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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2016년 있었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
래를 알린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Super intelligence)과 초연결(Hyper
connectivity)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토대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을 시도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은 메타버스(Metaverse)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지능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과 초연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Block chain) 및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그리고 이들을 융합한 메타버스(Metaverse)와 새롭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가 발전하면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블록체인 및 NFT,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인정 및 귀속, 인공지능 딥
러닝(deep learning) 과정에서의 제3자 저작권 침해가능성,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공표 등의 과정에서 제3자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
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인정 및 귀속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딥러닝 과정에서의 제3자 저작권 침해문제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의
문제로 일정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경계에 대한 논
의와 비판이 분분하며, 인공지능 창작물 공표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는 논의가 미성숙한 단계이다.
현실에 당면한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이슈는 인공지능 창작물 공표
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특히, 이 문제는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데 의거성의
입증, 인간의 과실 또는 고의 인정에 관한 법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변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블록체인과 관련하여서는 블록체인, 특히 NFT(Non-Fungible Token)를 이
용한 저작물 자산의 관리 및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 연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인증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다.
현실에 당면한 블록체인 및 NFT 문제는 저작물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유통
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약 해석의 문제 및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 블록체인 및 NFT가 거래변경을 위한 합의시스템 또는 불가역성을 요
구한다는 점에서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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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경제적 파급력
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연구는 주로 메타버스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익명성, 현실세계와의 격리성, 메타버스 이용주
체의 아바타화를 고려할 때,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철학적인 접근이 요
망된다. 특히, 메타버스 이용자들 각각을 규제하는 저작권 침해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사회경
제적 관점에서 유용한 저작권 구제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해석론 전개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단순한 채팅방식에서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방법, 유통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
의 국제화와 개별성, 익명성의 강화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규제를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기술의 도래는 법정책의 문제 외에도 당면한 문제로서 저작권 침해 분
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당면한 저작권
침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근절해야 하는
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
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물 창작, 유통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
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인공지능, 블
록체인, 메타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저작물을 창작·이용하는 기술 환경
및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문화산업을 진작하는 토대 위에서 바람직한 저작권 보호이
론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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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1. 개요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존 논의결과들을 종합하여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새로운 이론정립보다는 기존 이론을 토대로 가급적 다
툼이 없는 결론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문헌들을 –저작권
침해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발췌, 요약,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연구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및 관련 산
업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매뉴얼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연구의 RFP에서는 본 연구가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각의 신기술에 대해 기술·산업 전문가가 발제를 하고, 이를 토대로 1인의 저작권법
전문가가 각각의 신기술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의의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처의 제안을 발전시켜 각각의 신기
술에 대해 기술·산업 전문가와 저작권법 전문가가 하나의 팀을 이뤄 발제를 하고, 그
발제문을 최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는 한편, 연구책임자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제된
내용에 더하여 문헌들을 종합 연구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연구기간의 전반기에는 기술·산업 전문가와 저작권법 전문가가 발제를 하는
포럼을 4회 운영하였으며, 연구기간의 후반기에는 연구책임자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
제원고와 문헌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물은 학술적 논의는 최소화하고, 당면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이해하고
구제 및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

2. 포럼 추진 경과
제1차 포럼은 메타버스, 제2차 포럼은 인공지능, 제3차 포럼은 블록체인, 제4차 포
럼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포럼에서는 기술·산업 전문가
와 저작권법 전문가가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고, 각 주제 별로 기술·산업 전문가와 저
작권법 전문가의 토론이 있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관
련자들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
포럼에서는 각각의 신기술에 대해 이해하는 기술·산업 전문가의 발표가 있은 후,
이를 토대로 저작권법 전문가의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럼 전에 책임연구진과 문화체육관
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들이 오전에 모여 연구진도 점검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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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진행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제

제1차 포럼
제2차 포럼
11월 11일(목)
메타버스
인공지능

제3차 포럼
제4차 포럼
11월 18일(목)
블록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

(14시~16시)

(14시~16시)

(16시~18시)

(기술 및 산업 동향)

․

내용

(국외 사례 비교)

․

(침해유형 및 쟁점)
(대응 방안)

발표

연구반

각 분야의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각 기술 관련 국외 저작권 법·제도, 정책 비교 분석

․
․

(16시~18시)

각 분야의 저작권 침해 유형 및 법·제도적 쟁점

신규 침해유형에 대응하는 법·제도 및 정책 개선안 도출

․학계 2명

․학계 2명

․학계 2명

․학계 2명

․산업계 1명

․산업계 1명

․산업계 1명

․민간단체 1명

․법조계 1명

․연구계 1명

․법조계 1명

․문체부(보호과)

․문체부(보호과)

․문체부(보호과)

․문체부(보호과)

․보호원(5개 부서*)

․보호원(5개 부서)

․보호원(5개 부서)

․보호원(5개 부서)

* 보호원 참석: 정보기술부, 기획조정부, 온라인보호부, 심의사무처, 교육홍보부

ㅇ 1차 포럼 : 메타버스
시간
14:00~14:10(10분)
14:10~14:40(30분)
14:40~15:10(30분)

내용
포럼 소개
- 기술 및 산업계 현황
메타버스 - 신규 침해유형, 법·제도적
쟁점 및 구제방안
Ÿ

15:10~15:30(20분)

Ÿ

지정토론

15:30~16:00(30분)

Ÿ

종합토론

발표
정진근 교수
김경애 OST리더
이철남 교수
임상혁 변호사
김철연 교수
-

ㅇ 2차 포럼 : 인공지능
시간
16:00~16:10(10분)
16:10~16:40(30분)
16:40~17:10(30분)

내용
포럼 소개
- 기술 및 산업계 현황
인공지능 - 신규 침해유형, 법·제도적
쟁점 및 구제방안
Ÿ

17:10~17:30(20분)

Ÿ

지정토론

17:30~18:00(30분)

Ÿ

종합토론

발표
정진근 교수
고한규 선임연구원
차상육 교수
차미영 교수
전정화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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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차 포럼 : 블록체인
시간
14:00~14:10(10분)
14:10~14:40(30분)
14:40~15:10(30분)

내용
포럼 소개
- 기술 및 산업계 현황
블록체인 - 신규 침해유형, 법·제도적
쟁점 및 구제방안
Ÿ

15:10~15:30(20분)

Ÿ

지정토론

15:30~16:00(30분)

Ÿ

종합토론

발표
정진근 교수
신민호 교수
전응준 변호사
김원오 교수
신동명 선임연구원
-

ㅇ 4차 포럼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간
16:00~16:10(10분)
16:10~17:00(50분)

내용
Ÿ 포럼 소개
- SNS 관련 시장현황 및 신규침해 유형
- 법·제도적 쟁점, 구제방안

17:00~17:30(30분)

Ÿ

지정토론

17:30~18:00(30분)

Ÿ

종합토론

발표
정진근 교수
김현숙 소장
임원선 교수
최진원 교수
-

포럼의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포럼

소속

이름

총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G전자

메타버스
(제1차 포럼)

(제2차 포럼)

비고

정진근 교수

연구책임자

사회

이철남 교수

법전문가

발표

산업기술전문가

발표

법전문가

토론

산업기술전문가

토론

-

-

법전문가

발표

산업기술전문가

발표

김경애 OST리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숙명여대 ICT융합공학부

인공지능

분야

김철연 교수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남찬영 연구보조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 5 -

고한규 선임연구원

KAIST 전산학부

(제3차 포럼)

사회관계망

산업기술전문가

토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

법전문가

토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수윤 선임연구원

-

-

법전문가

발표

법무법인 로고스

블록체인

차미영 교수

전응준 변호사

명지대학교

신민호 교수

산업기술전문가

발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법전문가

토론

LSWARE

신동명 선임연구원

산업기술전문가

토론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성윤서 연구보조원

-

-

법/산업기술전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연구소장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진원 교수

법전문가

토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원선 객원교수

법전문가

토론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김나영 연구보조원

-

-

가

발표

서비스
(제4차 포럼)

<포럼 행사 사진 : 제1차 포럼(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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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행사 사진 : 제2차 포럼(인공지능)>

<포럼 행사 사진 : 제3차 포럼(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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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행사 사진 : 제4차 포럼(사회관계망서비스)>

3. 보고서의 구성 · 특징 및 인용의 방법
본보고서는 제2장 인공지능 분야, 제3장 블록체인 분야, 제4장 메타버스 분야, 그
리고 제5장 사회관계망서비스 분야로 구성된다.
각각의 장은 연구책임자 주도로 작성된 기본 이해를 위한 제1절, 저작권 전문가인
포럼 발표자의 발표문을 정리한 제2절, 기술·산업 전문가인 포럼 발표자의 발표문을
정리한 제3절로 구성된다. 다만, 제5장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본 이해를 위해서는 각 정의 제1절을, 구체적인 저작권 문제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제2절을, 기술의 이해를 위해서는 제3절을 참조하면 된다.
각각의 절은 발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통해 견해대립을 최소
화시키긴 하였으나- 그 견해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본보고서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침해단속 업무에 이
용될 수 있도록 첨예하면서도 결론이 불분명한 학술적 이론의 기술은 최소화하였으
며,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기
존 연구성과의 기술이 있는 경우 일일이 각주 등을 통해 선행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바,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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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은 1950년대 등장한 용어로 그간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개념이 크
게 달라져 왔다.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약한 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과 같은 분류를 채택하지 않는
다. 창작의 세계에서는 1)인공지능이 인간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
2)인공지능의 창작에 창작적 개입에 이르지 않는 인간의 간접적 기여가 존재하는
경우, 3)인공지능 창작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로 분류하여야 한다.
1)인공지능이 인간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논의 수
준에서 인간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면, 그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는 없다.
2)인공지능의 창작에 창작적 개입에 이르지 않는 인간의 간접적 기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논의가 복잡해진다. 우리 판례와 학설은 이견 없이 창작이라는 행위에 대
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이디어를 제공한데 불과하다거나 창작에 대한
발주자인 경우 또는 조수에 불과한 경우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 1988년 저작권법 제9조 제3항 규정에서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
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
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창작에 인간의 기여가 존재하긴 하나 창
작적 개입에 이르지 못 한 경우라도 인간은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영국 CDPA 제9조 제3
항과 같은 특칙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창작에 인간의 기여가 존재하긴 하나 창작적 개입에 이르지 못 한 경우 저작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3)인공지능 창작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창작적 개입을 한
자가 저작자가 됨은 이견이 없다. 인간은 창작적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면서 인공지능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창작물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 등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지게 되면,
이 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창작적 개입을 한 인간이다. 인간이 창
작적 개입을 한 부분 외의 다른 부분을 이용하였다면, 그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가 부정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저작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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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및 기술·산업과 저작권 쟁점1)
Ⅰ. 인공지능의 의의
인공지능(人工知能)이란 문언적으로 볼 때 인간의 기술로 구현된 지능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기술적 구현의 결과로서의 지능을 의미하며, 유전적이거나 생래적인 지능
체와 구별된다. 인공지능은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의 특성인 1)센서 또는 SW
로

구현된

정보수집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획득하여,

2)자기학습

(self-learning)을 하고, 3)물리적 자원(physical support)을 가지고, 4)환경에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를

적응하는

것(adapt

its

behaviors

and

actions

to

its

environment)이라는 요소 전체 또는 일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2) 인공지능은
진보적이고, 자동화되며, 이와 동시에 자율적이라는 특징(3A era = advanced,
automated, and autonomous AI systems)을 갖는다.3)
인공의 수준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인간과의 관계를 토대로 분류하여 왔는데, 대
표적인 인공지능 분류법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
을 갖추고 있는 대상을 일컫는다.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알파고나 의학분석을 전문으
로 하는 왓슨이 그들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으로 분류되고 있
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 자아의식, 윤리의식을 갖추면서도 인간이 갖
는 제반의 능력을 또는 인간이 갖는 제반의 능력을 능가하는 지적대상을 의미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자아의식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적능력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분류법에 대해서는 인간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동시에
매우 형이상학적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뇌와 신경회로의 작동방법은 생명체
1) 본 절은 책임연구자의 주도로 작성될 절이며, 책임연구자의 선행 연구성과(정진근, “영국 CDPA 제9
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계간저작권(제33권 제3호), 2020 및 정진근, “인공지능플
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위기와 과제-”, 경영법률(제31집 제31권 제3호), 2021에서 발췌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2)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Akron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2010) at 8; 이인영, “인
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36쪽에서 재인용.
3) Dr. Shlomit Yanisky Ravid, Xiaoqiong (Jackie) Liu,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produce inventions: An alternative model for patent law at the 3A era, 39 Cardozo L.
Rev. 2215 (2018) at 2223~2229; 본 참고자료에서는 인공지능의 8가지 특징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
다. 1)창의성(Creativity), 2)예측하지 않은 결과(Unpredictable Results), 3)독립적이고 자동화된 동
작(Independent, Autonomous Operation(t-autonomy)) : autonomy란 인식능력을 포함하는 개념
임, 4)이성적 지능(Rational Intelligence), 5)진화 또는 발전(Evolving), 6)외부의 데이터를 이용한 학
습능력, 수집, 접근, 그리고 소통(Capable of Learning, Collecting, Accessing, and
Communicating with Outside Data), 7)효율성 및 정확성(Efficiency and Accuracy), 8)목적에 근
거한 자유로운 선택(“Free Choice” Goal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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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생명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4) 뿐만 아니라 위
의 분류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명제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자아의식이 없으면서
제반능력이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며, 특정한 지적능력만을
가지고 있으나 자아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쉽
지 않다. 이에 대한 대답은 자아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반능력에서 인간에 열위
한 동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리고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특정
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로 또다시
연결된다. 인공지능과 동물은 관념적으로 구별하는 외에, 권리의 귀속이나 책임주체로
서의 인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양자 모두 법인격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과 동물
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인간과 동물의 구별, 인간과 물건의 구별,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라는 철학적인 물음을 지향하게 된다. 실제 인공지능을 연구테마로
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년동안 제시해왔던 논거들을 토대로 자신들만의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각국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정의 역시 매우 모호하다. 한 예로, 영국 정부는
2013년 인공지능을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RAS)’으로 칭하기도 하는
데, 그 정의 역시 “상호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며, 인지하는 물리적 도구로서, 그들의
다양한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그들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 동시에 “우리의 능력을 확
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우리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위
해 유용한 일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5)
그러한 가운데, 강한 인공지능을 현재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매우 우
려스럽다. 2013년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인간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범용인공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인
공지능 연구자의 42%가 2030년, 23%는 2050년, 20%는 2100년으로 예측하였다고
한다.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제도의 지향방향은 향후 수십년 또는 백년 이상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강한 인공지
능 역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것은 1950년대 존 매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며,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제한한 것도 1950년대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IT기술은 여전히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던 컴퓨터시스템을 인간
의 도구로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지위는 1980년대의 인공신경망 이론의
4) 박찬국,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 인간과 인공지능의 존재론”, 「현대유럽철학연구」 제50집, 2018
참조.
5)
Special Interest Group,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RAS 2020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July 2014, p.4 (현재 해당 웹사이트 폐쇄); 윤혜선,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2019, 147쪽
에서 재인용.
6)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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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때의 IT기술 역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GPU(Graphics
Processing Unit)의 개발로 영상분석 및 영상생성이 가속되었고, 인터넷에 흘러다니
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와 이용방법에 눈뜨면서 인공지능기술은 ‘딥러닝
(deep learning)’7)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사>8)

이러한 기술적 변화의 파고를 타고,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정의되어 왔던 인공지능
과는 다른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을 기계
로부터 만들어진 지능 또는 인간의 도구인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지능이
라는 식의 정의는 부절절하다. 이러한 정의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보조적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학습하며, 추론을 통
해 사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인공
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핵심 필수요소는 독자적인 인식, 학습, 추론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
페이스, 딥러닝 등 학습시스템, 추론시스템은 인공지능시스템의 3대 주요기술이다.9)
인공지능의 발전사를 보더라도, 아래 그림과 같이, 2015년 즈음 빅데이터를 이용하
는 인공지능의 출현에는 인간의 기여가 필요했지만, 알파고 제로에서 보듯이 최근에
는 인간의 데이터나 인간의 도움이 없이 인공지능 스스로 딥러닝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머지않아 발전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이
끌 것이다.
7) 딥러닝이란 심층학습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디
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정의되며,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
야이다.(위키백과 참조)
8) “‘돈 되는 인공지능’ 딥러닝 달고 날개짓”, HelloT 첨단뉴스, 2016. 7. 5일자.(IITP의 자료)
9)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제16집 제4호), 2016, 310쪽 참조하여 변형
한 것임.

- 12 -

<인공지능의 발전단계에 관한 예측>10)

따라서,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제도 또는 법제도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인공지능만을 상정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인 강인공지
능 이상의 단계를 상정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
식하고, 학습하며, 추론을 통해 사고하는 시스템인 인공지능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Ⅱ.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0년대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이 후 기술적 발전을 거치면
서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로 수많은 단계의
인공지능을 모두 포섭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잃게 하고, 무엇보다
도 새로운 해결방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구별 역시 1980년대에 나온 개념
으로 이들 인공지능을 나누어 논의하면서 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상정해야 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
고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이 저작권제도에서의 논의에 필수적인 것인
지에 대해 기술한다.
아래 내용은 먼 미래의 인공지능을 단지 상상하는 가운데 기계적 조작에 의해 인공
지능의

존재를

오인케하던

인공지능

상상기,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

(intervention)의해 무엇인가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연산기,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은 없으면서도 데이터의 선별과 지정 등에서 인간의 기여
(arrangement)를 요구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습기, 그리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나 기여 없이 스스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모아 정리하고 창작하는 인공지능 독자적
학습기로 구분하다.
인공지능 상상기에는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공지능 연산기에 있어 창작
10) 이미지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연구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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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는 명확히 인간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습기의 창작 주체는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간접적 기여가 요구된다. 반면, 인공지능 독자적 학습기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
입이나 간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전반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와 같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지 여부 또는 인간의 간접
적 기여에 의한 창작이 있는지의 여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1. 인공지능의 상상기(想像期)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 탄생한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기술
또는 컴퓨터기술은 비교가 불가능하리만치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 나온 1950년대에 인류가 상상하던 인공지능은 지금의
인공지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때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은 채 인간을 모방하는 무엇인가로 상상될 뿐이었고,11) 알
란 튜링(Alan Turing)의 튜링테스트(turing test) 역시 부울대수(Boolean Algebra)를
이용한 수학이론을 도입한 디지털 기계의 동작이 인간의 행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지와 관련된 일종의 ‘사기극’이 가능한지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에 불과했다. 인공지능
은 그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계의 동작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인공
지능의 수준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알란 튜링의 ‘튜링 테스트’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설명12)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상상기(想像期)’에 불과한 시기이다.

2. 인공지능의 연산기(演算期)
1970년대 이후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포함한 연산장치들의 기술적 발
전에 따라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능력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연산장치의 발전에 힘
입어 1996년 체스게임 인공지능인 딥블루(Deep Blue)가 체스 계 세계 챔피언을 상대
로 첫 승리를 거두었으며, 1997년 이를 개량한 디퍼블루(Deeper Blue)는 세계 챔피
언인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렇지만, 딥블루와 디퍼블루의 승리는 연산능
력 때문이었지 새로운 창작능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까지의 인공지능은 단계적 알고리즘(step-by-step algorith
m)13) 또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rule based algorithm)14)을 토대로 한다.

이 중 단

11) Tim W. Dornis, Artificial creativity: Emergent works and the void in current copyright
doctrine, 22 Yele J. L. & Tech. 1 (2020) at 3.
12) 최재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11권 제1호), 중앙
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120쪽.
13) 인간이 정해 놓은 단계를 그대로 따라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14) 인간은 규칙만을 정해주고 컴퓨터는 연산능력을 토대로 일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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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알고리즘은 인간이 컴퓨터의 행위를 명확하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명
확하게 예상할 수 있으나,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연산능력 부족으로- 그 결과를 쉽
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능력이 제공되거나 연산결과를 미리
본 경우라면- 규칙 기반 알고리즘 역시 인간의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불가능성을 창
작성의 판단기준으로 보는 관점15)에서는 이들 알고리즘을 이용한 행위가 창작적 행위
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3.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기(學習期)
딥러닝(deep learning)은 1980년대 제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04년 제프
리 힌튼 교수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16)

딥러닝은

머신러닝

(machine-learning)과 비교할 때, 입력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고차원적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영감과 신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딥러닝의 특징은 인간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년 9월 스페인 말라가 대학에서 발표한 ‘이아무스(Iamus)’만 하더라도 음악작
곡 알고리즘의 진화적 개념인 ‘멜로믹스(Melomics)’라는 생물학적 유전모델을 적용함
으로써, 인간 작곡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스타일의 관
현악 총보(full score)로 현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17) 이런 변화에
대해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는 이아무스가 작곡한 음악에 대해
“컴퓨터가 단독으로 작곡하고 인간 음악가들에 의해 녹음된 최초의 앨범”이라고 평가
하기도 했는데,18) 뉴 사이언티스트의 평가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 인간에 의한 대
중화 사이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인공지
능 창작물의 주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권리가 있다면 그에 인접한 권
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9)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승리한 알파고 리 역시 인공지능 체스 챔피언인 딥블루나 디
퍼블루와는 전혀 다른 인공지능이다. 알파고 리는 –물론, 인간보다 월등한 연산능력
을 이용하기는 했지만-20)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생성할
15) 박평종, “프로그램 미술의 논리와 한계 : 계산된 창의성”, 미학예술학연구(제57집), 2019, 351쪽;
본 참고문헌에서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그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오해한 설명이다.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연산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그 결
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 할 뿐이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는 반복적으로 동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딥러닝’, 용어로 보는 IT,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2020. 7. 6. 방문).
17) 오세욱·최순욱, “미디어 창작도 기계가 대체하는가?”, 방송통신연구(2016년 겨울호), 한국방송학회,
2017, 72쪽.
18) 오세욱·최순욱, “미디어 창작도 기계가 대체하는가?”, 방송통신연구(2016년 겨울호), 한국방송학회,
2017, 73쪽.
19) 미국에서 197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저작인
접권은 창작에 대한 대가가 아닌 대중화에 대한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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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신문지상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
들어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AP(the Associated Press)는 2014년부터 인
공지능을 이용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자신문에서는 ET-봇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음악, 미
술, 스토리 창작의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의 성과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창작성의 영
역에서 인간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빅데이터 학습모델을 이용하는 인
공지능의 특징은, 인간에 의해 주어진 또는 인간에 의한 지시에 따라 수집된 빅데이
터를 이용하면서도, 창작의 과정에서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의 연산기’에 등장한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를 토대로 하는 반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학습기’에 등장한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
의 창작적 기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에 대해
인간은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의 딥러닝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지도 학
습(un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도학습인 경
우 인간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비지도학습인 경우에는 인간
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4. 인공지능의 독자적 학습기
최근에는 학습 알고리즘이 적대자모델(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을 통한 강화학습을 토대로 또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적대자모델은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공지능과는 달리
빅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저 인공지능은 규칙에 따라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며 실력을 향상해 간다. 한 편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대화하고,
다른 한 편의 인공지능은 말하는 상대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이
한 예이다. 다른 한 편의 인공지능에 의한 판별결과는 전자인 인공지능에게 피드백되
고, 피드백 받은 인공지능은 다시 자신의 표현능력을 향상시켜 판별을 요구하는데, 이
를 반복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속이려는 인공지능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과 동
일한 개체로 인식된다. 바둑 역시 마찬가지이다. 알파고 제로(AlphaGo Zero)로 불리
는 새로운 알파고는 기보 없이 규칙만으로 기계학습을 거듭하면서 스스로의 피드백에
의해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었고, 결국 알파고 리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적대자모델과 같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공하거나 인간의 지시에 의해 수집된 빅데
이터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창작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인간이
20) 연산능력만으로는 (19×19)!의 연산을 요구하는 바둑게임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알파고 리는 기보를 학습하고 창작성을 가미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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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게 기여한 것은 학습방법론을 제공한 것과 학습방법론을 이용한 인공지능
을 창작한 것 뿐이다. 반면, 인공지능은, 마치 어머니가 제공한 뇌를 이용하여 성장한
아이와 같이, 창작의 과정 전반에서 온전한 창작주체가 된다.
‘인공지능의 독자적 학습기’에 등장한 인공지능 창작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참고로, 현재는 ‘인공지능 학습기’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인
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이
다.
강화학습과 GAN의 정의와 구조 및 그 한계는 아래 그림21)과 같다.

21) 아래 그림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 논의 워킹그룹에서 고한규 LG전자 인공
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021. 07. 15. “인공지능과 저작권 –강화학습/GAN-”이란 주제로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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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시기별 관점에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구별의 실익
앞의 설명을 간략히 정리하면,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
분하는 의의는 자아의식을 토대로 독자성을 갖는지의 여부 또는 범용성의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창작의 세계에서는 기획자와 같은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나 창작의
보조자가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22) 저작권의 권리귀속의 문
제에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은 의미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자인 인간의 지시에 따라 창작하는 경우 또는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
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경우 일지라도, 창작이라는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제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스스로 창작하는 대상을 전제
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법제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스스로 창작하
는 대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때 약한 인공지능은 기획, 창작의지 또는 학습과
정에서 인간의 도움을 받는 인공지능이며, 강한 인공지능은 기획, 창작의지 또는 학습
과정에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이던 강한 인공지능이던 창작행위 그 자체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별하는
큰 실익이 없다. 따라서, 창작과정에 인간의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한 권
리귀속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위에서
22)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 202쪽;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6, 332쪽;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15, 318-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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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인공지능의 학습기’에 등장한 인공지능이 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갖는다. 과실 또는 고의의 인정에 기획자의 과실 또는
고의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자아의식이나 기획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
을 도구로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행위를 야기한 자(人)는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침
해죄나 특허권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의 과실이나 고의를 정범
의 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나 종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약한 인공지능에게 과업의 목표만을 정해두고,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창작이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과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23)도 개
진되고 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아의식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될 것이므
로, 이 때 인간이 책임을 질 것인지는 더더군다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강한 인공지능의 행위로 이익을 본 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에 대한 해법 역시 매우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
6. 소결
인공지능이 의미하는 스펙트럼(spectrum)은 넓다.24) 반면, 우리가 저작권제도에서
고민해야 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구로 쓰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창작행위를 독
자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학습기’에 등장한 인공지능이다. 1950년대 인
공지능의 개념이 탄생하던 시기 및 1980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
술이 발전도상에 있던 시기와는 달리,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에서 초지능으로 불린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작하는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등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딥러닝을 통해 새
로운 창작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가 없이도 창
작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이 이미 등장하였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스스로 창작의지를
가지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CDPA 제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인공지
23)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제27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
구원, 2017, 182쪽 이하.
24) 단순히 정보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기계를 인공지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17세기 파스칼(Blaise
Pascal)과 라이프니츠(Leibniz)가 창안한 기계식 계산기나 심지어 주판까지도 인공지능의 기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비판적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박도현,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5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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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창작의 동기부여나 데이터의 제공, 스위치의 온/오프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
더라도 창작의 과정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인공지능 학습기’의 인공지
능을 상정하여야 한다.25)

Ⅲ.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플랫폼의 최근 동향26)
아래의 표는 PAT Research가 선정한 주요 인공지능플랫폼들인데, 마이크로소프
트, 구글 등의 기업들이 다양한 인공지능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인공지능플랫폼>27)

이러한 인공지능플랫폼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의 생태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적창작물들에 대한 보호
방식에 대해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플
25) 이하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창작행위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인공지능 학습기’의 인공지
능을 상정한다.
26) 정진근,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인공지능기술은 창작의 권리보호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
가?”, 지식재산정책(Vol. 3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06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27)
https://www.predictiveanalyticstoday.com/artificial-intelligence-platforms/
(2018.6.2.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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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들은 범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접해왔던 인공지능과 다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플랫폼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AI
Platform as a Service)’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TPU(Tensor
Processing Unit) 중심의 하드웨어시스템을 토대로 인공지능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딥러닝 가속 플랫폼인 ‘브레인웨이브(Brainwave)’ 프로젝트를 발표
한 바 있고, 페이스북 역시 빅베이슨(Big Basin)을, 아마존은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
AI Platform as a Service로 불리는 인공지능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플랫폼
시장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28) 인공지능플랫폼은 시장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선도하는 사업자에 의해 독과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29)
아울러, 인공지능플랫폼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플랫폼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포인트이다. 아래 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
용하는 인공지능플랫폼들이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플랫폼 상위 20위>30)

28) 김경민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 “AI플랫폼, IT 업계의 나아갈 길”,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
(https://news.kotra.or.kr)(2018.6.5. visited).
29) 동지의 견해로 정종기, “[정종기의 AI시대 저널리즘] ‘인공지능 플랫폼화’ 경쟁 치열, 누가 인공지능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오늘경제, 2020년 8월 17일자.
30) https://www.kdnuggets.com/2016/11/top-20-python-machine-learning-open-source-updat
ed.html (2018.6.2.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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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인공지능플랫폼은 주로 개발플랫폼이라는 특징을 갖
는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들 플랫폼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 발전에 오픈소스 프로
젝트를 이용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혁신의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존재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구글은 인공지능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하드웨어시스템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분하는 전략
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구글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TPU는 2016년 5월에 구글이 발표한 데이
터분석 및 딥러닝을 위한 하드웨어이다. TPU는 알파고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정 조건 하에서 GPU(Graphic Processing Unit)보다 10배 이상 빠
르며, 소비전력 당 연산능력이 수십 배 높고,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실행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TPU시스템을 공개하지 않고 있
다. 그 이유는 타사가 TPU를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도체 배치설계가 일단 공개되면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
면,

구글은

2015년

GPU를

토대로

하는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www.tensorflow.org)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하였다.
텐서플로우의 마젠타프로젝트를 보면, 인공지능소프트웨어플랫폼이 갖는 의미와 그
로인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젠타 프로젝트는 구글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예술창작 학습 인공지능이다. 구글의
텐서플로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엔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오픈
소스 플랫폼의 성격도 갖는데,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32) 마젠타 프로젝트는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의 딥마인드와 협력해 ‘엔신스
(NSynth: 신경시디사이저)’란 툴을 만들었고, 1천여 가지 악기와 30여만 가지의 음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소리, 음악을 만들어냈
다.33) 이 후, 구글은 오픈소스 러닝 플랫폼인 ‘텐서플로’를 이용해 만든 모델과 도구
를 오픈소스 관리 사이트에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예술가들과 프로그래머들, 머신러
닝연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지난 2016년 6월 초 마
젠타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80초짜리 피아노곡을 공개했는데, 이 곡은 첫 4개 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생성되었다.34) 마젠타 프로젝트는 아직 초
31) 나무위키 참조.
32) 박외진, “인공지능 플랫폼의 개념과 도입 전략”, 주간기술동향(1866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3쪽 참조.
33) “인간 예술 이해·재창작하는 AI...구글 ‘마젠타 프로젝트’”, 연합뉴스, 2017녀 6월 22일자.
34) 위의 내용은 “구글 예술창작 인공지능 ‘마젠타’ 공개...80초 피아노곡 발표”, 연합뉴스 2016년 6월 2
일자; 작곡을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1957년 레자렌 힐러와 레너드 아이잭슨이 어바나-샴페인 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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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 10월 7일 v0.1.2가 공개된 이후 10여
차례 이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되었고, 2021년 3월 3일 현재 Magenta Studio
v1.0이 공개되어 있다.35) 마젠타 프로젝트 역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음을 물
론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마젠타 프로젝트는 Apache License 2.0으로 공개되었는데,
Apache License는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고지만을 주요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대적으
로 이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라이선스이다. 기여자들은 특허권의 허락을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물 수정, 저작물 통합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거나 다른 라이선스
로 재공개될 수 있다. 소스코드의 공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다른 라이선스에
의한 재공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GNU GPL 등 소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Copyleft license)들과 비교하여 허용적인 라이선스(permissive license)라고 한다.

<마젠타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선언문>

Apache License 2.0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정의규정이
며, 제2조는 저작권의 이용허락, 제3조는 특허권의 이용허락을 규정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수정이나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4조는 재배포를 규정하는데, 이 때
저작권자와 라이선스의 고지(notice)가 조건으로 요구된다. 제6조에는 이 라이선스를
상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7조에 따라 워런티(warranty) 책임이 부인된다.
이러한 마젠타프로젝트의 특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진화를 공개된 프로젝트 커뮤
니티에 맡긴다는데 있다. 누구나 마젠타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고, 마젠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이를 이용하여 창작한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마젠타 프로젝
트에서 이용하는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 웹서버 등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
은 기술의 개발에 이용되었다. 인터넷의 세계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
유(公有)의 세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한 라이선스이다. 마젠타 프로젝트는 음악저
작권을 공유의 세계로 포섭하고자 한다.

노이대에 있는 일리악(ILLIAC) I 컴퓨터를 이용해 만든 ‘현악사중주를 위한 일리악 모음곡’에서 처음
발견되며, 1960년대부터는 모차르트나 바흐 등 특정 작곡가의 스타일을 분석해 그와 유사한 작풍으로
곡을 쓰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샌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코프는 2000년대에 듣
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작품을 수정해 나가는 능력도 지닌 컴퓨터 작곡 프로그램 ‘에밀리 하웰’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35) magenta.tensorflow.org/studio (2021. 3. 3.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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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가능성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창작은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다.

