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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된 계약 환경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많은 법률행위들을

사회가 다변화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

하면서 살아간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

달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창작의 기회가 생

이다. 우리가 가게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 한잔을 마

겨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상상을

실 때도 그 근저에는 계약이 존재한다. 계약은 ‘청

초월할 정도로 많은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들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곧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통해 자유롭게 공유되면서 창작자들은 그것이 그

말로 해도 무방하다. 어떤 형태로든 일단 계약이 성

들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

립되면 그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

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자연스레 창

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차

작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

치하더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약이라

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저작권 문화를

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창작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
르지가 않다. 그들은 그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가 가게에서

만 익숙할 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밥을 먹거나

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 그들

커피 한잔을 마실 때도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그 근저에는
계약이 존재한다.

나중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서야 비로
소 계약서 안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
가 늦은 후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서야 비로소 계약서 안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때문에 창작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표준계약서’다.

한편,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그것이 없었던 일이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의

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창작자들은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무 때나 일어나

그러다보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계

는 일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약서 곳곳에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숨어

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유사의 상황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창작자들의 수익을 매

종종 경험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출액에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고정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액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의 저작물 활용범위가

사실 이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취소가 아니라 청약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2차적저작물 작

을 철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

성권한 등을 사업자가 애초부터 갖는 것으로 하는

립한 후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경우, 창작자들에게 페널티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

까? 기본적으로는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

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정하는 경우 등

이다.

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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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용기 있는(?) 창작자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조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다수의 사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항의 수정을 어렵사리 요구해도 사업자들은 “업계

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

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

관행이다”, “항상 사용해 오던 계약서 포맷이다”라

리 계약서를 만들어 놓는데, 이런 계약서를 우리는

미를 지닌다. 즉, 해당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사업

는 이유로 그 변경을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못

‘약관’이라고 한다.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자들의 입장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받아들이겠으면 굳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그것을 시정할 수

때 이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갖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창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일은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하는 계약내용과 표준계약서를 비교

그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

는 대형 출판사들이 사용하던 4가지 유형의 출판관

해 봄으로써 그동안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권리를

고 있을수록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련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계약이 곧바로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 이를 시정하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공모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상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수상작품의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갖는다는 내용은

당한 시일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손 놓고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아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있을 것은 아니고, 표준계약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

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상황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도

극적인 방안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이

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때문에 이들을 위

공정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쳐 오고 있

용을 단순히 권장만 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한 특별한 보호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 생태계에서 순기능

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을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사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표준계약서의 중요성과 그 실효성을 위한 방안

후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게 관련 매출액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세금감면을 해 준다거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창작자를

그래서 우리는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된 계약환경

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이용 사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사전적’으로 개선할

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

는 계약행태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계약서에 창작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바

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종 관계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의 기재를 금지시킬 수만 있

로 ‘표준계약서’다. 업종별·유형별 계약내용들을 표

된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제정절차가 지

다면 그것만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이고 확

준화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토록 권장하는 ‘표준계

금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한 방법이 또 있을까? 그러나 계약서의 특정 조

약서’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시행

항이 창작자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관규제 수단이다. 그런데 계

끝마치며

전체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및 당사자들의 진정한

약자유의 원칙상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이용

새로운 창작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는데 표준계약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그것의 실효

서의 제정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

상 법원 등 공적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와 관련

누구도 이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내 놓기가 어렵다.

하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경부터 정부지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무작정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

원 사업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의무적 사용을 위한

서에 넣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1)를 발표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저작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전혀 규제할

바 있다.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은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제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제

“이미 제정된 표준계약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다. 뿐만 아니라 출판과 웹툰 연재 등과 같이 해당 분야의 표
준계약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되는데, 실무적
으로는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

정된 표준계약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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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대책의 의미와 기대
글 노정동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

최근 국내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
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웹툰의
경우 그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May+ Ju n e

1. 대책 발표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경

5~7월 기간 중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

찰청과 함께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

먼저,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

다. 이에 따라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

이러한 대책이 나오기까지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는 올해 초

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

부터 7차례 넘는 회의를 통해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되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우려가 높았다. 하

4차례에 걸친 웹툰 업계와 관련 단체, 그리고 주요 통신사업자 등을

지만 이번에는 피해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함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으로써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

다. 정부는 2009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등 단계적 행정조치 절차

집중단속과 연계해 권리자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렀다. 이번에 발표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대책의 의미와 기대하는

를 저작권법에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

바를 살펴보겠다.

였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국내 단속을 강화해옴에 따라 국내에서

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의 저작권 침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메시지

그러나 국내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니터, 전광판, 공직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 피해는 방송, 영화

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확산되도록 한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국

유명 웹툰 작가들이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하며, 네이

내 웹툰의 경우 그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웹

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도 게시된다. 또

툰 불법사이트 B*** 사이트의 경우, 대표적인 웹툰인 네이버웹툰 사

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이번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특집기사

이트 트래픽을 넘어섰고, 이러한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2017년

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 해에만 2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신

그나마 유일한 실효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탁관리단체와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통한 접속차단도 보안 프로토콜(https://)를 적용하는 사이트는 현

사업자들은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도 추진

재의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 불법사이트

하기로 하였다.

의 상당수는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침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이러한 단속 및 캠페인과 함께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 대책안의 주요 내용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대책안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접속차단의 기술적 한계 해소에 주력

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고

하면서도,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업

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용 소비 패턴을 감안하면 신속한 차단

계에서 주장해왔던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국민 인식 제고를 위

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저작권

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법」에 접속차단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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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추진 방향
관계부처 합동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접속차단 및 운영자 수사)
집중 단속 기간 연계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전개
저작권 침해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목표

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NS 등 차단을 문체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시행할 계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

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서비스별 차단으로 과차단 문

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가 없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개발 및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합법 시장 수요 확대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침해행위

-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수사 및 처벌강화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 기획수사 상습적 침해사범 처벌 강화

3. 기대 및 향후 계획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방식은 보통 IP차단이나 도메인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DNS)차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IP에 다수의 도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하

메인이 연결되는 경우나, 하나의 도메인에 여러 IP가 사용되는

고 있다.

경우 과차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입된 게시

법률 개정, 기술개발 등 후속조치와 세부작업 등이 뒤따라야 하

물 단위에서의 현재 차단방식은 합리적인 차단기술이라고 할 수

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현재 웹툰과 방송 등 업계의 의견을 여러

있다.

채널을 통해 청취하면서 이번 대책에 따른 불법 해외사이트의

그러나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https)의 경우 현재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 집중 단속과 캠

의 기술로는 통신비밀보호 등의 이슈를 감안할 때 암복호화를 하

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지 않는 이상 차단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합리적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이트 집중

수준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즉,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계

기 위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저작권
존중의식 제고

법·제도
개선

추진 과제

- 집중 단속 연계 저작권 보호 캠페인
- 정품유통 인증 사업 확산

-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법적 제재
- 접속차단 방식개선 및 실태조사

관계부처(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 수사 + 사전적 침해 예방 활동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강화

May+ Ju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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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저작권 보호
	최근에 웹툰의 저작권 침해 관련한 이슈가 많은데요.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김유창

피해 실태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산업의 시장규모와 주요 수익모델
을 설명해야 합니다. 2018년 웹툰 산업의 규모는 6~8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

정리 편집실

고 있습니다. 수익모델을 기준으로 트래픽에 중점을 두는 포털 웹툰 플랫폼

사진 황성규

과 현금화에 더 무게를 두는 유료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수익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우선 트래픽과 현금화 관련해
서 설명하겠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7년 12월 밤토끼의 월 페
이지뷰가 1억3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네이버의 1억2천만 건을 넘
는 수치입니다. 6개월 사이에 밤토끼의 페이지뷰는 2.5배가 뛴 반면 네이버
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트래픽을 통한 광고수익이 핵심인 포털 입장에
서는 엄청난 피해 수치입니다. 유료 웹툰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플
랫폼의 인기작 1,500편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체감 매출의 절반 이상이 빠
진 상태입니다. 피해 실태조사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행한 곳은 없지만, 제
가 느끼기에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이용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웹툰 산업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올해 초 웹툰 산업계 최고 현안은 역시 ‘공정’과 ‘상생’이었어요. 공
정은 ‘표준계약서’가 상생은 ‘글로벌 진출 및 불법유통 사이트가 과연 차단될
수 있는가’가 화두가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
화영상진흥원과 함께 많은 자리를 만들어 현장의 소리를 들었지만 대안을 찾
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정부부처 TF가 생겼고, 작년에는 한국웹툰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웹툰의 저작권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에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사)한국웹툰산업협회 김유창 회장을 만나
현재 웹툰의 저작권 피해 실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들어보았다.

산업협회와 MOU를 맺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웹툰 피해대책 산업협의회’를 만들어 웹산협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정제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월 발표 이후 3차 모임
을 가져 서로 박수도 쳐주고 후속 조치인 캠페인 등에도 크고 작은 힘을 보태자
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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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웹툰은 불법유통 해외사이트에서 피해가 심각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정상생협의체 담당자들과 미팅을 주선해

단체에서 이번 불법 웹툰 차단에 대한 결의문을 만들어 발표할 수

현재 법적,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투트랙으로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있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웹툰 피해대책 산업협의회’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불법

웹툰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봅니다.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그

만들어 30개 이상의 사업자 대표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정제된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게

있나요?

이해관계자들이 단단히 거버넌스를 유지해서 인식개선 활동을

의견을 정부부처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의문을 작

하고, 불법자료의 배포를 최대한 힘들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성 중인데, 그 부분이 완성되면 국회에서 간담회나 권리자단체

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흔히 총대를 메는 곳이

와 함께하는 대대적인 모임을 주최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럽지만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봤다
는 업계관계자분도 많이 생겼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일하시는

지치지 않게 힘을 실어주는 것,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기 자
신의 걸음으로 계속 걸어 나가 웹툰 산업이 언젠가는 불법 극복

사실 이번 불법 웹툰사이트 차단 건과 관련해서 부끄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같은 사안임에도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애쓰고 있다는 점 우리 모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사)한국웹툰산업협회가 협력할 수

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그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함께 오래오래 업계의 선순환을 위

게 정답일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해 MOU를 맺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 조금

해서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가장 밀접한 단체임에도 서로 간에 잘 모
	

(사)한국웹툰산업협회는 웹툰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구요. 서로 알아간다는 건 결국 신뢰가 쌓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사후 대응)?

인다는 거잖아요. ‘협력’만 잘 이뤄지면 이슈 발생 시 언제든 뭉

지난해 한국웹툰산업협회 송년 행사 때 회원사분들과

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질’인 것 같습니다. 즉, 한국저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자를 모시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작권보호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협의회에서도 저스툰이

서로 잘 모르고 코드가 다르면 오해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거든

나 신생업체들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요. 하지만 그건 무관심보다는 나은 거라고 봅니다. 한국웹툰산

많거든요. 사후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자가 얼마나 간소화

업협회는 지속적인 협의회 활동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앞으로 진

된 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

행할 캠페인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법리적,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현

크고 의미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사)한국웹툰산업협회의
	그렇다면 웹툰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번 정부의 핵심은 ‘공정’과 ‘상생’입니다. 공정 부분

인식개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웹툰산업

에 있어 5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부분에 있어 사업자들이 합의

협회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권리

해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표준계약서 건도 유

자 단체 협회장 및 포털사 대표들과 함께 ‘공정상생협의체’의

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곳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

표준계약서를 만드는데 일조할 겁니다. 상생 부분은 글로벌 진출

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 여

에 있어 우리 협회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리포팅

러 번의 미팅을 진행한 결과 캠페인 예산 집행을 확약 받았습니

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첫발을 내딛은 웹툰 저작권 보호

다. 5월 중순 회의 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

의 싹이 열매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입법부에 의견도 내고, 대

니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외 활동을 해야겠지요. 지금은 저희만 준비하고 있지만 각 협력

(사)한국웹툰산업협회는 대한민국 웹툰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고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명실공히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발돋음했습니다.

현재 협회는 웹툰 플랫폼, 에이전시 등의 업체가 협회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회원사
들의 성공을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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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단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이트

일본 형법 제37조의 긴급피난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위난, 보

먼저 차단의 대상이 되어야할 사이트는 악질적인 사이트5)를

충성(부득이한 행위인 경우), 법익균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악질적인 사이트인지를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악질적인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차단조치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적재

첫째, 해당 도메인에 포함된 사이트의 개설 목적이 만화, 애니

산전략본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메이션, 영화 등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것에 있을

첫째,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불법사

것. 둘째, 해당 도메인에 포함된 사이트 중에 저작권자 등을 명

이트’는 방문자가 한 달에 수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넘고, 그 대부

백히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에서의 접속이 상

분이 일본에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악질적인 불법사이트인 경

1. 들어가며

2. 차단조치에 관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논의 내용 3)

당수 있을 것. 셋째, 해당 도메인 내에 여러 사이트가 있는 경

우 그 피해액은 총 수백억 엔에서 수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일본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

「漫画村(망가무라)」와 같은 사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는 콘

우에는 각 사이트의 관리자가 동일할 것. 넷째, 다른 실효적인

된다.6)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이라는 재산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츠를 불법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예, 「漫画村(망가무라)」, 、

텐츠를 게시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에 저장된 불법콘텐츠로

대안이 부재할 것. 즉, ① 해당 도메인에 포함된 사이트가 저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itube」、「Miomio」 )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에서 직접 저작물을

권자 등의 권리 행사 및 삭제 요청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고,

둘째, 보충성(부득이한 행위)의 경우는 당해 피난 행위를 하는

그동안 수익성의 호조를 보여 오던 전자만화시장의 판매량도 격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리치사이트 와 다르다. 일본은 이용자들

② 침해자 또는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어 권리 행사 및 삭제 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로서는

감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인 「漫画村(망가무라)」의

의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2년 이용자들의

청은 곤란하며, ③ 형사 소추로 기소되더라도 사이트를 폐쇄하

권리자가 ① 특히 악질적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삭제 요

경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접속자수

불법콘텐츠 다운로드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저작권법에 도

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도메인을

청, ② 검색 결과에서 표시 삭제 요청, ③ 서버 관리자·등록 기

만 4억5천만 명이었다. 이들 사이트들은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

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녹화’ 또는 ‘녹음’의 다운로드

차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관에 삭제 요청·폐쇄 요청, ④ 인터넷 광고의 출고 정지 요청,

하고 있는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관리운영자인지 특정

에 한정되어 있어 만화와 같은 정지화면의 경우와 다운로드를

되는 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⑤ 악질적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소송·고소의 대응 등 가능한

하기가 곤란하여 삭제요청이 어렵거나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이

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는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에 따르지 않는 등 침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에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사이트들을 처벌하기 어

2-2. 타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익명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자의 특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로 인해 일본에서는 자칫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젊은층에

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차단조치는 기술적으로는 모든 콘텐츠의 열람을 이용자의 의

경우와 같이 어떤 대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형성되어 합법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이용함으

그 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분류하고 자칫 차단으

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일본 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단 이외의

로써 콘텐츠산업이 붕괴되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게

로 인하여 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인지, 또한 누가 차단

법제21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1항), 표현의 자유(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보충성이 있다.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급기야 일본 지

할 것인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본 헌법 제21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들 권리를 침해할

셋째, 법익균형은 보호 법익과 피침해 법익을 비교하여 전자의

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심각해지는 저작권 침해의 확대를 막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긴급피난(일본 형법 제37조)의 요건을

이익이 후자의 이익을 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7) 악질적인 불

위해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신속하게 불법사이트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의 경우 보호 법익은 저작권이고, 피침해

1)

2)

4)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측이 침해 사이트를

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1) 이들 사이트는 현재 모두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다. 2)Joost Poort, Jorna Leenheer, Jeroen Ham, Cosmin Dumitru, Baywatch: Two Approaches to Measure the Effects of Blocking Access to the Pirate Bay
(August 22, 2013)
2)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320-00000377-oric-ent
3)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180413/gijisidai.html

5)악질적인이란 의미는 리치사이트의 규제와 관련하여 문화심의회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 논의에서 ‘악질적인’요소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유형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침해 콘텐츠를 공중송신하는
결과에 인과적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행위의 객관적 요소를 파악할 때에는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 정도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2016년도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심의 경과등에 대하여」, 7면, 「대응
하여야 하는 악질적 행위의 범위」의 검토(안), 1면.

