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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캐나다 방송사, 유튜브 동영상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
2015년 8월 11일, 알폰소 쿠타이아(Alfonzo Cutaia)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캐나다 방송사 CBC와 미국 방송사 CN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쿠타이아는 31초간 뉴욕의 겨울 눈 폭풍을 촬영한 후, 2014년 11월
18일 유튜브에 업로드 함. CBC는 쿠타이아의 동의 없이 해당 동영상에 자사의 로고를
넣은 후 기사와 함께 웹사이트에 게시함. 현재 동영상은 CBC 서버에서 삭제되었으나
몇몇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을 인용하고 있음.

작성자 : 최희식1)

o 2015년 8월 11일, 알폰소 쿠타이아(Alfonzo Cutaia)는 미국 방송사 CNN과
사건의 개요

캐나다 방송국 CBC가 유튜브(YouTube)에 자신이 올린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뉴욕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4년 11월 18일 쿠타이아는 31초짜리 뉴욕의 겨울 눈 폭풍을 촬영한 후
‘Buffalo Lake Effect’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음.
o CBC는 쿠타이아의 허가 없이 해당 동영상에 CBC의 로고를 넣은 후, 기사와
함께 CBC 사이트 및 야후(Yahoo)사이트에 업로드 함.
- 현재 동영상은 CBC 서버에서 삭제되었지만 몇몇 기사는 아직도 해당 동영상을
인용하고 있음.

o 쿠타이아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동영상 사용에 대한 문의를 받았지만, CBC와
각 당사자의 주장

CNN은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쿠타이아는 문의를 한 언론사들에게 방송에는 사용해도 되지만 웹사이트에
올려 전송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함.
o 쿠타이아는 자신의 동영상이 CBC에 의해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CBC에 서신
경고장을 보냄.

1)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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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CBC는 CNN으로부터 동영상을 열흘간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함.

이용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 설사 CBC가 동영상의 이용허락을
받았을지라도 CBC는 10일이 지난 후에도 동영상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함.

o 방송사가 유튜브 및 기타 동영상 사이트에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시사점

한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는 기존에도 있어왔으나 유튜브 사용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흔치않은 사례임.
o 근래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증가하고 있음.
-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공중에 공개한 것이므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잘못
된 인식이 많음.
o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유용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타인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쉽게
사용하는 사회적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임.

※출처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5/08/18/cbc-sued-for-using-youtube-video
-without-permission.html
http://www.huffingtonpost.ca/2015/08/17/cbc-sued-youtube-video_n_8000024.html
http://www.buffalonews.com/city-region/federal-court/storm-video-shooter-sues-thecbc-cnn-for-copyright-infringement-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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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쿠타이아는 CNN이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동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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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기능적 특징과 분리 가능한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2015년 8월 19일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적인 디자인은 저
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함. 미국 저작권법은 의류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하지
않지만 제6연방항소법원은 실용적인 측면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류의 순수 장
식적인 디자인의 특징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작성자 : 유현우2)

o 세계 최대 규모의 운동선수와 치어리더 유니폼과 액세서리 제조 및 생산 업
사건의 개요

체인 Varsity Brands(이하 ‘원고’)는 경쟁업체인 Star Athletica(이하 ‘피고’)가
자사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치어리더 유니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테네시주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5개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을 미국 저작
권청에 등록하였음.
o 한편 피고는 원고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측면과 분리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실용품의 디자인에
해당하여 유니폼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함.
o 이 사건에 대해 테네시주 서부 지방법원은 2014년 3월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적인 부분은 사건의 치어리더 유니폼과 같은 실용적인 의류로부터 관념
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함.3)

o 원고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자사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법원의 판단

등록을 허용한 미국 저작권청과 배치되며 실용품의 디자인이 회화, 그래픽

2)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3)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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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규정4)을

USA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o 2015년 8월 19일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원고의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
적인 디자인은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 가능하고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측면과 독립하여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
다고 판결함.
- 미국 저작권법은 의류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하지 않지만, 제6연방항소법원은
실용적인 측면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류의 순수 장식적인 디자인의 특징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출처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29bdcb5-0361-4f44-a683-1ccf8c429176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3340966-d761-4319-81bc-b2f806e2ae2a
http://www.arentfox.com/newsroom/alerts/cheerleader-uniform-designs-eligible-copyri
ght-protection-sixth-circuit-rules#.VeabdsQw9hF
http://www.seattlecopyrightwatch.com/copyright/useful-article/gimme-a-v-for-cheerle
ader-uniform-design-copyright-validity/

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그래픽미술 그리고 응용미술과 사진, 판화 및 미술 복제물, 지도, 지구의, 도면, 도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한 제도를 포함한다. 이 저작물들은 그들의 기계적이거나 실용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형태에 있어서 예술적 솜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
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본다.

❘9

WINTER

2015

┃미국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USA

美 법원, TVEyes의 뉴스클립 제공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
2015년 8월 25일,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TV뉴스 영상클립을 검색 및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TVEyes가 Fox New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작성자 : 유현우

o 2013년 Fox News는 뉴스 영상클립을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건의 개요

제공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업체 TVEyes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TV용
동영상 클립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TVEyes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 TVEyes는 1,400개 이상의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 및 녹음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고객들이 시청 및 청취하고자하는
동영상·라디오 클립 등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한편 TVEyes는 백악관, 의회, 국방부, AP통신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기관과
평론가, 기업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고객으로 하며 회원이 아닌 일반
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또한 회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 달
약 500달러(한화 약 55만원)를 지급해야했음.
- TVEyes는 회원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어가 포함된 동영상을 해당
키워드가 등장하기 14초 전부터 해당 키워드 등장 이후 최대 10분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함.
- TVEyes의 회원들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자신의 ‘관심목록’에 담아 놓으면 키워
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었고, 32일 동안 시스템에
저장되어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었음.
- 이용자들은 리뷰, 분석과 같은 ‘내부적 용도’에 한해 동영상 클립을 저장할 수
있었으며 소셜미디어와 E-mail로 URL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였음.
-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영상저작물을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운로드
및 일시를 지정한 이후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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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TVEyes는 공정이용을 주장함.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
법원은 2014년 TVEyes가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한 이용’이
제공하였고, 공익적 기능 등 사회적으로도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TVEyes의
주된 기능인 검색, 색인 기능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5).

o 이번 사안에서는 TVEyes가 제공하는 주된 기능 이외에 소비자들이 영상저
법원의 판단

작물을 기록물로 보관하는 기능, E-mail로 영상저작물의 주소를 전송하는
기능,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및 기간을 지정한 후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 등 4가지 추가적인 기능들도 공정이용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됨.
o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4가지 추가적인 기능 중 기록물로 보관하는 기
능만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E-mail로 URL 주소를 전송하는
행위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와 기간을 지정한 후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6).

※출처
http://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256924/tveyes-infringes-copyright-by-l
etting-users-downlo.html?utm_source=Plagiarism+Today+Newsletter&utm_campaign=a
383a69f98-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643f84ace3-a38
3a69f98-412690841
http://copyrightalliance.org/content/fair_use_and_news_monitoring_revisited_fox_news_v
_tveyes#.Vf6hF8Qw9hE
http://www.trademarkandcopyrightlawblog.com/2014/09/fox-news-v-tveyes-copyrightfair-use-decision-a-quick-read-for-the-busy-practitioner/

5)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43 F.Supp. 3d 379 (S.D.N.Y. 2014).
6) Fox News Network,LLC v. TVEyes, Inc., 13 Civ. 5315(AKH) (S.D.N.Y. Aug.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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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이스북, 저작권 침해 비디오 매칭 기술
개발 발표
2015년 8월 27일, 페이스북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다른 사람의 비디오를 무단 복제
한 후 업로드 하는 이른바 프리부팅을 제재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함.
이 기술은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수 백 만개의 비디오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매칭 한 후
프리부팅 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접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현재 몇몇 창작자들을
통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작성자 : 최희식7)

o 2015년 8월 27일 페이스북은 자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프리부팅8)을 제재
페이스북, 비디오
매칭 기술 개발
발표

하기 위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비디오 매칭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함.
- 페이스북의 발전과 함께 그 이용자 역시 증가하면서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비디오 파일의 무단복제와 동시에 공유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페이스북은 이미 프리부팅을 제재하기 위해 Audible Magic System(이하 ‘AMG’)9)을
사용하고 있음. AMG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매칭하는 오디오 지문인식(Audio
fingerprinting)10) 기술을 이용함.
- 저작권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무단복제된 저작물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저작물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할 수 있음. 만약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무단복제된
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페이스북은 AMG보다 더 강력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비디오
매칭 기술을 개발 한다고 발표함. 또한 기존의 기술과 저작권 정책을 더욱 발전

7)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8) 프리부팅(freebooting)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무
단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를 의미함.
9) AMG는 오디오 매칭 기술을 통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원본 오디오 콘텐츠를 보호하고 무단복제한 오디오
를 가려내는 기술임.
10) 오디오 지문인식(Audio fingerprinting)은 업로드된 음악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오리지널 음악의 특
징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인식 기술임.

12❘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페이스북은 베타테스트를 미디어 회사, 멀티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제작자

USA

및 창작자 등을 통해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o 저작권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자신의 동영상이 페이스북의 페이지, 프로필,
그룹 등에 무단으로 공유되는지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음.
- 새로운 기술은 수 백 만 개의 동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음.
- 동영상이 검색된 후에 저작권자는 무단복제된 동영상을 접수할 수 있음.

o 페이스북은 유튜브나 구글과 다르게 동영상의 무단복제를 제재할 적절한 기준
평가

등이 없어 많은 항의를 받아왔음. 더욱이 페이스북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의
73%가 무단복제된 동영상으로 추정되어 페이스북이 새로운 비디오 매칭 기술을
개발하는 점과 저작권 정책을 개선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구글과 유튜브의 콘텐츠 ID는 무단으로 복제된 동영상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저작권자에게 고지함. 그러나 페이스북의 새로운 기술은 저작권자가 수동적으로
무단복제된 동영상을 검색을 한 후 접수해야 됨.
- 페이스북의 방대한 양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구글과 유튜브의 콘텐츠 ID와 같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음.
o 한편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강제로 삭제되거나 제재를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들로
부터 부정적인 견해 및 강한 항의가 지속될 수 있음.
- 최근 이동성 모바일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서비스의 강한 연계성으로
인해 동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빠른 파장 효과가 있음.
- 이로 인해 무수히 넘쳐나는 대량의 콘텐츠를 완벽하게 제재하거나, 신고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함.
-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한 압박과 제재가 강력할 경우, 페이스북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경영상의 위험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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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danews.com/2015/08/facebook-adds-tool-to-detect-video-copyright-infringe
ment/
http://blogs.wsj.com/cmo/2015/08/27/facebook-introduces-new-tools-to-crack-down
-on-video-copyright-violations/
http://fortune.com/2015/08/27/facebook-video-copyright-tool/
http://www.bbc.com/news/technology-34106475
http://media.fb.com/2015/08/27/an-update-on-video-management-on-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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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국제동물보호단체(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원숭이가 가져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숭이 셀카 사진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터(David Slater)의 사진기를 원숭이가 셔터를 눌러 촬영하
였다고 알려져 유명세를 탐. 국제동물보호단체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에 원숭이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작성자 : 최희식

o 2015년 9월 22일, 국제동물보호단체(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사건의 개요

Animals, PETA)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원숭이가
가져야한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원숭이 셀카 사진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영국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터(David Slater)의 사진기를 원숭이가 셔터를 눌러 촬영하였
다고 알려짐.
- 사진작가 슬레터는 사진집 ‘와일드라이프 퍼스널리티스(Wildlife Personalities)’를
발간하면서 원숭이 셀카 사진을 포함시킴.
o 위키피디아 등 여러 매체에서 원숭이 셀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슬레터는
사진을 사용한 매체에 해당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
o 위키피디아 등의 매체들은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삭제요청을 거절함.
- 美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이 창작한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
되며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함.
o 국제동물보호단체는 슬레터와 슬레터의 회사 ‘와일드라이프 퍼스널리티스
(Wildlife Personalities)’ 및 출판사 ‘블러브(Blurb)’를 상대로 슬레터가 출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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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ETA,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자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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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에 원숭이 셀카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슬레터는 카메라와 삼각대의 세팅을 자신이 했고, 원숭이가 버튼만 눌렀기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자신도 동물을 사랑
하는 사람인데 국제동물보호협회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함.

o 국제동물보호단체는 美 저작권청의 저작권 판단의 지침은 구속력을 가지지
PETA의 주장

않으며(is only an opinion), 저작권법에 저작권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는 제
한이 없다고 주장함.
- 원숭이가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으므로 다른 사진작가처럼 저작권은 원숭이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함.
- 카메라의 주인이 아니라 사진을 직접 찍은 원숭이가 저작자에 해당하므로 손해
배상(damages)은 원숭이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o 동물보호애호가들은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집중하고 있
소송제기의 견해 및
전망

다고 비판함.
- 매년 수많은 동물들이 밀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에 PETA가 원숭이의
저작권 소유여부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며 비판함.
o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작권 전문가들은 원숭이가 스스로 촬영한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 및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o 이번 사건은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간이 아닌 원숭
시사점

이가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됨. PETA는 미국 저작권법에 저작권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저작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
하지만 세계 많은 국가들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만이 가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많은 판례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
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숭이의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원숭이에게 주어지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16❘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출처

e-photos
http://www.ctvnews.ca/sci-tech/peta-files-lawsuit-to-make-monkey-copyright-ownerof-disputed-selfie-1.2575289
http://www.independent.co.uk/news/weird-news/monkey-who-took-grinning-selfie-sh
ould-received-damages-for-copyright-infringement-says-peta-10513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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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유튜브 동영상 공정이용 인정
2015년 9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공정이용을 인정함. 2007년 2월 유니버셜 뮤직(Universal Music)은
렌즈가 올린 동영상에 자사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튜브에 삭제 통지를
보냄. 렌즈는 유니버셜 뮤직이 DMCA의 공정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삭제 요청을 했
다며 소를 제기함. 이에 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이 공정이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
다고 판결함.

작성자 : 최희식

o 2015년 9월 14일, 연방 제9항소법원은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가
사건의 개요

유튜브(YouTube)에 올린 동영상의 공정이용(Fair Use)11)을 인정하는 판결12)
을 내림.
o 2007년 2월, 렌즈는 자신의 아이가 프린스(Prince)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춰 춤을 추는 29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림. 이 노래의 저작권자인 유니
버셜 뮤직(Universal Music)은 렌즈가 올린 동영상에 자사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튜브에 삭제 통지함.
- 렌즈는 동영상에서의 음악 사용은 공정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유니버셜 뮤직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공정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삭제 요청했다며 유니버셜 뮤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한편 유니버셜 뮤직은 렌즈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였으며, 렌즈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삭제 통지했다고 주장함. 또한 이번 소
송에서 패소한다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무단침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 요청에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함.

11)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보도,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임.
12) Lenz v. Universal Music Corp., No.5:07-cv-03783-JF (N.D. Cal. Sept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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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방 제9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특별한 법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적극적 항변권(Affirmative Defense)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된다고 판단함.
한다고 밝힘.
- 공정이용은 제작자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함.
- 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이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공정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니버셜 뮤직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 또한 법원은 형식적으로만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렌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

o 이번 판결에 따라 과도한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은 제재될 것임.
의의
- 비영리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자들이 공정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출처
http://www.cbc.ca/news/arts/youtube-video-of-baby-dancing-to-prince-track-sparks
-trial-over-copyright-1.3228580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sep/15/youtube-dancing-baby-copyright
-videos
https://www.eff.org/press/releases/important-win-fair-use-dancing-baby-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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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RIAA CEO, 삭제통지조치의 비효율성
지적
美 RIAA CEO 캐리 쉐어만(Cary Sherman)은 온라인상 삭제통지조치는 고비용·저효율
정책에 해당한다고 비판함. DMCA상 OSP 면책은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삭제조치인
반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힘.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 삭제통지조치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작성자 : 권세진13)

o 캐리 쉐어만(Cary Sherman) 미국음반산업협회장(CEO of the Recording
캐리 쉐어만,
삭제통지조치의
비효율 지적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규정된 불법복제물의 삭제통지(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저
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힘.
o 온라인상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그 사실을 온라인서비
스제공자(OSP)에게 통지하고 OSP가 해당 불법복제물을 삭제하면 면책시켜
주는 현행 절차의 현대화가 요구된다고 촉구함.
- 즉, 저작권자의 통지로 삭제된 침해물이 반복적으로 재게시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현행 삭제통지 절차는 실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설명함.

o 美 의회는 삭제통지조치를 마련한 근본 목적은 첫째,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에
삭제통지조치의
효과에 대한
저작권자측의 우려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하고, 둘째, 저작권 침해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OSP를 면책하며, 셋째,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
물의 공정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o 그러나 이러한 삭제통지조치의 효과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패한 제도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13)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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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가 삭제통지를 OSP에게 보내고 OSP가 불법복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동일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 재게시할 수 있으므로 저작

o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삭제 조치한 불법복제물의 재게시를 영구 금지하는
방안을 OSP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o OSP들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창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
삭제통지조치의
불합리성 지적에
대한 OSP측의 입장

판단이 기계적으로(with robots)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 DMCA상의 삭제통지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 belief)”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하지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삭제통지조치는 그 원칙을 위배하는 것
이라고 밝힘.
- 파일명(filename) 또는 메타데이터(metadata)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
삭제통지조치는 저작권 침해물이 아닌 합법저작물도 동시에 삭제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해당 절차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09/riaa-chief-says-dmca-is-largely-uselessto-combat-music-piracy/
http://www.musicweek.com/news/read/riaa-s-sherman-singles-out-broken-notice-an
d-takedown-system/062960
https://www.eff.org/deeplinks/2015/02/absurd-automated-notices-illustrate-abuse-d
mca-takedown-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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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배트카의 저작권 보호 인정
2015년 9월 23일,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DC Comics가 ‘배트카’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판 자동차 개조업체 Gotham Garage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배트카’의 저작권은 DC Comics에 있고, 배트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DC Comics의 이용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판결함.

작성자 : 유현우14)

o 배트카(Batmobile)는 만화 ‘배트맨(Caped Crusader)’ 시리즈의 첫 작품이
사건의 개요

출간된 이후, 배트맨의 저작권자이자 출판사인 원고 DC 코믹스(DC Comics)의
1941년도 ‘배트맨’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음.
o 영화에 등장하는 차량의 복제품을 제작 · 판매하는 자동차 개조업체 Gotham
Garage를 운영하는 피고 마크 토울(Mark Towle)은 1966년 TV 쇼 ‘배트맨’과
1989년 팀 버튼의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배트카의 복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하였음.
o 2011년 5월,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
기함.
- 피고는 배트카가 항상 검은색 또는 공기역학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배트카의 외형은 수차례 변화했으며 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용품(useful article)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배트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함.

o 2013년 2월 7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배트카는 캐릭터로서 저작권의
지방법원의 판단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15)

14)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15) DC Comics v. Towle, 2013 WL 541430 (C.D. Cal. Feb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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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외형적/개념적 특징을 갖추
어야 하고, 둘째, 시간이 지나도 캐릭터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 법원은 배트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다른 자동차들과는 식별이 가능
하며, 배트맨의 스토리상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음.
- 법원은 배트카가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a항 5호에서 규정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등의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o 2015년 9월 23일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배트카 캐릭터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
항소법원의 판단

지로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함.
- 법원은 배트카는 시간의 흐름과 제작자의 상상력에 따라 변화했지만, 박쥐와
유사한 외형, 배트맨을 돕는 활동, 초현대적 무기와 기술과 같은 그 핵심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설시함.
- 법원은 배트맨에 등장하는 자동차 캐릭터인 배트카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결함.
- 법원은 원고가 문제의 배트맨 TV쇼나 영화에 대한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원
저작물(underlying work)의 침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o Sandra Ikuta 판사는 배트맨의 대사를 인용하여 “질서가 잘 유지되는 사회는
사유 재산의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1966년 TV 프로그램의 ‘배
트맨’과 1989년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배트카는 극중의 중요한 캐릭터로,
이는 원고의 재산이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배트카의 2차적 저작물을 제
작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 배트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함.

※출처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dc-comics-is-entitled-copyright-826678
http://blogs.wsj.com/law/2015/09/23/batmobile-wins-copyright-protection/
http://deadline.com/2015/09/batmobile-dc-comics-batman-copyright-lawsuit-warner
-bros-120154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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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공유저작물로 판결
2015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생일 축하 노래 소송 건에 대하여
작곡과 작사 모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함. 법원은 가사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서미 컴퍼니(Clayton F. Summy Co.)가 신청한
저작권은 특정 편곡 버전에 한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서미 컴퍼니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워너/채플 뮤직(Warner/Chappell Music) 역시 가사에 대한 저작
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작성자 : 최희식16)

o 2015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일 축하
사건의 개요

노래(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판결함.17)
o 2013년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Jennifer Nelson)은 자신이 만드는 다큐멘터리에
생일 축하 노래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워너/채플 뮤직(Warner/Chappell Music)이 1,500달러를 요구함에
따라 워너/채플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생일 축하 노래는 출판사 서미 컴퍼니를 통해 악보로 출간됨. 1935년에 서미
컴퍼니는 프레스턴 웨어 오럼(Preston Ware Orem)과 포먼(R.R. Forman)의
이름으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 1988년에 워너/채플 뮤직은 1935년에 등록된 저작권을 양도받음. 이에 워너/
채플 뮤직의 저작권은 미국에서는 2030년, 유럽에서는 2016년까지 각각 유효
하다고 주장함.
o 넬슨은 1922년과 1927년에 이미 다른 곳에 가사가 수록되었고 저작권이 신
청된 적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

16)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17) Rupa Marya v. Warner/Chappell Music Inc. NO. CV 2:13-4460-GHK (MRWx) (Sept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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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은 워너/채플 뮤직이 가지고 있는 생일 축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
법원의 판결

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함.