미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CONTU(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는 1970년 즈음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의 작가는 컴퓨터 이용자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36)
1990년 WIPO’s Committee of Experts 역시 컴퓨터를 도구로 하여 창작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는 이러한 창작에 대한 조정(arrangements)을 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고, 이러한 논의들은 영국 저작권법37)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인공지능을 인간을 보조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볼 때
에만 유효한 것들이다. 기존의 논의와 최근 발전한 인공지능이 다른 점은 창작의 주
체가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한 인간’에서 ‘창작의 주체인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로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명확한데,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불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 저작물
의 정의에서 ‘인간’의 사상과 창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특허법은 발명의 정
의에 ‘인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출원의 자격을 ‘인(人)’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적 논의를 보더라도 지식재산권제도의 중심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라는 ‘인’을 토대로 지식재산권제도가 설계,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리귀속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창작, 구축하거나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인간
의 기여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한 권리
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38) 상표법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매우 유의미한 주제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서 참고문헌의 필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상표의 존재이유는 자
타상품식별력에 있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상표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36)

R.Miller,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computer-generated works: Is anythig new since CONTU?, 106 Harv.L.Rev.977 (1993) at
1044-1048.
37) 영국 저작권법 제9조 제3항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
38)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제16집 제4호), 2016, 3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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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유의미한 주장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문
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할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제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안,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제공한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안, 인공지능 이용자
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창작된 결과물을 공개한 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장래 입법론으로서
의 의의를 가질 뿐 현재의 저작권 침해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논의실익은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또는 인간의 간접적
기여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이 아니며, 그에 따라 인
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공유
의 영역(public domain)에 포섭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자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사업자 간의 관계가 있다면 부정
경쟁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2. 전자인간에 관한 논의가 갖는 의의
인공지능의 문제는 창작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 외에도 인공지능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라는 또 다
른 문제가 있다.
2017년 1월 유럽연합 의회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legal status)를 인정하는 결의안39)을 채택하였는데,
결의안은 전자인간이 작위 또는 부작위(acts or omissions)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울러, 최
근 언론에 보도되는 과세의 문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저작권의 공정이용문제 역시
인공지능의 활동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인공지능에게 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권리귀속의 문제
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의무귀속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할 법인격(法人格)을 인정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게 양심 또는 형벌 감수성을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책임능력이나 형벌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40) 역시 인공지능의 의무주
39)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obotics(2015/2103(INL)
40)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제16집 제4호), 2016,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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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n

체로서의 법인격이 없다는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약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강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해 책임에 관
한 인간 중심의 이론적 토대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질서가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기관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익을 박탈하는 형법을 과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처
벌의 필요성을 가진 대상이 1)인간의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2)행위
를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활동주체이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연인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공지능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42)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역시 인공지능의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과 같이 행위주체의 자의적 행위를 전제
로 하면서도 인간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제시된다.43)
결론적으로, 전자인간에 대한 논의 역시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급
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미국 CONTU의 논의
미국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다룬 최초의 문서는 1965
년 저작권등록청(the Register of Copyrights)의 리포트(U.S. COPYRIGHT OFFICE,
SIXTY-EIGHTH ANNUAL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1965))
인데, 저작권등록청은 의회에 질의하기로 하였고, 의회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인지하여

1974년

설립된

CONTU(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적 쟁점들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했다.44) 이 논의는 1965년 미국 저작권청의 Abraham
Kaminstein이 컴퓨터가 저작자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
되었는데, CONTU는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with computer assistance)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45)
41) 안성조,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참조.
42)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홍익법학(제18권 제2호), 2017.
43) 신동환, “인공지능로봇과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제55권), 2018.
44)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 U. Pitt.
L. Rev. 1185 (1986) at 1193.
45) Annemarie Bridy,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ade by CODE, 39 Colum. J.L. & Arts
395 (2016) at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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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ONTU가 논의를 시작하면서 전제한 것은 컴퓨터가 도구라는 점이다.
그 결과, CONTU는 컴퓨터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행위를 할 수 없으
므로 특별히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CONTU가 컴퓨터를 단순
히 인간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 도구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46) 이 과정에서
CONTU는 컴퓨터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의 이용자라는 것이 명확
한 것으로서 단순한 문제라고 보았다.47) CONTU는 컴퓨터를 카메라나 타자기와 유사
한 것으로 취급을 하였고, 이러한 도구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 위에서, CONTU는 1979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
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저작권법에 요구되는 변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48)
CONTU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는 단순히 창작을 위한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론
적 전망에 불과하여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컴퓨터로 규정하기에 적절하고 논리적인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49)
더 나아가 CONTU의 최종보고서를 보면, CONTU가 인공지능 창작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CONTU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사진저작물
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컴퓨터 산출 창작물에 대
해서는 한 절인 43쪽에서 46쪽까지에서 짧게 다루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50)
또한, CONTU의 보고서는 기계(devices)에 의한 창작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
는 적어도 저작물이 생성되는 그 때(the time the work is produced)에 인간의 창
작적 노력이 최소한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51) 그 이유에 대해 컴퓨터는 창작
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지시(direction)를 필요로 하며 컴퓨터가 창작성 부
가에 기여했다고 볼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창작능력을
완전하게 결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52)
CONTU의 보고서에 대한 1981년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간략히 다루고 있는데,
46) Nina I. Brown, Artificial authors: A case for copyright in computer-generated works, 20
Colum. Sci. & Tech. L. Rev. 1 (2018) at 29.
47)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 U. Pitt.
L. Rev. 1185 (1986) at 1193-1194.
48) Annemarie Bridy,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ade by CODE, 39 Colum. J.L. & Arts
395 (2016) at 396.
49) that computers were nothing more than inert tools of creation, tha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too speculative to worry about, and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basis for concluding that a computer in any way contributes authorship to a
work produced through its use.(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 Uses of Copyrighted
Works, Final Report (1979) at 44)
50)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 U. Pitt.
L. Rev. 1185 (1986) at 1193-1194 and footnote 32).
51)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 Uses of Copyrighted Works, Final Report (1979) at
45.
52)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 Uses of Copyrighted Works, Final Report (1979) at
44; Samantha, I “Think,” Therefore I create: Claiming Copyright in the outputs of
Algorithms, 8 NYU J. Intell. Prop. & Ent. L. 324 (2019) at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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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컴퓨터에 의한 창작은 영혼(soul)이라고 불리는 가치가 내재되
어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에 의한 창작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고, 이것이 문제의 핵
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3)
한편,

1986년

의회기술평가국(the

Congressional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OTA)은 CONTU의 결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OTA의
보고서에서는 컴퓨터의 상호적 성능이 복잡해지면서 컴퓨터가 공동저작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5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80년 무렵 인공지능이 한창 언론의 각광을 받은 데 대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과대포장되고 오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공
상과학 수준으로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떠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55) 이
러한 비판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은 시들해졌고, 1990년대 미국에서는 인공지
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연구비 수주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은 현상마저 일어났
다.56)
이와 같은 논의의 전개과정은 컴퓨터 생성 창작물에 대한 관심과 그 당시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의 의미
인공지능의 창작을 보호하는데 있어 분석의 근거로 널리 쓰이는 법제도가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이하 ‘CDPA’라 함)
제9조 제3항 규정이다. 이와 같은 법제도는 대영제국을 이루는 뉴질랜드, 홍콩, 인도,
아일랜드에서도 발견된다.57) 반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위스, 헝가리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인간(humans)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s)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대륙법계의 태도가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58)
CDPA 제9조 제3항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59)고 규정하고 있다.60) 영국
53) Final Report on 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3 Computer L.J. 53 (1981) at 102.
54) Annemarie Bridy,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ade by CODE, 39 Colum. J.L. & Arts
395 (2016) at 396-397.
55) 박재록, “음악 제작에 도입된 기술과 인공지능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음악이론연구(제33
집),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019, 124쪽.
56) 박재록, “음악 제작에 도입된 기술과 인공지능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음악이론연구(제33
집),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019, 124쪽.
57) Tim W. Dornis, Artificial creativity: Emergent works and the void in current copyright
doctrine, 22 Yele J. L. & Tech. 1 (2020) at 17.
58) Samantha, I “Think,” Therefore I create: Claiming Copyright in the outputs of
Algorithms, 8 NYU J. Intell. Prop. & Ent. L. 324 (2019) at 332-334.
59) CDPA §9 (3)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 28 -

CDPA 제9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1)인간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컴퓨터가 생성한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고, 2)그 경우 그 저작물의 창
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것이다.61)
이 규정은 다른 규정들과 종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 CDPA 제9조 제3항과
관련 있는 규정으로 제178조, 제12조 제7항, 제79조 제2항이 있다.
우선, CDPA 제178조62)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computer-generated)’이란 저작
물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작물 창작의 주체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는 창작의 기술적 주체
가 컴퓨터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컴퓨터나 컴
퓨터프로그램일 수는 없으므로 CDPA 제9조 제3항은 그 귀속주체를 인간으로 간주하
게 된다.
아울러, CDPA 제12조 제7항은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
속기간을 50년으로 단축하고 있고, 제79조 제2항에서는 어문저작물 등에 적용되는 특
유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CDPA 규정과 관련하여, 이들 규정들은 인공지능을 상정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을 보호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63)
반면, CDPA 제9조 제3항은 영국에서 1980년대 이 규정을 만들 당시 인공지능기술
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향성이 있었을 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념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인공지능 창작에 이용하는 문제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64)
대다수의 문헌에서는 CDPA 제9조 제3항이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에 전면적으로 적
용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CDPA 규정이 1988년도 입법되었고 현재의 인공지능시대에 이용하
기는 부적절하다는 견해65)가 다수인 가운데, 약한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60) 영국 저작권법의 ‘arrangement’를 ‘조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태도이므로, 이
를 그대로 따랐으나 ‘arrangement’를 ‘조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논한다.
61)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제33
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7쪽.
62) CDPA §178 “computer-generated”, in relation to a work, means that the work is
generated by computer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
63) 최종모,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작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
11권 제2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232쪽 등.
64) Toby Bond and Sarah Blair, Artificial intelligence & copyright: Section 9(3) or authorship
without an author,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vol. 14, No. 6 (2019)
at 423 등 미국의 문헌은 대체로 CDPA 제9조 제3항을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적용하기 어렵다
고 설명한다.
65)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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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CDPA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66) 이와 더불어,
인간이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 생성물을 선택, 수정하는 등 인간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부가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67)도 전개되고 있으나, 컴퓨터
를 도구로 이용하는 창작은 현재의 인공지능의 창작과는 구별된다. 이와 유사한 설명
으로는 약한 인공지능은 창작능력에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창작도구로
이용한 인간이 저작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알고리즘 창작형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를,
알고리즘 보조형의 경우에는 이용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한다.68) 이러한 설명은
일리가 없지 않으나, 저작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
는지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서 향후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69)
CDPA 제9조 제3항이 인공지능 창작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영미권 학계의 논
의는 부정적이다.
우선, 영국에서 1980년대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인공지능기술을 발전시켜야 한
다는 지향성이 있었을 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념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 이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
다.70) 이 규정을 만든 지 30 여년이 지났지만, 사법부가 이 규정을 언급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인 가운데, 최근 AI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 규정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인간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와 컴퓨터 생성 창작물의 구별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CDPA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창작성 요건이 만족
되어야 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71) 직접 이 문제를 다룬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72)
생각건대, 영국의 규정은 여전히 인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
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단순히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자율적 창작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쪽;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법조(제66권 제3호), 법조협회, 2017, 196쪽
66) 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290쪽;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
권(제33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26쪽.
67)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 35쪽.
68)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저작권(제31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52-53쪽.
69) “인공지능 창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후속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70) Toby Bond and Sarah Blair, Artificial intelligence & copyright: Section 9(3) or authorship
without an author,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vol. 14, No. 6 (2019)
at 423.
71) Toby Bond and Sarah Blair, Artificial intelligence & copyright: Section 9(3) or authorship
without an author,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vol. 14, No. 6 (2019)
at 423.
72) Emily Dorotheou, Reap the Benefits and Avoid the Legal Uncertainty: Who Owns the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 Rev., Vol. 21
No. 4 (2015) .at 85-87(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제95호), 고려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9, 29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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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타당하다.73)
미국은 ‘재산적 이익 보호’를 저작권법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국과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74) 미국 저작권청은 작가(the author)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human)이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75) 나루토
(Naruto)판결76)에서 보듯이 미국 법원 역시 저작물의 창작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 저작권청의 설명서를 보더라도 저작물을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는 자연이나 기계가
만든 것으로서 코끼리의 그림, 바다가 만들어낸 모양들, 원숭이가 찍은 사진, 그리고
기계가 만든 패턴들이 그 예로 제시되고 있다.77)
학계에서도 컴퓨터 생성 저작물이란 알고리즘(algorithm)이나 지시명령을 토대로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데, 이 때 생성되는 결과가 프로그래머
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불확실한 환경(uncertain environment)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의는 주어진 데이터를 재배열하여 탄생한 창작
물이 컴퓨터 생성 저작물이 아님을 의미하며, 동시에 컴퓨터가 인간의 창작활동에 있
어 단순히 도구(tools)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하여 영국
CDPA에 대한 논의가 정확한 쟁점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78) 일부 학자들은 인
공지능과 컴퓨터를 사진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일부 학자는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창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 산출물은 여전히 알고리즘(algorithm)의 결과물이
고, 따라서 인공지능 스스로의 지적 창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9)
우리나라와 영미권에서의 논의는 CDPA 제9조 제3항을 인공지능 창작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대체로 일치한다.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의 조정이란 일종의 배열을 의미하고, 이때의 배열의 의미
는 음악 창작에 있어서의 샘플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당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실효성 있는 창작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음악분야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고, 음
악분야에서 샘플링을 활용한 창작이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조정이
란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샘플링 등의 과정에서 모티브나 조건을 입력하고, 기
존 음악저작물을 선택하고, 일부를 잘라내고, 순서를 정해 배열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
73) Tim W. Dornis, Artificial creativity: Emergent works and the void in current copyright
doctrine, 22 Yele J. L. & Tech. 1 (2020) at 18.
74)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법학연구(제18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
45쪽.
75)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13.2
(3d ed. 2017); Nina I. Brown, Artificial authors: A case for copyright in
computer-generated works, 20 Colum. Sci. & Tech. L. Rev. 1 (2018) at 5에서 재인용.
76) Naruto v. Slater, N.D. Cal. Jan. 28, 2016.
77) Introduction to the third edition of th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U.S. Copyright Office, Revised 09/29/2017, Chapter 313.2 (2017) at 16-17.
78) Nina I. Brown, Artificial authors: A case for copyright in computer-generated works, 20
Colum. Sci. & Tech. L. Rev. 1 (2018) at 8-9.
79) Samantha, I “Think,” Therefore I create: Claiming Copyright in the outputs of
Algorithms, 8 NYU J. Intell. Prop. & Ent. L. 324 (2019) at 329.

- 31 -

미한다. 컴퓨터는 인간이 배열한 기존 음악저작물과 인간이 입력한 모티브나 조건을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모티브나 조건의 입력, 그리고 샘플링 대상의 곡을 잘라 배열하
는 행위를 통해 컴퓨터가 창작물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도움만으
로 인간을 저작자로 볼 수는 없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기여를 한 인간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법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CDPA의 입법태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입력이나 배열이라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현재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CDPA 제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어떠한 구조와 체계를 토대로 아웃풋(output)을 생성하는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에도 의존하지 않
는 정도의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은 블랙박스(black
box)라고 표현될 수 있을 뿐, 인간에 제공한 규칙, 데이터와 인공지능 창작물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5.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 책임의 귀속
IP법제도의 창작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별
하는 큰 실익이 없다. 따라서, 창작과정에 인간의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
한 권리귀속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갖는다. 과실 또는 고의의 인정에 기획자의 과실 또는
고의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자아의식이나 기획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
을 도구로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행위를 야기한 자는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침해죄
나 특허권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의 과실이나 고의를 정범의 행
위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나 종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약한 인공지능에게 과업의 목표만을 정해두고,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창작이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여전히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약한 인공지능을 이
용하는 경우에도 인간은 과업의 목표만을 정해둘 뿐, 특정한 저작물이나 특허발명을
이용하도록 지시 또는 강요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아의식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될 것이므
로, 이 때 인간이 책임을 질 것인지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강한 인
공지능의 행위로 이익을 본 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가? 이에 대한 해법 역시 매우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강한 인공지능인지 또는 약한 인공지능인지의 구별이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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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혼란도 예상된다. 앞서와 같이 이들의 구별은 매우 모호한 영역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구별의 모호함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역시 이 둘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불법행위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
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원칙을 그리고 우리 형법은 고의책임원칙을 토
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이용자 개입이 부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는 문제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 의회는 2017년

로봇의 민사법적 규율 위원회에 권고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발표
하였는데, 이 결의안에서는 “로봇에 대한 특정 법적 지위를 창출하여 최소한 최첨단
자율 로봇이 특정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전자 인격의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로봇이 야
기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로봇이 스마트한 자율적 결정을 내
리거나 제3자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전자 인격을 적용하게 하는 것”80)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7월 19일 로봇을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로봇
기본법’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빠르게 발의한 바 있다고 한다.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며, 약한 인공지능 중 단순히 인간의
도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인공지능
이 인간의 도구가 아닌 일정한 한계 내에서나마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
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명확히 책임을 지울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있
다.82) 동시에 인공지능의 행위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의 문
제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는데, 이 때 인공지능과 일정한 규범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의 대안으로 보상책임주의를 주장한
다.83)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범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데, 대체로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 볼 수 없어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
준하는 범죄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주체로 평가할 수 없다
80) Civil Law Rules on Robotics,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59
f).
81)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7권
제4호, 2017, 167쪽.
82) 김용주, “인공지능 로못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21집 제2호, 2018, 76
쪽.
83)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7권
제4호, 2017, 18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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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이 타당하다.84)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범죄와 관련된 책임은 사용자와
개발자의 고의책임 유형,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책임 인정여부, 예견곤란성 특성을
가진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책임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85) 이는 약
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인공지능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법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 모두 현
행법 하에서 인공지능에게 그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되고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에게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실익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인공지능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된 행위일지라도86) 보상책임주의를 토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입
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때 입법론은 민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개정에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
게 될 것이다. 기본법으로서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수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제도에 인공지능행위로 인한 보상책임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입법안은 “인공지능의 독자적 행위에 의한 저작권 침해 또는 특허권 침
해가 있는 경우 그 보상책임은 인공지능의 조정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인공지능의 행위를 간접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 이용자가 형사벌까지 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민사법적 책임인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상
책임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유형과 침해여부의 판단
1.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능성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이다. 즉, 인간의 향수
또는 감응을 위해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수집, 개변, 이용
의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러
한 경우 인공지능플랫폼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알파고가 기보를 빅데이터로 이용한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

84)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45쪽.
85)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47~52쪽.
86) 인공지능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된 행위가 아닌,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고 동시에 그러한 인간
의 의사 또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이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제
도에 의해 해결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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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최근 논의는 수면 아래에서의 이용, 즉 인간이 향유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에 대해 공정이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유럽의회는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하 “DSM지침”)을 개정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제3조의 학술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허용 규정에 더하여, 이번 개정으로 제4조에 적법하게 접근
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추출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제4조는 과
학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텍스트 및 데
이터 마이닝을 허용하고 있다.87) 이에 반해 영국과 독일은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데
이터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88) 이들 규정은 모두 EU의 DSM지침이 2019년
개정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들로서, 2019년 개정에 따라 TDM을 비영리적 목적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2009년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규
정89)을 폐기하고, 2019년 제30조의4(저작물의 표현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 조항90)을
신설하여 정보분석 용도로 이용되는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비영리적이라거나 정형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별도 입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이
미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판결91)
에서는 서적들을 디지털 사본으로 만들어 구글 서버에 저장한 후 검색기능을 이용하
여 구글 북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은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판결92)에서는
TVEyes가 방송콘텐츠를 녹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색을 통해 비디오클립을 감
상할 수 있도록 제공 하였는데 연방지방법원은 검색기능과 시청기능이 공정이용에 해
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93)
이러한 입법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인간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빅데
이터 이용과정과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한 저작물 복제 등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87)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Article 3 and Article 4.
88) 영국 저작권법 제29A조(비영리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독일 저작권법
제60d조(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89)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정보해석을 위한 복제 등).
90) 제30조의4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享受)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91)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954 F. Supp. 2d 282 (S.D.N.Y. 2013).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2014 WL 2576342 (2d Cir. Jun. 10, 2014). Authors Guild v. Google, Inc.,
CV. 13-4829 (2d Cir. Oct. 16, 2015).
92)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15-3885(L) (2th Cir. Feb. 27, 2018).
93) 의안번호 7440(도종환의원 등 13인 제안, 2021년 1월 15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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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빅데이터는 1)디지털 정보의 수집, 2)수집된 정보의 막무가내식의 비체계적인 복제,
3)복제된 정보의 해석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의 창출(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정), 4)창출된 새로운 가치 하에서의 디지털 정보의 창작, 공표와 이용이라는 과정
을 갖게 된다. 이 과정 중 1)디지털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타인의 정보접근제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로서 정보통신
망 침입의 문제(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또는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수집된 정보의 비체계적인 복제는 주로 사이버 로봇인 컴
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디지털 정보가 더미(stack)로 쌓이는 단계로 저작권법 상의 ‘복
제’가 발생하게 된다. 3)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복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클라우드 환경에서 물리적 장소를 달리하는 서버 간의 공동작업을
위해 ‘전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과 ‘2차적저작물’이 창작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으며, 이들 단계는 이용자의 컴퓨팅 시스템 ‘내
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4)단계에 이르러서야 창출된 새로운
가치의 ‘표현’이 공표되어 이용에 제공된다.
이들 단계 중 4)단계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공정이용’의 허
용범위를 넘도록 이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공표하여 이용에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인데, 4)단계를 통제하는 것
만으로도 저작권자의 보호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2), 3) 단계에서 발생하는 ①인터넷에서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복제, ②컴퓨터시스템에 비체계적으로-설령 체계적이더라도저장되어 있을 뿐 이용단계에 있지 않는 여전히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복제, ③수집
된 방대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마이닝 과정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저작
권 침해책임을 묻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제도의 기능인지
의 여부에 대한 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단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지를 묻는 것 역시 부적합하며, 수집되는 데이터가 정보해
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집되는 데이터 스스로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 역시 빅데이터 본질과는 괴리가 있는 판단요소이다.

2. 인공지능 창작물이 타인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인간이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DM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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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창작한 창작물이 타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
사하고 의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동시에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과 실
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한 경우 복제권 침해, 공연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 전시권 침해, 배포권 침해, 2차
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타인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인간
이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한 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침해 여부 판단은 저작권 침해
판단론에 따르면 족하다.
다만, 그 공개한 자가 인공지능인 경우, 그리고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공
개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인간에게 지우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3. 인공지능 창작물을 타인인 인간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을 타인인 인간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타인’인 인간이 저작권 침해책임을 져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타인이란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완성하도록 한 자 외의 인간을 말한다.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이 온전히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경우로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나 간접적 기여가 없는 경우라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공유의 영역
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타인’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에 의해 창작된 경우라면, 인간은
그 창작적 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
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간접적 기여에 의해 창작된 경우, 그 인간에게 저
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영국 CDPA 제9조 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고, 우리 판례와 학설은 모두 창작적 기여
없는 자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간접적 기여
에 의해 창작된 경우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도 하에서 이를 이용한 ‘타인’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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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4.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셋(data set)의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데이터 셋은 편집물이다.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
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 보
호되나,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셋은 통상 그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정의가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
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한
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5.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는 가능한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 때 저
작인접권의 귀속주체는 인간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역시 저작물 창작에 인간이 창작적 개입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
기여를 한데 불과한지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이 온전히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경우로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나 간접적 기여가 없는 경우라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공유의 영역
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타인’의 저작인접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에 의해 창작된 경우라면, 인간은
그 창작적 개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향유하게 된다. 또한, 공동저작물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작입접권을 인공지능과 나누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간
이 오롯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저작인접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간접적 기여에 의해 창작된 경우, 그 인간에게 저
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영국 CDPA 제9조 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고, 우리 판례와 학설은 모두 창작적 기여
없는 자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간접적 기여
에 의해 창작된 경우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도 하에서 이를 이용한 ‘타인’의 저작인접
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 38 -

6. 인공지능 창작물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인간의 권리 및 타인의 권리 침해
인공지능 창작물은 그 자체로 인간이 의도한 작품에 이르지 못 하거나 상품성을 갖
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인간이 창작
물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경우 수정·보완된 창작물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
가 그리고 그러한 창작물을 타인이 복제 등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위에 이미 설명한 권리귀속 및 책임귀속의 논리적 토대 위에서 설명
이 가능하다.
첫째, 인공지능 창작물을 수정, 보완한 경우 수정·보완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라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인간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인간의 수정·보완이 창작성 부가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저작자는 존재하지 않고, 당
해 창작물은 공유의 영역에 속한다.
둘째, 인간의 창작성 부가가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복제 등으로 이용한 경우 이
용자인 타인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저작인격권의 침해 역시 인정된다. 다만, 인
간의 수정·보완이 창작성 부가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저작자는 존재하지 않고, 당해
창작물은 공유의 영역에 속할 것이므로, 이를 복제 등으로 이용한 타인 역시 저작권
침해를 지지 아니한다.

Ⅵ. 딥페이크 기술 및 산업94)
1. 딥페이크의 의의 및 분쟁의 소재
딥페이크는 AI 심층 학습을 의미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을 뜻하는 페
이크(Fake)의 합성어로 타인의 얼굴 등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와 합성함으로써 만
들어낸 거짓 영상물, 사진을 뜻한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이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디지털 성범죄, 협박, 선동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서는 원본 영상과 대중에게 공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때 영
상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튜브, 개
인 방송 등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하여 영상을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94) 김찬솔, 「신규 저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딥 페이크와 저작권 침해-」(이슈 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
원, 2021. 5.을 발췌, 요약한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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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례
딥페이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대중의 이용이 가장 많은 유튜
브와 인스타그램(SNS) 상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이
용 사례이다.

1) 영화 영상을 이용한 사례
영화 <아이언맨> 영화를 본 사람은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금 티타늄 합금
으로 된 붉은색 슈트를 입고 아이언맨으로 변하는 장면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
래 화면은 영화 속 주인공이 아이언맨으로 변하는 장면의 영상을 일부 이용하여 딥페
이크 기술을 통해 게시자의 얼굴을 입혀 영상을 위변조한 경우이다.

[그림]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례(영화)

2) 방송 영상을 이용한 사례
방송사 JTBC에서 방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김희선’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배우 ‘김태희’가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영상을 위변조한 사례이다.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본다면 마치 배우 김태희가 예능 프로
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위변조 완성도가 상당
히 높다.

[그림]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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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뮤직비디오 영상을 이용한 사례
가수 ‘아이유’가 부른 <에잇>의 뮤직비디오 영상에 딥페이크 앱을 이용하여 얼굴을
위변조한 후 SNS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한 사례이다. 딥페이크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앱을 통해 앱이 제공하는 영상에 사용자의 얼굴을 입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앱은 ‘REFACE: 페이스 스왑, 얼굴 합치기’라는 앱으로 사용
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 후 이를 앱이 제공하는 영상, 사진 등의 콘텐츠에 합성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국에서 앱을 이용하여 아이유의 얼굴을 입혀 중국의차이유라고 불
리던 영상이 위변조로 드러나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림]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례(뮤직비디오)

[그림] 모바일 마켓에서 유통되는 딥 페이크 관련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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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영상을 이용한 사례
배우 ‘조정석’이 출연한 광고로 ‘야!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유행어로 유명한 영어
학습 사이트에 대한 광고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로 얼굴을 위변조하여 유튜브에 게
시한 사례이다. 이처럼 딥 페이스기술은 영화, 방송,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영
상 콘텐츠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영상을 위변조 할 수 있다.

[그림]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례(광고)

3. 딥페이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변조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작자는 저
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
일성유지권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영상을 위변조한다면 원 저
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변경하게 되고
이는 저작자의 원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의 예외사
항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
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이다. 저작
권이 있는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 복
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의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원본 영상
과 관련하여 수인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본 영상 제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일부 법적으로 허용되는 ‘패러디(Parody)’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서 검토
한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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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공한 패러디’가 되기 위하여서는 패러디물을 통하여 제3자가 원작을 떠올리고,
그 패러디물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작과
는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하
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나, 그 구체적, 세부적인
요건 및 해석에 대하여는 학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바, 확립된 요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패러디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이 가능한 경우 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
다.
패러디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평하거나 해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직
접적 패러디(direct parody)라고 하고 원작과는 무관한 사회적 상황 등 제3자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매개패러디(vehicle parody)로 나누어진다.95)
즉,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면적이거나
소비적 모방이 아닌 입체적이면서 생산적 모방이라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고, 생산
과정이나 해독과정에서 지적인 가공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적인 담론양식의
하나라고 평가된다.96)
따라서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고 있으므로, 기
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또는 개변(改變)이라고 할 수 있어 2차적저작물 작성
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패러디에 대해 공정사용의 원
칙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97) 우리나라의 학설도 패러디는
특별히 출처를 명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98)
다만, 학설은 과거 직접적 패러디의 경우에만 자유이용이 허용된다는 입장에 서있
었는데, 그 근거로서 “영화 ‘빠삐용’을 패러디한 바퀴벌레약 광고에 대하여는 위 영화
를 직접적으로 풍자하거나 비꼰 것이 아닌 이른바 매개패러디로서 그 영화의 저작권
자와 협의를 하였다면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영화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위 광고를 제작하였다면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면책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99) 그러면서도 빠삐용을 패러디
한 광고에 대해서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주제로 한 빠삐용이라는 소설 또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바퀴벌레광고 패러디를 보았다고 해서 소설 또는 영화 ‘빠삐용’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춘향전’을 패러디한
‘외설 춘향전’을 읽었다고 해서 ‘원본 춘향전’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가 감소되는 것은
95)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6, 348쪽.
96) 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권), 1996,
219-229쪽 참조.
97) Olufunmilayo B. Arewa, "FROM J.C. BACH TO HIP HOP: MUSICAL BORROWING,
COPYRIGHT AND CULTURAL CONTEXT", 84 N.C.L. Rev. 547 (2006) at 576-577.
98)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354쪽.
99)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6, 350쪽 및 351쪽의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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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100)고 함으로써, 매개패러디이지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이라는 준물권의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혼동이 야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매개패러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견해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 때에도 비평 또는 풍자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주장되고 있다.
상술하면, 패러디에 공정사용의 항변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평적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자의 재산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가 더 많으며 설령 침해하더라도 비평적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더 바람
직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서평이 때때로 책의 수요을 감소시키더라도 서평은 원저작
물의 결점을 지적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적재산의 창조에 대한 보
상을 갉아먹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될 수 있다.101) 그러면서 공정사용의 원칙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보완재인 경우이지 대체재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매개패러디는 복제한 대상 작품이 패러디의 ‘표적’이 아닌
‘도구’이므로 공정사용의 원칙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102)
판례 역시 매개패러디의 경우에도 비평적 내용의 부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의 여부를 판단의 중요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태지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에서는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상
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디로서의 보호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매개패러디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정이용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패러디의 법리 및 공정이용의 법리는 딥페이크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됨
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리로
작용할 것이다.

100)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324쪽의 각주 183).
101) 윌리엄 M. 랜디스, 리처드 A. 포스너(정갑주, 정병석, 정기화 옮김),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일조각, 2011, 231-232쪽.
102) 윌리엄 M. 랜디스, 리처드 A. 포스너(정갑주, 정병석, 정기화 옮김),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일조각, 2011, 234-237쪽.

- 44 -

제2절 인공지능 포럼 : 저작권법 분야 발표자료103)
Ⅰ. AI 관련 기초개념과 Q&A
1.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유형

[Q1-1] - 인공지능(AI)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있는가요?
- 특히 법률분야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는 것인가요?

[A1-1]
- ‘인공지능’ 자체에 관한 정의는 어느 하나로 특정하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지능(人工知能)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
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총칭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 자연 언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
봇 공학,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따위에 응용합니다.
- 즉 인공지능의 활용분야는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처리’, ‘전문가 시스
템’(expert system) 등이 현재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래 실용화 될 ‘범용형인공지능’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
률실무에서는 챗봇 [Chatbot]104)이나 판례검색, 증거조사시스템, 문서나 서류 심사
(document review) 분야 등에서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Q1-2]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위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1-2]
(1) 여기에는, 심층학습(deep learning)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유형으로는 ①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②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과
③ GAN(Generative Neural Network) 등이 대표적입니다.105)106)
103) 포럼 발표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장으로, 본 절의 내용
은 제1절의 정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
104) 챗봇 [Chatbot]이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지능이
다. 채터봇(chatterbot), 토크봇(talkbot)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105) 그 외, 심층학습(deep learning)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유형으로는 ④ LSTM(Long Sho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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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①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며,
이미지나 영상분류 및 객체 검출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CNN은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하여 인식 가능하게 하는 신경망 알고리즘
으로서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방법을 통해 딥러닝을 수행하므로, 이미지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CNN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하
고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정보를 추출하는 인공신경망의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사
람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하였으며, 학습데이터를 특징(feature)으로 추출하여 특징들
의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객체를 인식합니다.
- CNN은 기술적으로 ‘Convolution Layer 과정’(합성곱 연산을 통해 Faature를 추
출)과 ‘Pooling Layer 과정’(Subsampling을 통한 차원 축소로 max-pooling,
average pooling 등을 활용) 및 ‘Fullly Connected Layer 과정’(이전 레이어의 모
든 처리 결과를 하나로 연결)으로 Layer를 구성하며, ReLU(Rectified Liner Unit 활
성화 함수)를 기술요소로 하여 종국적으로 원하는 성능을 개선합니다.
- CNN의 장점은 사물의 특징을 자동으로 잡아내면서 이미지 인식에 대단히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CNN의 학습과정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공통으
로 가지는 특징들만 관심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의 순서 관계를 처
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3) 다음으로, ②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은 ‘순환신경망’이라 하며 언어
학습에 특화된 순환구조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그 특징으로서 내부에 루프를 가
진 네트워크로 신호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구조를 가진 인공신
경망입니다. RNN은 시계열데이터 처리를 통해 딥러닝을 수행합니다.
- 즉 RNN 알고리즘은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Sequential data) 학습에 특화된
인공신경망으로서 내부에 순환구조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환구조를 이용하여
과거의 학습을 가중치(Weight)에 의해 현재 학습에 반영합니다. 학습이 진행되어도
과거 학습의 정도를 잃지 않고 연속적인 정보의 흐름을 학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RNN 알고리즘은 단어 시퀀스(sequence) 단위로 입력과 출력을 처리할 수 있으므
로 언어학습에 특화되어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의 의미
판단이나 대화식 학습에 유용합니다. 나아가 영상, 소리 등 순차적인 데이터를 기반으
로 동영상 분류, 음악 장르 분류에도 유용한 AI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③ GAN(Generative Neural Network)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
Memory)와 ⑤ R-CNN 등이 있습니다. 우선 ④ LSTM은 장기 메모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서, RNN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 메모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개발된 신경망입니다. 또한 ⑤ R-CNN은 Region Proposal, CNN, SVM 알고리즘의 조합을
통해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서,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을 수행하는 CNN과 이미지에서 물체가 존재할 영역을 제안해 주는
Region
Proposal 알고리즘을 연결하여 높은 성능의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
다.
106) 전응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인공
지능시대의 저작권의 나아갈 방향」, (2021년3월19일자) 자료집,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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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GAN은 이미지와 데이터 생성 방법을 통해 딥러닝을 수행합니다.

즉 GAN은

이미지, 영상에 특화된 심층학습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 예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
용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으로서 두 개의 모델이 적대적 또는 경쟁적
과정을 통해 동시에 학습됩니다. GAN의 목적은 생성자(Generator, 예술가 역할)와
판별자(Discriminator, 예술 비평가 역할)을 경쟁적으로 학습시켜, ‘그럴듯한 가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성자는 진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배우고, 판별자는
가짜의 이미지로부터 진짜를 구별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GAN에서 학습과정 동안 생성자는 점차 진짜같은 이미지를 더 잘 생성하게 되고
반면 판별자는 점차 진짜와 가짜를 더 잘 구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감별자가
가짜 이미지에서 진짜 이미지를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평형상태에 도달합니
다.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를 꾸준히 학습시켜 종국적으로 진짜와 다름 없는 가짜를
만듭니다(정확히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에 가까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입니
다). GAN 역시 기계학습이므로 GAN은 객체를 의미적(semantic)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특징(feature)을 세분화하여 각기 숫자로 이해할 뿐입니다.
- 그러나 GAN의 최종적인 이미지 결과물을 보면 마치 컴퓨터가 원본 이미지의 전체
적인 표현, 분위기를 이해하여 원본 이미지의 표현을 복제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
다.
- 이러한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그 핵심기술로 하는 것이 바로 '딥페이크
'(deepfake)입니다.
(5) 통상적으로 「비표현적 머신러닝」(non-expressive machine learning) 즉 비표현
적인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심층학습)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107) 예컨대 대량의 논문 데이터
를 수집하고 학생의 논문과 대조하고 도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도용한 곳 일부분을 표
시하는 논문 표절 검증과 같은 ‘정보해석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108)
- 또 「일반 표현적인 머신러닝」(general-expressive machine learning)은 저작권법
상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
니다.109) 예컨대 러신러닝 과정에서 대량의 저작물 복제는 이른바 ‘중개적 복
제’(Intermediate Copying)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머신러닝은 창작한 내용이
독창적인 표현을 이용한다고 해서 피학습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이와 달리, 「특징 표현적인 머신러닝」(specific-expressive machine learning),
107) 운박·정연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계간저작권』 2021 가을호(제135호), 한국저작권위
원회, 2021.9, 100~102면.
108)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431면.
109) 운박·정연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계간저작권』 2021 가을호(제135호), 한국저작권위
원회, 2021.9, 100~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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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생존하는 어떤 작가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머신러닝 과정에서
는 특정 표현적인 머신러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머신러닝에서 저작물을 추출하는 정
보는 본질적으로 그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 내지 창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고, 그러
한 머신러닝의 출력물(저작물)에도 그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학
습 작가들의 저작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징 표현적
인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으로
인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110)
(6) 요컨대 저작권법상으로는 GAN 유형의 심층학습(deep learning) 인공지능(AI) 알
고리즘의 이용 시에는 원본 이미지의 비표현적 부분만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
다. 따라서 GAN 방식은 원본 데이터의 비표현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법리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
적될 수 있습니다. 이후 후술하는 '딥페이크'(deepfake)와 저작권법상 쟁점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그 법률관계
[Q2] - 인공지능 기술이란 어떠한 것인가요?
- 현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실용가능하게 된 인공지능 기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요?
- 그들에 관하여 지적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또 장래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는가요?

[A2]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란 ‘학습’, ‘인식·이해’, ‘예측·추론’, ‘계
획·최적화’ 등 인간의 지적활동을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
니다.
-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추론의 틀이나 지식의 베시스가 데이터를 기초

로 학습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데이터를 기초로 컴퓨터 스스로가 특
징량(feature)을 만들어 내는 ‘심층학습’(Deep Learning)라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응용분야가 넓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에 의한 활용의 폭이 넓혀짐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법적용,
법정비의 요부(要部)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110) 운박·정연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계간저작권』 2021 가을호(제135호), 한국저작권위
원회, 2021.9, 100~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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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률의 대부분은 인간이 행하는 활동에 대한 규칙(rule)을 정하는 것이지
만, 인간의 활동의 일부를 대체하는 인공지능(AI)에 대하여 어떻게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기존의 법률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어떠한 입법을 하여야 하는가 등 다양한
법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챗봇[Chatbot]이란 무엇인가
[Q3] - 챗봇 [Chatbot]이란 무엇인가요
- 전자거래사이트에서 그 기술을 활용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
인가요

[A3]
-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실무에서 응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챗봇 [Chatbot]111)입
니다.
- 챗봇 [Chatbot]112)이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특정
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 챗봇 [Chatbot]의 학습방법은 질의·응답의 쌍으로 이루어진 (가능한 많은) 텍스
를 데이터를 확보한 후 각 단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값으로 변환
(word embedding) 하고, 한 문장을 입력으로 받으면 대응하는 문장을 출력하는 신
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의 구현
방법입니다.
-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객상담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적용하여,
24시간 응대 체계를 갖추고 상담원의 단순·반복 업무도 줄여 고객과 회사 구성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 챗봇 [Chatbot]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선한 기술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TDM 면책 문제란 무엇인가
[Q4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이용 과정에서 TDM 면책이 필요한가요?
111) 챗봇 [Chatbot]이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지능이
다. 채터봇(chatterbot), 토크봇(talkbot)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112) 챗봇 [Chatbot]이란 대화형의 자동적인 교환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연어로 대화를 교환한다
는 기술은 아직 완성적인 단계라고 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선택지를 제공하여 선택
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용자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도록 실제 문제에 주의하면서
개발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이용자와 관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프라이버시 정책의 정비
등의 법적 문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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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 창작과정을 살피면 심층학습(딥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을 학
습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 이용이 저작권법상 아무
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문제됩니다.
-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여한 창작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인공지능 창작물
의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형성함에 있어서 선결과제라고 보입니다.
- 여기서는 이른바 ‘딥러닝형(型) 인공지능’이 형성하는 창작물(생성물)을 염두에 두
고, 그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정을 절차적으로 봅니다.113)
- 인공지능은 심층학습 등을 통해 학습하기 이전의 ‘학습전 인공지능’과 학습후의 ‘학
습된 인공지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우선, 1) 인공지능 프로그램(알고리즘- 학습전 AI)이 학습된 모델 AI로발전하기 위
해서는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딥러닝)을 위해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나 데이터셋(데이
터 집합물)을 수집, 작성하게 됩니다(학습용 데이터 수집·작성단계). 이 때 학습용 데
이터 등의 수집경로는 인간이 컴퓨터 등 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차나 공장 등에 설
치된 각종 센서나 사물인터넷(IoT) 기술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을 통하는 것
이 통상적입니다.114)
- 다음으로, 2)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딥러닝)을 통해 데이터나
데이터셋(데이터 집합물)을 분석 및 해석하고, 일정한 규칙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통
해 학습된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학습된 모델 인공지능의 작성단계). 이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학습된 모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집니다.115)
- 다음으로, 3) 이용자(user)가 이러한 학습된 모델 인공지능을 양도나 이용허락계약
등을 통해 사용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학습된 모델 AI의 이용단계). 이용자는 학습된
모델 인공지능에게 새로운 데이터와 지시·명령을 입력(input)하고, 학습된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인공지능 생성물 내지 창작물을 출력(output)하게 됩니다(학습된 모
델 인공지능의 이용단계).116)
- 심층학습된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정에서는 이른바 ‘Text and Data Mining’
면책을 위한 입법론이 쟁점이 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학습과정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나 데이터셋을 필요로 합니다.
- 즉 학습된 모델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려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데이터베이스, 데
이터셋, 빅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심층학습 내지 기계학습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데이터나 데이터셋의 수집과 이용과정을 보면, 그 데이터 등이 타인이 저작
113)
114)
115)
116)

福岡眞之介
福岡眞之介
福岡眞之介
福岡眞之介

編著,
編著,
編著,
編著,

『AIの法律と論点』, 商事法務, 2018.3, 26~30頁..
前揭書, 26頁.
前揭書, 28頁.
前揭書, 29~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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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는 저작물(예컨대 화상, 음성, 문장)인 경우 그 데이터 등을 심층학습 내지
기계학습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내
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Text and Data Mining’(TDM)의 저작권 제
한 문제입니다.