4)리치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로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를 모은 사이트’ 혹은 ‘자신의 사이트에는 콘텐츠등을 게재하지 않고(다만, 썸네일정보등의 설명표시를 제외한다), 다른 사이에 저장된 저작권침해콘텐츠로의

6) 「漫画村(망가무라)」, 「Anitube」 「Miomio」는 각각의 사이트에 방문자가 「漫画村(망가무라)」에서는 약1억 6000만명 (96 %가 일본에서 접속), 「Anitube」 내용은 약 4600만명 (99 %가 일본에서 접속) "Miomio '는

링크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특정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2016년도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의 심의 경과 등에대하여

1200 만 명 (80 %가 일본에서 접속)되어있다 (※ 모두 2018 년 2 월 데이터). 또한 피해액은 유통 액 기반의 시산으로 "만화 마을」에 대해서는 약 3000억엔, 「Anitube」에서는 약 880억엔, 「Miomio」에서는 약 250 억엔

(안)」 (2017년 2월 24일) 2쪽(이하 「2016년도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의 심의 경과 등에 대하여」라 한다).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8_06/pdf/shiryo_5.pdf.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일반 사단 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 (CODA)에 의한 추정통계).
7) 大谷實 「刑法講義総論」 新版第4版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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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글 김창화 │ 한밭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법익으로는 통신 비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알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법제도가 정비되기까지는 자율

스페셜 301조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무역거래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 하에서 미국통상대표부

권리 등이다. 이와 같은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조치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법률적 근거에

(USTR)가 미국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한 상태를 매년 검토한 결과이다. 보고

등의 법익은 중요한 것이나, 침해 사이트의 익명 운영 등을 통

따라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된다. 그 절차는 저작권자가 한국

서는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이 악화되고 있거나 부적정한 수준이며, 지식재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국인들

해 운영자의 특정이 곤란하여 소송에 의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

저작권보호원에 게시글 또는 사이트 삭제를 요청하면 보호원이

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

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이를 심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호, 집행 그리고 관련 시장 접근에서의 발전, 국가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스페셜 301조의 법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공문을 발송하여 이곳에서 차단에 대

적 근거와 미국 정부 지원의 기술 원조, 역량 강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한 최종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거쳐 접속차
2-3. 법적 근거 - 자율조치

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스페셜 301조 리스트

당면의 대응으로서는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임시적 및

일본의 논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접속차단의 성격을 긴급피

스페셜 301조 분과위원회는 36개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으로 아래와 같이 지

긴급적인 조치로서 민간사업자에 의한 자율 조치로 이루어질 예

난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정했다.

정이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 입각하여 업계의 자율조치로 차단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법제도가 정비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되어 있지만, 전술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불법정보의 접속차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단 조치가 불법저작물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침해

제44조의 7의 불법정보의 유통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해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법정보에 대

야 하는 지의 논란이 있다.8) 무엇보다 접속차단이 이루어지기

한 접속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긴급피난적인

한국의 접속차단 시행은 이하의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성격으로 차단조치를 바라보는 일본의 논의의 동향에 주목하

국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접속차단의 대상을 보면 일본이 국내외 서버 구분 없이 접속차

면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미국통상대표부는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지정했으며, 제306조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국

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그 접속차단

생각한다.

의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은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 해적행위와 위조, 위조품의 막대한 제작과 수출, 중국 시장

의 대상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로 한정된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을 위한 조건으로서 부과된 기술이전 요구, 외국의 지식재산 라이선서(licensor)에 대한 불리한 조건의 강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2

24

제적 적용, 지식재산 소유와 연구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현지화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 민사 그리고 형사 지식재산 집행
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61.

에 대한 구조적 장애와 의약 분야 혁신에 대한 장애 또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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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년 동안 미국 권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지식재산 체계 문제들이 충분히 향상되지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의약과 농약 제작사

않은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인도에서 오랜 지식재산 문제들은 발명가들이 특허를 받고 유지

들에 의해 제출된 시험이나 다른 데이터에 대해 적정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다.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특히, 의약 분야에서의 문제들인 집행 조치와 정책, 콘텐츠의 창작과 상업화를 적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의 영업 비밀에 대한 부적정한 보호는 미국 영업 비밀들을 불필요한

절하게 장려하지 않는 저작권 정책,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영업비밀 법적 체계들에 있다. 지식재산 문제들에

위험에 빠지게 한다. 미국통상대표부는 이러한 우선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올해의 보고서에서 지정된

대한 다자간 포럼들에서 인도가 지지하고 나타내고 있는 입장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제품의 특허 상태에 대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를 없애 투명성을 낮춘 문제들은 인도가 혁신과 창작에 대한 발전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기적 조사

적정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한 부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역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비정기적 조사는 미국통상대표부가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발전을 권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이

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특허법에 대한 개정들은 특허적격 기준과 지역에서의 제작 및 사용의 요건들

다. 비정기적 조사는 특정 무역 파트너 국가 시장들에서의 지식재산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제에 대한

을 포함하여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성공적 해결은 무역 파트너 국가의 스페셜 301조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부

뿐만 아니라 미국-콜롬비아 무역 촉진 협정(CTPA)에 따른 비정기적 조사와 콜롬비아 국가 발전 계획 실행에

정적인 상태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2017년, 미국은 비정기적 조사를 통하여 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콜롬비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콜롬비아는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

서 감시대상국으로 바꾸었지만, 콜롬비아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강등되었다. 다음 달에 미국통상대표부는 콜

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콜롬비아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

롬비아, 쿠웨이트, 말레이시아에 대한 비정기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비정기적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미국에 지식재산 관

2010년, 미국통상대표부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는 별개로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를 매년 발간해왔다. 악명 높

련 기여들을 하지 않은 칠레와 같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 리스트는 미국통상대표부에 제출된 정보에 따라 저작권 해적행위와 상표 위조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들
을 용이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한 세계적 이슈

2017년, 미국통상대표부는 2017년 8월 16일에 그러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2018년 1월 11일에 2017년 악명 높

보고서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한 중요한 지식재산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은 시장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가을 다음의 악명 높은 시장의 비정기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통상대표부는 의약과 의료 기기들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그리고 시장 접근 장벽과 관련된 문제
들을 다루기 위해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

보고서에서의 한국

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 파트너

보고서는 한국을 감시대상국 및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

국가들이 새로운 치료와 치료법의 연구 및 개발에 공정한 몫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구체적 방안들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의료 제품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취급을 제공할

사실상 이 보고서에 지정된 모든 국가들은 지식재산 집행이 결여되어 있다. 캐나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더 잘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요 조치들

시코,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리스트에 있는 무역 파트너 국가

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집약의 미국 의약 및 의료 기기 산업들은 한국의 정책에 대한 우려

들의 상당수는 위조 및 해적 상품들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국경 집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리스

를 표하였으며, 미국은 권리자들의 우려를 한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약 배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비차

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세관원들은 국경에서 그러한 상품들을 직권으로 압류하고 파괴할 수 있거나 운송

별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의 정부 기관에 의한 규정들은 권리들에 대한 강제적 집중

중인 상품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족하다.

관리와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특정 형태에 대한 법적 실시료들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

또한, 중국, 멕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저작권 해적행위에 대해 지속적으

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정부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채택

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

하고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키스탄,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정부 기관들이 허락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
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해적행위는 캐나나, 중국, 인도, 네덜란
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타이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많은 무역 파트너 국가 시장들에서의 저작권 집
행 이슈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제한적인 특허적격 기준을 갖
고 있어 미국 발명가들이 수출 증가에 대한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발명가들은

※ 본지의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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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권고안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C,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위한 세부조치 발표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식별하여 신속하게

2018년 3월 1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

삭제하고, 삭제 조치된 불법 콘텐츠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럽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콘텐츠(illegal

세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tent)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세부조치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1) 이번 권고안은 2017년 9월 28일, EC가 온

1. 불법 콘텐츠의 삭제 및 통지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한다

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더 쉽고 투명하게 불법 콘

터링하겠다고 밝혔던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EU

이용자들과 협력해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는 ‘트러스트 플래거

회원국들은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trusted flaggers)’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하여 운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EC는 향후 IT 기업들이 자발적으

수 있는 전자신고창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콘텐츠 불법성의 오판

로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조치들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에 협조하

으로 잘못된 삭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콘텐츠의 삭제

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기 때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소통

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의 삭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

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보안

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사업자는 악의

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한 플랫폼 환

적인 거짓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을 제공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EC의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의 세부조치는 EU 법 및 회원국들의 법과 부

2.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보강한다

합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리즘, 인종차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나 적대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 성폭력물, 위조 상품 및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물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적용된다.

물이나 위조 상품, 테러나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를 미리 검색하
여 삭제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기술을 보유해야만 한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
EC의 권고안은 개별 회원국의 법 집행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3.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한다

사업자들 간의 협업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기 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

1)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measures to effectively tackle illegal content online, 2018.3.1.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
commission-recommendation-measures-effectively-tackle-illegal-content-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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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특정하

7. 정기적으로 불법콘텐츠 삭제 현황을 보고한다

기 위해 자동화된 ‘봇(bot)’ 기반 시스템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콘텐츠

EC는 이번 권고안의 기준에 따른 향후 불법 콘텐츠 삭제 현황을

삭제 결정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온

분석하여 추가 조치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한지 여

라인 플랫폼의 이용 조건 등에 불법 콘텐츠의 유형과 범위 등을 명확

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은

하게 적시한다. 또한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신고 받은 불법 콘텐츠의

3개월마다 테러 관련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현황을 보고하고,

유형과 신고 건수, 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

그 이외의 불법콘텐츠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삭제현황을 EC에 보

개하며, EC는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고해야 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간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시사점

EC의 권고안은 사업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

이번 EC의 불법 콘텐츠 삭제 권고안의 발표로 구글, 페이스북, 트

업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는 조

위터, 애플 등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며 소규모

되었다. 그 이유는 권고안의 기준에 부합하는 불법 콘텐츠 삭제 절

사업자들은 그러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

차를 조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한 내에 삭제하지 못하는 경

라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상호 공조제체를 온라인 플랫

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은

폼 사업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구축한다.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
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5. 회원국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IT 기업들은 플랫

EC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회원국 집행기관 간 협업을 위한

폼 사업자의 막중한 관리감독 의무와 신속한 삭제시한을 강조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이를 위해 양자가 온라인 콘

는 EC의 권고안은 불법 콘텐츠로 신고 되는 모든 콘텐츠를 숙고

텐츠와 관련하여 공동의 정책 형성을 위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

없이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콘텐츠가 생명이나 안전에 심각

나 최근 IT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하기 위한 방안들

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을 이러한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가짜

사실을 즉시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이

뉴스’문제로 한바탕 소동을 격은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뉴스의 신

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뢰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부적
절한 영상을 선별하기 위해 1만 명의 모더레이터(moderator)를

6. 테러 관련 불법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고 재게시를 방지한다

고용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테러 관련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게

또한 EC의 권고안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조치가 기본권의 무

시되면 1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분별한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담

한 불법 콘텐츠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

보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와 회원국 간의 협업을

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게시물을 식별하는 자동 필터를 마련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 동일 콘텐츠의 재게시를 막거나,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
을 가진 유로폴(Europol)과 공조하여 원활한 정보 교환을 통해 효
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깊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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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④ 캐나다

접속차단 효과

MPA Canada의 전세계 접속차단
보고서를 통해 본 접속차단의 효과

2) 합법 사이트의 방문자 수 증가
접속차단을 통한 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트래픽 감소보

1) 유저들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이용 감소

글 손보영 │ MPA KORE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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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이후 유저들이 해당 불법 사이트를 방문

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트래픽이 감소한 만큼 해당 콘텐츠를 이

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

용하기 위해 유저들이 합법 사이트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보

를 예시로 삼았다. 2012년 5월 네덜란드에서 TPB(The Pirate

고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에서 2014년 11월, 53개의 침해

bay)에 접속하였던 네덜란드 인터넷 이용자의 80%가 해당 사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차단이 시행된 것을 설명하며 접속차단

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후 더 이상 접속하지 않았

결과 해당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22% 감소될 뿐만 아니라 합법

5월 2일, 정부는 부처합동 해외사이트 저작권 침해 방지대

접속차단의 방법과 종류

다.2) 방문자 수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예시는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의 트래픽이 6% 증가 하였고, 광고기반의

책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접속차단 방법으로는 해외 서버

접속차단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영국, 싱가폴,

kino.to라는 해외의 유명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였

합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의 트래픽은 10% 증가하였음을 강

를 이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을 피해가는 불법사이트

호주, 덴마크 등과 같이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시행하는

던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3)

조하였다.7)

들을 차단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대책이

것이다. 법원 명령에 의한 접속차단은 뒤에 설명할 행정 명령에

위와 같은 특정 사이트의 접속차단이 계속되면 전반적으로 저

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사이트 차단방식에 대해 과도하

의한 접속차단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차단하는데 있어 시간

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방문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에 따

시사점

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올해 3월 말에 MPA

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의 행정 명

르면 영국에서 2012년 5월에 TPB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행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합법저작

Canada에서 캐나다의 통신 규제 기관인 CRTC (캐나다 라디

령에 의한 차단이다. 한국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포르

결과, 3개월 후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을 90% 감소시켰지만 전

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843억 원이며, 특히 영화시장의 경

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투갈, 멕시코 등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전문 심의

체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트래픽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

우 9,109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 에 나

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이루

나 지속적으로 TPB와 같은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

시장 침해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CRTC에 접

온 국외 상황을 바탕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의 메커니즘과 그

어지는 접속차단은 보통 IP주소 차단과 DNS 차단, DPI(Deep

지자 영국의 전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트래픽이 22%나 감소

속차단 도입을 요청한 크리에이티브 연합체, FairPlay Canada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Packet Inspection)를 통한 URL 차단, 3가지 종류로 나뉘며 하

하였다.4) 다른 예로는 영국과 달리 행정명령으로 접속차단을

의 멤버 중 하나인 Bell Media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나 또는 한 개 이상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진행하는 포르투갈을 들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Siteblocking)이란?