전체 곡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 서미 컴퍼니는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작사가로부터 양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미 컴퍼니는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적이 없다고 판결함.
- 서미 컴퍼니에게서 저작권을 양수받은18) 워너/채플 뮤직 역시 가사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함. 또한 법원은
워너/채플 뮤직의 주장은 논리가 확실하지 않으며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결함.
o 법원은 노래 가사의 출처가 불확실하고, 가사는 1901년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제대로 된 완벽한 최초 가사는 이미 1911년에 출판됐다고 판단함.
- 또한 노래의 작곡가인 힐(Hill) 자매와 서미 컴퍼니간의 노래에 대한 출판 및 저
작권 신청에 대한 계약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출처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5/sep/23/us-judge-rules-happy-birthday-ispublic-domain-throws-out-copyright-claim
http://www.cbc.ca/news/business/happy-birthday-ruling-1.3239679
http://www.torontosun.com/2015/09/22/judge-rules-happy-birthday-song-is-public-d
omain-denies-publishers-copyright-claim

18) 서미 컴퍼니(Summy Company)는 ‘Summy-Birchard Company’로, 다시 ‘Birchtree Company’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위너/채플 뮤직은 2008년 Birchtree Company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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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사, 저작권 침해 열성팬에 대한 합의
철회
포켓몬社는 포켓몬 캐릭터로 만든 증정품, 만화 음악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
는 카페에서 ‘비공식 포켓몬 팍스 킥오프 파티’를 개최한 열성팬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열성팬은 증정품 비용 및 파티 진행 DJ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입장료
2달러를 받았으며 피카추와 스니비 캐릭터를 이용하여 파티개최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함. 현재 원고측이 피고와의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짐.

작성자 : 권세진19)

o 2015년 8월 26일, 주식회사 포켓몬(Pokémon Company)(이하, ‘원고’)은 포
사건의 개요

켓몬 캐릭터로 만든 증정품, 만화 음악 등을 이용하여 ‘비공식 포켓몬 팍스
킥오프 파티(5th Annual Unofficial Pokémon PAX Kickoff Party)’를 5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씨에틀의 카페에서 개최해 온 포켓몬 열성팬 라말 라킨
존스(Ramar Larkin Jones)(이하,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함.
- 해당 파티를 개최하기 위해 피고는 포켓몬 캐릭터 피카추(Pikachu)와 스니비(S
nivy)를 이용하여 파티개최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피카추 이미
지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파티개최 사실을 알림.
- 증정품 비용 및 파티를 진행하는 DJ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입장료 2달러를 받음.
- 피고는 소장을 받은 즉시 문제의 파티를 취소하고 저작권 침해물을 모두 폐기하는
한편, 향후 포켓몬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함.
o 원고측 변호사는 피고가 파티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작권 침해 금지 및 5,400달러의 변호사 수임료(costs and attorney's fee)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겠다고 밝힘.

19)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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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9월, 법원은 피고가 무단으로 피카추 이미지 등을 복제하여 2차적
법원의 판단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중에 배포 및 전시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 및 5,400달러의 변호사 수임료(costs
and attorney's fee)를 지급하도록 명함.
- 또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침해물과 인터넷에 게시된 포스터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명함.

o 피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의금 마련을 위한 후원금 캠페인(crowd
사건의 진행경과

funding campaign)을 통해 원고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였음.
o 그러나 현재 원고측은 피고측과의 합의를 철회한 상태임.
- 피고는 원고가 합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피고 자신이 언론을 통해 원고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o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논의할 입
장이 아니라고 밝힘.

※출처
http://artlawjournal.com/pokmon-sues-biggest-fan-copyright-infringement/
http://motherboard.vice.com/read/a-broke-fan-owes-5400-for-trying-to-throw-a-pok
emon-themed-party
http://www.scribd.com/doc/283751080/Final-Judgment-and-Permanent-Injunction-TP
C-vs-Jones
http://www.nintendolife.com/news/2015/10/the_pokemon_company_sues_fan_for_copyr
ight_infringement_demands_usd4000_in_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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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위터, 데드스핀 및 SB네이션 계정 정지
2015년 10월 12일, 트워터는 데드스핀(Deadspin)과 SB네이션(SBnation)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킴. 데드스핀의 경우 트위터에 무단으로 NFL 경기의 사진 및 하이라
이트 동영상을 공유하였고, SB네이션은 미국대학 축구경기 사진과 하이라이트 동
영상을 공유하였음. NFL, UFC 등 몇몇 스포츠 단체들이 트위터에 DMCA에 따른 삭
제요청을 여러 번 보냈으나 동영상 및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음. 또한 NFL은 동영상의
삭제요청을 데드스핀과 SB네이션에게 보냈으나, 트위터에 계정정지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발표함. 한편 트위터는 현재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작성자 : 최희식20)

o 2015년 10월 12일, 트워터는 데드스핀(Deadspin)21)과 SB네이션(SBnation)22)
사건의 개요

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킴.23)
- 데드스핀과 SB네이션은 트위터에 무단으로 스포츠 하이라이트 동영상들을 올림.
- NFL24), UFC25) 등 몇몇 스포츠 단체는 데드스핀과 SB네이션에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데드스핀과 SB네이션은 이러한
삭제요청을 무시하였음.
- 트위터의 계정정지에 대하여 NFL은 데드스핀과 SB네이션의 계정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힘.
- 한편 트위터는 데드스핀과 SB네이션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한 것에 대한 공식입
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20)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21) 데드스핀(Deadspin)은 거커 미디어(Gawker Media) 소유의 스포츠 전문 블로그로 스포츠 뉴스와 하이라이
트, 가쉽 등을 제공함.
22) SB네이션(SBnation)은 복스 미디어(Vox Media) 소유의 스포츠 웹진으로 스포츠 경기일정 및 결과, 뉴스기
사 등을 제공함.
23) 데드스핀의 계정은 일정시간 지난 이후 복귀되었지만, SB네이션의 계정은 2015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정
지된 상태임.
24)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은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협회임.
25)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은 미국의 종합 격투기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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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FL과 같은 스포츠단체들은 방송사들이 스포츠경기를 방송하기 위하여 수
쟁점사항

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단으로 업로드되는
이것이 팬들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스포츠단체들은 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이미 제공해 왔으며,
그러한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의 정책 및 DMCA에 위반
되는 행동이라 주장하였음.
o 그러나 데드스핀의 편집국장(Deadspin’s editor in chief)인 마치맨(Marchm
an)은 짧은 동영상 클립(short clips)의 사용은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법
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o 스포츠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음.
시사점
-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스포츠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것만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각종 스포츠중계 중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개인이 편집하여 유튜브나 블
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라 사료됨.
o 한편 2014년 FIFA의 경우, 무단으로 월드컵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올린 트워터
계정들을 삭제시킨바 있음.

※출처
http://recode.net/2015/10/12/twitter-suspends-accounts-of-well-known-sports-publis
hers-for-violating-copyrights/
http://www.nytimes.com/2015/10/15/sports/football/nfl-gifs-video-sharing-twitter.html?_r=0
http://www.nbcnews.com/news/us-news/twitter-suspends-deadspin-sbnation-account
s-over-copyright-n443306
http://www.foxnews.com/tech/2015/10/13/twitter-suspends-deadspin-sb-nation-acco
unts-after-nfl-complaints-ov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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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리자드, 봇(Bot) 제작자에 소 제기
비디오게임 회사 블리자드(Blizzard)는 2015년 11월 11일, 자사 게임들의 치팅 봇
(cheating Bot)을 제작하는 봇 제작자들을 고소함. 블리자드社는 “이러한 봇은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게임의
게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균형을 해치며, 자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함. 한편
치팅 봇 제작자들은 블리자드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음.

작성자 : 최희식

o 2015년 11월 11일 게임회사 블리자드(Blizzrd)는 자사 게임의 치팅 봇(chea
사건의 개요

ting bot)26)을 제작하는 제작사 및 제작자들을 고소함.
- 블리자드社는 치팅 봇 프로그램은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 할뿐만 아니라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게임의 게임성 및 공정성 그리고 밸런스를 해치며,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함.
- 블리자드社는 치팅 봇 프로그램 때문에 만족도가 저하된 유저들이 게임을 그만
두는 경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며, 이미 약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o 한편 2015년 11월 21일 봇 제작회사 중 하나인 보스랜드(Bossland)는 블리
자드社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
- 블리자드社는 소송을 위하여, 보스랜드社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제임스 엔라이트
(James Enright, ‘Apoc’로 알려짐)로 부터 봇의 소스코드를 획득하였음.
- 이에 보스랜드社는 봇의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제임스
엔라이트는 봇의 소스코드를 배포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보스랜드社는 제임스 엔라이트로부터 무단으로 소스코드를 획득한 블리자
드社가 오히려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26) 게임에서 봇(Bot)은 원래 컴퓨터가 조종하는 캐릭터를 일컫지만,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조종하
는 외부프로그램을 일컫기도 함. 외부프로그램을 통해 캐릭터를 조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게임사들은 일
반적으로 제재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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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블리자드社는 봇 제작자들이 자사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요소
양 당사자의 주장

들을 복제 및 개조, 배포함으로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USA

- 블리자드社는 봇 프로그램의 배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블리자드社는 봇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봇 제작자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봇 제작사인 보스랜드社는 봇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기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라고 주장함.
- 보스랜드社는 봇의 소스코드를 배포한 제임스 엔라이트는 프리랜서 개발자일 뿐,
자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며, 자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따라서
제임스 엔라이트는 봇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o 현재 수많은 온라인 게임에서 다양한 봇 프로그램들이 존재함.
시사점
- 게임회사들은 봇 프로그램들을 단속함과 동시에 봇 제작사를 상대로 제재를 가
하고자 함.
-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봇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o 보스랜드社는 독일에서, 블리자드社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각 소송은
자국의 저작권법에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은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이차적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음. 한편 독일 저작권법은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
권을 인정함.
-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보스랜드社의 주장이, 미국에서는 블리자드社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출처
https://torrentfreak.com/blizzard-sues-bot-maker-for-copyright-infringement-151111
https://torrentfreak.com/blizzard-stole-our-source-code-bot-maker-says-15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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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스트와치, 구글의 저작권 단속 조치
불완전함 발표
2014년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들이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빈도를 줄
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에 변화를 주어 검색결과에서 토렌트사이트가 노출되는
빈도가 감소함.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빈도는 감소하지 않음. 여전히 수백만명의 방문자가 검색엔진을
통해 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 유입되고 있음.

작성자 : 최희식

o 2014년 10월,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 하는 불법사이트들이 인터넷 검색결과
저스트와치의
보고서

에서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에 변화를 줌.
- 이에 따라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토렌트사이트의 노출빈도가 감소하였음.
o 그러나 저스트와치(JustWatch)27)의 발표에 의하면 구글의 알고리즘 변화는
토렌트사이트의 노출 빈도는 감소시켰으나,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노출되는 빈도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음.
- 저스트와치가 발표한 그래프에 의하면 구글이 알고리즘의 변화를 준 후, 토렌트
사이트의 인터넷 노출 빈도는 거의 절반정도로 감소함.
- 반면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노출빈도는 구글이 알고리즘의 변화를 준 후에도
여전히 수백만 건이 검색되며, 오히려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저스트와치는 총 불법스트리밍사이트 방문의 삼분의 일인 약 30억 정도의 방문이
다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방문했다고 발표하였음.

27) 저스트워치(JustWatch)는 합법 스트리밍 검색 엔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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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엔터테인먼트산업계는 구글측에 불법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크게 줄이거나
평가

완전히 검색되지 않도록 조지를 취할 것을 재촉하고 있음.

도한 검열이라고 견해를 밝힘.

※출처
https://torrentfreak.com/googles-pirate-update-fails-to-punish-streaming-sites-151105/
https://torrentfreak.com/google-opposes-whole-site-removal-of-pirate-domains-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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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부당하게 삭제통지 받은 유튜브
이용자를 위한 법률지원 계획 발표
2015년 11월 19일, 구글은 명백한 공정이용(fair use)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삭제
(takedown) 요청을 받은 유튜브(YouTube) 이용자들을 위하여 법률지원을 할 것이
라고 발표함. 이러한 지원에는 법률비용의 지급과 더불어 필요시 법원에서 그들을
직접 방어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음. 다만 캐나다의 공정취급(Fair dealing)과 미국의
공정이용은 다르기 때문에 동 지원은 미국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고 발표함.

작성자 : 최희식

o 최근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된 동영상 중, 저작물을 ‘공정이용’한 동영상
배경

까지 무차별적으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삭제(t
akedown) 되고 있음.
- 2007년, 수많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비아콤(Viacom)28)은 유튜브
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약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지만, 2013년 법원은 유튜브를 OSP로 판단하여 유튜브의 손을 들어
줌.
- 대표적인 예로 ‘댄싱 베이비’사건이 있음. 동영상에 사용된 노래가 공정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DMCA에 따라 삭제(takedown) 요청 받음.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는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였음.
-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유튜브가 공정이용 조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함.
o 2015년 11월 19일,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은 과도한 DMCA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저작물을 공정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요청을 받은 창
작자들이 이에 대응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28) 비아콤은 미국의 매스미디어(Mass Media)社이자,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케이블방송사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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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조항과 캐나다의 공정취급(Fair dealing)조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지원은 미국에서만 있을 것이고, 캐나다에서는 시행

USA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o 구글은 최대 100만달러를 창작자에게 지원할 것이라 발표함.
구체적 내용
o 구글은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모범적
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 동영상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구글은 향후 더 많은 ‘공정이용’한 동영상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o 전자프론티어재단은 구글이 이번 지원과 같은 정책을 더욱 확장시켜 실행해
의의

야한다고 주장하였음.
o 최근 DMCA에 따른 강력한 유튜브 제재는 이용자들의 창작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번 지원은 DMCA에 의해 동영상 제작에 제한을 겪은 이용자들이 추후 창작 활
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o DMCA를 근거로 이용자의 콘텐츠가 삭제(takedown) 조치가 된 경우, 해당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여 ‘콘텐츠 복구’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http://www.cbc.ca/news/technology/youtube-defend-copyright-claim-legal-fees-1.3327069
http://fortune.com/2015/11/20/youtube-dmca-copyright/
http://techcrunch.com/2015/11/19/youtube-says-it-will-offer-legal-protection-to-som
e-video-creators-facing-dmca-takedowns/#.dbjyg34:1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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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DA, 중국 해적판 판매점 단속 요청
•ACCS,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업무에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 공개
•BSA, 불법복제 해결 위한 포상금 프로그램 실시
•오사카 세관,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금지 현황 발표
•미야기 현경, 방송프로그램 불법복제물 판매자 체포
•CODA, 중국 내 불법만화 전송사이트 책임자 검거에 기여
•ACCS, 저작권 침해방지 캠페인 개최
•문화청, 2차적 저작물을 비친고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
•와세다대학, 제자 논문 무단사용한 대학교수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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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RAC의 법적
조치에 대한 반응

日本

日 CODA, 중국 해적판 판매점 단속 요청
일본 콘텐츠해외유통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는
2015년 8월 17일 중국 상하이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에 의한 유명 해적판 판매점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9월 7일에는 홍콩 세관에 의하여 해적판 판매 사이트를 운영
한 남성이 체포된 사실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한 사건들은 CODA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사건들임.

작성자 : 권용수1)

o 일본 콘텐츠해외유통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의 개요

CODA)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 발생하는 해적판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2년 일본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o CODA는 일본 콘텐츠의 정규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인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적판 등 지적재산권침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기업 간의 정보 공유 및 연계 촉진, 공동 집행 추진, 계몽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o CODA는 총무성,2)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의 사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으
며 이번의 단속 요청은 경제산업성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졌음.

o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증하고
상하이시 문화시장
행정집법총대에
단속 요청

있으나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1) 권용수_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
2) CODA는 2015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총무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ASEAN 지역의 방송 콘텐츠의 정규 유
통 촉진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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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DA는 오프라인 판매점에 의한 해적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의 행정집법총대 및 공안과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함.
- 중국 상하이시에는 일본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주로 취
급하는 해적판 판매점이 횡행하고 있음. 이에 CODA와 행정집법총대는 2011년
부터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행정집법총대에서 2015년 7월 15일과 17일 상하이시의 해적판 판매점 6곳
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o 이번 단속을 통하여 총 1,980장의 해적판이 압수되었고, 각 점포에는 5,000
위안(한화 약 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무엇보다 현지 주재 일본인이나 지
역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시부야 타워 레코드(渋谷タワレコ) 및
FOX MOVIE 2곳이 폐쇄 위기라는 점이 주목을 받음.
o 현재까지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단속이 20회 실시되었음. 그 결과 39,960장
의 일본 콘텐츠 해적판이 압수되었고, 318,000위안(한화 약 5,8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벌금 부과 대상 판매점 11곳 중 7곳이 폐쇄되었으며, 여
전히 영업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정법총대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할 계획임.

o CODA는 2015년 9월 7일, 자신들의 요청에 의하여 홍콩 지식재산권 수사기
홍콩 세관에 대한
단속 요청

관인 홍콩 세관에서 해적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38세의 중국인 남성을
지난 8월 31일 체포하였다고 발표함.
o 동 남성은 웹사이트를 미국에 등록하고 서버를 홍콩에 설치하는 한편 판매가
는 대만 달러(NT$)로 표기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하여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호주,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
오, 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적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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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남성으로부터 3,100장의 해적판과 4대의 컴퓨터 등이 압수됨.
- 일본 콘텐츠 외에 미국, 한국, 홍콩 등의 콘텐츠가 포함된 해적판이 확인되었으
며 판매 가격은 20~40 홍콩 달러(한화 약 3,000원 ~ 6,100원)였음.
o 홍콩 세관은 해당 해적판 판매 사이트가 운영된 9개월 동안 450,000 홍콩
달러(한화 약 6,866만원)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o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처
시사점

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연계협력이 중요함.

※출처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74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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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ACCS,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업무에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 공개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는 후쿠이현 경찰 생활환경과와 후쿠이 경찰서에서 2015년 8월 30일 무단
복제된 해적판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에 사용한 아오모리현의 공무점 임원을 저
작권법 위반(해적판 업무 사용)혐의로 구속한 사건을 공개함.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후쿠이현 경찰 생활환경과와 후쿠이 경찰서는 2015년 8월 30일 무단
사건의 개요

복제된 해적판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아오모리현의
공무점(工務店) 임원인 44세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해적판 업무 사용)혐의로
체포함.
-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은 자신이 직접 불법 복제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
복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일상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공무점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남성은 2014년 3월 15일경부터 2015년 6월
3일경까지 주식회사 후쿠이 컴퓨터 아키텍트(福井コンピュータアーキテクト)
가 저작권을 가진 3차원 건축설계 시스템 “ARCHITREND Z Ver9.0”의 해
적판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였음.3)
o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가 CAD 소프트웨어 해적판 판매업자를 후쿠이현 경찰에
제보함에 따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범행도 적발되었음.

3) “ARCHITREND Z Ver9.0”의 모든 프로그램을 정가로 구입할 경우 840만엔(한화 약 8천만원)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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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후쿠이 컴퓨터 아키텍트는 남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CCS의 대응 방안

법인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임.
- 후쿠이 컴퓨터 아키텍트는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정품을 구입하는 고객
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
라고 밝힘.
o ACCS는 회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저작권 침해 실
태를 알리는 한편 형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실시할 계획임.

※출처
http://www2.accsjp.or.jp/criminal/2015/1171.php
http://www2.accsjp.or.jp/blog/201508/150831.php
http://archi.fukuicompu.co.jp/policy/pdf/nocopy201509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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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BSA, 불법복제 해결 위한 포상금
프로그램 실시
일본소프트웨어연합(The Software Alliance, BSA)은 2015년 9월 14일 조직 내 불법
복제 해결을 위하여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최고 100만 엔의 포상
금을 제공하는 ‘포상금 프로그램’을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2년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배경

관련 산업 전체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소프트웨
어 업체는 매년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
정임.
- 2013년 기준 조직 내 불법복제율은 19%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400억엔
(한화 약 1조 3,761억원)에 달함.
o 소프트웨어연합(The Software Alliance, BSA)4)은 건전하고 적정한 조직 환경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 내 불법복제5)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포상금 프로그램'은 조직 내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SA의 활동 중 하나임.
o BSA의 '포상금 프로그램'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음. 다만 각 국가의 국민성이나 법적·제도적 환경 등이 고려된 결과, 운영
방법상 차이가 존재함.

