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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터넷 아카이브와 그 서비스
3.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제기와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의 중지
4. 시사점

1. 들어가며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이 단체는 다수의 종이책을 수
집한 후 이를 스캔하여 디지털본을 만들고 공중에게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
명 “열린도서관(Open Library)”이라는 프로젝트다. 다만, 디지털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수
를 보유하고 있는 종이책의 수만큼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
를 맞으면서 이러한 제한을 풀어, 보유하는 종이책의 수와 무관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본
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비상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기존부터
불만이 있던 출판사들은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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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는 임의로 중지되었으나, “열린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 나올

책의 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만일 종이책의 수를 초과할 경우 그 이용자는 “대기 명단”에 오르

지 주목된다.

게 된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DRM 기술로 보호되므로, 14일이 지나면 접근이 차단된다. 열

미국

*

린도서관의 목표는 출판된 모든 책에 대해 그 카탈로그로서 하나의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이

2. 인터넷 아카이브와 그 서비스

다.03 열린도서관은 현재 170 만 권의 스캔된 책을 제공한다.04

유럽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를 맞아 인터넷 아카이브가 2020년 3월, “국가비상도
인터넷 아카이브는 “모든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브
루스터 칼이 1996년에 창립한 단체다. 인터넷 사이트와 다른 문화적 자료들을 디지털 형태로
축적하면서 공중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창립 당시에는 인터넷 웹페이지
자체만을 아카이빙하였는데, 현재까
지 수집한 웹페이지들을 “웨이백 머신
(Wayback Machine)”이라 이름 붙인

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열린도서
관에서는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책 수의 범위 내에서만 그 스캔본을 배포해 왔는데 국
가비상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버렸다. 즉, 종이책의 수와 관계 없이 어떤 책의 스캔
본을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와 도서관 들이 문을 닫았
으므로 교육적 목적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에서였다. 권리자측으로부터 이에

중국

반대하는 통지를 받은 책은 프로젝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소극
적 방식의 제외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웹상의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자료의 범위를 넓혀서 책, 오디

영국

기타

3.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제기와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의 중지

오, 비디오, 이미지,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까지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책의

결국 펭귄 랜덤하우스 등 저명 출판사 네 곳이 2020년 6월 1일 인터넷 아카이브를 상대로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소송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터넷 아카이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

도 종이책을 스캔해서 그 디지털본을

는 종이책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이와 같이 생성된 디지털본을 배포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01하는 것에 대해 제기되었다.
그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책을 디지털화하는 프
로그램을 2005년부터 시작하였고, 근래에는 하루에 1,000권의 책을 전세계 28곳에서 디지

인데,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린도서관”을 통한 서비스도 대상으로
하였다. 소송의 대상이 된 책들은 원고 출판사들이 종이책 또는 이북(e-book)의 형태로 판매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원고측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05

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디지털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만료

첫째, 체계적인 종이책의 복제와 디지털본의 배포는 CDL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저작권이 제

된 책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만료되지 않은 책은 “열린도서관”(Open Library)이

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책과 디지털 복사본을 1:1로 대응시켜 동일하게 취급하

라 이름붙인 사이트에서 “빌릴(borrow)” 수 있다.02 “빌린”다고 하는 것은 “Controlled Digital

는 것은 잘못이다. 물리적인 책과 디지털 복사본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 복사

Lending(이하 CDL)”이라고 이름 붙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CDL 방식에 따르면,

본은 순식간에 세계의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손상되지 않으며, 읽을 때

열린도서관 이용자는 한 번에 10권까지의 책을 2주간 빌릴 수 있다. 이 때, 이용자들이 한 번에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서, 출판사들은 이북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본의 수는 열린도서관이나 그 제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

독립적인 별개의 배포 모델을 확립해 왔다.
03 https://openlibrary.org/(2020. 7. 10. 최후 방문).

6

01 미국 저작권법은 “배포(distribution)”의 개념에 전송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이하에서는 “배포”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04 https://openlibrary.org/help/faq/about#what(2020. 7. 9. 최후 방문)

02 https://archive.org/about/(2020. 7. 10. 최후 방문).

05 소장,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17211300/hachette-book-group-inc-v-internet-archive/(2020. 7. 10. 최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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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DL 시스템은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아카이브가

제작된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디지털 복제본의 제작을 통해 새로운 목표나 성격을 원고의 책들에 부가하지 않으므로 그 이용

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복제물의 소유자가 이를 다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은 변형적(transformative)이지 않다. 또한 스캔본은 종이책에 대한 대체물로서 인터넷 아카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복제물”(copies)이라고만 할 뿐 그 복제물이 유체물이어야 한다고

이브는 원고들과 각각의 형태의 책들에 관하여 관련된 모든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이 존재하는지, 혹은 디지털

셋째,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에서 정하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종이책을 취득
한 사람은 이를 처분할 수 있지만, 이를 스캔하여 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이른바 “forward-and-delete” 기술 등이 디지털 최
초 판매 원칙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Redigi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적법하게 구입한 음

으나, 인터넷 아카이브는 도서관에 해당하지도 않고,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에 위 조항이

원파일을 재판매할 때 음원이 복제되는 동시에 기존 파일을 삭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적용되지도 않는다. 공공도서관들은 종이책을 구매하고 권리자들로부터 이북을 적법하게 라

음원파일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음원의 복제가 일어났다는 이유 등에 근거하여 최초 판매의 원

이선스 받는 반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종이책을 스캔하고 있다.

칙 적용이 부정되었다.06 하지만 열린도서관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내어

프로젝트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열린도서관은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CDL 시스템에 따라 운
영되고 있고, 원고들의 소송도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유럽

최초 판매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원본 파일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전송

넷째,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는 도서관들이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

이러한 소송을 당하자, 인터넷 아카이브는 결국 예정보다 이른 6월 16일에 국가비상도서관

미국

영국

중국

명백히 복제가 일어났고, 복사본이 원본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열린도서관 프로젝트가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도 문제될 것이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
프로젝트가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타

단순히 스캐너를 사용하여 종이책을 디지털본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개인적인 이

4. 시사점
책은 학습과 재능, 창작성, 투자와 위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책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간다. 출판사들은 이러한 작가들의 창작물이
더 적절한 방법으로 더 잘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출판의 형태와 홍보의 방법을 정한다.
모든 책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공한다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을 스캔
해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하면 이와 같은 창작과 출판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에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작가나 출판사 들로서
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를 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부담에서 위 프로젝트 중지를 선언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사실상 지속되어 온 서비스인 “열린도서관”

용도 아니고, 변형적 이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창립자인 브루스터 칼은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원고들
에게 협력과 화해를 제안하고 있으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판결로 종결될 경
우 디지털 세계의 도서관의 역할, 디지털 최초 판매의 원칙 및 그와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에 어
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드는 제한 기술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보안기술이다. 넓게 보면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기술, 사용료 부과를 통한 유통 및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 내 문서보안과 저작
권 관리 기술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개념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를 사회적·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
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관련 법
조문의 적용이 간명하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 형태의 저작물에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할지,
어느 범위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해 왔다. 미 저작권법 제109조는 합법적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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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910. F.3d 649 (2nd Ci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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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

美 저작권청, DMCA 제512조 면책조항

미국

연구보고서 발표

유럽

영국

글.권세진/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중국

해 OSP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
고,02 둘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창작자와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였다. 이를 위해 OSP의 면책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면책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기타

저작권 침해를 권리자들이 특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추가적인 법적 방안을 제공하여 양측의
1. 美 저작권청, OSP 면책조항의 효율성 연구
2. OSP 면책조항의 개선 방향
3. 시사점

이익 균형을 도모했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동 규정 발효 20년이 지나면서 창작기술의 발전 및 유통 환경의 변화와 더
불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의회가 OSP의 면책조항을 제정하면서 기대
했던 양측의 이익 균형은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OSP 측에서는 면책조항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크게 직면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1. 美 저작권청, OSP 면책조항의 효율성 연구

2020년 5월 21일, 美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1세기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도
록 디지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제512조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면책조항(safe harbor)을 지난 5년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 『제512조 보고서(section 512 of title 17)』를 발간했다.01
1998년 의회가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DMCA 제512조*에 OSP

반면, 권리자 측은 개인 창작자들이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면책조항을 이용
하고 침해물이 삭제된 이후에도 재게시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 OSP 면책조항의 개선 방향

- 적격 OSP 유형 (Eligible Types of OSPs)
의회는 DMCA 제정 시 향후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OSP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그 범

의 직·간접 침해의 면책조항을 제정한 목적은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
01 https://www.copyright.gov/policy/section512/section-512-full-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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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 998년 DMCA 제정 당시 구글은 베타 버전이었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인터넷 플랫폼 산업은 막 성장기
에 있었기에 섣부른 규제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로 인해 OSP는 DMCA 제512조를 통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광
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김현경, “미국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논의”, 글로벌인사이트(2020.5.26.),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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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했다.03 보고서에 따르면, OSP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

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으로 회피하는 OSP의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06

미국

07

워크에 남아있는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OSP의 금전

은 실제적 인식이나 추정적 인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면책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

배상책임 등을 면책하는 제512조(c)의 “저장을 이유로(by reason of the storage)”라는 조건

면, 의회가 실제적 인식과 추정적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식

이 “저장에 관련된 서비스(services related to the storage)”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요건이나 고의적 외면 기준들은 OSP에게 침해 행위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의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호스팅 관련 서비스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그

는 제512조(m)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회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

외에 시스템 캐싱에 대한 제512조(b)는 “일시적인(temporary)” 저장에 대한 금전 배상책임 등
을 면책하는데, 그 시간적 허용범위가 모호하고, 제512조(a)의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 악의적 허위진술과 공정이용 (Knowing Misrepresentation and Fair Use)

유형에 인터넷 인프라 이외의 기술서비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했다.04

보고서에 따르면, ‘Lenz 사건’08에서 법원은 제512조(f)의 악의적 허위진술 여부를 판단하면

영국

서 제512조(c)(3)(A)(v)에서 요구하는 권리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선의
- 반복적 침해자 정책 (Repeat Infringer Policies)

(a good faith belief)’를 가지고 삭제요청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DMCA 면책을 적용받기 위한 OSP는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가

논리는 삭제통지를 보내기 전 이용자의 공정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권리자에게 잠재적인

반복적 침해자(repeat infringer)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에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회는 ‘Lenz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

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OSP가 시행해야 하는 반복적 침해

하여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법규를 개정하도록 제안했다.