접속차단을 꾸준히 진행하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트래픽 감

FairPlay Canada가 제안한 접속차단은 캐나다의 창조산업분

한국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

접속차단 시행 국가

소는 물론이고, 포르투갈 외 지역에서 Alexa 상위 250개 저작

야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는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권리자들의 신청 아래 한국저작권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최소 42개의 국가들이 접속차단

권 침해 사이트의 트래픽이 30.8% 증가할 동안 포르투갈 내에

고 덧붙였다.8) 접속차단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모든 접속을

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취급을

을 실행 중이거나 또는 ISP에 접속 차단을 요구할 법적인 의무

서는 9.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5) 보고서에서는 마지막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접속차단을 통해 수백,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접속차단을 실시한다. 보고서에 따르

가 있다.

예로 한국의 접속차단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경우 접속차단이

수천명의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저작물의 권

시행되고 3개월 후 해당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평균 90% 감소

리를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망가트리는 일은 줄어들 것이며, 합

했으며, 전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트래픽 또한 18%나 감소하

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의도가 있는 유저들에게 올바르고

는 큰 성과가 있었다.6)

공정한 저작물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면, 현재 최소 42개국이 이러한 접속차단을 실행 중이거나 또는

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 32개국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ISP에 접속 차단을 요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접속차단은 유
저로부터 불법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차
단으로 인해 일반 유저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유저들을 합법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남미
오세아니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 본지의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호주
2)Joost Poort, Jorna Leenheer, Jeroen Ham, Cosmin Dumitru, Baywatch: Two Approaches to Measure the Effects of Blocking Access to the Pirate Bay (August 22, 2013)
3)Luis Aguiar, Jörg Claussen, Christian Peukert,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Consumer Behavior, and Market Structure (2015), European Commission
4)Brett Danaher, Michael D. Smith, Rahul Telang, Website Blocking Revisited: The Effect of the UK November 2014 Blocks on Consumer Behavior (April 18, 2016)
5) INCOPRO, Site blocking efficacy in Portugal September 2015 to October 2016 (May 2017)
6)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Study on Site Blocking Impact in South Korea (2016)

1)BEFORE 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IN THE MATTER OF AN APPLICATION PURSUANT TO SECTIONS 24, 24.1, 36, and 70(1)(a)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93 TO DISABLE ON-LINE ACCESS TO PIRACY SITES, Intervention of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 Canada

7) Brett Danaher, Michael D. Smith, Rahul Telang, Website Blocking Revisited: The Effect of the UK November 2014 Blocks on Consumer Behavior (April 18, 2016)
8) FairPlay Canada, New creative coalition urges CRTC action against online theft (Januar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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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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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림-리핑 사이트 YouTube-MP3.org
YouTube-MP3.org는 전체 스트림-리핑 이용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트림-리핑 사이트로서6) YouTube 동영상 주소만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YouTube의 스트리
밍 동영상을 추출하여 영상을 고음질의 mp3파일로 변환시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YouTube-mp3 변환사이트이다.7) 구체적으로 YouTube-MP3.org는 이용자가 접근한 YouTube의 스트리
밍 비디오 영상에 포함된 오디오 트랙을 빠르고 원활하게 제거하고 mp3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YouTube-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이란?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은 ‘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실시간으
로 재생하는 기법’이란 의미1)를 가진 단어 스트리밍(streaming)과 ‘음악 CD 등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형
식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2)하는
단어 리핑(ripping)이 결합된 용어이다. 즉, 스트림-리핑이란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이나 영상에
서 음원을 추출하여 mp3처럼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트림-리핑 기술은 약 10여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2007년 디지털 공연권 단체인 Sound
Exchange에 의해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리핑 소프트웨어 등 리핑
툴이 비효율적이었고 주문형 서비스가 아닌 이상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음악 업계 내에서도 스트림-리핑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
문형 스트리밍 서비스(on-demand streaming services)와 스트리밍 레코딩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스
트림-리핑 기술은 저작권자와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3)
2016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의 ‘2016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에서는 미국의 저작권자들이 스트림-리핑 방식의 온라인 침해 사이트 및 애플리
케이션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영국에서도 2017년 9월 7일 영국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보고서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6 to 2017)’에 따르면 음악 분야에서의 가장 큰 저작권 침해 수단은 스트림-리핑
행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5) 2016년 영국 공연권집중관리단체와 영국지식재산청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

MP3.org의 서버에 이를 복사하여 저장하며 서버를 통해 mp3 복사본 파일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메커니
즘을 가진다.8) 이용자는 이를 통해 YouTube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mp3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컴
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YouTube-MP3.org
가 높은 수준의 트래픽을 활용하여 매달 수십만 달러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였지만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에게
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9)

스트림-리핑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
스트림-리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음원 추출 기술 및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
스 수익이 감소하자 2011년 말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는 구글 및 YouTube의 온라인 저작권 정책에 대해 정식
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초에는 주요 메이저 음반회사들이 YouTube에게 직접 스트림-리
핑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저작권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져왔다.10) 구글 및 YouTube에서도 이러한 문
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 6월 YouTube-MP3.org의 스트림-리핑 서비스가 YouTube의 약관을 위반한다는 이
유로 YouTube-MP3.org에게 서비스 정지 요청과 함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서한
을 전달하고 실제 YouTube-MP3.org 서버의 YouTube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YouTube-MP3.org로 대표
되는 YouTube-mp3 변환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바 있다.11)
한편 2016년 9월 17일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서 음악 시
장 규모가 가장 큰 13개 나라의 음악 소비 양태를 조사한 보고서 ‘음악 소비자 통찰력 보고서 2016(Music
Consumer Insight Report 2016)’를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30%가 스트림-리핑

면 2013년 8월 이후 스트림 리핑은 141.4%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불법 서비스의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였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50개의 음악 침해 사이트 중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전체의 68.2%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트림-리핑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네이버 지식백과, “스트리밍”,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0794&cid=40942&categoryId=32828>, (최종방문: 2018년 5월 6일).

6) https://www.theverge.com/tech/2017/9/4/16252348/youtube-mp3-org-shut-down

2) 네이버 지식백과, “리핑”,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309&cid=40942&categoryId=32842>, (최종방문: 2018년 5월 6일).

7)https://torrentfreak.com/google-threatens-to-sue-huge-youtube-mp3-conversion-site-120619/

3) https://cpip.gmu.edu/2017/09/05/stream-ripping-emerges-as-the-new-face-of-music-piracy/

8) https://www.digitaltrends.com/social-media/youtube-mp3-converter-loses-court-case/

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6-Out-of-Cycle-Review-Notorious-Markets.pdf

9) http://www.ifpi.org/news/Worlds-largest-music-stream-ripping-site-shuts-down-after-successful-international-legal-action

5) 2
 016년 영국 공연권집중관리단체와 영국지식재산청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스트림 리핑은 141.4%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불법 서비스

10) 정현정, “유튜브 동영상 mp3 변환 사이트 폐쇄?”, ZDNet Korea, 2012년 6월 20일,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620091545>, (최종방문:

의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였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50개의 음악 침해 사이트 중 스트림 리핑 사이트가 전체의 6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신, “지식재산청,
2016~2017년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다”, 「저작권 동향」 2017 제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1-2면.

2018년 5월 6일).
11) https://torrentfreak.com/google-threatens-to-sue-huge-youtube-mp3-conversion-site-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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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특히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YouTube와 같

그렇지만 YouTube-MP3.org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NotMP3downloader.com은 폐쇄 조치

은 사이트에서 음악을 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트림-리핑 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국제음반

된 YouTube-MP3.org과는 달리 자신들의 서비스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이용

산업협회는 동 보고서를 통해 스트림-리핑 행위를 통한 저작권 침해 비율(30%)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

자들에게 스트림-리핑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18)

한 불법 음악 복제의 비율(19%)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 보고서의 결과는 업계 전문가 일부
를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13) 국제음반산업협회의 보고서 발표

시사점

를 계기로 스트림-리핑 행위의 부정적인 면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와 관련한 저작권 이슈가 수면위로 급부

이와 같은 스트림-리핑과 관련한 논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국제음반

상하게 된 것이다. 동 보고서의 발표 이후 미국음반협회를 비롯한 국제음반산업협회, 영국음반산업협회와 같

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반 소비자 중 스트리밍 이용자가 50%, YouTube를 통해 음악을

은 음악 관련 단체들은 주요 음반 회사들을 대신하여 YouTube-MP3.org가 스트리밍 동영상을 추출하여 이

듣는 이용자가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9) 스트림-리핑과 관련한 논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

용자들에게 MP3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했을 뿐만 아니라 기여침해

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유튜브 mp3’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스트림-리핑 방법에 대한 수많은 블로그

(contributory infringement),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등의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에

및 웹사이트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20)

도 해당하며, 거기에 더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YouTube-MP3.org을 상대로 캘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저작

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4)

권 침해 행위인 스트림-리핑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폐

국제제음반산업협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악 권리 단체들이 세계 최대 규모

쇄된 YouTube-MP3.org 외에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유사 스트림-리핑 사이트들의 규제 및 합리적인 이용 방

의 YouTube 리핑 사이트인 YouTube-MP3.org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안 마련을 위한 학술적·실무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서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평가다.15)

특히 스트림-리핑 사이트의 운영자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트림-리핑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유투브 동영상을 mp3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은 해당 음악 저작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림-리핑 사이트 폐쇄

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적이용을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던 상황에서도 매달 전 세계적으로 6천 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위한 목적의 스트림-리핑 행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21)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자랑하던 독일 기반 세계 최대 규모의 YouTube 리핑 사이트 YouTube-MP3.org는 국제음반산업협회, 영국

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배포 및 전송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음반산업협회와 같은 권리 단체들의 소송 제기로 인해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위해 2016년 10월 영국음반산업협회와 영국 이용자들의 스트림-리핑을 통한 음원 다운로드를 차단하기 위

다만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YouTube의 약관에서는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가

해 영국의 트래픽 접근을 제한하는데 합의하였다.16) 2017년 9월에는 미국음반협회에게 도메인을 양도하고

없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YouTube가 제공하는 형식 이외의 방법으로 YouTube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스트림-리핑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미국음반협회와 합

의 콘텐츠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스트림-리핑 사이트를 통한 YouTube 콘텐츠의 이용은 YouTube의

의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미국음반협회와의 합의안과 법원에 의해 승인된 영구적 금지명령에 따라 사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22)

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림-리핑 사이트는 폐쇄조치 되었다.17)

※ 본지의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8) https://torrentfreak.com/if-youtube-ripping-sites-are-illegal-what-about-tools-that-do-a-similar-job-180407/
19) http://bit.ly/2cSOqGZ
12) 박경신, “[산업] 국제음반산업협회, 스트리밍 리핑이 파일 공유보다 심각하다”,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1-2면.

20) 권도연, “유튜브 음원추출 사이트 ‘YouTube-MP3’ 문 닫는다”, BLOTER, <https://www.bloter.net/archives/289163>, (최종방문: 2018년 5월 6일).

13) https://torrentfreak.com/if-youtube-ripping-sites-are-illegal-what-about-tools-that-do-a-similar-job-180407/

2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

14)원고 음악 관련 단체들은 피고 YouTube-MP3.org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기여하였으므로 기여책임에 해당하고, 이용자들이 음원을 추출하고 공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광고 수입 등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대위책임에 해당하며, YouTube-MP3.org가 음원을 추

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5. 귀하의 콘텐츠 이용

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직접 침해를 하도록 독려 및 장려 내지 지원하였기 때문에 유도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음

상기 일반적인 제한에 추가하여, 콘텐츠 이용시 귀하는 특히 이하에 기재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원 접근통제와 복제방지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방 저작권법 17 U.S.C. § 1201(a)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최희식, “RIAA,

B.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의도한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대로 참고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YouTube-MP3 상대로 소송”,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호,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년.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본 서비스에서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면 안 됩

15) https://torrentfreak.com/if-youtube-ripping-sites-are-illegal-what-about-tools-that-do-a-similar-job-180407/

니다. 귀하는 YouTube 또는 각 콘텐츠의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콘텐츠를 복사, 복제(reproduce),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

16) http://www.ifpi.org/news/Worlds-largest-music-stream-ripping-site-shuts-down-after-successful-international-legal-action

거나, 발표, 각색, 배포, 전송, 방송, 전시(display), 판매, 라이센스 허여하거나 달리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YouTube와 라이센서들은 본 서비스 및 콘텐츠에서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17) https://torrentfreak.com/youtube-mp3-settles-with-riaa-site-will-shut-down-170904/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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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혁 대표의 첫 인상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웃음 많은 사람이었다.

절판된 책에

인터뷰 내내 겸손하게 응해준 모습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다

분명 그가 만든 책에는 따뜻함이
녹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확신은 옳았다.

May+ Ju n e

최측의농간이 걷는 길 위에 무가 있을지 유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시절 그들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무를 향
해 기어가는 달팽이>는 꼭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고, 지금은 처
음의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작품이다.

단지 읽고 싶었던 책을 펴내고 싶었을 뿐
‘최측의농간’이라는 좀 색다른 출판사명에 대해 신동혁 대표는
“재밌어서”라고 설명했다. “저희는 범주화하거나 명료한 조준으
로 취향 저격할 수 없는 다양한 독자들을 생각했어요. 갈라서거나
맞서는 ‘쪽’이 아닌 ‘측’으로 독자들과 웃으며 가고 싶었습니다.
‘농간’이라는 말로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의 표정이 ‘웃음’임을 알

최측의농간 대표 신동혁

작가의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다

리고 싶었던 거죠.”

그가 건넨 여림 유고 전집 <비 고인 하늘을 밟고 가는 일>에 실

대화하는 내내 신동혁 대표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지지 않는 이

상암동 북카페 북바이북은 저작권OK 오프라인

린 여림 시인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 내려갈 때마다 깊은 공감

유가 여기에 있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진지하고 어려운 책을

지정업체로 개성 넘치는 다양한 책들을 판매하면서

과 시인의 울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최측의농간에서

펴내고 있지만 심각한 표정만 지으면 재미없을 것을 이미 잘 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요즘 핫하다는 ‘책맥’

펴낸 책들의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했고, 오로지 ‘글’에 초점이

고 있기에 독자들이 출판사명에서 조금은 친근하면서도 웃음이

파는 곳이다. 간만에 미세먼지 없는 볕 좋은 이른

맞춰 있었다.

절로 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복간을 결심하면서 수익성을 고

아침 동네 책방 같기도 한 이곳에서 최측의농간

“저희가 펴낸 책이 심플한 가장 큰 이유는 ‘절판하지 않는다’라

집하기 보다는 단지 우리가 읽고 싶었던 책을 펴내는 것에 목표

는 저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최대한 유행을 타지 않

를 두었어요. ‘읽고 싶었지만 읽기 힘들었거나 읽기 불가능했던

으면서도 독자들이 작가의 ‘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

그런 책들을 직접 만들어 읽자’라는 생각으로 저의 책 동무이자

습니다.”

