당하는 ‘설비(facility)’인지의 여부와 인터넷이 ‘통신채널(communications
channel)’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제2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111조의 “또는 다른 통신채널(or other comm
unications channels)” 문구의 모호함을 인정하는 대신 해당 문구는 “장래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future unknown services)”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저작권청의 견해를 따름.
o 이번 사건을 맡은 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1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므로 IVI, Aereo
및 FilmOn X 등과 같은 인터넷 TV 서비스를 케이블 TV 회사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밝힘.
- 피고가 통제 및 운용하는 설비는 재전송을 위한 복잡한 전자 수단을 구성하는 것
으로 해당 설비는 피고의 재전송 체계상 ‘인터넷’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설시함.

o 에어리오, 필름온과 같이 지상파 방송을 중계하는 인터넷 TV 서비스를 법적으로
의의

허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과거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콘텐츠 재전송에 대해서도 현재 인터넷 TV 서비스와
동일한 논쟁이 있었으나 TV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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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美 의회가 ‘강제허락’을 적용해 재전송을
허용함.
- 美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인터넷
TV 서비스를 강제허락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유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살펴보면 美 USTR의
주도로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으로 TV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번 판결과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스카이라이프의 위성
방송과 IPTV를 결합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4)에 대한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KT 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에 DCS 서비스 재개를 신청함.

※출처
http://jolt.law.harvard.edu/digest/copyright/district-court-holds-that-internet-based-tel
evision-provider-filmon-x-is-entitled-to-a-compulsory-license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50716/16261531666/court-surprises-everyone-sa
ys-filmon-streaming-service-may-be-able-to-get-compulsory-license-to-stream-tvonline.shtml
http://variety.com/2015/digital/news/fox-appeal-filmon-ruling-compulsory-license-120
1542906/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41028/16453028973/fcc-considering-extendingcable-rules-to-internet-players-like-aereo-though-probably-too-late-aereo.shtml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50805/07021431857/us-pushing-to-kill-any-futur
e-aereo-with-tpp.shtml

4) DCS는 위성방송과 IPTV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별도의 접시를 설치하지 않고 위성방송을 KT 유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융합 방송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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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생일 축하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

USA

USA

美,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저작권 논란
(Jennifer Nelson)은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생일 축하 노래를 삽입하려 했으나 워너/
채플 뮤직(Warner/Chappell Music)이 노래가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1,500
달러를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넬슨은 워너/채플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015년 7월 13일 넬슨과 그 변호인은 생일 축하 노래의 가사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함.

작성자 : 최희식5)

o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Jennifer Nelson)은 2013년에 자신이 만드는 다큐멘터리에
개요

생일 축하(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삽입하려고 하자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워너/채플 뮤직(Warner/Chappell Music)이 1,500
달러를 요구함. 이에 넬슨은 워너/채플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워너/채플 뮤직은 위 노래를 통해 매년 약 2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추측됨.
- 1893년에 패리 힐(Parry Hill)과 밀드레드 힐(Mildred Hill)이 생일축하 노래를
창작함. 그 후 서미 컴퍼니(Summy Company)란 출판사를 통해 악보로 출간됨.
- 1935년에 서미 컴퍼니는 프레스턴 웨어 오럼(Preston Ware Orem)과 포먼
(R.R. Forman)의 이름으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 워너/채플 뮤직의 저작권은 1935년 출간된 악보로부터 나옴.
- 1988년에 워너/채플 뮤직은 1935년에 등록된 저작권을 구매함. 이에 워너/채플 뮤직의
저작권은 미국에서는 2030년, 유럽에서는 2016년까지 각각 유효하다고 주장함.
o 2015년 7월 13일, 넬슨과 변호인은 1922년 및 1927년에 이미 다른 곳에
가사가 수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함.
- 제시된 악보에는 “The Clayton F. Summy Co 특별 허가를 받음”이라고 씌어져
있었음.

5)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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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악보에 저작권 표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힐 자매와 출판업자인
서미는 이 때가지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신청한 기록이 없으므로 가사의 저작권은
공유(公有)라 주장함.

o 워너/채플 뮤직은 출판업자인 서미가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쓸 수 있게 허락
쟁점사항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o 한편 넬슨과 변호인은 1922년 및 1927년 출간된 악보에 서미에게 특별허가를
받았다고 쓰여 있고 저작권 표지 또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증거를 제시함.
또한 그 시대 창작물에 저작권 표지가 없다면 1909년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변호인은 1935년 출간된 악보는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각색 및
변경 된 버전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 되어야 된다고 주장함.

o 만약 1922년 출간된 악보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워너/
향후 전망

채플 뮤직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더 이상 주장 할 수 없게 됨.
o 1922년 출간된 악보의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가사의 저작권은 실제상으로는
1949년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저작권을 연장한 흔적 및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노래의 저작권은 공유(公有)에 속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출처
http://www.cbc.ca/news/business/happy-birthday-song-copyright-invalid-filmmakersallege-1.3172074
http://www.theguardian.com/music/2015/jul/28/happy-birthday-worlds-most-popularsong-not-under-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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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맬러머드(Carl Malamud)는 비영리 웹사이트(public.resource.org)에 조지아주(州)
법률에 대한 주석을 업로드함. 이에 조지아주는 주석이 없는 법률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석은 유료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힘. 법률의 주석은 조지아주 정부가
만든 창작물이기에 저작권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한편 맬러머드는
주석을 주정부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은 시민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함.

작성자 : 최희식

o 정부의 문서는 공유(公有)라고 주장하는 칼 맬러머드(Carl Malamud)는 비영리
개요

단체인 ‘Public.Resource.Org Inc.’의 웹사이트(public.resource.org)에 조지아주
정부의 허락 없이 조지아주의 법률과 그 주석을 함께 업로드하여 조지아주 정부와
갈등을 빚음.
o 2015년7월 21일, 조지아주 정부는 칼 맬러머드가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주장
하며 소를 제기함.

o 맬러머드는 법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함.
쟁점사항

또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법을 읽고, 쓰고, 말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을 읽고 말하는데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
어야 된다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함.
- 맬러머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주석이 달리지 않는 법은 사용이 불편하고
복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함.
- 법률 주석은 제3자가 만든 것이 아닌 조지아 주 정부에서 만든 것이므로 주석은
공유(公有)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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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조지아 주는 주정부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주석을 사용하는
것은 테러리즘의 일종이라고 주장함.
- 법률 자체는 저작권이 없고 무료로 열람할 수 있지만, 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O.C.G.A)에서 제공하는 법률의 주석은 오리지널 창작물이므로 저작
권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주장함.
- 주석이 포함된 법률을 이용하고 싶다면 LexisNexis를 통해 유료로 이용해야한
다고 주장하며, 주석이 포함된 법률의 이용을 위해서는 주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이 필요하다고 밝힘.

※출처
http://www.latimes.com/business/hiltzik/la-fi-mh-state-of-georgia-copyright-wall-201
50727-column.html#page=1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5/jul/28/ga-sues-nonprofit-over-distributio
n-of-state-law-a/
http://atlanta.cbslocal.com/2015/07/27/report-georgia-suing-website-for-publishing-s
tates-laws-online/
http://www.thenewamerican.com/usnews/item/21349-georgia-sues-website-for-publis
hing-the-laws-of-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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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RIAA, 비트토렌트에 불법복제 콘텐츠
차단 요청
2015년 7월 30일, RIAA는 회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서신을 비트토렌트(BitTorrent)社에 보냄. RIAA는 서신에서 비트토렌트社는
불법복제 문제가 비트토렌트 체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법복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비트토렌트社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비트
토렌트社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복제 콘텐츠의 대량 유통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해시 기반 필터(Hash Filter)’의 적용을 재차 요구함.

작성자 : 권세진6)

o 2015년 7월 30일, 미국음반산업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불법복제콘텐츠
차단 요청

America, RIAA)는 회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서신을 비트토렌트(BitTorrent)社에 보냄.
o RIAA는 서신에서 비트토렌트社가 불법복제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토렌트社가 개발한 뮤 토렌트(µ Torrent)의 이용자들에 의한
수많은 불법복제 행위는 비트토렌트社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함.
- 2014년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백 육십 만 건의 저작권 침해 중 75%가 토렌트
이용자들 간의 파일 공유를 위해 비트토렌트社가 개발한 분산해시테이블(Distri
buted Hash Tables, DHTs)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힘.

o RIAA는 비트토렌트社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지만 불법복제 콘텐츠의
쟁점사항

대량 유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트토렌트社가 직접 ‘해시 기반 필터(Hash
Filter)’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함.
- 해시 기반 필터는 콘텐츠의 고유한 해시 값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인식․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미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파일 등록 시 해시 함수를
이용해 파일 해시 값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터링이 이루어지게 됨.

6)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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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대해 비트토렌트社는 불법복제 문제는 비트토렌트 시스템 외부에서 발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o 미국 저작권 단체들은 불법콘텐츠 복제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비트토렌트
의의

등과 같은 파일공유서비스에 불법콘텐츠 삭제 및 유통의 근절과 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저작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율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출처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50804/17594431852/riaa-asks-bittorrent-inc-toblock-infringing-content-with-hash-filter.shtml
https://torrentfreak.com/riaa-asks-bittorrent-inc-to-block-infringing-content-150804/
https://s3.amazonaws.com/s3.documentcloud.org/documents/2193989/riaa-bittorrent
-letter.pdf
https://torrentfreak.com/bittorrent-incs-pirate-dilemma-fabrications-and-delusions-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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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둘째 주, 불법복제를 규제하는 회사인 엔트라 인터내셔널(Entura International)은
비디오 웹사이트 비미오(Vimeo)에 영화 ‘Pixels’에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pixels’라는 단어가 포함된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함. 이에 비미오가 제목에
'pixels'라는 단어를 사용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논란이 되었음.

작성자 : 최희식7)

o 2015년 8월 둘째 주, 불법복제를 규제하는 회사인 엔트라 인터내셔널(Entura
영화 ‘Pixels’ 저작권
침해 논란

International)8)은 비디오 웹사이트인 비미오(Viemo)에 콜롬비아 픽쳐스
(Colombia Pictures)의 영화 ‘Pixels’에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pixels’
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함.
- 동영상 웹사이트인 비미오는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9)에 따라
‘pixel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영화 ‘Pixels’와 무관한 동영상까지 삭제함.
- 해당 영화의 공식 트레일러 역시 ‘pixels’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삭제 됨.

o 영화 제목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세한 조사 없이 동영상을
쟁점 사항

삭제할 것을 요청한 엔트라 인터내셔널의 행위가 논란의 쟁점이 됨.
o 비미오 측은 엔트라 인터내셔널의 요청에 따라 ‘pixels’라는 단어가 사용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영화와 무관한 동영상도 삭제함으로써 논란이 발생함.

7)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8) 엔트라 인터내셔널(Entura International)社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불법복제를 규제하는 회사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매체를 검색한 후 저작권법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 삭제요청·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함.
9)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1998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삭제 요청에 대한 통지를 저작물이 무단 유포된 곳의 관리자에게 보낼 수 있음. 삭제통지를 관리자에게 보
냈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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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은 동영상의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비미오 측은 엔트나 인터네셔널의
삭제 요청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복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관련 문의를 자사가 아닌 엔트라 인터네셔널 측에 할 것을 요청함.

o 논란이 지속되던 중 비미오 측은 엔트라 인터네셔널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의의

이에 엔트라 인터네셔널은 삭제 통지를 철회하였음.
- 통지 철회 후, 영화와 무관한 동영상들이 복구되고 있음.
o 저작권 침해와 무관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삭제 통지를 받으면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무조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DMCA법의 개정 역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출처
https://torrentfreak.com/anti-piracy-group-hits-indie-creators-for-using-the-word-pix
els-150808/
http://www.forbes.com/sites/emmawoollacott/2015/08/10/columbia-takedown-noticehits-own-movie-trailer/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489302,00.asp
http://www.cnet.com/news/videos-taken-down-from-vimeo-for-using-the-word-pixels/
https://torrentfreak.com/vimeo-intervenes-to-fix-pixels-dmca-disaster-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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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SRAC, 음악저작물 무단 이용한 258개 매장에 민사조정 제기
•ACCS, 2014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현황 발표
•불법복제 학습 CD 판매업자 체포
•위성방송협회, 불법 업로드 저작물에 대한 침해 대책 시행
•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공표
‘
•
 기술적 보호수단’회피 프로그램 제공 행위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지식재산전략본부,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방안 검토
•저작권 단체, 7월 상반기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 발표
•출판사 유비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
•SARVH, 웹사이트 서비스 종료
•저작권 단체, 8월 상반기 저작권침해 사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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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JASRAC, 음악저작물 무단 이용한
258개 매장에 민사조정 제기
최근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음악
저작물을 매장 내의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음악저작물을
매장 내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매장이
많은 상황임. 2015년 6월 9일 JASRAC은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국 171개 사업자와 258개 매장을 대상으로 민사조정을 제기함.

작성자 : 권용수1)

o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and Compos
개요

ers, JASRAC)가 배경음악(Background Music, BGM)저작권 관리 업무를
시작한 2002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이 업무용 BGM을 이용하였음.
- 업무용 BGM의 경우,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BGM협회(Japan BGM Associ
ation)2) 및 전국유선음악방송협회3) 회원사 등이 매장을 대신하여 JASRAC과
음악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별도의 이용 절차 없이
BGM을 사용할 수 있었음.
- 1999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는 댄스홀이나 라이브 하우스 등 음악 활용이 주된
매장을 제외한 여타 매장에서는 CD나 녹음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BGM
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음.
o 최근 CD,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BGM을 이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음. 이 경우 BGM을 이용하는
매장이 직접·개별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BGM을 이용하는 매장이 많은 상황임.

1) 권용수_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2) 일본BGM협회는 BGM의 올바른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BGM 서비스를 통하여 풍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본 문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임.
3) 전국유선음악방송협회 회원사의 문화적 사업을 촉진하고, 일반 대중들의 음악 및 그 이용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사의 원활한 교류 및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1969년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임.