중국

기타

자에 대한 정책은 “명확한 내용으로 문서로 작성되어 공지되어야(a clear, documented, and
publicly available)”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반복적 침해 행위
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기 위한 “적절한 상황(appropriate circumstances)”을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과 그러한 상황이 저작권자의 삭제통지가 전제되지 않아도
발생하는지 여부를 의회가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 통지 요건 (Standard & Non-standard Notice Requirements)
제512조(c)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 OSP는 이용자들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
에 따른 저작권자의 ‘삭제통지(takedown notice)’와 이용자들의 ‘이의제기(counter-notification)’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정해진 삭제통지의
요건과 절차는 구글 등과 같은 대형 OSP들이 취하는 삭제통지 절차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OSP 인식 요건 (Knowledge Requirements for OSPs)

고 보았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삭제통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

제512조(c) 또는 (d)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면 OSP는 침해에 대한 “실제적 인식 (시스템에 게

를 제출하도록 OSP가 요구하고 있어 권리자의 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삭제통지

시된 콘텐츠 또는 행위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 actual Knowledge)”과 “추정적 인식 (침해

를 보내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지기준을 법정요건에서 규제 절차로 전환하여 저작권청

행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정황 인식, red flag knowledge)”이 모두 없거나, 인식하는 즉시

이 유연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으면서
03 제
 512조(a)에 해당하는 OSP는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들을 변경 없이 송신, 라우팅, 연결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제512조(b), (c), (d)에 해당하는
OSP는 온라인 또는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비를 운영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도 OSP의 유형을 광의로 해석하여 적용했다.
04 P
 erfect 10, Inc. v. CCBill LLC, 488 F.3d 1102 (9th Cir. 2007)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웹사이트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CCBill
은 제512조(a)의 OSP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05 美 법원은 제512조(i)에 규정된 ‘반복적 침해자’는 반복적 침해 추정자(repeat alleged infringer)를 의미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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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법
 원은 ‘고의적 외면’은 개연성이 매우 높은 침해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확인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침해 행위의 회피만으
로 고의적인 외면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07 Viacom Int’l, Inc. v. YouTube, Inc., 676 F.3d 19(2d Cir. 2012); In re Aimster Copyright Litig., 334 F.3d 643(7th Cir. 2003).
08 L 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N.D. Cal. 2008). (아들이 Prince의 노래 ‘Lets go crazy’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에 게시
하였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삭제된 것이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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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처리시한 (Time Frames Under Section 512)

았다. 따라서 해당 조문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제512조(c)의 삭제통지와 달리 적용되도록

제512조(c)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 권리 침해의 정황 등을 OSP가 인식하면 “신속하게(ex-

제512조(j)의 금지명령을 분명히 하도록 의회에 제안했다.

미국

peditiously)”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법정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그 처리시한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
다.09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사안별 접근은 동의하지만, 이의 제기 후 재게시까지 소요되는
10~14일이라는 시한은 이용자의 적법한 표현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동시에 권리자가 침
해물의 재게시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장 제출 시한으로 촉박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
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가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3. 시사점

유럽

저작권청은 DMCA 제512조를 심도있게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998년 OSP 면
책조항이 제정되었던 시대와 지금의 온라인 환경에서 창작자, OSP 그리고 이용자들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은 상이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의 인터넷 이용환경에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할지 재평가해야 하며, 현행법에 마련된 수단
이외의 다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한 결정은 의회의 입법에 달려 있다는

- 정보제출명령 (Subpoenas)

영국

점을 강조했다.

제512조(h)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 추정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OSP에게 제공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충실하여 향후 OSP 면책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

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이 정보제출장 발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를 통

언했다. 첫째,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은 유의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둘째, 권리자뿐

해 얻은 정보의 유용성도 높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P2P 공

만 아니라 이용자와 콘텐츠 산업의 상호 이익을 위해 선의의 OSP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혁신

유 행위에 연관된 이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순 도관 OSP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의 자유를 보장한다. 셋째, OSP와 권리자 간의 자발적 협력(voluntary initiatives) 방안을 모

가 불분명하므로 동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색할 수 있다. 넷째, 정부 정책 결정은 데이터(data)가 아니라 사실(fact)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중국

기타

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정책은 획일화할 수 없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이해당사자들의 격차를
-금지명령 (Injunctions)

고려해야 한다.

제512조는 OSP의 금전 배상을 면책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제512조(j)에 따른 금지명령을 통
해 침해물에 대한 차단조치 및 계정 삭제 조치 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법원은 제512
조(j)를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통지 시스템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한을 보장하려
는 의회의 제정 의도를 좁게 반영하는 것이며, 제512조(j)의 일부 금지명령은 삭제통지 조치 이
후에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10 그러나 지금까지 제512조(j)에 따른 사이트 차단조치가 거
의 적용되지 않았고, 동 규정 자체가 이러한 조치를 단독으로 실행하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보

미국 저작권청, DMCA 전용 웹페이지 개설
2020년 9월 30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동 웹페이지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면책조항 및
통지·게시중단 시스템, 제1201조 우회방지조항,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DMCA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작성자, 사용자, OSP 및 대중에 대해 통지 후, 게시중단
(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웹페이지에서 제512조 공지사
항 및 통지 후 게시중단 튜토리얼 정보, 삭제 예시(sample takedown) 및 게시 중단 통지에 대항하는 통지
(counter-notices) DMC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새로운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1201조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의 규칙 제정 과정에 대한 절차 수립 방법 및 과거 권고 사항을 포함
한 침해 방지 규정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09 법
 원은 침해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충족은 OSP가 해당 콘텐츠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특정해주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
았다. Viacom Int’l v. YouTube, Inc., 676 F.3d 19, 30 (2d Cir. 2012).
10 제
 512조(j)에 따른 금지명령은 1)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게시 금지, 2) 특정 이용자의 계정 삭제, 3) 삭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OSP의 이행강제, 4) 해외
웹사이트 차단 명령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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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Europe

03.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갈등과 균형
– 최근 CJEU 결정을 중심으로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04.이탈리아, 텔레그램에 저작권 위반 채널 폐쇄 요구 및 불응 시
접속 차단 경고를 하다
이혜영,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03
유럽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갈등과 균형
- 최근의 CJEU 결정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영국

글.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중국

기타

1. 들어가며
2. CJEU 결정 : 콘스탄틴 필름(Constantin Film Verleih) vs. 유튜브(YouTube)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시사점

1. 들어가며

05.유로폴, 전문적 수사지원 및 14개국 수사기관의 공조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성과를 이루다
김창화/한밭대학교 부교수
06.EU집행위원회,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 감소를 보고하다
신혜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07.프랑스 HADOPI, 불법복제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와 전망
김태희/한불민사법학회 간사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하 “CJEU”)는 유튜브가 불법으로 영화
를 올린 유튜브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
공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사안에서 중요한 지침 해석을 제시하였다.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의 제8조(2)(a)에서 제공하도록 규정된 “주소”는 우편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메
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결정에 따라 유튜브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에 영화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은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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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입장에서는 권리침해자를 특정하여야 원활한 침해구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정보 없이 원

간, 분, 초 단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보호

활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미국

저작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완전 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권리의 본질적 침해
가 없는 한 공익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양 권리가 충돌할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에

2) 법원의 판결

의한 권리의 균형방안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을 살펴

2016년 5월 3일 독일 지방법원(Landgericht Frankfurt am Main)은 유튜브에 불법 업로

본 후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본다.

유럽

드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세부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하는 콘스탄틴 필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18년 8월 22일 상급법원(Oberlandes-

2. CJEU 결정 : 콘스탄틴 필름(Constantin Film Verleih) vs. 유튜브(YouTube)

영국

gericht Frankfurt am Main)은 부분적으로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 청구을 인정하고 유튜브와
구글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기

1) 사실관계

각하였다.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은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에 유튜브와 구글이 해당 이

독일의 영화배급업체 콘스탄틴 필름(Constantin Film Verleih)은 영화 ‘Parker’, ‘Scary

용자의 휴대전화번호와 IP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구하였고, 유튜브와 구글은 법

Movie5’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과 2014년에 해당 영화가 유튜브에 업로

률 문제에 대한 자체 항소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주소를 포함하여 콘스탄틴 필름 베를

드 되었고 수 만 건 이상 이용되었다. 콘스탄틴 필름은 유튜브와 그 모회사인 구글에게 해당 영

린의 요청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에 의해 요

화를 업로드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하

청된 정보가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01의 제8조(2)(a)02의 ‘주소(address)’라는 용

여 이용자는 먼저 구글계정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 이

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로, 독일 연방법원은 이 사건을 CJEU에 회부하였다.

메일주소, 생년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유튜브에 15분 이상 지속되는 영상을 올리기 위

CJEU는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의 제8조(2)(a)의 ‘주소(address)’에는 영화를 업로

해서는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영상을 올리는데 필요한 활성화코드

드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는 유튜브 프라이버시 서비스 정책에 따라 IP주소, 이용

결정하였다. 법무총장(Advocate General)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관련된 입법에서

날짜/시간, 서버 로그기록 등의 수집에 동의하게 된다. 콘스탄틴 필름 베를린은 유튜브에 불법

추구된 목적과 사용에 비추어 볼 때, “주소”의 개념은 단지 우편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메

업로드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세부정보를 요구하였다. IP주

일주소·IP주소·휴대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기존 EU의 입법에 있어

소는 이용자가 유튜브에 접속하기 위해 접속한 구글계정의 마지막 IP주소이며 접속 날짜, 시

서 이메일주소 또는 IP주소를 언급할 경우 명백하게 “이메일”, “IP”라고 명기하였지 단순히 “주

중국

기타

소”라고만 기재한 바 없으며, 또한 “이름과 주소”라는 용어가 전화번호와 IP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EU입법례는 지금까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01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
02 제8조 정보권(Article 8 Right of information)
1.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절차의 맥락에서 청구인의 정당하고 비례하는 요청에 답하여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배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침해자나 다음의 자에 의해 제공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a)~(d) 생략
2. 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는 적절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a)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와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 보유자들과 대상도매인과 소매인의 성명과 주소(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roducers,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other previous holders of th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the intended wholesalers and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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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미국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범죄수사, 재판 등의 공익적 사유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즉 유튜브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등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를

유럽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상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침해구제권,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

영국

정권,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그 협력의 정도와 범위를 규정
함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여서도 안된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중국

제공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그리
3. 시사점

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IP주소는 필수적이다. 특히 본 사안에서 유튜브와 구글은 우편주소를 수
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획득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본질적

‘이름’에 불과하다. 지침 2004/48(Directive 2004/48)의 제8조 정보권은 저작권 집행을 위해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제한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온라인 환경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권리 충돌의 균형