안내자이면서 현재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와 둘이서 최

책을 받아드는 순간 신동혁 대표가 책을 펴내는 이유와 작가

측의농간을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읽고 싶은 책, 별로 알려지지

를 존경하는 깊은 마음을 단번에 눈치 챌 수 있었다. “저희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절판되었지만 분명 지금 읽어도 재미

첫 번째로 펴낸 책은 <무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입니다. 이

있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출판을 시작한 셈이죠. ‘이 책 좀 예전

책이 저희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것은 내용도 좋지만 무엇보다

에 나오긴 했는데 꼭 읽어볼만한 좋은 글들이 실려 있어. 우리

책의 제목 때문이었어요.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불교에서 설

가 정말 읽고 싶었고, 마침내는 설레며 읽었고 당신들도 읽어봤

파하는 무상의 이치를 잘 드러내기도 하고, 갈 길을 헤매는 우

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리의 삶 한 부분을 은유처럼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저자이신

그런 점에서 최근 출간한 <박서원 시전집>은 더욱 의미 있는 책

박재현 선생님은 본인도 잊고 있었던 젊은 날 자신의 초상이

이다. 2016년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서원 시인의 사망 소식을

담겨 있는 이 책을 다시금 상기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

유족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확인한 최측의농간이 시인 사후

요. 인문 서적의 출판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팔리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선보이는 최초의 시전집이기 때문이다. “<

지 않을 이 책을 출간해도 괜찮겠냐?”며 오히려 걱정하고 격려

박서원 시전집>은 2016년 여름, 박서원 시인이 타계한 것 같다

해주셨습니다.”

는, 그것도 그 시점이 꽤 오래전인 것 같다는 출처 미상의 소문

신동혁 대표를 만났다.

글 편집실 / 사진 황성규
장소협찬 북바이북 (bookb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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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SNS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부고의 소문은 끝내 소식

“현재 저희가 복간하려고 작성한 절판도서 리스트는 300여 권

“사실 판매부수가 적다며 인세를 받지 않으려는 작가들도 종

간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에 저희의 노력이 기여했을 거라고 생

이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도 오랫동안 그를 기억한다거나 기

정도 되고, 그 중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절판도서는 40여 권입

종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더욱 챙겨드리려고 합니

각하고 조금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널리

억하겠다는 사람들 틈에서조차 그의 생사여부를 정확하게 확

니다. 저작자(작가)를 설득하고 재출간까지 이어져오면서 누구보다

다. 판매부수를 떠나서 책마다 저희만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못하고 잊혔던 좋은 책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인해주는 이가 없어 저희가 직접 시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

도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저희의 작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작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더 잘 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죠. 시인과 인연이 있었던 이들을 수소문하고 마지막으로 거

서 작가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그들

켰으면 좋겠거든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려와 씁쓸함도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늘

처했을 것으로 짐작한 주택을 찾았으며, 극적으로 유족(어머

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니)과 연결되어 박서원 시인의 첫 시집 <아무도 없어요>를 복

를 위해 저희는 저작권 협의와 동시에 기존에 출간되었던 출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복간 작업이 계속 되기를

“세상에 저희만 잊힌 책을 기억하거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

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시인이 생전에 펴낸

사에 동의를 구합니다. 기존 출판사 직원들도 잊고 있었던 책을

신동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최측의농간을 설립하

지 않아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큰 관심 없이 스스로의 고민과 판

다섯 권의 시집을 한 권으로 묶은 <박서원 시전집>을 내놓게

문의할 때가 많기에 대부분 흔쾌히 검토해주고 응원의 말과 함

고 첫 출간을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절판된 양서를 복간하겠다

단으로 독서하는 독자들이 분명 곳곳에 있을 겁니다. 독자들에게

되었습니다.”

께 저작권 해지를 확인해줍니다. 직접 찾아가 만나고 정직하게

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다고 한다.

저희를 알리고 저희가 모르는 가치 있는 책들에 귀 기울이고 싶

최측의농간은 박서원 시인이 생전에 시인으로서 충분하게 받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위에서 ‘복간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며 걱정을 했

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절판도서 리스트와 독자들의 절판

지 못했던 조명이 새로운 토대 위에서 온당하고 따뜻하게 솟

또한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측의농간은 인세지급이나

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큰 출판사에서도 절판되었던 책들을 복

도서 리스트가 쌍방향으로 웃으며 만나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아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박서원 시전집>을 펴냈다.

2차저작권 사용 시 동의, 제고 등 정기보고를 통해 꾸준히 연락

있으면 좋겠습니다.”

을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짧은 인용

신동혁 대표는 인터뷰 내내 “어떤 일이 있어도 절판도서의 복간

저작자의 권리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

혹은 연극이나 드라마 등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함

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내비췄다. 거시적 안목을 통한

절판된 책을 복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은 바로 ‘저작권’이

께 설명하는 등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하기 위해

다. 최측의농간은 저작권 협의를 위해 인세 협의, 부수 협의 등

애쓰고 있다.

표준계약서 상 지켜야 할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그랬듯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해서이다.

“세상에 저희만 잊힌 책을
기억하거나

의미 있는 복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같은 생각, 같은 바람
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늘 함께해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측의
농간
“사실 판매부수가 적다며
인세를 받지 않으려는 작가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더욱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 최측의농간은 과거 절판된 책을 복간해 다시 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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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저작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출판에서 태어난 저작권,
글 김기태 교수 │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저작권으로 튼튼해진 출판권
저작권은 원래 ‘copyright’라는 영어단어에서 온 말이다.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성문 저작권법인 앤여왕
법 이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은 직역하면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 곧 ‘복제권’이 된다. 그
러니까 처음부터 저작권이란 말이 나왔던 건 아니라는 뜻이
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복제’했기에 이런 권리가 생기

오늘날에도 저작권 대신 ‘판권’이라는 단어를

게 된 것일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을 떠올리면 답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권’은 잘못된

나온다. 예전에는 문자나 그림을 다양한 매체(파피루스, 점
토판, 양피지, 죽간 등)에 필사의 형식으로 써서 이용하는 게
고작이었다면 활자를 통한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대

용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겠다.

량복제 시대가 열렸다. 필사 시대에는 필사하는 사람의 공
력과 매체의 희귀성 때문에 저작자(창작자)의 노고를 생각

18세기 초반에 서양에서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작가)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권리였다. 이후 화가, 조각가, 음악가 등 다른 예술 장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
되었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저작권’이라는 우산 아래 모두 모이게 된다. 이처럼 저작권은 출판 산업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저작권 덕분에 출판 환경이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다.

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대량복제 시대가 열리고

여기서 ‘판권’은 곧 ‘출판권’을 줄인 말로, 후쿠자와 유키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출판업자들이 등장하여 특정 저작물

는 ‘copyright’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

을 출판함으로써 큰 돈을 벌게 되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

판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서양

대한 권리가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에서는 이미 ‘copyright’는 단순히 출판할 수 있는 권리뿐만

권리를 ‘copyright’라고 했으니, 결국 출판 산업에서 저작권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 유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권

이란 권리가 태어난 셈이다.

리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저작권’과 유사한 개념

이처럼 서양에서는 일찍이 18세기 초반부터 창작자에 대한

으로 정착되고 있었다. 나아가 1886년 9월에는 최초의 국제

권리를 인정했으나 처음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작가)에게만

협약인 ‘베른협약’이 스위스에서 결성되기에 이른다. 이러

주어진 제한적인 권리였다. 이후 화가, 조각가, 음악가 등 다

한 조류를 눈치 챈 일본에서는 ‘판권’이란 용어를 얼마 지나

른 예술 장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별도로

지 않아 폐기하고 ‘저작권’이란 용어로 대체하게 된다. 그럼

제정되었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저작권’이라는 우산 아

에도 이미 ‘판권’이란 용어는 한반도와 중국으로 전파되어

래 모두 모이게 된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의식

오늘날에도 저작권 대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희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이른바 메이

‘판권’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버리고 ‘저작권’이라는 정확한

지 유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 지식인의 대명사였

용어를 사용해야 하겠다. 결국 출판의 진화 덕분에 저작권이

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서양

생겼지만, 이제는 저작권 덕분에 출판 환경이 건강해지고 있

의 ‘copyright’를 ‘판권(版權)’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된다.

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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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에서 벗어난 전자책(e-Book) 등장하다
1957년에 드디어 우리만의 저작권법이 독자적으로 제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우리

정되어 저작자 사후 3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는 등 다

나라도 UCC 회원인 외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의

양한 효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전체 75개 조 가운데 상

무가 생겼다. 이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우리 출

당부분이 출판권, 발행권 등 출판 관련 권리들로 채워졌

판계에서는 외국도서를 원저작물로 하는 번역서 출판 자

다. 당시에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분야가 지극히 한정되

체를 기피하는 바람에 한동안 출판통계에서 번역서 비

어 있었고, 가장 원활하게 저작물을 이용한 분야가 출판

중이 매우 초라한 상황까지 생겨났다. 이후 변화의 바람

이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출판권을 “저작자는 그 저

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생겨난

작물을 출판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저작자의 직접 권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출판권은 대개 저작

(TRIPs)이 1996년 1월부터 국내에 발효되었고, 같은 해

서점에서 ‘어린왕자’가 사라지다

재산권자로부터 출판을 허락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

9월 우리나라는 베른협약에도 가입하여 효력을 발생하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는 동안 출판계도 다사다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2008년 4

용권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에 이른다.

월 경에는 우리나라 전체 서점에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

이때 제정된 저작권법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보편

리면서 몽땅 사라진 일이 일어났다. 생텍쥐페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제호와 삽화의

치는 동안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회 전

화하면서 ‘전송권’ 같은 새로운 권리가 등장하고, 출판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점들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하

반에 걸쳐 아직 저작권 의식이 두드러지지 않은데다 전

계에서는 전자책(e-Book)이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출

지만 곧 출판계 전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면서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에도

통적인 사고방식, 예컨대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판계에 기존 출판권만으로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상표권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에는 특정인에 의한

생각 때문에 ‘저작권 침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어려운 상황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어린왕자’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출판계에서

않은 탓에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은 거의 생겨나지 않았

2007년 6월 29일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

는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던 것이다.

등의 개념을 합친 ‘공중송신권’을 신설하는 등 다시 전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필자도 그랬지만 1970

개정된 저작권법이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2011년에는

정책당국이 아무리 발 빠르게 움직여도 진보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더구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라면 외국원서는 으

6월에 이어 12월에 또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는데, 이

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은 급기야 인공지능(AI) 또는 사물

레 무단복제본을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세

는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

인터넷(IoT)이 우리 생활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끌고 있다. 아날로그 미

계 최대 ‘해적출판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곤 했다. 그러

달아 비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

디어 시대에 탄생한 저작권과 출판이 디지털 미디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나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저작권

로써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사후 또는 공표 후 70년으

다. 종이책이 모바일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고, 1천 년 이상 걸려 동양에서 서양으로

보호에 관한 그 어떤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로 늘어나고, 배타적발행권이라든가 공정이용에 관한 조

혹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지곤 했던 각종 기술이 순식간에 파일 형태로 전 세계

외국 도서나 음반을 무단복제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었기

항이 신설되는 등 저작권법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에 퍼지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 아닐까 싶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생

다. 창작자를 존중하고 예우해야 문화가 발전한다는 믿음, 기술은 어디까지나 우리

하지만 1987년을 기점으로 양상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겨난 일들이며, 출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종이책은 출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확신,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1987년 7월 1일자로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재산권

판권, 전자책 등 다른 발행물들은 배타적발행권의 적용

우리가 거느려야 한다는 인간본위의 생각에 충실할 때 책이나 저작권 또한 인간에게

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부개정 저작권법이 발효

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로운 존재로 항상 함께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되었고, 같은 날 우리나라는 드디어 유네스코 산하 세계
저작권협약(UCC) 사무국에 입회신청서를 냈다.

※ 본 지의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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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적시는
유령 멜로에 스민
남성 판타지 영화

원작의 재구성은?

오래전 일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처음 접하던 때에 느

틀 포레스트> 역시 일본 원작이다. 올해 안방 드라마에서도 <마더>

원작을 리메이크한 2차저작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호에서는 2번이나

꼈던 어떤 그로테스크함. 그 새로움의 충격을 나는 ‘귀신 멜로’

에 이어 <리치맨>이 일본 작품 리메이크 붐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란 언어로 혼자 되새김한 적이 있다. 나중엔 살짝 코믹한 어감

일본 원작의 매력은 인물 캐릭터의 선명성에 있지 않을까 한다.

으로 항간의 ‘유령 멜로’란 말이 좋았다. 헝겊인형을 거꾸로 걸

캐릭터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느낌이다. 만화천국의 전통에

어두면 비가 온다는 간절한 기도, 터널 지나 숲속 축축하게 떨

서 나온 것일 텐데 전형성, 극단성, 단순성이라기보다는 이 모

어지는 빗방울을 받아내던 뼈대만 남은 폐건물의 형상이 그 설

든 말을 품는 의미에서 순정성이라는 말을 나는 선호한다. 더

화적 이미지를 더 짙게 쌓아올렸으리라. 죽음마저 극하는 순정

순정한 바보, 더 순정한 악인, 더 순정한 의인, 이런 식이다. 한

한 사랑의 희구에 대한 스케치랄까. 이번에 다시 보노라니 이슈

국에서도 대박을 터뜨린, 그 숱한 ‘여혐’ ‘갑질’ 대사들을 품고

하나가 보태졌다. 이 아름다운 드라마는 수천 년을 인간 삶 주

있는, 신데렐라형 드라마 <꽃보다 남자>도 일본 만화가 원작인

변에서 배회해온 우렁각시의 재림이 아닌가?

데, 드라마로 만든 건 대만이 먼저였고 그 뒤를 일본과 한국, 중

리메이크된 영화를 소개할까합니다. 이치카와 다쿠지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이미 일본에서 리메이크 되어 큰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올 봄, 우리나라 멜로 감성으로 다시 리메이크되어 우리 극장가를 촉촉히 적셨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소개합니다.

글 허미경 │ 이야기품평가
이미지 출처 │ 롯데엔터테인먼트

May+ Ju n e

국이 쫓았다.
일본 원작의 매력은 ‘인물 캐릭터의 선명성’

왜 하필 일본 원작이냐는 물음은 과거 일제 식민지배의 비극에

올 봄 저 ‘유령 멜로’ 리메이크작이 콧등 시린 첫사랑의 소묘

뿌리가 닿아 있겠다. 유독 일본 작품이 많이 리메이크되는 까닭

<건축학개론>(2012) 이래 가뭇없이 지속되온 한국 멜로영화 가

은 그곳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많다는 데 있을 것이다.

뭄에 단비를 뿌렸다. 한국 톱배우 반열에 올라선 손예진과 연기

또한 같은 동아시아권이기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이른바 ‘정

폭을 넓힐 기로에 서 있는 듯 보이는 소지섭이 합심한 <지금 만

서적 공감’을 얻기가 용이한 점도 있다.