Ⅱ. AI 관련 구체적 법률관계와 Q&A
1. 인공지능 학습 내지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위한 면책 문제
[Q5] - 법적 판단의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결정하는데 도

움이 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서적을 모두 기
계적으로 읽고 그것을 분석한 뒤, 법적판단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 이 경우 해당 법률서적에 대한 저작자의 승낙을 사전에 얻어야 합니까?
- 즉, 우리 저작권법상 ‘텍스트마이닝 및 데이터마이닝’(TDM)을 위한 타인의 저
작물 이용은 면책될 수 있는가요?

[A5-1]117)
- 법적인 판단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자 자신이 소
유하고 있는 법률서적을 기계적으로 읽어서 분석하는 것은, 이른바 ‘텍스트마이닝 및
데이터마이닝’(TDM)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저작권법 아래의 해석론에서는 TDM의 유형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
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수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는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한 공정이용(fair use) 법리에 따라, 저
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법적 판단의 시나리오로 이용하는 표현이 처음부터 해당 법률서적의
고유한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서적의 표현의 복제라고 판단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TDM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취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연출하게 됩니다.
-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TDM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량의 정보
에 대한 접근, 수집, 저장, 처리, 변형, 전송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들 정
보에 저작물을 비롯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침해의
117) 차상육,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
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2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10, 10~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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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제23조터 제36조 사이에 규정한 저작재산권 제한규
정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이용의 목적 등
에 따라 일정하게 매우 한정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저작권법의 한계로 인하여 TDM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
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고 경제적ㆍ산업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제한규정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됨으로써, TDM 종사자들로 하여금 법적 불안정성이 증가되어 있
는 실정입니다.
- TDM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TDM 면책 규정
의 입법적 시도는 2014년 이후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 일본 및 유럽연합 등에서 활
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우선 유럽연합(EU)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014년부터 순차
적으로 이른바 ‘Text and Data Mining’의 저작권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TDM 면책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118) 예컨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영국 저작권법 제29A조(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
제)119)120)121)와 독일의 2017년 개정저작권법(2018년 3월 1일 시행) 제60d조의
118)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 통권 제728호, 법조협회, 2018.4, 105~116면.
119)
영국
2014년
6월
개정
저작권법(CDPA)
제29A조
원문은,
<http://www.legislation.gov.uk/ukdsi/2014/9780111112755> 참조.
120) “29A Copies for text and data analysis for non-commercial research
(1) The making of a copy of a work by a person who has lawful access to the work does
not infringe copyright in the work provided that—
(a) the copy is made in order that a person who has lawful access to the work may
carry out a computational analysis of anything recorded in the work for the sole
purpose of research for a non-commercial purpose, and
(b) the copy is accompanied by a sufficient acknowledgement (unless this would be
impossible for reasons of practicality or otherwise).
(2) Where a copy of a work has been made under this section, copyright in the work is
infringed if—
(a) the copy is transferred to any other person, except where the transfer is authorised
by the copyright owner, or
(b) the copy is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mentioned in subsection (1)(a),
except where the use is authorised by the copyright owner.
(3) If a copy made under this section is subsequently dealt with—
(a) it is to be treated as an infringing copy for the purposes of that dealing, and
(b) if that dealing infringes copyright, it is to be treated as an infringing copy for all
subsequent purposes.
(4) In subsection (3) “dealt with” means sold or let for hire, or offered or exposed for sale
or hire.
(5) To the extent that a term of a contract purports to prevent or restrict the making of
a copy which, by virtue of this section, would not infringe copyright, that term is
unenfor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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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60d Text and Data Mining) 면책(exception) 조항122)123)124)을 들 수 있습니
다. 또한 프랑스는 2016년 10월 개정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 제122-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125)126) 및 제342-3조 제5

121) 영국은 개정저작권법(2014년 6월 1일 시행)에서 과학 및 기술 연구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도록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자유롭게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과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보장하는 제29A조(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Copies for text and data analysis for non-commercial research) 규
정을 신설하였다. 이 TDM을 위한 예외규정은 비상업적 연구목적을 위한 TDM에 있어서 저작물 등
복제행위는 원칙상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저작권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 허용요건으로서는 합법적 접근권한을 보유한 자가 단지 비상업
적 연구목적만을 위하여 저작물 기록에 대한 전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제행위를 할 것과 실질상
불가능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복제물에 대한 출처표시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해당 복제물을 이전 및 사용하는 행위는 별개의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별개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거래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저작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복제물은 그 이후 모든 목적으로 저작권
을 침해하는 복제물이 취급된다는 점이다.
122)
독일의
2017년
개정저작권법(2018년
3월
1일
시행)
제60d조의
원문은
<
https://dejure.org/gesetze/UrhG/60d.html> 참조.
123) § 60d (Text und Data Mining)
(1) Um eine Vielzahl von Werken (Ursprungsmaterial) für di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automatisiert auszuwerten, ist es zulässig,
1. das Ursprungsmaterial auch automatisiert und systematisch zu vervielfältigen, um
daraus insbesondere durch Normalisierung, Strukturierung und Kategorisierung ein
auszuwertendes Korpus zu erstellen, und
2. das Korpus einem bestimmt abgegrenzten Kreis von Personen für die gemeinsame
wissenschaftliche Forschung sowie einzelnen Dritten zur Überprüfung der Qualität
wissenschaftlicher Forschung öffentlich zugänglich zu machen.
Der Nutzer darf hierbei nur nicht kommerzielle Zwecke verfolgen.
(2) Werden Datenbankwerke nach Maßgabe des Absatzes 1 genutzt, so gilt dies als übliche
Benutzung nach § 55a Satz 1. Werden unwesentliche Teile von Datenbanken nach
Maßgabe des Absatzes 1 genutzt, so gilt dies mit der normalen Auswertung der
Datenbank sowie mit den berechtigten Interessen des Datenbankherstellers im Sinne
von § 87b Absatz 1 Satz 2 und § 87e als vereinbar.
(3) Das Korpus und die Vervielfältigungen des Ursprungsmaterials sind nach Abschluss
der Forschungsarbeiten zu löschen; die öffentliche Zugänglichmachung ist zu
beenden. Zulässig ist es jedoch, das Korpus und die Vervielfältigungen des
Ursprungsmaterials den in den §§ 60e und 60f genannten Institutionen zur
dauerhaften Aufbewahrung zu übermitteln.
124) 독일의 2017년 개정저작권법(2018년 3월 1일 시행) 제60d조에 따르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본격적으로 TDM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60d조)에 따르면, 비영리적이고 학술 연구 목적의 TDM을 위해서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타인
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AI)용 언어 데이터베이스인 코퍼스(Korpus, corpus)를
학문연구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허용된다. 이 코퍼스(korpus)와 원재료(Ursprungsmaterials)
의 복제는 연구 작업의 종료 후 삭제되어야 하고, 공개적인 접근(공중이용제공)은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archives), 박물관, 교육시설 등에 영구 내지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있다.
125) 프랑스 2016년 개정‘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122-5조 원문
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BA3D626674869DA4C6AADA17FFF4
BD95.tplgfr26s_1?idSectionTA=LEGISCTA000006161637&cidTexte=LEGITEXT000006069414&dat
eTexte=20191030> 참조.
126) Article L122-5 of the CPI
Lorsque l'oeuvre a été divulguée, l'auteur ne peut interd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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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27)128)129)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TDM을 허용하였습니다.
- 또 최근 유럽연합은 2019년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하 ‘TDM’)을 위한 입법지침( EU지침 제3조 및 제4조)을 마련하였습니
다.130) 이 지침의 제정은 TDM에 대한 유럽 역내 회원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131)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회원국에서는 ‘학문연구
1° Les représentations privées et gratuites effectuées exclusivement dans un cercle de
famille ;
(...)
10° Les copies ou reproductions numériques réalisées à partir d'une source licite, en vue
de l'exploration de textes et de données incluses ou associées aux écrits scientifiques
pour les besoins de la recherche publique, à l'exclusion de toute finalité commerciale.
Un décret fix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xploration des textes et des données
est mise en œuvre, ainsi que les modalités de conservation et de communication des
fichiers produits au terme des activités de recherche pour lesquelles elles ont été
produites ; ces fichiers constituent des données de la recherche ;
127) 프랑스 2016년 개정‘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342-3조 원문
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BA3D626674869DA4C6AADA17FFF4
BD95.tplgfr26s_1?idSectionTA=LEGISCTA000006161661&cidTexte=LEGITEXT000006069414&dat
eTexte=20191030> 참조.
128) Article L342-3
Lorsqu'une base de données est mise à la disposition du public par le titulaire des
droits, celui-ci ne peut interdire :
1° L'extraction ou la réutilisation d'une partie non substantielle, appréciée de façon
qualitative ou quantitative, du contenu de la base, par la personne qui y a licitement
accès ;
(...)
5° Les copies ou reproductions numériques de la base réalisées par une personne qui y
a licitement accès, en vue de fouilles de textes et de données incluses ou associées
aux écrits scientifiques dans un cadre de recherche, à l'exclusion de toute finalité
commercial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copies techniques issues des
traitements, au terme des activités de recherche pour lesquelles elles ont été
produites, sont assurées par des organismes désignés par décret. Les autres copies ou
reproductions sont détruites.
Toute clause contraire au 1° ci-dessus est nulle.
Les exceptions énumérées par le présent article ne peuvent porter atteinte à l'exploitation
normale de la base de données ni causer un préjudice injustifié aux intérêts légitimes du
producteur de la base.
129) 프랑스는 2016년 10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122-5조 및 제
342-3조를 개정하면서 TDM을 허용하였다. 즉 공적연구를 위하여 학술문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할 목적으로 적법한 출처로부터 저작물(제122-5조 제1항 제10호) 또
는 데이터베이스(제342-3조 제5호)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TDM의 구체적 실행조건, 연구 종료
후 생성된 파일의 보존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인 데크레(décret)에 위임하고 있다.
130) 2016년 9월 14일에 공표된 유럽연합 지침안 (2016/0280 (COD))에서는 정보분석 (Text and data
mining)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이 있지만(3조), 정보분석을 연구기관 (research organisations)이 학
술연구(scientific research)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131) 이 지침은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의 창작, 생산, 배포 및 이용 방법
이 지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영업모델과 새로운 기업도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현실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목표와 원칙은
유효하지만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이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서 이용됨으로써 권리자
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데 대한 수정 및 보완적인 조치의 성격이 있다. 그래
서 이 지침은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서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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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 없이 ‘TDM’을 위해 저작
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 2021년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TDM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과의 긴장관계를 조율하기 위하여 개
정 저작권법(안)에 TDM과 관련된 새로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안에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TDM 면책규정이 그대로 입법화 될지 주
목받고 있습니다.

<표>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2021년1월15일자) 제43조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2021년 1월 15일자) 제43조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다
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
할 수 있다.

[A5-2] TDM 면책을 위한 입법론의 검토
- 비교법적 고찰에 따라 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에 대한 면책방안을
살피면, 정보분석 (Text und Data Mining)에 관한 권리 제한을 위해 2014년 신설된
영국 저작권법(CDPA) 제29조A(Text and data mining for non-commercial
research ), 2017년 신설된 독일저작권법 제60d조(Text and Data Mining), 그리고
2018년 3월 개정된 일본저작권법(2019년1월1일 시행)상의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규정은 모두 저작재산권의 개별
적 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마이닝을 일정한 요건아래 허용하는 입법 유형으
로 평가됩니다.
-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에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데이터마이닝(TDM) 면책
기존의 예외와 제한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현행 유럽연합법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예
외와 제한(Exception or limitation)에 관한 규정이 연구, 혁신, 교육 및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이
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보호지
침, 정보사회저작권지침 및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 규정의 성격이 임의적이어서
역내 시장의 기능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연
구, 혁신, 수업 및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유럽연합법의 예외와 제한 규정을 새로운 이용의 관점에
서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이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수업목적
설명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예외와 제한 규정을 강행규정화 하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 55 -

을 위한 입법론(立法論)으로서는 영국저작권법 제29A조와 독일저작권법 제60d조와
같은 취지의 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에서도 데이터 이용 및 활성을 촉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법정안정성을 위해 저
작재산권 제한의 개별규정으로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상업적 목적’의 데이터마이닝(TDM)에 필
요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개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연구나 과학
및 기술 연구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도록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에는 저
작권법적으로 면책규정을 명문화 할 것이 요구됩니다.
- 다만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이용) 등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상관없이 TDM 활동을 명시적
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즉, 일본의 TDM 예외규정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 그리고 연구 및 기타
목적의 광범위한 TDM 예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으로서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 이런 점에서 2020년 11월 2일자로 공개된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5」에 대
한 3차 개정안과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2107440호) 제43조 제1항은 양자 모두 ‘상업적 목적’에 까지 데이터마
이닝 면책규정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A5-3] TDM 면책을 위한 현행저작권법상 해석론의 검토
- 한편, 해석론(解釋論)으로서 학습된 인공지능의 개발과정에서

‘Text and

Data Mining’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132) 그 중에
서도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해당여부가 쟁점입니다.
- 미국의 James Grimmelmann 교수는 변형적 공정이용 법리에 기초해 인공지
능(로봇)이 이용하는 경우(robotic reading)에 저작권침해의 면책을 주장합니다.133)
- 우리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 5)의 요건충족에 따
라서 데이터마이닝 등의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데이터마이닝의 면책여부는 학문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에는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여지가 높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
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132)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94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12.,
39~69면 참조. 이 글은 데이터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여 이용할 때, 그 기계학습 부
분에 필요한 테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35
조의5(공정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박성호, 앞의 글, 63~66면).
133) James Grimmelmann, “Copyright for Literate Robots”, 101 Iowa Law Review, 657, 67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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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미국 판례 중,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사례134)와 Authors
Guild v. HathiTrust 사례135), 및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사
건136)의 각 사안의 개요와 판결 내용(공정이용 인정례와 부정례의 개별·구체적 쟁점과
판결이유)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에서도 유사 사례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분석결과 만들어진 중간산출물은 대부분 데
이터나 데이터셋으로서만의 가치만을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 내지 비표현적 이용에 해
당할 여지가 큽니다. 또 기계번역이나 문자인식 또는 개체인식과 같은 연구와 신기술
개발이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면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생성과 이용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의 분석과 중간산출물 생산단
계는 해석론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데이터셋의 이용 시 중간산출물을 따로 떼어 가지고 데이터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간산출물을 구매자나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나 거래에
제공하는 최종단계에서는 변형적 이용 내지 비표현적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상대적으
로 축소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크
지 않다고 사료됩니다.137)

[A5-4] TDM 면책을 위한 현행저작권법상 해석론과 입법론의 정리
- 결국, 2020년 11월 2일자로 공개된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5」에 대한 3차
개정안과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07440호) 제43조 제1항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
니다.
- 2020년 11월의 3차 개정안의 설명자료에서는 2020년 9월의 2차 개정안과 달
리, 데이터마이닝 신설 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학술·상업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강조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그 시의성이 적지 않은 개
정안이라고 선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
지도 3차 개정안의 설명자료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같은 평
가가 가능합니다.
134)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135) Authors Guild v. HathiTrust, 755 F.3d 87 (2d Cir. 2014).
136)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883 F.3d 169 (2d Cir. 2018).
137) 같은 취지,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토론
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전자신문 주관)에서의 ‘발제문 자료’(2019
년 12월 9일자),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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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20년 11월 2일자 개정안(3차)의 설명자료와 2021년 1월 15일 도종

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21. 2. 작성된 임재주 수석
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위)의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학술적 연구 등
이외에 해석상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허
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 내지 국제적 조화의 면에서 보다 바
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학술적 연구 등 이외에 해석상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2021년 1월 15일자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의 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의 관점 내지
국제적 조화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합니다.
- 결국, 상업적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의 허용여부
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35조의5)에 기초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
익균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논리전개에 따르면, 우리 저작권법상 기존의 공정이용 규정(35조의5)과
새로 신설될 예정인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의 ‘비상업적/비영리적 목적
의 TDM 면책규정’(안 제43조)(필자 수정 견해)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양
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개별조항과 보충적·일반조항(35조의5)의 관계로서 상호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2. 챗봇[Chatbot] 개발과 관련 법률 문제
[Q6] - 이용자들로부터 의뢰받은 화상인식이나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챗봇 [Chatbot]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시스템 개발계약이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책 내지 개인정보보호정
책 나아가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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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챗봇 [Chatbot]을 현재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부분(part)을
하나의 서비스 속에 융합시켜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래의 개발 방식을 기초로 준비된 개발계약의 모형은 그다지 참고될 것 같지 않습니
다.
- 성과물로서의 인도나 운용과정에서 취득된 데이터의 귀속 등, 현재의 개발방식
을 의식한 개발계약의 작성에는 극히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 또한 이용자와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 혹은 데이터
의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예측적인 태그 부착 기술과 법적 쟁점
[Q7] - 문서나 서류 심사(document review) 분야에서 예측적인 태그(tag)138)를 부착
한 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리에 기초한 것인가요?
- 그러한 기술(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을 이용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 또한 법적으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A7]
- 예측적 태그 기술이란 인공지능(AI) 기반 문서 요약((text summarization) 기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챗봇 학습 방법과 마찬가지로 문서-키워드 쌍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
으로 학습을 하는데 출력이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138) 예측적 태그 기술은 예컨대 상품은 보내지는 곳, 즉 소스에서 제조사 정보 및 시간, 위치 정보 등
이 담긴 RFID 태그(tag)를 달게 된다. RFID 태그를 다는 비용이 매우 싸지면서 수백만 개 제품에 모
두 태그를 다는 것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들이 공급망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제조사에서 운송 수단으로, 그리고 또다시 창고에서 진열대로 옮겨가는 과정 말이다. 마치 택
배 배송 추적을 하는 것 같은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1) 공급망을 통해 유통되
는 상품의 막대한 양, (2) 제조, 처리, 운송에 관련된 다수의 당사자 및 기업들, (3) 운송 트럭 내부의
변덕스러운 온도 변화 및 운송 지연 문제, (4) 창고에서 지나치게 오래 물건이 방치되어 부패가 진행
되는 경우, 또는 상품(예컨대 로메인 상추와 같은 상품)이 오염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각 인지하고
리콜을 진행할 방법은 없는가?
상품 공급자 및 운송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모든 생산 및 운송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운송 과정을 기록하고 집행할 자동화 된 시스템이
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여러 공급자와 운송 담당자, 유통망
관리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에 적격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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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설명- 예측적 태그 기술]
-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이 장래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지만, 법률분야에서
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서나 서류 심사(document review) 작업은 서서히 인공지능
(AI)으로 치환되거나 대체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측적 태그 부착기술입니다.
- 예측적 태그 부착기술은 문서나 서류 심사(document review)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인간의 눈으로 심사(review)하지 않더
라도, 문서나 서류 심사(document)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지
원심사(Technology Assisted Review; TAR)의 하나인 방법입니다.
- 장래 문서나 서류 심사(document review)의 바람직한 방향은 키워드 검색 등
으로 심사(REVIEW) 대상을 편입한 뒤, 대상이 된 문서의 모두를 실제로 사람이 리뷰
(REVIEW)를 하여 관련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Real Review라 합니다).
- 누가 문서를 실제로 리뷰하는 가에 관해서는 리소스 · 비용 · 분량 등에 비추
어 담당변호사가 모두 하든지, 1차 리뷰를 아웃소스 하든지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을 합니다.
- 이에 대해 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은 해당 문서의 사안의 쟁점에 관한 관련성을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추측하는 것이므
로, 인공지능(AI)기술의 하나라고 말해집니다.
- 요컨대 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이란 문서 전체로 이루어진 모집단(母集團)으로
부터 채집한 샘플 문서에 대한 리뷰 결과를 기초로 잔여 문서에 대한 리뷰 결과를 추
측하는 기술입니다. 리뷰 비용의 삭감, 리뷰 마다에 따란 판단의 요동의 감소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미국에서는 ‘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을 이용한 (Discovery)의 개시가 법적
으로 허용된다’고 한 판결례가 있습니다.
- 오늘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즉 본안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의 부담이 매
우 무겁고, 기업측의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된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
뷰(Review)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상정되기
때문에, 향후 점점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제로 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적 태
그 부착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인공지능(AI) · 기계학습 · 심층합습이라는 기술
이 아직 발전도상에 있고, 이에 대한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유에 기초한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이들 기초기술의 발전이나 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 자체의 기술발전에 따
라서 향후 보다 다수의 경우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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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란 본안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
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
차로 일종의 증거제시제도입니다. 미국 · 영국 등에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 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낼 때 개인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
스커버리가 종료된 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23조에서 「 재판 등에서의 복제」의 경우 저작재
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
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즉,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
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
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23조).
- 본 조문의 입법취지는 국가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일정한 조건아
래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해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저
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는데 한정됩니다. 여기의 저작물에는 공표저작물 외에 미공
표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저작권법 등 지적
재산권법에 도입되면, ‘예측적 태그 부착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AI)기능이 활용될
것이고, 이 경우 저작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 재판 등에서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
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 단서에서는 재판 등에서의 복제」의 경우라도, 그 저작
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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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상사례 통한 인공지능 관련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쟁점
1. 인간과 「약한 인공지능」의 공동창작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귀속 문제
[Q8]. -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의 결과물인
바둑기보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있는 가요?
- 만약 있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가요?
- 만약 제3자 갑(甲)이 세계적 화제가 된 결국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프
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의 결과물인 바둑기보를 편집하여 (가칭)‘이세돌-알파고
바둑기보’란 책을 출판하여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요?

<2016.3.9. 오후1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 이세돌과 알파고의 제1국 대국장면>139)

[A8]
- 인간과 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성을 갖느
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우선,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우리나라의 소수설)에 의하면, 인
공지능(AI) 알파고(AlphaGo)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의 결과물인 바둑기보
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바둑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부정설은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만든
기보는 바둑알의 위치선정 자체가 바로 승부를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39) 2016년 3월 9일부터 10, 12, 13, 15일 열린 5번기 대결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에 4 대 1로 승리하였다. 알파고는 1
국에서 186수 백 불계승, 2국에서 211수 흑 불계승, 3국에서 176수 백 불계승을 거뒀다. 4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180수 백 불계승으로 1승을 이뤄냈으나 5국에서 알파고가 280수 백 불계승을 거두면
서 알파고가 최종 승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알파고-이세돌 대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
연
구
소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8537&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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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예술적이고 창작적인 사상 내지 감정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바둑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우리나라의 다수설)를 전제로
할 때140),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로 만들어진 바둑 기보에 대해서 인간만의 저작물
인지 아니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 즉 긍정설은 바둑 게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보는 바둑을 두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이라 보고 있습니다.141)
- 그런데 대국자 일방이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이라면 대국의 결과물
인 바둑 기보가 과연 두 대국자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한편, 영국의 CDPA 제9조 제3항은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컴퓨터 기술 수준,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창작에서 인간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CDPA 제9조 제3항
을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 당시 영국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인공지능의 창작행위는 대부
분 인간의 ‘조정’(arrangement)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
니다.142)
- 참고로 영국의 CDPA 제9조 제3항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이 컴퓨터
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CDPA 제9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1) 인간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컴퓨터가 생성한 창작물도 저작물로 보고, 2) 그
경우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것입니
다.143)
- 요컨대, 현행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아래에서는 비록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을 인
정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대국자 일방이 알파고(AlphaGo)와 같은 「약한 인공지능」
이라면 바둑기보라도 인공지능이 표현한 부분의 한해서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바둑기보는 두 대국자의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콘텐츠라는 점과 바둑 인
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약한 인공지능으로서, 그 제작사인 구글딥마인드(Google
DeepMind)144)가 고용한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종의 업무상 저작물이라
140)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긍정설(이상정 교수, 박성호 교수)과 부정설(서달주 박사)이 대립
하고 있다. 이상정, “기보의 저작권법”,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43면 이하, 박성호, 전게서 39면, 및 서달주, “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 『저작권문화』, 저작
권심의조정위원회, 2006.6, 24~25면.
141) 박성호, 전게서, 39면.
142) 정진근,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계간저작권』 2020 가을호(제
13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9, 29~35면.
143) 정진근,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계간저작권』 2020 가을호(제
13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9, 8~9면.
144)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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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알파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권자는 구글딥마인드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프로기사 이세돌 9
단의 바둑대결의 결과물인 바둑기보에 대해서는 이세돌과 구글딥마인드 사의 공동저
작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 [사안의 해결] 만약 제3자 갑(甲)이 세계적 화제가 된 결국 인공지능 알파고
(AlphaGo)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의 결과물인 바둑기보를 편집하여 (가
칭)‘이세돌-알파고 바둑기보’란 책을 출판하여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 해
당 기보의 법적 성격은 이세돌과 구글딥마인드 사의 공동저작물로 해석될 것이므로,
결국 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가칭)‘이세돌-알파고 바둑기보’란 책을 출판·
판매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9]. -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예컨대,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애
플 시리, 삼성전자 빅스비, 네이버 클로버 등을 활용하여, 그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으로 구성된 어문저작물 (가칭)<영어회화... 인공지능(AI) 무조
건 따라하기>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 또 해당 어문저작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가요?

[A9]
-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예컨대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
리, 삼성전자 빅스비, 네이버 클로버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제공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은 분리이용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만약 창작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 음성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질문과 인공지능의 답변은 분리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위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의 프로그램이 업무상 창작한 프
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래머의 고용자(아마존, 구글, 애플, 삼성전자, NHN 등)와 이용자
가 공동저작자로 추단됩니다.

[Q10]. - 화가 두민이 AI 화가 '이메진AI'와 협업해 그린 '커뮤니케이션 위드
(Communication with)…독도펜드로잉'은 독도를 수면 위와 아래로 구분한 뒤 수면
위는 두민이, 수면 아래는 이메진AI가 드로잉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메진AI’는
스타트업인 펄스나인이 만든 AI 기반 이미지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두민은 ‘이메진AI’
가 표현한 푸른색 독도 드로잉의 수평선 위쪽에 4가지 종류의 붉은 펜을 사용해 독도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독도의 이미지는 수면 위와 아래가 각각 붉은색과 푸
른색이어서 태극 문양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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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두민이

AI

화가

'이메진AI'와

협업해

그린

'커뮤니케이션

위드

(Communication with)…독도펜드로잉'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요?

<그림> '커뮤니케이션 위드(Communication with)…독도펜드로잉'145)

[A10]
- 결론에 적용되는 저작권법리를 미리 말하면, 약한 인공지능이 다른 인간과 공동으
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과 저작권 귀속관계는 종래의 공동저작물의 저작물
성과 저작권 귀속 문제와 마찬가지의 이론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약한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약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 만든 인간의 창작

물이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약한 인공지능의 이용자와 함께 약한 인공지능의
배후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공동창작자로 일단 추정된다고 해석됩니다.
-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약한 인공지능을 통한 프
로그래머 내지 프로그래머의 고용자(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와 사이에 공동창작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창작물에 대해 공동저작물성을 부인
하는 것이므로, 소송 실무에서는 공동저작물성 추정에 대한 번복의 입증책임을 부담
한다고 보입니다.
- 결국 이 경우에는 약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에 프로그래머와 이용자가 공동으
로 기여한 경우이므로 프로그래머와 이용자는 공동저작자로 추정됩니다.146) 이용자의
145) 연합뉴스 2021년 11월 6일 자 “[위클리 스마트] AI가 만든 '낯선 아름다움'은 '가짜 예술'일까”(오
수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121900017?input=1195m>
146)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저작권』 제122호(2018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6,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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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작의사를 존재는 일단 추단된다고 봅니다.
- 사안의 경우, 화가 두민이 AI 화가 '이메진AI'와 협업해 그린 '커뮤니케이션 위
드(Communication with)…독도펜드로잉'에 대해서는, 화가 두민과 '이메진AI'의 프
로그래머가 대상 그림의 창작에 공동으로 기여한 경우이므로 화가 두민과 '이메진AI'
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저작자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2. 딥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147)148)
[Q11-1 ] -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AI 안무가 '마디'(MADI)의 춤에도 저작권이
있는가요?
-

AI 안무가에 의해 창작된 무용 영상물에 대해, 저작자로서 안무가 갑(甲)은

무용 영상물의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저작인접권자로서 무용수 을(乙)은
자신의 얼굴이나 몸짓(무용)이 나온 원본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각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국내외의 대형 플랫폼들(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에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이
게재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판에서 내리는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이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을 함께 모은 전용 사이트들에서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안무가 갑(甲)이나 무용수 을(乙)의 저작권법상 보
호방법은 무엇인가요?
- 최근 안무가 신창호(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교수)와 슬릿스코프팀이
만들어낸 '비욘드 블랙'(Beyond Black)에서는 '마디'(MADI)라는 AI가 만들어낸 움직
임에 맞춰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해당 작품은 대표적인 AI 기술 중 하나인 딥페이크에 기반했다고 합니다. '비
욘드 블랙'(Beyond Black)에서는 8명의 무용수가 8분간 추는 춤을 크로마키 촬영을
통해 기록한 후 이를 마디에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 '마디'(MADI)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학습한 뒤 3주간 머신러닝을 통해 1천
분 분량의 뼈대(skeleton) 움직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 '마디'(MADI)가 만들어낸 동작은 단 한 동작도 겹치지 않았으며, '마디'(MADI)
는 특정 무용수의 무의식적인 습관까지 흉내 내고 인간의 관절 구조상 표현할 수 없
는 동작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147) 전수정,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딥페이크의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2021.4.29.자,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327659704>
148) 김찬솔, 이슈보고서 “신규 저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 딥 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보호
원, 2021.5,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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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9) 신창호 안무가의 '비욘드 블랙'(Beyond Black) 작품

[A11-1-1]
-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 속의 인물을 다른 사람의 화상으로 대체하는 AI기술이 바로
‘딥페이크’(deep fakes)라 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deep fakes)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법적 쟁점은 우선 창작을 위해
AI 기반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딥페이크(deepfake)란 의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제작

프로세스

자체를

말합니다.

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입니다.150) 즉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 할 것입니다.
-

딥페이크(deepfake)는

적대관계생성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기계학습(ML)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서 만들어 냅니다.
- 딥페이크(deepfake)란 명칭의 어원을 보면, 2017년 미국 대형 온라인 커뮤니
티

‘레딧’에

올라온

‘Deepfakes’라는

합성

아이디를

포르노
쓰는

영상을

이용자가

딥페이크
오픈소스

시초로

보고

소프트웨어(SW)

있습니다.
텐서플로

(TensorFlow)를 활용해서 유명 연예인과 포르노를 합성한 영상을 올렸다는 것입니
149) 연합뉴스 2021년 11월 6일 자 “[위클리 스마트] AI가 만든 '낯선 아름다움'은 '가짜 예술'일까”(오
수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121900017?input=1195m>
150)
[네이버
지식백과]
딥페이크
[Deepfake]
(ICT
시사상식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1904&cid=59277&categoryId=6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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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FakeApp’이라는 무료 SW가 배포되면서 초보자도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하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
까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 2019년 개봉한 ‘제미니 맨’에서는 23세와 51세의 윌스미스의 연기를 동시에
감상하는 재미와 생생함을 경험하게 해 준 것도 바로 이 딥페이크 기술이었다고 합니
다.

[사안의 검토]
-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대중에게 공개된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만 있으면 되므로, 이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유튜브, 개인 방송 등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게시할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인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중국에서 앱을 이용하여 아이유의 얼굴을 입혀 중국의 차이유라고 불리던 영
상이 위변조로 드러나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처럼 아이유의 공연 영상을 해외 국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에 붙여 만든 딥
페이크 영상이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TicTok)에 게시되면서 딥페이크 기술
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저작권법상 쟁
점이 문제됩니다.

<그림>151)

151) 출처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9_lULRyGo0I. 김찬솔, 이슈보고서 “신규 저
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 딥 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5, 4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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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기반 영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영상 또는 그 영상과 음이 수록된 CD, DVD 등도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즉 고전
적인 영화관 상영을 위한 영화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드라마, 비디오테이
프 등 녹화물로서 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진 것을 포함합니다.152)

[A11-1-2]
이하 딥페이크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갖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인 영상물을 위변조한다면 원 저작물의 성질
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변경하게 되고 이는 저작자
의 원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의 수정·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의 명시적 동의를 사전에 받거나, 또는 해석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이른
바 너구리 도안 ‘롯티’ 사건153))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이나, 2차적저작물작
성권(제22조)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대상인 원본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원본 영상물(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원본 영상물이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이라면, 영상저작물은 대
개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로서 종합예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물의 창작에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합니다.

152) 박성호, 「저작권법」 제2권, 박영사, 2017, 124면.
15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이른바 너구리 도안 ‘롯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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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딥페이크의 대상이 된 원본 영상물에 대해서는 다수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나 저작인접권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본 영상물에 대한 영상제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3) ‘패러디(Parody)’로서 면책 여부
- 다만, 딥페이크 기반 영상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패러디(Parody)’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
다. 이 경우에도 이른바 ‘성공한 패러디’가 되기 위하여서는 패러디물을 통하여 제3자
가 원작을 떠올리고, 그 패러디물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작과는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154)
- 그런데 현재 유통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원작 그 자체로 오인 가능성이 높고, 또
비평이나 풍자보다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
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
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결어
- 결론적으로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변형을 가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통시킨 경우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55) 원본 영상에서 출연자
의 얼굴을 교체하여 작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원본 영상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개
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 복제권(제16조) 침해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22조) 침
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일성유지권(제13조) 침해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
다.

[Q11-2 ]
- 나아가 유튜브 등에 딥페이크 기반 동영상이 원본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유튜브에 원본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또한 최근 폰허브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딥페이크 영상들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자

154) 서울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나57455 판결[이른바 ‘컴배콤’ 패러디 사건]. (서태지의 컴백홈
의 가사를 개사했던 ‘컴배콤’의 경우 ‘원곡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법
원은 판단하였다([출처]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딥페이크의 저작권 이슈|작성자 한국저작권보호원).
155) 전수정,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딥페이크의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2021.4.29.자,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3276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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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들을 모은 전용 사이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A11-2-1]
이하 딥페이크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 · 차단 조치 청구 여부에 관하여
-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으로 삭제·차단의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를 좀 더 엄격한 기준
에 따라 해석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 복제 · 전송의 중단
에 관한 저작권법 제103조의 규정 취지는 저작권 침해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 판단과
그러한 게시물을 특정하는 책임이 저작권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
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
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
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156)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
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
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15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 (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
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갑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
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
에서, 갑이 을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
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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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
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갑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
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을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
임을 물은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에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
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요청서에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동영상이 게
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을 회사에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
리 을 회사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
정을 찾을 수 없으며, 을 회사는 갑이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
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회사가 위 동영상에 관한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을 회사의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
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링크 쟁점에 관하여
- 최근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링크행위에 대해
서도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의 형사상 방조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판
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157)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판결요지】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
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
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
15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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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
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는 타당
하다.
[2] [다수의견]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
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
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
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나)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
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
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
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
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
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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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
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
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
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ㆍ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
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
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
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
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
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다수의견은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저
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행위
를 처벌하고자 형법 총칙상 개념인 방조에 대한 확장해석, 링크 행위 및 방조행위
와 정범의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장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
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의 과잉화를 초래하고 사생활 영역의 비범죄화라는 시
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의견은 방조범 성립 범위의 확대로 말미
암아 초래될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영리적ㆍ계속적 형태의 링크 행위만을 방조범으
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의 법
리에 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방조범의 성립이 문제 될 때마다 그 성립 요건을
일일이 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지우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셋째,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
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행위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비록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
이트에서의 영리적ㆍ계속적 링크 행위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 행위의 유형화와 그에 따
른 처벌의 필요성 및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
에서 대법원이 구성요건과 기본 법리를 확장하여 종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
던 행위에 관한 견해를 바꾸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사실상 소급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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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그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기다려주는 것이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
다. 결론적으로 쟁점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
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2020년 ‘딥페이크를 이용해 생성한 음란물’ 링크를 통해 연
결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법원이 50~60만 엔의 약식명령한 사례가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158)159)

7)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 또는 기타 관련법에 저촉 여부
- 또한, ‘딥페이크’(deep fakes)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경우를 고
려하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 또는 기타 관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
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사건으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된 얼굴 이미지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방송 영상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송사 JTBC에 방영 중인 예능 프
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김희선’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배우
‘김태희’가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영상을 위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본다면 마치 배우 김태희가 예능 프로그
램에 출연한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위·변조 완성도가 높았다
고 합니다.