2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o JASRAC은 매장 내에서 BGM을 이용하면서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국 171개 사업자, 258개 매장(미용실, 의류 가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간이법원에 민사조정을 제기함.
- JASRAC은 음악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매장이 많아 법적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힘.
- JASRAC의 모든 지부가 일제히 법적 조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있는 한편 저작물 이용절차가 필요한 매장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o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방송되거나 유선 방송되는 저작물(방
송되는 저작물이 자동 공중송신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포함)이 비영리 목
적으로 청중 또는 관중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가정용 수신 장치를
이용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규정함.
- 동 조문에 따르면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비록 영리목적이라도 통상의 가정용 수신 장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함.
- 위의 해석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호텔 로비 등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손님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목적이더라도 일반 가정용 수신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음.
o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가정용 수신 장치와 업무용 수신 장치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통상의 가정용 수신 장치로 보아야 하는지,
법조문에서 동일하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o JASRAC은 유선 음악방송 등 업무용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사용하는 경우(인터넷 라디오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 절차를
밟아야 함), JASRAC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음악저작물만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이용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27

JAPAN

o JASRAC이 민사조정을 제기한 후 BGM 이용절차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절차가 필요한
매장

AUTUMN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o JASRAC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일본 거리에서 음악을 사라지게 하는 행위라는
JASRAC의 법적
조치에 대한 반응

등의 부정적 반응과 JASRAC의 존재 의의나 현행 저작권법을 고려할 때 이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반응,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BGM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o 한편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4)는 BGM의 이용이 매장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인 사용료 징수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일반 점포의 경우 면적 500㎡까지의 매장에 연간
6,000엔(한화 약 5.5만원)의 BGM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카운터만 있는 음식점이나 연 매출 300만 엔(한화 약 2,777만원)미만의 소규
모 시설을 고려하여 면적이 150㎡이하인 점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o 위와 같은 JASRAC의 법적 조치로 JASRAC의 존재 의의가 부각되었다는
평가 및 향후전망

평가가 있음.
- 매장에서 무단으로 BGM을 이용하는 행위는 연주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함.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JASRAC과 같은 저작권 관리단체가 필요하며,
JASRAC의 존재 의의는 영세 사업자의 저작권 이용의 편의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음.
- Apple Music, AWA, LINE MUSIC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될수록 음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음악 산업계에서 JASRAC의 존재
의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다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역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샘플링 조사5)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4)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는 중소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혜를 교류하고, 영업과 일상생활을 아우
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업원이 9인 이하인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1951년 결성된 단체로서 일본
상공회 전국조직인 '전국상공회연합회'와 다름.
5) 일본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음악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시설의 음악저작물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전체의 이용 상황을 추정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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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ASRAC은 일본BGM협회 및 전국유선음악방송협회와 함께 2015년 6월과
7월을 ‘BGM 절차 추진 월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적법한
BG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출처

JAPAN

http://www.jasrac.or.jp/release/15/06_2.html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50613-00000014-rnijugo-sci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12-00003232-bengocom-soci
http://bylines.news.yahoo.co.jp/kuriharakiyoshi/20150617-00046736/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21-00000000-jct-bus_all
http://www.zenshoren.or.jp/shou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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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ACCS, 2014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현황 발표
2015년 6월 15일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 형사사건 지원
활동, 조직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부정 복제 방지활동 등 2014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작성자 : 권용수

o 2015년 6월 15일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
개요

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는 2014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 ACCS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활동으로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계몽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음.
- ACCS는 회원사가 피해를 입은 저작권 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회원사가 아닌
기업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음.
- 조직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o ACCS는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의 실태를 알림으로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

저작권 침해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몽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음.
o ACCS는 홋카이도를 비롯하여 아오모리 현, 지바 현, 아이치 현, 아이치 현
도요하시, 교토 부, 나라 현, 고치 현, 후쿠오카 현 경찰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도쿄 세관과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상품 상륙 금지 캠페인’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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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CS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형사 입건된 사건의 내용과
형사사건 지원 활동

지원활동에 대하여 공개하였음.
-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사건 5건, 해적판 판매에 관한 사건 6건, 영화
투고 사이트를 악용한 사건 1건,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건
7건 등 총 19건의 형사 사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 공개된 19건의 형사 사건 외에도 ACCS가 수사에 협력한 15건의 형사사건이 있음.

저작권 침해 사건과 해적판 판매에 관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과반수를 차지함.
-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인 ‘Share’의 이용 실태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6)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ACCS는 형사 사건의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침해대책협회(Con
sortium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via File-sharing software, CCIF)’7)
를 통하여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들에게 계몽 메일을 보내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8)
- 한편 해적판 판매는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o 2014년 상반기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던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업무 사용이
하반기에는 7건에 달함.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해적판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업무 사용 사건은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県) 경찰이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불량 프록시 서버의 운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일제 단속을 통하여 적발되었음.

6) 2014년도 상반기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Share'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17건이었으나, 하반기에는
4건에 불과하였음.
7)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침해대책협회’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된 단체임.
8) 2015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일제 집중 단속은 2009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6번째 단속 활동임. 2015년에는 전국 38개 현의 경찰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33곳을
수색하여 40명을 검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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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원 활동은 회사나 조직에서의 해적판 소프트웨어 사용 억제 및 권리
보호, 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o ACCS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 접수 창구를 통하여, 56건의 조직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활동

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정보 제공이 있었음.
o ACCS 회원사의 보고에 따르면 불법복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19건이 합의에
이르렀음.
-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합의금은 약 107억 8,200억 엔(한화 약 1,000억 원)에
달함.
o ACCS는 2014년 10월 조직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동 세미나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저작권
지식이나 라이선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운용 방법, 소프트웨어 관리 지원 도구나 서비스 및 관리의 실례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출처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actives134.php
http://www.ccif-j.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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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불법복제 학습 CD 판매업자 체포
홋카이도 경찰은 2015년 6월 30일 영어회화 학습 교재 ‘스피드학습(スピードラー
ニング)’ CD를 불법 복제하여 인터넷 옥션으로 판매한 오사카 부에 거주하는 남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홋카이도 경찰은 2015년 6월 30일 영어회화 학습 교재 ‘스피드학습(スピー
개요

ドラーニング)’ CD를 불법 복제하여 인터넷 옥션으로 판매한 오사카 부에 거주
하는 남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음.
- 체포된 2명의 용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음.
o 삿포로 테이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2명은 공모하여 2015년 3월 18일 저작권을
가진 발매처의 허락 없이 영어회화 학습 교재 CD 2세트(총 64장)를 복제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옥션을 통하여 도치기 현에 거주하는 남성 2명에게 정품
가격의 절반인 약 6만 엔(한화 약 56만원)에 판매하였음.
o 용의자들의 범행은 CD를 구매한 자가 허술한 케이스를 보고 정품 여부에 대해
의심하며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발각됨.
o 동 사건에 관련된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천 건(금액으로는 약 2천만 엔)의 입금이 있었음. 경찰은 같은 수법의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

o ‘스피드학습(スピードラーニング)’ 불법 복제품의 판매가 급증되고 있는 가운데
의의

저작권자 및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 의의가 있음.
o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의식 확립이라는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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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30-00000061-asahi-soci
http://daily-news.jp/2015/07/01/speed-learning-unauthorized-duplication/
http://news.braina.com/2012/0111/judge_20120111_002____.html
http://www.espritline.jp/help/copyrigh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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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위성방송협회, 불법 업로드 저작물에
대한 침해 대책 시행
일본 위성방송협회는 스카파 JSAT와 협력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다고 밝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상에 불법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
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저작권자
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위성방송협회9)는 인터넷상에 불법 업로드 된 각 회원사들의 동영상 콘텐
개요

츠를 단속·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
간 트라이얼(トライアル)을 실시함. 해당 기간 동안 6,833건의 불법 동영상이
삭제되었음.
- 이는 오늘날 통신 회선의 고속화로 인하여 고화질의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 불법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유료 방송
사업자를 비롯한 권리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2013년 위성방송협회가 정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회원사의
90%가 불법 업로드 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음.
o 트라이얼에 참가한 2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한 회사
중 80% 이상이 향후 불법 동영상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o 이를 고려하여 위성방송협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스카파 JSAT와 협
력하여 7월 1일부터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함.

9) 위성방송협회는 1992년 출범한 CS방송협의회를 전신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으로 CS방송의 디지털화에 의한
방송 사업자와 채널수의 비약적 증가에 따라 오늘날의 위성방송협회로 발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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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트라이얼 기간 중 ① 주식회사 아루비쿠스(アルビクス)의 ASP서비스 '토리
불법 업로드 저작물
모니터링 서비스

시마루(とりし丸)'10)를 이용하여 각 회원사에서 인터넷 감시와 삭제 요청을
실시하는 방법과 ② 주식회사 이·가디언(イー・ガーディアン)의 '저작물 감시·
삭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 등록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터넷
감시부터 삭제요청까지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o 동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②의 방법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전 등록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음. ①의 방법은 사업자의 부담은 크지만 비용이 저렴해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②보다 유효하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함.
o 위성방송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카파 JSAT와 협력하여 아루
비쿠스의 ASP 서비스 '토리시마루(とりし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능을
위성방송협회의 정회원이나 스카파 JSAT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BS/CS 방송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

o 위성방송협회의 저작권 침해 대책 시행은 인터넷상의 불법 업로드 저작물에
의의 및 평가

따른 방송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저작물 권리자들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
에서 의의가 있음.
o 인터넷상의 불법 업로드 동영상 콘텐츠의 증가로 인하여 방송 프로그램 가입
계약이나 시청자 수가 감소되는 것은 유료·다채널 방송 사업의 근간을 위협
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15-00000078-zdn_lp-sci
http://news.braina.com/2015/0616/enter_20150616_001____.html
http://www.eiseihoso.org/release/pdf/20150121.pdf
http://www.alvix.jp/torishimaru/download/catalog.pdf

10) 토리시마루는 동영상 콘텐츠 권리자의 귀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 주식회사에 의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효율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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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 공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 6월 25일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창구의 업무내용
및 모방품·해적판 피해 현황, 정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작성이 결정된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표함. 이는 2006년 이후 10번째 보고서로, 상담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0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정부 모방품·해적판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

대책 종합창구의 업무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종합창구인 경제산업성과 관계성청이 협력하여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10번째 보고서임.
o 종합창구는 정부차원의 일원적 상담창구로서, 권리자 및 기업의 요청으로
‘2004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 의하여 경제산업성에 설치됨. 기업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대하여 관계성청이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음.
- 기업 등으로부터의 신청에 의거하여 침해 상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 간의 협의나 국제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지식
재산권의 해외 침해 상황 조사 제도’11)를 운영하고 있음.
o 2015년 연례보고서의 중점사항은 상담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는 점,
인터넷 거래 관련 상담·정보제공이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임.

o 종합창구의 업무보고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4년 종합창구에서는 기업 등으로부터 1,594건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접수

11) 지금까지 일본동영상협회(AJA) 및 일본영상소프트협회(JVA)로부터의 1건,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로부터의
2건(총 3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조사 및 침해발생국·지역의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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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이로써 2004년 8월 종합창구가 설치된 이후 2014년까지 9,635건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수리하고 있음.
- 상담 및 정보제공 접수는 전자 메일에 의한 접수가 8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전화에 의한 접수로 7.1%를 차지하였음.
- 2014년의 상담건수는 302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상담은 상표권(4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19.2%)을 차지하였음.
- 모방품 제조 국가가 판명된 상담건수 중 중국(홍콩 포함)에 관한 상담건수가
전체의 반 이상(63.6%)을 차지하고 있음.12)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상담건수 1,215건 중 모방품 제조 국가가 판명된 것은 516건임.
o 모방품·해적판 피해 현황
- 2013년 모방품 피해를 입은 일본기업이 비율은 2012년 대비 0.2% 증가된 22%
이며, 모방품 피해 기업의 수도 2012년 대비 4곳 증가된 948곳임.
- 해외에서의 피해 동향을 보면 여전히 중국(67%)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19.7%)과 대만(19.7%)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피해가 증가
하고 있음(2012년도 20.2%에서 2013년도 20.4%).
- 최근의 모방품·해적판 피해 현황을 보면 그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o 2014년 주요 활동
- 정부와 산업계(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13)가 공동으로 중국에 지식재산보호 민관
합동 방중대표단을 파견하고14) ‘협력과 요청’15)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정부에 법
제도·운영상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한편 지적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구축을 위하여 의견교환을 행하고 있음.
- 침해발생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으로서 세관·경찰을 비롯한 집행 관련 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모방품 단속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진품 판정

12) 중국에 이어 일본이 13.4%, 대만이 6.6%, 한국이 6.2%였음.
13) 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um, IIPPF)은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산업계의 업종횡단적인 조직으로서 2002년 4월 발족하여 민관합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음.
14) 2014년 11월에는 베이징으로, 2015년 1월에는 광둥성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5)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정징 중앙기관에 지적재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및 지방 단속 기관의 운용·
집행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이 축적한 지적재산 관련 법률 등의
지식을 제공하는 중국정부 직원과의 인재 교류 강화, 정품과 모방품의 분별법 등의 현장직원에 대한 노하우
제공 등을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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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2014년에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칠레 등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하였음.
- 또한 침해 발생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산 부문의 직원 등을
초빙하고, 일본 정부나 기업과의 교류나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경찰 및 세관 관계자 초빙(2015년 2월)을 비롯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
베트남 지식재산보호 관련 기관, 미얀마 세관, 인도 세관의 관계자를 초빙하였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인 제도나
각 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며 피해발생국에서의 지식재산
의식 및 감독당국의 집행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o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모방품·해적판 문제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모방품·해적판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임. 지식재산권
침해는 권리자 이익 침해를 넘어 기업의 이익 침해로 이어지므로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출처
http://www.meti.go.jp/press/2015/06/20150625003/20150625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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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제공
행위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일본소프트웨어연합(BSA)은 2015년 7월 7일 미야자키현경 생활환경, 사이버 범죄
대책실, 노베오카 경찰서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을 판매한 남성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소프트웨어연합은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제공행위에 대해 처음
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판단에 기대를 표함.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미야자키현경 생활환경과 사이버 범죄대책실, 노베오카 경찰서는 자신이
사건의 개요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을 판매한 남성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o 용의자는 BSA의 회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2013 Professional’의
체험판과 어도비 시스템즈(Adobe Systems)의 ‘Adobe Photoshop CC’의
정품 인증 시스템16)을 회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5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판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된 것은
2014년 9월 11일 후쿠이·토치기현 경찰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사례임.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제공 금지
위반이 적용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임.
o 현재 BSA는 미야자키현경의 의뢰를 받아 회원기업의 라이선스 인증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부정
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감정서 등을 작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16) 정품인증시스템은 특정 신호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기록시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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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9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
쟁점 사항

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나 프로그램의 양도 등17)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한화 약 2,8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함(제120조의2 제1호).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기술적 제한 수단을 무효화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의 제공을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제공 금지와 거의 동일함.

처음이지만, 2014년 10월 15일 후쿠이 간이 재판소에 의한 벌금 50만엔(한화
약 470만원)의 약식 명령과 2014년 12월 5일 우쓰노미야 지방법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6월 및 벌금 50만엔의 유죄 판결이 있었음.

o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의 제공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평가

적용은 동일 범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첫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o BSA의 일본 담당 공동 사무국장은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구속 근거 법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한 미야자키현경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였으며,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http://bsa.or.jp/news-and-events/news/bsa20150707/

17) 양도 등은 '기술적 보호 수단'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또는 소지하는 행위, 공중 사용에 제공하는 행위,
해당 프로그램을 공중 송신하거나 송신 가능한 상태로 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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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식재산전략본부, 2015년 지식재산추진
계획 결정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6월 19일 오전에 지식재산전략본부회합을 개최하고
지방에서의 지식재산활용 추진, 지식재산분쟁해결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와 그
주변 산업과의 일체적인 해외 전개 추진을 중점 과제로 하는 2015년 지식재산추진
계획을 결정하였음.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원천인 다양한 지식
배경 및 개요

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나 풍부한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o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14일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회합을
개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와 지방에서의 산학·산업 간의 연계
촉진, 지식재산의 분쟁처리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와 그 주변산업의 일체적인
해외 전개라는 3가지 정책 과제에 중점을 둔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조속한
검토를 직접 지시하였음.
o 이후 검증·평가·기획위원회, 태스크 포스에서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관련 보고서를 공표하는 한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전문가 구성원으로서 종합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였음.
-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모집을 실시한바 있음.
o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5년 6월 19일 지식재산전략본부회합을 개최하고,
지방에서의 지식재산활용 추진, 지식재산분쟁해결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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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변산업과의 일체적인 해외 전개 추진이라는 중점 3과제와 그에 따른 주요
8시책18)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하였음.
- 주요 8시책 중의 하나인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 기반 정비,
아카이브의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의 가속화, 국제적인 지식재산의 보호
및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용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적사용
목적의 복제 범위와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의 서비스
전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뒤 현 시점에서는 권리제한규정을 창설하는 등의 저작권법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음악 집중 관리 센터 등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o 기술의 진보에 따른 콘텐츠 이용 형태나 환경, 수단이 계속 다양화될 것이며 인공
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등
저작자가 모호한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 이에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창작물을 이용한 서비스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권리제한규정의 도입 등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위의 현황 및 과제를 고려하여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네트
워크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 기반 정비를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 권리 처리
원활화를 위한 집중 관리 촉진, 지속적인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환경 정비,
새로운 산업 창출 환경의 형성을 위한 제도 등의 검토, 교육 정보화 추진,
공공 데이터의 오픈 및 2차이용의 촉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결정함.