나러 갑니다>는 멜로 영화로는 드물게 260만여 명을 불러 모았
다. 천만관객 영화가 흔해진 시절이라지만 나름 대단한 선방이

▼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한 장면

아닐 수 없다.
2004년 동명의 밀리언셀러 소설을 극화해 성공을 거둔 일본판
영화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호평 받았으며 원작 소설의 번역
출간도 이끌어냈다. 1년 뒤 일본에서 제작된 드라마 역시 우리
나라 ‘일드’ 애호가층의 사랑을 받았다. 올봄 한국판의 성공으로
국내 일본판 재개봉이 이어졌고 원작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 드라마 및 영화업계엔 일본 원작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징
크스가 엄존하는데, 과거 손예진 고수의 <백야행>, 송혜교 차태
현의 <파랑주의보>(<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고현정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의 <여왕의 교실>의 흥행 실패가 종종 거론된다. 하지만 자세히

2004년 동명 밀리언셀러

보면 고현정 조인성의 <봄날>이 높은 시청률을 뽑았고 김혜수
의 <직장의 신>이나 김명민의 <하얀 거탑> 같은 리메이크가 이
미 우리 안방극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소설을 극화해
성공을 거둔

스크린에선 지난해 유해진의 <럭키>가 성공했으며 지난 2월 음

일본판 영화를

식 치유 스토리텔링으로 잔잔한 울림을 준 임순례 김태리의 <리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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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판권 구입 후 4년 만에 제작된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00년대 후반 큰 흥행을 일으킨 김아중의 <미녀는 괴로워>의

이를 다시 사랑해주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그 대책 없고 생활력

일본판이 절제되고 몽환적인 느낌이라면, 한국판은 유쾌하고

경우 제작 단계에서 일본 만화(<칸나씨 대성공이에요>)와 유사하

없는 남자를 다시 사랑하고자 과연 다시 돌아올까?

남녀 감정이 좀 더 강조된 쪽이다. 이장훈 감독은 한국판이 원

다는 견해가 나와 그 만화의 판권을 구매한 뒤 영화를 완성했다.

이런 현실 속 여자들의 물음표를 지긋이 즈려밟으면서, 영화는

작소설의 유쾌한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 뒤 영화의 저작권을 사서 만든 동명의 뮤지컬 일본 공연에 대

속삭인다. 이건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얘기야’라고. 인생엔 연습

나는 일본판에서 더 많이 웃었다. 디테일을 다 기억하는 상태

해 일본쪽 만화출판사에서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일본

이 없고, 지난 사랑에서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은 회한으로 남는

에서 한국판을 나중에 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판이 짜임

법원에서 주인공의 전신 성형 외에는 설정, 등장인물, 장소가 다

다. 매순간 처음이라 서툴렀던 지난 삶, 지난 사랑에 대한 회한

새가 좋다는 쪽이다. 일본판 초중반의 거의 모든 장면은 의미

다르다며 만화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판 리메이크 붐

을 품은 현실의 남녀들에게 다시 처음처럼 사랑해보기는 달콤

있는 반전을 후반부에 드러낸다. 이른바 반전을 품은 ‘세컨드

은 10대에서 30대까지 일본 원작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세대의

한 대리만족이다. 엄마가 없어 슬펐던 아이가 돌아온 엄마로 하

신’(두 번째 장면)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단단히 묶는다. 이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영상장르의 밑천이라 할 만화와 소설에서

여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건 기분 좋다. 누군들 내가 다시 첫

짜임새가 웃음을 빚는다. 학창 시절 남자의 기억 속에서 남자는

도 일본 작품은 이미 한국에서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했다. 유럽

사랑을 한다면 그 남자(여자)에게 좀 더 솔직했을 텐데 하지 않

그 여자를 홀로 짝사랑했는데 후반부에서 여자 역시 그 남자를

에서도 저변이 넓다고 한다.

으랴, 누군들 내가 다시 내 아이의 엄마(아빠)가 되던 몇 년 전

짝사랑했음이 드러나는 식이다.

의 내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잘해줄 텐데 하지 않으랴.

한국판은 원작에 있던 가부장적인 내용을 아주 조금 덜어냈다.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의 여자동료에게 자신이 가고 난 뒤 남편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8년 전에 지하철에서 소설을 읽다가 울어버린 남자. 신인감독

남편과 기억 잃은 아내는

과 아이를 부탁하는 장면을 뺐다. ‘타임슬립’이 등장하는 결말

이장훈은 소설의 저 구절이 앞날 깜깜하던 시절 자신에게 큰 위

둘이 함께했던

부분에 이르면 여자(손예진)가 왜 그 남자(소지섭)와의 삶을

안을 주었다고 했다. 그 소설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영화화를

청춘의 시절처럼,

선택 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시퀀스)이 좀 더 탄탄한 감정선을

꿈꾸게 된 이유다. 여주인공(아내 미오)이 남주인공(남편 다쿠

처음 만난 사람처럼,

구축하고 있어서 엔딩크레디트가 내려갈 때 가슴 먹먹해진다.

미)에게 해주었던 저 말은 짐작하건대, 가족의 생계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는 남편이자 아빠인 무명 감독지망생의 ‘자괴감’, ‘미안
함’에 정서적 위로를 제공했으리라. 원작 판권 구입은 그로부터

똑같은 상대와
다시 사랑에 빠진다.

4년 뒤에야 성사되었고 영화가 빛을 보기까지 다시 4년이 걸렸

일본판은 그 선택의 이유를 드러내는 대목이 너무 급하게 돌출
하는 감이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검증받은 이야기’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되풀이하여 재창작된다. 아시아와 유럽에 500개가 넘는 신데

다. ‘유령 멜로’의 계보를 좇자면 구석기 시대까지 가야 할 판이

이 마법이 원작 연애소설이 밀리언셀러가 되고 원판 영화와 드

렐라형(콩쥐팥쥐형) 설화가 구전돼 왔듯이, 확인하진 못했지

지만, 비교적 가까이로는 홍콩발 <천녀유혼>(1987)과 할리우드

라마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힘일 텐데, 같은 사람과 다시

만 일본에도 한국의 우렁각시와 유사한 설화가 있으리라 짐작

발 <사랑과 영혼>(고스트, 1990)이 있었고, 국내산으로 고 최진

사랑에 빠진다는 마법에 촉촉이 젖어들다 보면 까마득히 잊게

한다. 동서를 통틀어 몇천년 인간 몸과 기억에 각인된 이야기

실의 <고스트맘마>(1996)가 대중의 마음을 잡았다.

되는 점이 있으니 바로 그 판타지의 성별이다.

의 원형이 존재한다. 구전 이야기에서도 우렁각시가 구렁이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1년 전 병으로 죽은

까탈스럽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욕망인지 누구의 판타

누라로 변주되듯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남성 판타지의 화

아내이자 엄마가 기억을 잃은 채 비의 계절(장마철)에 집으로 돌

지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 설화 속 우렁각시는 마법처럼 나

신 ‘우렁각시’의 현대판 변주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가

아와 한달반 동안 남편과 아들을 ‘보살펴 주며’ 함께 지내다 간

타나 맛난 음식을 차려내고 갖은 집안일을 다 해놓고 사라진다.

슴 한 켠을 툭 건드리는 건 우리가 지닌 과거에 대한 ‘회한’ 혹

다. ‘죽은 엄마이자 아내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고스트맘마>와

가장 절실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다. 이 영화

은 ‘후회’를 건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부재하거나 멸실

설정이 아주 똑 같은데, 새로이 얹어진 게 있다면 기억상실 코드

에서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동안, 여자가 하는 일이 그 해

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기억이 있어서 우

다. 돌아온 그녀가 탑재한 기억상실 코드는 이 드라마의 기본 테

결사 역할이다. 청소하고 빨래 널고, 음식을 하고, 옷을 입혀주

리는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에 깊이 결부돼 있다. ‘똑같은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지기’다.

는 보살핌노동이다. 여자유령은 만약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아

※ 본 지의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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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간 협력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May+ Ju n e

저작권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을 개선하여
현지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구조를 개도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글 편집실
사진 한상훈

알려주고, 참여국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모습

▲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됐다. 문영호 국장

시대의 디지털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콘텐츠의 가치와 저작권의

은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은 저작물의 창조와 향유에 있

중요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 집행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

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보 교류는 물론 긴밀한 협력의 기틀을

에서 시작됐다. 최근 한국은 웹툰, 방송,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콘텐츠의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여러 부처들이 함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르

께 해결하고 고민하려는 범부처적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면서 저작권 침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

데,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는 개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서 이에 대응하는 노력도 더욱 세련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저작권 보

협의하는 이번 워크숍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호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WIPO 지재권보호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과 WTO

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워크숍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 고문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 세
계 국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번

▲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단체사진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

워크숍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개선 위한 워크숍

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

문영호 국장에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이 한국에 방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 개최하고 한

성을 개선하여 현지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문해준 9개국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윤태용 원

국내 및 선진국 저작권 보호 사례 공유

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가 공

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장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은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은 지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워크숍 일정에 들어갔다. 첫째 날인

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올

과테말라, 우루과이, 잠비아, 에티오피아 등 9개 개발도상국의 저

금까지 총 31개국, 119명의 저작권 보호 집행 전문가들이 참가

4월 30일에는 주로 국내 및 선진국의 저작권 보호의 체계 및 발

해로 7회째를 맞은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은 국제 저작권

작권 보호·집행 전문가들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재권

해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

전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WIPO 지재권보호국 토비아스 베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보호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률자문관, WTO 정부조달경쟁과

며 “이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

나르츠 법률자문관의 ‘WIPO 전략 목표’에 대한 주제 강연으로

해왔으며, 참가국들의 저작권 법령, 정책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로저 캄프 고문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시작되었고, 그는 ‘IP 존중강화를 위한 국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 현황을 논의해왔다. 올해는 저작권 영역에

4월 30일 오전 11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영호 국장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저작권이 처음 생겨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제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WIPO의 전략 목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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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좌현 팀장이 ‘저작권의 가치 및 창

손보영 대표,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김근 대표 등이 연

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미국과 선

사로 나섰다.

진국을 예로 들면서 “선진국일수록 저작권 산업에 인력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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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ias Bednarz

강조했다. 또한 7~8년 전 우리나라 전자상가와 고속도로 휴게
소 등 불법복제물 판매가 심했던 곳이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워크숍에 참가한 개발도상국 참가자들 모습

May+ Ju n e

 	WIPO is th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 the world. Please tell us more about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높고, 인력투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높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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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보호국 법률자문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저작권 가치

WIPO is the global forum for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policy, information and cooperation. We are a self-funding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with 191 Member States, and
our headquarters are in Geneva, Switzerland.
WIPO’s mission is to lead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and
effectiv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P) system that

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특히 김좌현 팀장의 발표가

enables innovation and creativity for the benefit of all. To

끝난 뒤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전략에

achieve this goal, we work in five different areas: we provide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a policy forum to shape balanced international IP rules for a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지재권미디어국 캐롤 코진스키 국장은

changing world, we offer global services to protect IP across

‘국제 저작권법 및 유럽 저작권법 발전현황’에 대해 강연을 펼

borders and to resolve disputes, we facilitate the development

쳤다. 그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흐름에 따라 전

of technical infrastructure to connect IP systems and share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발전현황을 설명했

knowledge, we organize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다. 또한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이지인 전문관은 ‘한국의 저작

programs to enable all countries to use IP for economic,

권 집행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we are the world

이날 마지막 강연자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 이태진

reference source for IP information.

파트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온·오프라인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의 위상을 확인했던 시간

동으로 시정권고, 접속차단, 민관협력, 수사 지원, 온라인 모니터

이번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을 통해 한국이 콘텐츠 수입

링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위주의 저작권 침해국에서 콘텐츠를 수출하는 권리국으로 바뀜

WIPO는 지식재산분야의 서비스, 정책, 정보 및 협력이 응집하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별한 위상을 가진 국

국제 포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IPO는 자

본 워크숍에서는 매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집행 및 국제협력 ▲민·형사 대응조치 및 관련 법제 ▲국경조치

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연사들이 우리

체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며 191개의 나라에서

10곳의 대표참가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각 참가국들

및 온라인 저작권 집행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6개의 강

나라 저작권 보호의 전략과 체계에 대한 강연을 펼칠 때마다 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은 저작권 주무부처의 고위공무원 1명과 저작권침해 분쟁을 다루

연이 펼쳐졌다. 또한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각국의

가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수사와 처벌 권한이 있는 특별사

WIPO의 임무는 모든 회원국이 혁신 및 창작성을 촉진할 수 있도

는 법관 1명으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을 보내왔습니다. WIPO의 전

경험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

법경찰(특사경),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는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

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 지식재산 체계를 개발하고 선도하는

략적 목표 IV(지재권 존중에 대한 국제협력)에 의거하여 본 워크숍

련해 열띤 토론을 펼쳐지기도 했다.

자를 겨냥한 대규모기획수사 등 한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높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침해에 초점을 둔 저작권 집행 및 저

외국 연사로는 WIPO 지재권보호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츠 법

은 관심과 벤치마킹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참가국의 저

있습니다. 첫째, 세계를 변화시키는 균형 있는 국제 지식재산 규칙

작권 존중 분야의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저명한 해외 및 한국 연사

률자문관, WTO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 고문, 캐나다 연방

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

을 형성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제공합니다. 둘째, 국경을 초월한 지

들이 참여해 관련 주제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 로저 휴즈 전 판사,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지재권미디어

고 진지하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

식재산 보호 및 분쟁해결을 위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본 워크숍 참석자들에게는 저작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저작

니다. 셋째, 지식재산 체계의 연결 및 지식 공유를 위한 기술적 인

권 집행 현황과 저작권을 어떻게 집행하고 이들이 속한 권역 내 현

국 캐롤 코진스키 국장,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키 티앙 앙 아

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매년 열릴

프라 개발을 촉진합니다. 넷째,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

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저작권 보호 및 사회적, 경제

시아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소

적, 문화적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을 이용하도록 협력 및 역량 강화

적, 문화적 개발을 위한 집행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판사, 서울중앙지검 오민재 검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

통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과 사례 등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다섯 째, 지식재산 정보에 있어 세계적인

제공됩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학습하고, 참

회(TIPA) 강신택 기획조정실장, 미국영화협회(MPA) 한국지부

유해 겅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참조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가국들의 저작권 집행과 현안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

	WIPO는 세계적인 지식재산기구입니다. WIPO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WIPO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은 2012년부터 진행되
어 오는 워크숍입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확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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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온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네
트워크를 쌓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번에 발표하시는 주제가 “IP 존중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입니다.

recommendations that aim at mainstreaming development-

WIPO에서 본 주제를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related concerns into all of WIPO’s work. More specifically,

May+ Ju n e

 	WIPO의 지재권 존중 분야의 최근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WIPO의 모든 업무는 9개의 전략목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식재

recommendation 45 obliges WIPO to “approach IP

WIPO의 지재권 존중을 위한 활동에는 교육·인식제고, 정책대화,

산권 존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WIPO 개발아젠다를 보면 더욱 명

enforcement in the context of broader societal interests and

국제협력, 역량강화·입법지원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WIPO has been holding an Interregional Workshop

확해집니다. WIPO 개발아젠다란 2007년 WIPO의 회원국이 채택

especially development-oriented concerns”. We conclude

우리는 최근 각 분야에서 여러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on Copyright Enforcement since 2012. What is the

하였으며 개발 관련 사항을 WIPO의 업무로 편입하는 것을 주요 내

from this that IP enforcement, understood as the civil,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펴보시려면 ‘www.wipo.int/

greatest benefit of attending this workshop?