보주체의 권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러

점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타

한 입법적 의도가 반영되어 우리 저작권법은 제103조의3에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이용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03조의3 제1항). 여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①성명,
②주소, ③해당 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참고자료
•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copyright-alphabet/youtube-not-obliged-to-inform-on-filmpirates-europes-top-court-says-idUSKBN24A1H7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f7486e7-e73e-4cdc-81af-0a0e65de8cbe
• https://intellectualpropertyplanet.wordpress.com/category/internet/

제44조의2).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 의할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의 문제는 별론으
로 하고 유튜브에 불법저작물이 업로드된 경우 저작권자는 유튜브에게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03 단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
사상의 고소를 위한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
03 우리법도 ‘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에 전자우편주소 또는 IP주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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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럽

이탈리아, 텔레그램에 저작권 위반 채널 폐쇄
요구 및 불응시 접속차단 경고를 하다

했다.02

미국

텔레그램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특히 높은 보안성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그램의 채팅창이나 채널03의 경우 저작물의 불법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초대·승인 등의 절차가 존재하고 통신비밀, 개인정보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유럽

수 있어 모니터링 등을 통한 단속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가
별 개별법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이
탈리아의 텔레그램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바, 본문에서는 사안

영국

을 자세히 다루고, 해외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중심으
글. 이혜영/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로 시사점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중국

2. 사건의 전개

가. 신문의 불법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이탈리아의 신문 발행인 연합회(FIEG)04에 따르면, 신문의 불법 유통에 특별히 사용되는 10

1. 들어가며
2. 사건의 전개
가. 신문의 불법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나. AGCOM의 대응과 규제의 한계
다. 검찰의 긴급명령

3. 시사점

기타

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샘플링한 결과, 약 580,000명의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
고 있었다고 한다. FIFG의 회장 안드리아 리페서 몬티(Andrea Riffeser Monti)는 “하루에 67
만 유로, 총 연간 손실이 약 2억5천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당국의 단호하고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AGCOM의 대응과 규제의 한계

1. 들어가며

FIEG는 자국내 통신규제기관인 AGCOM에, 회원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모든 복사본을
2020년 4월, 이탈리아 바리(Bari)시 검찰의 텔레그램(Telegram) 관련 긴급명령이 통신규제

기관인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01에 전달되었다. 검찰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거하거나 플랫폼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AGCOM은 2020. 4. 23.자 보도자료05를 통해, 텔레그램과 긴급 논의에 들어간 결과, 텔

텔레그램에 대하여 신문, 정기 간행물, 책의 불법 유통과 관련된 19개의 채널을 폐쇄시킬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AGCOM이 국내 통신사업자(ISP)를 통해 위 채널을
차단시키거나, 극단적으로는 텔레그램 전체를 이탈리아에서 접속차단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

02 https://torrentfreak.com/telegram-piracy-channels-face-blocking-as-italian-prosecutor-issues-emergency-order-200427/
03 채널은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제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텔레그램 서비스이다. 구독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메시지는 채널의 이
름으로 게시된다. https://www.telegram.org/faq_channels#q-what-39s-a-channel
04

01 이
 탈리아에서 통신, 텔레비전, 신문 및 우편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1997년 설립된 독립기관이며, 독립성과 자율성은 활동과 결의를 특
징 짓는 구성요소이다. https://www.agcom.it/che-cos-e-l-autor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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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램이 FIEG가 처음 보고한 8개 채널 중 7개를 플랫폼에서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려진 19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텔레그램이 협력하지 않는 경

AGCOM은 텔레그램 채널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의 심각성을 알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념

우, 지역 ISP로 하여금 채널 접속을 차단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탈리아의 전체지역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현지 관련 규

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차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규제에 한계가 있으며, 입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보

미국

유럽

3. 시사점

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GCOM은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해외서버를 통해 국내에 서비스할
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AGCOM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관할권 문제로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 등의 조치를

아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ISP)에 대하여 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취하기 어렵고, 국내 사업자인 ISP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불

명할 수밖에 없다.

법저작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만 가능하다고

② ISP는 불법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삭제할 수 없고 채널 또는 플랫폼 전체를 차단시킬 수밖에 없
06

하면서,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는데, 이 경우 현행규정을 준수하고 비례의 원칙 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FIEG의
요청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영국

중국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행 저작권법
08

③ AGCOM이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에 대하여 불법콘텐츠 삭제명령 등 직접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이탈리아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정조치를 통보

기타

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09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④ AGCOM은 신문을 불법 유통시킨 모든 사용자들을 기소하기 위하여 우편통신 경찰(Polizia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10에 따른 접속차단이 유일한 대응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postale)과 금융 경찰(Guardia di Finanza)도 참여시킬 것이다. 또한 주요 가상 앱 스토어인 구글

국내 이용자의 접속만 제한할 뿐 불법저작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플레이와 애플 스토어에도 텔레그램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다양한 우회접속방법이나 무력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
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국내 ISP가 불법저작물만 선별하여 차단하

다. 검찰의 긴급명령

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AGCOM이 규제의 한계를 밝힌 이후인, 2020년 4월 27일 바리시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금융
07

경찰(Guardia di Finanza)은 로마의 AGCOM 본사에 긴급명령을 전달하였다.

검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신문, 잡지, 책 등을

이러한 접속차단은 항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와의 충돌 등 법적인 이슈가 뒤
따른다. AGCOM이 텔레그램을 접속차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만 개의 파일로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와 함께 자금 세탁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안에서 AGCOM은 FIEG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정식 심의절차에 앞서 텔레그램과 긴밀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범죄

한 논의를 하였는데, 이는 규제기관과 사업자간 자율규제11 협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주거나, 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돕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금융경찰을 통해 텔레그램에 다양한 출판물의 저작권을 대량 침해하는 것으로

08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등.
09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연구」(2019), 4면.

06 비
 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07 https://bari.repubblica.it/cronaca/2020/04/27/news/copie_pirata_dei_quotidiani_procura_di_bari_sequestra_canali_telegram-25499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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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등.
11 일
 반적으로 자율규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자정노력으로서의 규제 활
동을 총칭한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민간 또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
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8), 13면.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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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OM이 텔레그램에 특정 채널의 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 역외적용* 규정의 신설이 주

작권법위반 사실을 알리면서 삭제해줄

로 논의되는데, 역외적용은 국가 관할 및 집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제 보편성

것을 요청하면, 텔레그램은 자체 검토를

및 이해관계인의 일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직은 국제적으로 이론

마친 후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는

적·실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17

미국

유럽

것이다. AGCOM은 이 과정에서 FIEG가
요청한 8개의 불법채널 중 7개의 채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는 앞서 지적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차
12

단의 문제점과 한계 를 보완한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해외사업
자간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율규제 협력의 예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들 수 있다.13 특히, 방통심의위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 중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영국

이탈리아의 정보통신·방송 주무 기관은 산업, 경제 및 정보통신 관련 정책 총괄 부처인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yiluppo Economico, MSE)’와 정보통신·방송 통합 독립 규제기관인 ‘통신규제위원회(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로, 이탈리아 방송에 대한 각종 정책과 규제를 나누어
맡고 있다. 경제개발부는 정책수립 및 입법 제안을 담당하고, 규제 및 집행은 통신규제위원회에서 담당한
다. AGCOM은 1997년 통신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TV, 통신, 언론을 규제하는 책
임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조직개편으로 규제 집행 부서를 중심으로 규제 업무를 전담하며, 전기통신, 미
디어 및 콘텐츠, 시장 분석, 소비자 보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하여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국제공조 점검단14을 통해 문
제가 된 133개의 단체 대화방에 대해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중에서 87개 대화방이 심의 전 신속하게 삭제되었고, 삭제되지 않은 나머지 46개 대화방에 대
해서는 긴급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결정을 하였다. 이후 텔레그램은 방통심의
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나머지 대화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삭제조치를 취하였는바, 결과적

중국

기타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역외적용이란 국내법을 역외의 행위, 자산, 사람 등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국내법이란 공법이나
공적 요소를 갖는 법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자국의 영역 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의 역외적용은 국가 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한 부분이다. 반면, 사법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
라 자연스럽게 타국 법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으로 문제가 된 대화방 모두 신속히 삭제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15
비록 저작권 침해 사안은 아니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어떤 경우보다도 신속하
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사안이었던 만큼, 해외 온라인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대응
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율규제 협력 모델은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16
그밖에 AGCOM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해외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CSSP)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OCSSP)는 주된 목적이 이
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량의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여기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YouTube, 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 온라인 콘
텐츠 공유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
폼․B2B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이용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OCSSP에 포함되지 않는바, Wikipedia, GitHub, eBay, 데이팅 사이트 등이 그 예이다.

12 불
 법콘텐츠를 직접 삭제하거나 전송중단을 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 우회접속이나 대체사이트 개설 등으로 규제회피가 비교적 쉬운 점, 사이트
전체 차단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게자료(2018), 52-54면
14 2 020. 1. 8. 방통심의위 내 신설된 국제공조 점검단은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목록을 해외사업자와 공유하여 사업자 스스로 ‘삭
제(또는 지역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요청 및 정책공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공조 점검단’
출범”, (보도일자: 2020. 1. 8.)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중점 심의”, (보도일자 :2020. 2. 21.)
16 보
 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자율규제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강
화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후(저작권법 제122조의5),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해외사업
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다면, 법적 규제가 아닌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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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
 히, 2019년 EU가 발표한 DSM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OCSSP)*라는 새로운 개
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불법저작물 제공에 대한 간접책임자에서 직접책임자로 규율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EU 회원국들은 2021년 6
월 7일까지 DSM 저작권지침에 따른 국내 입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입법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대한 체계
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전게자료(2019), 161-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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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럽

유로폴, 전문적 수사지원 및 14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성과를 이루다

1. 수사의 배경 및 경과

미국

2019년 스페인 경찰은 음악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유럽, 아시아 및
중동에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서비스가 스페인을 기반으로 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유럽

두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 정교한 기술적 지원 및 고객지원까지 제공하면서 서
비스를 관리하였는데, 2백만 이상의 구독자가 이러한 불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15백만 유로로 추산되었다. 수사는 위 서비스의 서버를 폐쇄하고, IP주소를 차단하

영국

며, 해당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와해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글. 신혜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로폴은 정보교환 및 금융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였는데,
압수 및 체포가 이루어진 작전일까지 유로폴은 Virtual Command Post02을 설치하여 실시간

중국

정보 교환과 수사를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국 수사기관 간의 공조를 지원하였다.
해당 작전에는 EU 회원국 및 비EU회원국이 협력하여,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수사기관이
1. 수사의 배경 및 경과
2. 유로폴의 조사 지원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3. 본 사건의 시사점

기타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다수의 수사기관의 공조는 유로폴과 유로저스트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작전일 당일인 2020. 6. 3., EU 전역의 수사기관에서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
색을 시행하였고 총 11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그 중 4명은 스페인, 1명은 독일, 3명은 스
웨덴, 3명은 덴마크에서 체포되었으며, 불법적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15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 때 해당 범죄 조직의 리더로 추정되는 자 또한 함께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동시다발적이고 다국적인 수사와 작전 수행에는 유로폴의 전문적인 수사지원이

2020. 6. 유로폴(Europol)에 따르면, 11명의 용의자가 유럽, 아시아, 중동에 4만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 TV채널,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불법 접근을 제공한 혐의로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체포되었다. 현금 및 암호 화폐, 자동차, 명품 시계 등 약 480만 유로 상당이
압수되었고 110만 유로의 11개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50개의 IP 주소 연결도 끊어졌다. 이는
유로폴(Europol) 및 유로저스트(Eurojust)01를 비롯한 14개 국가 수사기관 공조의 성과로 평
가된다.