4) 소프트웨어연합(BSA)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견인하는 업계단체로서 20년 이상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5)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형태로서, 기업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 1대의 컴
퓨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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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포상금 프로그램'은 한시적 시행, 비정기적 시행, 시험적 시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o 일본 BSA는 2015년 9월 14일 조직 내 불법복제 해결을 위하여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최고 100만엔(한화 약 945만원)의 포상금을 제
공하는 ‘포상금 프로그램’을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o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본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BSA의 포상금
프로그램

‘포상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포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 BSA와
회원기업의 권한과 의무 등)은 다음과 같음.
o 포상금은 조직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직 내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의 올바르고 용기 있는 행동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
으로서 불법복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 자
에게 BSA가 지급하는 것임. 다만 불법복제 기업에서 BSA 회원기업(권리자)
에 대하여 합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됨.
- 불법복제 기업으로부터 지급된 합의금 및 불법복제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포
상금액이 달라짐.
- 기본적으로 불법복제 기업으로부터 지급된 합의금이 2,000만엔 이상인 경우 최고
100만엔 이하, 1,500만엔~2,000만엔 미만인 경우 100만엔 미만, 1,000만엔
이상~1,500만엔 미만인 경우 75만 엔 미만, 500만엔 이상~1,000만 엔 미만인
경우 50만엔 미만, 500만엔 미만인 경우 25만엔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o 포상금 지급 대상은 프로그램 실시 기간 중에 BSA의 ‘정보제공창구’6)를 통
하여 신고 된 일본에서 발생한 조직 내 불법복제(저작권 침해) 정보에 한함.
- 다만 BSA 회원기업이나 다른 저작권침해방지단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또는
공적기관 및 이에 준하는 민영화기업 등에 관한 정보는 대상이 아님.
- 정보수령일은 BSA 시스템의 수신기록을 근거로 판단함.

6) 정보제공창구는 조직 내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으로부터 조직 내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를
접수받고자 BSA가 설치한 것으로서 연 평균 약 400건의 정보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제공자의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BSA 회원기업이 위임한 변호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
이는 BSA 회원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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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 제공을 신뢰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BSA 및 회원기업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음. 나아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 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음.
- 정보제공자는 BSA 및 회원기업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불법복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 자(13명)에게 100만엔
(한화 약 945만원)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o BSA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직 내 불법복제의 경우 그 실태를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 조직 내 불법복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임.
- ‘포상금 프로그램’은 바로 조직 내 구성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bsa.or.jp/news-and-events/news/bsa20150914/
http://bsa.or.jp/reward2015b/index01.html
http://bsa.or.jp/files/BSA_Introduction_2014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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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SA는 지금(2015년 9월 11일 기준)까지 실시한 ‘포상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과 및 의의

WINTER 2015

┃일본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오사카 세관,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금지 현황 발표
일본 오사카 세관은 2015년 9월 18일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
금지 현황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93.9%가 중국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건수는 2014년 상반기 대비 약 8배, 저작권 침해 상품
수는 2014년 상반기 대비 약 19배 급증하였음.

작성자 : 권용수

o 2015년 9월 18일 일본 오사카 세관은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개요

의 수입금지 현황을 발표함.
o 오사카 세관은 모조품의 경우 안전이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며,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이
용할 것을 당부함.

o 오사카 세관의 수입금지 건수 및 상품 수는 일본 전체의 30% 전후를 차지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수입금지 현황
발표

고 있음. 오사카 세관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
입을 금지한 건수는 2014년 상반기에 비해 4.3% 감소된 4,555건인 반면 지
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는 오히려 2014년 상반기에 비해 1.2배 증가된
132,717점이었음.
- 2015년 상반기에는 1일 평균 약 25건, 약 733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 연도 상반기 중 역대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임.7)
o 오사카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전체 건수 중 4,275건
(구성비 93.9%, 2014년 상반기 대비 6.2% 감소), 전체 상품 수 중 113,459점
(구성비 85.5%, 2014년 상반기 대비 23.8% 증가)이 중국에서 수출된 것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사카 세관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현상임.

7) 각 연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는 2008년 상반기, 5,408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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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는 중국에 이어 홍콩이 131건(구성비 2.9%, 2014년 상반기
대비 47.2% 증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수는
중국에 이어 한국이 8,465점(구성비 6.4%, 2014년 상반기 대비 약 2배)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o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구두, 레코드류, 가방류, 자동차
및 부속품 등의 수입금지가 급증하였음.

급증하였으며 구두는 약 2배(796건) 증가되었음.
- 수입금지 상품 수를 보면 2014년 상반기 대비 자동차 및 부속품이 약 22.5배
(3,372점), 가방류가 약 10.3배(4,924점), 레코드류가 약 4.4배(2,232점) 급증함.
o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 2가지
유형뿐임.8) 주목할 점은 상표권 침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비중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점임.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저작권 침해
상품의 금지 건수는 약 8배, 금지 상품 수는 약 19배 급증하였음.
- 2014년 상반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중 디자인권 침해 상품이 저작권 침해
상품의 약 9배에 달하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디자인권 침해 상품이 1점도 없음.
- 저작권 침해 상품이 2014년 상반기 대비 약 19배 급증한 이유로 인기 게임 ‘요괴
워치(妖怪ウォッチ)’ 등의 캐릭터 상품이 늘어난 것을 들고 있음.
o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은 우편물 또는 일반화물의 형태로 일본 내 유입이 시도
되고 있음.
- 우편물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수입금지 건수의 대부분인 93.4%(4,253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상품 수도 2014년 상반기 대비 약 1.5배 증가된
87,144점(구성비 65.7%)임.
※출처
http://www.sankei.com/west/news/150918/wst1509180070-n1.html
http://www.customs.go.jp/osaka/news/news_pdf/cizai2015kami.pdf

8) 2014년 상반기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4 가지
유형이 있었음(http://www.customs.go.jp/osaka/news/news_pdf/cizai2015kami.pdf, 5쪽 참고. 검색일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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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건수를 보면 자동차 및 부속품이 2014년 상반기 대비 36.5배(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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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야기 현경, 방송프로그램 불법복제물
판매자 체포
일본 미야기 현경은 2015년 9월 29일 한국 출신의 남성 듀오 ‘동방신기’가 출연한
텔레비전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등을 불법복제하여 판매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작성자 : 권용수

o 2015년 9월 29일, 일본 미야기 현경은 한국 출신의 남성 듀오 ‘동방신기’가
사건의 개요

출연한 텔레비전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등을 불법복제하여 판매한 자를 저작
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 용의자는 2015년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민간방송 및 NHK, 시사 통신사 등
12개 회사의 허가 없이 동방신기가 출연한 동영상을 불법복제하여 판매하였음.
o 현경은 용의자의 자택에서 DVD레코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으며, 옥션
등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약 2,200명에게 약 850만엔(한화 약 8,000만원)어
치의 불법 DVD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o 현재 용의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음.

※출처
http://jp.wsj.com/articles/JJ11126944762057534225716772179031138032607
http://tohokenbunroku.seesaa.net/article/426960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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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CODA, 중국 내 불법만화 전송사이트
책임자 검거에 기여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는
2015년 9월 30일 중국 청두시 공안국에서 ‘선전시 만유 문화 과학기술 유한공사(深
圳市漫游文化科技有限公司)’가 운영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 ‘사랑만화(愛漫画, imanhua.
com)’에 일본 만화출판물을 무단 전송한 동 사의 책임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힘.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중국 청두시(成都市) 공안국(公安局)은 2015년 4월 15일 ‘선전시 만유 문화
사건의 개요

과학기술 유한 공사(深圳市漫游文化科技有限公司)’가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랑
만화(愛漫画, imanhua.com)’에 일본 만화출판물을 무단 전송한 동 사의 책임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음.
- 청두시 공안국 특별 수사팀은 상하이(上海), 쑤저우(蘇州), 양저우(揚州) 등 각
지역에 존재하는 ‘사랑만화’의 서버와 컴퓨터 및 다수의 은행카드 등을 압수하였음.
o 2009년 개설된 ‘사랑만화’는 일본, 한국, 미국 등의 만화출판물을 포함하여
약 6,000여개의 작품이 게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무단으로 업로드 됨.
- 이번에 문제된 작품은 주식회사 슈에이샤(集英社)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원피스
(ONE PIECE), 나루토(NARUTO -ナルト-) 등의 작품이었음.
o 공안국에 따르면 동 회사는 현재까지 180만위안(한화 약 3억 1,89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현재 검찰의 보강 수사가 종료된 상태이며, 조만간 피의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임.

o ‘사랑만화’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음. 무단 업로드 된
CODA의 활동 사항

콘텐츠의 삭제 또는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며 일시적인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재개가 반복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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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는
2013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사업 일환으로 출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출판물 해적판 대책 전문가위원회(出版海賊版対策有識者委員会)’를 설립하고,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 옴.
o CODA는 청두시 공안국으로부터 일본 만화출판물이 해당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슈에이샤를 비롯한 일본 출판사 5곳으로부터
‘사랑만화’에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모아 제출
하였음.
o CODA는 지속적으로 현지 정부기관, 관련 단체, 사업자 등과의 관계를 구축
하고 해외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o 중국 공안부는 청두시 공안국에 관할지역을 넘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의의

수권서’를 발행하였으며, 국가판권국(国家版権局)은 쓰촨성(四川省)판권국에 특별
예산을 조치하였음. 중국 정부가 저작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출처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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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CCS, 저작권 침해방지 캠페인 개최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는 2015년 10월 11일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홋카이도 경찰과 공동으로
“사이버 방범 운동 ~지키자! 정보보안과 지식재산~(サイバー防犯キャンペーン ～
守ろう！情報セキュリティと知的財産～)” 캠페인을 개최함. 이후에도 아오모리현
경찰, 교토부 경찰 등과 다양한 저작권 침해방지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였음.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
“사이버 방범 운동
~지키자!
정보보안과
지식재산~” 캠페인

ware, ACCS)9)는 2015년 10월 11일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홋카이도
경찰과 공동으로 “사이버 방범 운동 ~지키자! 정보보안과 지식재산~(サイ
バー防犯キャンペーン ~守ろう！情報セキュリティと知的財産~)” 캠페인을
아사히카와시(旭川市)에서 개최하였음.
- 2015년 10월 17일에는 아오모리현 경찰과 공동으로 위의 캠페인을 히로사키시
(弘前市)에서 개최함.
o 본 캠페인은 최근 인터넷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
반인들에게 그 피해실태를 알리는 한편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알림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개최
되었음.
- 캠페인에서는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물의 정품과 모방품을 비교 전시하는 한
편, 사이버 범죄 사범의 역대 위조품 및 사이버범죄 피해 방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였음.
- 또한 콘서트, 게스트에 의한 미니 라이브 또는 토크 쇼 등을 개최함으로써 부담
없이 지식재산권 및 정보 보안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음.

9)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는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①법정비와 권리행사, ②저작권의
보급·계몽, ③복제방지기술 등 기술적 보호 수단의 보급이라는 3가지 점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1985년부터
운영되어 온 일반 사단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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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ACCS는 캠페인 당일 홋카이도 에베쓰시(江別市)의 시민회관에서 개최
되는 ‘인터넷 보안 2015 에베쓰(ネットセキュリティ2015 江別)’ 행사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강연함. 동 강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침해 또는 SNS에서의 문제 등을 언급하였음.

o ACCS는 2015년 10월 17일 아이치현 도요하시 경찰서(愛知県豊橋警察署)
차량 도난 방지
캠페인

와 공동으로 도요하시시(豊橋市)에서 개최된 ‘토요하시 축제(豊橋まつり)’에
서 “차량 도난 방지 캠페인(車両盗難防止キャンペーン)”을 개최함.
o 본 캠페인은 도요하시 경찰서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판매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적발하면서, 차량 도난과 저작권 침해 방지
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o 캠페인 당일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나 보안에 관한 패널 및 정품과
해적판을 비교 전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몽 광고지를 배포하였음.

o ACCS는 2015년 10월 24일 교토부 경찰(京都府警察)과 공동으로 “사이버
그 밖의 캠페인

폴리스 박물관 ~지키자! 정보 보안과 지식재산~(サイバーポリスミュージア
ム ~守ろう！情報セキュリティと知的財産~)” 캠페인을 개최함.
o 2015년 11월 1일에는 홋카이도 구시로 방면 나카시베쓰 경찰서(北海道釧路
方面中標津警察署)와 공동으로 “지역 안전 안심 운동 ~막자! 특수사기, 지키자
정보보안과 지식재산~(地域安全安心キャンペーン ~防ごう！特殊詐欺、守
ろう情報セキュリティと知的財産~)” 캠페인을 개최함.
o 각 캠페인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방식이나 내용은 “사이버
방범 운동 ~지키자! 정보보안과 지식재산~" 캠페인과 대동소이함.

o ACCS가 각 지역의 경찰과 연계하여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
평가

함으로써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계몽활동을 손쉽게 전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52❘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한편 ACCS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저작권침해 방지 캠페인이
전개되었음.

※출처

JAPAN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news77.php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news78.php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news79.php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news80.php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5/news8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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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문화청, 2차적 저작물을 비친고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
일본 문화청은 2015년 11월 4일 개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법제·기본문
제 소위원회' 제6회 회합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저작권법 정비 방향에 대하여 검토함. 그 결과로서 2차 창작(2차적 저작물)은
비친고죄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내각관방 TPP정부대책본부는 2015년 10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협정의 타결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이 타결됨에 따라 그 개요를
공개함.
o TPP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저작권 분야에서는 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 방안 도입, ➂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➃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
상금제도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이 요구됨.10)
o 위 사항 중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는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시장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업적 규모’ 및 ‘원저작물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건을 고려
하여 비친고죄화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TPP협정에 위반되지 않음.
o 일본 정부는 TPP협정이 타결된 이후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로 인한
소송의 증가 또는 2차 창작활동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비친고죄화의 유연한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0) 권용수, "TPP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등이 현실화
되다", 「저작권동향」제2015-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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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 문화청은 2015년 11월 4일 개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법제·
2차적 저작물,
비친고죄화
대상에서 제외

기본문제 소위원회(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の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의 제6회
회합에서 TPP협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저작권법 정비 방향에 대
하여 검토함.
o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日本音楽著作権協会, JASRAC), 코믹
마켓준비회(コミックマーケット準備会) 등 21개 저작권 단체로부터 의견 제

- JASRAC은 악질적인 영리목적의 불법복제나 해적판 문제 등을 규제하는 수단
으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도화에 있어서 비친고죄화의 적용 대상을 명
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소제기 판단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등
적절한 제도운영이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함.
- 일본서적출판협회(日本書籍出版協会)는 비친고죄화로 인하여 새로운 문화 창출이
위축될 수 있고, 저작물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지, 그 침해가 권리자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자신밖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비친고죄화의 대상 범위는 사회적 질서 또는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영화제작자연맹(日本映画製作者連盟)을 비롯한 일본영상소프트협회(日本
映像ソフト協会), 일본동영상협회(日本動画協会)는 비친고죄화의 대상을 모든
저작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영화작품의 데드카피와 같이 악질적인 불법복제 행
위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함.
- 일본레코드협회(日本レコード協会)는 비친고죄화의 대상 범위는 저작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의 일부를 비친고죄화로 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권리자의 의지 확인이
이루어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코믹마켓준비회는 2창 창작은 해적판과는 그 본질이 다르며, 원저작물의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으므로 비친고죄화는 해적판 대책 등 필요 최소
한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TPP 지식재산권과 협의의 투명화를 생각하는 포럼(TPPの知的財産権と協議の
透明化を考えるフォーラム, thinkTPPIP)’은 권리자 스스로 고소가 필요하지 않
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기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친고죄화의 대상은 원작 그대로의 복제, 상업적 규모의 침해 및 원저작물의
시장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함.

❘55

JAPAN

출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11개 단체는 실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했음.

WINTER 2015

┃일본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 인터넷사용자협회(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協会)는 TPP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11) 국내에서 적극적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대하
여 강한 이의를 제기함.
o 이번 회의에서는 TPP 합의 항목의 하나로 포함된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
고죄화’에 대해서, 저작권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2차 창작을 비친고죄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비친고죄화의 적용 대상을 데드카피에 한정하고, 2차 창작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없었음.

o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대상은 한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한계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권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조문
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워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단서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확인
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104-00000060-zdn_n-sci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51104_728975.html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7_06/

11) TPP협정문은 최종 조율 작업을 거쳐 2016년 초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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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와세다대학, 제자 논문 무단사용한
대학교수 정직 처분
일본 와세다대학은 2015년 11월 13일 제자의 석사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상학학
술원의 준교수에 대하여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함.

JAPAN

작성자 : 권용수

o 일본 와세다대학은 2015년 11월 13일 제자 3명의 석사논문을 허락 없이 사
사건의 개요

용한 상학학술원의 준교수에 대하여 4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함.
o 해당 교수는 2013년과 2014년에 발표된 석사논문의 문장이나 도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음.
- 해당 교수의 논문 중 기업사례연구 데이터 부분과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부분은
석사논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음.
-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석사논문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관한 총 4편의 논문
임. 이 중 2편은 일본경영학회지(日本経営学会誌)에 등재되었으며, 나머지 2편
은 와세다 대학에서 발행하는 와세다국제경영연구(早稲田国際経営研究)에 등재
되었음.
o 와세다대학은 2014년 여름, 준교수에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통보받고
교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조사위원회는 타인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준교수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o 문제가 제기된 교수는 해당 논문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 다만 이번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과실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인 도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논문을 공저로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학생과 공저로 발표할 경우
투고상의 제약이 따라 단독으로 투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함.

❘57

WINTER 2015

┃일본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o 와세다대학 상학학술원에서는 2014년 11월 미국 대학원 재학시절 입수한
평가

타인의 논문을 도용한 준교수에게 징계 해고 처분을 내린 바 있음. 다만 이번
사건은 본인이 학생의 연구나 논문을 지도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정직 처분에
그쳤음.
o 한편 일각에서는 와세다대학이 준교수에게 내린 정직 4개월의 처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완전 공개가 원칙인 박사논문과 달리 석사논문은 각 대학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되는 경우가 있음. 그 결과 석사논문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외부기관
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므로 석사논문의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측면
에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HCF5H1WHCFUTIL03G.html
http://www.sankei.com/affairs/news/151112/afr1511120004-n1.html
http://www.sankei.com/affairs/news/151112/afr1511120004-n2.html
http://www.christiantoday.co.jp/articles/17646/20151113/tamura-yasukazu-waseda-uni
versity-ronbun-toyo.htm
http://1000nichi.blog73.fc2.com/blog-entry-7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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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소설 저작권 침해 혐의로 모바일 게임사에 60만위안 배상 명령
•중국전국전리대리인협회, 비협업회원관리방법 발표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분쟁사건 증가 추세
•북경판권국,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위한 회의 개최
•내몽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에 행정처분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유형 분석
•최대 음원 공유 플랫폼, 3만여곡의 권리침해 음악소스 삭제
•법원, 재래시장에서 불법복제물 판매한 자 저작권 침해죄로 실형 선고
•광전총국, 상영 영화 불법촬영 및 배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공표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저작권 부문 전략적 협력관계 체결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공표
•
•지식재산권법원, 지도적 지식재산권 판례 발표
•법원, 모바일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기준 판시
•동방위성TV, 한국방송프로그램‘히든싱어’저작권 침해 부인
•법원, 샤오미 및 미래TV에 저작권 침해 판결
•국가판권국,‘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설립
•모바일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 계획
•법원, 연예뉴스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인정
‘2015 중국지식재산권세미나’개최
•
•일본 유명 캐릭터‘울트라맨’저작권 침해 심각
•법원, 해외서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中, 한국 및 일본과 지식재산권국장회의 개최
•국가판권국, 제8회 중국저작권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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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소설 저작권 침해 혐의로
모바일 게임사에 60만위안 배상 명령
중국 모바일 게임사 기유(奇游)는 소설작가 진융(金庸)의 허가 없이 그의 작품을 개
작하여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였음. 이에 2015년 8월 4일 베이징하이뎬구인민법원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분쟁으로 기유(奇游)社에 60
만위안(한화 약 1억 1,137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함.

작성자 : 김 군1)

o 원고 베이징 완미세계(完美世界)소프트웨어 유한회사(이하 ‘완미’)는 중국무
원고 및 피고의
주장

협소설 작가 진융(金庸)으로부터 소오강호(笑傲江湖)，신조협려(神雕侠侣)，
사조영웅전(射雕英雄传), 의천도룡기(倚天屠龙记) 등 무협소설의 배타적 게
임 개작권을 부여 받음.
- 기유(奇游)社가 제작한 ‘전민무협(全民武侠)’ 이라는 모바일 게임은 앞서 언급
한 완미社가 배타적 개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무협소설의 줄거리, 캐릭터, 무기,
소품 등의 내용을 권리자 허락 없이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했음.
- 완미社는 기유社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 침해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유社는 단순히 모바일 게임의 명칭을 바꾸었을 뿐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진
행해왔음. 완미社는 기유社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파괴하였다고 판단하고 불
공정 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기소함.
o 기유社는 모바일 게임 ‘전민무협(全民武侠)’을 제작하면서 진용(金庸)의 소설
줄거리, 캐릭터 등의 내용을 참조했다고 인정함. 하지만 법원의 소장을 받은
즉시 ‘전민무협(全民武侠)’ 게임에 대하여 실질적 수정을 가했고 게임운영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침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현재 ‘전민무협(全民武侠)’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게임 이용
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코인(캐쉬)을 충전하고 있음. 이에 기유社는 14만위안
(한화 약 2,551만원)의 수익배당금만 받았으며 완미社는 아직 유사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함.