18) 주요 8시책은 ① 세계 최고 속도·품질의 심사체제 실현, ② 새로운 직무발명제의 도입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③ 국제표준화·인증에 대한 대응, ④ 산학관 연계 기능 강화, ⑤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 기반 정비, ⑥ 아카이브의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의 가속화, ⑦ 국제적인 지식재산의
보호 및 협력 추진, ⑧ 지식재산 인재의 전략적인 육성 및 활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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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화의 보존·계승 및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된다
아카이브의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의 가속화

는 점, 저장된 콘텐츠의 이차적인 이용 또는 국내외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미 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아카이브 등의 저작물 2차 이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자
전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19)도 요
구하고 있음. 또한 권리자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급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할 필요가
있어 사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o 이에 따라 권리자가 많은 저작물의 2차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이나 NHK 등과 같이 도산의 위험이 없는 신용력 높은 이용자를
대상20)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현행 사전 지급에서
사후 지급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법 개정과는 별도로 시행령을 재검토하고, 과거 2차 이용이 인정된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를 찾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이 국경을 의식
국제적인
지식재산의 보호 및
협력 추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서는
진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향후 중요한 판매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신흥국의 경우 지식재산
제도나 보호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모방품이나 해적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19) 2014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상당한 노력은 ①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게재되어 있는 명단·명감류의 열람, ②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의한 정보 검색,
③ 저작권등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조회, ④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 등과 동종의 저작물 등의 판매 등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조회, ⑤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 등의 분야에 관련된 저작자 단체 등에 대한 조회,
⑥ 공중에 널리 권리자 정보 제공을 구할 수 있는 일간 신문지에 게재나 공익사단법인저작권정보센터
(CRIC)의 웹사이트에 30일 이상 게재 중 하나의 방법이었음. 그러나 개정 후에는 상당한 노력의 내용이
①과② 중 적절한 것을 선택, ④의 조회를 제외한 ③과⑤의 조회, ⑥ 중 CRIC의 웹사이트 게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변경되었음.
20) 대상이 확산될 경우에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의 인터넷 전송이나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
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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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협력하여 아시아 신흥국 등의 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관한
심포지엄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일본의 지적재산 시스템의 보급이나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또는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임.
o 또한 모방품이나 해적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식 콘텐츠의 유통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지적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 상대국 정부나 집행기관에 대한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

o 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사점

이행·검증·평가하는 것은 향후 일본이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50619/siryou2.pdf
http://news.braina.com/2015/0619/move_20150619_001____.html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30-00003319-bengocom-soci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630-00003319-bengocom-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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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방안 검토
2015년 7월 12일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블로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의 지식재산전략본부에 지식인회의를
신설하고, 통신사업자와 대학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2016년 3월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작성자 : 권용수

o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배경 및 개요

전송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o 일본 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운영자를 통하여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관계 당국에서
수사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일본 국내법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적인 파일 삭제가 불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처리가 느리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이런 허점을 이용해 최근 의도적으로 중국 등의 해외 서버에 불법 파일을 저장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일본 정부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블로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블로킹은 아동 음란물이나 금지 약물처럼 인터넷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의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임.
o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의 지식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에 지식인
회의를 신설하고, 통신사업자나 대학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2016년 3월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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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 등21)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블로킹’

미국영화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22)
o 일본의 경우, 정부나 정부 부처로부터의 요청으로 민간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저촉되지 않음.
한편 확산 방지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해당 음란물이 등록된

o 다만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블로킹의 도입은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지식인회의 등을 통하여 내년 3월까지 결정할 계획임.
- 블로킹을 도입하더라도 국내에서만 실시될 것이므로 여전히 국외에서의 접속은
가능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파일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국외에서의 저작권 위반 행위를 막기는 어려움.
- 저작권 침해 파일만을 블로킹하는 것은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블로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파일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블로킹은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므로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파일은
블로킹해 버릴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통제 등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24)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21) 벨기에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통지 없이도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개정 저작권법을 2014년 12월 10일 발효하였음.
22) 김혜성, “미국영화협회, 영국의 웹 차단 제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저작권 동향」제1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면.
23) 2010년 경 아동 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DNS 블로킹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당시 법해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음. 통신사업자가 DNS 블로킹을 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블로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됨. 아동 음란물을 차단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 것은 아동 음란물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이었음.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은 어디까지나 2010년 당시의 법체계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의 비밀’을 전제로 한 논의
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4) 처음에는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 블로킹이 이용되더라도 얼마든지 해석 변경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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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인터넷상의 반응은
일본 내 반응

비판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며, 해당 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 블로킹은 통신 사업자에 의한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좋은 규제
수단이 아니라는 의견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다수임.
o 또한 통신사업자들이나 통신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아베 총리의 지휘 하에 내각관방의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o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평가 및 향후 과제

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o 다만 일본 내 반응을 고려할 때 향후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을 비롯한 벨기에,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한편 법률 해석상의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http://www.geekpage.jp/blog/?id=2015/7/13/1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09H6D_R10C15A7MM8000/
http://www.appps.jp/177305/
http://www.geekpage.jp/blog/?id=201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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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저작권 단체, 7월 상반기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 발표
일본 저작권 단체들은 2015년 7월 상반기에 적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여 저작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은 2015년 7월 9일 아이치현 경찰본부 사이버
JASRAC
: 음악 저작물
불법 업로더 송치

범죄대책과 및 치구사 경찰서에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Perfect Dark'를
이용하여 음악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 한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공중송신권
침해) 혐의로 나고야 지방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발표함.
- 해당 사건은 JASRAC이 2015년 6월 18일 남성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음.
- 조사 결과, 2005년경부터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악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업로드 하였으며 2010년경부터는 ‘Perfect Dark'를 이용하여
JASRAC이 관리하고 있는 32,000곡 이상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밝혀짐.

o 일본소프트웨어연합(The Software Alliance, BSA)은 2015년 7월 2일 회원
BSA
: 소프트웨어 해적판
판매자 체포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판매한 오사카부의 남성을 오사카 지방
검찰청에서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함.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BSA의 회원기업인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8.1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대형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적으로 공중송신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
o 또한 BSA는 2015년 7월 3일 회원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한
후쿠오카현의 20대 남녀 두 사람을 후쿠오카현경 사이버대책범죄과 및 가스야
경찰서에서 저작권 침해 및 구입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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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BSA 회원기업인 마이크로 소프트의 ‘Office
Standared 2010’의 해적판을 옥션에서 판매한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
- BSA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비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사기혐의도 적용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o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는 2015년 7월 7일 이바라키 현경
ACCS
: 불법복제 배지
판매자 체포

생활환경과, 우시쿠 경찰서, 가고시마 현경 생활환경과, 가고시마 중앙 경찰서로
구성된 합동 수사반에 의하여 대형 통신 판매 사이트에서 가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 남성이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발표함.
- 2015년 4월 3일 주식회사 선라이즈가 저작권을 가진 애니메이션 '러브 라이브!'의
캐릭터가 불법 복제된 배지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

※출처
http://www.jasrac.or.jp/release/15/07_1.html
http://bsa.or.jp/news-and-events/news/bsa20150703/
http://bsa.or.jp/news-and-events/news/bsa20150702/
http://www2.accsjp.or.jp/criminal/2014/1169.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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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출판사 유비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2015년 7월 1일 법률 전문 출판사 유비각(有斐閣)은 웹사이트에 자사의 ‘판례 백선
시리즈’를 무단복제하고 게재한 남성에 대한 법적 대응 경위를 밝히고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2015년 7월 1일, 법률 전문 출판사 유비각(有斐閣)은 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건의 개요

판례집 ‘판례백선 시리즈’25)를 무단 복제하여 웹사이트 ‘법학하늘(法学天)’에
게재한 남성에 대한 법적 대응 경위와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공개함.
o 유비각은 ‘형법 판례백선’의 저작자이자 저명한 형법학자인 야마구치 아츠시
(山口厚) 교수의 협력을 얻어 용의자를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26) 및
제23조 제1항27)을 근거로 형사 고소함.
- 유비각은 동 용의자가 2012년경부터 판례백선 시리즈를 웹사이트에 무단 복제·
게재함으로써 자사의 경제적 권리와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하였음.
o 용의자는 2015년 4월 12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되었으나, 유비각이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25) ‘판례백선 시리즈’는 헌법, 민법 등 주요 법률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개요를 간결하게 소개하고 교수들의
판례 평석을 포함한 판례 해설서로서 일본 법대생 및 법학대학원생 등 법률을 배우는 사람들의 필독서임.
26)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은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는 것으로 규정함.
27) 일본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전유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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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비각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한편
출판사 유비각의
입장

학술 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향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
- 변호사 닷컴 뉴스에 따르면 유비각의 관계자는 "법률에 입각한 형태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태였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실례이며 유비각에는 경제적 손실을 주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음.
o 한편 유비각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자들의 협력과 관심을 구함.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728-00003459-bengocom-soci
http://www.yuhikaku.co.jp/static_files/copyright_Author2015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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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공정거래위원회,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발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29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방송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의 저작권을 무상 양도받거나 프로그램의 2차적 이용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등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JAPAN

저작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정하거나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한편 엄정한 대처를 취할
계획이라 밝힘.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및 하청법
배경 및 취지

(下請法)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
하게 대처하는 한편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및 하청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분야에 대하여 그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왔음.
o 최근 세계 금융위기와 인터넷 광고의 성장 등으로 방송국의 광고 수입이 감소
하고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삭감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가 어려운
거래환경에 처하게 되었음.
-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방송국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고, 특정 방송국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
o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의 실태 조사를 실시함.

o 방송국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의 자본금28), 연간 매출29), 거래실태30),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거래 의존도31)를 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는 방송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특정 방송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음. 그 결과 방송국이

28) 방송국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이 5,000만 엔 이상이지만(87.9%),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자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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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청을 하더라도 향후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o 2014년 방송국과 거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회 중 39.4%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저작권 무상
양도(12.8%), 2차적 이용의 수익 배분(10.1%) 등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언급을 금기 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32)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없어 방송국과의 거래에서
저작권에 관한 거래 조건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임.
o 방송국의 저작권에 관한 거래 조건을 살펴보면, 저작권 양도 및 허락의 범위에
대해서는 71.9%가 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양도 대가(33.5%), 2차적 이용의
창구업무에 관한 사항(28.8%), 2차적 이용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20.3%)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o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청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거래 조건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에 귀속하는 저작권이 방송국에 무상 양도되는 행위는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 요청에 해당되므로 하청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나아가 거래 내용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양도 대가를 일방적
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설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서 하청
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000만 엔 이하인 경우(91.7%)가 대부분임.
29) 방송국의 경우 연간 매출 10억 엔 이상이 83.6%인 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에는 72.2%의
사업자가
30) 텔레비전
제작사가
31) 텔레비전

연간 매출 5억 엔 이하임.
프로그램 제작사가 거래하고 있는 방송국의 수를 보면 3곳 이하의 방송국과 거래하고 있는
42.1%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거래하고 있는 방송국의 수가 1곳인 경우도 15.9% 이상임.
프로그램 제작사 중 특정 방송국에 대한 의존도가 30%가 넘는 사업자가 45.4% 이상이며 의존

도가 50%가 넘는 사업자도 27.8% 이상임.
32) 저작권이 방송국에 양도된 상태에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은 영상에 대해서도
방송국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가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관례적으로 협의도 없이 거래처인 방송국에 저작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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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일부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조치

방송국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해졌
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o 방송국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실시함으로써 본 조사 결과 및 역무 거래 가이
드라인에서의 저작권 취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및
하청법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임.

그램 제작 거래의 문제 해소를 위한 자주적인 대응을 유도할 계획임.
o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의 실태를 주시함으로써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또는 하청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파악하는데 힘쓰는 한편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출처
http://www.jftc.go.jp/houdou/pressrelease/h27/jul/150729.files/150729point.pdf
http://www.jftc.go.jp/houdou/pressrelease/h27/jul/150729.files/150729gaiyou.pdf
http://www.jftc.go.jp/houdou/pressrelease/h27/jul/150729.files/150729honb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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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SARVH, 웹사이트 서비스 종료
일본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는 2011년 7월 24일 지상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아날로그 튜너 탑재 녹화기기의 발매가 중단되고, 도시바와의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게 된 결과
2015년 3월 31일 해산한 뒤 6월 30일부로 웹사이트를 종료하였음.

작성자 : 권용수

o 2009년 11월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ociety for Administration of Rem
SARVH와 도시바의
사적녹화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uneration for Video Home Recording, SARVH)33)가 도시바(Toshiba)를
상대로 제기한 사적녹화보상금34) 지급 청구 소송에서 1심 및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마저 도시바의 손을 들어주면서 SARVH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o 동 사건은 도시바가 2009년 2월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를 발매하면서 해당
기기가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보상금을 추가하지 않고, SARVH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였음.
- 도시바는 녹화 후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기존의 아날로그방송과는 달리 디지털
방송전용 녹화기기는 복제 횟수를 제한하는 기능인 ‘더빙10’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 반면 SARVH는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도 보상금 부과 대상이며, 보상금 지급
청구 및 그 수령에 대한 제조업자등의 협력의무를 근거로 도시바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33)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는 저작권 제도 중 사적녹화보상금 제도의 관리(보상금의 청구와 분배) 및
저작권 의식 보급 활동을 위하여 1999년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이었음.
34) 사적녹화보상금 제도는 디지털 녹화에 의한 복제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임. 디지털 녹화기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판매 가격에 보상금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고, 이를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권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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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쿄 지방법원(1심)은 2010년 12월 27일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도 보상금
부과 대상이지만, 제조업자의 협력 의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SARVH의 청구를 기각하였음.35) 또한 지적재산고등법원(2심)은
2011년 12월 22일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는 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하고, SARVH의 항소를 기각하였음.36)
o SARVH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2년 11월 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JAPAN

하면서 도시바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37)

o 2011년 7월 24일 지상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아날로그 튜너 탑재 녹화
SARVH 해산

기기의 발매가 중단되고, 도시바와의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기록 매체 업계로부터의 보상금 징수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적녹화
보상금제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
o 결국 사적녹화보상금을 관리해 오던 SARVH는 2015년 3월 31일 해산하였고,
6월 30일부로 웹사이트 서비스를 종료함.