01 유
 로저스트는 EU회원국의 사법협력 기관으로서 공식명칭은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이고, 2009. 6. 4. 권한이 확대되었음. 이
조직은 회원국의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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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irtual Command Post는 유로폴과 여러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서 유로폴이 초기에 설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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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유럽사이버범죄 센터(European Cybercrime Centre – EC3)’ 및 ‘유럽금융경

기술적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05

미국

제범죄 센터’(European Financial and Economic Crime Centre -EFECC)로 이어지는 축적

한편, 비교적 근래인 2020년 출범한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설 조직인 ‘유럽금융

된 전문 수사지원 노하우의 결과이자, ‘유럽금융경제범죄 센터’ 내 유럽지식재산청(EUIPO)가

경제범죄센터’는 크게 1) EU 내 금융정보의 이용을 향상시키고, 2) 사기·돈세탁·부패 및 지식

지식재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원해 온 ‘지식재산범죄 협력 연합’(Intellectual

재산 침해 범죄 및 화폐(유로화)위조범죄에 대한 범죄 정보, 위협 및 트렌드의 보고(寶庫)로 기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 IPC3)과 같은 다층적 조직을 운영해 온 이력 및

능하며, 3) 회원국의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금융조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며,

공조 체계에 터잡은 것이었다.

4)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5) 금융경제 전문 조직의 중
심으로서 교육 및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06

2. 유로폴의 조사 지원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유럽

영국

바로 이 스페인에 기반을 둔 불법 IPTV 업체에 대한 체포, 압수 및 중단은 새로이 출범한 ‘유
럽금융경제범죄센터’의 시너지가 발휘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유로폴 내 유럽지식재

- 유로폴 조직의 발전 및 다분화

산청이 공동지원하는 IPC3 또한 이 수사를 지원하였다.07

중국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03 발효로 유럽연합이 출범한 이후 2002년 유로화가 통용되는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규범체계상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각 국가별 사법 관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
고, 화폐가 유로화로 통일된 이후 범죄에 사용되는 화폐 또한 경계가 없어졌으며, 기술의 발달
로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다른 심각한 범죄(가령 돈세탁, 문서위조, 사이버범죄, 사기, 마약 제
조 및 밀매, 테러 등)와 병행하여 또는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범
죄는 조직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자행되기도 하였다.04
유럽 국가들은 이와 같은 범죄에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로폴 내 여러
조직을 운영해왔고 대표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설립된 ‘유럽사이버범
죄 센터’부터 2020년 신설된 유럽금융경제범죄 센터’에 이르기까지 전문 조직을 운영해왔다.
우선 2013년 설립된 ‘유럽사이버범죄 센터’는 회원국의 수사기관이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에
대응을 함에 있어 기술적, 수사 기법상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아, 주로 1) 범죄 정보의 중앙 허브로 기능하고, 2) 전문성을 토대로 회원국의 임무 및 수
사를 지원하며, 3) 사이버범죄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전략을 제공하고, 4)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 유로저스트와의 공조
유로폴 외에도 EU 체제 내의 사법적 공조 조직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직범죄

기타

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유로저스트 조직이 2002년 본격적으로 구
축되었다. 그 이후 2005년 리스본 조약 제85조는 유로저스트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영향을 주
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기관 간
의 공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자리
잡도록 그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유로
저스트는 2010. 1. 1.자로 발효된 유로폴과
의 협약(Agreement between Eurojust and
Europol)에 따라, 유로폴과 구체적 사건에 있
어 공조하였는데 유로폴이 수사 기술적인 지
원을 제공하면, 유로저스트는 각 국가별 공동
수사팀에서의 사건 유지, 법적 검토 및 지원, 기소 전략 등을 공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다.
관련하여 유로저스트는, 이탈리아 검찰이 주도하는 사건을 지원하여 2019년 불가리아, 독
일, 그리스,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법기관 내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불법 유료TV 컨텐츠를 제

30

03 이
 른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마스트리히트에서 1992. 2. 7. 체결되어 1993. 11. 1. 발효되었는데 이 것으로 유럽공동
체(EC)에서 체제에서 유럽연합(EU)이 출범하였고, 유럽공동체가 정치 및 통화 연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음(2020. 6.자 ‘EU 개황정보’, 외
교간행물, 16면).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61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2020. 9. 20. 최종방문).

05 https://www.europol.europa.eu/about-europol/european-cybercrime-centre-ec3 (최종 방문: 2020. 9. 17.)

04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 Focus on Poly-Criminality” (Joint report: EUROPOL – EUIPO, 2020) 참조

07 https://www.europol.europa.eu/newsroom/news/illegal-streaming-service-over-2-million-subscribers-worldwide-switched (최종 방문: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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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ttps://www.europol.europa.eu/about-europol/european-financial-and-economic-crime-centre-efecc (최종 방문: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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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독일에서는 200개 이상의 서버를 폐쇄하였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서는 150개 이상의 범죄목적의 PayPal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총 22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
다. 적법하게 유료TV 컨텐츠를 제공하던 업체들의 사업을 위협하던 해당 범죄조직이 야기한
손해는 650만 유로로 추산된다. 이들 조직은 2015년경부터 Sky Italy, Mediaset premium,
Netflix, Dazn 및 Infinity와 같은 회원국 및 비EU회원국의 유료시청제(pay-per-view)와 유

06
유럽

EU 집행위원회,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 감소를 보고하다

미국

유럽

사한 서비스를 재전송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들은 정교한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원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보안을 무력화시키고 불법 IPTV를 전송하기

영국

위하여 여러 재전송 기지국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기, 사이버범죄
및 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08

글. 김창화/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SJD)
중국

3. 본 사건의 시사점

이른바 사이버 국제범죄는 범죄에 관한 인적·물적 증거가 국가 간 분산되어 있는 특성이 있
고, 특히 최근의 사이버 범죄는 여러 보안체계 내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국가 간 기
술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인적인 면에서나 조직화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에 비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고, 무엇보다 국가 간 관할 문제가 있다.09 이러한 이슈
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유로폴 및 유로저스트의 각국의 관할
을 존중하면서도 수사와 증거확보에 공조하는 시스템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은, 음악, 영상물, 웹툰 등에 대한

기타

1. 배경
2. 주요 내용
1) MOU의 효과에 대한 서명인들의 전체적 평가
2) MOU 영향 평가를 위한 대상과 방법
3) MOU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영향
4) 후속 연구와 전망

3. 시사점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물의 유통마저 조장하고 있으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정
도 외의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유로폴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1. 배경

적어도 IT강국인 동북아시아권역의 국가들 간의 실시간 수사정보 공유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서버를 폐쇄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부분의 지식재산 침해 웹사이트와 앱들(이하 ‘해적 사이트’)은 수익원으로서 광고라는 비

흩어진 그 범죄조직을 와해하는 등의 원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화폐

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여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해적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나 제도적 경계가 허물어진 유럽에 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IT강국으로 거듭나는 동북

광고들을 선택하였고, 상당수의 광고 대행사들이 해적 사이트에서의 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적 자원과 적극적인 의지로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및 특히 지식재산침해

였다. 201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의 만남을 준비하였고, 해적

를 수반하는 조직범죄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의 기본 원칙들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18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자, 광고 관련자 그리고 기술 제공자들 등 이해관

08 위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 Focus on Poly-Criminality” (Joint report: EUROPOL – EUIPO, 2020), 70-72면.
09 신재헌·김상운, 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동북아 사이버 범죄센터 설립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2014)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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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들에게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MOU*(이하, ‘MOU’라 한다)”에 서명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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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OU는 광고에 대한 조치들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올해 2020년 8월

미국

01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유럽

1) MOU의 효과에 대한 서명인들의 전체적 평가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MOU에 서명한 자들(이하 ‘서명인들’)은 MOU가 해적 사

영국

이트들에서의 광고량을 감소시켜 그들의 수익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MOU가 긍정적인 효과
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서명인들은 MOU가 EU 브랜드들이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하였다. 또한 MOU는 서명

중국

인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거나, 위험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입장을 개선할 수 있게도 하며,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과 도구의 사용뿐만 아니라

당하는 1백8십만 개, 불법적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광고는 29%에 해당하는 7십2만5천 개였다.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도 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덧붙였다.

MOU에 서명하지 않은 자의 브랜드와 서명인들의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안전 기준이나 자기

서명인들은 이와 같은 MOU의 역할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도 MOU에 서명할 것을 추

규제 전략이 존재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간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천하였으며, MOU 내용은 목적에 부합하여 현재로서는 어떠한 개선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본 연구의 데이터는 MOU의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 유사한 기간에 정리된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데이터로 보완되었다.