1)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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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은 기유社가 무협소설가 진융(金庸)의 4부작 소설을 허가 없이 모바일게
법원의 판단

임으로 개작하고 무단 배포하여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주관상의 악의가 존
재하며 객관적으로 완미社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 기유社가 사용한 소설줄거리, 캐릭터, 무기, 무술 등의 내용은 이미 저작권법상
의 합리사용(공정이용)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완미社와 경쟁 관계임을 고려하
여 법원은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o 다만 법원은 기유社의 ‘전민무협(全民武侠)’ 게임이 현재 운영정지 상태이므
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중지를 명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60만위안(한화 약 1
억 1,137만원)을 명함.

o 개작 저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지만 원시저작물과 밀접한
의의

자의 동의를 얻어야함.
- 예컨대, 본안의 완미社는 소설가 진융(金庸)으로부터 배타적 개작권을 받았음에
따라 배타적 개작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개작권이 침해받은 경우에는 원저작자
의 동이 없이도 직접권리구제가 가능함.2)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59633.html

2) 한국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
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차적 저작물의 종류별로 예컨대, 번역권·각색권·
편집권·개작권등으로 저작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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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전국전리대리인협회,
비협업회원관리방법 발표
중국전국전리대리인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人协会)는 2015년 8월 15일 중화전국전
리대리인협회 가입 및 승인 과정, 협회 비가입 대리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통제를
골자로 한 《중화전국전리대리인비협업회원관리방법(中华全国专利代理人非执业会
员管理办法)》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함.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분
포한 2만 7천여명의 대리인 자격증서를 취득한 전문대리인과 지식재산권만을 전문
적으로 대리하는 전문집행인 1만 2천여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작성자 : 임지연3)

o 중국전국전리대리인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人协会)는 2015년 8월 15일, 최
법안 제정 배경

근 5년 여간 급격하게 증가한 법률대리인의 수가 2015년 9월 기준으로 집계
된 수치만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와 관리, 대리인들의 집행 권한 규제를 위해 《중화전국전리대리인비협업회
원관리방법(中华全国专利代理人非执业会员管理办法)》을 발표함.
- 동 방법을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대리인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작업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 협회 비가입 회원의 무분별한 대리인 집행권한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이번 규제 내용의 중점임.
o 특히 전리대리인으로 불리는 법률전문 대리인이 전반적인 대리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개념의 대리인과, 집행인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을 전문
적으로 대리하는 일반적인 변리사 역할의 대리인은 물론, 전리대리인자격증서
취득 후 다양한 기업 내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맡아 하는 대리인, 중국의 각
지방에 소재한 고등 교육기관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 같은 업무 책임자로
활동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안으로 활용될 전망임.

3)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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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 18조로 구성된 본 관리방법은 중화전국전리대리인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
법안의 개요 및
내용

人协会)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협회원이 개업 후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할
경우, 이들의 행위에 제약을 둘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행사권한 명문화 및
적극적인 협회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고 있음.
- 제1조부터 제7조까지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인의 경우 협회 사무국에
가입하기 위한 충족 요건을 전문대리인 자격증서소지자 및 기업 또는 대학, 연
구소에서 해당 분야 전문 책임자로 활동한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함.4)
- 제8조에서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이 개업 등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자행할 시에 동반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권한 남용 등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을 담음.
- 제9조에서는 ① 비회원 가입자가 소지한 전문대리인 자격증이 다양한 사유로
폐지된 경우, ② 더 이상 입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⑤ 기타 법률과 법규에 금지된 사항을 자행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 자격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음.5)
-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는 협회 회원 자격을 가진 대리인의 경우 협회에서 행사
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의 권리를 가지며, 학술연구 및 경험교류
활동, 학습과 교육 활동 등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고, 관련
부처에 입법, 사법 행정법에 대한 집행 의견을 건의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보다 많은 대리인들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권유
하는 내용을 담았음.
- 제14조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년 협회 회원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구체적, 상세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보고토록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징계 처분을 받도록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협회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음.

4) 또는 국가지식재산권 또는 성급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간 근무, 또는 10건 이상의 발명 특허
신청 경험자 등의 요건을 설정하고 협회 가입신청 시, 협회 사무국은 서류상의 미비 사항을 15일 이내에
통보, 보충을 요구하거나 30일 이내에 협회 가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5) 제9조는 협회 사무국의 8조와 같은 결정에 대해 결정 당일부터 효력이 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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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5/201509/t20150902_1169593.html
http://wenku.baidu.com/view/7273b7c577232f60ddcca1ab.html
http://mp.weixin.qq.com/s?__biz=MzA4OTEwODEyMg==&mid=210854324&idx=1&sn=6
4177eea56d0c9a98ee21e5c0672f854&3rd=MzA3MDU4NTYzMw==&scene=6#rd
http://mp.weixin.qq.com/s?__biz=MzA5NjMxMjAyMg==&mid=210886043&idx=2&sn=25ff
9784f1afb329c7a8c6a78e8c9269&3rd=MzA3MDU4NTYzMw==&scene=6#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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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분쟁사건 증가
추세
중국 베이징하이뎬구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의 사건 중, 음악저작물 권리자가 음악사이트 운영
자를 상대로 기소한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 음악사이트 운영
자 간의 치열한 경쟁, 이중 배타적 이용허락, 공동소송의 편리성, 2015년 국가판권
국에서 실시한 음악저작권보호 전담행동의 작용 등이 있음.

작성자 : 김 군6)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분쟁사건은 약 60건 정도였으나, 2015년 7~8월 동안
에만 수리한 사건 수가 약 150여건이 되는 등 인터넷 음악저작권 분쟁사건
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피고로 기소당한 회사는 주로 인터넷 음악사
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쿠거우(酷狗)음악, 쿠우어(酷我)음악, 아이메이웨(爱
美乐), 이팅(易听)음악 등임.
- 한 사건에 최소 10여곡에서 최대 1000여곡의 음악저작물이 논란이 되기도 함.
기존에는 주로 저작권자 또는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소송을 통해 음악저작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영자 간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온라인시대의 인터넷 음악발전 동향 분석에 의하면 2015 하반기 및 2016
년에는 인터넷 음악저작물의 분쟁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
고 있음.

o 인터넷에서의 음악저작물 유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사이트 운영자 간의 경쟁이
증가의 원인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중국 대형 인터넷 음악사이트 BAT(baidu, Alibababa,
Tencent), 왕이(网易) 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다른 중소 인터넷 음악사이트

6)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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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위에 있어 보다 수월하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음.
- 중소 인터넷 음악사이트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이 희소함.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은 음악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불법복제를 통하여 음악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대형 인터넷 음악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복제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인터넷에서의
음악저작물 유료화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
o 음악저작물 저작권자가 하나의 음악저작물에 이중으로 배타적 이용허락을 하고
있어 인터넷 음악시장의 수권 관계가 매우 혼잡한 실정임.
- 대부분의 음악저작물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집중관리단체에 수권하는 동시에 직접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 배타적
이용허락은 서로 다른 채널로부터 수권을 받은 음악사이트 운영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소송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이 됨.
o 공동소송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대형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
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임.
- 대형 인터넷 음악사이트는 내부적으로 규범화되고 전문화된 전담 법무팀이 구성되어
있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저작권자 또는 집중관리단체보다 효율적이며,
이를 통하여 자율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투자된 자금도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o 음악저작물 단속 전담행동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작용하고 있음.
음악저작물보호는 ‘2015년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보호’ 중 가장 핵심사항임.
- 국가판권국은 2015년 7월부터《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에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를
공표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음악저작물을 7월 31일까지
음악사이트에서 반드시 삭제할 것을 명함.
o 2013년에 설립된 디지털음악권리구제연맹 및 음악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불법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최근 음악저작권분쟁사
건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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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음악저작물 유료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의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며, 불법복제행위를 제거해야만 인터넷 음악 유료화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64541.html
http://www.ce.cn/culture/gd/201509/10/t20150910_644814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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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경판권국,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위한 회의 개최
2015년 9월 9일 중국 북경판권국은 검망행동의 일환인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침
해행위를 차단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저장공간 권리침해 단속 전문행동
전략적 포지션 회의(雲存儲空間侵權治理專項行動部署會議)>를 개최함. 주요 클라
우드서비스제공자인 바이두, 360, 유쿠, 소호, 러쓰왕, 텅쒼, 아이치이 등 기업의 대
표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북경판권국은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보호 전문행동
의 요구와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관련 업체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

작성자 : LIHUA7)

o 중국 내 클라우드8) 서비스는 크게 무료와 유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개요

있음. 무료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 클라우드에 광고를 게재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하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
거나 공유하는 것에 따라 일정한 적립금을 제공함. 한편 유료서비스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대용량으로, 업로드/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VIP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임.
o 웹 클라우드의 보급은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한 편의를 가져다주었으나 한편
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 북경 온라인 저작권 감독과 측정 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그 중 약 20%는 저작권을 침해한 링크의 제공임.
따라서 클라우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규범화가 시급하며 보다 선진적인
기술적 필터링 수단이 필요할 것임.
o 특히 인터넷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대량의 불법
음악 및 영화를 제공하는데 있어 클라우드를 악용 또는 남용하고 있음.

7)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8) 클라우드는 파일의 동기화, 온라인상의 업무협력, 여러 응용프로그램의 플랫폼을 포함한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의 데이터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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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앱은 모바일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 역할을, 클라우드는 방대한 양의 권리침해 소스를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함. 특히 스마트폰 앱은 클라우드 소스를 검색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어 특정한 키워드로 클라우드 내 수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2014년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5억명을 초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큼. 이에 따라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저작권 침해의 재해구가 될 것이라 사료됨.
o 폐쇄형 클라우드의 경우 권리가 침해된 콘텐츠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특정 콘텐츠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블로그나 댓글 등을 통하여 관련
비밀번호를 배포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특정 그룹의 사용자들만 콘텐츠에 접
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권리침해행위를 단속하고 권리침해자를 처
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함.

적용 법률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규정(關於審理侵犯信息網絡傳播權民事糾
紛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規定)》제7조 및 침권책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도록 서비스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독려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권리
침해행위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한편 동 규정 제8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의 웹 클라우드에서의 업로드와 공유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업로드와 공유를 방임하고 있음.
o 북경판권국은 2015년 9월 9일 <클라우드 저장공간 권리침해 단속 전문행동
전략적 포지션 회의(雲存儲空間侵權治理專項行動部署會議)>를 개최함.
-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스스로 국가의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더욱 엄격한 기술관리 및 통제수단을 취할 것과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권리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주문함.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들에게 현재 수준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이행할 것과,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구축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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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외에도 권리침해 전형사례 정보를 수집하여 북경시 신문출판광전국에 보고할
것과, 다음 단계의 전문행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요구하였음.

o 동 회의는 검망행동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침해 행위를
의의

단속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음.
o 또한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중
요한 일환이었음.
o 클라우드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제공
자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주의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힘으로
써, 관련 법규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
들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방임하였던 상황을 개선하였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2346.html
http://www.sipo.gov.cn/mtjj/2015/201506/t20150612_1130349.html
http://www.legalweekly.cn/index.php/Index/article/id/7718
http://www.chinacourt.org/law/detail/2012/12/id/14603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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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내몽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에
행정처분
2015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版權局)은 중국
내몽고자치구 내에서 최초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였
다고 밝힘. 내몽고 통랴오시 문화시장종합집법국(内蒙古通辽市文化市场综合执法
局)은 마라친문화매체유한회사(玛拉沁文化传媒有限公司)가 제공해온 온라인 음악서
비스가 중국 문화부에서 금지한 음악 및 기타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불법링크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하였음.

작성자 : 임지연9)

내몽고 통랴오시 문화시장종합집법국(内蒙古通辽市文化市场综合执法局)은 통
랴오시커얼친구(通辽市科尔沁區) 일대를 중심으로 내몽고 전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
o 2015년 9월 9일, 내몽고 문화시장종합집법국은 2015년 8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드러난 저작권 위반 혐의 업체와 이에 대한 행정
처분 결정문을 마라친문화매체유한회사(玛拉沁文化传媒有限公司)에 송달했
다고 밝힘.
o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업체는 ‘마라친정보망(玛拉沁信息网)’ 사이
트를 운영하고 있는 마라친문화매체유한회사(玛拉沁文化传媒有限公司)로서,
해당 업체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서비
스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바이두(Baidu)의 ‘뮤직박스(music box)’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음. 해당 서비스는 중국 각 지역에서
방송되는 음악방송프로그램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온라인

9)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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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화인민공화국국가판권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版權局)에 따르면 최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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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무료로 게재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문제가 제기됨.
- 내몽고 자치구 지역 일대를 집중단속한 기간 동안 마라친문화매체유한회사(玛
拉沁文化传媒有限公司)를 전격 방문조사한 단속요원들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짐.
o 문화시장종합집법국은 해당 업체의 사이트 내에 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의 게재
경위와 운영수입 등 관련된 위법행위를 조사하였으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한 운영자들에게 각 2천위안(한화 약 35
만원)의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함.
- 위의 조치와 별개로 해당 사이트를 일시에 정지토록 해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o 이번 행정처분은 내몽고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부과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시사점

관련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o 해당 지역 집법국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기준을
일반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온라인상에서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온라인 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23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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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유형 분석
2014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네티즌 수가 약 6억 4,900만명, 인터넷 보급률이 47.9%,
휴대폰 인터넷사용자 규모가 5억 5,700만명, 그리고 약 335만개의 웹사이트가 현존함.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방법 중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첫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허가 없이 문학,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등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배포하는 것,
둘째, 대형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저작물을 판매하는 것, 셋째, 딥
링크(Deep-Link), UGC(User Generated Contents)사이트 및 iCLOUD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 등이 있음.

작성자 : 김 군10)

넷에서의 저작권 침해형태는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콘텐츠 서비스제공자들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문학, 음악, 영화, 소프트
웨어, 게임 등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배포하는 방식.
- 둘째, 중국의 대형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Taobao, Amazon, JD.com 등이 있음.
- 셋째, 딥링크, UGC 업로드, iCloud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
- 세 가지 침해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인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가 다수를
차지함.
o 인터넷 저작권 침해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침해수단이 점점 은밀해지고 있음. 예컨대, 불법저작물이 BBS, QQ메신저,
Wechat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DN(Content Delivery
Network)방식을 통하여 은밀하고 신속하게 전송되고 있음. 또한 불법저작물을
iCloud에 저장 또는 전송하므로 불법저작물을 수사하고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10)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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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점점 편리해짐에 따라 문학,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등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더욱 편리해져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공함.
- 모바일 인터넷 저작권 침해 문제가 속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과
상호작용하여 저작권보호문제에 더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 저작물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은 인터넷 광고임. 불법
사이트의 조회가 상당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사 광고를 불법 사이트에 의뢰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불법 사이트의 전체 수익 중 광고수익이 90% 이
상을 차지함.
- 대형 전자 상거래, iCloud에서의 저작권 침해문재가 심각함. 예컨대, 과거 Taobao
전자 상거래에서 불법 CD 및 도서를 판매하던 저작권 침해자가 현재는 직접 불법
저작물을 판매하지 않고 iCloud의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iCloud에 저장된
음악, 영화, 문학 등 저작물을 불법배포하고 있음.

o 인터넷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행정부문의 증거조사 및 증거수집수단이
시사점

상대적으로 낙후함에 따라 증거조사 진행이 매우 비효율적임. 또한 전면증거
조사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또한 인터넷 관련
증거 확보에 있어서도 소실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개물에 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의 정확성과 효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권리자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임.
- 인터넷 저작권 침해가 형사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모든 관련 저
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를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법집행부문에 또 하나의 과제를
가져다주었음.
- 인터넷 사이트의 등록지역, 서버 소재지, 저작권 침해자 거주지 등이 동일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따라서 법집행부문이 관련 침해행위를
수사할 경우 여러 지역에서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o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저작권 전담 단속행동 ‘검망행동(剑网行动)’은 커다란
향후 저작권 보호
목표

성과를 이루었음.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신용경영이념을 강조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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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저작권 단속업무 실시에 있어서 단속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단속범위를
확장하여 인터넷 저작권보호질서를 보완 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4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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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음원 공유 플랫폼, 3만여 곡의
권리침해 음악소스 삭제
중국 국내 최대 음원공유 플랫폼인 ‘히말라야 FM(喜马拉雅FM)’은 2015년 검망행동
(剑网行动)에서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 있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허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3만여 곡의 음원을 해당 플랫폼에서 자발적
으로 삭제하였음.

작성자 : 임지연11)

o 2015년 6월 10~11일 양일간 중국 공안부가 주관하고, 국가판권국연합국가망
개요

정보사무실(国家版权局联合国家网信办)이 주최한 '2015년 검망행동(剑网行动)'
회의가 개최됨.
- 당시 주요 의제는 온라인상 게재되는 음원의 저작권 허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 필요성 및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음원의 저작권자 허가 여부, 그 외
다양한 경로로 게재되어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업체 등 다수의 불법적인 업체 상
당수에게 음원 게재로 인한 불법적 수익을 가져오는 광고와, 음원으로 인한 권리
침해 여부 등 저작권 판권에 대한 엄격한 추적과 조사에 대한 필요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의 해결 방법 논의가 진행됨.
o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중국 공안부의 검망행동(剑网行动)회의에서 히말라야
FM(喜马拉雅FM)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음원사이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짐.
o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의 최대 오디오 플랫폼이자, 온라인 음원 사이트인
‘히말라야FM’에서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불법 음원 게재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의식은 물론, 오디오 시장 전반에 걸친 저작권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과,
음악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짐.

11)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78❘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히말라야FM에서는 중국 오디오 시장 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책임 문제를 인식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행해져온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오디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음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음원의 저작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3만여곡의 불법 음원을
삭제 조치함. 특히 이번 3만여곡의 음원 삭제 조치는 해당 업체의 자발적인 행
위라는데 큰 의미가 있음.
o 해당 업체 책임자는 이 같은 업체의 자발적 조치에 대해 “온라인 상 음원과
동영상을 불법으로 게재하는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는
매우 오래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된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부 기업들은 불
법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곧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을 전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분야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

o 히말라야FM 측은 향후 정상적인 경로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 정품의 음원만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인디 음악인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사업을 통해 음원 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이를 통해 온라인에 음원을 게재하는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바람직한 음원 생태 환경을 마련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음악인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2015년 7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된 <온라인음악저작권보호업무간담회(网络
전망

音乐版权保护工作座谈会)>에서 ‘히말라야FM’을 포함한 약 20여개의 중국 온라인
음악 서비스 관계자 및 음반사, 저작권자들이 참석해 ‘온라인 음악저작권 보호
자율선언(网络音乐版权保护自律宣言)’에 대한 서명을 하는 등 해당 분야의 발
전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
o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히말라야FM의 조치에 대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 및 해당 분야 산업의 긍정적인 개발 그리고 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http://news.sina.com.cn/o/2015-09-30/doc-ifxieynu2755620.shtml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18454/u21aw1068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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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법원, 재래시장에서 불법복제물 판매한 자
저작권 침해죄로 실형 선고
2015년 9월 29일 중국 녕파석간일보(寧波晚報)에 따르면, 2015년 4월 23일에 재래
시장에서 불법복제 DVD를 판매한 자가 츠시시문화시장행정집법대대(慈溪市文化
市場行政執法大隊)의 단속에 잡힘. 츠시시인민법원(慈溪市人民法院)은 피의자에게
저작권 침해죄로 유기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위안의 형벌을 부과하
였음.

작성자 : LIHUA12)

o 2015년 4월 23일, 중국 절강성 츠시(慈溪)시 재래시장에서 불법복제 DVD를
사건의 개요

판매한 자가 츠시시문화시장행정집법대대(慈溪市文化市場行政執法大隊)의
단속에 잡힘.
- 피의자의 자택에서 1.5만장의 불법음악·영상복제물을 압수하였으며, 문화시장
행정집법대대는 칸둔경찰서(坎墩派出所)의 협조로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음.
- 피의자는 재래시장 입구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5~6장을
판매하였고, 경우에 따라 한 장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불법복제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 상 부득이 판매할 수 없었다고 밝힘.

o 중국 형법 제217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어문
법원의 판단

저작물,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녹화물,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기타 저작물
에 대하여 복제 발행한 경우’, ‘타인이 출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도서를 허락
없이 출판한 경우 ’, ‘녹음 및 녹화 제작자의 허락이 없이 제작한 녹음 및 녹
화 저작물을 복제 발행한 경우’, ‘타인이 서명한 미술작품을 위조하여 제작하
거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拘役; 단기징역형)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불법소득이 상당히 크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이

12)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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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3)
o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의견
(關於辦理侵犯知識產權刑事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意見)》14) 및 《지식재산
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2) 關於
辦理侵犯知識產權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二)》15) 제1조의 규
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어문저작물, 음악, 영
화, TV프로그램, 녹화물,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기타 작품을 복제·발행한 복
제품의 수량이 누계 500장(부) 이상이 되는 경우,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에 속함. 즉 불법복제물 500장(부)은 형법 제217조의 저
작권 침해죄의 형사처벌 부과 기준점이라 할 수 있음. 또 복제품의 수량이
누계 2,500장(주) 이상일 경우에는 “기타 특별 엄중한 상황”에 속함.