※출처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506/30/news147.html#l_yx_sarvh.jpg
http://www.excite.co.jp/News/it_g/20150702/Slashdot_15_07_02_0641223.html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211/09/news109.html
http://m.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
=&currentPage=348&po_no=9572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49/081849_hanrei.pdf

35) 東京地裁平成22年12月27日、平成21(ワ)40387.
36) 知財高裁平成23年12月22日、平成23(ネ)10008.
37)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211/09/news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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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저작권 단체, 8월 상반기 저작권침해 사건
발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일반레코드협회(RIAJ)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음악CD 또는 DVD의 무단복제 판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을 공개함.

작성자 : 권용수

o 2015년 8월 5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
JASRAC이 발표한
저작권 침해 사건

ors and Composers, JASRAC)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타마현 경찰
본부가 8월 4일 JASRAC의 관리저작물이 수록된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옥션에서
판매한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의 42세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불법복제물 배포)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힘.
o 남성은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까지 1천장 이상의 불법복제물(CD-R
및 DVD-R)을 판매하였으며, JASRAC은 이를 이유로 2015년 5월 20일 남성을
고소하였음.
o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인터넷 옥션에 가명으로 출품자 등록을 하였고
가족명의 계좌 및 선불식 전화 등을 이용해 거래하거나 적법한 녹음물(중고
CD 1장)을 출품하면서 덤으로서 미공개 라이브 등을 수록한 불법복제물 20점을
첨부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 남성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경찰은 위법성의 인식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
o JASRAC은 불법복제물 유포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 옥션 사이트 또는 음원 교환 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요청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출품자에 대한 주의·경고
실시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저작권 계몽에 힘쓰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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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8월 10일 일본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RIAJ가 발표한
저작권 침해 사건

RIAJ)38)는 자신의 회원 음반사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악 CD나
DVD를 불법복제하여 판매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들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o 공개된 사건들은 모두 RIAJ회원사의 음악 CD 또는 DVD 등을 무단으로 복제
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하였음.
- 아이치현 고난 경찰서 생활안전과는 2015년 7월 6일 아이현의 50대 여성을,
50대 남성을,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미나미 경찰서 생활안전과는 2015년 6월 1일
지바현 나라시노시의 40대 남성39)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음.
o 위의 사건은 2015년 5월 저작권을 가진 RIAJ회원사가 감정 작업을 행한 결과
불법복제 사실이 판명되어 고소가 이루어 졌음.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무단 복제품이나 해적판이 통신판매 사이트나
옥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음악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됨.
RIAJ는 앞으로도 해적판 판매 등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원사, 관계
권리자 및 단체,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음악 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출처
http://www.jasrac.or.jp/release/15/08_1.html
http://www.riaj.or.jp/release/2015/pr150810.html

38)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음반 업계 전반의 융화·협조를 도모하고, 음반의 보급, 음반 제작자의 권리 보호
및 음반의 적정 이용 원활화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본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39) 해당 남성은 RIAJ회원사의 음악 CD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DVD 등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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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 실시
•법원, 불법복제도서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 3년 6개월 징역 선고
•국가판권국, 인터넷상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 명령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 증가 추세
•제3차 저작권법 수정안, 저작권관리부문에 압류 및 압수 수색권 부여
•중국문자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전략적 제휴 체결
•법원, 스포츠 중계방송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바로 이것이 중국 최고의 국문책’저작권 침해사건 심결
•
•광동성, 2016년 모바일 통한 저작권 피해 방지법 시행 예정

AUTUMN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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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판권국, 2015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 실시
2015년 6월 10일, 〈전국저작권집법감독관리업무좌담회(全国版权执法监管工作座谈)〉
가 중국 푸젠성 샤먼시(福建省 厦门市)에서 개최됨.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
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는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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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포하여 인터넷
불법저작물 단속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작성자 : 김 군1)

o 중국 국가판권국 부국장 옌샤오홍(阎晓宏)은 <전국저작권집법감독관리업무좌담회
2015년 검망행동
개요

(全国版权执法监管工作座谈)>에서 지난 10년간의 검망행동(인터넷 불법복제
전담단속업무) 성과를 보고했으며 향후 단속업무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을 언급함.
- 2015년 검망행동은 각급 저작권 감독관리 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형식의 단속업무를 진행할 것이며 인터넷 불법복제 단속
업무에 있어서 저작권협회, 저작권연맹 등 사단조직의 역할을 최대로 발휘할 것을
지시함.

o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2015 검망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打
2015년 검망행동
주요업무

击网络侵权盗版剑网2015专项行动的通知)》(이하 ‘통지’)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단속업무를 진행하여 6개월 동안 다섯 가지 업무를 완수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첫째, 인터넷 음악저작권 전담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가 없이 음악의 배포 또는 복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인터넷 음악 사이트의 자율적 체계와 이용허락 제도를 형성
하여 질서 있는 인터넷 음악서비스 환경을 구축함.

1)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62❘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둘째,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대한 전담 단속업무를 실시하여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율적인 조사와 시정을 하도록 인도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불법행
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불법저작물의 저장 공간을 억제하여 인터넷상의 불법저
작물 유통을 철저히 단절함.
- 셋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전담 단속업무를 실시
하여 어플리케이션 기업 등의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함.
- 넷째, 인터넷 광고에 대한 단속업무를 진행하여 불법저작물을 이용한 광고 업체를
단속 및 처벌할 것이며 국내 주요 대형 광고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광고업계의
규범적 저작권보호체계를 형성함.
- 다섯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인터넷 복제행위를 규율함.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배포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에 따라 신매
체와 전통매체의 융합발전을 보장함.

- 첫째, 시민 신고시스템의 구성.
- 둘째, 전면적 단속업무의 실시.
- 셋째, 장기적 및 효율적 업무단속체계의 구성.
o 각 지역 및 부문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 그리고 혁신적 규제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인터넷 저작권 단속업무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
및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온라인
저작권 생태환경을 구축할 것을 전망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4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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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지에 따르면 각급 판권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015년 검망행동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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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불법복제도서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 3년 6개월 징역 선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불법복제도서를 판매한 운영자에 대하여
2015년 6월 16일 중국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 및 벌금 8만위안
(한화 약 1,441만원)을 선고함.

작성자 : 김 군

o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모씨는 저작권자인 베이징후대헌성교육과학기술
사건의 개요

유한회사(北京厚大轩成教育科技有限公司)의 허가 없이 류벙커형법강의(刘凤
科讲刑法) 등 도서 약 11,967권을 인터넷에서 판매함. 2014년 6월11일 이모
씨의 범죄행위가 적발되어 공안에 체포됨.
- 수사기관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taobao)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불법복제
도서의 판매내역을 확인함. 검찰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이모씨를 저작권 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함. 법원심리 과정에서 이모씨는 불법복
제도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도서를 인쇄하거나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죄를 부인하였음.

o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은 이모씨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 허가 없이 어문
법원의 판단

저작물을 판매한 것은 매우 엄중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함.
하지만 상당한 어문저작물이 판매되기 전에 이모씨가 체포되어 사회적 피해가
감소된 점과 불법행위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8만 위안(한화 약 1,441만원) 병행하여 처벌함.
o 본안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단순히 불법복제도서를 판매한 경우 저작권 침해
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중국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죄란 저작
권자의 허가 없이 어문저작물·음악·영화·드라마·녹화작품·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저작권상의 발행행위는
도매·산매·전송·배포·대여 등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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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모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어문저작
물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죄로
판결함.

o 2011년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사건 심리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시사점

해결하기 위하여《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关于办理侵犯
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이하 ‘의견’)을 공포함. 법원은
의견 제20조2)을 적용하여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CHINA

※출처
http://finance.sina.com.cn/roll/20150616/005922438070.shtml

2) 의견 제20조. 발행은 소매·도매·산매·전송·배포·대여·전시 등 행위를 포함한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발행 복제한 경우 형법 제217조 저작권 침해죄로 판단하여 처벌하며 형법상의 불법경영죄(非法经营罪)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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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판권국, 인터넷상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 명령
중국은 인터넷 음악다운로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유료화 할 예정임. 이에 2015년
7월 8일 국가판권국은 공고문을 공포하여 7월 31일 전까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음악저작물의 배포금지를 명함. 또한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유료화에
어떠한 서비스 모델을 취할지는 권리자와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할 사항
이라고 밝힘.

작성자 : 김 군

o 2015년 2월부터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관한 감독관리 업무를
배경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해왔음. QQ뮤직(QQ Music), 쿠거우
뮤직(kugou music), 쌰미 뮤직(xiami music), SONY/ATV 뮤직 퍼블리싱,
EMI 음반회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 워너
뮤직(Warner Music), 바이두 뮤직(Baidu Music) 등 음반회사와 음악 서비스
업체 및 국제음반업협회,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중국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의 권리자 단체 대표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2015년 3월 국가판권국은 중국의 음악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음악서
비스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함.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모든 인터넷 음악서비스가 저작
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정 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o 인터넷 음악서비스 시장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국가판권국, 국가인
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는《인터넷 저작권침해 단속을 위한 ‘2015검망행동’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打击网络侵权盗版剑网2015专项行动的通知)》를 공동으로 공포함.

o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및 인터넷 음악사이트, 음악 앱 (Music
국가판권국의 공표

app) 등을 단속대상으로 포함시켜, 음악저작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주요 음악저작물의 수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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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형식으로 공개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또한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음악저작물
유통 상황을 단속할 것이며 불법음악을 전송(배포)한 제공자에게 경고, 공식
통고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수차례의 경고 또는 공식통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불법 음악저작물을 전송
(배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가할 것임. 또한 관련 행정부문과 협력
하여 불법 음악서비스 사이트 또는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 접수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이트를 폐쇄할 예정임.
o 2015년 7월 8일 국가판권국은《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 저작물 무단
배포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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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음악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드시 삭제할 것을 명함.

행동’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이는 중국 내 대형 인터넷 음악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불법음악 전송(배포)행위에 단순한 행정처벌 또는
형사적 처벌을 가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규범적
음악유료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착안한 것임.
- 현재 인터넷 음악 저작권료는 음악서비스제공자의 광고수익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한 저작권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권리자는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이번 2015년 검망행동의 취지는 인터넷 음악사이트 단속을 통해 자율적
음악서비스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규범적 인터넷 음악 유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출처
http://media.china.com.cn/cmgl/2015-06-24/6021.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57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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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음악저작물 유료화 방안은 기존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2015년 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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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 증가 추세
2015년 6월 7일 중국 베이징시 해정구 인민법원은 개인 서버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魔兽世界)’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죄 형사처벌을 부과하였음. 동 사건은 최근 들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자와 게임 불법 사용자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작성자 : LIHUA3)

o 2012년 9월부터 상하이 망지이 네트워크 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上海網之易
온라인 게임
‘World of Warcraft’
저작권 침해 사건

網絡科技發展有限公司)는 저작권 권리자인 폭설엔터테인먼트회사(暴雪娛樂國
際公司)의 권리허여와 신문출판총국, 문화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대륙지역에서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판다리아의 안개’를 출시하고 경영함.
o 동 사건의 피고인 지유삼(池裕森), 지유건(池裕建) 등 5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절강성 태주시 동항빌딩에 위치한 절강척신네트워크기술
유한회사 내에서 해외에서 획득한 서버 프로그램과 관련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록기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프라이빗 서버를
설치하고 맴버십 사용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7개월 사이에 약 233만위안(한화
약 4억 2,906만원)의 불법이득을 얻음.
o 2015년 6월 7일에 북경시 해정구 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저작권 침해자에게 5년 유기징역과 100만위안(한화 약 1억
8,4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고객 프로그램과 등록기 소프
트웨어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북경시 해정구에 위치하여있음.

3)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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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게이머들에게 프라이빗 서버는 전혀 생소하지 않음. 최근 들어 중국에서
중국내 온라인 게임
침해 현황

프라이빗 서버 설치하고 온라인게임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음. 국가판권국에서 공포한 ‘2014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온라인 게임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함.
-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더욱 심함. 일례로 레전드 게임 권리자인
성대게임(盛大游戏)은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의 레전드 게임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0여 편의 권리수호 서한을 보냈음.
- 모바일 게임의 불법복제가 증가한 이유로 게임의 내용을 복제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하지만 콘텐츠 개발과 혁신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 유명한 게임인 경우
고유의 팬이 많기에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모바일 게임의 생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불법
복제 소득이 용이하고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민사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불법 온라인 게임 업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o 또한 불법 온라인 게임의 주요 사용자이자 고객인 게이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음.

※출처
http://ip.people.com.cn/n/2015/0615/c136655-27154566.html
http://games.sina.com.cn/j/n/2015-06-03/crvvpkk7854427.shtml
http://ip.people.com.cn/n/2015/0615/c136655-27154587.html
http://news.xinhuanet.com/info/2015-04/24/c_134180415.htm .
http://games.ifeng.com/yejiehangqing/detail_2015_07/10/41072402_0.shtml
http://www.fawan.com/Article/fz/2015/01/30/155014273569.html
http://china.cnr.cn/ygxw/20150130/t20150130_51758297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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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3차 저작권법 수정안, 저작권관리부문에
압류 및 압수 수색권 부여
2015년 6월 국가판권국 부국장 옌샤오홍(阎晓宏)은 시나닷컴 (www.sina.com)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의 인터넷 불법저작물 단속업무 ‘검망행동(剑网行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요약함.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제3차 저작권법 수정안에 대하여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 압류 및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작성자 : 김 군4)

o 인터넷 불법저작물 단속업무인 ‘검망행동(剑网行动)’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개요

2015년까지 10년간 실시되고 있음. 2005년 국가판권국은 최초로 인터넷 질서
규율에 관한 규정인《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규정(互联网著作权行政保护办
法)》을 공포했으며, 2006년 중앙정부(국무원: 国务院)의 허가에 따라 행정법규인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를 공포하였음.
-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실시한 이래 10년간 총 4,681건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중 형사사건이 388건임. 또한 2,676개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1,178대의 서버를 몰수함. 단속업무 실시에 있어서 불법 인터넷사이트 경영자
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약 1,135만위안(한화 약 20억원)에 달함.

o 저작권법 제3차 수정 초안은 인터넷 저작물의 유통을 규율하기 위하여 저작권
법률 개정안의 내용

침해자의 책임을 가중시킴. 제3차 수정 초안 제78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소득이 5만 위안(한화 약 920만원) 이상인 경우
저작권관리부문은 불법소득의 1배에서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수익이 없는 경우 또는 불법수익이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25만위안(한화
약 4,603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제3차 수정 초안 제79조에 따르면 저작권관리부문은 저작권 침해현장 및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수할 수 있음. 저작권관리부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피조사자가 협조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4)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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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관리부문은 이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과가 심각한 경우 관련물품, 설비, 재료 등을 몰수할 수 있음. 또한 조사방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저작권법 제3차 수정 초안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얻은 불법소득에 의한 과징금을
의의

1~3배에서 1~5배로 증가시켰으며 불법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위안(한화 약 1,844만원) 이하에서 25만위안(한화 약 4,603만원)
이하로 증가시킴.
- 중국저작권법 제3차 수정 초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저작권관리부문에 압류 및
압수 수색권을 부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저작권 침해행위 조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압류 및 압수 수색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행위의 확산
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CHINA

※출처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5/06/id/1652417.shtml
http://news.sina.com.cn/c/2014-06-06/19133030977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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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문자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전략적 제휴 체결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國文字著作權協會)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제휴에 따라 중국의 서적과 신문 및 잡지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과 도서관 분야에서 인쇄되어 복제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되는 경우 권리
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음. 향후 양국은 저작권 무역을 통하여 저작권 대리협력을
진행하며 한중문화교류를 추진할 예정임.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한중 양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게 된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밝힘.