2) MOU 영향 평가를 위한 대상과 방법

3) MOU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영향

EU 집행위원회는 본 연구가 MOU 전후 해적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광고 상황을 정량화하도

보고서는 MOU 체결 이후 해적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데

록 요구하였으나, MOU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EU 각국에서의 영향에

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에 대한 영향은 분명하게 관측된다고 하

대한 정도와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만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는 같은 시기에 EU와 미

였다.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영향으로서 MOU 체결 이후 해적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횟수당 광

국의 상황을 비교하였으며, MOU 서명 전후의 동일한 웹사이트 집합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되

고의 평균적인 수가 12% 감소하였고, 비교 데이터 세트도 2.02에서 1.77로 감소하였다고 한

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9년 6개월 동안에 19개의 EU 국가들 및 미국의 7,627개 웹사이트

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도 존재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광고 비율이 38%에서

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웹사이트들은 EU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발견된 불법적 웹

52%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였다는 점도

사이트와 상당한 합법적인 이용이 없이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고위험의 웹사

공개하였다. 특히, 유명 브랜드는 도박, 예술과 오락, 기술과 컴퓨팅, 비즈니스, 쇼핑 5개 분야

이트를 포함하였고, 수집된 2백5십만 광고 중 고위험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광고는 71%에 해

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쇼핑에 대한 주요 브랜드 광고가 18%에서 27%로

기타

증가하였고, 도박 광고에 대한 주요 브랜드 광고 비율은 62%에서 5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01 E
 U Commission,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online advertis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torrentfreak.
com/images/ST_10190_2020_INI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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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EU 소속 광고 중개인들을 통하여 해적 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의 수도 28%에서 22%로

있는 것은 해적 사이트에서 광고를 감소시켜 그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EU 집행위원회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보고서는 EU에서 해적 사이트와 관련된 광고 중개인들의 대

주도했던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도 이러한 방안의 하나였다. MOU가 해적

다수가 EU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해적 사이트에서의 광
고를 감소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해적 사이트에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

유럽

할 수 있을 것이다.

4) 후속 연구와 전망
보고서는 후속 조치로서 시간이 지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적 사이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광고의 문제를

그리고 해적 사이트의 광고 수익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연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해적 사이트의 문제를 광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몇몇 유

하여 두 번째 연구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현황을 정량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적 사이트 소유

의해야 할 문제도 있어 보인다. 먼저,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광고자 등에게 법적

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추정값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MOU가 효율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의 문제를 EU 집행위원회의 MOU처럼 이해관계

해적 사이트를 대처하는 방안

인 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강제적인 것이 된다면 법적 의무

이기도 하지만, 역효과를 가져

부여의 근거로서 책임의 소재 문제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제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이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앞의 EU 집행위원회의 보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합법적

고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적 사이트, 고위험 사이트, 합법 사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인 광고 회사와 브랜드들이 해

이러한 구별이 쉽지 않음에도 광고를 무분별하게 금지한다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

적 사이트를 피할 때, 수상쩍

어 사이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법

은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받

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영국

중국

기타

은 광고의 비율들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나쁘고 해로
운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전체적인 미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 미
디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더 많이 참가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3. 시사점

EUIPO와 EC의 “온라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MOU”
2018년 6월 2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블록체인 활용 경진대회인 Blockathon을 벨기에 브뤼셀에
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를 통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였다. Blockathon은 EUIPO가 유럽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최한 경진대회로,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이 지닌 잠재성을 현실로 구현하고 위조 상품에 관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경진대회다. 동 경진대회 폐막식에서 양 기관은 ‘온라
인 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는 온라인 광고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
이트의 주요수입원이며, 온라인 광고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혼합된 형태로 여러 이슈를 제기하는바, 웹사
이트에서 광고 배치 면적을 축소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조 상품의 유통을 확대하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의 상업적 규모를 축소하여 온라인 광고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소비는 저작권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그 방법 중 가장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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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유럽

프랑스 HADOPI, 불법복제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와 전망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1년의 기록들을 정리한 연례보고서(Rapport d’ac03

미국

04

tivité 2019)를 발표하였다. HADOPI는 2021년으로 예정된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 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05
유럽

2. 2019 연례보고서 발표내용

HADOPI는 프랑스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

영국

던 인터넷 접속 차단에 관한 논란06 이후 ‘점진적
대응(la réponse graduée)’ 절차07를 실행하며

글. 김태희/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불민사법학회 간사

10년 동안 저작권 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중국

다해왔다. 연례 보고서에서는 HADOPI의 이러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음을 알리며, 과
거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1. 배경

기타

가져왔음을 기술하고 있다.

2. 2019 연례보고서 발표내용
1) 수치로 보는 조사 결과
2) 활동의 결산
3)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에 대한 추가 의견

3. 평가와 전망

1) 수치로 보는 조사 결과
2019년, 4,050만 명으로 추정되는 15세 이상의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의 81%가 1개 이상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소비했으며, 이 중 6,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주에 평
균 33개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소비했다고 하였다.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 문화 콘텐츠에

1. 배경

소비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은 1주에 평균 8시간 28분(1일 평균 1시간 13분)으로 이는 총 인터
넷 이용시간이 1일 평균 1시간 37분임을 감안하면, 총 인터넷 이용시간의 75%를 온라인 문화

2009년 9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인터넷 상의 창작물 배포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
(HADOPI 법)01’이 같은 해 1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하였고, 이 법률을 집행하는 독립적인

03 https://www.hadopi.fr/actualites/rapport-dactivite-2019

행정기관으로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DOPI)’이 설립되었

05 두
 기관의 통합으로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 (ARCOM,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창설된다.

다.02 HADOPI는 창설 이후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방지기관으로 불법복제 규제분야

06 ‘삼진아웃제’라고도 불리는 이 조치는 HADOPI 내의 권리보호위원회가 불법 복제 이용 행위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고, 다시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우편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정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인터넷 접속 차단이 인권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혔으며, 헌법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접속
차단 결정이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후 해당 법안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넷 접속 차단이 결정되고, 행정기관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법원
에 제소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다시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존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에서 눈에 띄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HADOPI는 이러한 시도들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공식 홈
01 Loi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02 정
 식명칭은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으로,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3편 제1장 제3절(제L.331-12조~제L.331-37조)에서 HADOPI의 권한과 조직 구성 및 임무를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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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07 P
 2P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이용자에게 2개월 내 권고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6개월 내 다시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메일과
공식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러한 두 번째 권고 이후 12개월 내에 반복적인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중과실’ 위반의 사실과 함께 법원에 제소 가능성이
있음을 적시한 공식문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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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소비하는데 할애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의 28%는 1회 이상 불법적인 온라인

고서에는 현재의 기술력이 콘텐츠 식별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며, 과잉차단

문화 콘텐츠의 소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24%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

(surblocage)이나 오탐지(faux positif)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권리침해 사례와 합법적인

으며, 이에 월 평균 20유로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용의 사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2010년 점진적인 대응절차를 실시한 이후 불법복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이메일이 약

미국

유럽

1,300만 건 발송되었는데 이 중 70%가 1차 경고에 그쳤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절차가 실행된

3)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83만 건의 경고가 발송되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는 1차 경고 619,687

HADOPI의 합의부(Collège)는 새로운 디지털 불법복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디지털 시대

건, 2차 경고 208,104건, 3차 경고 4,210건이다. 이 중 HADOPI의 판단에 따라 심각성을 가

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14’에 그동안의 조사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다고 보여지는 1,750건은 최대 1,500유로의 벌금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법

한 보완과 제안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기관에 전달된다. 또한 2019년, 권리보유자들이 불법복제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HADOPI에 접수한 사건은 900만 건이며, 이는 2018년에 1,400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중국

08

감소된 수치이다. HADOPI는 이러한 추세가 인터넷 상의 문화 콘텐츠 소비방식의 변화 와 콘

PAY

텐츠의 합법적인 공급09이 증가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기타

2) 활동의 결산
HADOPI는 한 해 동안 디지털 이용행위, 불법복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신기술들을 분석
한 총 8건10의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초등(primaire)과 중등(collège) 학생을 대상으
로 만들어진 교육 모듈11을 배포하여 총 9,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창작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HADOPI는 문학·예술 저작권고등위원회12, 국립영화센
터13와 함께 디지털 지문(empreintes numériques), 워터마킹(tatouage numérique), 해싱
(hachage) 기술들을 이용한 콘텐츠 식별 수단을 조사하고, 이러한 기술들로 콘텐츠 공유 플랫

- 2021년 1분기로 예정된 HADOPI와 CSA의 통합에 관련하여, 기관의 해산 조항 발효 이전

폼에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식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보

에 HADOPI의 의장을 포함한 합의부 구성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통합 이전에 이루어져

08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적인 소비형태가 P2P 다운로드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IPTV서비스 (easybox 등)로 전환되고 있다.
09 대표적으로 Netflix, Deezer, Spotify 등이 있다.
10 8 건의 연구라는 언급 외에 제목이나 자세한 내용은 HADOPI 연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HADOPI 홈페이지에서 찾은 연구목록은 다음과 같다. https://
www.hadopi.fr/ressources/etudes : L’écosystème illicite de biens culturels dématérialisés (비물질화된 문화자산의 불법 생태계에 대한 연구), Etude - Les
pratiques culturelles en ligne des 8-14 ans (8세~14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문화적 습관에 대한 연구), La consommation illicite de programmes TV en
direct (라이브 TV 방송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소비에 대한 연구), Assistants vocaux et enceintes connectées, l’impact de la voix sur l’offre et les usages culturels
et médias (음성 어시스턴트 및 스마트 스피커, 음성이 문화 및 미디어 제공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Volume de consommation des biens et services
culturels dématérialisés (비물질화된 문화 서비스 및 자산 소비량에 대한 연구), Accès illicite à des contenus culturels via les réseaux sociaux (SNS를 통한 문화
적 콘텐츠에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 LA DIFFUSION DU SPORT SUR INTERNET : UN MARCHE ET DES USAGES EN DÉVELOPPEMENT (인터넷상의 스포
츠 관련 방송 : 발전하는 시장과 이용행위에 대한 연구), Le référencement de l’offre légale sur les moteurs de recherche (웹 검색엔진상 합법적 제공 사이트의
등록에 관한 연구)

야 할 업무의 공백이 생겨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구성원의 업무 지속이 제도에 관한 정보교
환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통합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임기와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온라인 콘텐츠 복제방지라는 목표의 계속된 성과를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조
정이 필요함. 점진적 대응 절차와 관련하여 교육적 경고에서 제도의 억제적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경우 중과실 위반의 단계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경찰법원에의 직접소환(citation di-

11 이는 수업시간에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창작자의 입장에서 해당 주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다.
12 Conseil supérieur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13 le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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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한국저작권보호원

41

recte) 및 형사화해(transaction pénale)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의 도입을 규정에 추가

감소세에 있던 시청각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격리 기간 동안 중단된 스포

하고, 공공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인터넷 저작물 이용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츠 경기의 스트리밍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불법 복제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경기

로 정할 것을 제안함.