침해죄로 판단하여 유기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000위안(한화
약 35만원)을 부과하였음.

o 동 사건을 통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
의의
- 1994년 TRIPS 협정이 체결된 후, 2007년 미국은 중국의 불법복제물 문제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정식으로 중국을 제소하였음.16) 이때 미국이 문제
를 삼았던 조치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 입법규정을 이행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집행체제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기준이 너무 낮
다는 점이었음.17)
13) 중국 형법 제21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第二百一十七條 【侵犯著作權罪】以營利爲目的，有下列侵犯著作權情形之一，違法所得數額較大或者有其他
嚴重情節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並處或者單處罰金；違法所得數額巨大或者有其他特別嚴重情節
的，處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並處罰金：（一）未經著作權人許可，複制發行其文字作品、音樂、電影、
電視、錄像作品、計算機軟件及其他作品的；（二）出版他人享有專有出版權的圖書的；（三）未經錄音錄像制
作者許可，複制發行其制作的錄音錄像的;（四）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美術作品的。
14)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불법출판물 형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률의 구체적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關於審理非法出版物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 1998.
15)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하였으며 2007년 4월 5일 시행되었음.
16) China-Measures Affect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DS362/
1, 20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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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재래시장 노점상의 평균 판매량이 미미한 경우에도
불법복제물 재고량을 근거로 불법복제물 판매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중국에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o 동 사건을 통하여 중국의 재래시장과 같은 소규모 시장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불법복제물 판매행위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출처
http://news.xinhuanet.com/legal/2015-09/29/c_128279600.htm
http://cx.zjol.com.cn/ch105/system/2015/09/29/019783462.shtml
http://china.findlaw.cn/bianhu/xingshifagui/xingfa/1245618_18.html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99706

17) TRIPS 협정은 제3부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최소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국제표준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에게 포괄적 집행체제의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음. 우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여 협정상의 권리침해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구제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사 및 행정절
차를 취하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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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광전총국, 상영 영화 불법촬영 및 배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공표
현재 중국에서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유통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2015년 9월 29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
版廣電總局)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영화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권리 침해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통지
(關於嚴厲打擊在影院盜錄影片等侵權違法行爲的通知)》를 공표하였음.

작성자 : LIHUA

(港囧)”은 개봉한지 3일 만에 6.76억위안(한화 약 1,193억원)의 흥행수익을
얻었으나,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되어 문제가 되었음.
- 불법복제물은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해상도의 동영상
으로 유통되고 있음.
- 동 영화의 감독 쉬쩡(徐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였음.
o 러쓰왕(樂視) 곤명지부의 직원 쑤(粟)씨는 특정 온라인사이트에 영화의 불법
복제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게시하였고, 이 정보가 소위 말하는 ‘퍼
가기’를 통해 온라인상 확대되었음. 동 사건이 불거지자 9월 28일, 러쓰왕은 해당
직원의 행위는 사적행위로서 자사와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기업
윤리를 지키지 않고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 하였음.
o 동 사건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를 불법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
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
- 2015년 2월 법제석간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올림픽체육관 CGV에서 상
영한 영화 ‘헝거게임 3’의 경우, 합법적으로 제공된 영화 영상으로 보기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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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의 영상이 상영되어 영화관 측이 불법복제 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음.
o 최근 영화 개봉일부터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영화관에서 불법촬영 된 영화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전송되는 권리침해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중국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화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중국은 영화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영화관에
서의 불법촬영 등과 같은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함.

o 2015년 9월 29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하 ‘광전
통지의 구체적 내용

총국’)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권리 침해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통지(關於嚴厲打擊在影院盜錄影片等侵權違法行爲的通知)》를 공표함.
o 통지에서는 우선적으로 영화 검측에 대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화하고 보완할
것이라 밝힘.
- 디지털 영화 워터마크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한 영화관 및 불법으로
촬영된 시간을 추적함.
- 불법촬영 된 사실이 확인된 영화관의 경우, ‘영화방영경영허가증’을 비준 및 발
급하는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동 증서의 효능을 잠정중단하거나 증서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성(省) 급의 영화주관부문에서 동 영화관에 대한 정보를 성 범위 내에서 통보함.
o 불법촬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법적대응을 할 것을 밝힘.
- 영화를 불법촬영하거나 권리침해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만
족시키는 경우, 형법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중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광전총국은 영화의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촬영자 및
온라인상 이를 불법으로 전송한 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밝힘.
o 통지에서는 영화회사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높이고, 소속 영화관에 대한 관리
방법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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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화관 측은 직원들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화관 측은 직원들이 업무 중 영화를 불법촬영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각
적으로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함.
- 또한 불법촬영 행위가 엄중한 경우 관련부문에 즉시 신고조치 해야 함.

o 동 조치는 중국 영화산업계가 설립하고 있는 ‘투자보답시스템(投资回报良性
의의

循环体系)’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전망임.
o 또한 동 조치를 통하여 중국 영화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CHINA

※출처
http://news.cnr.cn/native/gd/20150930/t20150930_520023333.shtml
http://ent.huanqiu.com/star/mingxing-neidi/2015-09/7673475.html
http://www.fawan.com/Article/rx/2015/02/09/1422342744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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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저작권 부문
전략적 협력관계 체결
2015년 10월 13일 ‘QQ음악’과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
분야 저작권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함. ‘QQ음악’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약 150만곡의 음악저작물을 ‘왕이윈음악’에 이용허락하였으며, 두 회사는 디지털음
악 산업의 정품화와 창의적인 경영모델 및 건전한 음악산업의 생태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작성자 : 김 군18)

o 중국 텐센트(腾讯)의 ‘QQ음악’과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은 억대의 이용자가
배경

등록되어 있는 음악서비스(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임. 두 대형 음악서
비스사이트는 수년간의 소송으로 갈등이 커졌으나 최근 화해하여 저작권 부
문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함.
- ‘QQ음악’ 관계자 우워이린(吴伟林)에 따르면, 텐센트는 2005년 디지털음악부를
설립한 초기부터 음악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으며, 2013년에는 전담
법무팀을 구성하여 저작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2014년에는 일부 음악
서비스사이트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해왔음.
o 2015년 6월 10일 “2015 검망(剑网) 인터넷 저작물 전담행동”이 개시된 후,
2015년 7월 8일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저작물 무단
배포금지에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
通知)》(이하 ‘통지’)를 공포하여 7월 31일까지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음악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명하였음.
- 2015년 7월 31일까지 텐센트(腾讯),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 아리(阿里), 바이
두(百度), 둬미(多米), 창빠(唱吧), 이팅(一听) 등 16개 음악서비스제공자들은 이
용허락을 받지 못한 음악저작물 약 220만곡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음. ‘통지’의
공포는 인터넷상 음악저작물 이용에 있어서의 저작권 질서 개선과 불법복제행

18)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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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단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위와 같은 변화는 ‘QQ음악’과 ‘왕이윈음악’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가속화하였음.
‘왕이윈음악’은 ‘QQ음악’과 제일 먼저 협력관계를 구축한 음악서비스사이트로서
두 회사는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관계를 체결한 것은 디지털 음악분야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음.

o ‘QQ음악’과 ‘왕이윈음악’이 체결한 협정문에 따르면, ‘QQ음악’은 자사가 소
전략적 협력

유하고 있는 20여개 음반사 음악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이용허락권을 ‘왕이
윈음악’에게 재허가(sublicense)할 것이며, ‘왕이윈음악’은 협력에 따른 계약
기간동안 저작권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전 사용하였던 ‘QQ음악’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도 같이 지급할 것을 약정함.

법적인 배포와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국가판권국 관계
자는 권리자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독점적으로 특정한 음악서비스 제공
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이며, 저작권자가 음악저작물을 이용
허락할 경우, 음악 배포 규범의 존중을 전제로 중국내 음악이용자의 사용습관과
국제관례에 의하여 진행해야한다고 밝힘.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문제는 다른 저작물보다 복잡한 편이며 권리자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흔함.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음악저작물을 규율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음악서비스 제공자간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음악서비스 제공자간에 질서
정연한 이용허락행위를 도모하여 인터넷 음악저작물의 건전한 배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o 양 사는 이번 협력관계 구축으로 디지털음악 산업의 정품화 및 창의적인 경영
전망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국가판권국 관계자는 향후 배타적 이용
허락보다 단순이용허락 또는 재허가(sublicense) 등의 형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이 질서규율에 효율적일 것이며, 음악서비스 제공자간의 긍정적인
경쟁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인터넷 음악서비스 산업에 진일보한 발전을 가
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또한 양 사의 협력은 음악서비스 제공사자간의 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 및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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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왕이윈음악’의 감독관리 총괄 왕러이(王磊)는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으며, 향후 인터넷 음악서비스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며 함께 노력하여 중국디지털음악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음악
서비스 사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6342.html
http://finance.chinanews.com/it/2015/10-13/7566898.shtm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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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 공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和人民共和國著作權法)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5년 10월 14일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를 공표하였음.

작성자 : 임지연19)

서 규범에 관한 통지(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이하 ‘통지’)는 클라우
드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서비스제공자
뿐만 아니라 해당 클라우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저작물을 무
단으로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관련 저작권법 조례에 따라 권리침해자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명확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임.
o 서비스제공자만 처벌하는 기존 원칙에서 진일보된 법적 기준을 만든 것으로서,
국가판권국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공공연하게 게제 및 공유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이용자에게도 저작
물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힘.

o 통지에 따르면 클라우드에 게재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성명은 물론
통지의 주요 내용

저작물을 게재한 당사자의 아이디(ID)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해당 클라우
드 서비스제공자 등은 게재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전송할 시 합법적인 ‘사
용’과 ‘전송’, 두 가지 측면에서 저작권보호 의무를 지게 됨.

19)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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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10월 14일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저작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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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해당 클라우드 사이트 내에 게재되었던
기존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련 법조항을 통해 감독받을 의무가 생김.
o 클라우드에 게재된 저작물로 합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정당한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는 관련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
o 클라우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서비스제
공자는 신고된 저작물과 관련 링크를 신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해당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삭제조치해야 함.
- 삭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자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등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더불어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통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공포·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작품의 경우
등을 포함시켜 행정권한을 강화하였음.
o 클라우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불가한 경우
해당 통지문을 근거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정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활용한 일반인,
또는 편집 및 저장 등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공 또는 공유한
경우, 해당 통지에 따라 위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다만 클라우드에 게재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혐
의가 의심될 경우, 저작권자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o 이번 통지는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관리권한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
시사점

스제공자에 대한 검문과 단속을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음.
o 한편 일반 대중들에 의해 운영되는 온라인 서비스망 전체가 오히려 일반 대
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임. 더욱이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외에 일반 이용자를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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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한 해당 통지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침해를 유발하는 통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위 견해에 대해 국가판권국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법상의 흠결을 해결
하고,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하였다고 발표함.
o 국가판권국은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에게, 단순히 클라우드 사이트를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에 따라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회원을
관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업무 등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 또한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규제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저작권물 활용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CHINA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266843.html
http://www.chinesetoday.com/zh/article/1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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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법원, 지도적 지식재산권 판례
발표
2015년 9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의 설
립 및 운영상황과 함께 세 지역 지식재산권법원이 심결한 지식재산권 지도적 판례
14개를 공포했음. 14개 판례 중 상표 선사용권, 소프트웨어 증거보전, 저작권 표절
등의 분쟁사건이 포함됨.

작성자 : 김 군20)

o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
개요

제10차 회의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에 대한 결정
이 통과됨.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된 지 일주년을 맞이하여 최고인민법원은
1년간 심결한 사건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 또는 지도적 판례
(leading case)를 선정하여 발표함.

저작권 침해 판례
1. 서명권 침해 사건

o 사건의 개요
- 2011년 1월 12일 쑨리쬔(孙利娟)은 ‘기린은 외로움을 타는 전문가다(Giraffe is
a lonely master)’라는 미술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함. 2011년 3월 쑨리쬔(孙
利娟)은 해당 미술저작물로 ‘창의 티셔츠 디자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
- 쾌상시장(快尚时装) 및 우안미치(优岸美致)는 의류생산기업으로, 쑨리쬔(孙利
娟)의 동의 없이 미술저작물을 여성원피스에 사용하였음. 쑨리쬔(孙利娟)은 두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서명권21), 복제권, 발행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유로 법원에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25만위안(한화 약 4,000만원)을 청구함.

20)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21) 한국 성명표시권과 대응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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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의 판단
- 광저우바이윈산인민법원(广州市白云区人民法院)은 쾌상시장 및 우안미치의 행
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였음. 다만 원피스에 사용된 미술저작물은 저자의 성
명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권 침해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1심법원은 두
피고에게 침해정지 및 해당 원피스 폐기, 손해배상 3만위안(한화 약 545만원)
을 명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쑨리쬔(孙利娟)은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유명 미술저작물을 의류에 사용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
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고, 본안은 저작물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쾌상시장
및 우안미치는 순리쬔(孙利娟)의 서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안의 미술저작물의
지명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1심의 손해배상액을 8만위안(한화 약 1,454만원)
으로 시정하였음.

- 본안은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저작권자의 서명권 침해에 대한 판례임. 법원은 패
션디자인분야의 관례 및 생활상식을 기반으로 의류에 미술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고 판단함. 이는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전체적 미감(美感)을 해칠 가능성이 미약하
고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임.
- 본안은 저작권자의 서명권을 보호한 사건이며 향후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저작물
을 이용할 경우 서명권 기재여부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저작권 침해 판례
2. 홈페이지 구성
저작권 침해 사건

o 사건의 개요
- 파부로문화용품회사(帕弗洛文化用品公司)의 홈페이지의 배경은 어두운 빨간색과
빤짝이는 별, 마법 물방울 효과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상문화용품회사(艺想文
化用品公司)와 구악회사(欧鳄公司)는 파부로문화용품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하
게 모방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개설함. 이를 발견한 파부로문화용품회사는 자사
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2.3만위안(한화 약 4,055만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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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원의 판단
- 상하이민행구인민법원(上海市闵行区人民法院)은 예상문화용품회사와 구악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파부로문화용품회사의 웹페이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3만위안(한화 약 545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음. 예상문화용품회사와
구악회사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법원은 일심판결을 유지함.
o 사건의 의의
- 본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임.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러 분야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으나 본안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 구조적인 요소
외에도 화면의 색상, 내용의 선택 및 표현방식과 구성 등 면에서 독특한 시각적
예술성을 표현하였음.
- 또한 독창성과 복제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본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
정한 판례로, 유사 분쟁에 참고할 가치가 있음.

o 사건의 개요
저작권 침해 사건
3. 불공정경쟁행위
사건

- 지커지커(极科极客)는 무선공유기 ‘지루유(极路由)’의 생산 및 판매자임. 지루유
이용자들은 지루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비디오 클립 광고차단’ 플러그인을 다
운받아 설치한 뒤 지루유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아치이(爱奇艺)가
제공하는 비디오 클립의 광고를 차단시킬 수 있음. 아치이는 지커지커가 광고차단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한 비디오 클립의 광고를 차단한 것은 불공정
경쟁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210만위안(한화 약 3억 8,186만원)의 배
상을 청구함.
o 법원의 판단
- 베이징시해전구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지커지커가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 클립 광고차단’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아치이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방
해했으며, 공정경쟁범위를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
였기 때문에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지커지커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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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인터넷의 규칙을 준수해야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경영모델을 해치는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지커지커는 강제적으로 아치이의 경영모
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치이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끼쳤기에 불공정경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며, 지커지커의 상고청구를 기각하였음.
o 사건의 의의
- 최근 몇 년간 인터넷서비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유로 새로운 불공정경쟁행위가
속출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위의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경영자의 주관적 악의, 피고의 불법행위가 타
인의 합법적인 경영모델에 대한 침해, 소비자의 최종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를 불공정경쟁으로 판단함. 본안의 판결은 인터넷 환경에서

※출처
http://ip.people.com.cn/n/2015/0911/c136655-27571472.html
http://www.china.com.cn/legal/2015-09/09/content_36543210.htm
http://www.chinapeace.gov.cn/2015-11/11/content_11280681.htm

❘95

CHINA

경쟁관계의 확정 및 경쟁관계의 정당성 여부판단 등에 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음.

WINTER

┃중국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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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모바일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기준 판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識產權法院)은 2015년 10월 16일 제1심판결을 통해
모바일게임 ‘워짜오MT(我叫MT)’ 의 게임명칭, 캐릭터 이름 및 이미지와 상당히 비
슷하게 제작된 ‘슈퍼 MT’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림. 동 판정에서 모바
일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작성자 : LIHUA22)

o 모바일게임 워짜오MT(我叫MT)는 베이징칠색지원문화전파유한회사(北京七
사건의 개요

彩之源文化傳播有限公司)(이하 ‘칠색지원社’)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워짜오
MT(我叫MT)를 각색하여 만든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게임 워짜오MT는 베이징악동탁월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樂動卓越科技有限公
司)(이하 ‘악동과기社’)가 개발한 것으로서, 악동과기社는 애니메이션 저작권자
로부터 애니메이션의 명칭과 5개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고, 이
로써 동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사용권을 갖게 됨.
o 워짜오MT가 서비스를 시작한 후, 이와 상당히 유사한 게임인 슈퍼MT(超級
MT)가 출시되었음. 이들은 “워짜오MT의 연구개발팀이 만든 게임”이라며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음.
- 동 게임은 베이징쿤룬러샹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北京昆侖樂享網絡技術有限公
司), 베이징쿤룬온라인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昆侖在線網絡科技有限公
司), 베이징쿤룬완워이과학기술주식회사(北京昆侖萬維科技股份有限公司)(이하
‘쿤룬 3社’)가 연합하여 개발하였음.
o 악동과기社는 쿤룬3社가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 정보
네트워크전송권 및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22)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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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룬3社는 자사의 워짜오MT와 유사한 게임명칭을 사용하고, 슈퍼MT의 캐릭터
이름이 워짜오MT의 캐릭터 이름과 상당히 유사하며,23) 캐릭터의 이미지도 비
슷하다고 밝힘.

o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건의 쟁점
- 게임 명칭 및 캐릭터 이름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속하는지 여부
- 모바일게임의 권리침해 판단기준과 동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불공정행위의 요건과 동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o 2015년 10월 16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識產權法院)24)은 동 사안에
법원의 판단

서 게임 및 캐릭터 명칭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 게임명칭과 캐릭터이름은 글자 수가 적어 저작권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
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저작권법상의 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게임명칭 및 캐릭터 이름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
다고 봄.
o 원고(악동과기社)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쿤룬3社)의 행위가
원고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함.
- 악동과기社의 모바일게임 워짜오MT의 캐릭터와 원저작물인 칠색지원社의 애
니메이션 워짜오MT의 캐릭터는 얼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무기나 의상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여 미술저작물에서 요하는 창작수준을
충족시켰다고 봄.
- 원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워짜오MT에 대한 각색 및 변형 등 개편을 통하여, 악동
과기社는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짐.

23) 워짜오MT의 캐릭터 이름은 아이무티(哀木涕), 샤만(傻饅), 레런(劣人), 다이제이(呆賊)와 선꾼더(神棍德) 등
5개 이며, 슈퍼MT의 캐릭터 이름은 샤우티(小T), 샤우더(小德)、샤우레(小劣), 샤우다이(小呆), 샤우만(小
饅)등 5개임.
24)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2014년 11월 6일에 설립된 중국에서의 첫 번째 지식재산권 사건 심사 판정기관
으로 북경시 각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임. 중국
법원체계 상 중급법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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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쿤룬3社의 게임캐릭터의 무기와 복장은 악동과기社와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음.
- 쿤룬3社의 슈퍼MT의 캐릭터 중 하나인 샤우더의 경우, 상단부가 노란색 마름
모로 연결되어 있고, 하단이 푸른 나뭇잎으로 장식되어 있는 지팡이를 무기로
사용하며, 하단이 불규칙한 파도모양인 노란색 상의와 녹색바탕에 가장자리가
노란색인 하의를 입고 있음.
- 반면 악동과기社의 캐릭터인 선꾼더의 경우, 상단이 정사각형에 가운데가 십
(十)자 모양으로 연결된 기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음. 정사각형과 십(十)자의 교
차점은 붉은색임. 또한 한가운데 세로무늬가 있고, 가로로 두 갈래의 파도모양
이 있으며, 노란색의 넓은 소매가 있는 의상을 입고 있음.
‘슈퍼MT’의 샤우더

‘워짜오MT’의 선꾼더

- 이에 따라 법원은 슈퍼 MT의 캐릭터 무기 및 복장이 워짜오MT의 독창적인 표
현을 따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된 게임에서의 관련 캐릭터 이미
지 사용은 원고의 2차적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o 다만 원고의 권리는 ‘저작권법’을 통해서 보호될 수 없지만 ‘반부정당경쟁법’
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음.
- 원고의 게임이 온라인에서 먼저 제공되었으며, 워짜오MT는 이용자들에게 자못
인지도가 있었음. 또한 피고와 원고는 모바일게임의 경영자로서 피고는 원고의
게임에 대해 주지하고 있었음.
- 피고는 게임 및 캐릭터 명칭을 확정할 때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이미 인기가 있
는 원고의 게임 및 캐릭터 명칭을 합리적으로 피해야하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
의 게임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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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는 기존의 게임명칭을 슈퍼MT로 개명하고 워짜오MT 개발자가 두 번
째로 개발한 게임이라며 광고하였음. 이는 무임승차하려는 명백한 악의가 있는
것으로서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2항25)의 규정의 불공정경쟁에 속함.
- 쿤룬3社의 행위는 이용자로 하여금 워짜오MT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의 후속적
인 개발로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으며,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
을 증명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각 피고의 광고는 허위홍보로서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26)에 위배되며 부정당경쟁행위에 속함.