작성자 : LIHUA5)

o 한중 양국의 교류가 심화되면서 교육계, 도서관 등 분야에서 상대국 도서에
배경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 한중 양국에서는 저작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작권 무역을 통하여 저작권 대리협력을 전개하고 한중 문화교류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음.
o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國文字著作權協會)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체결한
전략적 협의는 중국국가판권국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제남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1기 한중저작권포럼 및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를
통하여 체결한 협력 협의서 중의 하나임.
- 한중 양국은 2006년 저작권 정책 이슈 공유와 저작권 보호 개선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제11기 한중저작권포럼은 2015년 5월 27일 중국국가판권국과 한국문화체육관
광부 주관으로 ‘저작권보호와 저작권산업발전’을 주제로 개최되었음. 회의 참석
자들은 국제저작권 산업수요의 발전, 저작권법 개정,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와
정품 사용 조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에 대한 경험, 저작권 보호 조치의 시행,
다자조약의 협상 및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음.
-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알리바바 그룹은 저작권 보호, 권리수호와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협력협의를 체결하고, 한국영화권리자(방송국)와 중국
네트워크영화TV유통플랫폼(OSP)은 교류협력협의를 체결함.

5)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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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문자저작권협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체결한 전략적 협력 협의와
협의의 구체적 내용

복제권 권리 허여 협의에 따라 중국의 서적과 신문, 잡지들이 한국 교육시스템과
도서관 등 분야에서 인쇄되어 복제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되는 경우 권리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음.

o 한중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교류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협력을
의의

도모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획기적임.
o 양국은 향후 저작권 무역을 통하여 저작권 대리협력을 진행하며 한중문화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o 동 협력에 따라 중국의 언어와 문화콘텐츠가 한국에서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중국 출판업계의 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CHINA

※출처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6/10/c_127901504.htm
http://www.ajunews.com/view/20150527153444557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6/02/c_127870691.htm
http://news.gbicom.cn/wz/136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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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스포츠 중계방송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2013년 8월 1일 시나닷컴(www.sina.com)은 봉황망(www.ifeng.com)이 중국축구슈퍼
리그(China Football Association Super League)에 대한 독점적 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이유로 법원에 기소함. 2015년 7월 14일 베이징시 차오양구(北京市朝阳区)인민
법원은 스포츠 중계방송을 사진(화면) 저작물로 인정하여 원고 시나닷컴을 지지함.

작성자 : 김 군6)

o 시나닷컴(sina)이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 봉황망(ifeng)은
사건의 개요

자사 홈페이지에 중국축구슈퍼리그 경기를 생중계로 방송한다고 광고하였으며,
실제 산둥루넝(山东鲁能) vs 광둥푸리(广东富力) 경기와 썬신(申鑫) vs 쓘텐
(舜天) 경기를 중계 방송하였음.
- 시나닷컴은 중국축구슈퍼리그로부터 1년간(2013.3.1.~2014.3.1.)의 배타적
전송권을 취득함. 시나닷컴은 봉황망이 허가 없이 중계 방송한 행위는 자신의
배타적 전송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였음을 주장함.
o 한편 봉황망은 축구경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시나닷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o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北京市朝阳区人民法院)은 녹화된 축구경기방송은
법원의 판단

정지영상 화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함.
o 중국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충족된 복제형식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함.
- 법원은 축구경기방송이 수많은 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통해 제작되고, 녹화화면의
선택, 각도의 조절, 편집 등에 의하여 최종적 경기화면이 관객들에게 전송되므로
녹화된 축구경기는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함.

6)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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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축구경기방송이 인터넷상에서 중계방송 되었으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축구경기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네트워크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11조의
저작권자가 향유하고 있는 기타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o 스포츠 경기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보호문제가
시사점

대두됨. 현재 중국 저작권법에는 ‘축구경기방송’을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축구경기방송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논쟁이 지속되었음.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하여 축구경기방송의 저작권적 보호
지위가 확정됨.
o 동 사건을 감정(鑑定) 및 공증(公證)한 기관 책임자는 해당 판결이 축구경기
언급함. 또한 녹화된 축구경기를 사진(화면) 저작물로 인정한 것은 진보적인
판단이라고 밝힘.
- 축구경기는 원칙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생중계로
인터넷에 배포하더라도 정보네트워크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할 수 없음.
- 다만 상하이제2중급인민법원연구실(上海第二中级人民法院研究室)의 웬보어(袁博)
연구원은 축구경기를 녹화 및 편집한 것은 영상저작물 또는 방송복제물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어, 허가 없이 타인의 축구경기를 배포(중계방송)할 경우 저작
인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o 반면 축구경기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통일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안은 1심 사건으로 상고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56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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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로 이것이 중국 최고의 국문책’ 저작권
침해사건 심결
2015년 7월 23일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바로 이것이 중국 최고의 국문책(这才
是中国最好的语文书)’ 사건에 대하여 원고 상하이역문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의
주장을 지지함. 2015년 4월 상하이역문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는 강소봉황문예
출판사(江苏凤凰文艺出版社)가 허가 없이 E.B. White의 저서 ‘샬롯의 거미줄(Charl
otte's Web)’ 및 ‘트럼펫을 부는 백조 (The Trumpet of the Swan)’를 ‘바로 이것이
중국최고의 국문책’ 도서에 사용한 이유로 기소하였음.

작성자 : 김 군

o 2014년 4월 강소봉황문예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는 ‘바로 이것이 중국 최고의
사건의 개요

국문책(这才是中国最好的语文书, 이하 '국문책'이라 함)’을 출판함. 국문책은
국내외 명작소설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한 어문저작물로서, 그 중 E.B.
White의 저서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과 ‘트럼펫을 부는 백조(The
Trumpet of the Swan)’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o 상하이역문출판사는 자신이 위 소설의 독점적 출판권자이자 중국어 번역판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며 강소봉황문예출판사(江苏凤凰文艺出版社)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함.

o 1998년 5월 26일, 상하이역문출판사는 Harper Collins Children’s Books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계약을 체결하여 E.B. White의 저서 ‘트럼펫을 부는 백조(The Trumpet of
the Swan)’의 중국지역 독점적 출판권을 취득하였음. 또한 2013년 1월 1일
White Literary社와 이용허락계약서를 체결하여 ‘트럼펫을 부는 백조’의
중국어 번역권을 취득하였음(이용허락 기간 5년).
-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의 중국지역 독점적 출판권 및 중국어 번역권
역시 동일 방법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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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하이역문출판사는 강소봉황문예출판사가 자신의 허가 없이 ‘트럼펫을 부는
백조’와 ‘샬롯의 거미줄’을 국문책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30만위안
(한화 약 5,507만원) 및 저작권 침해정지를 요구함.
- 한편 강소봉황문예출판사는 상하이역문출판사가 제출한 중국지역 독점적 출판권
및 중국어 번역판 저작권의 귀속증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발행한
국문책은 합법적이고 저작권자 및 관련권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주장함.

o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원심법원의 판단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함. 즉 법정허락 또는 공정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은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함.
- 법원은 강소봉황문예출판사가 출판한 국문책은 소설과 평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희소하므로, 평론을 위한 합리적인 인용으로

- 또한 법원은 침해행위의 방식, 범위,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강소봉황문예출판사에
국문책 출판·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금 20만위안(한화 약 3,691만원)을 명함.

o 피고 강소봉황문예출판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항소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음.

※출처
ht tp://cul ture.peopl e.com.cn/n/2015/0714/c22219-27301513.html
http://culture.ifeng.com/a/20141231/42838347_0.shtml
http://www.hshfy.sh.cn/shfy/gweb/flws_view.jsp?pa=adGFoPaOoMjAxNaOpu6bWqsPx1t
XX1rXaMTgzusUmd3N4aD0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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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동성, 2016년 모바일 통한 저작권 피해
방지법 시행 예정
2015년 8월 5일, 중국 광동성 신문출판광전국출판관리처(广东省新闻出版广电局出
版管理处(数字出版处))는 중국내 모바일 관련 산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2016년 1월 1일 정식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광동성판권보호조례(广东省版权保护条例)》는
2015년 4월 2일 발표된 「제12차 전국국민열독조사보고」에서 중국 국민들의 도서 소비방식이
디지털 전자도서 형태로 급격히 전환되는 양상을 띠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됨.

작성자 : 임지연7)

o 2015년 4월 20일 발표된 중국신문출판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의 「제12차
배경

전국국민열독조사보고(第12次全国国民阅读调查报告)8)」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성인 기준 58%가 취미생활로 독서를 즐긴다고 답변함.
o 이 중 디지털 전자도서 형식의 독서를 즐긴다고 답한 인구가 58.1%에 달했으며,
2013년도에 비교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디지털화 된 전자도서를 선호한다는 답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인
51.%가 모바일을 통한 전자도서를 활용한다고 답변함. 이는 지난 2013년도
41.9%에 그쳤던 모바일 활용 전자도서 열람 인구와 비교해볼 때 9.9%가 상승한
수치임.
- 모바일 전자도서 활용 인구 가운데 연령대 별로 18~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도서를 접하는 방식으로는 웨이신(微信)9) 내에 게재된 도서를 일평균 14.11분
열람한다고 답한 인구가 3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전통적인 출판 방식인 종이책을 활용하여 독서를 즐긴다고 답변한 성인
인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소비한 종이책은 평균 약 4.56권으로서, 2013년
약 4.77권에 비해 0.21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7)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8)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매년 상반기 0~7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대표적인
사업임. 매년 변화하는 전국민의 독서량 및 독서 방법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위해 진행됨.
9) 웨이신(微信)은 2015년 상반기 기준 보유 회원수가 5억여명인 중국 최대 모바일 서비스(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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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결과에 따라 디지털 출판 분야의 원활한 발전과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바일 통한 저작권
피해 방지법 시행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광동성 신문출판광전국출판관리처
(广东省新闻出版广电局出版管理处(数字出版处)는 모바일을 통한 저작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광동성판권보호조례(广东省版权保护条例)》를 오는 2016년
1월 1일자로 정식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공표함.
- 동 법안의 상세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8월 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자도서와 각종 디지털간행물, 디지털화 된 소설·논문·교육출판물 및 각종 지도
(地圖), 온라인상에 게재된 음원 및 만화·애니메이션, 모바일 상 노출되는 콘텐츠와
어플 등이 법안의 대상으로 다뤄졌다고 밝힘.
- 또한 동 법안에는 디지털 유통 산업 전반을 규제할 법안과 관련 업종을 제재할
시스템 및 체계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2015년 7월 ‘전국 제2차 디지털전형시범단체’로
양성만보(羊城晚报)를 선정함. 양성만보는 종이책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 과정을
대중에 공개하고 사업 전반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전시관 설립을 앞두고
있음.
- 전시관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된 각종 문학작품과 디지털 만화·애니메이션관이
포함됨. 또한 이 지역 출판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임.
- 또한 전시관에는 저명한 게임업체와 동아리 등과 합동 전시, 디지털 게임대회
개최, 체험학습장 운영, 3D 입체상영구를 제공해 약 10m가량의 구역에 가상의
그림과 글자를 띄울 수 있는 가상 벽면을 설치하고 초대형 캔버스를 통해 붓
등을 활용한 체험장을 운영할 방침임.
- 해당 전시관은 향후 창의적인 작품 활동과 출간을 위한 작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 구간으로 창작물과 창작자의 교류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망임.

o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은 동 법안이 디지털 출판 분야의 보호를 위한 최소의 기준을
의의 및 전망

갖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광동성 및 광동성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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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법안의 주요 골자인 ‘종이책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디지털사업 전환
과정 공개를 위한
전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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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물의 무단 공유 및 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 저작물의 온라인 상
무단 게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관련
분야 사업의 활성화, 저작물의 정당한 거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o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16~2020년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이 담긴 《제13차5개년발전계획(第13次5年计划)》에도 광동성의
디지털 출판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임.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7374.html
http://www.cssn.cn/st/st_whdgy/201504/t20150422_1596501.shtml
http://www.ycwb.com/ePaper/xkb/html/2015-08/05/content_760569.htm?div=-1
http://www.cecos.cn/a/banquanzixun/xingyezixun/20150811/3919.html
http://news.xkb.com.cn/guangdong/2015/0805/395537.html
http://www.ycwb.com/ePaper/ycwb/html/2015-06/10/node_20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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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법원, 5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Popcorn Time 접속 차단 명령
•英 법원,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
•EU, 공공장소 설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
•獨 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의 적극적 감시 의무 없음을 재확인
•스페인, 불법복제 근절 노력 긍정적 효과
•유럽의회, 공공장소 설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보고서 거절
•英 고등법원, 사적복제 규정 삭제 결정
•英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올인원프린터 판매자에 불법복제 보상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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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5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Popcorn Time 접속 차단 명령
2015년 4월 28일 영국고등법원은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에게 Popcorn Time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함. 이는 영국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97A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영화 및 TV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요청에 의한 것임.

작성자 : 장대한1)

o 영국고등법원은 5개의 영국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사건의 개요

ISP)에게 Popcorn Time 및 유사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
할 것을 명령함.
- Popcorn Time은 토렌트를 기반으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
를 시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
o 영국고등법원은 Popcorn Time 웹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트 웹사이트 운영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o 한편 ISP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97A조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
-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들(Hollywood studios)은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저작권
자로서 동법에 의거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함.

o 영국고등법원은 쟁점사항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법원의 판단
- 첫째, ISP는 서비스 제공자임.
- 둘째,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자 또는 운영자는 저작권을 침해함.
1)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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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자 또는 운영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ISP의
서비스를 사용하였음.

C

- 넷째, ISP는 저작권침해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음.
o 특히 두 번째 쟁점은 단순히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고려되었음.
- 이에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Popcorn Time 웹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업로드 한 호스트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국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o 영국고등법원은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을 더욱 강력히
의의

부여하고 있음.
o 영국은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들의 다양한
기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o 한편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Popcorn Time을 이용하던 이용자는
계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음.

EUROPE

※출처
http://www.charlesrussellspeechlys.com/updates/publications/tmt-new/high-court-orde
rs-uk-s-major-internet-service-providers-to-block-access-to-popcorn-time-websites
/?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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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
2015년 6월 19일 영국고등법원(High Court)은 영국 저작권법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적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법률 심사를 신청한 음악 저작권 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법원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은 불공평하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함.

작성자 : 권세진2)

o 영국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사적 이용을 위하여
사건의 개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함.
- 기존에는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CD에 담긴 콘텐츠를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MP3
플레이어에 복제하거나 리핑(ripping)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였음.
- 영국 정부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함.
- 영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물의 원본을 구매한
자에게만 허용되며 친구 또는 가족과 공유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경우 보상금
책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함.
o 영국 작사가, 작곡가 및 저작자 아카데미(British Academy of Songwriters, Com
posers and Authors, BASCA), 음악인 조합(Musicians’ Union, MU)과 영국 뮤직
(UK Music)과 같은 음악저작권단체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적이용을 위해 저작물
을 복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사법 심사를 신청함.