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45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

administrative and criminal measures that IP right holders

enforcement’ 웹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 year, the Workshop brings together representatives of

로 설명하자면, 45개의 권고사항은 WIPO로 하여금 지식재산에 대

can resort to in case of infringement, is one important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지재권존중국제컨퍼런스-아프리카

ten differ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several continents,

한 접근을 더욱 넓은 사회적 이해와 특별한 개발 지향적 이슈를 맥

element of “building respect for IP”. At the same time, the

남단에서(The International Converence Building Repsect for

typically Africa, Latin-America and Asia. In recent years,

락으로 접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explicit reference to “societal interests” and “development-

IP-Growing from the Tip of Africa)’입니다. 컨퍼런스는 WIPO,

each invited country has sent one high-level official of the

침해행위에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의존하는

oriented concerns” clarifies that the concept of “building

남아프리카지재권위원회(CIPC),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national copyright office and one judge dealing with copyright

조치로 이해되는 지식재산 집행은 지식재산권 존중의 중요한 요소

respect for IP” is broader than IP enforcement alone. It also

세계관세기구(WCO),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 주관하며,

infringement disputes. In line with WIPO’s Strategic Goal VI

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이해와 개발지향 관심에 대한 명시

encompasses non-punitive measures that aim to prevent

2018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샌튼에서 개최될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uilding Respect for IP”), the

적인 참조사항으로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는 개념은 지식재산 집행

infringements before they happen. In this context, for

예정입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지재권 존중과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Workshop covers a number of topical issues in the areas of

보다 의미가 더욱 광범위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exampl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there is a demand

지재권 집행제도의 지원에 관련한 공공 및 민간의 주요 정책과

copyright enforcement and building respect for copyright,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비처벌적 조치로까지 범위가

for consuming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and how best

의사결정자들 간의 대화를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장을 제공할 계획

with a particular focus on infringements in the digital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왜 위조상품과 해적판 물품에 대한 수요가

to act to reduce this demand. Hence, educating consumers

입니다. 또한 본 컨퍼런스는 모든 관련 주체들과 함께 아이디어와

environment. All these topics are presented by renowned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and raising their awareness of the benefits of the social,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업의 가치를 강조하고, 지재권의 최대한의

international and Korean expert speakers.

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교육하고 지

cultural and economic benefits of a functioning IP protection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For the participants, perhaps the greatest benefit in attending

식재산 보호시스템 기능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혜택과 위조상

system and the negative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할 것입니다.

is the opportunity to learn, in a small and interactive setting

품의 부정적 영향과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중대한 역할

also play a crucial role;such campaigns have the potential

and from high-caliber experts, about the value of copyright

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위조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to change the behavior of consumers and convert them into

protection and enforcement for social, economic and

투쟁에 있어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와 이들을 아군으로 편입시키는

allies in the fight against counterfeiting and piracy. At a more

by WIPO in the area of building respect for IP?

cultural development as well as about current developments

잠재력이 있습니다.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WIPO는 민간-공

general level, we believe that respect for IP can only be built if

WIPO’s activities to build respect for IP fall into one

in copyright enforcement and how other jurisdictions deal

공의 이해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만이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이 성

there is a bal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of four different areas: policy dialogue, international

with them.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also learn from

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며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❹

How can I learn more about recent projects conducted

cooperation, capacity building and legislative assistance, as
well as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We are currently

each other - every country shares information on how
copyright is enforced and what the topical issues are in

 	As you mentioned, at WIPO, enforcement issues are

undertaking a number of exciting projects in each of these

their own jurisdiction. In fact, meeting counterparts from

addressed as part of Strategic Goal IV “International

areas. For an overview of all of them, I would suggest that

around the world also allows the participants to establish an

Cooperation on Building Respect for IP”. Can you

you visit our web page at www.wipo.int/enforcement.

international network that they can reach out to if necessary

explain this Strategic Goal in a bit more detail?

One particularly exciting project is the International

in the future. And finally, of course, the participants also find

All of WIPO’s work is organized under nine Strategic

Conference Building Respect for IP - Growing from the Tip

it exciting to spend a week in Seoul.

Goals. The meaning of the term “building respect for

of Africa. It is jointly organized by WIPO, the Companies

IP” becomes a bit clearer if one takes a look at the WIPO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of South Africa (CIPC),

Development Agenda. The WIPO Development Agenda w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adopted by WIPO Member States in 2007 and contains 45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and the World Trade

새롭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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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TO) and will take place in Sandton, South

creativity. What comes out very clearly in these presentations

Africa, from October 23 to 25, 2018. The Conference will

is the serious commi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a global forum for dialogue between senior policy

effectively protect and build respect for copyright. From

and decision maker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articipants’ feedback we know that they leave the

who are involved in building respect for IP and supporting

Workshop each year deeply impressed and inspired by all

an effective and balanced IP enforcement system. Bringing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all relevant actors and facilitating an exchange of
ideas and experiences, this Conference will emphasize the
value of collaboration and allow for a fresh outlook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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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효과적인 길을 안내하다

 	앞으로 WIPO는 지재권 존중을 위해 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계획인가요?

opportunities an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realizing

WIPO에서 지재권 존중 분야의 정책대화를 위한 주요 포럼은

the full potential of IP.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에서 맡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글 편집실

소프트웨어 리스크 관리를 위한 ‘2018년

사진 한국저작권보호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가 지난 4월
25일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번 WIPO 회원국 및 참관인들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중심적인 화


WIPO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May+ Ju n e

열렸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계자 120여 명이

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8년 9월에 열리며, 인식

매해 협력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제고, 지재권 집행 및 독제규제법 간의 접점, 온라인 지재권 침해와

저작권보호원, 관세청 그리고 검찰 및 사법부 등의 저작권 보호

중재자의 역할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체

및 집행과 관련한 많은 전문가들이 강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은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

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

meeting_id=464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웹페이지에서

권의 역할, 즉 폭넓은 예방 및 처벌 조치 등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

해당 보고서가 게시될 예정이므로 방문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침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분쟁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기업 관계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통합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국이 효율적으로 지재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What will be the main focus of building respect for
IP in the future?

소프트웨어, 우리 사회의 중심

통해 매년 한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고

At WIPO, the main forum for policy dialogue in the area of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building respect for IP is the WIPO Advisory Committee on

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인사말을 시작

Enforcement (ACE). Once a year it brings together WIPO

으로 7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소프트웨

Member States and interested Observers to discuss topical

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issues in this area. The next session will take place in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이미 우리

Each year, the Workshop features a number of speakers

September 2018 and will address, inter alia, topics such as

사회의 중심”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클
 라우드 환경에 따른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_ ㈜비파인 이경수 과장

from all actors involved i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awareness raising, the interface between IP enforcement and

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해소가 기반이지만, 나아

▲ 2018년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정책과 불법복제 침해사례

copyrigh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competition law or online IP infringements and the role of

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업 혁신, 제품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SW보호파트 정재용 파트장

Sports and Touris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

intermediaries. The session’s full work plan can be accessed

혁신, 아이템 혁신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소프트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the Korea Customs

at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

웨어의 가치이자 과제”라고 말하면서 소프트웨어

Service,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Judiciary. Their

id=46432. This is also the page where the session’s working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곧 혁신적인 기업 활동

▲ 최적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솔루션 소개 및 시연_ 에브리존·아이젝스

presentations paint a very vivid and comprehensive picture

documents will be published in the coming weeks, so it is

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 SAM

Total Care Service(ⓒSAM) 소개 및 도입사례

of the wide array of both preventive and punitive measures

definitely worth watching that space.

협회 시샘사업부 윤영우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How does WIPO view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so that copyright
can fully attain its function of stimulating innovation and

이번 세미나의 7개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분쟁판례 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자문단 하병현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 SAM 표준과 조직 내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리스크 관리 방안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연구팀장(법학박사)

▲ 서체(폰트)

저작권의 이슈와 관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연구팀장(법학박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서진

새롭게 보는 저작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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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May+ Ju n e

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각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 ▲번들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 ▲ 시스템 조립업자에 의하여 불법 소

조언했다. 최적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솔루션으로는 에브리존의

프트웨어를 사전 설치 ▲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무단으로 사용

AuditMAN(오딧맨)과 아이젝스의 NETHELPER(넷헬퍼)가 소개 및

하는 행위 ▲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 위반(기간, 장소, 기능

시연됐다. 중소기업 전용 PC 통합관리 솔루션인 AuditMAN은 정품

제한 해제 등)

소프트웨어 현황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이 쉽고 다양한

특히 정 파트장은 최근에 발생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

적발 사례와 그로 인해 기업이 입은 피해액을 소개하면서 “소프트웨어

하는 NETHELPER는 소프트웨어 자산의 정확도를 극대화해 철저한

불법복제가 적발될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적발된 제품 전체)

모니터링으로 자산관리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구현하는 통합

은 물론 합의금(적발금액의 100%)까지 내야 하므로 기업은 막대한

시스템이다.

손해를 입게 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소프트웨어 관리에 심혈

한편 마지막 주제발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서진 ⓒSAM

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가 나와 SAM Total Care Service(ⓒSAM)를 소개하고 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SAM은 소프트웨어 자산의 종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길을 안내하다

SPC만의 솔루션”이라며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SAM 컨설팅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연구팀장(법학박사)은 이날

이후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SAM(소프트웨어자산관리) 표준과 조직 내에서
▲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2018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의

김 연구팀장은 “소스코드의 일부나 전부를 복제하는 것도 침해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많은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복제권 침해와 동일하게 인정된

기업들은 인력이나 비용 등을 이유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소극

다”며 “그렇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까지 모두 관리가 되어야 한

적인 현실이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길을 모색 중

분쟁판례로 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

한편 특정 프로그램을 정당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지만 이후에 이용

다”고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인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지혜롭고도 확실한 안내자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자문단의 하병현 변호사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하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저작권

또한, ‘서체(폰트) 저작권의 이슈와 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되어주었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분쟁판례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해가 아닌 계약(라이선스)위반”이라며

다시 발표자로 나와 “서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나 이슈들이 많은

를 통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를 분석해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을 잘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양한데

언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도 그 중 하나”라며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성

▼ 하병헌

변호사의 세미나 연설

판단은 소스코드 대 소스코드로 한다”고 말했다. ‘저작재산권’에

저작권 단속, 그 생생한 이야기

비해서 놓치기 쉬운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저작권에는

오랜 동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업무를 맡아온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귀속이

현장조사팀 SW보호파트 정재용 파트장은 이날 현장경험을 바탕으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저작인격권에

로 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줘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누가 하는지부터 단속절차와 벌칙, 대표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서체(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는 “서체도안

인 침해유형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소프트웨어 담당자들이 알아

자체는 저작권이 없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체 프로그램”이라며

두어야 할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들이 주를 이뤘다. 정 파트장이 밝힌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운로드(복제)를 했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냐의 여부’로, 복제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 ▲ 보유 소프트웨어의 상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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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명동 에비뉴엘 롯데시네마에서

화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의가 15분간 펼쳐졌다.

말을 마친 후 참석자들을 위한 유익한 퀴즈 시간을 마련했다. 저작

‘2018년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특별 시사회’가

김태일 주임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날 상영될 마블

권 및 여성 위인들에 대한 OX 퀴즈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과 가깝

열렸다. 대학생과 영화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의 영화와 캐릭터를 예로 들어가며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

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의 유통 등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

<어벤져스:인피니티워>를 상영했으며, 영화 상연 전에는

할 및 저작권OK를 안내했다. 이어서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인 백연

이번에 진행된 특별 시사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 감독이 15년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대학생들이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사례와 나영석PD의 관찰 예능을 예로 들어가며 ‘카메라의 윤리’에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

대해 강연했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수준 높은 저작권 윤

시사회 전 마지막 행사로 주한미국대사 대리인 마크 내퍼(Marc

리 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 보호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작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는 강연을 가졌다.
글 편집실
사진 한상훈

참석자들의 큰 기대감으로 시작된 특별 시사회

작권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강연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

MPA코리아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관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하고 있다”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온 윤예림 학

월트디즈니코리아가 후원한 ‘2018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특

생 역시 “현재 학교에서 지적재산권 수업을 통해서 인터넷 윤리에

별 시사회’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지정한 ‘창의력과 혁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실

신의 중심에 서있는 여성’이라는 올해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의 주

감하고 있었다”라며 “영화와 연계해서 저작권 보호 강연을 한다는

제에 맞게 국내 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영화 영상 전공 학생들을 대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상으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 3일 신청자
들 중 초청장을 받은 200여 명의 학생들이 영화관을 찾았다.
영화관에 입장하기 전 참석자들은 줄을 지어 영화티켓과 사은품을

May+ Ju n e

영화 시사회와 연계한 저작권 보호 교육

이번 특별 시사회는 영화와 연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대학생과

받았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올해 최장 기간 동안 예매율 1위를 기

영화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작권

록하고 천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인피니티워>였던 만큼 참석

침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

자들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

호원과 저작권OK의 홍보를 통해 기관과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시사회에 참석한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신소희 학생은 “과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이 자리를 찾아 앉는 동안

사무실에서 정보를 듣고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특히 그렇게

스크린에는 저작권OK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착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벤져스를 드디어 보게 되어 정말 기쁜데, 저

석한 뒤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홍보팀 김태일 주임의 ‘건전한 문

Knapper)가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
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오늘 행사를 주최해준 미국영
화협회에 감사하다”며 “매우 즐거운 행사이며 지적재산권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지적재
산권의 날을 맞아 세계 변화를 이끌고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성의 탁월성, 창의성, 호기심 그리고 용기를 기념하고자 한다”며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강
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
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투
자자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이 이 권리를 보호를 넘어 존중해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지적
재산권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크 내퍼는 인사

▼ 관객들이 모두 자리에 착석하기 전 스크
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다.

▼ 김태일 주임이 ‘건전한 문화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대해 강의했다.

▲ 이날 시사회에는 여대생 관객들이 많이 찾았다.