158) 전수정,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딥페이크의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2021.4.29.자,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327659704>.
159)
“해적판
음란물에
유도,
‘리치사이트’
운영자에
벌금
약식명령(동경신
문,2020.12.09.)”,<htps://www.kyoto-np.co.jp/articles/-/442277>참조.; 전수정,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딥페이크의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2021.4.29.자, 재인용.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3276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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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0)

- 또 뮤직 비디오 영상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부른 <에잇>의
뮤직비디오 영상에 딥페이크 앱을 이용하여 얼굴을 위변조한 후 SNS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한 사례입니다. 딥페이크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앱을 통해 앱이 제
공하는 영상에 사용자의 얼굴을 입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앱
은 ‘REFACE: 페이스 스왑, 얼굴 합치기’라는 앱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
후 이를 앱이 제공하는 영상, 사진 등의 콘텐츠에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가수 ‘아이유’가 부른 <에잇>의 뮤직비디오 영상에 딥페이크 앱을 이용하
여 얼굴을 위변조한 후 SNS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한 사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보면, (ⅰ) 원본 영상물에 출연한 연예인의 목소리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그대로 흘러
나오고 있다는 점, (ⅱ) 딥페이크 영상물에 다른 연예인의 초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양 영상물에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이 있습니다.
-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탓에 우리 법원이 사
안 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결론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를 위한 최근 입법동향(1) - 저작권법 개정안]161)
- 참고로 국회는 2021년 1월 15일 ‘초상등재산권(제123조부터 129조까지)’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성문
화 한 바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021. 1. 15.자,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제123조 내지 제129조에서도 ‘초상등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160) 출처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q74a6ILals. (김찬솔, 이슈보고서 “신규 저
작권 침해유형 및 이슈 - 딥 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5, 3면 재인용).
161) 법률신문 2021.11.19.자 뉴스레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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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의 ‘초상등재산권’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021. 1. 15.자, 도종환의원 대표발의)의 제123조 내지 제
129조
- 제2조 제22호: “초상등”이란 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제123조: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 및 대한민국이 관련하여 가입 또는 체결한 조
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 제124조: 초상등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함
- 제125조: 초상등 재산적 권리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저작권법
을 우선 적용함.
- 제126조: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
반 공중에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제127조: 초상등재산권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5조 내지 제48조의 저작권 제
한 등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됨.
- 제128조: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재산권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타인에 양도, 압
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제129조: 초상등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 제2조 제22호에서는 초상등재산권에 대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타.목보다 그 보호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 제125조에서는 초상
등 재산적 권리 보호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
정안이 현재 내용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의 규정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초상등재산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그 권리의 양도나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개정안에 의하면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아래와 같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021년 4월 22일 시행]에 유명인 식별표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162)
162) 한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
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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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를 위한 최근 입법동향(2)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163)
(1) 한편 최근,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4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입
니다.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유명인의 성
명, 초상 등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
쟁행위 유형으로 신설(제2조 제1호 카목 및 타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금지
청구, 손해배상 및 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되, 데이
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 유명인 식별표지에 대한 침해 행위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
해하는 행위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
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습니다.
- 위 타.목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동법 제5조)
및 시정권고(동법 제8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그 동안 우리나라 법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어, 퍼블리시티
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판
례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였
습니다. 그 와중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으로 기존 부정경쟁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부정경쟁행위로 볼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상표법 규
정과 함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163) 법률신문 2021.11.19.자 뉴스레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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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2020. 3. 26.에 유명 아이돌 그룹인 BTS의 이름, 사
진 등을 무단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카.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164)
-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
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지만, 위 카.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에서, 퍼
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가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권리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범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두고 연예인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
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
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
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신설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
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데이
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
습니다.
- 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이 2022. 4. 20.
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의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부정 사용을 규제
하기 위한 내용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하였습니다(데이터산업법 제12조 참고). 개정
부경법 제2조 카목 1)에서 3)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또 4)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규제하고 있습
니다.

◆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
164)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BTS 화보 잡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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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
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
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
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이처럼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
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됩니다.
- 위 카.목 위반 행위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같이,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동법 제5조) 및 시정권고(동법 제8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목 중
4)호에 대하여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반면, 1)호 내
지 3)호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안은 2022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i) 빅데이터를 비롯한 전자적 방식으로의 데이터 수집,
이동 등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 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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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ii)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K-POP등 콘텐츠가 전세
계적으로 주목 받는 상황에서 연예인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내용을 기존 저작권법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
게 해석할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향
후 판례나 학계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서는 현
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다.

3. 이른바 ‘참칭(僭稱) 콘텐츠’의 저작권법상 형사적 규제 방안
[Q11]

이용자가 타인의 인공지능 화가 프로그램(AI 화가) 혹은 ‘Webtoon AI

Painter’ 앱을 통해 김홍도풍, 이중섭풍 혹은 고흐풍의 그림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캐
릭터를 만들었음에도 사람들은 인공지능 창작물인 것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단 숨기
는 한편 오히려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공표하면서 권리행사에 나설 경우가 예
견가능한 저작권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A11]
-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등장하는 문제
는 참칭(僭稱) 콘텐츠의 저작권법상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인공지능 창작물(생성물)의 법적보호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
권 보호에 비해 보다 약한 경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창작물인 것을 의도
적이든 아니든 일단 숨기는 한편 오히려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공표하면서 권
리행사에 나설 경우가 예견된다. 이른바 “참칭 콘텐츠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이나 그 대응 필요성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중 하나로서는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자이름으로서 표
시한 저작물(또는 그 복제물) 등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형사벌을 규정한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165)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인공지능 생성물을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허위로 공중에 제공하거나
165) 우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행 일본저작권법 제121조에서도,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變名)
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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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자를 상대로 형사벌이 부과되도록 규제하는 개정 입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확대해석에 한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표지갈이’166) 사건167)168)
에서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
작물을 공표한 점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부정발행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는
데, 이른바 “참칭 콘텐츠 문제”에 관한 대안적 법리로써 활용할 여지가 있다할 것입
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
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
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
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
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
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66) ‘표지갈이’는 다른 사람의 책 내용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표지만을 바꿔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16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
1620 판결;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72 판결.
168) ‘표지갈이’ 사건의 평석에 대해서는, 차상육, “[사건과 판례] ‘표지갈이’의 부정발행 등의 죄 성립여
부”, 『저작권문화』 제28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12, 23~25면, 및 한지영, “일명 ‘표지갈이’ 사건
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 2016년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9,
193~2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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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연인의 기여 내지 개입이 요구되고 있
다. 그래서 인간이 창작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AI 창작물(생성물)은 저작권법상 저작
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AI 창작물(생성물)에 투하된 자본이나 노력이 타인에 의해서 무임승차 되
어도 좋은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주요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작권법상 AI 창작물(생성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보호를 주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AI 창작물(생성
물)에 대해서, ① 저작인접권 등의 특별한 권리(sui generis)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
안, ②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방안, ③ 특별법에서 독자적 권리로 보호하는 방안, 및
④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하는 방안으로서 AI 창작물(생성물)을 공유(public
domain)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현재
까지 하나의 견해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169)
다만 새롭게 등장한 정보에 대해 저작권법 등에 새로운 법적 보호를 마련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새로운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과연 그러한 법적 보호를 부여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새롭게 그러한 독점권 등 법적 보호를 부여했을 경우 예상
치 못한 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입법화 하는 것
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약 AI 창작물(생성물)에 대해 새롭게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 AI 창작물(생성물) 보호가 인간에 의한 창작물보다 저작권 보호의 수준과 정도 면
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이른바 약한 저작권보호 이론), AI 창작물(생성물)을 만든
사람은 그것이 AI 창작물(생성물)인 점을 은닉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창작한 것이라
고 참칭(僭稱)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AI
창작물(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정면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도 볼 수 있다. 향후 논의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2.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35조의5(공정이용)는 심층학습이나 기계학습의 촉진에
있어 매우 유용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공정이용 규정은 원래 심층학습이
나 기계학습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보다 심층학습이나 기계학습
의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을 별개
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또, 2021년 저작
169)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의 연구”, 『계간 저작권』 제129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3. 3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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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전면개정법률안에서도 TDM 면책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향후 실제로 입법
으로 이어질지 그 동향이 주목된다.
3. 정리하면, 종래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논의에서는, ① AI 창작물(생성물)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 및 저작권 귀속여부 등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 ② 심층학습이나
기계 학습을 위한 원시데이터(raw data) 이용과 TDM 면책문제(저작권법 35조의5 규
정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의 해석론의 TDM 면책 조항의 신설 관련 입법론 문제), ③
AI 그 자체의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 등이 당면 과제로서 다루어졌다.
향후 더욱 AI 관련 저작권 문제가 확대될 수 있고, 거기서는 현재 상정되어 있지
않은 과제가 등장할 것이다. 한편, 현재 수준의 약한 AI라면 결국 그러한 인간이 창
작과정에 AI를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가져
오는 「새로운」기술 내지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앞으로 AI에 관한 기술 발전 수준과 정도를 계속적으로 추적
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가능한 AI 관련 저작권 쟁점과 그 저작권법상 대응에 대해
차분하고 선진적인 대응이 유용할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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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공지능 포럼 : 기술·산업 분야 발표자료170)

170) 포럼 발표자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장으로, 본 절의
내용은 제1절의 정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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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분야
블록체인은 가상화된 분장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 작업
증명(Proof of Works)기술을 토대로 무결성과 진정성, 그리고 탈중앙화를 가능하
게 하는 새로운 기술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등을 등장하게
하고 있다. 한편, NFT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에 부가됨으로써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의 거래에 널리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NFT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토큰을 말하는데,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
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NFT는 거래원장만을 의미하는 블록체인과 달리, 저작
물 등 상품과 거래원장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NFT에는 작품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 등이 명시됨으로써, 디지털 정품의 소유, 이력 증명서로서의 역
할을 하며, 토큰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상이하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을 꼬리표로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NFT
로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은 저작자, 저작권자 및 거래에 따른 새로운 권리자들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래유통에 따른 권리변경사항을
기록할 수 있고, 진품과 복제품의 꼬리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품을
구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NFT 역시 암호화폐와 유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
다. 인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이용하여 저
작물을 유통시키는 데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꼬리표에 불과한 NFT 그 자체가 암호화폐와 같이 유통되는 문제 역시
블록체인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불과했던 블록체인과 달리 NFT는 저작물 등 거래대
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민팅을 통해 거래에
제공하는 순간부터 저작권 침해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불법저작물이 NFT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블록체인에서 불법저작물의 삭
제, 폐기가 가능한지 및 NFT 플랫폼 제공자에게 OSP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FS의 API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
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
터 삭제 및 폐기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NFT 플랫폼 운영자는 OSP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OSP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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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블록체인의 의의 및 기술·산업과 저작권 쟁점171)
Ⅰ. 블록체인 및 NFT의 의의
1. 블록체인의 의의
블록체인에 관한 정의는 대체로 그 의미가 일치하는 가운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곤 한다.
첫째, 블록체인이란 문언적으로 ‘블록들의 체인’을 의미하는데, 이 때 블록(block)이
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서 노드(node)를 의미하고, 체인(chain)은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172) 이로부터 체인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아
키텍처(architecture)를 상상할 수 있는데, 서버-클라이언트로 설명되는 기존 네트워
크 서비스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의하면, 블록체인이란 참가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정보가 담긴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토대
로 하는 네트워크로서, 하나의 분산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기관의 개입
이 없는 개인 간(peer to peer) 네트워크이다.173) 즉,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시스템으
로서의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는 가상의 네트워크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은 개념을 가지면서도, 분산원장을 공유하는 특징을 갖는 네트워크라
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거래내역을 담은 분산원장은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이며, 분산
원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시스템인 ‘작업증명(Proof of Works)’ 역시 중요
한 기술적 도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을 분산네트워크에서 디지털 기록의
생성 또는 이전을 검증하는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분산처리방식의 디지털 원
장(distributed digital ledger)이라고도 정의되어질 수 있다.174) 다만, 이러한 “디지
털 원장 = 블록체인”이라는 정의는 블록체인을 오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
171) 본 절은 책임연구자의 주도로 작성될 절이며, 책임연구자의 선행 연구성과(정진근, “블록체인 : 저
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제31권 제4호), 2018 및 정진근, “블록
체인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31권 제1호), 2020에서
발췌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172) 최홍규, “블록체인과 미디어에 대한 소고”,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21쪽.
173) Maull, R., Godsiff, P., Mulligan, C., Brown, A., and Kewell, B.,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Strategic Change, Vol. 26, No. 5, (2017)(박민
정·채상미·이명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
호법을 바탕으로-”, Journal of Inforamtion Technology Application & Management(25(2)),
2018, 134쪽에서 재인용).
174) Michèle Finck, “Blockchains: Regulating the unknown”, 19 German L.J. 665 (2018) at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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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할 것이나, 이로부터 분산처리방식의 디지털 원장이 블록체인 구조에서 갖는 의
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처리
방식의 디지털 원장은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작업증명이라고 지칭되는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란 분
산컴퓨팅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이라고 정의하는 문헌도 발견할 수 있으
며,175) 그 외에도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거래를 기록한 데이터베
이스라고도 정의되는가 하면,176) 분산 원장, 합의 프로토콜, 새로운 데이터 구조 등
세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노드들이 분산원장을 공유하는 데이터베
이스라고 정의되기도 한다.177) 이러한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정의한다면, 블록체인이란
분산형 DB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를 토대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저장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 조작이 어렵도록 설
계된 플랫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78)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블록체인이란 인터넷과 클라우드 프로토콜
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플랫폼이며, 인터넷과 클라우드 프로토콜로부터의
새로운 특징은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한 ‘Peer-to-Peer’ 방식의 유효성 검증이 가능하
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179) 즉, 새로운 방식에 의해 블록체인에서의 참여자들의 의견
일치를 확인하기 위한 표결 방식은 마이닝(mining) 과정을 통한 작업증명 방식이며,
그와 같이 확인된 내용은 안전하고 확인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며, 새
로운 블록은 영구적인 기록으로 되어 다시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들과 공유된
다.180) 이 때, 블록체인 원장의 무결성(integrity)은 참여자들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확보된다.181)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를

매트릭스형

네트워크로

변화시킨다는

점인데,

이러한

지배구조

(governance)의 변화는 중앙집중식 거래방식과 기록관리 매커니즘을 탈피할 수 있어
혁신적 디지털 비즈니스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182) 이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는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 매커니즘
을 통해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의 조합, 암호화, 게임 이론(game theory) 그리고 가상화폐에 의한
경제에 의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시스템이다.183)
175) 나무위키 “블록체인 1. 개요“; 이러한 설명 역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작업증명에 의한 합의 알고리
즘이 블록체인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매커니즘임을 의미한다.
176)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법조(727호), 2018, 154쪽.
177) 전병유·정준호, “디지털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127쪽.
178) 정상섭, “2018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 산업”,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44쪽.
179) Gottlief, Rackman & Reisman partner Barry R. Lewn, “Blockchain and patents”, WL
2090215 (2018) at 1~2.
180)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법조(727호), 2018, 155쪽.
181) Michèle Finck, “Blockchains: Regulating the unknown”, 19 German L.J. 665 (2018) at
668.
182) 정상섭, “2018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 산업”,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44쪽.
183) Michèle Finck, “Blockchains: Regulating the unknown”, 19 German L.J. 665 (2018) at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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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블록체인의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이유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인물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184)이라는 9쪽 짜리 논문을 발표로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
항들은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발전 중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아키텍처 및 네트워크 서비스 방식은 아직도 발전 중이다. 블록체인 기
술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ISO와 ITU-T에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아키텍처 및 네트워크 서비스 방식은 아직도 발전 중
이어서 표준개발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85)
블록체인과 관련된 또 다른 용어로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가 있다. 디파이
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한다.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결
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다. 코인을 담
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거나, 코인을 예치하면 파격적 이자를 주는 디파이 서비스가
2020년 많은 인기를 누렸다.186)

2. NFT의 의의
NFT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디지털 자산을 표
현하는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토큰이라고도 정의되는데,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자산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
든 토큰을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7) 블록체인과 비교하면, NFT는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즉,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토큰의 한 종류인데, 각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NFT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
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개발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꼽히는데, 이는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이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퍼랩스는 2020년부터는 미국프로농구(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
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다. 대퍼랩스는
184)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p. 1

(Abstract), available at: https://bitcoin.org/bitcoin.pdf.
185) 오경희,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현황”, 정보보호학회지(제27권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7 참
조.
186) 본 절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187)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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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
어 판매하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
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021년 2월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74억 원)에 판매됐다. 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부쳤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
(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188)
NFT는 거래원장만을 의미하는 블록체인과 달리, 저작물 등 상품과 거래원장이 결
합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NFT에는 작품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 등이 명시
됨으로써, 디지털 정품의 소유, 이력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하며, 토큰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상이하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출처 : doindoo.com, KB경영연구소>

Ⅱ. 블록체인 및 NFT의 기술적 토대
1. 블록체인의 기술적 토대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인터넷, 분산처리와 가상화, P2P와 같은 기
존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의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암호화 역시 공
188) 본 절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NFT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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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키와 개인키라는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방식은 금융거
래 등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거래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방법 역시 널리
이용되는 해시함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암호화 관련 기술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
인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서의 블록체인의

작업증명(consensus

또는

proof of works)을 통해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탈중앙화는 분산화된
지배구조(decentralized governance)라는 특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189)190)

2. NFT의 기술적 토대
NFT는 디지털 파일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해 파일을 디지털자산으
로 바꾸는 암호화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 ERC-721을 활용한다.

<NFT 개념도>191)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
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
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
189)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법조(727호), 2018, 155쪽.
190) 금창섭, “블록체인 미디어 적용 가능성과 블록체인 아키텍쳐 분석”,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253-254쪽.
191) [이슈분석]NFT 확산, 커지는 저작권 우려, 전자신문 2021.06. 29. 일자.

- 101 -

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된다.192)

3. 저작물의 NFT 발행193)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ERC(Ethereum Request for

발행되고

Comments)-721194)를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인

활용하고 있다. NFT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나, NFT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저작물), 코인, 코인 지갑이 필요하다.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195)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스(gas)라는 수
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코인으로 지불된다. 이 과정에서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마켓 플레이스 사이트에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렇게 민팅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속도에 따라 다른 가스 수수료(gas
fee)를 지불하게 된다. 이 가스 수수료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전송이 실패할 수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네트워크로 보내거
나 이더리움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의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NFT
와 연결시키는 것도 이러한 트랜잭션의 하나로 전송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이 들
어간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작품 이름·작품 설명·고품질 이
미지 링크(판매할 작품의 원본 작품이 있다면 그 곳의 링크)·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받
을 수 있는 로열티 비율(예시. 재판매 금액의 10%), 카피 수(에디션 개념으로 해당 작
품 시리즈로 몇 개를 발행할 것인지 의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작자 이름·창작일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도 함
께 양도할 것이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기재하면 업로드와 함께 민트가 이루어지는데, 지불한 가스 수
수료값에 따라 시간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

Ⅲ. 국내·외 블록체인 및 NFT 사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NFT 자산의 규모는 2년 새 8배 증가했다. 넌펀저블닷컴이
192) 본 절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NFT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참조.
193) 전재림, “[이슈 리포트]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저작권동
향, 2021.06의 2. 저작물의 NFT 발행을 발췌한 것임.
194) ERC-721은 NFT 표준으로, 토큰의 유일성을 보장하면서 스마트계약을 가능하게 한
다.(https://ethereum.org/en/developers/docs/standards/tokens/erc-721/ (2021. 11. 5.
visited))
195) 민팅은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위한 작업으로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상대편 체인에 생성
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마인팅 이라고도 하며, 코인을 주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민팅의 반대개
념인 멜팅(Melting)이 있다.(http://wiki.hash.kr/index.php/%EB%AF%BC%ED%8C%85 (2021. 11.
5.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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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NFT 시장 규모는 4096만달러
에 그쳤으나, 2020년 3억3803만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고가에 낙찰되는 NFT가 늘어
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21년 3월 22일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
가 작성한 ‘최초의 트윗’에 대한 소유권은 NFT 경매를 통해 약 33억원에 낙찰됐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분 분량의 음성 게시물을 NFT로 팔겠다고 밝혔다가 경매가
가 12억원까지 치솟자 판매를 철회했다. NFT의 시초는 2017년 출시된 가상의 고양
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대퍼 랩스에서 출시한 게임으로,
온라인에서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모으고 교배시키는 수집형 게임이다.
각각의 고양이는 NFT화돼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유저들은 암호화폐로 고양이
를 사고 팔 수 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드래곤'이라는 고양이 캐릭터는 600이더리
움(ETH)에 거래됐는데, 현재 시세로 13억원에 달한다. 원작자의 수익 창출도 더 쉬워
진다. 디지털 작품이 NFT로 거래될 때마다 처음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가도록 NFT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T 기술로 확실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든 경우도 있다.
NBA 경기 장면의 NFT를 파는 ‘NBA 탑샷’은 35만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와 10만명
이상의 구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하루 3700만 달러에 달한다. 크립토키
티로 NFT 시장을 개척했던 대퍼 랩스가 NBA와 손잡고 서비스를 출범시켰다. 미국
프로농구 구단인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쿠바안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서 “NFT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NBA의 3대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판
적인 목소리도 있다.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크리스티의 전 경매사인 찰스 알솝은 BBC
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매한다는 문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전문가 데이비드 제라드 역시 NFT 판매자를 ‘사기꾼’이라 칭
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서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산을 발명해내고 있다”고
말했다.196)
NFT가 널리 이용되는 분야로는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공간 외에도
미술품이나 음악파일 등 실물거래 시장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NFT 발행 및 경매를 추진한 업
체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저작권신탁단체에서도 NF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난 3월 이탈리
아 신탁단체인 이탈리아작가출판사협회(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SIAE)는 알고랜드 블록체인 플랫폼과 협업하여 95,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위해 400
만개 이상의 NFT를 출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않아 SIAE
가 구체적으로 NFT를 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나, 성공적으로 운용될 경우
하나의 새로운 신탁모델이 될 수도 있다.197) 권리자 단체에 의한 블록체인 및 NFT
196) 본 절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197) 전재림, “[이슈 리포트]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저작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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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권리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 또는 허가한 신탁단체, 대리기
관들이 이와 같은 기술적 토대 위에서 유통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국내외에 저작물을 유통하는 NFT 거래소가 다수 출현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NFT 거래소 현황>198)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 3월 11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매일: 첫 5000일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라는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며,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15년 전 올린 트위터의 글은 우리 돈으로 33억원에
달라흔 금액으로 경매된 바 있다.

Ⅳ. 블록체인 및 NFT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블록체인의 이론적 토대
저작권제도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블록체인의 특징은 탈중앙화, 합의
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디지털 재화 거래의 적합성,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의 결
합 용이성, 가상화폐와의 결합용이성, 네트워크의 개별화와 확장의 어려움, 익명성을
들 수 있는데, 탈중앙화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다.

1)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P2P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블록들의 체인으로 구성되고, 이 때
블록들은 다른 블록들과 평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 해당 네트워크를 중앙
집중형에서 매트릭스형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자율 조
향, 2021.06의 IV. 나가며 부분에서 발췌한 것임.
198) [이슈분석]NFT 확산, 커지는 저작권 우려, 전자신문 2021.06. 29.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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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뢰성 있
는 P2P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199)
이와 같은 탈중앙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기존 시스템 또는 네트워
크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서비스가 탈중앙화라는 특
징에 적합한지 또는 그러한 특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이다.200)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 중에서 ‘총유에 의한 공동소유’ 규정
의 의사결정 구조와 유사하다.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과반수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형적인 블록체인은 대표자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을 이
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총유방식과 다른 점이 있는데,201) 블록체인은 중앙권
력에 의한 의사결정에 반하는 철학적 토대 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
이 전면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특징인 투명성은 참가자가 장부를 공유하고 모든 기록이 공
개되며, 검증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불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
래추이 확인이 용이하고, 가시성이 부여되어 자기부인 방지의 기능을 지닌다는 장점
으로 설명될 수 있다.202)
반면, 블록체인은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네트워크에의 참여와 탈퇴 간에 비가역적
이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므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도 평가될 수 있으며, 다수의 거래참여자가 원장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저장할 수 있음으로 인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
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203)

3) 디지털 재화 거래의 적합성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시스템이며, 네트워크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검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재화로는 디지털 재화가 적합할 것이라는 점

199)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기존 P2P기술의 탈중앙화는 기술적 개념으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견
해도 제기될 수 있으나, P2P기술은 개인 간의 거래로 한정되는데 반해 비트코인은 참여자들 간의 거
래를 모두 포섭하면서도 탈중앙화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
200) 이 때의 합의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합의와는 달리 기술적 측면에서의 합의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합의가 참여자들의 주관적 합의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합의로 이해될 수
있다.
201)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방식은 효율성 등의 문제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202) 문성림·안형준, “미술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응용에 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제47집), 2018,
69-70쪽.
203) 박민정·채상미·이명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GDPR 및 국내 개인
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Journal
of
Inforamtion
Technology
Application
&
Management(25(2)), 2018,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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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디지털 재화를 주요 거래 대상으로 하는 저작
권제도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은 거래만을 블록에 저장하게 되고, 디지털 재화는 블록에 직접 업
로드되는 구조는 아니며, 별도의 가상화된 저장공간에 디지털 재화가 저장되어 있게
되므로 블록체인 내부에 디지털 재화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는 많은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
에서 가상화폐의 거래와는 달리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는 많은 저장공간을 필요로 하
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원작품 등 현물 재화를 거래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
데, 이때에는 거래추이만이 네트워크에 기록될 뿐 현물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외부에
서 인도된다는 점에서 온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물론, 현물거래에서의 블록체인의 존재의의 역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 용이성
블록체인은 수많은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므로, 필연적으로 수많은 거
래유형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마트 계약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
템이 이용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빠른 통제 및 대응력을 제공하는 DAO(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기능
을 토대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토큰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
다.204)

5) 가상화폐와의 결합 용이성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스마트계약과 연계되어 소액자동결제(micropayments)를 가
능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 소액의 저작권료 등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
배할 수 있다.205) 블록체인 역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동결제가 가능한데, 블록체인은
보상시스템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플랫폼에 가
상화폐가 병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Livepeer’나
‘Viuly’ 등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구축되어 콘텐츠를 쉽게 캡처하거나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진다.206)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또다른 사례
로는 ‘PoV(Proof of View)’라는 특허기술을 볼 수 있는데, 대상 특허발명은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얼마만큼의 가상화폐를 지급했는지 및 이용자에게서 받은 가상화
폐가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207)
이와 같은 시스템 구조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콘텐츠 플랫폼이 결제시스템과 별개로
204)
205)
206)
207)

정상섭,
김제완,
정상섭,
정상섭,

“2018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 산업”,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49쪽 참조.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법조(727호), 2018, 156쪽.
“2018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 산업”,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50쪽.
“2018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 산업”,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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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가상화폐 플랫폼에 또 하나의 가상화된
플랫폼으로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콘텐츠 플랫폼마다 저마다의 가상화폐를 만드
는 것이 용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정통화로의 환금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선택 역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가상화폐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상화폐와의 연계성은 가상화폐가 갖
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6) 네트워크의 개별화와 확장의 어려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한 노드의
데이터가 변조되더라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러한 구조는 역으로 네트워크
전체의 처리 능력이 단일 노드 처리 능력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은 확대되는 서비스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확장성을
지니지 못 했다는 평가도 있다.208) 최근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
한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은 20만명의 플레이어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하루 트
랜잭션 중 20%를 차지하면서 전체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올라갔으
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확장성 문제를 가장 중요
한 기술적 도전과제로 지목하고 있고,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
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209)
이러한 문제로 인해 블록체인은 아직은 가능성의 기술에 불과하며 산업생태계를 위한
주류 플랫폼이 되기에는 아직 기술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
적이며, 구체적으로 확장성의 문제, 변경불가능성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블록체인은 단순한 산업 생태계를 넘어 사회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토대기술(foundation technology)이기 때문에 잠재적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병존한다.210)

7) 익명성
블록체인의 원장이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권리귀속 및 거래에 관한 것인
데, 이때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지향점은 –비트코인에서 보듯이- 익명에 의
한 거래를 통해 각자의 활동을 숨기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211) 즉, 참여자들의 신분
을 밝힘으로써 지명채권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가
208) 정상섭, “2018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 산업”, 방송과 미디어(제23권 3호), 2018, 53쪽 참조.
209) “블록체인 ‘태생적 한계’ 뛰어넘는다”, ZDNet Korea, 2018년 1월 12일자; 물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것이지만, 현재의 기술적 환경은 ‘현재’ 블록체인기술의 도
입이 갖는 한계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210) 전병유·정준호, “디지털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130-137
쪽 참조.
211) Nina Lukina, “Blockchain and the future of smart contracts”, 90-JUN N.Y.St.B.J. 48
(2018) a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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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
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가 선행되어 거래에의 참여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특정 거래의 참여
자들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참여자들의 공개가 가능할 것인
지 또는 합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블록체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그 거래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거래는 급부의 지급이 콘텐츠의 제공과 동시이
행의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익명성을 이용
한 불법적인 콘텐츠의 제공 또는 유통에 대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만, NFT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등 권리자를 정보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익명성의
문제에서는 다소 완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추적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NFT의 이론적 토대 – 블록체인과 무엇이 다른가?
저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디지털형식으로 저장된 것들이 쉽게 복제되어 유통되곤 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RM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복제방지기술이 무력화
되는 경우가 많았고, DRM은 복제방지기술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누가 권리자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유통되면서 권리자 또는 이용권
자가 변경되었을 때 DRM은 변경된 권리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을 꼬리표로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므
로, NFT로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은 저작자, 저작권자 및 거래에 따른 새로운 권
리자들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래유통에 따른 권리변경사
항을 기록할 수 있고, 진품과 복제품의 꼬리표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품
을 구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NFT 역시 암호화폐와 유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
다. 인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이용하여 저작
물을 유통시키는데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
된다. 꼬리표에 불과한 NFT 그 자체가 암호화폐와 같이 유통되는 문제 역시 블록체
인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불과했던 블록체인과 달리 NFT는 저작물 등 거래대상
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민팅을 통해 거래에 제
공하는 순간부터 저작권 침해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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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유형과 침해여부의 판단
1.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가?
저작권의 침해구제에 블록체인이 도움이 되는 매커니즘인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의
내부와 외부라는 영역적 구분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우선, 블록체인 내부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그것이 저작권의 채권적 침해이든 또는
물권적 침해이든-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블록체인에의 참여자들에 의해 관찰되며, 쉽
게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 따라서 블록체인 내부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법원
에서 블록체인의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될 뿐인데, 블
록체인에서 생성한 기록은 기록의 무결성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방식의 기록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사적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12)
따라서, 블록체인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집합이고, 이
들 프로그램에 거래원장이 부착되는(embedded)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기록되는데, 그
결과 프로그램에 의해 거래의 자동화가 촉진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원에
서 인정되는 기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합의에 찬성하는 참여자가 50% 이상이면 거래기록
의 위조 및 변조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규모가 작은 블록체인의 무
결성 및 기록의 증거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214) 이에 대해
블록체인은 보상(incentive)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존재한다.215)
반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외부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방법을 제공하지 못 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는 인터
넷에 존재하는 가상의 개별적 네트워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과 유사한데, VPN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집단의 폐쇄적 참여만을 가능하게 하는데 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공중
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점도 절대적이거나 변경불
가능한 차이는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의 의지 및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
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13) Ronald L. Chichester, “Wide open spaces – How Blockchain has moved beyond
currency”, 80 Tex. B.J. 228 (2017) at 229.
214) 비트코인은 4개의 노드가 53%, 이더리움은 3개의 노드가 61%의 채굴을 독점하고 있어, 대규모 자
본이나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이태억, “[이태억의 과학에세이] 블록체인,
과연 안전한가?”, IT CHOSUN 2018. 5. 25일자.)
215) “생활 속 블록체인 어디까지 왔나”, 신동아 2018. 4. 29일자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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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anagement System)의 결정에 따르는 상대적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블록체인 외부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거수집,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한 구체과정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조
정, 소의 제기 등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 또는 법원의 개입과 기여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된 사례는 블록체인 밖에
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블록체인의 위변조방지기술은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
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의 침해구제에 대한 블록체인의 기여는 블록체인 네
트워크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자적 증거를 제시하는 점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2. 블록체인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보의 신뢰성과 위변조로부터의 무결성을 확보하
는 매우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많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블록체인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 거짓정보, 몰카동영상 등이 블록체인에 콘텐츠로 제공되는 경
우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도 참여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대상인 콘텐츠에 접근하여 감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삭
제로부터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의심스럽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허위표시와 같은 거짓정보, 무의미한 정보 등 수많은 쓰레기
정보가 블록체인의 콘텐츠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문제들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그리고 성(性) 관련
법규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불법저작물이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경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불법저작물의 폐기를 어렵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된
다.
다만,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에 의해 불법저작
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저작물의 폐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FS의 API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
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
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는 없다. 위와 같은 IPFS의 시스템 구조는 IPFS에 저
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 삭제에 전체

노드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삭제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NFT 플랫
폼 운영자는 OSP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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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3. NFT 민팅을 통해 거래에 제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NFT 꼬리표를 붙여 하나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이
로써 저작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기반 디지털저작물로 변경된다. 이는 유
통을 위해 업로드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가 저작물을 디지털파일로
변경하고, 이를 민팅하는 과정을 통해 NFT 디지털저작물로 만들어 업로드하다면, 복
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저작자의 이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
한다면 성명표시권 침해 역시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디지털 이미지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에 의한 민팅이 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NFT 저작물 거래를 위해서는 1)저작물의 정보를 메
타데이터로 추출하여 작품을 등록하는 과정, 2)저작물에 꼬리표를 붙이는 민팅의 과
정, 3)플랫폼에 NFT저작물을 올리는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때 저작물은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 접근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과정 중 1)메타데이터 추출 및 등록 과정에서는 복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여지
가 있으나, 실제 거래에 이용되는 단계가 아니므로 침해 여부가 중요하니 않은 단계
이다. 2)민팅 과정 역시 복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거래에 이용되
는 단계가 아니므로 침해 여부가 중요하니 않은 단계이다.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
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단계이다.
반대로 3)의 단계에서는 복제,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NFT 저작물을
플랫폼에 올리지 않고 저작물 접근 주소만을 링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링크 등으로 접근한 서
버 또는 플랫폼에 저작물을 업로드 한 자에 대해서는 복제, 공중송신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NFT에 의한 권리소진이 인정되는가?
권리소진이론 또는 최초판매이론은 유체물과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이 동시에 유통되
는 경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체재산권인 저작권 중 배포권을 소진시키는 이론
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방식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소진
시켜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권리소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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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판례는 디지털권리소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저작권청의 공식입장이
기도 하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생각할 때 NFT에 의한 권리소진은 인정하기 힘들다.
다만, NFT로 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복제권, 전송권 등이 양도될 것
이므로, 권리소진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구매자의 재판매는 가능하게 된다.

5. NFT 플랫폼 사업자는 OSP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가?
NFT 플랫폼 사업자는 민팅을 통해 저작물이 디지털화되어 NFT 정보와 결합되고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직접 침해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고
려할 때 OSP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NFT와 블록체인은 플랫폼의 탈중앙화를 기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의 플랫
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념상 어폐가 있다. 일례로 라리블처럼 탈중앙화 방
식으로 운영되는 ‘크로스(Cross)’에서 지난 1월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술작가
그룹인 ‘BCA(BlockCreatArt)’는 당시 “크로스에 올라온 작품들 중 상당수가 무단 도
용된 작품들”이라며 총 58개의 NFT를 거래소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크로
스는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
제할 권리가 없다고 응수했다.216) 그러나 OSP 책임은 이념으로부터 분리하여 실제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IPFS의 API에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는 없다. IPFS의 시스템 구조에서 IPFS에 저장된 데이터
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 삭제에 전체 노드의 동의

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삭제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NFT 플랫폼 운영자는
OSP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OSP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6. NFT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몰수 또는 폐기 처분 명령이 가능한가?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불변하는 고유의 가치로 기록되지만, 무언가를 NFT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신분 증명 사실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무권리
자에 의한 불법저작물이 NFT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사적
216) “무단 도용에 속수무책... NFT 거래소는 저작권 ‘무덤’”, 국민일보 2021. 06. 0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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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에 더하여 불법저작물을 몰수하고 폐기함으
로써 저작권침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
우에는 양수인 또는 이용자를 상대로 한 권리구제가 어렵고, 탈중앙화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하는 블록체인의 구조를 고려하면 몰수 또는 폐기가 어렵게 된다.
다만,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에 의해 불법저작
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저작물의 폐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FS의 API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
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
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는 없다. 위와 같은 IPFS의 시스템 구조는 IPFS에 저
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 삭제에 전체

노드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삭제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NFT 플랫
폼 운영자는 OSP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OSP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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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블록체인 포럼 : 저작권법 분야 발표자료217)
Ⅰ. 블록체인 개요
1.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이란 금융거래에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 제안된 방식으로
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효율화
하는 불변의 공유 원장을 말한다.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불문하고, 가치를 지닌 모
든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저장,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합의 알고리즘, P2P 네트워크, 데이터 암호화 등의 기술로
구성된다. 여기서 분산원장은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들로서 참여자들에
의해 합의된 블록은 업로드되어 기존 블록과 연결되는데, 블록의 데이터는 공개키 기
반으로 암호화되어 네트워크 참여자만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공개키 기반 전자서명
을 하여 거래부인방지, 데이터 무결성 등을 보장한다. 합의 알고리즘이란 새로운 거래
에 따른 블록이 생성되었을 때, 참여자들이 해당 블록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PoW(Proof of Work)와 PoS(Proof of Stake) 방식이 있다. 블록체인 네
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동등한 계층으로 직접 연결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익명성, 안정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
즉,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 거래 주체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탈중앙화),
암호화를 통해 거래 데이터 조작 방지, 부인 방지, 무결성을 보장하며(보안성), 모든
참여자가 거래기록을 공유하면서 트랜잭션(transaction)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면
체인(chain)을 형성(해당 레코드가 이전의 모든 레코드에 링크됨)하여 레코드를 변경
할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진다(투명성). 또한 블록체인은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일부 네트워크에 오류 등이 발생해도 전제 네트워크 동작에 지장이 없고(안정성), 거
래 주체의 정보 없이 거래 가능하다(익명성). 블록체인은 과거 금융거래를 위한 화폐
로서의 블록체인(1세대)에서 시작하여 최근 지능화 및 자동화된 스마트계약 플랫폼(2
세대)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에는 초연결 사회 구현과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3세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2.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물 제작에서 유통까지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는 저작권 보호
217) 포럼 발표자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장으로, 본 절의 내용은 제1절
의 정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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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저작권 유통 활성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예들 들어 저작물 제작 계약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의 데이터
를 블록체인 내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분쟁 시 다양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작물 유통과 수익 정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오픈소스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소프트웨
어 개발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개발 이력을 저장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권
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3.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
Nick Szabo가 처음 제안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란 “프로그래밍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정의되는데, 스마
트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채무가 자동으로 이행된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비트코인을

포크(fork)하여

새로

이더리움

(Ethereum)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스마트계약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더리움의 스
마트계약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자가 직접 계약 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블록체인 2세대인 이더리
움 플랫폼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
굴을 대신한 증명방식과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는 이오스(EOS)와 카르다노
(Cardano)가 2세대를 뛰어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대두되고 있음

4.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로서 ‘코인(Coin)’과 ‘토큰(Token)’이 발행되고 있
는데, ‘코인’이 지불수단으로서 발행되고 사용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토큰’은 특정한 목
적을 위해 발생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자산의 생성
과 거래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 코드를 할당하여 저작물
의 원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NFT란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으로서,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721 또는 ERC-1155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발행된다.
NFT는 크게 ‘원본 디지털 콘텐츠’, ‘NFT 메타데이터(Metadata)’, 그리고 ‘NFT 스
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원본을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수료(gas) 문제218)로 인해 원본 디지털 콘텐츠는 블
록체인이 아닌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 저장매체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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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나 스웜(Swarm) 같은 분산형 저장매체가 사용된
다. ‘NFT 메타데이터'는 NFT 미디어 데이터의 제목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생성
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NFT 메타데이터도 일반적으로 IPFS와 같은 외부 분산 저장매체에 보
관한다. 끝으로 'NFT 스마트계약'은 소유권 확인, 소유권 양도, 로얄티 지급 등의 기
능 및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가 코딩돼 있는데, 블록체인
에 직접 저장된다.
저작물이나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NFT를 발행함으로써 원본 확인 및 소
유권 보장 등을 위해 NFT를 활용할 수 있다. NFT는 재판매할 때마다 재판매금의 일
정한 로열티를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유럽연합의 회
원국들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급권219)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NFT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 메타버스(Metaverse)와 결합하여 콘텐츠 거
래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5. 국내외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기술 시장 현황
음악, 영화, 방송 등 이미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저작권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음악 분야의 플랫폼으로는

K-tune(음원 재생 등

의 내역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케이팝 기반 음악 프로듀서 플랫폼), Ujo
music(이더리움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음악 플랫폼), PeerTracks(블록체인 기술을 이
용하여 스트리밍 정보를 추적, 저장하고 로열티 지불에 이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등이 있고, 영화분야에는 TaTaTu(블록체인 기술로 불법 저작권 침
해를 근절하고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고품질 브랜드 광고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된 플랫폼으로서 이미지, 미디어 영상을 게시, 공유, 시청하면 암호화폐
TTU를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 무비 블록(블록체인 기반
으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영화 배급 플랫폼) 등이, 방송
분야에는 D.Tube(스팀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기존
의 중앙화된 유튜브를 넘어서는 탈중앙화 동영상 플랫폼을 지향함), Castweet(블록체
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만든 디지털 방송 플랫폼) 등이 있다.
NFT는 2017년 등장한 이후 2020년부터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되며 폭발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데, 2017년 최초로 NFT를 활용하여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임인 크립토키
티(CryptoKitties)가 출시되었다. 베트남의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는 2018년 NFT
를 이용하는 게임 중 최초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게임을 출시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프랜즈 게임즈(카카오게
218) 1KB 저장 시 수수료는 약 13달러이다.
219) 미술품 등 모든 예술작품을 경매 등을 통해 재판매할 때마다 판매가격 상승분의 일정 비율 금액을
저작권자 사후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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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즈의 자회사)가 NFT를 활용한 게임인 크립토드래곤을 출시하였고, 위메이드는 미
르4 글로벌 버전에 NFT를 도입하였다.