2)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8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이용자들이 사적인 이용을 위해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영국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상금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C

점과 유럽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5조 제2항 (b)
호에서 정당한 보상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주장함.
o 2015년 6월 19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적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o 고등법원은 저작권을 제한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저작권자들을 위한 보상금
법원의 판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사적이용을 위한 음악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입법
한 것은 전적으로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서 불법이
라고 판단함
- 법원은 해당 규정이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BIS의
정부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o 법원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사안으로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법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
o 법원은 2015년 7월 사적이용 규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법원절차를 진행하기로 요청함.

o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사점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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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전송 행위의 급격한
증가로 증대되는 저작권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대신 복제나 전송 등으로 간접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기
제조업체 및 플랫폼업체 등에 보상금을 부담시키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o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 도입 논의는
전세계적인 추세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논거에서 벗어나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사적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한 예외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영국
고등법원의 결정은 향후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논거로 작용
할 것임.

※출처
http://www.alcs.co.uk/ALCS-News/2015/June-2015/ALCS-News-Bulletin-June-2015/
UK-music-industry-wins-High-Court-copyright-case-a
http://www.ukmusic.org/news/privatecopyingexception
http://www.euractiv.com/sections/infosociety/uk-ruling-private-copying-highlights-cont
ested-part-eu-copyright-talks-3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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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장소 설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
최근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저작권법에서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전시 및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각 등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규정을 제한하는 EU 저작권지침 개정안을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작성자 : 권세진

o 현행 EU 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개정안의 개요

Council of 22nd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
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5조 (3)항 (h)호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각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및 배포권을

o 최근 EU의회의 법사위원회(Legal Committee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명시된 공공장소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각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FOP) 규정을 제한
하는 EU 저작권지침의 개정안을 제안함.
-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의
사진, 비디오 영상 및 다른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commercial use)에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도록 하고 있음.

o 파노라마의 자유는 일반 공중에게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

조각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이 제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진, 동영상, 또는 그림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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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 회원국 중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은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하여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음.
- 독일 저작권법은 ‘공공의 도로, 시가 또는 광장’으로 그 장소를 제한함. 그러나
저작물의 대상 범위를 미술 저작물에 한정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이용방법 역시
상당히 자유로워 판매 목적이나 전시를 위한 복제도 가능함.
-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은 건축물의 모형
(model) 혹은 미술공예의 저작물(work of artistic craftsmanship)에 대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면 ‘구내(構內)’라도
적용이 되도록 규정함.
-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은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이나 이미 시공된
건축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를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원래 저작물과 같은 유형의
저작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고 있음.
o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회원국 등은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적,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프랑스의 에펠탑은 2003년 탑의 외부에 설치한 조명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에펠탑의 야간 촬영 사진은 조명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ciété d’Exploitation de la Tour
Eiffel(SETE)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 벨기에의 경우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웹사이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빌딩 사진을 게시하려면 검은 윤곽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음.

o EU 저작권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견해의 대립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음.
- 저작권 침해자의 양산을 우려하는 견해에 따르면 동규정이 궁극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웹사
이트에 게시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촬영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예를 들면,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야외에서 건축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가족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행위는 비영리적(non-commercial) 목적이지만,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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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에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 허락하도록 명시한 페이스북의 서비스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사진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C

o 반면, 해당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사진작가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o 율리아 레다(Julia Reda) 독일 유럽의회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은 EU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저작물의 사진, 비디오 영상
및 다른 이미지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o 우리 저작권법은 파노라마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35조 제2항에 명시하고
시사점

있는데, 미술저작물로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제외함.

에서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물의 이용환경을 반영한 정책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형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www.telegraph.co.uk/travel/travelnews/11695345/Freedom-of-panorama-EU-pr
oposal-could-mean-holiday-snaps-breach-copyright.html
http://www.diyphotography.net/new-eu-proposal-could-make-it-impossible-to-take-p
hotos-in-public/
http://ipkitten.blogspot.kr/2015/06/freedom-of-panorama-what-is-going-on-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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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의 적극적
감시 의무 없음을 재확인
2015년 7월 2일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이용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유튜브에 없다고 판결함. 또한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글 비디오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

작성자 : 권세진

o 2010년 8월 27일,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sellschaft für
사건의 개요

musikalische Auffü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GEMA)가 구글(Google)의 자회사인 유튜브(YouTube)를 상대로 유튜브에
게시된 뮤직비디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해당 음원들이 장기간 유튜브에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행위를 감시할 의무는 유튜브에게 있다고 밝힘.
o GEMA는 Google을 상대로 유튜브에 업로드 된 뮤직비디오 중 무작위로 선정한
12개의 뮤직비디오 파일의 접근 차단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12년 4월 20일 동법원은 GEMA 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12개의 파일 중 7개의 파일에 대하여 해당 파일의 삭제 및 재업로드 행위
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5개의 파일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유튜브 측은 법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의 책임만을 인정한 것이므로 자신
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논평함.
- 유튜브는 시범적으로 12개의 동영상에 대한 독일 내 서비스를 제한하여, 이용자가
독일에서 해당 동영상을 클릭하는 경우 “이 동영상은 GEMA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된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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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유튜브의 조치에 대하여 GEMA는 서비스 제한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사용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후 유튜브를 상대로 해당 문구의
삭제 조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C
o 2015년 7월 1일, 함부르크 항소법원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이용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유튜브에 없다고 판결함.

o 법원은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법원의 판단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용자가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비디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actively) 감시할
의무가 유튜브에 없다는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확인함.
o 그러나 구글 비디오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함.
- 불법 콘텐츠물이 게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한 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왔음.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유튜브와 같은 ISP에게 저작권 직접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판결을 내림.
- 이에 유튜브는 뮤직비디오에 전자지문(digital fingerprint)을 부가하는 기술을 이용
하여 불법적으로 게시된 뮤직비디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하여 GEMA와
같은 저작권자들이 불법적으로 게시된 뮤직비디오 목록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밝힘.
o 이번 독일 함부르크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향후 유투브의 저작권 침해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의 감시의무와 침해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OSP가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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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ahoo.com/tech/s/googles-youtube-loses-appeal-german-copyright-cas
e-122051235--finance.html
https://torrentfreak.com/youtube-doesnt-have-to-police-piracy-proactively-court-rules
-150702/
http://www.bloter.net/archives/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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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불법복제 근절 노력 긍정적 효과
C

프로무시카이(PROMUSICA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스페인 내 콘텐츠 이용자가
접근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중 88%가 불법복제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남. 스페인
정부는 그 동안 스페인 내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대한
원활한 대응체제와 불법 복제물에 접근을 허용하는 웹사이트를 ISP가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용함. 이러한 노력은 음원 분야의 불법복제율을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낳았으며 내년에는 영상 분야의 불법복제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작성자 : 권세진

o 최근 국제 저작권 및 IP 보안 단체(Copyright and IP Security International)는
프로무시카이의
조사

음악 저작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스페인 정부 정책들이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2014년 스페인 음반 시장 분석 보고서(MERCADO DE LA MÚSICA GRABADA
EN ESPAÑA AÑO 2014)」에 따르면 2014년 스페인 내 콘텐츠 이용자가 접근한
모든 디지털콘텐츠 중 88%가 불법복제물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서부
유럽 지역에서 불법복제가 상당히 심각한 국가로 분류됨.

※ 프로무시카이(Productores de Música de España, PROMUSICAE)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의
스페인 대표 회원사로 1958년 설립된 프로무시카이는 스페인 음반산업계의 90%
이상을 대표하는 음악협회로서 정기적으로 매주 일요일 스페인 내 음악 싱글
차트 순위를 집계하여 협회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스페인 음악 제작사의 이익을 대변
하며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정책들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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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페인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콘텐츠 불법복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스페인 정부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책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대한 원활한 대응체제 마련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차단하는 등의 지식재산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중요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불법복제행위 억제(Tackling online piracy) :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는 ISP에 대하여 면책하는 기본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함.
- 종합뉴스서비스(News aggregators)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신문 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의견, 오락물 등을 이용하여 종합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 보상금을 신문 발행인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Private copying) 범위의 제한 : 전문적 또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경우와 불법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모든 복제 행위를 배제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범위를 제한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용(Collective rights management) :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규제 및 저작자들에게
수수료를 분배하기 위한 중앙결제 시스템을 도입함.
-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과 보호기간의 연장(Orphan works and term of protection)
: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EU 저작권 심사지침(Directive 2012/
28/EU)의 내용을 스페인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한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o 스페인 정부는 콘텐츠 불법복제행위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의의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가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최근 음원 분야의 불법복제율을 상당히 낮추는데 일조하였으며 내년에는 영상
분야의 불법 복제율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 최근 프로무시카이의 「음반시장 H1 2015 보고서(Recorded Music Market H1
2015 Report)」에 따르면, 247개의 웹사이트 대상 불법콘텐츠 삭제요청의 98%가
받아들여졌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444명의 창작자들의 분쟁이 원활하게 처리됨.
- 2014년 연간 음원 수익의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전반기 음원 수익은 작년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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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 콘텐츠를 공유하는 ISP를 차단하는 한편 합법 저작물을 사용하는 소비자
행동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불법복제 콘텐츠를 공유하는 250개의 웹사이트 수치는
2012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함.

C

※출처
http://www.musicbusinessworldwide.com/spains-piracy-fightback-continues-music-m
arket-up-11-as-streaming-jumps-40/
http://www.promusicae.es/estaticos/view/4-informes-promusicae
http://copyright-international.com/spain-is-the-latest-nation-to-make-progress-again
st-piracy/
http://ipkitten.blogspot.kr/2014/11/what-is-recent-spanish-ip-reform-all.html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spain-hits-new-high-piracy-78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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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공장소 설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보고서 거절
유럽의회는 EU가 제안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건축물(관광지 포함)의
사진을 찍어 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등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EU저작
권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고서 제안을 거절함.

작성자 : 장대한3)

o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건축물 혹은 조각 등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럽의회, EU저작권
체계 변화시키기
위한 보고서 거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EU저작권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고서를 제안함.
- 동 제안은 프랑스의 유럽의회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
장 마리 카바다(Jean Marie Cavada)가 최초로 제안하였음. 카바다는 모든 EU
회원국은 건축물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건축가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EU의 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위키미디어(Wikimedia) 및 아마추어 사진작가 협회(Amateur Photographer)
등은 위의 제안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침. 위키미디어는 제안이 통과된다면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개시된 약 4만개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된다고 언급함.
o 2015년 7월 9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각 등의 사진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보고서의 제안을 거절함. 이는 유럽
의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한 결과이며, 55만명 이상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음.

3) 장대한_런던대학교(King's College London) 창조문화산업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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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가 제안한 보고서에 따를 경우, 주요 건축물 또는 조각 등의 저작권에 의하여
시사점

인터넷상에 저작물의 사진 등이 공유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임.

C

o 인터넷상에서 공유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

※출처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5-07/10/public-selfies-saved-by-a-germanpirate/viewgallery/478194
http://www.amateurphotographer.co.uk/latest/photo-news/european-parliament-rejects
-absurd-eu-plan-to-axe-freedom-of-panorama-55708?utm_source=Plagiarism+Toda
y+Newsletter&utm_campaign=c486ddea27-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
&utm_term=0_643f84ace3-c486ddea27-4126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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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고등법원, 사적복제 규정 삭제 결정
최근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2015년 7월 17일 해당 규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함. 법원은
해당 규정의 폐기 여부, 규정폐기가 장래효(ex nunc)인지 소급효(ex tunc)인지 여부,
손해(harm)의 의미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해석이 필요한지 여부, 비용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였음.

작성자 : 유현우4)

o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영국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을 구매한
개요

자에게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둠.
- 2014년 7월 29일 영국의회를 통과하고 동년 10월부터 시행된 영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적·영구적으로 사적복제가 허용됨.
o 영국의 개정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는 허용하였지만 다른 유럽연합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영국 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함.
- 한편 음악 관련 단체와 산업계는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의 도입으로
저작권자들은 연간 5,800만 파운드(한화 약 1,052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이에 영국 정부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할지라도 저작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o 영국 작사가, 작곡가 및 저작가 아카데미(British Academy of Songwriters,
Composers and Authors, BASCA), 음악인 조합(Musicians’ Union, MU),
영국 뮤직(UK Music) 등과 같은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2014년 11월 정당한
보상 없는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반발하며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사법 심사를 요청함.

4)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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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권리
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미칠 수 있고, 유럽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

C

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5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o 2015년 6월 19일, 영국 고등법원은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음악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저작권법의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의 위법성을 인정함.

o 사적복제 규정의 폐기 여부.
쟁점사항에 따른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적복제 허용 조항 제28B가 현존하여 남아있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폐기되어야 함.
- 법원은 판결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조항 제28B가 폐기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기능의 예외조항(Schedule 2 paragraph 1B CDPA 1988)이 남아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o 규정폐기 명령이 장래효(ex nunc)인지 소급효(ex tunc)인지 여부.