▼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인 백연아 감독이
카메라와 윤리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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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저작권 보호관련
유통망 및 장르 이슈 전망
#AI #OTT #해외링크사이트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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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침해 플랫폼 :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링크 사이트 등

2018년 저작권 보호 장르 전망

강화된 국내 규제로 인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한 저작권 침해 플

전문가들은 2017년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던 ‘웹툰’ 장르1)가

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접속 차단의 소요시간, HTTPS 등 우회

2018년에도 지속적인 현안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음악·영화·

기술 및 대체 사이트로 인해 국내 조치가 어려워 관련 이슈가 계

방송’ 장르에서도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사이트들을 통칭
하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지난 3월 호에서 살펴봤던 ‘2018 저작권 보호 이슈’키워드 1,2,3,4위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 보호 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OTT 서비스 등 영상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임베디드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진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2018 저작권 보호 이슈’중에서도‘유통망’과 ‘장르’로 나누어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계태화 │ 조사연구팀 선임

①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불법복제물의 국내 유통”을 위주로 하는 경우
②한류의 인기로 인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현지에서의 불법 유통”을 위주로
하는 경우

2018년 저작권 보호관련 유통망 이슈 순위
순위

저작권 보호관련 유통망 이슈

비율(%)

1

웹툰

24.59

- 차이점은 국내 유통을 주로 하는 사이트는 ‘한국어’인 경우가 다수이며,

2(공동)

음악

21.31

해외 유통인 경우 현지 언어로 서비스 함. 두 경우 모두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

2(공동)

영화

21.31

차단의 대상이나 CDN과 https 등 우회기술로 인해 접속 차단이 어려운 상황

4

방송

16.39

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함

5

게임

4.91

이외

9.8

- 또한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인 경우에는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현지 국가기관과의 협력 및 권리자의 해외에서의 자력구제 지원이 필요

웹툰

24.59

음악

# 이용자 생산·유통 플랫폼 : SNS, 유튜브 등
[ 조사개요 ]

2018년 저작권 보호 유통망 이슈 전망

# 조사기간 : 2018. 1. 15 ~ 2. 21

저작권 보호 유통망 조사에서는 많은 장르에서 저작권 침해 경로

# 조사대상 : 저작권산업 관련 전문가

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 플랫폼’이 1위를 차지하였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개별심층면접

일반적으로‘클라우드를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모바일 이용’과

# 응답자 현황

같이 플랫폼 상 저작물 유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

· 온라인 설문조사 : 총 31명

수이나, 응답 내용 중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통사항을 찾아 분류한

* 저작권 등 법률 분야 8명, 콘텐츠 별 산업 분야 16명, 		

* 음악, 영화, 방송, 웹툰,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의 콘텐츠 창작 시 저작권 침해 판단의

으로 전망하였다.

게임
이외

1) 1위를 차지한 웹툰은 출판 장르에 속하나, 대부분의 응답이 ‘웹툰’으로 특정하였고, 웹툰이 신성장 산업으
로 급부상 중인 점, 해외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산업 피해가 컸던 점을 이유로 별도 순위로 집계함

영화가 IPTV를 통해 영화가 극장과 동시 개봉하는 즉시 고화질
비율(%)

로 불법복제되어 토렌트를 통해 최초 유포되고 있으며, 방송 저

1

해외 저작권 침해 플랫폼
(스트리밍, 임베디드 링크)

41.17

작물도 방송 직후 토렌트를 통해 즉각·다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2

이용자 생산·유통 플랫폼
(SNS, 유튜브 등)

17.64

3

토렌트

15.68

4

모바일

9.80

# 웹툰

이처럼 토렌트가 불법복제 유통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저작권 보호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새로운 한류로써 급성장 중인 국내 웹툰 시장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저작권 보

# 모바일

호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과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방식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불어,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옮겨감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도 높아지고 있어

(e-Book),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비

토렌트

‘저작권 침해 앱’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슷한 콘텐츠를 가공하는 유사 산업과의 갈등, 이용자 및 창작자

모바일

하였다.

사이의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갈등이 저작권 보호와 맞물려 첨

이 외(클라우드, 포털, 웹하드, 중국 IP침해)

15.68

해외 저작권 침해 플랫폼
이용자 생산·유통 플랫폼

15.68

21.31

저작권 침해 간의 경계 모호 등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지속될 것

저작권 보호관련 유통망 이슈(키워드)

15.68

16.39

주체가 이용자가 됨에 따라 타 저작물에 대한 표절, 공정이용과

순위

9.80

방송
4.91

# 토렌트

2018년 저작권 보호관련 유통망 이슈 순위(키워드)

17.61

영화

에 의의가 있어 출판과 구분하여 분류

결과 다음과 같이 순위가 결정되었다.

41.17

9.8

SNS, 유튜브 등의 확산으로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 생산과 유통

기술·경영 등 기타 분야 7명

· 전문가개별심층면접조사 : 총 10명

21.31

이외

예하게 증폭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새롭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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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범죄
잡아내는 CSI
# 음악

# 방송

신탁단체로의 저작권 포괄 신탁으로 음악 저작권자의 개별 권리

중국·동남아 국가의 방송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드라마 및 예

행사가 어려워 신탁범위 선택제(분리 신탁)에 대한 요구가 증대

능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카피·표절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음원가격 책정방식, 창작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방송물의 불법 유통이 확대될 것으

자에 대한 음원 수익분배, 라이브러리 음악과 같은 새로운 유형

로 예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에서는 '17년 ‘방송 포맷

의 음원 서비스로 인한 사용료 개선 요구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2014다49180)’ 이라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외 음악 단체에서는 ‘유튜

을 이끌어 내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포맷 표절에 대한 문제를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연말 행사로 전 직원이 영화 <강철비>를 관람했는데, 영화 중간에 배우 곽도원이 북한1호의 스마트 시계

브 레드’라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 불법복제

를 들고 “이건 디지털포렌식을 해”라고 말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렇다면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란

글에게 타 음악사이트와 동일한 사용 요율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

물의 유출 경로 1위는 토렌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토렌트로

무엇일까? 디지털포렌식의 정의는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마다 나름의 정의가 있을 만큼 다양하지만

고 있다.2) 국내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유튜브

인한 무료 이용이 유료 이용보다 커짐에 따라 방송사의 피해가

와 같은 해외기업에는 영향을 못 미침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 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 웹하드에 의한 침해도 날로

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3)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 영화

# 게임

IPTV를 통한 극장 동시 개봉 영화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한국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불법

최초 유출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 문제, 게임 UI(User Interface)와 게임 포맷에 대

복제물의 대다수가 한글자막 VOD 파일로, 합법화된 웹하드를

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게임사에서는

통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불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파트너사에게 저작권을 포

셋탑박스가 토렌트의 트래픽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북미 등

함한 지식재산권(이하, IP) 침해 문제를 일임하고 있다. 보다 근

유료 케이블 시장이 발달된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국제적 협력채널을 확보하고,

다. 국내의 보급률은 높지 않으나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으로 보았다.

글 현장대응국 디지털포렌식팀

일반적으로 “디지털 저장 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이송, 분석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한다. 즉, 디지털 정보 안에 숨어있는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저작권에서 디지털포렌식은 왜 필요한가?

디지털포렌식센터 체계 정립 및 강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문화는 개개인의 일상생활 영역까지 깊숙이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포렌식팀이 수사지원한 건수는 440건이다.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를

반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수사지원 건수는 벌써 168건으

통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르의 디지털 콘텐츠(영화,

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호원은 매년 증가하는 수요와

드라마, 음악, 웹툰 등)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과 편리함

지능화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면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피해 규모의 급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센터’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

범 정부적 대응으로 침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

증이라는 문제점이 늘 따라다닌다.

포렌식센터는 해외선진 포렌식기술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중장기

이 있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 게임사와 게임IP 침해에 공동 대

특히 토렌트, 스트리밍, 웹하드 등의 침해유형마다 매년 그 기술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응하기로 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중국이 IP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방법이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저작권 침해

디지털포렌식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시작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보호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디지털포렌식팀은 최근 디지털포렌식센터 기반 정립을 위한 연구

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디지털 정보로부터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결과를 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저작권 침해의 흔적을 확보하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하고, 중장기 차원에서는 보호원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화된 디지털

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렌식 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을

4)

2) 영국 IFPI 자체 조사 결과, 유튜브 사용자 9억 명 중 50% 이상이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으로 확인

통해,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문 공공기관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3) 김지혜 기자,“유튜브, 음악 저작권료 20분의 1 수준...역차별 논란”, 전자신문, 2018.2.26., http://www.etnews.com/20180226000373, 2018.2.27. 최종방문

의 저작권 침해 감시·분석·추적·예방을 위한 선제적 저작권 보호

4) 채새롬기자, “위메이드, 중국 정부기관과 '미르의 전설2' IP 침해 공동 대응”, 연합뉴스, 2018.4.17.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158500017.
HTML?input=1195m, 2018.4.25. 최종방문

및 과학수사 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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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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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팀은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웹하드, 토렌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문체부 특사경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분석에 대한 포렌식을 지원하고 있다.
법이 없어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문을 열어줄

▶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증거분석실

▲ 디지털 증거 확보(계약정보 등)

것을 권유했지만, 운영자는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

이 사건을 통해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풀어나 가면서 진실을 찾는

디지털포렌식 최신기법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저작권 침해 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어 새로

그렇게 운영자를 설득하며 3~4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다 되

현재 디지털포렌식팀은 팀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어 갈쯤 운영자가 야간집행을 빌미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다

수사 의뢰의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팀원들은 오늘

포렌식팀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 표준화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저작권

는 것을 인지하고, 운영자에게 강제집행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

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포

침해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업

순간 운영자의 가정집 문이 열렸다. 운영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렌식팀은 갈수록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매체 등에 발맞춰 심도 있

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경찰 등과 같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

이용해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현장에는 데스

는 연구를 수행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해 선제적인 예방을

화하여 디지털포렌식 최신기법을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크탑, 노트북, 하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디지털 매체가 존재했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디지털포

유기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며, 해당 디지털 매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범죄 사실과

렌식 교육도 추진하려고 한다.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 웹로그 등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했다. 또한 증거물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죄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면 ‘디지털포렌식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분석 대상 장치의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 하는 작업을 마친 후 자정이 되서야

증가(노트북, 데스크탑, 휴대폰 등)와 저장장치의 용량 증가로 인해

운영자의 가정집을 나설 수 있었다.

▶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
PC수색 및 디스크 복제

각 분석 대상 별 데이터 추출과 모든 운영체제 및 파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데이터간의 연관관계 분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수집대상 특정 및 수색

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웹(web) 기술의 발전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메
일, 블로그, 카페, SNS 등은 과거에 비해 웹 서비스를 통한 흔적이
많이 남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면서 사용자
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즉, 갈수록 디지털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 압수대상 서버 수색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팀의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디지털포렌식팀은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수십만 건의 디지털 데이터를 복제한 후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불법 공유하는 웹하드, 토렌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문체부 특사경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소스코드가 눈에 띄었다.

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분석에 대한 포렌식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저작권 침해 사이트 홈페이지 유료 결재자에 한하

최근 문체부 특사경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의 가정집을

여 로그인 후 10분간은 포인트를 차감하지 않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급습한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가정집 문이 굳게 닫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프로그램 내 우회코드를 삽입해 불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계량기만 돌아갈 뿐 내부 사정을 확인할 방

법복제물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국내 방송 불법 인코딩 및 송출 장비 수색

새롭게
저작권 보호| 줌
포커스C군
Think +보는
Tomorrow
| 인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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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유튜브에 게시된 저작물
즉시 삭제하는 방법은?

Q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허락도 없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을 때,
이를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May+ Ju n e

유튜브에서 저작권 게시 삭제 및 중단 하는 방법

글 보호홍보팀 피해구제파트

유튜브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다면,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신고 및 게시 중단 요
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유튜브(www.youtube.com) ▶ 저작권
‘불법복제물 신고 및 게시 중단’이란 권리자가 해당 OSP 내 본인의 저
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 후 게시 중
단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청을 위해서는
저작권이 나에게 있으며,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 위임했을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또는 단체)
와 해당 사이트가 계약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저
작권자이거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의 URL 등 정확한 위치를 명시해야 합
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www.youtube.com)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의 ‘저작권’을 클릭한 뒤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에서

YouTube의 저작권 (하단) ▶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저작권 게시중단 알림 제출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방법
은 오른쪽 페이지 그림 참고)

불법복제물 신고 및 게시 중단 요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
호원 홈페이지에서 '복제전송 중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열린상담실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복제·전송의 중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위치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정보자료→자료실
※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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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미국게임산업협회
업무 협약 체결

SW 점검도구
이용자 맞춤형 개선 추진

2017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54,843건 실시

3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147건 9,516점 적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책 축제 ‘누구나 책, 어디나 책’ 열려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년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 모집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미국게임산업협회(The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업과 기관 등의 컴퓨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신학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책의해조직위원회는‘세계 책

한국저작권보호원은 SNS, 블로그 등 활용능력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이하

상에서 불법복제 SW 존재 여부를 이용자가 스

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2월 26일부터

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맞아 광화문 일대

을 갖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저작권 보

ESA)와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스로 점검할 수 있는 SW 점검도구(인스펙터)를

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등에 대

3월 30일까지 약 40일 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

에서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책 축제 ‘누구나

호 리포터즈’를 지난 5월 7일까지 모집해 5월

3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해 왔는데, 올해에는 이용

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

여 실시했다. 그 결과 출판 불법복제물 총 147

책, 어디나 책’을 개최했다. 매년 청계광장에서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게임산업협회에서 체결했다. ESA는 컴퓨터 및

자 맞춤형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배포할 계

권고 554,843건을 실시했다.

건(업소), 9,516점(종이책 1,407점, PDF 파일

열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행사를 올해는 국

이번에 최종 합격한 리포터즈는 5월 17일에 개

비디오게임 관련 게임사 대부분을 회원사로 두

획이라고 3월 30일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증가와 보호원의 적극

8,109점)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정가로 계산하

민 소통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으로 장소

최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현장을 직

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1994년 4월 설립되

최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불법복제 SW를 사

적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으로 2016년 시

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를 옮겨와 더욱 성대하게 진행했다.

접 취재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홍보하는 활

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

용하다가 적발되어 배상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정권고와 비교하면 86% 증가했다. 시정권고를

이번 단속에서는 영리·상습, 대량유통 업소에

광화문 잔디광장에는 도서관과 서재로 바꾼 ‘라

동을 담당하게 된다. 리포터즈 선발 인원은 20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억 원까지 청구되고, 이것이 법정 분쟁으로까

받은 주요 사이트 유형별로는 웹하드 사이트가

대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이프러리-삶의 도서관’이 들어섰고, 광장 한켠

명이며, 활동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이번 협약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ESA는

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496,862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89.6%을 차지

의뢰하여, 대구 소재 업소 2건, 부산 소재 업소

에는 책 모양 조형물로 꾸민 ‘포토존’과 어린이

7개월간이다. 선발된 리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했으며, 그 다음으로 포털 및 커뮤니티 등 사이트

1건 총 3건의 업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들이 책 속에서 뒹굴며 놀 수 있는 ‘북 그라운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및 보호기술 관련 정기적인 정보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개인이 직접 불법복

가 55,300건으로 10%를 차지했다. 불법복제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대학가

드’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시

포상이 주어진다.

공유 ▲국간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제 SW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 유형별로는 영상저작물이 423,981건으로 전

서점 및 복사업소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들인 군포, 전주, 김해시와 책·저작권·독서 관

보호원 관계자는 “지난해 1기 리포터즈는 국민

의 정보 공유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홈페이지(www.kcopa.or.kr) 상에서 회원가입

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화

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3

련 단체들의 부스도 열 지어 들어섰다. ‘작가의

의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보호 웹툰, 영상 등을

홍보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가기로 합의

없이 무료로 배포해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

저작물이 46,467건으로 8.4%를 차지했다. 특

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전국 주요대학

방’ 부스에선 ‘조선 산책’의 저자 신병주 교수와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다

했다.