Ⅱ.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페 관련 법적 성격 및 분쟁 사례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재산권 성격
대법원220)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
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 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은닉재산(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항소심)221)은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경우,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
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② 온
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
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
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
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
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
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
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
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
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뉴욕지
방법원이 2014년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United States of

America v. Ross William

Ulbricht),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
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
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⑦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

220)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21) 수원지법 2018.01.30. 선고 2017노7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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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
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
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비트코인을 민법상 물건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동경지방재판소222)는, 비트코인은 소유권이 객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일본 민법 제85조가 ‘물건’의 범위를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
여세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의
대상 및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 가능성
우리 하급심223) 중에는, “암호화폐 리플(XRP, ripple) 350,000개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피고가 자신의 전자공인인증서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명령어를
실행하여야 이행되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판시하여, 암호화폐는 소유자만이 그
지급을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의 지급채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라
고 판단한 것이 있다.
반면, 동경지방재판소224)는, 비트코인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구조상 특정한 비트코인 주소를 작성하고 그 비밀키를 관리하는
자가 당해 주소에 담긴 비트코인 잔액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블록체인
상 공개장부의 기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트코인 주소의 비밀키를
관리하는 자가 당해 비트코인 주소에서 당해 잔액의 비트코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와 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미국 기업 리플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리플
(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며, 리플랩스와 그 공동창업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22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8月5日判決. 平成26年(ワ) 第33320号
223) 서울북부지법 2018. 9. 20. 선고 2018가합21610 판결
224)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8月5日判決. 平成26年(ワ) 第3332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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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였다. 또한, 2018년 캘리포니아주의 리플(XRP) 투자자들은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
기하기도 하였다.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
법원은 기술적 기반이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로 규
정하고 사기죄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을 인정하고 있다.225)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
고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다
거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226)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의 구입비 겸 투자금의 명목으
로 금전을 수신한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죄가 성립한다.227)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

조는 유사수신행위228)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業)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며 가짜 가상
화폐를 판매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
는 경우로서 유산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229)

5.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
225)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27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고단
64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8508 판결
2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6. 23. 선고 2015고단98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노220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25. 선고 2017노66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35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단2828, 2017고단3859(병합) 판결, 수
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94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458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2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
1223 판결
227) 수원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고정6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고
단894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정2701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정103 판결
228)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
로 금전을 받는 행위
229)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노220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25. 선고 2017노663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4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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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
에 해당한다. 법원은,230) 중국의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피고인들이 중
국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한국의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해외 송금 의뢰를 받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해외 거래소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해준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외
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해외로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서 지
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
다. 법원231)은, 피고인들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 발생하는 비트코인 시세 차익
을 얻기 위하여 해외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팔기를
반복하기 위해 해외로 매수자금을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6. NFT 저작권 관련 분쟁
최근 국내 마케팅 기업 워너비인터내셔널은 1955년 미도파화랑에 전시됐던 이중섭
의 '황소'(51x44cm), 박수근의 1938년작 '두 아이와 두 엄마'(42x34cm), 그리고 김
환기의 1943년 전면점화 '무제'(72.7x53cm)를 자사 디지털 아트 통합 플랫폼인
'Bitcoin NFT(BTC-NFT)'에 경매 출품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이중섭 작품의 경
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됐지만 박수근과 김환기 작품은 저작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박수근미술관과 환기재단이 워너비인터내셔널의 NFT 발행에 대한 저작권
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당 경매가 잠정 중단되었다.
해외 분쟁 사례로는 ‘Sad Frog District’ NFT 프로젝트 사건이 있다. ‘개구리 페
페(Pepe the Frog)'의 저작권자 매트 퓨리는 자신이 제작한 개구리 이미지가 개구리
캐릭터를 주제로 한 ‘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되었다며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opensea)에 해당 프로젝트의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 오픈씨(opensea)
는 개구리 캐릭터를 주제로 하는 ‘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를 삭제하였고, 해당
작품이 사라짐에 따라 이미 NFT를 구매했던 약1,900여명이 손해를 입었다.

2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1105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
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
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그 가
치에 해당하는 물건(예컨대 금)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한화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과 동일하다.”
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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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슈 페르소네(Monsieur Personne)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해커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NFT의 과대광고가 얼마나 우스운지 보여주겠다며 비플(Beeple) NFT 작
품에 대한 공개적인 가품 제작을 시도하였다. NFT가 주장하는 잘못된 개념, 즉 ‘고유
성’ 및 ‘보안’을 부술 것”라고 말하며, 지난 3월 영국 런던 대형 경매전문업체 크리스
티(Christie's)를 통해 6,934만 달러(약 786억 원)에 거래된 비플의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가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232)

7. NFT 저작권 플랫폼 책임 분쟁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등 여러 음반사와 음악저작권자들은, 미국의 유명한 메타버
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에게 가상음악 재생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음원을 재생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로 2021. 6. 9. 약2,000억 원 대의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하
였다.233) 저작권자들은 로블록스가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했고 로블록
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들의 불법음원 사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한 것이다. 위 사건은 2021. 9.경 합의로 종결되었다.

Ⅲ.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적 쟁점
1. 블록체인과 저작권 침해 쟁점 - 무권리자의 NFT 민팅(Minting)
일반적으로 NFT에는 트랜잭션 비용(gas)의 문제로 인해 저작물 원본 자체는 포함
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포함되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권리자가 NFT를 민팅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
분의 NFT 플랫폼은 NFT 민팅시 저작권 관련 확인을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약관에
저작권 관련 면책 조항을 포함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저작물의 업로드를 요구하
는 NFT 플랫폼에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오프
라인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물을 민팅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민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믿고 구매한 자 또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무권리자가 민팅한 NFT를 구매한 자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 이외에 과
실도 부정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경
우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등록된 저작물인 경우 과실의 추정하게 되므로 주의를 해

232) https://www.hk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24
233) ABKCO Music Inc. et al v. Roblox Corp 사건(Case Number 2:2021-cv-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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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블록체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NFT 민팅 과정이나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NFT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대부분의 NFT 발행/거래 플랫폼의 약관에는 저작권 관련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
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계정을 생성, 관리하며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NFT 발행/거래 플랫폼은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NFT 발행/거래
플랫폼은 저작권법상 면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NFT 민팅 과정이나 거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234)
아울러, NFT 원본 디지털 콘텐츠가 저장되는 분산형 저장매체 관리 플랫폼의 책임
도

문제될

수

있다.

NFT

발행시

이용되는

대표적인

분산형

저장매체인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는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시간에 참여 대상 컴퓨
터를 IPFS에 참여시켜서 원하는 파일이 검색되고 포워딩 될 때마다 불특정 중간노드
들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할당된 디스크 용량이 꽉 차기 전에는 해당 데이터를
지우지 않는 동작 구조를 가진다. IPFS의 API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는 없다. 위와 같은 IPFS의 시스템 구조는
IPFS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IPFS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OSP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IPFS와 같은 구조의 분산형 저장매체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OSP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적 방식이므로 플랫폼운영자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
234)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
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
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
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
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
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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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므로 종래 OSP 책임에 대한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235) 블록체인의 합의
방식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의 통지 및 삭제 규정(Notice and Takedown)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236)

3. NFT와 실제 저작물이 직접 연동되지 않는 문제
일반적으로 NFT에는 메타데이터만 포함되고, 저작물은 해당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NFT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상은 NFT라는 블록체인 기
반의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 매매의 대상인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NFT의 양도를 바로 대상 저작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상의 거래내역은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및 인증 등에 효과적인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237),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
원회가 신청인이 제출한 NFT 거래내역만을 보고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여 줄 수 있는
지 문제될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NFT 거래내역은 당사들에게 고유한 객체로 인식
되는 디지털 저작물 ‘원본’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증명하여 줄
뿐 디지털 이미지의 배후에 있는 저작권의 변동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작물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존 저작권 등록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는 정보는 사후 변경이 어
려우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저작물
자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은 시스템 자원관리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4. NFT와 추급권
NFT 민팅시 재판매 로열티를 설정하고 향후 NFT가 재판매 될 때마다 최초 민팅
을 한 자가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인해 NFT 거래가 활성
화되면 사실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 추급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
기가 있다. 추급권의 도입은 한-EU FTA 협상시 주요한 쟁점이었으나, 거래추적이 곤
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도입이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NFT에 의한 재판매 로열티
는 기존의 추급권 인정 주체와 취지의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의 경우도
235) 김원오,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 75면
236) 김원오,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 76면;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21 가을
호, 2021, 30면
237) 김원오,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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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238)과 NFT 재판매 로열티 사이의 정합성이 논의되고 있다.

5. NFT와 권리소진
NFT 거래로 대상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유럽의 경
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영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지침239) 제4조에 따른 권리
소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40) 유럽의 경우, Used Soft 판결은 온라인
전송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
고 보았으나, 영구적 이용을 위해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재판매하는 것
은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므로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존재한
다.241) NFT가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하는 증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NFT는 CD나 도서와 같은 실물에 가깝고, 재판매 로열티가 설정되는 경우
당사자 스스로 재판매를 허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NFT화된 디지털 저작물
에 권리소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사견).

6. 블록체인 기반 게임서비스와 게임산업법
베트남의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가 출시한 게임 ‘엑시’는, 게임 과정에서 블록체
인 기반 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자산
기반 게임 서비스다. 그런데 우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는 경품 등의 제공하
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32조 제1호 제7호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
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다양한 법률에서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아이템에 대
한 NFT 발행하는 것을 넘어 게임 과정 중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게임산업법 상 경품의 제공으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238)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239)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40) 전재림,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COPYRIGHT ISSUE
REPORT 2021-16
241)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21 가을호, 20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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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민법은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바, 암호화폐는 일단 채권
이나 지적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만약 물건에 해당한다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가 민법상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민법상 ‘유체물’의 개념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
다면 비트코인도 유체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자연력’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이해하여 비트코인을 ‘자연력’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견해,242) 민법이 무체물을
물건에 포함시킨 것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거래의 객체
가 되고 있는 거래상 실제의 필요에 응한 것이므로 암호화폐가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243)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244)가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볼지 동산으로 볼지도 문제다.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
행시,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본다면 압류한 암호화폐를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고(민사
집행법 제201조 제1항), 동산으로 본다면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임”이라고 회신하였고,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고 있지 않다. 암호
화폐가 일정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교환되고 재화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
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 및 암호화폐의 극단적인 가격변동성
등에 비추어볼 때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데(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여기
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
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화폐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6가지 증권 중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어렵고,

242) 김이수, “비트코인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9(4), 2018
243)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
부 검토”, 금융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9
244) 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인권과 정의 제474권, 대한변호사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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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
하지 않는다. 참고로, 전세계 최초로 발표된 ICO 규제인 스위스 FINMA(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의 ICO 가이드라인에서는, 암호화폐를 지불형

(payment),245) 기능형(utility),246) 자산형(asset)247)으로 나누고, 그 중 자산형(asset)
암호화폐는 증권(securities)으로 보고 있다.

8.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충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 스마트계약 등에 이용되면 블록체인에 당사자들의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이 저장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분야에 활용되는
경우 민감정보가 블록체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 거래 주체 간에 직접 거래하는 탈중앙화 특성을 가지므로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 문제된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
가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안전조치 등) 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지 문제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전세계 모든 참여자가 거래기록을 공유하는 투명성을 가지므로 개인정
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생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특히 제3자 제공) 동의 문제, 민
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생성과정에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별도 동
의 문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와 준거법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고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수정 또는 삭제가 어
려운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에서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정
정,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가 어렵다는 문제 발생한다.

9. 일본의 NFT 가이드라인248)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는 최근 NFT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JCBA의
NFT 가이드라인은 NFT 특성을 정리하고, NFT가 유가증권이나 암호화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NFT와 도박 규제 및 부당 경품류 및 부당

245)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수단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될 암호화폐로서 발행인은 암
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246)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서비스로의 디지털 접근권을 부
여함
247) 부채나 자본과 같은 자산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로서, 회사의 미래영업이익 등에 따른 수익을 약속
함
248) https://cryptocurrency-association.org/nft_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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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지법과의 관계, NFT 보관방법, 자금세탁방지 등 NFT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Ⅳ.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언
1. 블록체인의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나 NFT 등 현재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시도들은 실체가 없거
나 허구적인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나 NFT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시도되는 서비스들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블록체인
기술의 잘못된 활용은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블록체인 관련 분쟁들 및 그로부터 확인되는 법적, 제도적 쟁점의 내용을 종합하
면, 현재 블록체인 기술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NFT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거래 질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물
권적, 채권적 거래 질서와 일부 상이한 점이 있는바(e.g. 저작권 양도시 디지털 원본
에 대한 처리),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거래 질서를 그대로 오프라인상의 법률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와 합의프
로토콜이 저작권제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249) 중앙기관에 대
한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와 저작권 침해시 Notice and Takedown 절차 등을 블록
체인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특허권 거래 중개, 상표사용
증명, 저작권 등록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transaction 과정에서 발생
하는 거래수수료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만약 수수료 문제로 인하여 폐쇄적 블록체
인을 구상한다면 기존 중앙 관리 방식의

서버시스템에 대한 차별성을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
황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라는 구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
가 있다. 기술활용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완비하지 않는 것이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
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기술이 법률과 제
도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데 따른 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다.

249)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18 겨울호, 20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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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의 법적 개념의 파악 및 개별 법률의 검토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고 관련 산업을 육성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는, 우선 토큰, 코인 등 블록체인의 기초개념에 대한 법률적 분석 및 정책적 방향이
선행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각 분
야별로 토큰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 유
통관리체계로서 블록체인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토큰의 재산권성, 증권성 여부, 과세회
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통상적으로 지급대상
내지 거래수수료로서 암호화폐를 요구하므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또는 법정허락시
요구되는 저작권료 지급 또는 보상금 공탁을 위해

법률적·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사

용할 것인지 문제된다.250)
그러므로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블록체인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연구와 필요한 법률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검토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특정금융정보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가상자산
을 규율할 것이라 아니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전체 법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된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내에 합법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해석론 또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NFT와 관련된 추급권 문제, 다
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블록체인을 게임에 활용하는 경우 게임산업법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클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블록체인 규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251)

250)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18 겨울호, 2018, 31면
251) 박민정, 채상미, 이명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GDPR 및 국내 개
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5(2),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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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블록체인 포럼 : 기술·산업 분야 발표자료252)

252) 포럼 발표자 신민호 명지대학교 교수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장으로, 본 절의 내용은 제1절의 정리
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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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메타버스 분야
메타버스란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데, 그 하위개념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
합현실, 확장현실이 있다. 이 때 메타버스의 기술적 토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모두 1980년경부터 컴퓨터 그래픽, 인공지능, 산업공학,
제어공학 등의 기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과 Web3D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데이터로 가상공간을 만들고 사용자가 그 공
간에서 실시간 활동(Real time Walk-Through)을 함으로써 현실과 유사한 감성적
인지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증강현실은 현실의 배경 등에 더하여 디지털 게임,
관광정보, 광고 등을 가상현실에 오버레이(overlay)하는 것 외에 개념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또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적 요소들로 구성되므로,
쟁점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초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1)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2) 배경, 3) 등장물(캐릭터, 음, 영상, 아이콘, 등장인물
등), 4) 위 1), 2), 3)을 삽입하거나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 있다.
이 중 가상현실은, 이때의 가상현실이 순수한 가상현실로서 현재하는 어떠한 것
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등장물,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 모두는 새롭게 창작되거나 원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변형한 것이
어야 한다. 반면, 증강현실은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등장물 중 일부가 현재하
는 사물이나 정보이어야 하고, 현재하는 사물이나 정보 외에 새롭게 창작되거나 원
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변형한 가상의 정보가 덧붙여지게 된다. 메타버스는
이들의 혼합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이미 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이용되
어 온 것으로서 개념적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 따라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기
존 창작물에서 발생되었던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3차원으로 새롭게 변형되어 이
용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적 쟁점은 공정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이와 같은 판단의 구조는 골프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골프존 사건
은 우리 법원이 메타버스의 저작권 침해를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지를 드
러내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메타버스의 각 구성요소들 각각
을 하나의 저작물로 보고, 각각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데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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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메타버스의 의의 및 기술·산업과 저작권 쟁점253)
Ⅰ. 메타버스의 의의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
로,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
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
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254)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3D 기반의 가상세계로서 아바타를 통하여 정보검
색, 소통, 유희를 기본으로 경제와 여가 행위를 하는 디지털 세계이다.255)
-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
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
는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
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 IT 벤처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
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
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
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로부터 온 것이다. 요즘
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
리 쓰인다. 가상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아바타로서)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
로 제한은 없다.256)
-

가공,

(Universe)’의

추상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3차원

‘메타(meta)’와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를

의미한다.

의미하는

기존의

‘유니버스

가상현실(Virtual

Reality)라는 용어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
수된 형태이다. 최근 세컨드라이프, 트위니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
스가 메타버스 사례이다. 미래에는 인터넷이 3차원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253) 본 절은 책임연구자의 주도로 작성될 절이며, 책임연구자의 선행 연구성과(정진근,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제55권), 2018에서 발췌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
254)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버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021. 10. 18. 방문).
255) Maeil Economics Citylife, “Identity in Reaility and a Virtual World : The Metaverse Is
Coming,” No.759, 22 Dec. 2020; 고선영·정한균·김종인·신용태, “문화 여가 중심의 메타버스 유형
및 발전 방향 연구”,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제10권 제8호), 2021, 331쪽.
256)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버스 [Metaverse] (손에 잡히는 방송통신융합 시사용어,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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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향후 IT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257)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
(MR: Miexed Reality), 확장현실(eXtended Reality)은 메타버스의 하위 개념으로 이
해된다.
- 혼합 현실(MR)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의 의미를 포함한다. 즉,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예로, 사용자의 손바닥
에 놓인 가상의 애완동물과 교감한다거나, 현실의 방 안에 가상의 게임 환경을 구축
해 게임을 할 수 있다. 또 집안의 가구를 가상으로 재배치해 본다거나,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작업하는 듯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MR은 1994년 폴 밀
그램(Paul Milgram)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실제 현실(real) 환경과 가상
(virtual) 환경 사이에서 증강 현실(AR)과 증강 가상(AV)의 혼합으로 설명하였다.258)
- 확장현실은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확
장현실(XR)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개별 활용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홀로 렌즈는 안경
형태의 기기지만 현실 공간과 사물 정보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3D 홀로그램을 표시한
다는 점에서 확장현실(XR)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확장현실(XR) 기술이 진화하면
평소에는 투명한 안경이지만 증강현실(AR)이 필요할 때는 안경 위에 정보를 표시한
다. 가상현실(VR)이 필요할 때는 안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완전히 시야 전체를 통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게 가능해진다. 확장현실(XR)은 교육은 물론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확장현실(X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실시간 3D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그래픽 처리 성능이 중요하
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발전해야 하며, 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효과 높게 전송하기 위한 기술도 전제 조건이다.259)
- 5G, VR, AR, 3D 렌더링 등 IT 기술을 기본 토대로 하며, 블록체인, NFT, 가상
화폐 관련 기술이 메타버스를 다양한 서비스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 결과인
가상 세계, 거울 세계, 가장자산 등의 개념이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실현된다.
-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은 ‘증강
(Augmentation)’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intimate, identity-focused)’과 ‘외적인
것(external,

world-focused)’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메타버스를 가상세계

(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

257) [네이버 지식백과] Metaverse - 메타버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
웅)
258) [네이버 지식백과] 혼합 현실 [Mixed Reality, 混合現實]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1.
10. 18. 방문).
259) [네이버 지식백과]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ICT 시사상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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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Lifeloggin)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
는 가상으로 구축한 세계이며, 거울세계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추가 정
보를 더하여 구축한 세계를 의미한다. 증강현실은 실제환경에 가상의 사물 인터페이
스 등을 겹쳐서 만든 혼합현실을 의미하며, 라이프로깅은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여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활동이다.260)
- 게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로블록스(www.roblox.com), 포트나이트
(www.epicgames.com/fortnite),

쇼셜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제페토

(www.naverz-corp.com), 위버스(www.weverse.com), 생활·산업 기반 메타버스 플
랫폼으로는

옴니버스(www.nvidia.com/en-us/omniverse),

(www.microsoft.com/en-us/mesh)가

메시

있다.261)

Ⅱ. 메타버스의 기술적 토대 –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를 혼합한 혼
합현실과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기술적 토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의 정의와 기술적 요소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1. 가상현실의 정의와 기술적 요소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
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인간이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 환경처럼 오감을 통
해 느끼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상현실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를 부각하는 정의로는 아래 두 개의 레퍼런스를 소개한다.
가상현실이란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컴퓨터모델 속으로 들어가 오감을 통
하여 그 속에서 정의된 세계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스 등 다양한 학문의 종합체이다.262)
이러한 정의는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은 특별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주변처리장치를 이용하는 유
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일종263)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감각자극을 구현
260) 이철남, “메타버스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4호), 2021, 465-466쪽.
261) 고선영·정한균·김종인·신용태, “문화 여가 중심의 메타버스 유형 및 발전 방향 연구”, 정보처리학회
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제10권 제8호), 2021, 334-335쪽.
262) 김정환, “3D모델하우스 구축기술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제10권 1호), 2011., 26쪽.
263) Wendy J. Gordon et al., Virtual reality, Appropriation and Property Rights in Art: A
roundtable discussion“, 13 Cardozo Arts & Ebt. L.J. 91 (1994) at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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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들을 토대로 하면, 가상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도구는 헤드셋 기
기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실재처럼 느끼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도구들이다. 삼성의
‘기어VR’, 소니의 ‘모피어스’, 구글의 ‘카드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유로 인터페이스를 가상현실의 IT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평가할 수 있
다.

2. 가상현실의 기술적 토대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데, 1995년 5월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1.0이 발표되었으며, 1996년 VRML 2.0이 발표되었다.
VRML 2.0은 1997년 국제표준기구인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s Commission)에서 인
터넷 상에서의 3차원 그래픽 표준으로 공인되었다. 그 외에 비표준으로는 X3D 언어
등이 있다.264)
가상현실은 이미지기반 가상현실(photographic Virtual Reality)과 모델링기반 가
상현실(modeling Virtual Reali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미지 기반 가상현실은 기
존 동영상과 가상현실의 기술을 혼합하여 PC(Personal Computer)기반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모델링기반 가상현실은 가상세
계를 3차원 모델링하여 색상과 재질감을 입혀 적당한 조명을 주어 카메라 기법에 의
해 관찰하는 기술이다. 모델링기반 가상현실이 구축하는 시간이 길고 제작하기가 까
다로우며 해상도를 선명하게 높이기가 어려운 반면, 자유로운 네비게이션이 가능하고
물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실제로 그 공간에 존재하여 참여하는 몰입감이 높
다.265)
이러한 기술적 분류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의 제작은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
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Auto CAD도면은, 1)각각의 객체들을 각각의 Layer로 분
리한 후, 2)특정한 파일형식으로 저장하고, 3)3차원 데이터 저작툴은 저장된 특정한
파일형식을 3차원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4)위 3)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3
차원 데이터 형식은 표준화되어 있거나, 또는 표준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디
바이스와의 규약(protocol)에 따른 특정한 형식을 갖게 된다. 아래의 예는 이러한 과
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264) 김정환, “3D모델하우스 구축기술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제10권 1호), 2011., 26쪽.
265) 김태현, “이미지기반 가상현실과 모델링기반 가상현실에 관한 비교연구”, 커뮾니케이션 디자인학연
구(제13권), 2003, 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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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3D모델하우스 개발 개요도>266)

위의 개요도에서 보듯이 가상현실공간의 재현은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다. 하나
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현실공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은 빅데이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저작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트랙은 3차원의 공간을 재현하는 과정인다. 3차원의 공간을
재현하기 위해 CAD 등을 활용한 모델링, 애니메이션과의 매핑을 위한 카메라의 과정
을 거쳐 최종적으로 데이터들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인간과의
오감의 자극을 공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는 결과물로 도출된다.

266) 김정환, “3D모델하우스 구축기술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제10권 1호), 2011,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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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강현실의 정의와 기술적 요소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이란 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
주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을 의미하는데, 인
기 만화인 [드래곤볼]에는 안경처럼 눈에 착용하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의 전투력 정보
와 상대 거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스카우터’라는 기기가 등장한다. 이것
이 증강현실 기술의 대표적인 사용 예로 설명되어진다.267) 즉,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강현
실이란 가상현실의 한 영역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기존의 가상현실
은 가상의 공간과 사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증강현실은 완전한 가상세계
를 전제로 하는 가상현실과는 달리 현실세계의 환경위에 가상의 대상을 결합시켜 현
실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증강현실은 물리적 공간에 컴퓨팅 파워를 가진 정보화된 인공물(information
artefacts)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물리적 공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단순히 게임과 같은 분야에만 한정된 적용이 가능한 기존 가상현실과 달
리 다양한 현실 환경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디
스플레이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268)
이러한 증강현실은 ICT와 하드웨어 성능발전으로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콘텐츠 구
현이 가능해지면서 게임과 테마파크 분야를 넘어 교육, 훈련, 가상치료, 제조, 국방
등 다양한 사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산업
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269) 구글, 애플 등 주요 ICT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증강현실은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
(Network), 디바이스(Device)(이상 C-P-N-D) 생태계와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computing)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4. 증강현실의 기술적 토대
증강현실기술의 기본 원리는 아래와 같다.
증강현실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상 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음과 같은 원리와 순서로 작동한다.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
요한 게 있는데, 지리/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GPS 장치 및 중력(기울기+전자나침반)

267) 증강현실(AR) -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용어로 보는 IT)
268) AR [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增强現實), 혼합 현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269) 김아영 외, “가상현실 동향분석”, 전자통신 동향분석(제31권 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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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이 정보에 따른 상세 정보가 저장된 위치정보시스템
(인터넷 연결 필요), 그 상세 정보를 수신하여 현실 배경에 표시하는 증강현실 애플리
케이션, 마지막으로 이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할 IT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다.
우선, 사용자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스마트폰 등의 내장 카메라(cam)
로 특정 거리나 건물을 비추면 GPS 수신기를 통해 현재 위치의 위도/경도 정보, 기
울기/중력 정보 등이 스마트폰에 임시 기록된다. 그런 다음 이 GPS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특정 위치정보 시스템에 전송한다. 해당 위치 반경의 지역이나 건물의 상세 정
보를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용자로부터 위치/기울기 등의 GPS 정보를 수신한 위치정보시스템은
해당 지역 또는 사물의 상세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여기에는 물론 특정 건물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들어
있다. 이 데이터를 수신한 스마트폰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 지도 정보와
매칭시킨 후 실시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데이터 송수신 단계는 지속적으
로 유지, 수행되므로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지나면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전투기

FA-18의

조종석에

적용된

HUD(Head-up display) 역시 증강현실의 한 예이다.270)
세 번째는, 증강현실의 인터페이스를 재현하는 과정이다. 증강현실에 필요한 디바이
스 역시 가상현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구글이 공개한 구글 글래스는 증강현실 기
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이다. 구글이 시범적으로 개발, 공개한 이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눈에 착용하며, 스마트폰처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내
장되어 안경을 통해 인터넷 검색이나 사진 촬영, 길 안내, SNS 사용 등이 가능하다.
구글 글래스는 기본적으로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며, 한쪽 렌즈에 화면 출력용 프리즘
에 장착돼 있어 사용자 눈앞으로 약 25인치 크기의 가상 화면이 나타난다.

5.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관계
1) 개요
가상현실은 자신 및 객체와 배경·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반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점에서 증강현실은 또
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하는데,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 사에서
1990년경 비행기 조립 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증강현실’이 처음으로 세
상에 소개되기도 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그 주체가 허
상이냐 실상이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컴퓨터 게임으로 예를 들면, 가상현실 격투
게임은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하지만, 증강
270) 이상의 절은 증강현실(AR) -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용어로 보는 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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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격투 게임은 ‘현실의 내’가 ‘현실의 공간’에서 가상의 적과 대결을 벌이는 형태
가 된다.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현실감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271)

2) 기술적 관점에서의 관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을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가상현실이 특별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주변처리장치를 이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일종으로 처
리함으로써,272) 가상현실 속에서 정의된 세계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교
류가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스 등 다양한 학문
의 종합체인 반면, 증강현실은 3차원의 세상과 조화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요소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가상의 요소들을 창조한다. 즉, 증강현실이란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
하는 ‘현실’에 무엇인가를 더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증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실세계에 디지털 콘텐츠를 덧붙임으로써, 현실공간에
디지털 하이퍼링크(hiyperlinks)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현실과 다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273)
이를 토대로 하면,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보여주는 기
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74) 아울러, 증강현실이란 사용자가 눈
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275) 증강
현실은 현실공간과 가상정보의 혼합이므로 혼합현실(MR: Mixed Reality)라고도 한다.

3) 소결
위와 같은 기능적, 기술적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또는 법해석론
적 관점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할 실익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개념적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의 물체 또는 배경 등을 ‘일부’ 이용하느
냐 ‘전부’ 이용하느냐에 의해 구분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상현
실은 증강현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은 모두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데이터로 재창작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이 있다.

271) 증강현실(AR) -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용어로 보는 IT) 참조.
272) Wendy J. Gordon et al., Virtual reality, Appropriation and Property Rights in Art: A
roundtable discussion“, 13 Cardozo Arts & Ebt. L.J. 91 (1994) at 91-92.
273) Brian D. Wassom, IP in an augmentedreality, 6 No.3 Landslide 8 (2014) at 10.
274) 이상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서의 지적재산권”,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81쪽 참조.
275) Brian D. Wassom, IP in an Augmented Reality, 6 No. 3 Landslide 8 (2014) at 1; 이상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서의 지적재산권”,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6, 8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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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관계는, “현실에 기반한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이라고 한다”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3차원의 세상과 조화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요소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가상의 요소들을 창조하는데, 이 때 이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 햅
틱(haptic)기술이다. 햅틱기술이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도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터치스크린 등의 장치를 통해 힘과 운동감을 촉각을 통해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가
상 공간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는 장치들을 햅틱스(haptics)라고 하는데, 움직임
에 대한 반작용이나 하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Ⅲ. 국내·외 메타버스 사례
1. 국내 메타버스 사례276)
1) 제페토
– 홍보/마케팅(유통)
BGF리테일은 올해 8월 제페토 내 맵인 한강 공원에 ‘CU 제페토 한강공원점’을 개
점했다. 점포 내부는 실제 CU 인기 상품을 실제 편의점과 같은 형태로 진열해두었고,
편의점 위 루프탑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 패션
구찌는 제페토 내에서 패션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구찌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
렌체를 배경으로 ‘구찌 빌라’를 구축해, 구찌 상품을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
다.

– 금융
미래에셋증권은 제페토 를 통해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에셋증권 제페토 월드’ 내 제페토 지점을 개설해 계좌 개설이나 상품 교육 등의 업무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76)
http://blog.wishket.com/%EB%A9%94%ED%83%80%EB%B2%84%EC%8A%A4%EB%9E%80-%EA
%B5%AD%EB%82%B4-%EA%B8%B0%EC%97%85%EB%93%A4%EC%9D%98-%EB%A9%94%ED%8
3%80%EB%B2%84%EC%8A%A4-%EC%82%AC%EB%A1%80-8%EA%B0%80%EC%A7%80/ (2021.
10. 1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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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 개발 사례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사례로는 SK텔레콤의 ‘이프랜드’ 서비
스 런칭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가상오피스 ‘메타폴리스’를 구축
해 실제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
랫폼을 구축해 가상 지점에서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2. 해외 메타버스 사례277)
1) 포트나이트
– 엔터테인먼트
지난해 4월, 미국 힙합 가수 트레비스 스캇은 온라인 배틀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라이브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동시접속자 1,230만 명이 접
속했고, 게임 내 굿즈 판매로 콘서트 수익은 2,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방
탄소년단은 포트나이트를 통해 다이너마이트(Dynamite)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
초 공개하기도 했다.

2) 로블록스
– 홍보/마케팅
현대차는 로블록스 내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라는 테마파크를 구축했다. 게임 유
저들은 현대차 차량을 새롭게 도색하고 디자인하거나 시승해볼 수 있다.

– 콘텐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놀이들은 로블록스에서 게임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 맵을 제작한 사례가 아닌, 로블록스 게
임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3) 모여봐요 동물의 숲
– 엔터테인먼트
277)
http://blog.wishket.com/%EB%A9%94%ED%83%80%EB%B2%84%EC%8A%A4%EB%9E%80-%EA
%B5%AD%EB%82%B4-%EA%B8%B0%EC%97%85%EB%93%A4%EC%9D%98-%EB%A9%94%ED%8
3%80%EB%B2%84%EC%8A%A4-%EC%82%AC%EB%A1%80-8%EA%B0%80%EC%A7%80/ (2021.
10. 1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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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숲’ 유저들은 꿈번지 코드를 활용해, 다른 유저의 섬을 방문할 수 있는데,
이 점을 활용해 블랙핑크는 데뷔 5주년 기념 ‘블랙핑크 섬’을 오픈했다. 섬에는 블랙
핑크 뮤직비디오 세트장, 의상, 댄스 연습실 등 블랙핑크가 실제 작업을 했던 공간을
재현해두었다.

– 정치
정치에서도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하고 있는데, 바
이든 대통령은 선거 활동에 동물의 숲을 활용했다. ‘바이든 섬’을 만들어서 꿈번지 코
드를 공개하고, 바이든 진영의 로고를 ‘동물의 숲’ 게임 내 간판, 티셔츠 아이템에 반
영할 수 있도록 4종류의 디자인도 공개했다.

Ⅳ.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적 쟁점의 소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모두 1980년경부터 컴퓨터 그래픽, 인공지능, 산업공학, 제
어공학 등의 기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인프라의 발
전과 Web3D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데이터로 가상공간을 만들고 사용자가 그 공간에
서 실시간 활동(Real time Walk-Through)을 함으로써 현실과 유사한 감성적 인지
가 가능하게 된다.278) 아울러, 증강현실은 현실의 배경 등에 더하여 디지털 게임, 관
광정보, 광고 등을 가상현실에 오버레이(overlay)하는 것 외에 개념적으로 새로운 것
은 없다. 또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적 요소들로 구성되므로, 쟁점
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초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 때
각각의 요소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로 제공되는 ‘현재’의 범위에 따라 생
략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1)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2) 배경
3) 등장물(캐릭터, 음, 영상, 아이콘, 등장인물 등)
4) 위 1), 2), 3)을 삽입하거나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
다.