것인지의 문제에서 법원은 규정이 소급효로 폐기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규정의 폐기는 장래효를 가진다고 결정함.
o ‘손해’의 의미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해석이 필요한지 여부.
-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법원은 결국 고려하지 않음.
- 또한 법원은 해석을 위한 어떤 명령도 거절함.
o 비용 측면.
- 법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 사안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 판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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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을 오직 장래효로 폐기해야 하는지 또는 규정이 소급효로도 폐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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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july/quashing-of-private-copying-exemption
-a-temporary-stay-of-execution-for-music-industry-says-expert/
http://www.bailii.org/ew/cases/EWHC/Admin/2015/2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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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5년 7월 22일 영국 지식재산권청(UK Intellctual Property Office)이 발표한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는 영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최신 동향을 보여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작성자 : 유현우

o 2015년 7월 22일 영국 지식재산권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설문조사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IPO의 후원과 Kantar Media에 의해 수행된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영국의 12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
소비자 추적 조사였음.
o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합법적인 서비스가 10%이상 증가했고, 합법적인
콘텐츠와 불법적인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의 온라인 소비가 6% 증가
하였음. 그러나 이용자의 1/5이 여전히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는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62%가 음악, TV쇼,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또는 e-book 등을 다운로드해 봤거나 스트리밍 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2013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영국 소비자의 수도 10% 증가함.
o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와 함께 발표되었음. 영국과
호주의 이용자들은 온라인 미디어를 같은 동일한 비율로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영국 이용자의 수는 호주 이용자의 절반(50%)
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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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 약 1,56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악을 온라인으로 이용함. 1,200만명의
이용자가 음악을 스트리밍 했고, 1,050만명의 이용자가 음악을 다운로드함.
16-24세 사이의 이용자들이 가장 활발히 음악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나타남.
-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위해 이용되는 플랫폼 중 YouTube, Amazon과 Spotify가
상위에 있었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음악 이용의 54%가
YouTube를 통해서 이루어짐.
- 이용자의 26%가 음악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음.
o 영화
- 1,00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를 온라인으로 이용함.
- Netflix, Amazon과 YouTube가 영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위한 최대의 플랫폼
이었고, 온라인 영화 이용의 44%가 Netflix를 통해 이용됨.
- 이용자의 25%가 일부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음.
o TV
- 1,50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TV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용함.
- BBC iPlayer, You Tube와 ITV Player가 온라인으로 TV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플랫폼이었고, 온라인 TV프로그램 이용의 62%가 BBC iPlayer를 통해 이루어짐.
- 이용자의 21%가 일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함.
o 기타
- 56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전자책을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하였고, 520만명의
이용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550만명의 이용자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거나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위한 평균 분기별 지출은 TV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6.68파운드(한화 약 12,540원)에서 음악 이용을 위한 20.28파운드(한화
약 38,000원)까지의 범위였음.
-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저렴한 비용(49%)과 편의성(43%) 때문
이었음. 설문조사대상자들은 만약 합법적인 서비스의 비용이 내려가거나(25%)
모든 저작물을 합법적으로만 이용하게 된다면(21%)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이
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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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IPO는 온라인 스트리밍과
향후 전망

다운로드 구조의 명확한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C

위한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협력하며, 합법적으로 다운로드와

o 또한 영국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교육 목적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310만 파운드(한화 약 56억원)를 제공했음.
- IPO를 통해 2017년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기구를
경찰청 내에 설치하기 위해 556만 파운드(한화 약 10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음.
- 대규모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창의성을 보호하고 보상하면서, 유럽위원회와 산업계와 함께 보다 많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중임.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consumers-give-boost-to-legal-downloadin
g-and-streaming-for-tv-films-and-musi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sur
vey-5t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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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올인원프린터
판매자에 불법복제 보상금 요구
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 ‘레프로벨(Reprobel)’은 올인원프린터(All-In-One Printers)
판매자를 상대로 불법복제 보상금(‘You Must Be A Pirate’tax)을 요구함. 레프로벨은
벨기에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s Belgian wing)를 상대로 올인원프린터 판매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작성자 : 권세진5)

o 프랑스 등과 같은 일부 유럽국가들은 공 CDs/DVDs, 하드드라이브, 휴대폰,
배경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은 디지털 복제 장치에 불법복제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음.
- 저작권 산업계와 신탁관리 단체들이 요구하는 불법복제 보상금 징수 논리는 해당
장비 구매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복제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작자들의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임.
o 정부 정책은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물을 해당 장치에 복제한다는 이유로
불법복제 보상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함.

o 최근 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 ‘레프로벨(Reprobel)’은 올인원프린터(All-In레프로벨,
올인원프린터
판매자에 불법복제
보상금 요구

One Printers) 판매자를 상대로 불법복제보상금(‘You Must Be A Pirate’tax)을
요구함.
- 레프로벨은 벨기에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s Belgian wing)社를 상대로
올인원프린터 판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o 레프로벨의 요구는 올인원프린터가 하드카피 책을 복제하여 디지털/하드웨어
형태로 변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

5)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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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로벨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손해(harm)”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복제와 인쇄 모두 이론적으로 인쇄물의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C
o 벨기에는 저작자의 ‘잠재적 손해(potential harm)’를 기반으로 단일 복사기
(standalone copiers) 판매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번 레프로벨의
요구는 ‘실제 손해(actual harm)’를 기반으로 프린터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o 벨기에 검찰총장(Advocate General, AG)은 보상금 징수에 대한 레프로벨의
올인원프린터
보상금 요구에 대한
비판

요청에 대하여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개인이용자들에 의한 올인원프린터를 사용은 도서관이나 복사업체에서 동일 속도의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미치는 손해가 작으므로 손해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함.
- 프린터와 복사기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촉진한다는 가정이 입증되지 않았음.
- 올인원프린터를 이용하여 하드카피 책을 스캔하여 디지털 서적을 제작하거나
PDF로 변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그러한 서적의 수요도 많지 않음.
o 벨기에 AG은 레프로벨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올인원프린터의 이용이

o 벨기에 AG는 올인원프린터에 대한 보상금이 실제 손해를 기반으로 징수되는
경우 보상금액 잠재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제안함.

o 우리나라에서도 복사기, 녹음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시사점

일괄적으로 사전에 보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o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은 일부 유럽국가들의 저작권 단체들이 보상금 징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는 국내 제도 도입 논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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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메이카 하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 통과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상원위원회 통과
•개발도상국 방송사업자, WIPO 상설위원회에 방송신호의 국제적 보호 요청
•캐나다, 녹음물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확정
•캐나다, 비평을 위한 뉴스영상 무단 이용의 저작권 침해 논쟁
•호주,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자가 고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
•태국, 강력한 저작권법 보호 방안 도입

기타

Jamaica

자메이카 하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
통과
2015년 6월 9일 자메이카 하원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법안은 자메이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사후 9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동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법안의 내용

o 2015년 6월 9일 자메이카 하원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됨. 법안은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저작자 사후 95년까지 연장하여
보호하도록 함.
- 이는 음반, 영화,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자메이카의 저작물과 해외저작물에도
해당됨.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o 또한 법안은 현행 자메이카 저작권법에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함.
- 법안의 제안서에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메이카의 저작자들의 인터넷 거래 행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권리자들이
인터넷 거래를 통해 잠재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음.

법안에 대한 견해의
대립

o 법안 찬성 측인 산업·투자·통상부 장관인 Anthony Hylton는 저작권 산업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의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조항은 거래와 공공 이익의 취약한 균형을 관리해야하며 저작권 보호

1)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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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인해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지속적으로 창작하는 자메이카
기업과 개인을 성공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o 반면 야당 대변인은 현재 자메이카는 저작물을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작물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안이나 경제를
위협하는 해외 저작물 수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면 해외 저작물에
대한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의의

o 현재 자메이카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국으로,
다른 WIPO 가입국과는 조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자메이카에서 최혜국 대우와 내국인 대우를 선택해
가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95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면 타국과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멕시코와 코트디부아르 등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평균
저작자 사후 70년 이하로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보호기간 연장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 보임.
o 자메이카의 저작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절한지는 확신할 수 없음. 하지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 산업에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자메이카 자국의 저작권을 ‘지원’함으로서 저작권 산업을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도 필요할 것임.

※출처
http://www.jamaicaobserver.com/latestnews/House-approves-95-year-copyright-protection
http://www.jamaicaobserver.com/latestnews/Debate-on-Copyright-Act-continues-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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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ila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상원위원회 통과
2015년 6월 22일 온라인저작권침해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됨.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SOPA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동 법안은 저작물이 불법으로
업로드 된 국내 혹은 해외사이트를 ISP가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단조치 시 해당
사이트에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절차는 아님.

호주 SOPA 법안
배경 및 경과

o 2011년 미국연방정부는 미국 내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저작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차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top Onlin
e Piracy Act; SOPA)과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 IP Act; PIPA)3)을
추진하였으나 이용자들과 ISP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불발된 바 있음.
o 2014년 2월, 호주 법률개정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
LRC)가 작성한「저작권과 디지털 경제(Copyright and Digital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어 호주
창작 산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
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
o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호주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2015년 3월,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영화 및 TV콘텐츠물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 말콤 턴불(Malolm Turnbull) 호주 통신부 장관은 2015년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을 상정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2일 상원에서 통과됨.

2)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3) 미국 정부와 저작권자가 위법하거나 위조품을 만드는 불법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는 수단을 명시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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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

o 동 법안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동반하는 사업 기반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해외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위치(online location)를 차단해 줄 것을 연방법원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저작권자의 차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ISP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절차를 취해야 함.
o ISP에게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접근 차단 절차를 명령함에 있어 법원은 해당
웹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함.
- 이는 저작권에 대한 경시, 잠재적 침해의 악명성, 외국의 사법부(another judici
ary)가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 8가지 요
건을 고려하여 판단함.

법안에 대한 분석

o 한편 동 법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분석이 있음.
- 예를 들면, 법안은 저작권 침해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과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facilitation)’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
- 저작권 산업계는 라디오, 녹음물, 텔레비전, 케이블, 디지털 음원, DVR, MP3
플레이어, 온라인 비디오 등과 같은 온라인상 저작물의 공유 또는 전송 및 배포와
관련된 모든 신기술을 ‘저작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봄.
o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음.
- 예를 들면, 위키릭스(WikiLeaks)와 같이 정부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트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
o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4)과 같은 웹사이트를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committee)는 동 법안이 VPN과 관련
된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VPN의 주된 목적이 저작물 불법복제가 아닌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차단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
였으나, 정부는 VPN의 법적 지위(status)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4)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한 회사나 몇몇 단체가 내용을 외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쓰이는
사설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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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한 견해

o 동 법안은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SOPA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여 정부가 인터
넷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감독, 통제 및 검열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음.
o 호주 지식재산권 학계와 이용자 단체는 이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호주 인터넷 이용과 활성화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표명함.
- 동 법안은 이용자에게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미비하게 발생하지만 합법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가(mega.co.nz) 또는 드롭박스(dropbox.com)와 같은
사이트에 대한 차단신청이 가능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
하는 긍정적 측면을 벗어나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호주 창작 산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함.
o 반면, 영화 및 TV 콘텐츠 산업계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함.
- 저작권자들은 영화 또는 TV 콘텐츠를 이용자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더 파이렛 베이(The Pirate Bay)와 킥애스 토렌츠
(KickAss Torrents)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차단 신청을 할 예정임.

o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률로 통과되면 저작권법 위반을 주된 목적으로 운용

시사점

되는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호주 자국민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개별 이용자를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o 그러나 동 법안의 심의 및 통과가 정확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며 정부의 검열도구로 사용될 수 있
다는 비판적 견해는 간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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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u.idigitaltimes.com/australian-senate-approves-online-copyright-bill-101429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50611/06224931305/australias-sopa-gets-green
-light.shtml
http://www.theaustralian.com.au/business/technology/online-piracy-legislation-gets-se
nate-committee-seal-of-approval/story-e6frgakx-1227394271401
http://www.itnews.com.au/News/405117,govts-piracy-site-blocking-bill-gets-stamp-o
f-approva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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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개발도상국 방송사업자, WIPO 상설위원회에
방송신호의 국제적 보호 요청
WIP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의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방송 기구의 보호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정
된 조약의 목적은 방송신호의 불법수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방송 산업 종사자들은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방송 콘텐츠
불법복제 심각성과 전문화된 방송기술의 필요성 및 방송 환경의 글로벌한 변화에
적합한 방송신호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개요 또는 배경

o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
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의 제30차 회기에서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방송 기구의 보호 논의에 관한 필요성을 회원
국에게 촉구하는 견해를 밝힘.
- 거리 사무총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방송기구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가 오랫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송
기구의 보호를 논의해 왔다고 평가함.
- 개발도상국의 방송 기구들은 방송신호 불법수신 및 관련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방송 기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강조함.
o 거리 사무총장은 최근 WIPO에 상정된 협약의 목적은 방송신호의 불법수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신호 기술 문제가 논의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전통적인 의미(in the traditional sense)의 방송
수신의 범위에서 방송 및 케이블 기구의 보호 논의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밝히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송(digital transmission)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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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방송사업자의 주장

o 개발도상국의 방송 기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논의에 참석한 브라질
(Brazil), 인도(India), 아프리카(Africa)와 카리브(Caribbean)의 방송 산업
종사자들은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방송 콘텐츠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전문화
된 방송기술의 필요성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방송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방송신호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함.
- 카리브해 통신 네트워크社(Caribbean Communications Network Limited)의
최고경영자 시다 볼라이(Shida Bolai)는 카리브해 지역과 추가 지역에서 불법
복제된 CD의 판매, 케이블 방송신호의 불법수신행위, 위성방송을 이용하기 위한
주소 등록 기망행위 등과 같이 방송 콘텐츠 및 신호 이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아프리카 방송 네트워크社(African Broadcast Network)의 최고경영자 조지
투마시(George Twumasi)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한다(Africa does not know the African story)”고 단적으로 밝히고 아프리카
내에 방송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 보급이 시급하다고 설명함.
- 브라질 글로보 TV(Globo Television, Brazil)의 국제 스포츠 경영자 아넬리제
레벨로(Anelise Rebello)는 방송콘텐츠들이 양질의 상태로 불법 복제되어 공유
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삭제통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인도의 지 TV 네트워크(ZEE TV Network) 회장 아빈드라 모한(Avnindra
Mohan)은 인도정부는 방송신호 체계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인도 전체 지역
에서 디지털 방식의 방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o 모한 회장은 TV 방송에는 더 이상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신호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힘.
- 방송물의 불법복제와 관련한 문제로 방송신호 복호화장치의 불법수입(smuggled
decoder), 방송전 신호의 해킹과 불법 복제물의 재배포 문제가 심각하게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함.
- 국내법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만을 규제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발생하는 불법복제(cross-border piracy)를 규제하기 위한 차단권한(blocking
right)을 부여하는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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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조의 4는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성

시사점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으로 복호화하는 장치 등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제104조의 7은 방송사업자에게 송신되는 방송전 신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o 방송신호의 보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위와 상당한 정도로
방송신호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논의 및 제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간
발생하는 방송콘텐츠 불법복제행위와 방송신호 불법수신을 방지하는 한편 방송
기구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http://www.ip-watch.org/2015/06/30/developing-country-broadcasters-ask-for-interna
tional-signal-protection-at-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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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 녹음물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확정
2015년 캐나다 정부의 경제계획안은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해당 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최근 국왕의 동의를 받음으로서 정식 법률로 확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실연자
및 음반제작사 등의 권리는 70년까지 보호됨.

개정 법률안의 내용

o 2015년 4월 21일 캐나다 정부는 2015년 예산과 관련된 경제계획안을 발표함.
동 계획안에는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개정계획이 포함되었음.
- 녹음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이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경우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사의 경우 공표 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초기 실연작의 보호기간이 끝남에 따라 해당 녹음물이
공공저작물이 되어 생존 중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잃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녹음물 및 공연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표로부터 7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연자 및 음반제작사가 음원 사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이라고 밝힘.
o 기존 저작권 보호기간은 녹음물이 ‘녹음’ 되거나 ‘고정’된 년도의 마지막 날부터
기산하여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되었음. 개정 법률에 의하면 기존 법률에
녹음물 혹은 음반이 ‘공표’된 년도의 마지막 날부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그러나 공표는 녹음물이 공중에 실연되거나 공중 전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마추어 또는 비상업적 녹음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이 아닌 50년으로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캐나다 저작권법에 따라 녹음물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음.

5) 김지수_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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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캐나다의 음반회사 및 음악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뮤직 캐나다(Music

향후 전망

Canada)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저작권을 저작자 사후 및 공표 후 70년간
보호하고 있는 세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이라고 밝힘.
o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음악가를 비롯한 저작재산권자들은
자신의 녹음물을 보다 오랫동안 관리하고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원로음악가들이 보호기간 연장으로 얻은 수익을 신진음악가들에게 투자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o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녹음물에 한정됨으로써, 녹음물 외 다른
저작물의 보호기간 역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50625/10561131460/canada-saves-public-public
-domain-extends-copyright-sound-recordings-another-20-years.shtml
http://mi2n.com/press.php3?press_nb=184653
http://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6612571/canada-offically-extends-copyrig
ht-term-to-70-years
http://www.jdsupra.com/legalnews/the-complexities-of-canada-s-extension-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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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 비평을 위한 뉴스영상 무단 이용의
저작권 침해 논쟁
캐나다의 한 보수단체가 ISIS에 대한 폭격을 중단한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홍보영상에 CBC에서 방송된 해당 정치인과의 인터뷰영상을 편집하여 삽입함.
이에 CBC 측에서 해당 보수단체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영상이 업로드 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여 논란이 됨.