만 77,157회 다운로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히 전년도와 비교하여 최근 피해가 심각한 만화·

31개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

‘검사내전’의 김웅 검사를 비롯해 화제작 작가

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올해도 저작권과 문화

보호원의 윤태용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

특히, 올해에는 점검대상 SW DB 정보를 강화

게임에 대한 시정권고가 대폭 증가했다.

동을 진행했다.

들이 시민들을 만났다. 또한 ‘가고 싶은 서점’에

콘텐츠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한

표적인 한류 콘텐츠의 하나인 우리나라 게임의

하고 별도의 설치 없이 웹상에서 원클릭으로 점

올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영화, 드라마, 음악

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종

는 최근 화제가 된 20곳의 독립책방이 참여했

만큼 저작권 보호 활동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단추로써

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등과 함께 최근 피해가 심각한 만화, 게임 등에

이책의 복사업소 당 평균 단속점수가 2013년

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되는 특설 무대에

고 말했다.

의미가 있으며, 국내 게임 권리사들과도 협력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스펙터 인터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통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을

29점에서 2018년 9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선 북콘서트, 책낭독 공연, 강연회, 문화공연 등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PC 환경에서 자체점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이며, 이는 불법복제가 점점 은밀해 지고 있고

이 이틀간 이어졌다. 또한 세계 책의 날인 4월

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

PDF 파일 형태의 불법복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

23일을 상징하는 423명의 시민에게 책과 장미

경로로 활용되는 사이트 등에 대하여도 시정권

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꽃을 증정하는 ‘책드림’행사는 비로 인해 취소

고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되고 집으로 우편발송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숫자로
저작권 보호| 줌
포커스
Think +보는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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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오프라인 불법복제물(2018년 4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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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여

총

건 시정권고

총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 897
건의
❶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2018년
4월예방활동
말 기준)

May+ Ju n e

2017

(1.1~4.30)

2018

(1.1~4.30)

52,017

1,218

1,516

만화

4,416

소프트웨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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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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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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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5,310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5,310

52,017

1,218

1,516

4,4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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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 복제는

이메일로 저작물을 보내주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 저작물을 반복하여 이메일로 송신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다
수인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전송’에

먼저 나엄마 씨가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애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동영상

결국 나엄마 씨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과 자막파일을 다른

파일 등이 복제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제공한 행위는 영리적인 목적의 유무와

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가

상관없이 애니메이션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허용하는 규정 을 두고 있지
만, 나엄마 씨가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원들에게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이메일을 통해 동영상 파일을 제공한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에서의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영상 파일 등을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권고를 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원들과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메일로 공유한다면?
글 정현순 │ 저작권보호심의팀 팀장/전문위원

또한 나엄마 씨가 이메일을 통하여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에

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게 송신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중에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될

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전송’이란

고의 시정권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

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2) 라고 규정하

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전송’이 되려면 저작물 등을

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나엄마 씨처럼 한 명씩

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 나엄마 씨는 인터넷 포털 육아 동호회 카페에 가입하여 다른 주부들과 육아 등의 고민도 함
께 나누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동호회 카페에서 다른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움이 고마웠던 나엄마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과 한글 및 영어 자막 파일을 카페 다른 회원들에게 주고 싶어졌다.
그 후 나엄마 씨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과 자막파일이 필요한 사람은 이메일을 댓글로
남기면 보내주겠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나엄마 씨가 올린 공지글을 본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원들 다수는 실제로
이메일을 댓글로 남겼고, 나엄마 씨는 댓글을 남긴 회원들에게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과 자막파일을 이메일로 보

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주었다.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2)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이메일로 보내주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

3)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15, 484면;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5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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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단속·시정권고 통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및 예방
활동 실적 통계 분석

2018년 4월 30일 기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음악·영상·출판·캐릭터 등 장르에서 총 897건의 예방활동과
175건 202,779점을 단속 수거 조치함

2018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방활동 897건을 제외한 단속건수 기준 (67%)353건 감소한 수치임

2018년 3월 신학기 전국 약 400개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 및 인쇄소를 대상으로 지난 2.26(월)~3.30(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한 결과 147건 9,516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 · 삭제조치 하였음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하여 대량 유통 업자에 대한 합동단속 3건을 추진하여
형사 조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둠

-전국 장르별 불법복제물 주요 유통거점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수거 · 삭제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소규모 · 생계형 노점은 단속보다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저작권 인식개선으로 추진하고 있음
3월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이 예상되어 전국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 및 인쇄소를 대상으로
지난 2.26(월)~3.30(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실적 147건 9,516점과 예방활동
764건의 성과를 추진함

(단위 : 건, 점)

최근 3년간 대학가
상 · 하반기 출판 불법
복제물 단속 실적

- 전년 3월 신학기 특별단속 실적 대비 건은 38.5%(92건) 감소 점은 4.5%(410점) 증가한 수치이다. 건수 감소는

- 또한, 현장에서 적발되는 불법 제본 평균수량의 연도별 추이로 볼 때 2013년도 불법 제본 평균 적발(28.8점)
→2018년 불법 제본 평균 적발(9.6점)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총 42개 권역(서울 25개, 수도권 17개)을 대상으로 감시활동 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불법복제물
수거 현장 사진

- 역세권, 번화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의 불법 음원을 내장한 SD카드(8GB/6,000곡) 유통 및 최신영화
불법DVD 유통 근절을 위한 제보활동 추진 및 제보에 대한 상시단속 전담반 운영을 통해 근절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단위 : 건, 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삭제 및
예방활동 통계

2013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1.1~4.30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음악

741

13,544,783

935

15,320,691

996

14,420,282

920

7,678,109

575

4,066,941

18

187,921

영상

596

184,107

382

380,419

527

106,748

432

84,028

157

13,761

8

215

출판

460

13,225

392

33,576

510

16,697

456

21,443

503

34,980

148

9,518

게임

-

5

1

409

2

208

-

-

-

-

-

-

캐릭터

1

1,085

-

29

2

5,030

10

33,218

47

37,165

1

5,125

합계

1,798

15,735,124

2,037

14,548,965

1,818

7,816,798

1,282

4,152,847

175

202,779

예방

-

-

-

-

-

-

-

-

-

-

897

-

총계

-

-

-

-

-

-

-

-

-

-

1,072

-

13,743,205 1,710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건수

237

222

459

284

135

419

239

221

460

점수

12,058

4,277

16,335

17,391

3,913

21,304

9,106

25,700

34,806

※ 수치 단위인 ‘건’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업체 수를, ‘점’은 적발한 불법복제물 수를 의미함

최근 PDF 파일을 교재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복사업소 이용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거점 확대를 위해 만 60세 이상 실버감시원을 활용하여

구분

2015년

대량 유통업체 문체부
합동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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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단속·시정권고 통계 온라인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통계 분석

2018년 4월 30일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결과, 음악·영상·출판·게임·만화·소프트웨어 등 6개
장르에서 총 66,000건 권고 조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간 64,949건 대비 1.6% 감소한 수치임

(단위 : 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콘텐츠 장르별)

합계

2013년

감소하였고 포털 등 시정권고 건수는 6,994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3,577건 대비 약 95.5% 증가함.
※보
 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
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함.(저작권법 제 133조의2,3)

(단위 : 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유통 매체별)

구 분

2013년

2018년 4월
(1.1~4.30)

0

음악

966

519

447

-

영상

78,223

39,875

38,348

-

출판

825

417

408

-

게임

1,654

827

827

-

만화

74,645

37,372

37,273

-

SW

14,554

7,445

7,109

-

합계

296,360

150,722

145,638

0

음악

5,382

2,884

2,498

-

영상

131,908

67,392

64,516

-

출판

567

293

274

-

게임

975

502

473

-

만화

147,038

74,293

72,745

-

86,455

84,412

0

SW

10,490

5,358

5,132

-

41,909

21,850

20,059

-

합계

264,982

133,146

131,768

68

P2P

32

16

16

-

음악

3,320

1,755

1,565

-

128,839

64,545

64,294

-

영상

189,792

95,362

94,430

-

87

44

43

-

출판

339

170

169

-

합계

296,360

150,722

145,638

0

게임

1,464

733

731

-

웹하드

45,371

24,122

21,249

-

만화

58,429

29,260

29,169

-

36

18

18

-

SW

11,570

5,866

5,704

182

P2P

2015년

포털 등

212,898

107,374

105,524

-

합계

298,277

152,766

145,329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38,055

19,208

18,847

-

음악

9,204

4,948

4,256

-

합계

264,982

133,146

131,768

68

영상

277,020

141,797

135,223

-

웹하드

137,460

69,147

68,245

68

출판

231

118

113

-

-

-

-

-

게임

16

8

8

-

112,892

56,676

56,216

-

만화

8,176

4,111

4,065

-

P2P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2017년

계정정지

계정정지

84,412

170,867

포털 등

2016년

삭제/전송중단

삭제/전송중단
86,455

합계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2015년

경고

경고

170,867

웹하드

포털 등

2014년

2014년

시정권고

연간실적

연 간 실 적※

구 분

2018년 4월 30일까지 웹하드 시정권고 건수는 57,904건으로, 전년 동기간 건수 기준 62,423건 대비 약 7.2%

시정권고

2016년

14,630

7,323

7,307

-

SW

3,448

1,784

1,664

-

합계

298,277

152,766

152,766

182

합계

554,843

291,574

263,034

235

웹하드

182

119,990

112,843

182

음악

39,283

20,781

18,502

-

P2P

42

21

21

-

영상

423,981

224,931

199,050

-

포털 등

62,197

31,243

30,954

-

출판

16,622

8,314

8,308

-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3,023

1,512

1,511

-

게임

19,631

9,855

9,776

-

합계

554,843

291,574

263,034

235

만화

46,467

23,294

23,173

-

웹하드

496,862

262,422

234,205

235

SW

8,624

4,399

4,225

-

2017년

P2P

1,342

671

671

0

합계

66,000

34,343

31,657

-

포털 등

55,300

27,806

27,494

0

음악

5,310

2,719

2,591

-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1,339

675

664

0

합계

66,000

34,343

31,657

0

웹하드

62,423

32,551

29,872

-

0

0

0

3,533

1,770

44

22

P2P
포털 등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 (근거) 저작권법 제133조의3 (대상)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수치 단위인 ‘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한 건수를 뜻함

영상

52,017

27,273

24,744

-

출판

1,218

609

609

-

게임

1,516

766

750

-

-

만화

4,416

2,208

2,208

-

1,763

-

SW

1,523

768

755

-

22

-

2018년 4월
(1.1~4.30)

※ 연간실적 합계는 장르별 실적과 계정정지 건수를 합산한 수치이며, 계정정지의 경우 장르 구분 불가
※ 수치 단위인 ’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한 건수를 뜻함

숫자로 보는 저작권 보호

|

불법복제물 단속 · 시정권고 통계

숫자로 보는 저작권 보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트 접속차단 등

(단위 : 건)
구분

영상․음악

스마트폰 앱

출판

웹툰

기타

합계

구분

사이트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13

12

-

-

-

-

-

-

-

-

-

-

1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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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현황

May+ Ju n e

저작권OK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음악, 영화, 만화, 전자책 등 문화콘텐츠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저작권OK 온라인 업체 지정 신청하기
· 홈페이지 : http://www.copyrightok.kr/

2013년

2014년

게시판

-

-

-

-

-

-

-

-

-

-

-

-

-

-

게시물

-

-

-

-

-

-

-

-

-

-

-

-

-

-

사이트

44

44

-

-

-

-

-

-

-

-

-

-

44

44

게시판

-

-

-

-

-

-

-

-

-

-

-

-

-

-

게시물

-

-

-

-

-

-

-

-

-

-

-

-

-

-

사이트

140

122

-

-

-

-

-

-

-

-

-

-

140

122

게시판

-

-

-

-

-

-

-

-

-

-

-

-

-

-

게시물

202

177

-

-

-

-

208

208

-

-

2

-

412

385

사이트

225

209

-

-

-

-

-

-

-

-

-

-

225

209

게시판

-

-

-

-

-

-

-

-

86

86

-

-

231

86

게시물

299

116

2

2

-

-

12

7

-

-

-

-

313

125

사이트

94

65

-

-

4

4

-

-

15

3

-

-

113

72

게시판

-

-

-

-

-

-

-

-

665

566

-

-

665

566

게시물

-

-

-

-

-

-

225

136

-

-

-

-

225

139

사이트

51

61

-

-

-

-

-

-

21

24

-

-

72

85

게시판

2

2

-

-

-

-

-

-

13

9

3

3

18

14

게시물

1

0

-

-

-

-

65

151

10

3

-

-

76

154

·기

간 : 상시

·전

화 : 02-3153-2744(보호홍보팀 침해예방파트 김선화 주임)

· 이 메 일 : c-ok@kcopa.or.kr
·팩

(단위 :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1.1~
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접속차단 :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상,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 망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하는 조치
* 절차 : 일반국민/권리자(신고)→한국저작권보호원 접수 및 심의→문화체육관광부 차단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분
* 2015년부터 게시물 접속차단, ’16년부터 게시판 접속차단 시행
* 2015년 기타 항목 2건의 경우 이미지 게시 관련 접속차단 요청 건수임

스 : 02-3153-2719(보호홍보팀)

총 지정 수

지정 취소 수

현재 지정 수

음악

음원, 악보, MR 등

20

7

13

영상

영화, 드라마 등

26

20

6

출판

ebook, 웹소설 등

19

1

18

2

2

0

게임
만화

만화, 웹툰 등

22

2

20

교육

e러닝

42

4

38

기타

공공,DB,이미지,뉴스 등

57

5

52

B2B

콘텐츠 B2B 서비스

15

0

15

50

1

49

253

42

211

모바일
합계
※ 지정 취소 사유 : 업체 사정 서비스 중단

모바일 앱

숫자로 보는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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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현황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는 오프라인 상 저작권 권리 관계가 확인된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 유통, 서비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 콘텐츠 유통 매장을 말합니다.

저작권OK 오프라인 업체 지정 신청하기
· 홈페이지 : http://www.copyrightok.kr/

서울특별시
소계: 248곳

26

204

·기

간 : 홈페이지 참조

·전

화 : 02-3153-2416(보호홍보팀 침해예방파트 윤영석 선임)

· 이 메 일 : c-ok@kcopa.or.kr

18

·팩
경기도
소계: 188곳

인천광역시
소계: 14곳

5

178

5

1

12

1

스 : 02-3153-2719(보호홍보팀)

강원도
소계: 12곳

충청북도
소계: 30곳

충청남도
소계: 25곳

대전광역시
소계: 77곳

전라북도
소계: 61곳

광주광역시
소계: 79곳

전라남도
소계: 14곳

1

경상북도

29

소계: 13곳

1

24

2

75

대구광역시
소계: 7곳

1

78

1

13

울산광역시

1

6

1

4

4

128

1

1

38

소계: 5곳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소계: 39곳

제주도

13

61

소계: 133곳

소계: 23곳

12

23

※ 2018년 4월 30일 기준 합계 :

음악 매장 45곳

출판 매장 898곳

기타 매장 25곳 (소계 : 968곳)

* 기타 매장은 영화 DVD 판매점, 복합매장(음악/도서, 액세서리 등 복합하여 판매) 등을 포함

저작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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