278) 김정환, “3D모델하우스 구축기술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제10권 1호), 201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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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상현실은, 이때의 가상현실이 순수한 가상현실로서 현재하는 어떠한 것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등장물, 컴퓨터프로그램저
작물 모두는 새롭게 창작되거나 원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변형한 것이어야 한
다. 반면, 증강현실은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등장물 중 일부가 현재하는 사물이
나 정보이어야 하고, 현재하는 사물이나 정보 외에 새롭게 창작되거나 원시적으로 제
공되는 데이터를 변형한 가상의 정보가 덧붙여지게 된다. 메타버스는 이들의 혼합이
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도식화된 요소 중 ‘(00)’으로 표시한 것은 비저
작물일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00]’으로 표시한 것은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상현실(VR)
[위치정보 및 지도정보] + [배경] + [캐릭터] + [기타 등장물: 음/영상/아이콘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증강현실(AR)
(위치정보 및 지도정보) + (배경)or[배경] + (나(I)) + [캐릭터] + [기타 등장물: 음/
영상/아이콘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저작물로 새롭게 창작된 것만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저작물로 새롭게 창작된 것 외에 현재하는 존재를 이용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 하여 창작성
이 없는 영역은 여과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권법제도의 시각에서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이미 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이용되
어 온 것으로서 개념적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279) 따라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기
존 창작물에서 발생되었던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3차원으로 새롭게 변형되어 이용되
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적 쟁점은 공정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280)

2. 골프존 사건 판례
골프존 사건은 우리 법원이 메타버스의 저작권 침해를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279) Brian D. Wassom, IP in an augmentedreality, 6 No.3 Landslide 8 (2014) at 10-11 참조;
터미네이터, 로보캅, 아이언맨 등 영화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증강현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280) Mma Afoaku, The reality of augmented reality and copyright law, 15 Nw. J. Tech. &
Intell. Prop. 111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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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메타버스의 각 구성요
소들 각각을 하나의 저작물로 보고, 각각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데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고 있다.
골프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판결, 서울고
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
276467판결로 구성되는데, 대법원 판결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이 주이므로, 서
울중앙지방법원판결과 서울고등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 피고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게 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피고의 시스템 메인서버에 골프코스 영상을 저장해 두
고 이를 랜선을 통해 전송해 줌)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피고가 개발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 중에는 원고들이 소유, 운영하
는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8년경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스크린 골프장에 재현하였고, 2012년경에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모델(Vision Sensor)을 출시하였다.

2)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의 골프장에 대한 저작
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저작물로 볼 수 없
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이른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함에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도로, 관리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
상을 표현하게 되는바, 원고들의 골프장은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

- 151 -

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들은 골프장의 최초 조성자들로부터 골프장에 관한 자산 및 영업권 등 일체
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제3골프장에 관한 저작재산권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
다.
- 따라서 피고는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며,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응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
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응 건축저작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그 저작자는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조성
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설계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골프장
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원
고들의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고의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
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014. 1. 30.까지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
성하고, 2014. 1. 31.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
당한다.

5)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 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
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유형과 침해여부의 판단
1.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창작 - 개요
- 메타버스의 이용자들은 제공되거나 획득한 도구를 이용하여 건축, 옷을 만들거나
공연을 하는 등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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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 제페토 등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제 창작한 이용자들이 갖되,
창작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운영자들이 포괄적 라이선스를 부여받
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 창작의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자의 상표 및 응용
미술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
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실
제 건축물의 제작, 모형 또는 설계도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작권 침해를 긍
정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 메타버스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있는 경우 그 창작대상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및 저작권 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 관련
문제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제작에 따른 권리귀속 및 라이선스 쟁점281)
기존 콘텐츠 개발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UCC 또는 UGC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만
을 제공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를 해당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받는 형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개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
에게 귀속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 공정이용의 항변이라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거나 면책
되게 된다. 한편,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
해 기존의 게임이나 아바타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인 로블록스 등 샌드박스형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로블록스의 자
체 게임개발 엔진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
자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면서 로블록스에서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그래픽, 디자인, 데이터, 프로그램코드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다
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자가 새로 만든 게임은 로블록스의 저작물
을 활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고, 때로는 로블록스의 저작물을 일부
복제하여 만들게 된다.282) 이용자의 새로운 게임이 2차적저작물이든 로블록스의 저작
물을 일부 복제하여 만든 게임이든, 이용자의 새로운 게임은 원저작자인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창작한 새로운 게
281)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4호), 2021, 472쪽 이하(본고에
서는 이철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축약하여 기술하면서 필자의 견해와 해석론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
하였음).
282) 로블록스 이용약관 제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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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저작권을 이용자들에게 귀속시키되, 로블록스는 그러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83)
이와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게임 등을 창작하는 경우
권리귀속 및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5조의 규정 및 라
이선스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로블록스의 이용약관과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플랫폼 저작권을 일부 이
용하여 새로운 게임 등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이용자는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지만, 플랫폼 저작권에 대한 침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경우에도 로블록스와 비슷한 형태로
UCC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용자가 제페토 플랫폼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
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 제트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제페토는 새롭게 개발된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다.284)
한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라이선스 규정285)과 같이 안드로이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안드로이드와 호환가능한 플랫폼용 애플리케이
션 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라이선스 위반뿐만 아니라
SDK와 새롭게 개발된 저작물 간의 관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있게 된다. 즉,
새롭게 개발된 저작물과 SDK의 제공 콘텐츠 간에 2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저작물에 SDK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복제되고 있는 경우
에는 복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후의 행위양태에 따라 공중송신권 등이 침
해될 수 있다.

3. 패션, 가구, 인테리어 등 응용미술 관련286)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
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물품과
의 독자성을 정하고 있어, 물품성을 요구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가구 자체의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 또한, 3차원
물품 그 자체의 디자인 및 서적의 편면권 등도 보호가 부정된다.
다만, 패션, 가구, 인테리어에 사용되면서 물품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는
283) 로블록스 이용약관 제6조 B. (3).
284) 제페토 이용약관 3.
285) Android Software Development Kit License Agreement 3.1, 3.2 및 3.3.
286)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4호), 2021, 469쪽 이하(본고에
서는 이철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축약하여 기술하면서 필자의 견해와 해석론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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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로부터,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경우, 그리
고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패션이나 가구 등을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가
상세계에서 복제하거나 혹은 현실세계에 구현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고의 참고문헌인 이철남 교수 논문은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패션이
나 가구는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응용미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나, 이
에는 설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응용미술은 구현된 제품 또는 대상이 물품인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만, 물품에 복제될 수 있는지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패션
이나 가구가 현실세계의 물품이 아니라도 향후 물품에 복제될 수 있다면 응용미술저
작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물품에 복제되어야
복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세계의 화상이미지로 복제되더라도 복제권
침해를 긍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경우,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패션이나 가구 등의 응용미술저작물을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
지 않고 다른 가상세계에서 복제하거나 혹은 현실세계에 구현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 된다.

4. 위치정보, 공간정보 및 동작정보의 생성에 따른 저작권 보호가능성
위치정보는 학문의 분류에 따라 다양한 의의를 갖으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의 위치정보란 지물(地物) 및 대상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로서 실제공간에서의 위치를
가리키는 절대위치와 모형공간에서의 위치를 가리키는 상대위치가 있다. 배경이 현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위치가 쓰일 것이며, 현재하는 배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
대위치가 이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포캣몬고의 경우에는 절대위치가 쓰일 것이다. 아
울러, 위치정보와 유사한 것으로는 캐릭터의 동작정보가 있다. 동작정보에 대한 논의
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우주선의 조종이나 스키어의 동작을 감지하여 경로의 이탈이
나 넘어짐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이다.
이러한 위치정보와 동작정보는 그 자체로 데이터 셋(data set)을 형성하지만, 이들
정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이들 정보가 유체물과 결합하여 특수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나 특수한 효과
를 가져오는 방법론적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일부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절대위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 관련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와 동작정
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공개로 보존되는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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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5. 지도정보의 생성에 따른 저작권 보호가능성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도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저
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를 도형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지도정보의 사실성 여부 즉,
창작성의 부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ㆍ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ㆍ도시ㆍ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
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자의 지
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
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
ㆍ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
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87)
다만, 대법원은 여행책자의 지도 및 정보를 이용한 사건에서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편집물인
경우에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를 고려하여 편집저작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288)
위와 같은 법원 판례의 설명에 대해서는 지도정보가 공간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형의 형태 위에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공간
에 대한 표현도 관찰 각도 및 높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실시
간으로 교통정보, 주유소, 주차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표현도 음성과 영상표시
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 표현과 내용의 창작성은 인정
될 수 있다는 반대견해가 있다.2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 여행책자 사건에서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
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도 부분도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경
287)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판결.
28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289) 최정우, “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저작권법을 위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
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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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피고인의 책자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
책자에서 차지하는 질적ㆍ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그 창작적 특성이 피고인의 책자에서
감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편집구성 부분의 경우,甲의 책자는 소재의 수집ㆍ분
류ㆍ선택 및 배열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의 책자와는 구체적으로 선택된 정보, 정보의 분류 및 배열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지도정보의 창작성 인정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태도에 따라 해석할 때,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이나 자동
차에서 일률적으로 촬영된 사진 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다. 반면, 사진을 골라 편집하고 보정한 경우와 같이 창조적 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면 사진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290) 사진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는 사진저작물 그 자체보다는 편집저작물로써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전개된다.291)

6. 위치정보, 동작정보, 지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의한 보호가능성
위치정보, 동작정보, 지도정보는 그 자체가 사실 그 자체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호가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보
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또는 상당한 양으로 복제하는 경
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7. 정사영상(正射映像)의 저작물성과 메타버스에서의 침해가능성292)
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으로 제작
한 영상을 말한다.293) 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항공(위성) 촬영뿐만 아니라 색
상보정, 음영의 대조, 지물의 연결성 설정, 군사시설 삭제 등 다양한 추가 작업이 필
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정사영상은 지도와 같이 창작성을 인
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춘천시 관광지도와 같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
290) 최형구, “사진촬영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제27권 제1호), 2016, 210쪽.
291) 최정우, “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저작권법을 위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
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17쪽.
292)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4호), 2021, 479쪽 이하(본고에
서는 이철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축약하여 기술하면서 필자의 견해와 해석론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
하였음).
29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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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있다.

8. 2D저작물의 3D화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존 데이터 시각화 방식은 2차원의 스크린에 데이터를 게시하는 형태로 현실세계
의 대상물과 이에 대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므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서는 이를 3차
원으로 시각화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수정,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정, 변형은 원칙적으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기에서 시각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미지나 데이터
를 변형하거나 크기를 증감하는 행위, 관련 정보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기존의 데이터에 그래픽이나 위치정보 등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행
위가 복제권 침해인지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인지는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수
정을 종속성이 인정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이용행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과 연관된다.294)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담은 틀의 변형’론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 요지를 살펴보면, 증강현실 기기를 통하여 보이는 데이터는 증강현실 기기를 일종
의 액자처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
하고, 창작성을 부가하여 변형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들의 결합이나 일부 발췌 역시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 역시 공정이용을 인정에 따라 저작
권 침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복제권이나 2차
적저작물작성을 침해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 셈네일 이미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
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으로 본 판례의 태도를 유추하여
본다면 2차원데이터의 3차원과정 역시 공정이용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다고 볼 것이
다.295)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원데이터를 3차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변형적 이용으
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각각의 사례마다 공정이용 인정가능성은 다를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원데이터의 3차원화의 주요 쟁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여부라는 점에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며, 결국 공정이용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
라 해결하면 족하게 될 것이다.
294) 박유선, “증강현실에서의 빅데이터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제118호), 2017,
123-124쪽.
295) 이상의 절은 박유선, “증강현실에서의 빅데이터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제118호),
2017, 124-1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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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D자료를 3D화하는 행위가 2D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인지의
여부는 공정이용의 판단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법리와 판례를
통해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
제는 아니다.296)
이러한 해석론에 따라 생각할 때, 배경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저작물들로서 예를
들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건축물들, 예술품들을 3차원화하여 가상현실이나 증
강현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특수한
캐릭터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등장물들은 경우에 따라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
로 볼 여지가 있다.

9. 배경과 저작권
1) 개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배경은 새롭게 창작되거나 현실세계의 배경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이 때 배경 속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저작물 그 자체가 배경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때 복제권, 공중
송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시각화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공
정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기준으로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배경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저작물들로서 예를 들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건축물들, 예술품들을 3차원화하여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포
함시키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특수한 캐릭터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등장물들은 경우에 따라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
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는 배경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시각화된 데이터가 공간정
보로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으로 이용되는 많은 사례들
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의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판
단된다.
특히, 가상현실은 공간개념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구한다는 견해도 주
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297) 이러한 공간개념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상공간
에서의 건축저작물성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상공간에서의 건축물 복제 및
전시가 공정이용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 저작권 이용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
296) 김현숙, “AR/VR 신기술 융합 콘텐츠의 권리보호와 창출 촉진”, 지식재산위원회 차세대전문위원회
2017년 연구자료(현재 미발간) 참조.
297) 공간개념의 전환에 대한 논문으로는 송화숙, “팝핑, 사이버 소닉 –사이버 세계에서의 음악 공간”,
음악학(제18권), 한국음악학학회, 2010, 8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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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간개념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공간정보
는 1)건축물 등의 객체, 2)객체의 위치정보, 3)객체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방법, 4)공간
및 위치 정보 인식 및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므로,298) 단순히 저작물을 담는
액자의 변경에 불과한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간개념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이버 전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새로
운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고 있는데, 사이버 전시란 가상세계에서 구축되는 미술
저작물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감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세계에서의
전시와는 달리 관람객이 무한 수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람 경로를 통해 접근이 용
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299) 사이버 전시 역시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의 대상이 되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3차원적인 공간정보는 산업에 융·복합적으로 이용되는바 일률적으로 공정이용여
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영리성, 이용의 목적과 성격, 각 저작물의 종류
와 용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정이용의 판단요소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용형
태를 개별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공정이용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300) 즉,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서
변형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론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3D
AR/VR기반의 모델하우스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문화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2) 배경의 시각화와 관련한 골프존 사건의 재조명
우리나라에서는 현재하는 배경을 가상환경에서 시각화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판단한 골프존 사건301)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스크린 골프의 발전과 필드 골프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회원권 가격
의 폭락, 내장객 급감, 입장료 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골프장들은 스크린
골프가 필드 골프장에서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필드 골
프장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스크린 골프 사업자들은 스크린 골프
가 골프 산업의 발전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302)
이에 대해 법원은 1)골프장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2)골
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한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
298) 최정우, “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저작권법을 위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
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7쪽.
299) 장은경, “가상현실을 활용한 사이버전시 연출기법 연구”, 조형미디어학(제14권 제1호), 한국일러스
트학회, 2011, 242쪽.
300) 최정우, “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저작권법을 위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
11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21쪽.
301) 서울중앙지법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판결.
302) 박재원․유현우,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법학논총(제40권 제4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94쪽.

- 160 -

공한데 대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아날로그 법논리를 디지털
기술에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03) 그러나 이 판결에서 실재하는 골
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서로 경업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
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캐릭터 및 기타 등장물과 저작권
1) 개요
캐릭터 및 기타 등장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원
칙적으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캐
릭터 및 기타 등장물은 배경과는 달리 공정이용의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창작적인 요소가 크고 이용의 불가피성이 적으며 출현이 능동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
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증강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가능성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용자 스스로를 찍으면서 유명가수의 노래나 유명 영
화의 대사를 따라하면 실제 스피커에서는 유명 가수의 실연이나 유명 영화 배우의 대
사가 그대로 출력되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인지, 사적인 공정이용의 영역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서비스 제공자가 가요나 영화의 특정 부분을 복제하고 이를 덧붙인
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크나, 가요나 영화대사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
는 공정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문제 역시 공정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캐릭터 등을 타인의 저작물인 배경 위로 오버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
캐릭터 등을 타인의 저작물인 배경 위로 오버랩(overrap)하는 경우, 기술적으로는
가상의 이미지를 상위 layer로 오버랩함으로써 이용자가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변

303) 박재원․유현우,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법학논총(제40권 제4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96쪽; 이규호,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법조(제64
권 제12호), 2015, 212쪽; 김인철, “골프장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소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2016,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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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된 화면을 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배경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인 배경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경의 개작이
나 동일성유지권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 역
시 네이버 화면에 광고를 새로운 layer로 보여주는 문제에 대해 개작/동일성 유지권
문제로 보지 않았다.
네이버 화면에 광고를 새로운 layer로 보여주는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
램에 의한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등(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의 실행 시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화면과 위 배너광고 등이 겹쳐 보이거나(대체광고의 경우) 화
면의 일부가 변형되어 보일(삽입광고, 키워드광고의 경우) 여지는 있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청인 홈페이지의 콘텐츠에 직접 작용하여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304)

1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가능성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이용되는 배경, 캐릭터, 기타 등장물은 물론 위치정보
나 지도정보 등의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 이용되지 않고, 시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이때의 시각화란 단순한 3차원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화 과정에서
정보의 변경을 통해 데이터의 변형하고 궁극적으로 인간과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도를 보더라도 2차원의 지도데이터는 여러 가
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3D 지도 데이터로 변형되는데 그치지 않고, 보는 각도나 등장
인물의 이동에 따라 공간정보를 변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형되어야 한
다. 이러한 처리를 하는 기술적 주체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 자체이고,
배경이나 캐릭터 또는 기타 등장물들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구성하는 디자인 재
료(design material)라고 정리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게임물을 상상해보자. 게임물은 배경, 캐릭터, 기타 등장물
의 기본적인 데이터정보만을 디자인 재료인 데이터로 저장하고 있을 뿐이고, 게임물
의 본체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자인 재료를 이용하되 보는 각도와 여러 가
지 기능적 조건에 따라 디자인 재료들을 시각화, 청각화 등 오감을 통해 이용자가 감
득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구축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당연히 저작권
으로 보호된다. 아울러, 디자인 재료 역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될
수 있다.

304)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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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문제는 기존 이론과 판례에 따라 해석하면 족할 것으
로 생각된다.

12.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이용의 결과물과 저작권
1) 개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의 이용자게 체감하는 결과물은 저작권을 보호되는가? 이
문제는 바둑경기의 과정과 결과, 체스게임의 결과, 컴퓨터게임의 게임진행과정의 저작
물성 논의와 유사한 문제이다.

2)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
바둑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譜)가 저작물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통설적
인 견해이다.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국가적
인 관심이 모아지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학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305)
다만, 최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훈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
다. 2016. 8. 4. 제안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
譜)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
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라고 전제한 후,
“현재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명확하
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
업자는 기보가 대국자의 우발적 착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행법 저작
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
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안 제4조제
1항제8호)이라고 밝히고 있다.306)
그러나,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
로, 현재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심사계류 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기보를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며, 다만 향후 법률개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도 체스게임의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지 않고 있다.
305) 반대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이상정,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기보와
저작권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발표, 2007이 있다.
3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24인), 제안일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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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영역이나 새로운 문제는 아니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으로 보인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이용결과물 역시 저작물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게임의 결과물을 보
호할 것인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특유
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13. 가상현실 속 공간정보의 보호가능성(3D 모델하우스 등 사이버 전시)
사이버 유통(전자상거래), 사이버 전시, 사이버 엔터테인먼트, 사이버 교육 등 가상
현실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이버 영역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든지 영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크고, 영상저작물 역시 연속적인
영상의 변화가능성이 크고 재생을 위해 고정되지 않는 가상현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보호방법은 아니다.307)
반면, 사이버 전시의 전시품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시각적, 청각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재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전
시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이철남 교수는 가상현실에서 미술저작물 등이 전시 또는 복제되는 경우,
파노라마의 자유인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308)

14. 가상공간에서의 건축 등 저작권 인정 vs 가상공간에서의 미술저작물 복제에 대한
공정이용의 인정
건축저작물을 가상공간에서 구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
을 수 있을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07) 이상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서의 지적재산권”,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제8권
제1`호), 2016, 99-102쪽 참조.
308)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4호), 2021, 485-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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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우선 긍정설309)은 골프존 판례를 토대로 설명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고등법
원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며,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응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
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하면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정설의 논거310)는 아래와 같다.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
때의 설계도서는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가상세계에서의 시각적 건축물을 위한 설계도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 또는 모형을 따라 건축저작물을 완
성한 경우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도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론을 준용할 수 있는 2001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만화영화
스머프의 영상을 모방하여 실제 건축물의 형태로 창작한데 대해 실제 건축물을 독자
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311) 즉, 스머프의 영상과 실제 건축물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로서, 이는 가상공간에서의 건축
저작물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회화, 조각 등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할 경
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 기타 저작권법적 쟁점들
1)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이용 결과물의 블로그 등 게재시 캐릭터/기타 등장물의 저
작권을 침해하는가?
컴퓨터게임의 게임진행과정의 블로그 게재와 유사한 문제로서, 저작권 침해가능성
이 있다. 논란이 있는 영역이나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2)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이용 시 빅데이터 이용의 문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이용자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
넷 상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309)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31집 제4호), 2021, 471-472쪽.
310) 부정설의 논거는 본 과제 책임연구자인 정진근 교수의 견해임.
3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52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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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답은 빅데이터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것인지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
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컴퓨팅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
라 초지능과 초연결으로 일컬어지는 ICT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
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정의가 채 정립되지 않은 채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영향력이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는 방
대한 디지털 정보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저작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복제, 전
송 등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저작권 학계의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일본은 이미 자유이용의 유형
으로 하는 법개정이 있었고, 영국 역시 공정이용으로, 미국은 공정사용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 동향은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공정이용’이라는 공통된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미국은
영리 또는 비영리라거나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일도양단의 판단기준은 제시
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공정사용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영국은 비영리 활용에
대해, 일본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정보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입법방식을 이용하되 일부 규정
을 변형하는 방법을 채택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서비스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문제는 빅데이터 이용을 어느 범위에서 공정이용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특
유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3)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닌 웨어러블 기
기를 통해 오감을 통한 감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웨어러블 기기는
동작정보 등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전달함으로써 이용자와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기기 역시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정보처리장치의 하
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처리장치에서의 저작물 이용이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권이
론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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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강현실로 인한 불법행위 문제
가상현실보다는 증강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포캣몬을 잡기 위해 집안에 침입
한 경우나 대문을 부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증강현실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주제이다. 소유권의 절대성 관점에서 책임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제시
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포켓몬을 내
집 앞마당에 넣었기 때문에 침입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용자 외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제 역시 저작권법제도의 영역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5) 기타 사고유발, 중독 등의 문제
한편 증강현실 기술로 인한 맹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건 확실하지만, 가상 세계에 완전히 매혹되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외에 현재까지의 증강현실 기술은 다분히 광고형·홍보형 콘
텐츠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단발적인 관심끌기 위주로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이 사용자에게 적용될 경우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쉽게 노출된다
면 그로 이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그렇듯 신기술
을 개발·개선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잠재적인 부작용 등도 다각도로 예측,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저작권제도에 특유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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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메타버스 포럼 : 저작권법 분야 발표자료312)
Ⅰ. 메타버스의 의의
1. 메타버스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의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서 가상과현실이 결합된 일종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1996년 미국의SF 소설가인 닐
스티븐슨(NealStephenson)이 그의소설 <스노우크래쉬(SnowCrash)>에서 처음 사용
했는데,313) 세컨드 라이프(2003), 로블록스(2006) 등의 게임과 함께 대중들에게 알려
지고 있는 개념이다. 기술적으로는 AR, VR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5G 등 초고속 통
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현실세계와 같
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학자
들마다 나름의 정의를 시도했다.314)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라든가,315) “가상과 현실
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된 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돈을 벌고
소비하고, 놀이·업무를 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양방
향으로 연동하는 개념,”316) 또는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기술을 통해 매
개 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된 세계”317)로 정의하기도 한다.
312) 포럼 발표자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장으로, 본 절의 내용
은 제1절의 정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음.
313) 작품속에서 메타버스를 표사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 줌으로써, 삼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영
상을 일초에 일흔두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삼차원적 동화상을
한면당 이킬로픽셀의 해상도로 나타나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게
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삼차원동화상은 완
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
니었다.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닐스테픈슨,김장환역,
『스노우크래쉬』, 새와물고기, 1996, 48-49면, 위키백과‘메타버스’에서재인용.
314)
위키백과,
‘메타버스’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D%83%80%EB%B2%84%EC%8A%A4 참조.
315) 손강민·이범렬·심광현·양광호, 「웹 2.0과 온라인 게임이 만드는 매트릭스 월드 메타버스」, ETRI
CEO Information 제47호, 2006, p. 4
316) 이승환, 한상열, 메타버스 비긴즈(BEGINS) : 5대 이슈와 전망, ISSUE REPORT l 2021.04.20.
IS-116
317) 오연주, “메타버스가 다시 오고 있다-메타버스를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현안”,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페셜리포트
2021-3.
https://aihub.or.kr/sites/default/files/2021-03/%5B%EC%8A%A4%ED%8E%98%EC%85%9C%E
B%A6%AC%ED%8F%AC%ED%8A%B8_2021-3%5D_%EB%A9%94%ED%83%80%EB%B2%84%E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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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환경의 특징(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관점)
기존에도 가상세계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 멀리 보면 언어, 문자,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등을 통해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기호)로 표현해 온 것이 인류문화의 역사
이다. 메타버스와 유사한 다양한 상상력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꾸
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오래된 미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특히
웹(World Wide Web)이 등장하면서 사이버공간과 가상세계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
해지게 되었다. 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은 기존의 일방향이던 정보의 흐름을 쌍방향
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출판, 음반, 영화, 방송 등 기존의 대중
매체는 전문적인 콘텐츠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형
태의 커뮤니케이션구조였던 반면, 인터넷 공간은 수동적이었던 다수의 이용자가 능동
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혹은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구조이다.
기존에도 전화 등의 쌍방향 통신이 존재했었지만, 메모리 기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는 가상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반면 인터넷에서는 서버를 통
해 가상의 환경이 주어지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의 활동이 기록되
면서, 현실의 세계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 게된다.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가상세계를 가능하게 했지만, 컴퓨팅, 메모리, 네트
워크 등의 기술적인 제약으로 그 한계가 존재했다.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의 가상세계
만 가능했으며, 기술의 진화와 함께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세계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컴퓨팅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아날로그정보를 단
일한 형태의 디지털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컴퓨팅 및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그결과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현
실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가상세계는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보여질 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
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현실세계에 연결되고 있으며, 워치, (안경)렌즈, HMD 등
의 기기를 통하여 현실세계에 증강(Augmentation)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산업기계 등이 IoT 기술을 통해 연결되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다양한 형
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3. 선행 연구
1990년대 중후반 국내외에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웹(World
Wide Web) 기술은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을 친숙하게 했고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다
A%A4%EA%B0%80_%EB%8B%A4%EC%8B%9C_%EC%98%A4%EA%B3%A0_%EC%9E%88%EB%8B
%A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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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활용에 관
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했고, ‘인터넷’,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헌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이들 중에서 메타버스와 연결시킬 수 있
는 비교적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연덕(2008)은 ‘세컨드라이프’를 중심으로 아바타와 아이템의 저작물성, 권리주체
(공동저작권과 기생적 저작권 등), 침해판단, 초상권과퍼블리시티권등의쟁점을분석하
였으며,이밖에세컨드라이프의소송관할,게임물성등을검토하였다.318)
박재원 유현우(2016)는 골프존 사건의 1심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VR을 통
해 저작물을 구현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가상현
실 환경에서의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과 저작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319)
박유선(2017)은 증강현실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i)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를 추출하
여 증강현실 시스템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ii) 증강현
실 기기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 전시, 변형에 따른 문제,
iii)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 수집되고 축적된 데이터의 저작물성과, 데이터의 분석과 처
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320)
박인회(2018)는

가상현실/증강현실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수신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과, 가상현실에서 ‘공중’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장소의 공개
성’과 ‘사람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기준을 확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의 공개성’과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상호 연관관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밖에 가상현실/증강현실과에서의 일시적 저장에 관한 쟁점, OSP의 면책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321)
정진근(2018)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를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캐
릭터 및 기타 등장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 침
해의 가능성 정도, 침해방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배경이나 기타 등장물, 빅
데이터의 경우 공정이용으로 보아 침해를 부정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다.
공정이용과 함께 파노라마의 자유, 부수적 이용에 대한 논의도 가상현실 등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322)
김연수(2020)는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 문화예술계가 저작물의 VR/AR 가
상체험과 온라인 관람, 실시간 현장 중계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공중송신 서비

318) 정연덕,
319) 박재원,
호, 2016.
320) 박유선,
321) 박인회,
322) 정진근,

"가상현실에서의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현실법의 적용."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 2008.
유현우,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법학논총 제40권 제4
"증강현실에서의 빅데이터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2호, 2017.
“가상현실/증강현실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2018.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5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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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기존에 공중의 대면 관람을 위하여 설치된 저작물에 대한 무
형적 복제와 공중송신 등의 이용문제를 파노라마의 자유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323)

Ⅱ.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쟁점
1. 콘텐츠 관련 쟁점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가상세계로 시뮬레이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음악이나 공연, 영상 등에 관한
전형적인 저작권 쟁점들은 가상공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기존의 법체계
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현실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았던 영역인데, 가상세계로 이
전되는 과정에 저작권 쟁점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2. 저작물성 여부
1) 캐릭터, 아바타 등
아바타 등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는 게임 등에 등장하
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
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
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24) 구체적으로

'실황야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
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
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325)
제페토 등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의 경우 플랫폼이 제공하는 픽셀이나 팔,
다리, 얼굴, 머리, 피부 등의 개별 신체 요소들을 선택하고 조합한 결과물인데, 이와
같은 캐릭터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픽셀이나
개별 신체 요소의 선택 및 조합의 결과물로 표현 될 수 있는 캐릭터의 개수가 제한적
이어서 여러 이용자들이 만든 캐릭터 대부분이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다거나, 이러한
323) 김연수, "파노라마의 자유의 운용과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4호, 2020.
324)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
32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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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및 조합의 결과물 표현이 기능적이거나 전형적이어서 달리 다르게 표현될 수 없
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선택과 조합의 개수가 무한정이어서 캐
릭터 모양이 각기 다르게 표현될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26)

2) 패션, 소품, 가구, 인테리어 등 응용미술
제페토 등 메타버스와 패션 기업 등이 제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제페토 월
드’에서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과 맵을 만나 볼 수 있는데, 이는 콘텐츠, 엔터테
인먼트, 패션 등 다양한 브랜드, IP 사업자들과의 제휴에 기반한다. 콜라보레이션 샵
의 경우 디즈니 등 애니메이션과의 제휴가 가장 비중이 높고, 블랙핑크, BTS 등과 같
은 엔터테인먼트, GUCCI 등 패션 브랜드 순이다.327)

(김지영, 2021)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패션이나 가구를 원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상세계에 재현
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
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요건을 충
족하는 패션이나 가구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창작자 등 저작권
자는 가상세계에 재현된 패션이나 가구에 대해(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지 못 하
는 물품이라면(디자인권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
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328)329) 국내 실무에서는 가구 등을 포함한 3차원 물품에 대
326) https://ilovecharacter.com/news/newsview.php?ncode=1065575411569466 참고.
327) 김지영, “메타버스 IP 확장 전략: 〈제페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1,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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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자성 혹은 분리가능성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330) 심지어 서적 표지와
같은 2차원 평면상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331)
그렇다면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패션이나 가구 등을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가상세계에서 복제하거나, 혹은 현실세계에 구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패션이나 가구는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응용미술로 보
기는 어렵다. 저작물의 성격으로는 설계도 또는 모형에 가까운 도형저작물이나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창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
로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형저작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
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작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
야한다.332) 그렇다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 및 창작성에 대한 판단과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이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
실세계에서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응용미술품이 가상세계에서 창작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다른 가상세계에서 복제하거나, 또는 현실세계에
서 그대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도 있다.

3) 건축물 등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의 공간이 가상공간에 디지털로 그대로 재현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건축물 등의 현실공간을 디지털트윈의 형태로
구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능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경우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관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각 동의 구조 및 배치계획, 단위
세대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
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
328) “드라마 ‘겨울연가’ 남녀 주인공의 코트와 목도리, 드라마 ‘대장금’의 의녀 복장과 드라마 ‘주몽’의
소서노 의상은 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드라마 ‘황진이’에
서 황진이가 입었던 한복은 그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드라마 ‘주몽’에서 주몽이 입었던 갑옷의 경우는 그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
고 2010다20044 판결.
329) Heptagon Creations, Ltd. v. Core Group Marketing LLC et al, No. 1:2011cv01794 Document 45 (S.D.N.Y. 2011) 사례에서 부동상 중개업체인 피고는 판매대상 주택의 거실에 (실제
로는 빈 공간인데) 원고의 의자, 테이블, 램프, 화분 등을 가상으로(virtually) 설치하여 TV 광고를 했
는데, 법원은 해당 가구 등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
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 등 디자인이 피해자의 창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
품인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3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33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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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여러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거나,333) 폐비행기를 활용한 레스토랑 건축물의 외관 및 설계상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징들은 폐비행기를 지상에 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이고, 원고의 레스토랑 건물이 기능적 요소를 넘어서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창작적인 디자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저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34) 등이 있다. 반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
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저작
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하여 설계 및 시공한 부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
정된다면 건축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335)
현실세계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 등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경우 (파노라
마의 자유 등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골프존 사례에서 피고는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
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각 스크린 골프장에
제공했다. 법원은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를 창작한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의 영역
(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336) 다만 2심에서는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1심에서는 피고
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또는 협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하여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
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스크린골프 운영업
체에 그 사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장에 대한 원고들의 저작재
산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었다.337)

3. 저작권의 범위
1) 온라인 공연
코로나 상황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메타버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
인으로 공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0. 4. 트래비스 스콧이 포트나이트에서
유료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트래비스 스콧의 아바타가 노래하고
유저들도 아바타로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230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333)
334)
335)
336)
337)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4라21 판결.
서울고법 2001. 8. 14. 선고 2000나3817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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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에는 BTS가 포트나이트속 파티 로얄에서 아바타 팬들 앞에서 다이너마이트
의 안무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음악 관련 사업자들이 온라인 공연을 새로운
수익창출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랙핑크를 시작
으로 ‘제페토’는 비대면 시대의 K팝 스타와 팬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으
며, 댄스 퍼포먼스 공개(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 트와이스 컴백쇼 개최 등 다양한
팝 스타의 이벤트를 메타버스로 옮겨와 개최함으로써 스타와 국내외 팬덤을 연결지어
주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 트는 각각 70억, 50억 원 제페토에 투자했으며, 제페
토 내에서 사인회, 콜라보 행사 개최 등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온라인 공연에 관한 사용료 규정
이 없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콘서트의 경우 콘서트를 주관하는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를 녹화한 콘텐츠를 VOD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전송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에 공연을 TV 생방송으로
중계하거나 인터넷으로 보여주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는 메타버스 환
경을 통해 AR/VR 기술이 접목되면서 아티스트와 관객간 쌍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무관객 온라인 실시
간 콘서트는 공연이 아니라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프라인 콘서트의
온라인 실시간 중계의 경우 현장에서 진행되는 콘서트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
고,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이 있다.338)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사용료 징수 주체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국내 아티스트가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며, 콘서트
를 듣는 관객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사용료를 어느 국가에 지불
해야 하는지에 대해 콘서트가 개최되는 국가, 콘서트를 시청하는 관객이 있는 국가,
비용이 결제되는 국가, 플랫폼이 위치한 국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물리적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가 앨범을 제작한 국가에서 사용료 납부하고 있는 점,
음원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음악권
리자에게 사용료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경우에도
콘서트를 중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사용료 납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339)

338) 김현숙, 김창규.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31.4 (2021): 433-462.
339) 김현숙, 김창규.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31.4 (2021): 449-4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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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고 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은 전시 등을 위
해 시각예술가로부터 각 목적에 따른 ‘전시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
으로 체결하는 전시 및 예술품 위탁판매 등에 관한 계약상 저작권 조항들은 대체로
저작권법상 ‘전시권’, 그 밖에 해당 작품 이미지의 목적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이용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시’에 대해 저작권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데, 법원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
다”고 해석하고 있다.34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온라인 전시,
유튜브나 가상현실 등을 통한 전시는 저작권법상 전시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예술 작품을 고화질로 복제하여 디지털 매체에 공유하는 행위는 ‘전시’를 넘어 ‘전
송’에 해당하므로, 미술관 등은 작가로부터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
다. 또한 3D,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방식처럼 예술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
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허락
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순이미지의 복제를 넘어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처리나 포토샵,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입체적 방식으로 예술작품
의 이미지를 변형 가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원작의 변형 또는 가공 수준
이 2차적저작물에 미치지는 못하나 매체의 특성 상 편집이나 포토샵, 가공 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원작자와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가
오프라인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준의 ‘온라인 전시’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 특히 상
업적 이용인 경우에 해당할 때는 관련하여 저작권료 수익분배, 이용범위와 목적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계약이 필요하다.341)