사건의 배경

o 2015년 6월 25일, 캐나다의 한 보수단체가 아이시스(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이라는 자유주의 당대표 저스틴 트뤼도
(Justin Trudeau)의 발언을 비난하기 위해 ISIS의 음악과 포로들이 처형되기
직전의 사진들과 저스틴 트뤼도의 인터뷰를 함께 삽입하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함.
- 캐나다방송협회(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BC)에서 제작한 저스틴
트뤼도의 인터뷰 영상은 총 13분 정도의 영상이었으며, 문제의 홍보영상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ISIS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담은 부분을 짧게 편집
하여 삽입함.
o CBC의 편집장 제니퍼 맥가이어(Jennifer McGuire)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측에
해당 홍보영상은 CBC의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므로 삭제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 함.

CBC의 주장

o CBC는 자사의 뉴스 영상을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는 개별 후보자나
정당 및 정부, 기업 또는 비정부기구의 정치적인 목적의 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o CBC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한 직원들의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을 삭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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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BC의 주장은 현행 캐나다 저작권법상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조항과 상반되는

쟁점 사항

주장임. 저작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보수단체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을 금지할 수는 없음.
- 홍보영상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o 문제의 홍보영상은 13분 동안의 인터뷰 영상 중 22초 정도만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
하려면 원본의 상당한 분량을 복제하는 등의 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문저작물
(written work)의 2.5%를 사용한 것은 상당한 분량이 아니라고 결정함. 홍보영상의
경우 원본의 2.8%만을 사용했으므로 상당한 분량을 이용했다고는 할 수 없음.
- 한편, 원본의 상당부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Fair dealing)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o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2가지 단계가 있음.
- 첫 번째는 보도, 비평, 연구, 교육, 패러디 또는 풍자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
하는 경우로서 홍보영상은 비평,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연구 또는 보도
목적으로도 생각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공정이용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로서, 이용의 목적 혹은 목표, 특징,
복제된 비중, 대체가능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경제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의 본질을 들 수 있음. 해당 영상의 경우 이용의 목적을 충족하고
제한된 분량이 이용되었으며 원 저작물 대체가능성과 경제적인 영향 또한 제한
되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짐.
- 비영리목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도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홍보영상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님.

o 최근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자신의 견해와 배치되는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삭제

시사점

하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고지를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물 이용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면책이 되므로 2차 콘텐츠 생산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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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캐나다 저작권법은 ISP의 면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침해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의 방식이 아닌 ‘고지 후 고지(Notice and Notice)’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고지 후 고지’ 방식은 저작권자로부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저작권 침해 고지를
받은 ISP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고지를 전달해야 할
의무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o 저작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필요하므로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의 경우 무조건적인 삭제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출처
http://www.michaelgeist.ca/2015/06/cbc-seeks-takedown-of-conservative-ad-claims
-no-one-can-re-use-its-news-clips-without-permission/
http://www.mcmillan.ca/Internet-Intermediaries-and-Copyright-Owners-Take-Notice-C
anadas-Notice-and-Notice-Regime-Comes-into-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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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호주,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자가 고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
2015년 7월 22일, 리서치 전문회사 ‘TNS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정보통신문화부
(DCITA)를 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호주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분석하고 콘텐츠
가격이 온라인 콘텐츠의 합법적/무단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43%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 이용을 위해 합법적 콘텐츠
이용자보다 고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사의
개요

o 2015년 7월 22일, 리서치 전문회사 ‘TNS 오스트레일리아(Taylor Nelson
Sofries Australia)’는 호주 정보통신문화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DCITA)를 위한「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Research)」보고서를 발간함.
-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호주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저작권 침해 유도행위를 이해
하고 콘텐츠 가격이 온라인 콘텐츠의 합법적/무단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조사는 호주에 거주하는 12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2,630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 동안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이용행위를 온라인
및 전화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행한 것임.
- 이번 조사는 콘텐츠 분야를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조사에 따른 결과

o 개별 콘텐츠 분야 불법복제 이용 조사결과 영화 분야 48%, 음악 분야 37%,
TV 프로그램 분야 33%, 비디오게임 분야 22%로 조사되어 평균 43%가 불법

6)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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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수치를 통해
호주 인터넷 사용자의 26%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됨.
o 호주 인터넷 사용자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유로 무료 사용 55%,
편의성 51%, 신속성 45%, 구매 전 체험 목적 35%, 합법 콘텐츠의 높은 가격
30%로 답변함.
o 조사 대상 중 합법 콘텐츠와 불법복제 콘텐츠를 혼용하는 사용자가 합법 콘텐츠만
이용하는 사용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콘텐츠 이용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분석됨.

합법
혼재
불법

음악
$126.20
$199.70
$87.80

비디오게임
$109.90
$117.50
$23.60

영화
$66.80
$91.90
$52.90

TV 프로그램
$22.10
$32.80
$8.30

o 사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동기로 합법 콘텐츠
구매비용의 인하 39%, 합법 콘텐츠 증대 38%, 합법 콘텐츠 출시 직후 사용
보장 36%, I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경고 21%로 답변함.
o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부분은 음악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달 5$, 영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달 10$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5%만이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을 중지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함.

의의

o 이번 조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저작권 산업계의 공조
체계의 중요성과 적합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최근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는 해외 공유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저작권자에게 허용하는 1968년 저작권법 개정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함.
- 저작권자는 I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연방법원에 직접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o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정보통신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콘텐츠의 이용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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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m/article/people-who-pay-for-content-but-also-infringe-copyright
-spend-more/
http://www.minister.communications.gov.au/malcolm_turnbull/news/australia_and_uk_re
lease_online_copyright_infringement_research#.Vbu3BPntmko
https://www.communications.gov.au/departmental-news/new-online-copyright-infringe
ment-research-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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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강력한 저작권법 보호 방안 도입
2015년 8월 4일 시행된 태국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함. 개정 저작권법은 특히 영화와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
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태국의 창작 산업 발전과
더불어 창작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태국의
개정 저작권법

o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태국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의 징역
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액수도 5만 바트(한화 약 165만원)에서 최고 40만
바트(한화 약 1,325만원)까지 인상함.
- 개정 저작권법 벌칙 조항은 컴퓨터법의 벌칙 조항(6개월)보다 강화됨.
o 이번 태국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위반을 근절하려는 태국 정부의 의지와
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반영됨.
- 2015년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미국 영화의
불법복제 및 판매와 디지털 콘텐츠의 인터넷 무단 배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위반을 이유로 향후 8년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태국은 수년간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 관행을 근절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았음. 특히 태국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불법복제, 불법유통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였음.

7)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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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국의 창작 산업은 개정 저작권법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을 것임.

시사점

- 태국의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임.
o 강화된 저작권법은 공중에게 다른 사람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고착
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동 법은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임.
o 한편 전문가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며, 저작권법을 준수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저작권자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출처를 표시하는
관행의 조성이 필요함.

※출처
http://news.thaivisa.com/thailand/thailands-copyright-act-tough-on-ip-protection/110
300/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Copy-right-Act-tough-on-IP-protection-3
0265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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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국에 대한 미국의 저작권법 강화 요구,
해외의 강화된 저작권 제도를 알아보자!
이대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국경과 관계없이 이루어

협상 국가들 간의 무역과 투자를 진작하여 혁신,

지기에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규범은 일찍

경제발전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 왔다. 보호를 위한 국제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협상대상에는 지적재

규범은 각 국가 지적재산권 규범의 기본적인 틀

산권,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금융, 정부조달,

을 형성해 왔다. 한국의 저작권법도 베른협약, 로

투자,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2)

마협약, WIPO 저작권 및 실연·음반조약, TRIPS

TPP 협상은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협정 등 다자간 조약은 물론이고, 한미·한-EU

Agreement)3)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진행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쌍무협정의 규범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

몇 차례에 걸쳐 협상 내용이 유출됨으로써 외부

으나 그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해

에 알려지고 있다.4)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이 그것이다.

1) P4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2008년에 참여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여 장래 협상
에 참여할만한 국가로는 한국, 대만, 필리핀,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협상하고
있는 무역협정이다. 2006년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체결한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
nership Agreement(TPSEP, P4)를 확대한 것으
로서 2008년 이후 미국과 일본 등 8개국이 참여
하여 현재 12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1) TP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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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2) USTR, Overview of TPP; USTR, Outlines of
the TPP.
3) 불법복제 방지협정, 우조품 거래 방지에 대한
무역 협정.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등 11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4) 협상중인 TPP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2011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10월 유출
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었고, 2015년 5월에는

TPP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복제권, 공중전달
권(공중이용제공권 포함), 배포권 등 배타적 권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6) 알려진 추진 방향은 대
략 아래와 같다.

리의 인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실연자

첫째, OSP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

와 음반제작자의 외국에서의 보호, 저작권 존속

국은 최소한 DMCA와 같은 유형의 면책조항을

기간(50, 70, 100년),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

희망할 것이므로, 사법부 관여를 규정하여 이용

TV 전파의 인터넷 재송신,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DMCA보다

무방식주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칠레의 면책조항은 개정되

tection measures),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

어야 할 것이다.

gement information), 집중관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여 사실상 접근권과

TPP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강화

같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기술적 보호
조치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

TPP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

의 소인(cause of a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

이다. 미국은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은 물론

대 공정이용을 위하여 접근 통제적 기술적 보호조

이고 ACTA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

치를 무력화하는 경우에도 무력화 행위에 대하여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임을 부담하다. 또한 저작권자는 기술적 보호조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현행 저작권법을

치에 의한 보호, 배타적 권리에 의한 보호, 기술적

초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호조치 규범에 의한 3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있다.5) 따라서 미국은 TPP 협상에서 최소한 자
국의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수준보다 상회하는

셋째,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이다. 베른협약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

이나 TRIPS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 사후

우 협상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이

50년의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고,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95년이나 120년으로 연장될

분은 일반규정, 협력, 상표, 지리적 표시, 특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저작물은 물론

허·비공개 데이터 테스트 기타 데이터·전통지
식, 산업디자인, 저작권·저작인접권, 집행 등 8

이고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생명력이

개 분야와 부속서(Addendum)로 구성되어 있다.
5) EF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ht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가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tps://www.eff.org/issues/tpp.

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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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공개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

존속기간의 지나친 확장은 저작물의 광범위한 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④책임제한의 요건으로

포에 바탕을 두어 제2, 제3의 창작을 유도하려는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없으며, ⑤침해자의 신원정

저작권법의 목적과 어긋날 수 있다.

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다(부속서 3).

넷째,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베른협약

OSP의 면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논란이 되고

과 TRIPS 협정은 3단계 제한원칙을 규정하고 있

있는 것이 책임제한 요건이다. TPP는 이용자의

는데, 미국과 호주가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매우

지시에 의한 자료의 저장 및 정보검색행위(한국

제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해당)

러한 입장에 의하면 공정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에 대하여 OSP 책임의 제한 요건으로서 침해 자
료의 신속한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침해 자료를

다섯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삭제함에 있어서는, ①OSP가 저작권자로부터 적

상업적 목적이 없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

법한 침해주장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침

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침해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고, ②자신의 자료가 삭제되거나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는 한미 및 한-EU FTA

접근이 불가능해진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침해 통

를 통하여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고

지가 실수로 이루어지거나 침해 저작물을 잘못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에 대

지정하였다는 반대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OS

한 협상 내용은 한국의 입법과 다른 측면이 있으

P가 삭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협상 참여 국

므로 이를 고찰해 보자.

가들의 제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통지·삭
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OSP의 책임

OSP 면책

제한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PP의 OSP 면책에 관한 규정(2014년 유출)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은 물론이고 캐나

①저작물의 불법 저장과 송신을 억제하는 조치를

다나 칠레 등의 국가들도 통지·삭제 절차를 규정

취하도록 OSP가 권리자와 협력할 동기를 제공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침해통지를 어떻게 규정할

도록 하고, ②(한국의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것과

것인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만의 주장으로 침

동일하게) OSP가 통제·운영하는 시스템(네트워

해 자료를 삭제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법원의

크)에서 OSP가 통제·개시·지시하지 않는 침해가

판단에 의하여 삭제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루어지는 4가지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

미국의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통지를 한 경우 OS

고, ③OSP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P가 침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침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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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야 면책된다(미

캐나다의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성명 및 주

국 저작권법 제512조(c)(1)(C), (d)(3)). 통지로

소, 저작물 및 저작권 등으로 구성된 서면을 OSP

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서의 서명, 침

에게 송부하고 OSP는 이를 자료 게시자에게 통

해가 이루어진 것을 선의로 믿는다는 언급, 통지

지하면 충분하다(캐나다 저작권법 제41.25조 및

에 기재한 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위

제41.26조). OSP는 이후의 절차에 더 이상 관여

증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되는

하지 않게 되고, 자료의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해

서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 바탕을

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

두어 입법한 한국도 미국과 유사하지만, 저작권

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자들이 확

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

정되지도 않은 침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려는

음에도 고의로 삭제를 요구하여 OSP의 업무를

목적으로 침해책임 등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잘못

방해하면 처벌받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한다는 점

된 주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8) 캐나다의

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저작권법 제103조

경우 게시자와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자 측

제1항; 시행령 제40조). 미국식 통지·삭제절차에

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칠레의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삭제하도록 요구

경우, OSP가 침해 자료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하거나 검열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예비 조치나 기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있다.7)

저작권자의 단순한 통지가 아닌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칠레 지식재산권법 제85R

7) 이에 대한 예로서 어린 아이가 음악이 흘러나오
는 동안 놀고 있는 29초 동영상에 대하여 저작
권자인 Universal Music이 삭제할 것을 통지한
것을 들 수 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
dation)이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Universal 측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가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이
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
150 (N.D. Cal. 2008). 검열의 예로는 정부저
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미국

Maira Sutton, Copyright Law as a Tool for St
ate Censorship of the Internet(December 3,
2014) 참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린 아
이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53초 동영

고 있지만 그 차이가 상당한 셈이다.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체결하고 있는 F
TA는 물론이고 TPP도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상을 삭제하도록 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고 삭제를 요청한 저작권
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
법원 2010. 2. 18. 판결 2009가합18800 [손해
배상(기)].
8) 자세한 것은 Jeremy Malcolm, Canada Must
Fix Rightsholder Abuse of its Copyright
Notice System (April 23,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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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공군지원광고를 유튜브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 통지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By

조). 캐나다와 칠레는 통지·삭제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지적재산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당연히

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미국인과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선호하게 된다. 저작권 보호를 강

지적재산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화하기 위하여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 등 다

권한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바

자간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

로 여기에 있다.

로, 선진국들은 FTA나 지역적 조약을 통하여 그
보호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해외에서의 한국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

국가가 미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강

서는 TPP가 한국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력한 보호가 선진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의 보호와 저

중의 일부 국가와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작물 이용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균형 있게 하는

국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

것을 그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TPP 참여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규범은 국제규범
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국제규범에 의한 저작권

이지만, 정부조달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 강력한 보호는 자칫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기
위한 국내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TPP가 D
MCA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국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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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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