가 재개된 8월 이후에는 불법 스트리밍의 수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HADOPI 사무총장 Pauline Blassel는 Covid 19로 인하여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서 1년의 시간이 후퇴하게 되었다고

3. 평가와 전망

미국

유럽

밝혔다. 물론, 가정에서 시청각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 플랫폼의 가입
자도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불법 복제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

현재까지 HADOPI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8,200만 유로와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에게 징수
한 벌금 87,000유로는 1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약 942유로의 공공기금을 지불하였다

나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가정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합법적 콘텐츠 플랫폼의 이

영국

용자가 불법 이용의 형태로 이탈하게 되어 불법 복제의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는 결과로 환산되고, 이를 통해 HADOPI의 불법복제대응이 가지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한편,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DSM 지침)18의 이행을 위한 ‘디지털 시

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점진적인 대응절차에 따른 불법복제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대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은 시청각 저작물과 디지털 통신으로 분

제도가 성숙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한다.

리되어 있던 불법복제 방지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일원화하고,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

다만, HADOPI의 규제 대상이 P2P 상의 불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주소 변환 기술

유뿐만이 아닌 스트리밍과 직접 다운로드를 통한 불법이용에도 규제범위를 확장시키는 변화

(NAT)15에 따른 IP 주소의 공유로 규제 실행에 어려움이라는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변화하는

를 가져온다. 현재 본 법안은 Covid 19 위기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한 법률안에 밀려 그 일정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범위 및 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중단되었으나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관

또한, ENSAE16 경제학 교수 Christophe Bellégo의 연구에 따르면, HADOPI 법 시행 이후

한 DSM 지침 제17조 등과 같은 긴급한 사안들을 오르도낭스(Ordonnance)19로 처리하여 신

미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9%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법 복제 방지법이 전체적인 영화 수익을

속한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신임 문화부 장관 Roselyne Bachelot는 국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따라 소비 습관을 변

비상사태가 연장되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을 2021년 입법 어젠다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성명을

화시켜 영화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 영화의 불법복제물은 극장 상영 기

발표하였다.20, 21

중국

기타

간 동안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미국 영화를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소비하고 극장에서 프랑스 자국 내 영화를 합법적으로 소
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의 결과는 프랑스 국내 영화 제작과 문화 다양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17
2020년 1분기부터 시작된 Covid 19의 범국가적 유행으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프랑
스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역에 봉쇄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18 Directive sur le droit d’auteur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15 인
 터넷 서비스 제공자(FAI, Fournisseur d’Accès à Internet)가 IPv4 주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접속
자가 하나의 IP를 공유할 수 있다.
16 École nationale de la statistique et de l’administration économique Paris
17 https://pubsonline.informs.org/doi/abs/10.1287/isre.20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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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
 르도낭스는 프랑스 헌법 제38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입법 법제로, 법률 제정이 긴급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으로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https://www.nextinpact.com/article/44282/telecharger-nouvelle-proposition-loi-pour-fusionner-hadopi-et-csa
21 https://www.rudebaguette.com/2020/11/piratage-audiovisue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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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영국 지역 경찰, 수천 명의 불법 TV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례 없는 개별 경고장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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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영국 스트림 리핑 사이트 이용, 3년 동안 1,390% 증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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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고장 송부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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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희경/홍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

기타

1. 사건의 배경
2. 경찰의 강력한 경고
3. 사건의 시사점

1. 사건의 배경

올해 6월 말 영국 중부 지역의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의 사이버중대범죄수사팀은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24세 남성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불법서비스로 추정
되는 GE(Global Entertainment) Hosting 서비스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자의
개별 화면에 경고메세지가 표시되었던 것이다. 만약 정지된 서비스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접속
하려 시도하면 가입자의 스크린에는 스트리밍 컨텐츠 대신 “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노포
크와 서포크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라는 경고문이 떴다. 경고문은 이어서 “불법스트리밍을
시청하는 것은 범죄이다. 당신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기록되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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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법 매체 스트리밍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라는 내용으로 개별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우리는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일원이 이 불법서비스를 구독한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미국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이상 경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01

의 화면에 게시되었다.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경고문이 범죄 처벌을 배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 경고문이
02

이미 당신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향후 형사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다.

유럽

2020년 9월 16일 날짜로 송부된 편지는 “불법 미디어 스트리밍”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불
법행위의 심각성과 불법스트리밍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영국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것은 불법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불법스트리밍서비스 ‘소비자
들’까지도 경찰의 감시망에 올라와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

중국

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특히 경고문은 불법스트리밍서비스의 구독자들이 단순히 저작권법 침
불법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화면에 게시된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의 경고문

해가 아닌 더 중대한 사기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03 이는 저작권
법 침해로 이 서비스의 소비자들을 경고할 수도 있지만 사기는 일반 대중에게 더 심각하고 중

그 이후 올해 9월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은 수 천 명에 달하는 관련 불법스트리밍 서비스 가
입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경찰이 그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을 송부하였다.

기타

대한 범죄로 다가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E Hosting의 불법스트리밍서비스는 이미 폐쇄되었지만, 경찰은 이 서비스를 구독했던 사
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04
경찰이 불법스트리밍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러한 경고문을 발송한 것은 매우

2. 경찰의 강력한 경고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불법스트리밍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식스트리밍서비스보
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온갖 프리미엄 스트리밍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경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질서를 해치고 합법적 서비스 제공자와 구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불법스트리밍서비스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

이 서신은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 사이버중대조직범죄과가 당신의 가정이 GE Hosting이라는 인터넷서비

라고 착각하거나, 가정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포착되지 않으리라 믿었다면 경찰

스제공자를 통해 불법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문이다.

의 이번 경고문은 그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GE Hosting은 이러한 불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대범죄법(Serious Crimes Act), 범죄수익법(Pro-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경고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Piracy Monitor(해적행위 감시)*와

ceeds of Crimes Act)과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FACT(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라는 저작권 홍보 및 교육 기관은 일단 이러한

이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심각한 범죄이다.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반기면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스트리밍서비스가 불법서비스

GE Hosting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 또한 사기법(Fraud Act) 제11조를
위법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이는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는다.

02 https://www.edp24.co.uk/news/crime/norfolk-suffolk-police-to-send-warning-letters-to-illegal-streamers-1-6843524(최종방문 2020.11.10.)
03 https://fullsync.co.uk/police-send-out-warning-to-users-of-iptv/ (최종방문 2020.11.10.)

01 https://smenews.org/police-send-warning-letters-to-pirate-iptv-customers-citing-fraud-act/ (최종방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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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을 경우 5천파운드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08 저작권법에는 별도의 징역형

미국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찰이 소비자에게 이런 경우 사기법(Fraud Act)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문에 포함한 것은 불법스트리밍서비스 접속이 단순히 가벼운 ‘침해’행위가 아
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유럽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스트리밍서비스가 저렴한 구독료에 실시간 축구경기와 함께 수많
은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유혹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
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프리미어리그 축

영국

구 스트리밍서비스 구독료의 몇 분에 일밖에 안되는 가격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른 컨텐츠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불법스트리밍서비스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반적 합리적인 소
비자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서비스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 그 행위 자
라는 것을 모르고 구독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
05

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예방교육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체가 범죄에 해당되며 그들이 지불하는 구독료는 범죄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6월달에 체포된 24세 남성은 정식TV서비스제공자들에게 약 2백만파운드(약 3억원) 가

기타

06

량의 피해를 끼쳤으며 12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 영국 경찰이 불
법스트리밍서비스 제공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는 행보의 일부로서
이 외 불법스트리밍서비스 구독장치를 판매한 범죄자들에게 2년의 징역형 선고된 사건들도 다
07

수 있다.

3. 사건의 시사점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업적 목적이나 대규
모로 일어나는 침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소비자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
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경찰이 불법스트리밍서비스 개인 소비자에게 경고문
까지 보낸 것은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조치
로 평가된다. 소비자로서 프로그램 시청료를 내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영국, Piracy Monitor
Piracy Monitor는 불법복제 및 불법복제 방지 솔루션으로 인한 위험을 기술 범주로 식별하는 시장 정보 서
비스이다. Piricay Monitor는 라이브 및 실시간 주문형 프로그램, 영화, 유료 TV 서비스, 광고 및 불법복제가
소비자, 권리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영상(video) 불법복제
에 관한 뉴스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영상 제공 업체, 해당 기술 공급 업체 및 기타 전문가를 위한 업
계 마케팅 지원 제공 역할을 하여 불법 복제에 취약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
는데 도움을 준다.

영국, FACT(Federation Against Copyright)
영국의 FACT는 1983년 영화 및 TV 산업의 콘텐츠, 제품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사
이버 범죄, 사기 및 기타 지식재산 범죄를 조사하며, 범죄자를 기소해왔다. 동 기관은 범죄에 대한 보호,
예방, 탐지, 억제, 중단 및 해체에 있어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상업적 목적을
지원하고, 조직의 명성과 수익을 보호한다. 이러한 FACT의 정보수집 활동은 정부, 법 집행 기관 및 민간
조직의 요구를 충족해준다. 그 중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업 수익과 소비자 신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온라
인 침해 및 위조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 범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05 h
 ttps://piracymonitor.org/uk-law-enforcement-issues-individual-warnings-to-consumers-of-illegal-streaming/ (최종방문 2020.11.10.); https://www.factuk.org.uk/thousands-of-subscribers-to-illegal-streaming-service-warned-by-police/ (최종방문 2020.11.10.)
06 https://www.suffolk.police.uk/news/latest-news/01-07-2020/hollesley-arrest-over-suspected-illegal-streaming-operation(최종방문 2020.11.10.)
07 https://www.chroniclelive.co.uk/news/north-east-news/thousands-kodi-iptv-users-sent-18943275(최종방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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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영국

영국 스트림 리핑 사이트 이용,
3년 동안 1,390% 증가하다

1. <스트림 리핑: 3년간 영국 음악 불법복제 환경에서의 역할> 보고서 발표

미국

영국 음악저작권관리단체(PRS for Music, 이하 ‘PRS’)의 의뢰로 온라인 저작권 모니터링 회
사인 Incopro는 <스트림 리핑: 3년간 영국 음악 불법복제 환경에서의 역할> 보고서를 제작하

유럽

였다.01 보고서는 2016. 10.부터 2019. 10.까지 3년간의 스트림 리핑 경향을 분석하고, 2016
년에 발표한 초기 보고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영국

보고서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다음의 5개로 분류한다.
글. 황예영/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중국

①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앱’은 앱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
②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는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
③ ‘스트림 리핑 사이트’는 이용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의 URL이나 링크를 스트림 리핑
사이트에 입력하여 콘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
④ ‘스트림 리핑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의 확장을 통해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02
1. <스트림 리핑: 3년간 영국 음악 불법복제 환경에서의 역할> 보고서 발표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타

⑤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변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영국의 주요 불법복제 위협: 스트림 리핑, IPTV, 암호화폐
4. 시사점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은 간단한 파일 복제 방법이다.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콘텐츠

보고서 1부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가 전체 음악 불법복제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다

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즉,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게

루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전용 불법복제 사이트 50개 중에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2016

시된 콘텐츠를 이용자가 허락 없이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나중에도 저

년 보고서에 비해 19개나 늘어나 22개가 되었다. 이러한 22개의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스트

장된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복제 방법이다.