※출처
http://data.chinaxwcb.com/epaper2015/epaper/d6119/d8b/201510/61082.html

CHINA

http://mt.sohu.com/20150907/n420584855.shtml
http://www.lawtime.cn/faguizt/81.html

25) 제5조 경영자는 시장교역에 있어 아래 열거하는 부정당한 수단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쟁자에게 손
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유명상품 고유의 명칭, 포장,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명상품과 유사
한 명칭,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상품과 서로 혼동하게 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유명상품
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第五條經營者不得采用下列不正當手段從事市場交易，損害競爭對手：(二)擅自使用知名商品特有的名稱、包
裝、裝潢，或者使用與知名商品近似的名稱、包裝、裝潢，造成和他人的知名商品相混淆，使購買者誤認爲是該知
名商品.
26) 제9조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작요소,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한,
생산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할 수 없다.
第九條 : 經營者不得利用廣告或者其他方法，對商品的質量、制作成分、性能、用途、生產者、有效期限、產地
等作引人誤解的虛假宣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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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동방위성TV, 한국방송프로그램 ‘히든싱어’
저작권 침해 부인
중국의 온·오프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히든가수(隐藏的歌手)’는 중
국 동방위성TV에서 제작하여, 2015년 10월 18일부터 13개의 지상파 TV채널에서
방영하였음. 한국 JTBC는 동 프로그램이 명칭 및 디자인, 방식, 내용 등 다방면에서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인 ‘히든싱어’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권리침
해를 주장하며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한편 동방위성TV는 한국 JTBC의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였음.

작성자 : LIHUA

o 중국의 ‘히든가수(隐藏的歌手)’는 중국에서 새로 방영한 노래예능프로그램으로,
개요

가수와 모창자 5명이 무대의 문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 청중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얼굴을 모른 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청중이 노래 소리만으로
판단하여 선택된 자는 가수든 모창자든 예외 없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됨.
o 히든가수는 상하이오락채널(上海娱乐频道), 심천도시채널(深圳都市频道), 베
이징문예채널(北京文艺频道), 광저우종합채널(广州综合频道) 등이 아치이(爱
奇艺)와 공동투자하고, 동방위성TV에 제작을 위임하여 만든 방송프로그램으
로서 2015년 10월 18일부터 13개의 중국 지상파방송채널에서 방영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3개 방송사가 주말에 방영한 후, 그 다음 주 금요일
동방위성TV에서 편집하여 재방송을 하였음.
- 페이위칭(费玉清), 장씬저(张信哲), 리원(李玟) 등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동 프
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률이 급상승하였으며, 온라인상 네티즌들이 히든가수
가 누구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리며 아이치(爱奇艺) 내 온라인 클릭수가
1000만회가 넘는 등 큰 인기를 끔.
o 2015년 11월 3일 북경청년신문(北京青年报)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방송사
JTBC는 화책영화(华策影视)TV27)를 통하여 중국판 ‘히든가수’가 자사의 방

27) 절강화책영화TV유한회사는 2005년 10월에 설립된 문화창의기업으로서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
영함.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영 영화·TV기업으로서, 국가상무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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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프로그램인 ‘히든싱어’를 모방한 것이며, 이는 전례없는 심각한 저작권 침
해행위라고 밝힘.

o 히든가수에 대한 저작권은 4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며, 동방위성
중국 동방위성TV
사의 입장

TV는 위 방송사들의 위임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뿐이므로 JTBC의 제
소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o 히든가수가 4개 방송사의 13개 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송될 때는 매회 당 65
분간 방영되지만, 동방위성TV에서 재방송할 때는 30분간만 방영하였음.
o 동방위성TV의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히든가수는 중국의 오리지널 방송프
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 방송프로그램과 저작권 분쟁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번역하면 ‘히든가수(歌手)’ 또는 ‘히든가신(歌神)’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한국 JTBC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다름. 한국의 히든싱어는 한 시즌이 13회로 되어 있음. 12
회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13회에서는 왕중왕전이 펼쳐짐. 한편
중국의 히든가수는 한 시즌이 11회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11회에서는 모창자와
가수의 콘서트 등이 펼쳐지는 등 경쟁적인 요소가 없음.
- 프로그램 취지에 있어서, 한국의 히든싱어는 오락적 측면과 경쟁 요소를 강조하
지만 중국의 히든가수는 과거의 노래에 대한 향수, 가수와 일반인 참가자 사이의
감정 교류 및 노래 이면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에 취지가 있음.
- 사회자의 경우, 한국의 히든싱어는 명확한 사회자가 존재하지만 중국의 히든가
수에서는 가수 사보우량(沙宝亮)이 스타 스카우트 역할을 맡아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4개 지상파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회자들이 패널로 출연하며 연
예인으로 구성된 판정단과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진행됨.
- 청중의 경우, 한국의 히든싱어는 음반제작자 및 관계자 위주로 출연하지만 중국
히든가수는 가수의 친구 및 가족이 주를 이룸.
- 한국의 히든싱어는 무대장치가 상당히 화려한 반면 중국 히든가수는 투자가 제
한적이라 상당히 소박함. 또한 히든가수의 무대배경은 히든싱어와 색감적인 면

에서 비준한 국가문화수출중점기업임.

❘101

CHINA

- 중국의 히든가수는 영문명이 없고 한국의 히든싱어도 중문명이 없으며 중문으로

WINTER

┃중국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에서만 유사할 뿐, ‘중국 보이스 드림(중국판 American Idol)’ 제작팀이 만든 것
으로서 오히려 미국 또는 유럽스타일에 가까움,

o JTBC는 중국의 히든가수가 자사 프로그램인 히든싱어와 프로그램의 명칭
한국 방송사의 입장

및 디자인, 진행방식, 내용 등 다방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권리침해 관련 방송사28)에 공문서를 보내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o 무대장치의 경우 중국의 히든가수 역시 6개의 ‘히든문’이 존재하며, 해당 편에
출연하는 가수가 나와 매 라운드를 표시하는 등의 모습이 같음. 또한 히든문이
열리며, 그 뒤에서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 청중과 대면하는 모습도 히든싱어와
동일함.
한국 ‘히든싱어’

중국 ‘히든가수’

※출처
http://e.gmw.cn/2015-11/03/content_17592635.htm
http://news.ifeng.com/a/20151105/46113343_0.shtml

28) 권리침해 관련 방송사란 4개 방송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동방위성TV는 4개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프로
그램을 제작한 제작사일 뿐이므로 이번 침해사건의 주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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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샤오미 및 미래TV에 저작권 침해
판결
2015년 10월 24일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海澱區人民法院)은 러쓰(乐视)가 샤오미
(小米)와 미래TV(未来电视)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전송권 침해사건에 대해 판결함.
동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된 영화 및 드라마는 총 26건에 달함. 법원은 러쓰의 손을
들어 샤오미와 미래TV가 공동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음.

작성자 : LIHUA

오미의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미래TV는 자사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
였으나, 제공된 영화저작물 중 러쓰(乐视)31)가 독점적으로 정보네트워크전송
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및 TV드라마 등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음. 러쓰는
샤오미와 미래TV가 동 저작물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광전총국32) 제181호>에 따르면, 온라인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
전총국이 허가한 ‘온라인TV집성플랫폼’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는 스마트 TV나 셋톱박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임.
- 광전총국이 허가증을 수여한 ‘온라인TV집성플랫폼’은 총 7개로 미래TV는 이
중 하나임. 2013년 5월 2일 러쓰는 미래 TV와 ‘온라인TV업무협력협의(互聯網

29) 미래TV유한회사(未来电视有限公司, ICNTV)는 2010년 3월 24일, 중국네트워크방송국으로서 처음으로 광전
총국이 수여한 온라인TV영업허가증을 받고, 2011년 12월 2일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전역 및 해외시장에
서 온라인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TV 방송사임.
30) 샤오미(小米)는 스마트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로 스마트폰, 스마트디바이스, 미패
드, TV, 헤드폰 등 제품과 샤오미 플랫폼, 어플,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31) 러쓰망(乐视网)은 2004년 11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플랫폼+콘텐츠+단말+어플’ 모델에 따라 온라인동영상,
영화의 제작과 발행, 스마트 단말기, 전자상거래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32) 광전총국이란 국가방송영화TV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의 약칭으로 라디오, TV 영화산업 등을 관리감
독 하는 국무원(国务院) 직속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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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視業務合作協議)’를 체결함으로써 온라인TV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샤오미 역시 미래TV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협의함.

o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화 및 TV프로그램에 대해 러쓰가 독점적인 정보네
사건의 쟁점 및
분쟁 당사자의 주장

트워크전송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함. 쟁점으로 제기된 점은 샤오미와
미래TV가 공동책임을 져야하는지, 샤오미 또는 미래TV가 단독으로 권리침
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여부임.
- 샤오미는 자신은 단지 셋톱박스의 생산 및 판매자일 뿐이며, 문제의 콘텐츠는
모두 미래TV가 온라인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항변함. 또한 샤오미가 미래TV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부당국의 제181호 문건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양사가 합의한 결과가 아니며, 문제가 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영리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

o 샤오미와 미래TV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샤오미와 미래TV는 연합
법원의 판단

경영의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경영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모듈의 업그레이드
및 관리를 책임지며, 서비스의 가격과 요금징수방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
- 샤오미는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일부 영화 및 드라마에 대하여, 미래TV에
‘샤오미 화폐33)’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요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은 두 회사 간 공생적 이익관계가 형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
o 샤오미는 미래TV가 “영화 및 TV”카테고리를 통해 권리를 침해한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온라인상 전송되게끔 하였고, 미래TV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미래TV가 온라인TV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받은 온라인TV
플랫폼서비스업체로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보아 미래TV에 주관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o 2015년 10월 24일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海澱區人民法院)34)은 샤오미와 미

33) ‘샤오미 화폐’란 샤오미 플랫폼의 무형제품과 부가서비스(게임, 테마, 서적 등)를 살 수 있는 전자화폐로
서 실제화폐와의 환율이 1:1임.
34)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은 중국의 기층법원(基法院)에 해당함. 중국의 법원 등급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
법원, 최고법원 4등급으로 나눔. 이 등급은 제1심, 제2심과 상관이 없이 중대한 섭외사건이나 관할구역내
의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으로 기층법원이 아닌 중급법원에서 관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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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TV가 러쓰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공동배상책임
을 부담한다고 판결함.
o 저작권 침해로 판정받은 영화와 TV프로그램에 대하여 한편 당 평균 2만위안
(한화 약 359만원)으로 배상금을 확정하여, 총 배상액이 21.9만위안(한화 약
3,936만원)에 달함. 동 소송에서 제기된 영화 및 드라마는 총 26건에 달하
며, ‘암향(暗香)’, ‘적벽(赤壁)’, ‘화피(畫皮)’, ‘사라진 탄약(消失的子彈)’ 등 유
명한 영화와 TV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o 러쓰 관계자에 따르면, 콘텐츠에 대한 600여건의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
의의

리고 있음. 이들에 대한 배상금은 2만위안(한화 약 362만원)부터 10만위안
(한화 약 1,813만원)까지로 차이가 존재함.

것이라 전망됨.
- 2014년 6월 27일,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 10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러쓰가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진링의 13소녀(金陵
十三钗)’, ‘나는 특수부대군인(我是特种兵)’ 등 7편의 저작권을 샤오미가 침해하
였다고 판단하였음. 동 판결에 따라 샤오미는 러쓰에게 15만위안(한화 약
2,7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o 온라인TV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화 및 TV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행
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미래TV를 비롯한 온라인TV서비스제공자들의
행위를 규범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출처
http://www.court.gov.cn/zgcpwsw/bj/bjsdyzjrmfy/bjshdqrmfy/zscq/201510/t20151012_
11629411.htm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89362
http://finance.sina.com.cn/stock/s/20140713/10071968809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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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판권국,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 설립
2015년 10월 28일 중국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중국 서부 지방의 12개 국가판권관련
기관을 통합한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国家版权交易中心联盟)’이 설립됨. 이로써
판권보호업무 강화 및 상호 업무 협력, 판권산업의 발전 도모는 물론, 향후 이를 위한
연맹 관련 업무 지침 등이 보완되어 공표될 전망임.

작성자 : 임지연35)

o 2015년 10월 28일 중국국가판권국의 주최로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国家版
국가판권교역중심
연맹 설립

权交易中心联盟)’ 창립 기념행사가 개최됨. 동 행사에서 중국 서부 지방의 12개
국가판권관련 기관을 통합한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의 설립이 공표되었
음.36)
o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부국장은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된 중국 경제 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저작권 권리의식의 성장과 저작물 보호 및 운용 능력이 국가 발전의 단계적인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힘.
- 저작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저작권 분야 질서 정립 및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의식 향상 계획이 동 연맹 창립으로 완성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연맹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음.

35)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36) 연맹에 가입한 회원 단체 및 부처는 중국 서부 지방에 자리한 저작권 관련 업무 담당 기관으로, 중국인민대학국
가판권교역기지(中国人民大学国家版权贸易基地), 북경국제판권교역중심(北京国际版权交易中心), 북경동방웅
화국제판권교역중심(北京东方雍和国际版权交易中心), 화중국가판권교역중심(华中国家版权交易中心), 국가해
협판권교역중심(国家海峡版权交易中心), 청도국제판권교역중심(青岛国际版权交易中心), 횡금국제판권교역중
심(横琴国际版权交易中心), 태아장국가판권교역기지(台儿庄国家版权贸易基地), 광주시월수구국가판권교역기
지(广州市越秀区国家版权贸易基地), 서부국가판권교역중심(西部国家版权交易中心), 국가판권교역기지상해국
(国家版权贸易基地-上海), 성도국제판권교역중심(成都国际版权交易中心) 등 12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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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창립 행사에서 회원 기관들은 저작권 분야의 국제 동향 및 중국 서부에
자리한 저작권 산업 대표 교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
판권교역중심연맹업무협약서(国家版权交易中心联盟合作协议)’에 서명하였음.
o 국가 저작권 협력 협정 및 거래 센터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연맹에 가입한
회원 기관들은 ➀ 국가 저작권 교역 연합 플랫폼 공동 구축, ➁ 새로운 거래
규칙 제정, ➂ 통일된 거래 플랫폼 활용과 홍보, ➃ 거래 품목 요금 기준과
규범화된 거래 시스템 확정, ➄ 제품 개발과 포털 사이트 등록 및 활용, ➅
해당 포털 사이트 내 거래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 통합, ➆ 이를 통한 저작권
거래 시장의 개척 및 체계 설립, ➇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기관 활용 방
침, ➈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통한 판권
향유, ➉ 저작권 자원 및 정보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통일규칙(十统
一)”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성명·발의함.

와 이를 통한 저작권분야 전문 인력 양성, 저작권분야 공동행사 진행 등을 통
한 긴밀한 협력 전개 등을 기약하였음.

o 중국국가신문출판연구원(中國國家新聞出版硏究院)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망

‘저작권 산업의 성장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중국 GDP의 6.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산업의 권리 강화를 유도하는 서비스의 혁신과 저작물의 등록 추진 등은
비단 저작물을 국가의 자원 및 문화로 지정해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
됨. 또한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장기 조치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받고 있음.
o 저작권 강화를 위해 국가판권교역중심에서는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
고,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국가 산업 발전의 과제로 선정
하여 향후 연맹을 저작권 교역의 중심 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발표함.
- 연맹에 가입한 회원 기관들은 이번 연맹 창립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혁
신과 단계적인 성장계획 수립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적 가치를 수
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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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7430.html
http://news.china.com.cn/live/2015-10/29/content_34553109.htm
http://www.ctvtc.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3&id=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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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모바일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 계획
북경시신문출판광전국(北京市新聞出版廣電局)과 수도판권산업연맹(首都版權產業
聯盟)은 <제10차 중국북경문화창의산업박람회>에서 ‘애니메이션·만화·게임 저작권
보호 신문발표회(動漫遊戲版權保護新聞發布會)’를 가짐. 동 발표회에서 2015년 11
월부터 정식으로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전문행동(手遊領域打擊侵權盜版專項行動)을
개시하여 게임분야의 저작권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을 다짐하였음.

작성자 : LIHUA37)

중국이 세계 1위의 모바일게임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2015년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약 429.2억위안(한화 약 7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o 한편 아직까지 중국 사회 전반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지 않아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불법복제물 이용 비율이 높은 실정임.
- 안드로이드 앱스토어(App store)는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음. 이에 따
라 불법복제 모바일 앱이 다운로드 인기 순위에 버젓이 오르는 실정임.
- 이용자들은 모바일 앱을 구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해당 앱이 불법복제물일지
라도 다운받아 사용함.
o 중국 게임제작자들이 불법복제 게임을 제작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위험은 상
대적으로 적은 반면 그로 인한 이윤은 상당히 높은 편임.
- 모바일게임의 인기는 창의성 및 브랜드 인지도에 좌우됨.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유명 모바일 게임과 비슷한 유형의 불법복
제 게임을 개발하여 유통시킴.

37)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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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게임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아
모바일게임 산업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바일게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o 2015년 10월 30일, 북경시신문출판광전국(北京市新聞出版廣電局)과 수도판
모바일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1단계 조치

권산업연맹(首都版權產業聯盟)은 <제10차 중국북경문화창의산업박람회>에
서 ‘애니메이션·만화·게임 저작권 보호 신문발표회(動漫遊戲版權保護新聞發
布會)’를 개최하여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단속에 관한 입장을 밝힘.
o 북경시광전국과 국가판권국, 일본 게임회사 남코(NAMCO)38)는 모바일게임
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제1차 저작권
보호 리스트에 포함된 게임으로는 원피스(海賊王, One Piece), 드래곤볼(龍珠),
나루토(火影忍者), GNO(機動戰士敢達, Gundam Network Operation)시리즈 등
이 있음.
o 또한 ‘애니메이션·만화·게임 저작권 보호 위원회(動漫遊戲版權保護委員會)’39)
가 설립됨.
- 동 위원회는 북경시가 주도하고, 애니메이션·만화·게임 산업관련 중앙·지방의
기업, 대학, 법률권리구제기관, 뉴스미디어업체, 업계조직, 연구소와 중개기구
등 80개의 기관들이 연합하여 만든 업계자치조직임.
- 북경판권국 부국장 왕예페이(王野菲)는 위원회의 설립으로 애니메이션·만화·게
임 저작권에 대한 감독과 관리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애니메이션·만화·게임 저작
권 산업 환경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음. 또한 위원회가 애니메이
션·만화·게임 저작권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베이징, 더 나아가 중국 전역
에서의 건전한 저작권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힘.

o 현 시점에서 모바일게임 권리자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모바일게임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직면한 과제

권을 침해한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데 많은 장애가 존재함.
o 법률서한을 보내거나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침해 모바일게임을 삭제
요청하는 과정은 주기가 길고, 권리침해를 확정하는데 긴 시간과 많은 자금

38) 남코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하는 일본기업임.
39) 정식명칭은 ‘수도판권산업연맹 애니메이션·만화·게임위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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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력이 필요함.
o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술적 감측이 어려움.
- 음악 또는 영화의 저작권 침해에 비하여 게임 저작권 침해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띰. 게임의 저작권 보호대상은 특정한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동영상, 음악, 문자,
프로그램 코드, 사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침해이기 때문임. 이처럼 현재의 감측
기술로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많은 인력이 직접 동원되어야
함.40)
o 모바일게임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중국온라인네트워크정보센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CNNIC)의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 사용자 77.4%는 앱스토어의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카테고리에서 게임을
다운로드받음.41)

할 것, 관련 모바일게임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증서와 제품 운영허가
문서 및 업로드 내용의 합법성이 작성된 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게임의 대리업체일 경우 게임개발자의 위임장도 교부해야 하며, 만약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한 경우 플랫폼 서비스제공자는 위 문서들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여부 및 동 게임의 삭제여부를 판단함. 다만 양 당사자 모두 권리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누가 권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o 또한 모바일게임 침해여부에 대한 사법판단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 증거수집과 증거의 진위에 대한 감정이 어려움.
- 일부 게임은 정품 게임의 이미지를 표절하고 일정 부분에 수정하여 게임스토리에
변경을 가하는 등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법 조문의 해석이 엇
갈림.