4. 저작자 : 이용자 제작 콘텐츠
소설, 영화 등 전통적인 창작물의 경우 저작자와 이용자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주어진 창작물을 이용하고 소비할 뿐이다. 그런데 인터
넷 이후의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향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작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
는 UCC 혹은 UGC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
들의 창작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단지 UGC를 게시할 수 있는 환경만을 제공하는
경우, 대체로 해당 UGC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이용자가 갖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를
340) 대법원 202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341) 캐슬린김, “시각예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저작권·계약 쟁점 - 코로나19 시기, 문화예술계가 주목
해야
할
저작권과
계약”,
예술경영,
2020.
9.
(https://www.theartro.kr/kor/features/features_view.asp?idx=3654&b_code=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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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는 형태의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 경
우에 따라서는 이용자가 제3자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 저작권침해, 공정이
용(패러디), OSP의책임 등의 쟁점이 문제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의 메가버스 환경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창작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게임 분야에서의 상황을 보면, 기존의 게임들에서는 이용자
들이 해당 게임을 변형하거나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한 형태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이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는 경우는 드물었고, 다만 아이템의 소유권
에 관하여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로블록
스 등 샌드박스형 게임에서는 게임의 이용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창작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 결과 게임플랫폼안에서 새롭게 창작된 게임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자체 게임 엔진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게임을 다른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다. 사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때는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그래픽, 디자
인, 데이터, 코드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게 된다.342) 그 결
과 사용자가 만든 게임은 로블록스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은 독립적인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원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
분에 대해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만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들이 갖는 것으
로 하되, 로블렉스가 그러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343)
342) Roblox Terms of Use 6. Intellectual Property
A. Intellectual Property
(1) Ownership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The visual interfaces, graphics, design, compilation, information, data, computer code
(including source code or object code), products, software, services, and all other
elements of the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or "IP") are protected by law. All IP
contained in the Service is our property or our users’ or third-party licensors’ property.
The IP includes UGC that has been licensed to us by our users under Section 6(B)(3)
below. Except as expressly authorized by us in these Terms, you may not make use of
any IP contained in the Service unless you get separate permission from the owner. We
reserve all rights to the IP not granted expressly in these Terms.
(2) License. Subject to your ongoing compliance with these Terms, we grant you a
non-exclusive, personal, limited, revocable, non-transferable license to use the Service
on compatible devices that you own or control for your personal, entertainment use.
This includes the right to download and use software that we make available for
download as part of the Service, in object code form only. This software is licensed, not
sold, to you for use only pursuant to the Terms and only in connection with your use of
the Service.
https://en.help.roblox.com/hc/en-us/articles/115004647846-Roblox-Terms-of-Use
343) Roblox Terms of Use 6. Intellectual Property
B. User Generated Creations - Users, Devs and Groups
(3) Ownership of UGC and License Grant to Roblox.
For any UGC that you have ever Provided or that you will Provide (whether created sol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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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 사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UGC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제페토 플랫폼에서
는 사용자들에게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화, 디자인, 아이콘, 사진, 동영상 등 다
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페토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제페토
운영사인 (주)네이버 제트에게 있다. 사용자들은 제페토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
여 사진, 동영상, 텍스트, 그래픽, 아이템 등의 사용자 콘텐츠(UGC)를 제작할 수 있
다. 사용자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제페토에게 현
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 및 배포매체에 해당콘텐츠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다.344)
by you or together with others) (a) between you and us or you and users, you retain all
copyrights that you may hold in the UGC, and (b) in consideration of using the Service
and the potential to earn Robux as discussed in the Robux section, you grant us a
perpetual, irrevocable, worldwide, non-exclusive, royalty-free right and license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to any person or entity, whether a user of the Service or not) to
host, store, transfer,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including by means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s and on a through-to-the-audience basis), reproduce (including in
timed synchronization to visual images),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of, distribute,
and use in any way the UGC that you Provide, in whole or in part, including
modifications and derivative works, in any media or formats (tangible or intangible) and
through any media, items or channels (online, offline, or others, now known or hereafter
developed), including for publicity and marketing purposes (except that you are not
granting us any license to make new or derivative video games using your UGC). Kindly
note that if you Provide UGC (such as a catalog item or other items to or for the
Service),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remove or modify that UGC (unless Roblox
provides tools for you to remove or modify that specific type of UGC, or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law). When using the Service, you may be prompted to grant other Roblox
users the right to use your UGC. If you agree to grant this right, other users may use
your UGC to create their own games and other UGC on the Service, and you will not be
entitled to any revenue that those other users earn, even if they use your UGC.
https://en.help.roblox.com/hc/en-us/articles/115004647846-Roblox-Terms-of-Use
344) 제페토 이용약관
3. ZEPETO 콘텐츠 및 사용자 콘텐츠
1) "ZEPETO 콘텐츠"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화, 디자인, 아이콘, 사진, 동영상, 기타 문구를 의미합니다(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대상
으로 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은 제
외). “ZEPETO 콘텐츠”의 선택과 배치 등을 비롯하여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권 및/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은 네이버 제트에게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보
호받습니다.
2) 사용자는 “ZEPETO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 텍스트, 그래픽, 아이템 및 기타 자료(이하 “사
용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며, 전송 및 저장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
버 제트 주식회사는 사용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ZEPETO에서 하는 활동에 기
초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 기능을 제안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ZEPETO를 경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용자는 개인정보 설정에 따라 본인의 “사용
자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다만 “ZEPETO 콘텐
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귀속에는 영향이 없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
든 데이터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입니다. “사용자 콘텐츠”를 ZEPETO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는 현
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 및 배포 매체에 해당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기계 학습 및 네이버
제트 주식회사 단독 또는 계열사와 합작 R&D 목적으로 얼굴 이미지, 사진,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개인정보 설정에 따라 본인의 사용자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자신이 제작한 “사용자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이버 제트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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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및 제페토의 플랫폼과 이용자 창작 게임(UGC)의 관계는 소프트웨어 플랫
폼과 애플리케이션의 관계와 유사하다. 특정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SDK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는 플랫폼에서 제공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다. SDK 라이선스에서는 SDK의 사용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범위에서 SDK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범
위를 해당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SDK라이선스에
는 호환가능한(compatible)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
로만 SDK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비호환안드로이드를 포함한 다른 플
랫폼용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45)

5. 플랫폼(공간정보 등) 관련 쟁점
1) 저작물성 여부
지도 등의 공간정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지
도 등의 창작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는 지도·도표·설계
도·약도·모형 등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
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
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346)

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통지 없이 “ZEPETO 콘텐츠”가 포함된 “사용자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네이버 제트는 이러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zepeto.me/hc/ko/articles/360047786633-%EC%9D%B4%EC%9A%A9%EC%95%BD
%EA%B4%80
345) Android Software Development Kit License Agreement
3.1 Subject to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 Google grants you a limited, worldwide,
royalty-free, non-assignable, non-exclusive, and non-sublicensable license to use the SDK
solely to develop applications for compatible implementations of Android.
3.2 You may not use this SDK to develop applications for other platforms (including
non-compatible implementations of Android) or to develop another SDK. You are of
course free to develop applications for other platforms, including non-compatible
implementations of Android, provided that this SDK is not used for that purpose.
3.3 You agree that Google or third parties own all lega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SDK, including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subsist in the SD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any and all rights under patent law, copyright law, trade secret
law, trademark law, and any and all other proprietary rights. Google reserves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to you.
https://developer.android.com/studio/terms.
34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 179 -

2) 지도
전국도로관광지도에 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
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
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
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
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원고 지도의) 표현방식과 그 표
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은 원고들 주장의 지도책들 발행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
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
유사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창
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347)
또한 여행책자의 저작권 관련 사례에서도 “(원고 책자에 실린)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되는 마인강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건물, 지하철 등의 인문
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도 일반적인 여행지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
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도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
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48)
반면 춘천시 관광지도에 관한 사례에서 법원은,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
하는 관광지도의 제작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
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남이섬과 같은 관광명소들을 실
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
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 원고의 지도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였다.349)

3) 정사영상
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
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350) 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항공(위성)촬영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상간의 밝기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
보정, 항공사진의 중심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영상집성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347)
348)
349)
35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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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업권역을 비롯하여 기 구축된 인접 정사영상과의 시계열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영상집성시의 접합선은 기복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지 않은 산 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선정하여 영상 색상의 연속성 및 지물의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한다.
나아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정사영상은 군사시설이 삭제된 항공사진으로 제작하는
등 국가주요목표시설물, 군시설 등의 보안대상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351)

4) 연속지적도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
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하며,35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
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
다.353)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

351) 국토지리정보원, ”20년도 정사영상 제작(경기권역) 및 전국 정사영상 통합 구축” 과업지시서, 2020.
3.
3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9호.
3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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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354)

5) 연속지적도의 창작성 논의 : 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공간정보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
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입체모형과, 지상 또는 지
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실내공간정보도 포함된다.355) 입체
모형과 실내공간정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은 그 대상이 되는 인공적인 객체 또는
구조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 건물 등의 창작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
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356)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법은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을 갖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
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
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공간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357)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나 국토정보공사 등은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다.358) 이러한 점에서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제공하는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여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등을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354)
355)
356)
357)
3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9의2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2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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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공간정보가 이와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포함한 ‘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하는데,359)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
한 문서로서의 ‘고시(告示)’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저작권의 제한
1) 공공저작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
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가 공공저작물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저
작권정책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
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i)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
우, ii)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iii)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iv)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간정보
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
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및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
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60)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는 i)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와 ii) 법
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간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는 i) 공개될 경우 공공

3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9호.
360)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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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ii)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iii)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가 포함된다.361) 비공개 공간정보는 원칙적으로 공
개해서는 안되며,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
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중에서 현행 규정상 비공개
공간정보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보안시설 등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영상 또는 3차원 입체자료이거나, 2차원 좌표가 포함
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는 공개가 제한된다.362)

2)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기본공간정보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입체모형도 포함된다. 그런데
입체모형 등의 공간정보로 표현되는 인공 객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
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체모형 등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실외공간에 조성된 조각상이나 건축물을 디지털트윈으로 표현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
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가령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의 건축물
들을 3차원 입체모형으로 표현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2
항 본문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골프존 사례에서와 같
이 저작물을 표현한 공간정보를 스크린골프 운영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사용 등 다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35조2항4호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
입체모형 등 건축물의 외부에 관한 공간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측량을 통

36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49호, 2017. 12. 28)
362)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152호,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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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
부에 관한 공간정보는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소방 등 재난/재해 등의 관
리를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실내공간정보가 포함된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건축물 등의 설계도면을 디지털트윈의 구축에 활용하는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가 동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
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산자료에는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포
함되며, 건축설계 과정에서 생성되는 설계도면 등을 포함하는 설계도서가 포함된다.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363)
건축법에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설계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용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활용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3
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건축물 등에 대한 디지털트윈을 소방 등 재난/재해,
기타 행정 목적을 위해 내부자료로서만 이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저작자
1) 창작자 원칙과 업무상저작물, 양도계약
저작권법상의 창작자 원칙에 따라 공간정보를 실제로 창작한 자가 저작자에 해당하
게 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창작자의 사용자가 저작
자가 될 것이다. 실제 측량은 외부 업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발주처가 계약에 의해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경우에도 용역 성과품의 소유에
관하여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조사 또는 구입한 각종 자료 등 용역 성
과품에 대한 저작권, 판권, 특허권(이를 포함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6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
합기준점, 지오이드, 위성기준점), 영상정보(항공사진, 정사영상, DEM), 수치지도, 온
맵 등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저작권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
료의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365)
363)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건축시스템 운영규정 등.
364) 국토지리정보원, ”20년도 정사영상 제작(경기권역) 및 전국 정사영상 통합 구축” 과업지시서, 2020.
3.
365)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4350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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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측량도면(plans of survey)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분쟁
사례가 있었다. 캐나다에서 측량도면은 측량사들에 의해 작성되어 각 주의 법률에 따
라 등록되고 보관된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Teranet사를 통하여 측량도면을 포함한
등록부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 이후 Teranet사는
전자 등록부의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측량도면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 측량사들이 Teranet사를 상대로 측량도면에 관한 저작권 침
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해당 측량도면등의 저작권이 주정부에 있음을

주장했다. 캐나다 저작권법 제12조는 여왕 또는 정부의 지시 또는 감독에 의해 출판
되거나 출판 준비가 행해지는 저작물은 여왕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66)
법원은 측량도면이 정부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출판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저작물
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367)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공간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할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저작권법상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된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본공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68)

8. 플랫폼/시스템 측면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도 필요하다.369)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
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메
타버스 플랫폼 운영자도 OSP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6) Where copyright belongs to Her Majesty
12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privileges of the Crown, where any work is, or has
been, prepared or publish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Her Majesty or any
government department, the copyright in the work shall, subject to any agreement with
the author, belong to Her Majesty and in that case shall continue for the remainder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and for a period of fifty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at calendar year.
367) 박형민, “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368)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369) 김혜창, “메타버스와 OSP 책임 제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보호분과 제2협의회 발표자료,
2021. 8.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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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데 있어 OSP가
저작권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OSP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내에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Hosting’ 유형(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
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
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하
는 OSP의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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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메타버스 포럼 : 기술·산업 분야 발표자료370)
Ⅰ. 메타버스의 의의 및 특징
1. 메타버스의 정의
메타버스는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사전적인 의미의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개념,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
나들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주로 일컫고 있다. 명확한 정의가 따로
되어있지 않아, 여러 전문가들이 메타버스를 해석하고 개념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
고 있다.
메타버스 설명을 듣고 나면 “롤플레잉 게임과 다른 점은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일상을 남기는 것도 메타버스인가요?”, “AR/VR 기술을 활용하
는 건이 메타버스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한다.
메타버스는 이렇듯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
만, 다른 큰 차이점은 사용자가 직접 아이템이나 공간을 만들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경제 활동을 통해 실제 화폐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 즉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포함
하여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몇 가지 속성들을 살펴봄으로써 메타버스의 특징을 더 이
해할 수 있다.

2. 메타버스의 특징
메타버스는 기존의 게임이나 AR/VR 콘텐츠 등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미디어 전문가 매튜 볼(Matthew Ball)이 2020년에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적인 메타버스의 7가지 핵심 속성은 다음과 같다.371)

1) 지속성 (Be persistent)
메타버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리셋", “일
시중지",”종료" 등 없이 무기한 계속되어야 한다. 기존의 여러 서비스는 이용자가 적
어지거나 사업 수익성이 약화되면 회사가 해당 서비스 운영을 “종료"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기업의 서비스 종료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한다면 계속 해당 서
370) 포럼 발표자 김경애 LG전자 OST리더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장임.
371) https://www.matthewball.vc/all/themetavers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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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시성 (Be Synchronous and live)
"실제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된 자체 포함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메
타버스는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일관되게 존재하는 생생한 경험이어야 한다.

3) 무제한 사용자 참가 (Be without any cap to concurrent users)
동시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각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존재감"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특정 이벤트, 장소, 활동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완전한 경제 시스템 (Be a fully functioning economy)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광
범위한 "일"을 만들고, 소유하고, 투자하고, 판매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5) 확장 가능한 경험 (Be an experience that spans)
메타버스는 디지털 및 물리적 세계, 사적 및 공용 네트워크, 개방형 및 폐쇄형 플
랫폼 모두를 아우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6) 상호 운용성 (Offer unprecedented interoperability)
메타버스는 확장 가능한 경험에서 데이터, 디지털 항목/자산, 콘텐츠 등의 전례 없
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트나이트에서 총을 장식하는 데 사용
하는 스킨을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 세계에서
설계된 자동차를 로블록스에서 동작하도록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의 디지털 세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점이 자체 통화를 사용하고 각각의 인증 수단을 요구하며 신발이
나 칼로리 등과 같은 것에 대한 독점 측정 단위가 있는 쇼핑몰인 것처럼 작동한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한다.

7) 참여자에 의한 창작/운용 (created and operated by an incredibly wide range
of contributors)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여자가 만들고 운영하는 "콘텐츠"와 "경험"으로 채워져야 한다.
기여자는 독립적인 개인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그룹이나 상업적인 기업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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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매튜 볼의 정리는 완벽한 메타버스 모델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3. 메타버스 사례
COVID-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존에 주로 개인이 이용하던 메타버스 플
랫폼을 실제 여러 기업에서 활용한 사례들이 급진적으로 늘었는데, LG전자에서 메타
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사내과정 수료식,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진행, 비대면으로
전시를 진행한 아트 갤러리 등을 사례로 살펴보자.
LG전자 사내과정 수료식372)은 기존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진행하던 수료식이 비대
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이용하여 진행한 사례이다. 마인크래프트
가상 공간에 LG 트윈타워와 카네기멜론 캠퍼스를 직접 구축하고, 각 수료자들이 메타
버스 아바타로 참석하였다. 각자 마인크래프트 안의 LG 트윈타워에 모여 비행기를 타
고 카네기멜론대학으로 이동한 후 실제 카네기멜론대학 교수가 수료식을 함께 하는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또한 LG전자에서 이벤트로 진행한 글로벌 기부 캠페인은 동물의 숲과 포트나이트
에서 진행한 것이다.373) 동물의 숲 게임에 접속하여 방문 코드를 입력하면, LG전자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LG 홈 아일랜드를 방문할 수 있고, 섬을 방문한 후에 게임
속 해비타드존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해시태그로 SNS에 올리면 공동 기부에 참여하는
이벤트였다.
마지막으로 LG 시그니처 아트갤러리374)는 비대면 고객을 위한 디지털 갤러리로,
유명 건축가가 직접 설계와 디자인을 맡았고, LG전자 제품들과 예술 작품을 함께 전
시한 것으로, 관람자들이 화면을 360도 회전하며 다양한 각도로 전시를 즐길 수 있
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 외에도 비대면 교육과 재택 근무로 인해 최근 활용 중인 메타
버스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게더타운375)이다. 게더타운은 별도
372)
373)
374)
375)

https://live.lge.co.kr/lg-metabus
https://live.lge.co.kr/lg-come-home-challenge-2/
https://www.lgsignatureartgallery.com/
https://gather.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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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가상 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고, 별도의 계정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더타운에 가상 공간의 사무실을 만들
고, 사무실에서 일하듯이 접속해서 재택 업무를 할 수 있다. 사용자들끼리 서로 똑똑
두드리면 (Ring 기능) 화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각자의 컴퓨터 화면을 함께
공유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실제 옆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업무 능률
이 향상된다. 또한 회의실 공간에서는 별도의 화상회의 툴을 예약할 필요 없이 모든
사용자가 함께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고 휴게실 같은 공간에서는 테트리스와 같은 간
단한 게임 등을 즐길 수도 있다. 이렇게 게더타운은 소규모 재택 근무를 위한 공간
외에도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이나 연회장 같은 이벤트 공간으로도 많이 활
용되고 있으며, 직접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하여 각 이벤트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메타버스의 대표 사례로 일컫는 비대면 공연 중 하나는 포트나이트 파티 로열에서
공연하는 트래비스 스콧의 모습이나 포트나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새로운 뮤직비디
오 안무 버전을 최초로 공개한 BTS 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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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메타버스 플랫폼과 비즈니스
1.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은 ‘증강
(Augmentation)’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intimate, identity-focused)’과 ‘외적인
것(external, world-focused)’이라는 두개의 축을 통해 메타버스를 가상세계(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
(Lifelogging)이라는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376)

현재 이렇게 구분하는 것 또한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며,
여러 메타버스로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 구분의 경계에 있거나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기도 한다.

1) 가상세계
첫번째, 가상세계(Virtual Worlds)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세계를 확장시켜 유사하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구축한 세계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
376) http://www.metaverseroadmap.org/overview/ 참조

- 192 -

경, 등장인물, 사회 제도 등을 디자인한 세계를 지칭하기도 한다.377) 대표적인 서비스
로는 세컨드라이프,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세컨드라이프378)는 린든랩이 개발한 일종의 3D 게임의 한 종류인데, 사용자(세컨드
라이프의 주민)가 직접 건물이나 의상 등인 ‘오브젝트'를 제작하고 창조하여 판매도
가능한다. 마치 일상 생활을 가상 환경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괴롭힘, 폭행 등을 금지
하는 규정까지도 존재한다.
로블록스379)는 미국의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한다는 유명한 게임으로, 사용자가
로블록스 기반으로 게임을 직접 제작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직접 즐
길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포트나이트380)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하여 유통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지만, 게
임 안에 ‘파티로얄'이라는 평화지대가 존재한다. 이 소통 공간을 통하여 단순히 게임
만 하는 공간이 아닌 Z세대가 또래와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대표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비교가 되고 있다.

2) 거울세계
두번째, 거울세계(Mirror Worlds)는 물리적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추
가 정보를 더하여 구축한 세계를 의미한다.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
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 낸 메타버스이다.381) 구글어스, 업랜드, 마인크래프트 등이
대표적이며, 골프존이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디지털트윈도 이 세계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구글 어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성 이미지, 지도, 지형 및 3D 건물 정보
등 전 세계의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위성 영상 지
도 서비스이다.
업랜드382)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지구와 똑같은 가상의 지도에서 땅따
먹기하는 게임으로, 실제 건물과 교통 시설 등을 게임 안에서 구입하여 이를 활용해
임대료, 교통비를 받아 재투자할 수 있으며 업랜드 안에서 거래도 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게임 기업인 컴투스가 업랜드에 투자사로 참여했다고 밝혀 이후 변화가 기대
된다.
어스2383) 또한 업랜드와 비슷하게 가상 부동산 플랫폼의 일종으로 부동산 뿐만 아
니라 작품, 상품 같은 재화를 가상 화폐로 경매, 구매할 수 있다.

377)
378)
379)
380)
381)
382)
383)

김상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0, 212면 이하.
https://www.secondlife.com/
https://www.roblox.com/
https://www.epicgames.com/fortnite/ko/home
김상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0, 256면 이하.
https://play.upland.me/
https://earth2.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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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384)는 2011년 모장 스튜디오에서 서비스하는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으로,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채광(Mine)과 제작(Craft)을 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것이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혼자, 혹은 여럿이 생존하면서
건축, 사냥, 농사, 채집 등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등 정해진 목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인크래프트에는 정해진 목적과 스토리가 사실상 없다. 사용자가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최근에는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유튜브로 서비스를 하는 인
기 유투버들이 많다.

3) 증강현실
세번째,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물리적 환
경에 가상의 사물 및 인터페이스 등을 겹쳐 놓음으로써 만들어지는 혼합 현실을 의미
한다. 포켓몬고, 인그레스, 제페토가 대표적이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i)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보는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
체를 입혀서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ii)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어떤 기계장치, 설치
물을 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 iii)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상호작용 규칙을 만들고 그
런 것들을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고 소통하며 즐기는 방식 등이 있다.
포켓몬고는 2016년 출시된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현실 공간을 이동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출현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고 강화시켜 대전을
하는 게임이다.
인그레스385)는 GPS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실제 위치와 가까운 동상, 기념물, 건축
물, 벽화 등의 “포탈"을 찾아 상호작용하는 게임으로,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계
속해서 게임에 배경 스토리를 알려준다.

4) 라이프로깅
네번째, 라이프로깅(Life Logging)은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과 같은 정보
를 직접 또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이며,386) 대표적
인 서비스로는 페이스북360, 트레이닝 클럽 카카오스토리 등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360은 기존의 페이스북에 VR 콘텐츠를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360도 파노라마 사진이나 360도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주요 대상이다.
트레이닝 클럽은 나이키에서 서비스하는 홈트레이닝 어플로 핸드폰과 외에도 워치
384) https://www.minecraft.net/ko-kr/login?return_url=/ko-kr/profile
385) https://www.ingress.com/
386) 김상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0, 9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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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해준다.

2. 메타버스 비즈니스
미시적인 차원에서 메타버스 비즈니스는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이므로,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용자 확보 -> 아이템 판매 -> 광고 플랫폼 -> 현실 연계 상품 판매"의
프로세스를 많이 따르는 편이다.387)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 분야도 콘텐츠
제작 및 판매, 가상공간 비즈니스, 가상과 현실을 잇는 마케팅, 구독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콘텐츠 제작 및 판매
로블록스는 콘텐츠 제작 및 판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용자 수가 많고 프리미엄
멤버쉽 구매 시 사용자가 제작하거나 소유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
며, 이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블럭스 내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활
발하게 개발 중이다. 연간 2천만 개의 게임이 로블록스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8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35만 명은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즉, 로
블록스 게임 내에서 게임 개발을 위해 상시 거주하는 인력이 35만 명은 된다는 의미
이다.388)
또한 제페토는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 아이템을 출시하기도 한다. 최근 화제
가 되었던 현실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구찌 가방을 메타버스 안에서 3,000원 정도만
지불할 수 있어 출시 열흘 만에 40만건 이상이 판매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페토 역
시 직접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아이템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인 제페토 스튜

디오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용자 누구나 손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아이템 템플릿을 제공할 뿐더러 2D 이미지로 3D 디자인도 가능하다.
올해 초 리그 오브 레전드(롤) 게임 역시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세나"
프레스티지 스킨을 출시하였다. 세나 프레스티지 스킨은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디자인
한 것으로 루이비통 특유의 로고가 담긴 무기를 사용하는 디자인이다. 리그오브레전
드는 지난해 9월에도 루이비통과 콜라보하여 롤 전용 캡슐 컬렉션을 출시하였는데,
루이비통과 롤의 로고를 결합해 의류,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을 출시하여 47종의 한
정판 아이템을 제작하였는데, 출시된지 1시간도 안되어 매진되었다.

387) 이시환, 메타버스의 시대 119면.
388) 석왕현,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생태계 분석,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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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공간 비즈니스
가상공간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포트나이트
는 ‘세이브 더 월드(PVE)’, ‘배틀 로얄(PVP)’ 등 일반적인 형태의 게임에서부터 ‘포크
리’, ‘파티 로얄’ 등의 소셜 기능이 추가된 모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사용자가 제작한
게임을 포크리 모드를 통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파티 로얄 모드는 게임 공간 내
영화, 뮤직 비디오, 공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북미 주요 뮤지션인 트래비스 스캇
(Travis Scott)은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공연을 통해 2천 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
였을 뿐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389)

3) 가상과 현실을 잇는 마케팅
일반적으로 가입자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 매출을 올리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버스에도 적용된다. 제페토는 디지털 광고 매출 외에도 가상 공간상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입점을 유도함으로써 입점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이키, 컨버스, 구찌 등은 제페토 어플리케이션 내에 입점하고 있다. 또한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는 이미 게임이라는 가상환경 내에 광고를 도입하고 있다. e-스포츠
내에 “소환사의 협곡 아레나 배너" 광고를 도입한 것인데, 해당 광고는 선수들의 화면
에는 보이지 않고, 시청자들이 보는 중계 화면에만 노출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마치
실제 올림픽 광고를 연상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동물의 숲 내에 만든 LG전자의 올레드 섬도 일종의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동물의숲 사용자들에게 방문 코드를 입력하여 올레드섬을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섬 안을 돌아다니며 마치 게임을 즐기면서 힌트를 모으는 과정에서 올레드TV 정보를
자연스레 접하게 하여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광고와 게임
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광고라고 느끼기보다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389) 석왕현,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생태계 분석,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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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독 서비스
엔씨 소프트는 2021년 1월 소셜서비스에 가까운 유니버스를 출시하였다. 연예인들
과의 소통을 전문으로 하며, 해당 연예인의 팬으로써의 활동 을 모두 기록해 주는(앨
범구매, 팬미팅, 콘서트 참석 등) 라이프로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프라이빗콜(AI
보이스로 연예인과의 통화)이나 연예인 아바타(모션캡처)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
자가 만든 저작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다.현재 연예인 채널은 11개이며, 사전 예
약자만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매출 구조는 구독 서비스이며,
구독료(멤버십)는 기본 월 3,500원에 연예인을 선택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390)

Ⅲ. 메타버스 관련 기술
1.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매튜 볼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을 다음과 같이 8개로 분류하여 설
명하고 있다.391)

390) 석왕현,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생태계 분석,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391) https://www.matthewball.vc/all/forwardtothemetaverse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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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메타버스에 접근하거나 상호 작용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물리적
기술 장치로, 메타버스를 보완한다.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XR 기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VR HMD나 AR 글래스와 같은 단말과 자연스러운 영상 생성을 위한 모션 캡처 장비
등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할

수 있다. 단말의 경우 2020년 10월에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2와 같이 기존 HMD에 비해 무게, 크기,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이나 해상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모션 캡처 장비는 전신슈트, 핸드모션, 장갑, 관절 슈트,
AI 엔진과 일반카메라, AI엔진과 키넥트 등 다양한 제품의 출시와 정확한 모션 캡쳐
라는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392)
디스플레이를 위한 VR HMD나 AR 글래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스북의 오큘러
스 퀘스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를 들 수 있다. 개인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는 현재 여러 VR 게임들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즐길 수 있고, 새로
운 가상 회의 공간 등을 몰입도 있게 느끼게 한다. 최근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기업을
인수하고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선두 주자로 가고자 하는 행보는 메타
버스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한 요소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오큘러스 퀘스트와 같은 VR
장비는 실제 공간을 볼 수 없어 답답하고 안전성의 이슈가 문제되는 가운데,
MR(Mixed Reality)의 일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는 실제 공간에 3D 영상
이 나타나는 카메라와 이를 다룰 수 있는 카메라를 갖추고 있어 이 단점을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XR 헤드셋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를 인지해 마치 가상 현실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
제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가상 환경에서의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 안에서만 움직여도 가상 환경에서는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
시각, 청각, 공간 이동 외에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중요한 하드웨어로 꼽히는 것은
XR 장갑이나 햅팁 슈츠 등을 들 수 있다. XR 장갑은 사용자에게 심장 박동을 전달
한다던가 하여 더 현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촉감을 가상 현실에 전달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햅틱 슈츠는 의복 형태로 제작되어 온몸으로
실제 가상 현실의 느낌을 전달받고 현실을 전달할 수 있으며, 현재 출시된 햅틱 슈츠
는 다음 표393)와 같다.

392) 김재현. “메타버스 시대 플랫폼 서비스에 필요한 XR 기술”, DMC XR 기술 세미나, 2021.05.26.
393)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462&site=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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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재하는 하드웨어 외에도 냄새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오감을 더 자극하는 여
러 하드웨어 개발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2) 컴퓨팅
컴퓨팅으로 분류되는 것은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컴퓨터 성능으로 물리적 계산, 렌
더링과 같은 실시간 화면 처리, 데이터 조정 및 동기화, 인공 지능, 프로젝션, 모션
캡처 및 번역과 같은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컴퓨팅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예를 들어 가상환경에는 NPC(Non Player Character)라 불리는 실제 사용
자가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캐릭터가 많이 존재한다. 게임을 위하여 도우미 역할을 하
거나 스토리 구성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움직이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또한 모션 캡쳐나 가상 현실을 렌더링을 실제처럼 하려면 실시간 컴퓨팅이 받쳐 주어
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컴퓨팅의 일부이자 메타버스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게임 엔진을 들 수 있다.
게임 엔진은 전통적으로 게임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등 3D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개발
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다양한 XR 콘텐츠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유니티 엔진394)과 에픽소프트의 언
리얼 엔진395)이다. 게임 엔진은 3D 기반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 빛의 변화, 명암, 객
체 움직임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3D 게임과 XR 콘텐츠는 유니
티와 언리얼로 개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니티는 전 세계 게임 엔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
니티를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포켓몬고, 제페토, 이프랜드, 디센트럴랜드 등
이 있다. 유니티는 접근성이 높고 개발이 빠르다는 장점과 함께 개인 사용자는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앱 개발을 많이 하는 개인 사용자도 많이 이
394) https://unity.com/
395) https://www.unrealeng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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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편이다. C#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소스 코드는 제공되지 않는다.
언리얼은 가장 강력한 실시간 3D 제작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 포트나이트가 있다.
언리얼은 프로젝트 템플릿 세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XR 개발을 쉽게 시작할 수 있
게 하는 장점이 있다. XR 공간 개발 시 언리얼의 또 다른 장점은 기본 템플릿에서
일반적인 물리 상호 작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리 상호 작용 구현
이 유니티에서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점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언리
얼은 C++을 사용하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유니티와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이 산업용 개발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는 자동차, 물류,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실제 오프라인 환경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객체를 3D 그래픽으로 만들어 물리 상호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디지털 트윈도 이와 같은 게임 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
고 있다. 유니티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삼성중공업, LG CNS, 건설사 등과 협업
중이다.
최근에는 이 두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웹XR 기술이 나오
고 있다. 웹 XR은 일반적으로 웹이 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웹 XR은 콘텐츠 생성이 빠르고 변경이 자유로운 점, XR 기기가 새롭게 추가되
어도 코드 수정이 필요없다는 점, 사용자 입장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웹과 마찬가지로 호환성이 가장
큰 단점이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모두 지원하기가 어
렵고, 특히 웹XR 기술을 아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존재한다.

3) 네트워킹
네트워킹은 백본 제공자, 네트워크, 교환 센터, 이들 사이를 라우팅하는 서비스 및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의한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과 끊기지
않고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대역폭 및 분산형 데이터 전송 등을 의

미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가
능하게 하는 주요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버 제공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환경, 백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가상 플랫폼
사용자와 기업이 다양한 경험(예: 자동차 경주, 그림 그리기, 수업 참석, 음악 듣
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기존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수익을 얻는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였던 반면 메타버스는 콘텐츠 제작자 생
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온라인 플랫폼 및 게임과 차별화된다.396) 앞서 살펴
396) https://www.matthewball.vc/all/forwardtothemetaverse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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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상 환경이 대부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5) 교환 도구 및 표준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실제 또는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메타버스의 생성,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프로토콜, 형식, 서비스 및 엔진 등을 의
미한다. 이러한 표준은 렌더링, 자산 형식과 경험에서 경험으로의 가져오기/내보내기,
순방향 호환성 관리 및 업데이트, 도구 및 저작 활동, 정보 관리를 지원한다.397)

6) 지불 서비스
지불은 디지털 지불과 관련된 프로세스,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의미
한다. 기존에 싸이월드에서 현금으로 도토리를 구매하여 싸이월드 내의 가상화폐인
도토리가 통용되었던 것처럼,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도 자체 가상화폐를 운영
하고 있다.
제페토도 도토리와 같은 가상화폐인 젬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로블
록스 역시 게임 내에서 로벅스라는 자체 가상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제페토의 젬이
나 로블록스의 로벅스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페이팔 같은 금융 서비스나 지급 요청
을 통하여 현금화할수있다. 이와 같은 특정 플랫폼 하의 가상화폐는 다른 가상화폐와
의 교환이 어려워서 자산 호환성에 제약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메타버
스 내에 암호화폐가 직접 통용되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메타버스에서는 암
호화폐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에서의 결제수단은 마나
라는 독자적 암호화폐이다.

7) 콘텐츠
메타버스인 마인크래프트나 동물의 숲이 기존 게임과 다른 점은 사용자가 직접 게
임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제 수치화가 불가능한 수준
이다.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의 땅넓이만 보자면 지구의 8배 넓이 정도가 된다고 한
다. 만약 한 제작자만 게임의 콘텐츠를 만들게 했다면 지금의 마인크래프트는 존재하
지 않고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8) 사용자 행동
메타버스와 직접 관련거나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비즈니스 행동에서 관찰 가능한
변화이다. 이러한 행동은 초반에는 트렌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속적인 글로벌 사
회적 중요성을 보여준다.398)
397) https://www.matthewball.vc/all/interchangemetaverse
398) https://www.matthewball.vc/all/userbehaviors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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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팬덤 기반 메타버스인 위버스399)나 유니버스400)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위
버스는 하이브(빅히트)의 자회사 beNX에서 개발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위버스에
서 K-pop 가수와 팬이 SNS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일부 콘텐츠가 위버스 가입
자에게 전용으로 제공된다. 그렇다고 위버스가 굿즈를 판매하거나 마케팅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BTS가 기존에 팬들과 소통하던 여러 플랫폼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브
이앱 등과 다른 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팬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작을 통해 또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BTS의 SNS
마케팅 채널을 단일화할 수 있다는 점, 여러 아티스트들을 참여하여 BTS와 비슷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팬덤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위버스 컴퍼니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인수함으로써 사용자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표준화 및 오픈소스
메타버스 플랫폼 표준화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로 다
른 기업에서 만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가 호환되게 만들어 가상 세계
에 있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방문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올해 초 인터뷰를 통해 미래 메타버스 업계에 개방성
이 더 필요함을 논의한 적이 있다.
아직 국내외 모두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에 대한 표준화 진행에 대해 시작된 바는
없다.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 표준화 이전에 메타버스에 포함되는 각 기술에 대한
표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기술
의 표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개방형 메타버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며 기존 폐쇄형 플랫폼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 메타버스에 적
용되는 오픈소스 기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 게임 엔진
메타버스에 중요한 요소인 게임 엔진 또한 오픈소스로 전환되고 있다. 아마존이 자
사의 클라우드 기술과 크라이엔진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 엔진으로 럼버야드가 있다.
이는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점유율이 높지는 않지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최근 아마존은 럼버야드를 개선한 오픈소스 게임 엔
진인 '오픈 3D 엔진(O3DE)'를 공개했다. O3DE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아파치 라이
399) https://www.weverse.io
400) https://www.universe-offici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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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 2.0'를 적용받으며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고 아마존, 액셀바이트, 화웨이, 인텔
등 20개 파트너사가 참여한 오픈 3D 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아마존이 이 게임엔진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어 보인다.
디폴드는 원래 스웨덴 게임 업체 아발란체 스튜디오에서 내부용으로 만든 게임 엔
진으로 ‘캔디 크러쉬’ 게임 제작사로 유명한 킹(King)으로 디폴드 기술이 이전돼 활용
되다가, 2016년부터 오픈소스 기술로 공개됐다.401)

2) 호스팅 서버
오픈 시뮬레이터(OpenSimulator)402)는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오픈소스 서버 플랫폼이다. 가상세계인 세컨드라이프와 호환되긴 하지만, 호환성이 설
계 목표인 것은 아니다. 오픈 시뮬레이터 역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로봇 시뮬레이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이자 영국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사인 딥마인
드는 로봇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무조코를 인수했다. 딥마인드는 무조코 인수와 함
께 무조코를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아파치 라이선스 2.0'으로 공개하여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로봇 공학에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데 있어 오픈소스 도구가 중요해
졌다"며 "오픈소스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검증하고, 검증된 모델의 개방형 라이브
러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403)

4) AR 콘텐츠 개발
구글은 AR 콘텐츠 개발을 돕는 SDK ‘AR코어(ARCore)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AR코어를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기기용 AR 콘텐츠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 정책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보다 많은 AR 콘텐츠가 생겨나도록 환경을 조
성해주기도 한다. 게임 기업 밸브도 비슷하게 자사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용 VR
콘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SDK를 ‘오픈VR’이라는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404)

5) 웹XR 기술
모질라 재단은 그 어떤 기업보다도 웹XR 기술 개발에 열심이다. 아예 웹XR 전용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리얼리티라는 기술을 만들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사용

401)
402)
403)
404)

https://www.oss.kr/oss_guide/show/528350cb-4b0e-412f-86ad-24cb1a846fb4?page=1
http://opensimulator.org/wiki/Main_Page
https://www.codingworl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8
https://www.oss.kr/oss_guide/show/528350cb-4b0e-412f-86ad-24cb1a846fb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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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가상현실 안에서 파이어폭스 리얼리티라는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웹서핑을 하거
나 브라우저 안에서 영상 콘텐츠도 볼 수 있다. 또한 로블록스나 페이스북 호라이즌
과 유사하게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허브’라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허브에선 사용자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간을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사진이나, 비디오, 발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405)

6) 메타버스 플랫폼
앞서 살펴본 게더타운과 비슷한 웹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WorkAdventure”406)
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AGPL로 공개돼 있다.407)
AGPL 라이선스는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무 사항이 없으나, 해당 소스
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소스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 외에도 VR 자바스크립트 기술 등 메타버스
에서 필요한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많다.