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3개)와 스트림 리핑 사이트(19개)로 구성된다. 최근의 보고서와 달리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영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

2016년에는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가 스트림 리핑 사이트보다 조금 더 많았다.

면,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불법복제 사이트 50개의 이용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01 < Stream-ripping: Its role in the UK music piracy landscape three years on>, September 2020(https://www.prsformusic.com/-/media/files/prs-for-music/
research/full-stream-ripping-research-report-2020.pdf)
02 예
 를 들어, 유튜브 동영상을 음악 파일로 다운 받는 경우 스트림 리핑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웹브라우저의 유튜브 동영상 페이지에 다운로드 버튼이 추가되고 이
버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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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음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복제 사이트 중 가장 많은 이용량을 기

이용자들은 이 방법으로 콘텐츠를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미국

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전용 사이트 50개의 이용량 중 80.2%를 차지하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주된 전송 방법은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제3의 보관 서비스에

것이고, 2016년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이다. 단 1개의 스트림 리핑 사이트(y2mate.com)가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통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기기에 직접 다

스트림 리핑 이용량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는 50개의 음악 전용 불법복

운로드하는 방법인 DDLs(direct download links)이다.

유럽

제 사이트 이용량의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전용 사이트 50개에서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하위 유형별 누적 이용량
을 분석해보면, 스트림 리핑 사이트가 98.7%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위인 스트림

영국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는 1.3%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보고서에서보다 10.5% 감소한 수치
이다.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가 감소한 것은 이 유형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이용량만을 놓고 보면,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가장 인기

중국

있는 음악 전용 사이트 50개 중 98.7%를 차지하고 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이용량은 2016. 10.부터 2019. 10.까지 3년 동안 1,390% 증가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2017년 1분기에 급증하면서 다른 유형의 사이트들을 넘어섰고, 2018

기타

년 중반까지 비슷한 이용량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상승한다. 그 후 2019년에 또 다시 급증하
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인 y2mate.com의 출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y2mate.com은 2019. 10.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이며, 2위 사이트에
비해 5배 이상의 이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보고서는 그 당시 가장 이용량이 많은 불법
복제 스트림 리핑 사이트로 youtube-mp3.org를 지목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지리적 차단) 이용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이 사이트는 사라
지게 되었다.

보고서 3부는 이용자들이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접하는 경로와 이 서비스에 남용되는 합법

보고서 2부에서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기술 인프라와 기능을 밝히기 위해, 현재 영국에서

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수익모델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 10개03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 보고서에서는

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검색 엔진을 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 10개 중 5개만이 ‘스트림 리핑 사이트’였다면, 현재는 10

장 많이 이용된 검색어는 “youtube to mp3”였다. 이 검색어는 2016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개 전부가 ‘스트림 리핑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주된 복제 방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였다.

법은, 링크를 파일로 변환하는 것, 즉 스트림 리핑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제외하고, 광고는 여전히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주요 자

선택한 링크를 웹사이트에 붙여 넣으면, 링크(콘텐츠)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된다.

금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00개 중 49개의 스트림 리핑 서비스가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
으로 조사됐다. 광고 유형으로는 일반/기타 광고 링크가 가장 많았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에

03 y 2mate.com, mpgun.com, flvto.biz, clipconverter.cc, youtubemp3.today, 2conv.com, freeonlineconverter.net, mp3fy.com, convertisseur-youtube-mp3.net,
listentoyoutube.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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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영국의 주요 불법복제 위협: 스트림 리핑, IPTV, 암호화폐

미국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 사이트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스
트림 리핑 다운로드 앱은 앱 내에서 결제하는 업그레이드 옵션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

영국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최신 IP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다. 소수의 스트림 리핑 사이트만이 유료 멤버십을 시행하는데, 이 멤버십은 광고 제거, 복수의

2019/2020)에서도 스트림 리핑을 IPTV, 암호화폐와 함께 불법복제의 주요 문제로 보고 있

파일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한다. 소수의 스트림 리핑 서비스만이 기부를 자금원으로 하는

다.05 앞서 살펴본 PRS의 보고서와 같이, PRS는 스트림 리핑 사이트를 최우선으로 단속해야

데, 그 중 일부는 암호화폐로 기부 받고 있었다.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앱과 플러그인은 광고보

하는 불법복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스트림 리핑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스트림 리핑 앱과

다는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설치되는 번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을

플러그인에 대한 PRS의 단속 노력 또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저작권 침해

때 패키지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방지 연합(the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이하 ‘FACT’)은 IPTV 불법복제 신고 건

스트림 리핑에 남용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서, 유튜브는 2016년 보고서 이래로 스

수가 2014년 3건에서 2019년 6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경찰청 지식재산

트림 리핑에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다. 유튜브가 많이 이용된다는

전담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이하 ‘PIPCU’)는 5G가 전국적으로 보급되

것은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가 오디오 파일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IPTV 문제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저작

스트림 리핑 서비스 100개 중 70개 이상은 유튜브만을 단독으로 스트림 리핑 대상으로 하였
다. 스포티파이(Spotify)는 2016년 보고서에서 2위였던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를 제

유럽

영국

중국

권 침해자의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PIPCU는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이 되는 경우 암
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더욱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타

치고 2위를 차지했다. 100개 중 4개 서비스만이 스포티파이를 단독 콘텐츠 공급원으로 이용했
다. 16개 서비스는 여러 개의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 중 7개는 사운드클라

4. 시사점

우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 중 일부가 유튜브 외의 다른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많은 음악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악인들의 수입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Tidal, Deezer, Amazon Music을 스트림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연이라고 한다. 공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거의 사라진

리핑하는 서비스도 발견되었다.

마당에, 음원 수익마저 줄어드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공연 수입이 감소한 현 상황

한편, 조사된 사이트의 절반 이상(32/60)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32개 사이트
중 25개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이하 ‘CDN’)04로 유명한 클라

에서 음악인들이 자신의 음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권리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우드플레어(CloudFlare)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와 동일

영국 PRS에 따르면, PRS 회원의 수입 중 스트리밍 로열티가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스트

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CDN은 여러 서버 호스트에 분산되어 있다. 이 기능은 호스팅 비용을

리밍 로열티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스트림 리핑의 높은 인기는 회원들이 적법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법 웹사이트들의 호

한 서비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06

스팅 위치를 은폐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

스트림 리핑은 지금도 무료나 광고 없는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하
는 방향으로, 더 간편한 방법으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또한 스트림 리

04 인
 터넷 사용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자의 PC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전달해주는 시스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게임용어
사전: 기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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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ttps://www.prsformusic.com/press/2020/usage-of-stream-ripping-services-increases-1390-percent-in-three-years(2020. 11. 4. 최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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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서비스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서버 위치를 숨길 수 있는 CDN을 이용하면서 감시망을 벗
어나고 있다. 그러나 PRS가 2016년 이후에 스트림 리핑을 단속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를 소멸시킨 것처럼 정부와 유관단체의 집중적인 단속이 이러한 불법복제 방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영국에 비해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트림 리핑은 유튜브 이외에 아이튠즈나 아마존뮤직 등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
스 콘텐츠에도 접근하고 있다. 스트림 리핑의 변화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
가 있다.

CN

미국

중국

유럽

영국

중국

기타

CHINA

10.중국 저작권법 개정, 10년 만에 성사되나?
김송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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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저작권법 개정, 10년 만에 성사되나?

중국

2. 중국은 왜 이제야 저작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미국

2020년 4월 26일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수정초안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저작
권 보호의 측면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과 문제점에 대응한 더욱 강력한 권리의 보호를 목적

유럽

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등 신기술에 대응되도록 용어를 재정립

영국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글. 김송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 국제조약의 적용
- 저작권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개선 등

중국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수정초안은 지난 2012년 공개된 제3차 저작권
법 개정안에 관한 수차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듬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012년 개
1. 들어가며
2. 중국은 왜 이제야 저작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기타

정안에는 미술작품의 추급권, 고아저작물 보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 저작권 집중관
리제도 개선 등을 다뤘다.01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당시 제안되었던 사항들

3.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저작권 보호 강화

이 현재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나(추급권 등), 새로이 추가된 부분도 보인다. 2012

4. 나가며

년 당시에는 중국에 막 인터넷 보급이 활발해지며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
였고, 일반인의 저작권 보호 인식 및 인터넷 문화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온라인 저작권에 관
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 중 전문가들이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물

1. 들어가며

의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과 그동안 중국 정부가 펼친 온라인 저작권 단속 활
동인 “검망행동”02 등을 통해 중국내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이 점차 높아졌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0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공교롭게도 2차

중국이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최근 10년간 중국이 온라

개정 후 또다시 10년이 경과한 2020년 4월 저작권법 개정 초안이 국무원에 제출되며 저작권법

인 콘텐츠의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변화했다는 부분이다. 2010년대 초반의 중국은 온라

전면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인 불법복제 및 해적판으로 인해 요주의 국가로 손꼽혔다. 그러나 “2018년 중국 온라인 저작

저작권법 개정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양회에서 민법전을 제정

권 산업 발전 보고서(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18)”에 따르면 온라인 저작권 산업의 시

하며 저작권이 민법상 재산적 권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으며, 2020년 정부 주요 업무계획으
로 저작권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하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수정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중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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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关
 于《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 公开征求意见的通知, 국가판권국 2012년 3월 31일 공고문,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17745.html
02 검
 망(剑网)행동은 국가판권국이 저작권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주요 저작물에 대한 침해단속, 모바일 앱(App)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감독 등을 추진하
는 범부처 집행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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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중계되는 작품 등에 관한 권리로 변경하였다(제10조 제1항 제11

미국

호). 이로써 기존에 영화적 촬영 기법에 의해서 창작되는 작품에서 시청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작품을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쇼트클립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1인 미디어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관한 저작권 보호까지 규정하

유럽

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온라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수정초안은 모든 저작물을 국가판권국이 인증한 관리센터에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
하여 권리자 의사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

영국

라 온라인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저작권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저작권
분쟁의 여지를 감소시키며,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사용료 징수 및 배분, 권리자와 저작권 집중
장 규모는 2013년 약 2,158억 위안에서 2018년 7,423억 위안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

관리단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체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한, 온라인 콘텐츠의 종류도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저작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제8조 제2~3항).