40) 이는 수도판권연맹(首都版權聯盟)의 비서장 샌훙량(宣宏量)의 소개에 따른 것으로서, 동 연맹 산하의 베이
징네트워크판권감측센터(北京網絡版權監測中心)는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41) 현재 중국내에서 모바일게임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주로 360 모바일조수(360手機助手), 텅쒼어플
보물(騰訊應用寶), 바이두 모바일조수(百度手機助手)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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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finance.chinanews.com/it/2015/11-01/7599746.shtml
http://finance.cnr.cn/jjpl/20151111/t20151111_520476735.shtml
http://dev.dataeye.com/report/[GameData]DataEye2015-10-newgame-report.pdf
http://epaper.jinghua.cn/html/2015-11/01/content_247962.htm
http://mt.sohu.com/20151102/n424931185.shtml
http://china.huanqiu.com/hot/2015-11/79514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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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법원, 연예뉴스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인정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폭풍과학기술유한회사(暴风科技股份有限公司)가 소후(搜
狐TV)의 방송프로그램인 ‘소후연예뉴스(搜狐视频娱乐播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책임을 명하였음.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연예뉴스프로그램을 저작권보
호범위에 포섭시킨 판례임.

작성자 : 김 군42)

股份有限公司, 이하 ‘폭풍社’)가 자사 방송프로그램 ‘소후연예뉴스(搜狐视频
娱乐播报)’43)를 허가 없이 인터넷에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폭풍
社에 ‘침해정지통보문’을 보냈으나 폭풍社는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침해행위를 방임함. 이에 소후社는 폭풍社를 상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o 2015년 11월 3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소후연예뉴스(搜
법원의 판단

狐视频娱乐播报)는 동영상, 사진, 특수효과영상, 자막, 효과음, 나레이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며 독창성이 반영되어 있음. 법원은 영화저작물의 구성요
건에 근거하여 소후연예뉴스(搜狐视频娱乐播报)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
으로 창작된 저작물44)로 인정하였음.

42)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43) 소후연예뉴스(搜狐视频娱乐播报)는 중국의 최신연예 정보를 전달하고 연예계 전반에 걸칠 문제점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임.
44) 《중국저작권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제4조 제11항은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과 유
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란 촬영에 의하여 일정한 매개에 고정되어 음율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일
련의 화면으로 구성된 저작물이 적당한 장치로 방영 또는 기타방식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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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소후연예뉴스(搜狐视频娱乐播报)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함.

o 동 사건의 판결 전, 연예계 정보를 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
의의

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으나 일치된 관점을 확
보하지 못하여 관련 저작물의 침해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음.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최초로 연예뉴스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하여 저작
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섭함. 이는 향후 연예뉴스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저
작권 침해사건에 참고가 되는 지도적 판례가 될 것이라 판단됨.

※출처
http://www.chinadaily.com.cn/hqcj/zgjj/2015-11-03/content_14306262.html
http://tech.sina.com.cn/i/2015-11-03/doc-ifxkhqea299421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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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2015 중국지식재산권세미나’ 개최
2015년 11월 5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2015 제5회 중국지식재산권세미나(청두)(第
五届中国知识产权研讨会2015)’가 개최됨. 양일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식재산권
운영과 보호 강화’, ‘상표법의 사법권 및 실무 영역’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됨.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분야의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국제화된 시장서비스체계를 실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고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권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매년 20% 이상 높여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작성자 : 임지연45)

산권세미나(청두)(第五届中国知识产权研讨会2015)’가 개최됨. 동 세미나는
“지식재산권 운영과 보호 강화를 위한 청구·심사 및 새로운 상표법에 대한
사법상의 실무”를 주제로 개최되었음.
o 개막식에 참석한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부국장은 “중국은 현재 도래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환경에 적응하여 발전된 형태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보아야한다”고 발언함.
o 동 세미나에서는 이미 글로벌 선두에 선 중국의 국가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서비스업의 가파른 발전 상승세 등이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분야 발전
양상의 대표적으로 모습이라 언급됨.
- 이에 따라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
재산권서비스 관련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경제 발전의 중요한 사업으로 역량을
강화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되었음.

o 중국의 지식재산권분야가 당면한 문제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인력의 규
구체적 내용

모가 크지 않다는 점,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대도시와 지방 소도
시간의 지식재산권 의식이 불균형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지

45)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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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었음. 또한 지식재산권분야 산업에 대해 국제적인 교류 등도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되어있다며 사실상 저평가 받음.
o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책과 관심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꾸준히 집중될 가
능성이 큼. 이는 곧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발전을 이루어야하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o 중국 정부는 향후 저작권 시장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시장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이어갈 예정임.
-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서비스와 민간시장화서비스를 협력하는 방향
으로 동 분야 산업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서비스 및 과학기술경제발전
융합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임.
- 또한 공공서비스 장려와 함께 지식재산권서비스의 시장화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서비스분야 시장을 매년 20 % 이상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o 지난 2007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된 중국지식재산권세미나는 ‘지식재산
세미나가 가지는
의의

권’이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지적 권리가 소유자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이 가진
지식재산권제도의 문제와 현안을 점검하여 의의가 있음.
o 지난 2013년 선전(深圳)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중국
정부가 새롭게 공포한 상표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으로 기록되었음. 개정상표법의 시행 이후, 해당 법안은 중국 대중에게 사법 분
야의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구심점역할을 해오고 있음.
o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수십여 곳의 기업은 창조의 원천이며, 저작권을 가진
기업은 중국 경제의 세계화와 기술 혁명을 가속화하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평가
받음. 이처럼 세미나는 중국내외 유명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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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5/201511/t20151106_1199244.html

CHINA
❘117

WINTER

┃중국

2015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일본 유명 캐릭터 ‘울트라맨’ 저작권 침해
심각
일본의 유명 캐릭터 ‘울트라맨’의 중국 내 배타적이용권을 취득한 상하이신창화문화
발전유한회사(上海新创华文化发展有限公司, 이하 ‘SCLA社’)의 내부 정보에 의하면,
2015년 2사분기 중국 지역에서 울트라맨을 소재로 모바일게임을 출시한 게임회사
중 99%가 SCLA社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SCLA社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 밝힘.

작성자 : 김 군46)

o 중국에서 2015년 2사분기부터 ‘울트라맨’에 관한 모바일게임이 대량으로 출
울트라맨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시되고 있음. 하지만 출시된 게임 중 ‘울트라맨’의 중국 내 배타적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신창화문화발전유한회사(上海新创华文化发展有限公司,
이하 ‘SCLA社’)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는 단 3개에 불과함.
- SCLA社는 3개 회사 중 양신과기회사(扬讯科技)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울트라
맨시리즈OL’이 유일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온라인게임이며, 다른 2개의 게임은
CD게임이라고 밝힘. 이 외에 인터넷에서 속출하고 있는 울트라맨 소재 모바일
게임은 모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게임라고 밝힘.

o 2016년에 50주년이 되는 ‘울트라맨’ 시리즈를 기념하여 SCLA社는 일본 츠
SCLA의 구제방안

부라야(Tsuburaya/円谷)社의 오오카 신이치(大岡新一)사장을 중국으로 초
대하였음. 이날 츠부라야社는 “자사는 울트라맨의 저작권자이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울트라맨에 대한 침해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힘.
- 이에 SCLA社는 중국의 관련행정기관 및 지식재산권분야 전문법률사무소와 협
력하여 근래 서비스를 시작한 울트라맨을 소재로 한 게임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 예정임.

46)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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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11월 7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인터넷 저작권침해행위
전망

단속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互联网领域侵权假冒行为治理的意见)》을 발
표하여 인터넷 저작권침해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2015년에는 온라인상 동영상 및 음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해왔음. 뒤를 이어 모바일게임 시장에 대한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finance.china.com.cn/roll/20151117/3447500.shtml?bsh_bid=901543164
http://news.xinhuanet.com/info/2015-11/16/c_134821207.htm
http://games.sina.com.cn/y/n/2015-11-17/fxksqiv84174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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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법원, 해외서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무협지 ‘소오강호(笑傲江湖)’의 애
니메이션과 게임 등을 해외서버를 이용해 배포한 자들에게 유기징역 2~3년과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10만위안~1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동 사건의 경우, 도메인 등
록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서버는 홍콩에 있었음.

작성자 : 임지연47)

o 2013년 11월 16일, 온라인게임 ‘소오강호(笑傲江湖)’의 저작권을 보유한 개
사건의 개요

발사 완미세계온라인기술유한회사(完美世界网络技术有限公司)에 무단으로
침입한 3인은 회사 내부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애니메이션 ‘소오강호(笑傲江
湖)’에 대한 내용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이를 다시 자신들이 등록한 온라인서
버에 불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였음.
o 완미세계온라인기술유한회사는 해당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고 온라인상에 등
록된 서비스를 남용한 일당에 대해 사법처분을 내려달라는 제보를 했고, 이를
접수한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부(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가 수사하고
해당 일당을 적발하여 재판에 회부함.

o 범법행위가 발생한 지 약 2년만인 2015년 11월 12일,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법원의 판단

혐의로 피고 3인에게 유기징역 2~3년 및 집행유예, 추징금 10~16만위안(한화
약 1,800~2,800만원)을 부과하였음.
- 동 판결은 기존에 수차례 제기되었던 온라인게임 ‘소오강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혐의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부와 저장
성(浙江), 장쑤성(江蘇) 등 저작권 담당 부처는 2년간의 합동 작전을 통해 이들
범죄 조직을 적발하였음.

47) 임지연_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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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사건은 홍콩과 미국 등 적발이 어려운 해외에 도메인 서버를 등록 및 설치해
의의

무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소득을 취해온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담당 부처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적발하기까지 시간적·장소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
- 온라인을 통해 결성된 조직원들이 저장성, 장쑤성, 쓰촨성 등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이들을 적발하는데 난항을 겪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
- 이에 따라 담당 부처는 이들 일당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건의 범법적인 요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건의 적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음.
o 현지 공안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접수한지 1년여 만에 피의자 3인을 모두 적
발하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통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양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전국 각지 공
안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함.

※출처
http://news.xinhuanet.com/local/2015-11/13/c_128423283.htm?isMow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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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및 일본과 지식재산권국장회의
개최
2015년 11월 16일 중국 광저우(广州)에서 ‘제21차 중한지식재산권국장회의(第21次
中韩知识产权局局长会议)’가 진행됨. 같은 날 ‘제22차 중일지식재산권국장회의(第
22次中日知识产权局局长会议)’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이 눈에 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각 국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중국지식재산권국 직통 연결 통로를
개설하고, 향후 양국 간(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작성자 : 임지연

o 2015년 11월 16일 ‘제21차 중한지식재산권국장회의(第21次中韩知识产权局
제21차
중한지식재산권국
국장회의

局长会议)’가 중국 광동성(广东省) 광저우시(广州市)에서 개최됨. 회의에는
양국 대표단으로 중국의 중국지식재산권국장과 한국 특허청장이 참석하였음.
o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중국과 한국 양국이 지식재산권국을 통해 수년간 긴
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오며 있으며,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및 문화 교류, 과학 기술 발전의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전달함. 또한
중국에 소재한 삼성, LG 등과 같은 대표적인 한국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
술이 특허출원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o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국을 통해,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로 기업이 자생
하기에 좋은 지식재산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향후 중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 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
새로운 영역 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o 한국 대표단은 양국은 지식재산권분야에 있어 현재 사상 최대치의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호적인 양국의 관계는 향후 동 분야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 또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발전 수준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국가
경제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중국과 한국은 향후
지식재산권국과 특허청 사이의 우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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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의에서 중한 양국은 특허심사를 위한 직통 연결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통
합검색 및 심사항목설정과 중한특허전문가회의 등에 관한 의제 의견일치 등을
확인하였음. 또한 양국 대표단은 ‘제21차 중한양국국장회의회담기록(第21次
中韩两局局长会议会谈纪要)’ 및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재산권국과한국특
허청지식재산권정보교환양해각서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与韩国特
许厅关于知识产权信息数据交换的谅解备忘录)’에 공동 서명하였음.

o 2015년 11월 16일 ‘제22회 중일지식재산권국장회의(第22次中日知识产权局
제22차
중일지식재산권국
국장회의

局长会议)’가 중국 광둥성(广东省) 광저우시(广州市) 지식재산권국에서 진행
됨. 양국 대표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국장과 일본 특허청장이 참석함.
o 양국 대표단은 지난 2014년 말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국가적
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의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해당 지식재산권전략
계획은 지난해 공포되어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사업 발전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일본·유럽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사항 및 수준을 중국에 같은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2015년 3월 개정된 《체제개혁 심화와 발전전략 가속화를 위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
意见)》을 통해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 혁신을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
보장을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양국의 문화산업 콘텐츠 교류에 있어 향후 진일보된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협력의 의사를 전달함. 중국 정부는 중일 양국의 문화산업
시장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o 일본대표단은 중일 양국 사이의 협력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동 분야의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일본은 특허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 분야 협력관계의 확대 및 발전성과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권자의 혜택이 보장받는 방향으로 양국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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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知識産權局)은 중일 양국의
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전망하는 자리였다고 밝힘.
- 회의를 통해 양국은 △특허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양국간의 통로를 마련하고,
△특허 관련 문헌 분류에 관한 협력, △산업디자인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을 위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제22회 중일양국국장회의회담기록(第22次中日两局局长会议会谈纪
要)’과 ‘중일양국특허심사직통통로연장에관한예비공동성명(中日两局关于延长
专利审查高速路试点的联合意向性声明)’ 및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재산권국과
일본특허청지적재산권정보교환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与日
本特许厅关于知识产权信息数据交换的谅解备忘录)’를 체결함.

o 11월 16일 중국지식재산권국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과 동시에 국장급 회의를
의의

진행하고, 각각 공동성명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은, 동아
시아 지식재산권분야 협력을 통해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미국·일본·유럽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 대열에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피력한 것으로 분석됨.
o 중국지식재산권국이 양국의 특허청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문화 산업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회의였음.

※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5/201511/t20151118_1204712.html
http://www.sipo.gov.cn/zscqgz/2015/201511/t20151118_1204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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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판권국, 제8회 중국저작권연회 개최
2015년 11월 27일, 국가판국권이 주관한 ‘제8회 중국저작권연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이번 연회의 주제는 “인터넷+(Internet Plus)시대의 음악저작물가치의 발굴과
실현”으로, 약 500개의 음악권리자단체, 음악저작물 서비스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참석하였음.

작성자 : 김 군48)

있는 최신이슈 및 국제적 동향을 다룸. 동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연구원을 초청하여 저작권분야에 있어서의 쟁점 및 해결책 등을 논의함.
이는 중국 내 저작권 관련 회의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임.

o 이번 연회에서 주로 논의된 주제는 인터넷+(Internet Plus)49)시대의 음악저
2015년 제8회
중국저작권연회의
주된 내용

작물 가치 발굴, 즉 인터넷 환경에서 대량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이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음악저작물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할
것인지 등임.
-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음악시장의 규모는
149억달러(한화 약 17조 5,566억원)정도이며, 2004년의 1.98억달러(한화 약
2,238억원)와 비교했을 때 약 80배 증가하였음. 또한 현재 중국의 시장규모는
약 1억달러(한화 약 1,178억원)인 것으로 드러남.

48)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49) 모든 전자 기기에 인터넷을 더한다는 뜻으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2015년 3월 발표한 정부의 액
션 플랜에서 처음 언급됨.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제조업과 융
합시켜 전자 상거래, 인터넷 금융 등의 발전을 이루고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1939&cid=436
67&categoryId=4366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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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음악시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이에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부주석 치쉬춘(齐续春)은 중국의 인터넷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향상, 음악저작물의 가치구현,
저작권자에 대한 창작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힘.

o 2015년 7월부터 국가판권국은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의 이용질서를 규율하고
의의

자 단속업무를 추진해옴. 현재 인터넷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문제는 일부
해결하였으나, 음악저작물 유료화모델의 구축은 아직 미흡함.
- 이번 저작권연회에서 논의된 음악저작물 유료화 방안모색에 따라 향후 인터넷
음악저작물 시장에 큰 반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20/269681.html
http://www.100xuexi.com/view/extend/20151201/1ac6f968-c5e9-431e-9188-096355c
6a8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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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中, 저작권 보호 협력 위한 ‘저작권주간’
행사 개최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
까지 저작권주간(copyright week)으로 정하고 양국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강화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작성자 : 장대한1)

o 영국과 중국 정부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세계 각국의 저작권 개혁 움직임에
개요

동참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련 실무 및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 방안을 논의하는 ‘영·중 저작권주간(UK-China copyright week)’ 행사를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베이징, 항저우 그리고 상하이에서 개최함.
o 이번 행사에서 영국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과
중국 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 NCAC)은
저작권 관련 정보교류, 입법, 법 집행사례 공유, 상호 교육기회 제공, 국제
저작권 사무 협력 등 저작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함.
- UKIPO와 NCAC는 집중관리(Collective Licensing) 및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
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 고아저작물,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 집행, 창작자와 저작권자와 관련된 주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함.

o UKIPO와 NCAC는 이번 저작권 회의를 통하여 저작권 개혁을 위한 상호 교류
의의

및 협력을 더욱 곤고히 할 것을 다짐함.
- 이번 회의에 참석한 로스 린치(Ros Lynch) 저작권 및 IP집행국장은 최근 양국
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명령과 가처분에 관한 정보, 불법 셋톱박스와 고성

1) 장대한_런던대학교 석사 졸업(University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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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광디스크와 같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매체에 대한 형사 구제, 저작권
침해 구제를 구하는 저작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증거 절차와 같은 저작권 집행
을 위한 정보를 교환해왔다고 밝힘.

C
o 영국 바로니스 네빌 롤프(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청장은 중국은
영국의 저작권 산업 주요 무역국으로 이번 저작권 회의를 통하여 중국 공직자들과
친분을 도모하는 한편 중국 저작권법 강화를 위한 개혁과 개정을 앞당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o 최근 중국은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음반공연권, 영화에 사용되는
응용 미술 저작물 소유권 규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예외 및 제한,
고아저작물, 강제허락 및 집중관리 (Compulsory Licences & Collective
Management), 추급권, 기술적 보호조치, 민사 침해 및 행정 조치(Civil Infrin
gement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 중임.
o 이번 ‘저작권주간’에서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저작권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행사로 거듭남.

EUROPE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china-copyright-week-promotes-ip-protectio
n-across-borders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uk-china-copyright-week-copyright-enforce
ment-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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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T-모바일, Pirate Bay 등 P2P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거절
오스트리아 T-모바일은 지역 음원권 그룹(LSG)에 의한 파이러트 베이(Pirate Bay)
및 토렌트 사이트와 같은 P2P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을 거절함. T-모바일 측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요청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작성자 : 장대한

o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대표되는 토렌트 공유 사이트
배경

‘파이러트 베이(Pirate Bay)’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고 있음.
- 예를 들면, 2014년 12월 스웨덴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여러 대의 서버와 컴퓨터를
압수당한 ‘파이러트 베이’의 서비스가 차단되었으며, 구글이 ‘파이러트 베이’
사이트와 관련된 토렌트 앱(App)을 삭제한 바 있음.
o 최근 비엔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of Vienna)은 오스트리아 음악산업
협회(Austrian Music Industry Association IFPI)의 요청에 따라 ‘파이러트
베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A1에 명령함
- 토렌트 사이트와 더불어 법원은 구조상 저작권을 침해하는(Structurally Infringing)
것으로 판단되는 Isohunt.to, 1337x.to, h33t.to 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내림.
o 한편, 오스트리아 지역 음원권 그룹(local music rights group, LSG)은 법원이
A1에 내린 차단명령을 근거로 T-모바일(T-Mobile) 지사에 ‘파이러트 베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였으나, T-모바일은 사이트차단을 거부함.

o T-모바일측은 비엔나 상사법원의 접속차단명령은 A1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
T-모바일의 입장

이므로 자사는 ‘파이러트 베이’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밝힘.
- 법원의 직접 명령 없이는 ISP는 접속차단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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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모바일 측은 오스트리아 정부기관은 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C
o T-모바일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파이러트 베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함.

o ‘파이러트 베이’ 및 토렌트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거절한 T-모바일 측의 입장과
의의

관련하여 저작권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o 그러나 이번 T-모바일 측의 접속차단요청에 대한 거절은 저작권자들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ISP에게 요청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출처

ce=dlvr.it&utm_medium=twitter&utm_source=Plagiarism+Today+Newsletter&utm_campai
gn=0338f0aaf2-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643f84ace3
-0338f0aaf2-4126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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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운드클라우드에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영국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PRS for Music)는 영국 및 유럽에 음악저작물의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PRS에 따르면
양측간의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 체결이 결렬되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저작
물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운드클라우드 측이 음악저작물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
고 있다고 밝힘. 반면 사운드클라우드 측은 양측 간 음악저작물 이용료 협상이 진행
되는 가운데 제기된 PRS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

작성자 : 권세진2)

o 2008년 설립된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는 매월 175만 명 이상의 청취
사건의 개요

자가 접속하는 온라인 음악 배급 플랫폼으로서, 2014년까지 무단으로 음악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옴.
o 사운드클라우드는 2014년 11월,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e Group), 20
15년 5월, 미국 음악출판협회(US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 그리고 2015년 6월, 인디 음악 단체 멀린(indie licensing agency
Merlin)과 미국에서 음악저작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음.
o 한편, 영국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PRS for Music, PRS)는 사운드클라우드
측에 음악저작물 서비스제공을 위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함.
o 그러나 PRS와 사운드클라운드 사이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PRS는 사운드클라우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운드클라우드는 음악저작물
제공 서비스를 지속함.