405) https://www.oss.kr/oss_guide/show/528350cb-4b0e-412f-86ad-24cb1a846fb4?page=1
406) https://workadventu.re/
407) https://github.com/thecodingmachine/work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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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관계망서비스 분야408)
Ⅰ. 개요
전통적 의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주목할만한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
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무엇이 전통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인지를 먼저 정의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신기술과의 결합보다 기존 방식에서 사용자를 늘리며 사회
적 영향력을 키운 서비스들을 전통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본다면 이러한 서비스에
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facebook), 틱
톡(Tiktoc),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이 대표적이다. 게시물이 텍스트 중심인지 이미
지나 동영상 중심인지 등의 차이가 있을 뿐, 불법저작물이 직접 등록되거나 링크가
제공되는 일반적 형태를 보인다. 다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가 확대되
고, 다운로드(영구적 복제)의 단계를 지나 접속과 경험(일시적 복제)이 저작물 이용과
침해 유형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예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너무 많은 개인사용자들과
결부된 문제여서 권리처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듯 하다.
핵심은 불법복제물이 등록되거나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전통적 방식이다.
이러한 형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사례로 접근하면,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오히려 서비스 그 자체가 주변 기술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단계임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자체가 비교적 최신
기술이고 최신 서비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그 형태가 확대·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형태의 사회관계망서비스도 신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저작권 측
면에서는 침해유형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가 그 일부 요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장점을 흡수하는 형태로 결
합하거나 대체하는 향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침해 형태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의 최종사용자가 아니라 유통사업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이다. 대표적으로 불법 무료음악 앱이나,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 같은 것이 있
다. 저작물을 이용하지만 침해물이 직접 등록되거나 링크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저
작물 자체가 새로운 이용자를 통해 2차적 형태로 유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기존에
는 없던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은 중간사업자의 침해이므로 사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408) 본 장은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사회관계망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 이슈를 살펴본 장이다. 이에 절
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 본 장은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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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최종사용자와 관련된 침해이다. 이는 과거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창작자·이용
자 경계가 점차 사라지면서 사용자가 동시에 침해자가 될 수 있는 사례들로 나타난
다. 대표적인 것이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이다. 토렌트 등의 전통적인 침해 유형도 다
운로더와 업로더가 구분되지 않는 유사한 영역이다.
이 외에도 오픈소스나 API를 이용하여 기존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유
형으로 저작권법의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특징은 사
용자가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침해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므로 차
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것이 침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한다는 접근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그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침해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저작물 이용 환경이 지속해서 변화
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사례수집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형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
며, 불법 음악 앱 등 링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저작물을 무단 재배포하고 있는
침해유형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특히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시장에서의 선택에 대한 고려이다. 특히, 저작물 시장을 주도하는 사
업자로서는 침해구제를 위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시장의 확대와 적절한 배분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Ⅱ. 불법 무료음악 제공 서비스
1. 개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소리바다 사건과 싸이월드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수많은 고소·고발과 소송이 연이어졌다. 지금까지도 사회관계망서비
스에는 불법저작물이 직접 등록되거나 링크를 통해 침해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유튜브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회관계
망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소설 같은 어문저작물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영
상화되어 재생되거나, 웹툰이 자동 스크롤 되는 화면이 영상화되어 공유되는 등 사실
상 모든 콘텐츠가 음악과 영상, 혹은 그 결합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의 모든
문제는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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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본 문제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hl=ko)에서 영화, 방송, 음악 분야를 조사한 결과
3천 개 이상의 앱이 검색되었다. 음악 분야 검색어는‘무료음악, 음악다운, 음악감상’
등이고, 영화 분야는 ‘무료 영화, 영화다운, 영화 다시보기’ 등, 방송 분야는 ‘드라마
다시보기, 드라마 다운로드, 예능 다시보기, 예능 다운로드, TV 다시보기, 방송 다시
보기’ 등이었다.409) 이 중 음악 분야 한글 지원 앱은 770여 개에 달한다.410)

[그림] 키워드별 검색결과

2. 침해유형
음악을 무료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
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앱은 마치 일반적인 서비스처럼 유
통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와 앱스토어에서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그림] PC와 모바일에서 무료음악 앱을 검색한 화면
409) 한국저작권보호원, 음악, 영화, 방송 불법 모바일 앱 현황(비공개자료), 2020.
410)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6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무료음악 모바일 앱 세부 조사내역(비공개자
료), 2021년.

- 207 -

이 서비스들은 주로 유튜브 API를 이용하거나 유튜브 링크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한다. 이 앱을 이용하면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다운로
드도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유료 음악서비스 플랫폼의 순위 서비스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재생할 수 있는데, 멜론차트, 지니차트 등 차트는 보통 공개되어 있으므로
개발자가 그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그대로 본인의 앱에 삽입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많
다. 자주 듣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곡들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제공하므로,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용자는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등 유
료 음악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림] 무료음악 앱에서 음악을 검색하여 내려받는 화면

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는 개인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이다. 이러한 유형의 모바
일 앱 개발은 어렵지 않다. 유튜브는 개인 개발자를 위한 API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
하는 오픈소스 및 안내 페이지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의
OSP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end-user)가 직접 침해
자이나 이를 개별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간접 책임을 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이슈는 최종사용자 단계
이전에 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개발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OSP와 최종사용
자 중간 단계에서 개발 및 허락받지 않은 유통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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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튜브 API를 활용한 음악서비스 안내 블로그 사례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모델은 무료로 앱을 제공하는 대신 앱에 광고를 넣어 광고 수
익을 올리거나, 광고를 제거한 버전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 등이다. 앱을 이용하는 최
종사용자(end-user) 입장에서 보면 멜론, 지니, 벅스, 등 기존의 음악서비스 제공 서
비스와 동일하지만 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무료음악 앱’으로 인지한다. 그러
나 서비스 제공자인 앱 개발자는 합법적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권리자에게 음
악을 이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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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유튜브 링크 등을 활용한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링크 관련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최근까지 불법저작물의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이를 인정
하는 판례(민사 사건)와 부정하는 판례(형사 사건)가 혼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2021
년 9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특정한 링크 제공 행위는 전송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사이트에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직접링크(임베디드)로 연결하고 광고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
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이라고 판시하여 침해책임을 인정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
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에 해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복제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
트 운영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4.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인터넷 사이트 등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행위
5.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
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

유튜브 API를 이용하여 음악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접재생 링크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다만, 기존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와의 차이점은 링크되는 대상 저작물이 불법
복제물인지 합법복제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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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악 분야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과거에는 음원 자체가 아날로그
환경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누군가를 이를 디지털화하여 MP3 파일로 변환하여 인터넷
에 업로드하고, 단순제공 시기를 지나 소리바다와 냅스터로 대표되는 P2P 서비스로
제공되는 등의 불법복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시장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한 결과,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리
밍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온라인 음원은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과 음원 파일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가 활발하고, 그래
서 다른 분야에 대해 파일 자체에 대한 불법복제가 크지 않다.411)
그런데 다시 등장한 것이 불법 무료음악 앱의 형태이다. 이 앱 서비스의 특징은 유
튜브 링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튜브에 등록된 음악은 과거 서비스 초기만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제공되는 것이 많았으나, 지금은 음악권리
자가 뮤직비디오 영상을 직접 유튜브에 업르드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환된 상
태이다. 유튜브는 뮤직비디오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악 콘텐츠를 포함한 비율이
50%까지 증가하였다.412) 즉, 인터넷에서 업로드된 저작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인지 권
리자가 직접 등록한 합법저작물인지를 알 수 없다. 이는 링크가 연결하는 복제물이
원본인지 복제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분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링크를 이용하는 이상, 그것이 권리자가 올린 것인지 불법복제되어 누군가에 의해
업로드된 것인지가 형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링크를 활용하여 허락범위 이상의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애초 권리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부당
한 이득을 올리는 등 저작권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검
토해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상을 음반제작자가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링크에서 mp3 파일을 추출하여 서비스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므
로 원본 복제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는 것 보다 링크로 제공하고자 하는 행위
가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송은 아니지만 전송과 유사한
‘유사전송’인지를 다툰 딩가라디오 사건처럼,413) 불법저작물이 아닌 합법저작물을 링
크하는 행위도 그 서비스 범위가 기존의 적법한 음악산업 시장을 위협할 정도에 이른
다면 ‘유사공중송신’이라 표현하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우리 법원도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
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414)”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일
본의 리치(Leech) 사이트 사례를 인용하여 단지 링크 대상이 저작권 침해물인지 분명
411) 김기법,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7~8면.
4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미디어 이슈&트렌트 리포트_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2019, 26면.
41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5415 판결.
4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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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받아들여서
는 인터넷이 이미 저작권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저작권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
렵다. ‘링크의 제공’이 불법복제물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침해에 대해 소극적
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산업 분야에 따라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시 불법 무료음악 앱의 이슈를 검토하면, API를 이용하여 음악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불법 무료음악 앱은 저작권료 지불을 회피하는 우회적 서비스로서, 권리
자(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임과 동시에, 합법적인 음악서비스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성과 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유료 음악서비스플랫폼사업자(OSP)가 제공하는 음원 순위정보는 자체적으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성과물인데, 이러한 앱의 제공은 저작권료의 지불 없이
음악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것은 명확한 성과 무단사용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그 밖에 타인
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
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구글플레이 내 개발자 정책에서도 유튜브와 사운드클라우드 API 정책상 저작권보호
를 받는 음악, 동영상 등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정책
저작권을 침해 조장 금지
앱이

다른

사람의

침해하도록

조장

저작권을

또는

유도

유튜브 API 정책

사운드클라우드 API 정책

유튜브 데이터 및 콘텐츠
처리 관련 금지 조항
a.

YouTube의 사전 서면 승

콘텐츠

를 캐시, 다운로드 또는 지속
적으로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조

텐츠의

사본을

장할

져 오기, 백업, 캐시 또는 저

(https://developers.soundcloud.

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장하는 행위

com/docs/api/terms-of-use#pri

받아야 합니다.

b.

※

위반사례

관련

저작권

음악, 동영
등의 저작권 보호를 받
저작물을 스트리밍 또
다운로드하도록 조장하
앱

법을

상
는
는
는

:

위반하며

가

사용자

YouTube

확인하

다운로드,

있거나

인없이

있는지

콘

되어

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게시

우려가

시청각

앱에 파일 저장 기능이 포함

오프라인으로

있도록

콘텐츠를

재생할

수

만드는

행

위

c.

YouTube API 서비스를 사

용하여 저작권 침해 또는 저
작권 침해 자료의 이용을 촉
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https://play.google.com/intl/k

(https://developers.google.com/

o/about/ip-impersonation/ip/#

youtube/terms/developer-polici

!#trademar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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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됩니다.

vacy)

4. 해결방안
저작권법상 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가 직접 수많은 OSP를 모니터링 하면서 일일이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을 하
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불법게시물이 직접 등록된 경우라면 해당 게시물의 단독 삭
제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불법 무료음악 앱의 경우처럼 수
많은 저작물이 혼재한 경우는 특정 게시물의 삭제만을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튜브에 음원을 제공하는 음반제작자 혹은 정당하게 음원 유통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유통사 및 배급사는 일부 곡에 대한 권한만 있으므로 이러한 앱에
대한 개별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 구글에 권리자가 앱의 삭제를 직접 요청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신탁단체가 구글 및 유튜브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고 사용료를 받아
분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는 신탁비율이 높은 음악저작권자의 경우에 고
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음원을 전송방식으로 유통하는 무료음악 앱에는 디지털 음원
이 그 대상물인데, 음반제작자는 각자의 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주체로,
권리를 신탁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권리처리에 대하여 신탁단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구글 정책상 미국의 차단(takedown) 정책을 따르고 있어, 실제 소 제기 증거
물(소장, 법원의 명령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takedown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보
고되고 있다.
실제 2021년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SM, JYP, YG, 하이브 등 10개 음악권리자(회
사)로부터 앱 삭제를 요청해줄 것을 위임받아 구글에 해당 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
한 사례가 있다. 삭제요청 후 구글은 ‘귀하의 저작권 침해 보고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되었고, 구글은 신고한 URL에 있는 문제의 콘텐츠에 대한 액세
스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415)’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결과 처리에 대해
구글 측에서는 삭제처리 되지 않은 일부 앱에 개발자가 “일본저작권협회(JASRAC)에
허락을 받았으므로 본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거나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론통지(counter notification)를 보내왔
으므로 자료를 복원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귀하가 반론 통지자의 권리 침해
의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는 것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접수된 법적 조치나 관련 법원
명령의 사본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라고 최종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불법 무료음
악 앱을 구글스토어 등에서 삭제하기 위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415) 구글의 삭제 요청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다. “Your report of copyright infringement has
been processed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Google is working to disable
access to the content in question, located at the following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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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관련 협단체 혹은 관련 공공기관
이 주도하여 여러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차단을 요청하여 앱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이 요구하는 법적 조치 등의 방법으로 한국저작권보호
원이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처리가 가능한지 구글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
다.416)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 복
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 등
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
법 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므
로(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유튜브가 제공한 API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침해 예방 활동이 어렵다거나, 링크된
저작물이 불법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응이다. 실제로 음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구분되어 유통되고, 음반제작
자(창작자)와 별개로 음반 유통자(이용자)는 적법한 권한을 통해 저작물을 온라인 음
악서비스 플랫폼에 제공한다. 불법 무료음악 앱은 이러한 권리 범위를 넘어서서 공중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묵인하게 되면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는 합법적
인 유통사업자는 물론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저작권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한계를 갖는 법률적 처분으로의 결과 도출을 지양하고,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산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Ⅲ.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
1. 개요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는 ‘방송’을 2019년 한 해 동안의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난 분야라고 발표했다.417) 방송영상물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링크사이트와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데, 이 외에도 방송 영상물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체
감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가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
여 위성 방송 또는 VOD 서비스를 해외에 불법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416) 구글 담당자는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삭제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417)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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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방송사가
아니라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일정한 요금을 지불한다. 즉, 웹하드를 이용하
는 일반 최종사용자가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영상물 등을 다운로드하는 것
이 아니라,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는 해외 교민들이 국내 방송물을 시청하고 싶어 한다는 수
요를 예상한 서비스이다. 과거 교민들은 웹하드 등을 통해 방송물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하였으나, 이제는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게 국내 방송물을 시청할 수 있다. 반대로 해외 방송물을 국내 이용자들
이 보는 것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 지원하는 기기(셋톱박스)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나 유튜브를 검색하면 이런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비용 지불 없이 영상물을 시청하는 방법을 리뷰하는 영
상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침해유형
불법 중계 셋톱박스를 업계에서는 ISD(Illicit Streaming Device)라고 부른다. IS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므로

OS가

필요한데,

대부분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로 구동된다. 말 그대로 오픈소스로 개발된 것이다. Amazon Fire
Stick이 설치된 것도 있다. ISD에는 불법 침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ISD 중 대표적으로 홍콩에서 제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
통되고 있어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EV PAD가 있는데, 이 기기를 설치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실시간 방송과 VOD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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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V PAD 등 ISD 장치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방송 영상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위성
또는 케이블 방송을 합법적으로 수신하는 수신기를 운영한다. 방송 하나에 한 개 이
상의 수신기를 운영하며, 위성 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로 수신한 영상을 인코딩하여
자신들의 스트리밍 서버에 전송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방송물과 영화 등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수집하여 FTP 서버에 저
장한다. 스트리밍 방송 서버와 FTP 서버는 트래픽 분산과 서버 정보의 은폐를 목적
으로 해외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이용해 연결한다. 그러면
방송물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EV PAD의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인증서버
에서 인증을 받고 CDN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림] ISD 서비스 구조418)

3. 문제점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41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안상필, “불법 스트리밍 장치 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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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프로그램도 모두 불법으로 중계한다. 심지어 VOD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광고
까지 별도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셋톱박스는 불특정 국가에 판매되고 있어 비단 국내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을 시청하기 위해 이러한 셋톱박스를
구매한 소비자 중 대부분이 합법적인 TV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419) 대만에서는 28%의 사용자가 IS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420)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는 방송물을 포함하여 영화 등 영상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
친다. ISD의 VOD 서비스는 운영자가 콘텐츠 파일을 확보해서 서버에 등록하여야 하
는데, 이들이 복제물을 구하는 주된 경로는 웹하드 및 토렌트라고 한다.421) 결국 여
러 침해유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한번 복제된 영상물의 유통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와 OTT 서비스 사업자의 유료
시장을 잠식하면서 영상제작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부가적으로, 저작권과 별개로 사용자가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기기로 인
해 정보의 유출이나 해킹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D 기기는 대
부분 오픈소스 OS로 운영되는 셋톱박스인데, 이를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트
리밍 영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화벽의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안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20년 불법 스트리밍 장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
였으나, 대부분의 불법 방송물 서비스를 제공 업체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내
419) 23% of Malaysian consumers use illicit streaming devices, <https://futureiot.tech/23-ofmalaysian-consumers-use-illic> 2019. 9. 6.
420) Taiwan: 28% use illegal streaming devices, Advanced Television, <https://advanced-telev
ision.com/2020/02/19/taiwan-28-use-illegal-streaming-device/> 2020. 2. 19.
421) 안상필, “불법 스트리밍 장치 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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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수사나 침해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 해결방안
ISD의 이용을 막는 방법으로 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EV PAD는 기기를 인증하는 서버를 차단하는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의 경우 인증과정과 스트리밍 프로세스 내에서 거쳐야 하는 서버가 많아서 이 중 하
나만 차단해도 IS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서버들은 이미 도메인 주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원 도메인을 차단하여 서브도메인으로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ISD 송출에 사용되는 셋톱박스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방송을 수집하는 자를 적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상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신호를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블 방송인 경우 지역광고가 송출되므로 ISD를 통해 불법
중계되는 영상물의 광고를 통해 한국의 어느 지역 케이블 방송을 활용하는지 송출되
는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치를 추정하는 것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가입자 개인정보를 확보하려면 한국
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법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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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셋톱박스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ISD로 인한 불법 방송물 중계 서비스 차단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및 국내 IPTV(지역 케이블 포함)에서 방송 콘텐츠 보호
목적으로 화면조정 목적으로 전파 송신을 중지하는 시간대인 정파방송 시간에 각 셋
톱 고유번호를 노출하도록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면 ISD를 추적하거나 현지에 대응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참고할만하다.422)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청에 통관 금지 물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423) 이러한 기
기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국내 수입자 혹은 판매자에
게 저작권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이면 국내에 유
통되기 이전 통관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Ⅳ. 메타버스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1. 개요
메타버스 서비스는 단순하게 어느 한 유형으로 정의할 수 없다. 메타버스가 제공하
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OSP로 판단할 수
있는 유형도 존재한다. 특히 샌드박스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로
블록스, 제페토 등의 플랫폼은 그 성격을 고려할 때 OSP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요
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하면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중단 요구
및 차단 절차 등의 안내는 OSP의 Notice & Take down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앞서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들 플랫폼의 특징은 플랫폼 이용자가 새로운 게임을 창작할 수 있고, 이렇게 창
작된 게임을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424) 즉 플랫폼 이용자가 되면
누구라도 플랫폼 내 콘텐츠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플랫폼 안에서 창작된
게임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만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자들이 갖는 것
422) 안상필, “불법 스트리밍 장치 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60면.
423)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안내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
3082&cntntsId=824> (2021.11.13. 최종확인)
424) 일반적으로 이를 ‘게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게임’으로 통칭할 수 있는 것인지는
용어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샌드박스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해도 마인크래
프트(Minecraft)와 같이 플랫폼 내에 전통적인 유형의 게임이 창작되는 것이 있는 반면,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생성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게임법상 게임과 분명히 다른 형태이며, 전통적인 게임의 유형으
로 보기도 어렵다. 이용자가 즐기는 유형의 한 콘텐츠로서 게임(game)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통용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게임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즉,
플랫폼 안에 전통적 유형의 게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게임이라는 용어의 선택은 고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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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되, 로블록스가 그러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받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페토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에게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
화, 디자인, 아이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제페토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 텍스트, 그래픽, 아이템 등의 사용자 콘텐
츠(UGC)를 제작할 수 있다. 제페토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제페토 운영사
인 (주)네이버 제트에게 있으며, 사용자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용
자에게 있지만, 제페토에게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 및 배포 매체에 해
당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외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도 전 세계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국내서비스/해외서비스로 구
분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법의 영향을 받
는지는 정책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업자인 로블록스와 국내사업자인 제페
토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본다.425)

2. 침해유형
메타버스 환경을 대중화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로블록스가 있다. 가입자가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되어 가상세계 속에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에 참
여하여 소통하는 게임이다. 로블록스에서 ‘케이팝’ 등으로 검색하면 게임방을 쉽게 찾
을 수 있으며, 이 게임에 입장하면 케이팝 음악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케이팝 가수들
의 로고, 사진 등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로블록스에서 kpop을 검색한 화면
425) 마인크래프트(Minecraft)도 대표적인 샌드박스형 메타버스 플랫폼에 해당한다. 하지만 로블록스나
제페토와 달리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본 사례 유형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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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는 각각의 사용자(혹은 사업자)가 로블록스 내에 개설한 게임방을 ‘체험
(experience)’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케이팝 체험에 접속해보면 유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리 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음
악을 재생하여 주는 것인데 다른 사용자는 음악을 선택할 수 없다. 아래 왼쪽 그림
방식인데 음악을 켜거나 끌 수만 있다. 다른 하나는 곡 리스트를 제공하고 선택하면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아예 전송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아래 오른쪽 그림
을 보면 화면 왼쪽에 분홍색의 곡 리스트가 있고 원하는 곡을 선택하면 재생된다. 실
제로 수백 곡의 곡 리스트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디지털음성송신 방식과 전송 방식의 음악 재생

이런 유형의 서비스 체험 특징은 음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케이팝 안무
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과 케이팝 가수의 사진과 로고 등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음악의 재생에
있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허락 문제와 케이팝 댄스에 대한 안무 저작권 문제
도 있다. 가수의 이름과 로고 등에 대해서는 상표의 문제가, 사진의 사용은 퍼블리시
티권 등의 문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그림] 가수의 이름, 상표(로고), 사진 등이 전시된 형태

그리고 이 안에서는 케이팝 관련된 디지털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다. 실물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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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디지털 아이템이다. 케이팝 가수가 해당 곡을 부를 때 착용하는 옷이 그대
로 본인의 캐릭터에 적용되도록 디자인된 의상이라거나, 일명 응원봉으로 불리는 아
티스트 로고가 붙어있는 디지털 응원봉 등이다.426) 경험치를 높여 포인트로 구매하거
나 로블록스 내 화폐(Robux, 로벅스)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달러로 교환이 가능
하므로 실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 로고가 박혀있는 응원봉과 구매상품 목록 화면

로블록스 약관 및 설명자료 등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룔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권리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게임 내 가상 음원재생 장치를 통해 무
단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로블록스 실제 사용 연령층은 10대 초반으로
아이들에게 저작권 권리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다. 국
내에도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제페토가 전 세계 약 2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
며, 로블록스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제페토 지식재산권 안내 약관

426) 왼쪽 그림을 보면 입장할 수 있는 공간 안쪽에 BTS 로고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캐릭터는 엑소
로고가 포함된 응원봉을 들고 있으며, 그룹 TXT가 입었던 디자인이 적용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배경음악으로는 또 다른 케이팝 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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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의 상황도 유사하다. 제페토는 로블록스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음악이 재생되거나 케이팝 가수들의 상표와 사진들이 사용되는 것도 같다. 다만
제페토는 국내 사업자이므로 케이팝 등의 사용에 대해 콘텐츠 등록 심사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것으로 보이나, 음악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3. 문제점
로블록스가 게임의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게임법의 적용을
받는 게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메타버스 게임으로 급성장한 미국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에 대해 유니버셜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들이 최소 2억 달러(약 2,230억원)
규모의 음악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427) 로블록스 게임은 가입자 개인
이 개발하고 등록하며, 여기에는 개인이 소유한 음악 파일이 등록되어 재생되기도 한
다. 이러한 게임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
는 등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및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측면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침해신고를 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링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
에 저작권 침해신고(takedaown)를 하기 어렵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는 케이
팝 방에서 해당 곡만 제외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선
호한다.
음악이 사용되는 형태에도 차이를 보인다. 제공된 곡 리스트에서 음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자동으로 곡이 재
생되는 것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 곡이 재생될 때 본인의 로블록스 캐릭터가
해당 곡의 안무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는데 안무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연
구가 필요하다.
곡과 함께 제공되는 그룹의 로고(상표), 각종 사진(퍼블리시티권)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상품이 아닌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의 사용과 변
형을 산업재산권 측면에서 침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더불어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
점은 이러한 해외 플랫폼인 만큼 언어적 한계가 발생하게 되고, 개별 권리자들이 직
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27) 연합뉴스, “로블록스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천억원대 소송 제기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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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방안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개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OSP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게시물 혹은 음원 등의 저
작물을 무조건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본 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 혹
은 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들이 OSP와 협상을 통하여 음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실제로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케이팝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거나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작권 구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로블록스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2021년 6~7월에 BMG 및 소니뮤직과 같은 세계
적인 음반제작사와 파트터쉽을 체결하는 등 대형 음반제작사와는 문제를 해결해 내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내 권리자들과도 계약을 통해 음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은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미국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페토의 경우 국내 사업자이므로 개별 사업자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케이팝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모회사인 네이버도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해결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플랫폼인 로블록스에 대해 국내
개별 음반제작자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케이
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로블록스 내에도 수많은 케이팝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 음반제작자가 공동 대응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와 같은 신탁단체를 포함하여, 케이팝을 주도하
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권리 곡을 수집하는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은 국내 음반제작사와 협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로블록스와
의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의 법률전문가 등 현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문
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업의 대상은
소규모 기업에 제한되어 있는데, 케이팝을 대표하는 국내 음반제작자들은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본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이 병행된다면 음악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
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케이팝 체험(방)에서는 케이팝 음악이 재생될
때 해당 가수의 로고나 상표 등도 함께 노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활용한 디지
털 굿즈(MD)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영리적 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므
로 상표법과 퍼블리시티권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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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렌트 저작권 침해
1. 개요
토렌트 방식의 저작권 침해는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에 가깝다. 브렘 코헨이 2001년에 발표한 비트토렌트(BitTorrent) 파일 전송 프로토
콜로 가능하게 된 파일 복제 공유 방식은 저작물 파일 전체를 일시에 복제하는 대신
다수의 공급자(Seeder)와 요청자(Peer)가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동시
에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분산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복제한다.428)
토렌트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torrent’ 형식의
시드 파일(Seed file)이나 마그넷 주소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파일 다운로드에 필요한
저작물의 파일명, 크기, 조각정보 등의 메타데이터(Metadata)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대신 토렌트 클라이언트 자체에는 토렌트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이 없다. 때문에 토렌
트 파일을 모아서 공유하는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이트의 목적은 이
용자들을 모아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429)
이 사이트와는 별개로 트래커(Traker)라는 이름의 서버도 토렌트 프로토콜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공급자와 요청자 사이를 중계해주는 서버이다. 트래커는 추
적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시드파일(*.torrent)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는 사이트이며, 해당 파일의 조각을 갖고 있는 공급자의 목록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더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끔 해준다. 트래커 사이트는 공개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비공
개로만 서비스하는 경우도 많다.
토렌트는 고유의 특성상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한 경우 네트워크에 로그 기록을
남긴다. 토렌트를 이용한 기록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
록을 정리해 둔 사이트도 실제 운영되고 있다.430) 일례로 2021년 11월 11일 기준으
로 국내에서 많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토렌트
파일을 구할 수는 없지만, 다운로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있다.

428) 이규호 외, 국제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4
면
429) 2019년 토렌트킴, 보고보고 등 주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1.5억에서 28억
에 이르는 광고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노컷뉴스, “경찰, 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3곳 폐쇄…운영자 등
11명 덜미”<https://www.nocutnews.co.kr/news/5049063>(2021. 11.13. 최종확인).
430)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stat/KR/daily#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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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knowwhatyoudownload 사이트의 국내 다운로드 결과화면

[그림] 특정일로 검색한 국내 다운로드 영화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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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들은 DHT 기반의 네트워크431)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정리해 놓는 형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DHT 기반을 사용하지 않고 토렌트 프로토콜
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DHT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트래커 서버의 활용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결과 파일 조각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
는 상태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검색하면서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
려지므로 이용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2. 침해유형
토렌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관련되는 자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저작물
의 업로더, 다운로더이다.432)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 시드 파일은 저작물
의 위치를 가리키는 메타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링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토렌트의 시드파일은 저작물의 위치정보만을 갖고 있어
이것을 유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고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토렌트는 파일 공
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저작물의 정보를 조금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모두가 업로드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토렌트 프로토콜의 특성상 저작물의 다운로더는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진행
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
에 타인이 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로더가 되는 것
이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다운로더를 저
작권 침해로 문제삼은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433) 토렌트 이용자는 네트워크에 복제물
을 업로드한 자로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자로 해석할 수 있다. 토렌트로 영상물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더라도 온전한 파일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조각 파일만을 공유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저작권법
은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복제만으로도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렌트
로 공유되는 파일이 불완전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재고
의 여지가 있다.

431) DHT는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분산 해시 테이블(distributed hash tables)이라고 부른
다. DHT를 이용하면 파일을 잘 분산하여 특정 서버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공유할 수 있다.
432) 이에 대하여는, 이코노믹리뷰,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토렌트와 저작권 침해, 2016. 2.
16일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30>
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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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국내에서도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가 적발되어 처벌된 예가 있지만 그 건수는 많
지 않다.434)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국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
하며, 접속 차단 조치 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하여 즉시 운영을 재개하기도 한
다.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SNS를 통해 새로운 접속 주소를 안내하는 식으로 금세
이용자를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는 웹하드도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다.
토렌트는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할 경우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며 그 특성상
IP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 때문에 토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설정
에는 다운로드만 하고 업로드를 하지 않도록 막는 옵션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현
상이 반복된다면 업로드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서 토렌트의 다운로드 속도는 낮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토렌트를 이
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파일의 다운로드가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사용자들이 내 컴퓨터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말고 한
동안 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너라고 말하기도 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침해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토렌트 사이트 제공자나 이용자의 IP가 공개된다고 해도 실제 당사자를 찾
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VPN을 이용하여 자신의 IP주소를 다른 IP주소로 변
경하는 등의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면 실제 IP주소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4. 해결방안
저작권을 침해한 정범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실제 IP주소를 확보하기 어렵다거나
해당 IP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IP주소
를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토렌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는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므로 IP주소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불법 무료음악 앱이 OSP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하기 위해 권리자를 확보
하여 위임을 받고 공동 대응을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토렌트는 헤비업로
더를 식별하기 위해 다수의 권리자가 모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정하면서, 단순도관사업자인 통신사는 저작권법상 “반복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
434)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사안으로 접속차단 의결한 불법 사이트 중 토렌트
사이트 6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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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
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
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개별 권리자는 토렌트 사이트에 공유되는 자사 저작물의 시드파일을 확보한 후, 공
동으로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 혹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기관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해당 업체나 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다운로드·업로드를 수행한 IP 목록을 확보할 수
있고, 협의된 특정 기간 동안 많은 다운로드·업로드를 한 IP를 선별하여 헤비업로더를
구분할 수 있다. SKT,KT,LGU+ 등 통신사는 약관에서 “지재권 침해 이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IP에 대하여 통신사에 약관상 제재를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토렌트 이용자를 특정지어서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
다. 때문에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시드파일을 제공하는 토
렌트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토
대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물 삭제/경로 폐쇄”라는 답변이 높았던 것을 고려한다면,435) 불
법 토렌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의 목적이 광고수익이라면,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하거나
사이트 운영이 어렵게 하여 폐쇄를 유도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
렌트 사이트에 배너 등의 광고가 있다면 광고를 주선한 자 혹은 광고를 제공한 자에
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경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435) 202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종합). 한국저작권보호원. 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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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신사의 침해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약관

저작권법 및 통신사 약관을 근거로 헤비업로더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무엇보다 불법 토렌트 이용자로 하여금 토렌트 이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토렌트는 그 특성상 이용자가 줄어들면 원하는 파일을 다운
로드하는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방문자도 줄어들게 되는 연쇄반응을 기대할 수 있
으므로, 사용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Ⅵ. OTT의 콘텐츠 및 구독 공유현상
1. 개요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TV서비스를 받는 것을 총칭하는데, 넷플릭
스, 디즈니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OTT 서비스는 구독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정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계정공유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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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공유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계정공유행위를 통해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
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저
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및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가목에서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및 나목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
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데,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고 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곧바로 무단 복제 등이 발생하는 데 반해,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
치는 무단으로 저작물 등에 접근하도록 한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로 인해 곧바로 특정 저작물이 전송되거나 복제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공유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OTT 서비스에 접속하면 무단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따라서 계정공유행위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한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서 허용하는 행위
가 아닌 한 가벌적 대상이 된다. 특히, 업으로 제194조의2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3의3
호), 아울러, 계정공유앱을 제공한 자는 사안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제136조 제1항
제3의2 위반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둘째, 계정공유행위를 한 자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Ⅶ. 소결
사회관계망서비스 저작권 침해 대응은 이미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특별히 새
로운 유형의 침해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침해물을 발견하더라
도 단속이나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익명성이 특징인 인
터넷의 속성상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더라도 정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때문에 침해자 확인을 위해서는 OSP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그러하
다. 침해 IP를 확보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VPN(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하면 그리 어
렵지 않은 방법으로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IP 추적하더라도 침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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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다. 더구나 영상물과 같은 불법복제물은 한번 유포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하나, 인터넷이 국내외 경계 없
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비스되고 이용되므로 국제수사 등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량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 서버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범을 특정하거나 적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
다436)”고 언급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침해 예방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거둬온 것이 사
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제 침해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을 전환
할 때가 아닌지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인터넷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침해물이 업로드되고 유통되는 것을 주로 차단해야 했
다. 즉,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음악, 영화, 방송물 등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누
군가 그것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침해자를 특정해서 수사해야 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이후 플랫폼을 통해 복제물의 유통을 수월하게 하는 OSP의 책
임을 묻는 형태로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링크를 바라보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침해물에 대한 링크서비스가 다양해졌다. 오랜 기간을 거쳐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특정 링크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에 이르렀다지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유튜브 서비스 등이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홍보 및 사업의 수단이
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온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이 특정인이 불법복제물을 인
터넷에 공유하는 시기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불법 무료음악
앱 사례나 로블록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복제하거나
업로드지 않는다. 유튜브에 복제된 콘텐츠, 혹은 권리자가 직접 등록한 콘텐츠의 링크
를 이용할 뿐이다. 권리자가 유튜브에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의 공개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러나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처벌이 어렵다는 소극적 해석이 오랜 기간 이어온 결과 링크를 활용한 회색영
역의 시장을 확대한 결과를 낳았다.
무료음악 앱은 기존의 음악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와 일치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도 지급되지 못한다는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분야에서도 이런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불법복제물을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가 직접 비공개 사설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한 것이라도 그 링크가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면 링크 사이트를 통해 유통
되는 식으로 퍼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링크된 콘텐츠는 불법복제물
43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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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기 어렵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음악, 방송, 영상 등 모든 권리자가 정식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등록하여 사업화한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유튜브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거나 유튜브 링크를 활용하여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점차 확
대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링크에 연결되는 영상물 혹은 음악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이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임은 분명하나, 권리자가 등록한 복제물이나 합법적
으로 등록된 복제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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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맺음말
1. 개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과 초연결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하는 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지능을 대표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고, 초연결의 대표하는 것은 사물인터넷(IoT)이다. 이 둘을 이용하여 우리의 세계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초융합을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초지능인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만년 간 창작해왔던 저작물과 유사한 창작물을 만들
고 있고,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9단의 세기적 대국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2016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주최한 한 문학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
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2018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5억원에 낙찰되었는가 하면, 2018년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인공지능인 ‘다
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그 결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
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입법적 또는 법정책적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초연결은 자율주행이나 자동화기계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작
권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융합을 선도하는 메타버스의 등장은 인간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들이
가상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물건성을 요구하지 않
는 디자인, 물품에 부착되지 않는 상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저작물 이용 등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실화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의 문제 역시 당면과제로 등
장하였다. 입법론, 법정책과는 다른 문제들이다.
이렇듯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 과제는, 기존 과제와는 달리,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기술산업계 전문가와 저작권법 전문가가 콜라보
형식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토론 역시 기술산업계 전문가와 저작권법 전문가 동
시에 참여하여 신기술을 이해하고, 산업을 진흥하면서도 저작권법제도가 기존에 만든
법원칙과 해석론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
한 과제의 발굴과 진행방법론은 향후 다른 과제나 프로젝트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포럼은 인공지능, 블록체인(NFT) 그리고 메타버스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음악, 영상저작물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에 대한 분석과 해석론/법정책의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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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논의는 1)인공지능이 인간이 도움 없이 독자적으
로 창작하는 경우, 2)인공지능의 창작에 인간의 기여가 존재하긴 하나 창작적 개입에
이르지 못 한 경우, 3)인공지능 창작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
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제시되었다. 그 결과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과제에서는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NFT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권 침해위험
을 고찰하였다. NFT 역시 암호화폐와 유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증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데
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꼬리표에 불
과한 NFT 그 자체가 암호화폐와 같이 유통되는 문제 역시 블록체인과 동일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불과했던 블록체인과 달리 NFT는 저작물 등 거래대상을 포
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민팅을 통해 거래에 제공하는
순간부터 저작권 침해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저작권 침해 유형 중 OSP 책임은
기술적으로 볼 때 OSP의 관리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그 외의 유형들
에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메타버스의 기술적 토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저작물 이용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
로, 침해 유형 역시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하는 이용행위에 대해 정범을 특정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고, 국경을 초월하여 서비스되고 이용되므로 국제수사 등 공조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의해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OSP
책임 및 실제 집행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과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
속 지원,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저작권 보
호를 위한 국․내외 지사운영, 국제협력․연구․교육 및 홍보를 임무로 2016년 설립된 기
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심의·행정조치,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
한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오프라인 단속을 통한 저작권 생태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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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중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응과 관계 있는 업무가 모니터링, 심의·행정조치
및 단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절차>

본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유통되는
경우 당해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없이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NFT 플랫폼의 불법 저작물을 폐기, 삭제하는데 제한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그 외에는 제2장부터 제5장의 내용을 참조할 것이 요망된다.

3. 정부의 역할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저작권법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이 때 권리귀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NFT 플랫폼의 OSP 책임은 법적으로 인정하
도록 할 것인지,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및 안무 등에 동기화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딥페이크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도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법 판례, 이론 및 원칙에 따라 신기술로 인한 저
작권 침해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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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통 플랫폼에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적 노력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로블록스 및 제페토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
의 약관 또는 계약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공정한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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