2)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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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PRS는 사운드클라우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C

o PRS는 영국과 유럽에 음악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백만 명
각 당사자의 입장

의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운드클라우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PRS로부터 이용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PRS는 지난 5년간 사운드클라우드 측과 음악저작물 이용료 협상을 진행하였
으나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사운드클라우드 측이 거부하였다고 밝힘.
- PRS에 따르면 사운드클라우드는 영국과 유럽에서 음악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고 PRS 회원들에 대한 이
용료 지급을 거부해 왔다고 밝힘.
- 무단으로 사용 중인 협회의 4,500개 음악저작물 삭제 요청에 대하여 250개의
음악저작물 삭제에 그침.
o PRS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및 레퍼토리(repertoire)를 사용하려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반면, 사운드클라우드 측은 현재 양측 간의 음악저작물 이용료 협상이 진행
이라고 표명함.
- 사운드클라우드는 PRS의 이번 조치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PRS 회원
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사운드클라우드에 따르면 PRS 회원의 다수가 사운드클라우드 플랫폼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사운드클라우드는 PRS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창작자들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음반사, 출판사
및 저작자들과 같은 저작권자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o 현재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양측의 이견이
시사점

해소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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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S는 사운드클라우드 측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운드클라우드는 현재 이용료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함.
o 그러나 사운드클라우드는 PRS 이외에도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와 같은 주요음반사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니 뮤직의 경우 소속 음악 창작자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음악저작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있음.
o 한편, 수 천 명의 작사, 작곡가들을 대표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PRS가
사운드클라우드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그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www.musiclawupdates.com/?p=6486
http://musically.com/2015/08/27/prs-music-taking-legal-action-soun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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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하도피, 삼진아웃제 시행 5주년 실적
보고서 발간
프랑스 하도피는 삼진아웃제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
함. 보고서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10년 이래로 540만개의 1차 경고, 502
천개의 2차 경고, 2천9백개의 3차 경고를 발송함. 이 중 2,336명에 대해 형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400명 정도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었음.

작성자 : 권세진

o 프랑스 하도피(Hadopi)는 인터넷 삼진아웃제도로 인터넷에서 창작물을 보호
하도피, 삼진아웃제
시행 5주년 실적
보고서 내용

하고 불법복제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전담기구임.
- 하도피의 귄리보호위원회(CPD)는 2010년 10월부터 이메일을 통한 경고 통지
를 시행함.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를 취함.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경고통지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접수 후, 해
당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8일 이내에 하도피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에 불
응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됨.
- 3차 최종경고를 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해명기회가 주어지며 하도피는 최
고 1,500유로(한화 약 188억원)의 벌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o 하도피는 삼진아웃제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피는 저작권자로부터 하루 약 10만 건의 저작권 침해통지
를 받지만 이 중 5만 건 정도만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힘.
- 2010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래로, 540만 명에게 1차 이메일 경고, 502천명
에게 2차 서면경고, 2,900명에게 3차 최종경고를 발송함.
- 이중 2,336명에 대해 형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400명 정도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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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삼진아웃제에 대한 하도피의 평가
평가
- 하도피에 따르면 삼진아웃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합법 콘텐츠의 제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미레유 임베르트 쿠아레타(Mireille Imbert Quaretta) 하도피 위원장은 하도피
의 역할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최종 경고를 받은 이용
자 수가 적을수록 하도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o 삼진아웃제에 대한 佛 경제일간지 레제코(Les Echos)의 평가
- 저작권침해방지단체(Antipiracy Group)인 알파(Alp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프랑스 이용자는 1400만 명에 달하며 이 수치는 하
도피가 설립된 2009년에 비하여 20%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힘.
- 이 수치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한 유투브(YouTube)와 같은 적법플랫폼을
포함한 371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로서,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들의 3분의
1이 불법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2009년 이래로 하도피의 규제대상이 아닌 스트리밍을 통한 콘텐츠 이용자
도 크게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http://www.digital-digest.com/news-64238-Hadopi-at-Five-Report-on-Frances-Three
-Strikes-Show-Success-Failures.html
http://www.telecompaper.com/news/french-antipiracy-body-hadopi-defends-record-a
fter-5-years--1103509
http://www.hadopi.fr/sites/default/files/Chiffres_cles_Reponse_graduee_HADOPI_20150
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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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안네 프랑크 재단, ‘안네의 일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주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필 ‘안네의 일기’는 2015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저작권 보
호기간이 만료됨. 이는 작가인 안네 프랑크가 사망한지 70년이 도래하였기 때문임.
한편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을 보유한 안네 프랑크 재단(Anna Frank Fonds)은 작가
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Otto Frank)를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하였음. 이 주장이 인정
되는 경우, 오토 프랑크가 사망한 1980년부터 70년 동안 보호되므로 2050년까지
저작권이 연장됨.

작성자 : 최희식3)

o 현재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고
개요

있음.
o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필집 ‘안네의 일기’의 저작자 안네 프랑크(Anna Frank)는

- 따라서 70년이 지난 올해 2015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고 2016년 1월부터 공유저작물이 됨.
o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을 보유한 안네 프랑크 재단(Anna Frank Fonds)은
작가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Otto Frank)가 ‘안네의 일기’의 편집자일 뿐만
아니라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함.
o 오토 프랑크가 공동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 오토 프랑크가 사망한 1980년
부터 70년이 지난 2050년까지 저작권이 연장됨.
o 한편 미국의 경우, ‘안네의 일기’는 2047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 이유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1923년부터 1963년 사이에 발행된 저작권이
표시된 출판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95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기 때문임.

3)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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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네 프랑크 재단은 오토 프랑크가 ‘안네의 일기’를 출판하는데 실질적인 역
안네 프랑크 재단의
주장

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안네 프랑크 재단에 따르면 ‘안네의 일기’는 원래 미완성 상태의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였고 일정 부분에는 중복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고 밝힘.
- 오토 프랑크는 미완성 상태의 두 버전을 1952년에 출판된 버전으로 편집했음.
- 안네 프랑크 재단은 오토 프랑크가 현재의 ‘안네의 일기’를 출판하는데 실질적
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출판된 수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안네 프랑크 재단은 안네 프랑크가 직접 쓴 오리지널 수필과 오토 프랑크가
편집하여 출판한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많은 역사학자들과 문학자들은 오토 프랑크가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경우 ‘안
평가

네의 일기’의 상징성, 의미, 가치 등을 훼손하는 것이며 안네프랑크 재단이
‘안네의 일기’의 저작권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저작권을 연장하려 하는 것이
라고 비판함.
o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안네 프랑크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적 단체이며
‘안네의 일기’로 얻는 향후 수익은 자선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http://www.nytimes.com/2015/11/14/books/anne-frank-has-a-co-as-diary-gains-coauthor-in-legal-move.html
http://time.com/4113855/anne-frank-diary-co-author/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anne-franks-diary-in-a-copyright-law-p
aradox-70-years-after-her-death/article27244584/
http://www.theguardian.com/books/2015/nov/25/french-copyright-challenge-publish-a
nne-frank-diary-online-otto-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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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단된 팝콘타임 수정 버전 등장
2015년 11월, 캐나다 법원이 팝콘타임(Popcorn Time)의 접근을 차단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정된 버전의 팝콘타임이 등장함. 팝콘타임 이용자들에 의해 수정된
팝콘타임은 현재 레딧(Reddit)을 통해 배포되고 있음.

작성자 : 최희식1)

o 팝콘타임(Popcorn Time)은 토렌트를 기반으로 비디오 및 미디어 스트리밍
개요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이용이 빠르게 확산됨.
- 팝콘타임으로 영화나 TV프로그램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으면서 디바이스에
내장된 미디어플레이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
- 이용자들은 토렌트 시드파일을 직접 다운받고, 이를 팝콘타임에 수동적으로 추
가하여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음.
- 2014년 3월 14일, 팝콘타임은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의 소송으로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받음.
o 그러나 기존의 이용자들이 팝콘타임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여 개발한 포크
사이트(fork site)2)를 배포하여 사용함.
- 수많은 팝콘타임 포크사이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PopcornTime.io’는 웹사
이트와 더불어 모바일앱으로도 출시되었으며,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지원하였음.
o 2015년 11월, MPAA는 ‘PopcornTime.io’의 개발자들을 상대로 캐나다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PopcornTime.io’의 토렌트사이트 중 하나이자 팝콘타임에게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YTS사이트가 함께 폐쇄되었음.

1)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2) 포크(fork)란 기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후 새로 개발하는 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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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팝콘타임 이용자들은 팝콘타임과 유사한 서비스의 재개를 위해 소셜 뉴스웹
팝콘타임의 새로운
접근 방식

사이트인 레딧(Reddit)에 수정된 버전의 팝콘타임을 배포함.
- 기존 팝콘타임은 토렌트사이트 중 하나인 YTS의 API를 사용한 반면, 수정된
버전은 TorrentsAPI를 사용하고 VPN을 지원하도록 수정됨.
- 현재 이용자들이 팝콘타임을 사용하려면 개별적으로 수동 업데이트를 직접 해야 함.

o 팝콘타임과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평가

제기되고 있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됨.
- 이용자들은 사용하던 소스코드가 차단되면, 새로운 소스코드를 찾아서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 차단도 어려움.
- 팝콘타임의 원개발자 월리(Wally)는 팝콘타임의 완전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힘.(“I am still considering a full comeback, I just do not
want to release a half working version,” Wally says)
- 무단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팝콘타임과 같은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
이 아니라 오픈소스를 확대하고 기술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출처
https://torrentfreak.com/popcorn-times-alive-full-comeback-in-the-works-151117/?ut
m_source=Plagiarism+Today+Newsletter&utm_campaign=0cf6fb80d7-RSS_EMAIL_CAM
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643f84ace3-0cf6fb80d7-4126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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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소장

“한류”라는 용어는 중국의 북경청년보(1999.

되어 ‘가을동화’, ‘대장금’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11.19, 32면, 무추이, 穆秋)의 「동양에 부는 동양

이렇게 일방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흥행이 중국

문화」라는 칼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칼럼에는

내에서 큰 이슈가 되자 중국 정부는 수입 영상물

“한국의 남성 듀오 ‘클론’이 로보캅처럼 막강한

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9월에 발표한

힘을 갖고 등장해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라고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방영 관리 규정(광전총국

적고 있다. 최근에도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

제42호령)》이 대표적이다. “수입영상물은 심의

대중무역 흑자, 면세점 싹쓸이, 치맥 등 한류에

후 방영해야 하며 심의를 얻지 못하면 황금 시간대

대한 인기는 산업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00~22:00)에 방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 수입된 영상 콘텐츠

중국 정부의 해외영상물 수입 규제

중에 한류 드라마의 인기가 불러온 첫 번째 규제
라고 볼 수 있다.

한류의 인기가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류의 영향은 중국 정부의 해외영상물

해당 정책이 발표되고 10년이 지난 2014년,

규제정책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중국 정부는 또 한 번의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

바로 《온라인 해외 영상저작물 관리 규정 통지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우리

(신문출판광전총국 204호 2014)》이다. 여기에는

콘텐츠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해외

1993년 ‘질투’를 시작으로 우리 드라마가 중국

영상저작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영화방영허가증>

TV로 방영되기 시작하여 1997년 ‘사랑이 뭐길래’

및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라고

등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뿐 아니라 음악,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TV에 대한 규제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시작

뉴미디어의 발달이 해당 규정 발표에 작용 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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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발표된 시기를 보면 또 한 번 한류가 중국

한국예능 프로그램이 한류를 이어갔다. 그뿐만

대륙을 흔든 것이 규제의 요인이 되었음을 미루어

아니라 ‘1박 2일’, ‘런닝맨’은 중국에서 최고의 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1)’는

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중국인들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

《한오령(限娛令)》을 발표하여 TV가 매년 새롭게

왔다. ‘싱니(星你, 별에서 온 그대)’를 모르는 중

수입할 수 있는 해외 예능 포맷을 1편으로 제한

국인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에

하면서 해외 예능프로그램도 규제를 받게 되었다.

나오는 상품뿐 아니라 주인공이 즐겨 외치는 ‘치

한류 콘텐츠 열풍은 중국인의 시각에서는 위기로

맥’이라는, 중국에는 없던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느껴졌을 것이고 자국 기업과 콘텐츠 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품, 의류, 자동차, 전자제품,

규제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여행 등 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본다.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중국 정부
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물(영상) 유통현황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
기간에 위원인 허흠(許獫)이 “한국 드라마의 열

최근 중국 내 콘텐츠 합법유통은 빠르게 증가

기는 이미 드라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하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중국 내에서 합법으로

내 한류 열풍은 우리 문화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입히고 있다. 이 상처는 중화문화에 대한 자신감

여전히 불법이 많이 존재하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부분이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다. 중국 내 영상저

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별에서 온 그대’의 열기가

작물의 유통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웹하드 위주의

채 식기도 전에 자국 콘텐츠 보호라는 명목으로

한국 다운로드 방식과 다르게, 대부분 영상물을

해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들고 나왔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해당 영상물 방영
전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적 통상압력, 정부의 강력한

상으로 흘러갔다. 한국에서 방영된 약 70% 이상의

단속 의지, 기업들의 나스닥상장 등 내·외부적인

예능프로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2013년 호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에서는 기대

위성이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를 방영하면서

하기 힘들었던 콘텐츠 합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합법

1) 중국의 동영상사이트인 아이치이(www.iqiyi.co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형 사이트에서는

m)에서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방영하였으며, 47
억 페이지뷰 (2015.9월 현재)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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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한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콘텐츠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있고, 그 중 일부는 한국 콘텐츠만 전문적으로 서

류 콘텐츠의 인기를 반영하듯 이들 사이트에서

비스해 주는 불법사이트2)도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해외 영상물 수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

규제 정책으로 중국의 공중파(위성TV) 방송에서

행한 「저작권 통계(2014년 제3권 통권 제4호)」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 드라마를 보기는 쉽지 않다.

의하면 한국에서 방영되는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

특히 뉴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통신 등 콘텐츠 접

화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의 용이성 때문에 한류 저작물은 대부분 온라

드라마의 경우 불법유통율이 2010년 32.5%에서

인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동영상 포털사이트가

2012년 14.8%로 약 18% 감소하였고, 영화의 경우도

한류 영상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류 영상을 수입

2010년 78.1%에서 2012년도 39.3%로 약 39%

하는 중국 유통 플랫폼들은 합병·투자 등을 통해

감소하여 합법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거대화되고 있고 가능한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있다.

위해 한국에서 방영하는 대부분의 드라마를 경쟁
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유쿠(Youku)’, ‘토도우
(土豆)’, ‘아이치이(iQIYI)’, ‘텐센트(Tencent)’ 등
15여 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중국 내 동영상
[표-1] 중국 내 한국 드라마·영화 유통현황
유통량(개), 유통율(%)

연도
저작물
종류

2010

2011

2012

유통량

합법
유통량

불법
유통율

유통량

합법
유통량

불법
유통율

유통량

합법
유통량

불법
유통율

드라마

7,801

5,266

32.5

4,703

3,452

26.6

4,649

3,960

14.8

영화

1,916

420

78.1

3,350

1,070

68.1

2,912

1,767

39.3

* 유통량: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한국저작물 수
* 불법유통율(%) 산출식: 불법유통율=(유통량-합법유통량)/유통량*100
*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2014년 제3권 통권 제4호)

2) 한국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영화, 드라마, 예능,
뉴스, 스포츠 등)이 방영 후 2~3시간 이내에
자막 없이 업로드 됨. 시청자는 대부분 중국거
주 한인이나 조선족으로 파악되고 있음.

150❘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중국 정부의 ‘검망활동(剑刚行动)’

검망활동 10년 간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단속 강화 및 저작물 불법유통 사이트 관리

중국 정부가 10년 동안 꾸준히 시행한 대표적인

감독이 있다.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 음악,

콘텐츠 불법유통단속 사업으로 ‘검망활동(剑刚行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SW 등 주요 콘텐츠 분

动)’이 있다. 검망활동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야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행정집행 및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환경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각 지역에서 4,241건의

개선 및 건강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였고, 불법 온

권국, 공안부, 공업신식화부가 연합하여 《인터넷

라인 사이트 1,926개를 법에 의거하여 폐쇄조치

저작권침해 보호 ‘검망행동(剑刚行动)’ 방안》을

하였다. 몰수한 서버 및 관련 설비는 1,178대,

발표하여 2005년 처음 시행되었다. 각 지역 판권,

벌금액은 783만 위안(한화 약 14억원)에 달하며

공안, 통신 등 자발적 감독과 조사를 통해 ‘자발적

322건의 안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또한 20

감독, 저작권 수권질서의 규범화’를 목표로 인터넷

09년에는 주요사이트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감독을

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목표이다.

진행하여, 현재까지 각 지역 판권 부서가 3,000

검망활동 시행 초기, 국가판권국은 시장 점유율 등

여개에 이르는 사이트를 감독해왔다.

자체 조사를 통해 기업특성 및 웹 데이터를 결합
하여 중국 내 영화, 드라마를 제공하는 주요 동영상

중국 내 불법영상물 침해 대응

사이트를 자발적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삭제 서비스 중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우리 저작물의

통계표>와 <자체 검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권리보호와 합법유통을 위해 중국 북경에 저작권

국가판권국은 자체 조사 및 연구를 거쳐 영화, 드

센터(이하 ‘북경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마 작품의 종합 목록을 확정하고, 각 사이트별로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 콘

3개월에 한 번씩 인기순위 50위 내에 해당하는

텐츠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고, 중국 정부도 중국

작품의 목록과 사용 허가 증명 문서를 국가판권

내 권리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권리자가 누

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그 범위를 온

구인지 확인해 줄 기관이 필요했던 까닭이다. 이에

라인 문학, 음악,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국가판권국의 비준을

웨어 등 주요 콘텐츠 영역으로, 또 도서, 음성제

받고 중국 내 한국저작물 권리인증 기구로 활동

품, 전자출판물, 온라인출판물 등 주요 제품을 대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저작물 침해에 대한

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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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도 콘텐츠 유통 시장과 플랫폼에 따

유통되는 콘텐츠는 모두 삭제가 가능하다. 삭제

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경저작권센터 운영 초

율이 98% 이상으로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는 중소

창기에는 한류콘텐츠가 CD 또는 DVD로 복제되

사이트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표-3]에서 보듯

어 가판대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면서 오프

삭제된 작품을 보면 방송, 영화가 많은 비중을 차

라인 단속으로 대응하였지만, 콘텐츠가 디지털화

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온라인 해외작물

되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관리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영상 콘텐츠에 대한

되면서 온라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유통과 뉴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마지막 2회는 중국

한류영상물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동시 방영 되었지만, 이후 2015년 4

그만큼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월부터 ‘온라인 해외작물 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북경저작권센터에서는

이후 방영된 드라마들은 종방 후 중국에서 심의를

2012년부터 온라인상 한류콘텐츠의 불법 시장

거친 후에나 정식으로 방영할 수 있어 중국 방영

형성 억제의 일환으로 중국판권보호중심(중국

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심의 기간

국가판권국 산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중국 내

(2~6개월)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류

온라인 불법콘텐츠 삭제 서비스([표-2], 이하

영상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온라인 삭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방영중인 드라마와 영화를 ‘중점보호
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효

온라인 삭제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있으며 방송, 게임, 영화, 만화, 사진 등 온라인으로
[표-2] 온라인 삭제서비스
구 분

동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상시대응 서비스

서비스기간

연중(권리자요청시)

연중(권리자요청시)

대상콘텐츠

동영상물(영화, 방송저작물 등)

모든 콘텐츠

권리자

영화: 3시간이내(1만 위안),

모니터링비용

드라마: 20시간이내(1만 5천 위안)

불법저작물조치

경고장발송 및 URL 삭제

경고장발송 및 URL 삭제

모니터링기간

2개월(실시간)

-

모니터링방법

실시간 자동모니터링

위원회 및 권리자가 URL 제공

대상사이트

집중관리 10개 사이트

중국내 전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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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표-3] 온라인 불법콘텐츠 삭제서비스를 통해 삭제된 한국콘텐츠 작품현황
구 분
방송
게임
영화
만화(웹툰)
사진
계

작품수량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506
12
3
20
17
558

4,381
14
28
16
85
4,524

1,347
6
51
52
1,456

향후 대응 방향

북경저작권센터는 온라인 삭제서비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와 콘텐츠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저작권 침해가 심각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중국이 G2로 부상하
면서 저작권 침해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

관련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
점관리 대상 저작물을 영상물뿐만 아니라 전 콘
텐츠분야로 확대 시행하고 맞춤형 교류회를 확대
하여 민간차원의 저작권보호와 합법유통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하다. 하지만 중국 국민이 콘텐츠를 유료로 소비
할 만큼의 생활수준이 못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이유로 당장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
게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저작
권법 전면 개정, 지재권법원 설립 등 정부 차원의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자발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우리 콘텐츠 권리자는 당
장에 구체적인 성과로 판단하기보다 충분한 가능

ZOOM-IN

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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