차지하는 콘텐츠는 ‘뉴스’, ‘게임’, ‘동영상’이지만,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 동영상
03

콘텐츠 중에서도 쇼트클립(short clip) 과 라이브 방송 콘텐츠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액을 500만 위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05 징

인민법원에서 ‘온라인게임 중계권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중국 영화시장에서 역대

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이미 중국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특허법

2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유랑지구(流浪地球)’의 불법복제판 영화가 인터넷으로 빠르게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타법과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

퍼진 상황에 대하여 중국 공안국이 직접 침해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불법콘텐츠 유통업자에게

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데 반하여, 침해자는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권리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발생했다. 나아가, 중국 법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

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어 실제적인 저작권 보호의 효과가 낮다는 점을 개선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한바 있다.

하기 위함이다.

3.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저작권 보호 강화

4. 나가며

이런 배경 하에 이번 저작권법 수정초안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특히 영상 저작권 보호

최근 중국은 전근대적 법체계를 탈피하고자 주요 법률을 개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에 관한 개정이 추진된 부분에 주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영상작품과 영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사회에 중국 법치주의 수준의 향상과 영향력을 내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

제작된 작품”을 “시청각 작품(视听作品)”으로 수정하고(제3조 제1항 제6호), “방송권(广播权)”

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자 중국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제

03 쇼트클립은 중국 SNS상에서 유행하는 5분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말함. 중문표기는 短视频(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04 광
 둥성 선전시 난산구 법원(南山法院)은 중국 텐센트社가 개발한 인공지능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경제 분석 기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드림라이터의 기
사는 어문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독창적 표현이라고 판단함. (출처: 2020년 3월 20일 난산구 인민법원 보도자료, http://nsq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20/03/id/486034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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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5배 배상을 선고하거나, 손해

또한, 중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2019년 광둥성 고급

04

60

나아가 저작권법 수정초안은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자 한

중국

05 이
 와 관련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지재권 법정)은 2020년 4월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에 관한 재판기준(北京市高级人民法院关于侵害知识产权
及不正当竞争案件确定损害赔偿的指导意见及法定赔偿的裁判标准（2020)을 발표하여 지재권 침해소송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하게 하였으며, 이 기준
에서는 저작물 종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 국내외에서 유명한 영화제 수상작 같은 영상저작물인 경
우 기본배상액의 1~5배 가중된 침해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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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선진화를 급속히 이루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최대 IP 침해국이라는 국제적
불신과 오명을 벗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창작해 내는 작품이 양적으로 많아졌고 이에 대한 침해와 분쟁 위험 또한
증대되어 더 이상 권리자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그간 지지부진하던 저작권법 수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저작권법 개정이 10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연내에 저작권법 수정
초안의 통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류 콘텐츠의 침해는 여전히 발생한
다. 게다가 K-Pop부터 웹툰, 방송용 포맷, 영화 불법다운로드, 게임 관련 권리 침해에 이르기
까지 온라인에서의 권리 침해의 양상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이
한국의 온라인 게임회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례는 중국 법원이 반드시 자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사법적 대응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에서 구
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수정초안이 디지털 사회를 향한 기술적 진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에는 주목할 만하다. 단, 기존에 저작권법 개정 논의를 발생시킨 고아저작물
이나 추급권 등에 관한 규정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동 수정법안이 통과되고 중국내 저작권 보호가 주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사례들이 축적된다면,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Etc
기타

11.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 및 도서관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정부의 대응
최희식/경민대학교 외래교수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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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가. CDN 서비스와 불법 콘텐츠의 전송

미국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용량 파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럽

제공하기 위해 ISP 네트워크 말단에 캐시 서버를 여러 대 설치하고, 사용 요청이 오면 제일 가
까운 캐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전송한다. 그 결과 자주 사용되는 파일의 병목현상을 해
결할 수 있고, 아울러 대규모 분산 서버 장비로 공격 트래픽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DoS 공격에

영국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호해 줄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에 존재하는 컨텐츠의 상당수를 서비스하
글.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있다.01
Cloudflare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웹사이트 10개

중국

중 1개가 Cloudflare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웹 사이트의 콘텐츠 액세스 속
도를 높이는 한편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Cloudflare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
객사의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본 호스트의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Cloudflare
가. CDN 서비스와 불법 콘텐츠의 전송
나. 미국 사례

데이터 센터에서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객사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두 배 빠른 속도로 로드된다.

다. 일본 사례

CDN 서비스 기업으로서 Cloudflare는 고객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라. 독일 사례

취하고 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콘텐츠가 때로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지만

마. 이탈리아 사례

그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Cloudflare의

바. 시사점

기타

입장은 때로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총격 사건이나 백인 우월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해 CD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많은 비
난이 있었고, 결국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02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통지에도 불구하고 Cloudflare와 같은
CDN(Content Delivery Network)*업체들은 침해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매우 소
극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관련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며, 일부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기도 했
다. 그런데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법원들에서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

Cloudflare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저작권자들이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Cloudflare는 자신들은 해적 사이트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립적 중개자’로 항변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Cloudflare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했다.

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판결이 연달아 내려지고 있다.
01 위키백과 참조.
02 위키피디아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Cloud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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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례로 사진 모델인 Deniece Waidhofer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미국

Thothu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CDN 서비스를 제공한 Cloudflare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Cloudflare는 콘텐츠 중립적인 인프라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기
때문에 Thothub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Cloudflare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항변했

유럽

다. Cloudflare는 Thothub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며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제
어 할 수 없으며, Cloudflare 서비스를 제거하더라도 콘텐츠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 콘
텐츠를 제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었다.04

영국

다. 일본 사례
중국

나. 미국 사례

2018년 8월 일본 최대 만화 출판사 4곳이 도쿄 법원에 Cloudflare가 Mangamura의 대체
사이트에 해당하는 Hoshinoromi를 포함한 여러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것을 요청했다. Cloudflare를 사용하는 '해적'사이트를 일본 사용자가 볼 때 대부분의 사용자

2017년 사진 저작권자인 ALS Scan은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을 침
해하고 있는 13개의 웹사이트에 Cloudflare가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매우 빠르게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loudflare의 DNS 서비스는 해적 사이트가 자신

기타

가 일본에 위치한 Cloudflare의 서버를 통해 액세스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경 소송
의 당사자들은 만약 법원이 해당 사이트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Cloudflare가 일본의 서버에
불법 사이트를 복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 만화 출판사들은 뉴욕
연방 법원에 불법 사이트 Hoshinorom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05

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적 사이트를 보호하는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ALS Scan은 Cloudflare 고객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Cloudflare에 수많은 통지를 했
지만 Cloudflare는 통지를 무시하고 해적 사이트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고 주장했다.03 이

라. 독일 사례

에 대해 Cloudflare는 대다수의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점과, 그들의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

DDL-Music은 음악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2019년 6월 독일 유니버셜

한다고 항변했다.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8년 6월 Cloudflare는 원고와 합의하고 소송은 종료

뮤직은 DDL-Music에서 독일 가수 Sarah Connor의 앨범 Herz Kraft Werke의 트랙에 대한

되었다.

링크를 찾은 후 Cloudflare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했다. 유니버셜 뮤직은 트랙에 액세스 할 수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

없도록 할 것과 DDL-Music 및 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Cloudflare는

를 들면 웨딩 드레스 제조 및 도매 업체인 Mon Cheri Bridals와 Maggie Sottero Designs가

고객의 활동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유니버셜 뮤직이 해당 웹사이트 및 그 운영자에게 책임을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loudflare가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웹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06

사이트에서 두 회사의 디자인이 적용된 웨딩 드레스를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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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https://hackernoon.com/cloudflare-agrees-to-stop-caching-pirate-content-in-japan-if-court-declares-sites-illegal-tl1o3vu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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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뮤직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2020년 1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Cloudflare에게 불

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콘텐츠 저작권자들과의 타협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법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위반

는 OSP의 의무와 면책에 관한 사항들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CDN 서

하는 경우 25만 유로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07

비스가 과연 어떠한 유형의 OSP이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마. 이탈리아 사례

미국

유럽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CDN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이 종료되기도

TV 플랫폼 Sky Italy와 이탈리아 축구 리그 Lega Serie A는 Cloudflare와 호스팅 제공 업체

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의 사례와 같이 CDN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권

OVH를 포함한 여러 회사와 Vodafone, TIM, Fastweb, Wind 및 Tiscali와 같은 ISP들을 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요

대로 “IPTV THE BEST”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밀라노 법원에 신청했다.

구하는 판결들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DN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고객사를 잃

2020년 9월 법원은 Sky와 Serie A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피신청인 회사가 사용하는 도메

지 않기 위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인 이름이나 IP 주소에 관계없이 IPTV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저작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범위와 그에 대한

Cloudflare는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지 않으며, CDN으로서 단순히 콘텐츠를 캐시하고 트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래픽을 중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일을 호스팅하든 단순히 캐시하

영국

중국

기타

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Cloudflare와 같은 서비스는 호스팅 제공 업체와 단순한 도관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EU 법
률에 따라 분류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분류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N에
의한 데이터 저장이 없더라도 제3자가 긴급한 절차의 대상인 불법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CDN의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포함했다는 것이다.08
바. 시사점

CDN(Content Delivery Network)
CDN은 콘텐츠를 임시 저장 서버에 옮겼다가 수요가 있을 때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이다. 보통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전송하
면, 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해 전송 속도가 떨어지거나 서비스
가 중단될 수 있다. CDN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즉, CDN은 콘텐츠가 여러 ISP망을 경유
하면서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고, 이동 경로를 최적화해 트래픽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로 인
해 인터넷 접속품질과 속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 장애 우회기술을 통해 특정 서버의 장애 시에 장애가
없는 다른 서버를 이용하도록 자동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CDN은 콘텐츠 공급
자에게 안정성과 더불어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CDN 서비스는 접속 속도나 보안 측면에서의 우수성 때문에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활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진, 디자인, 만화, 음악, 동영상 등 다
양한 콘텐츠 회사들이 Cloudflare와 같은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
비스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할 경우에 CDN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월드와이드웹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하여 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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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usically.com/2020/02/20/cloudflare-faces-new-legal-action-from-music-rights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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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rentfreak.com/italian-court-orders-cloudflare-to-block-a-pirate-iptv-service-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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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및 도서관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정부의 대응

미국

유럽

영국

글. 최희식/경민대학교 외래교수

의존하여 연구하는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

팬데믹 이후, 도서관의 방대한 전자 저작물은 학생,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도서관은 소장 도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들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1. 들어가며
2. 전자 저작물의 사용 약관
3. 저작권 제한과 교육 목적에 관한 예외
4. 학술용 전자책의 가격 책정에 대한 이슈
5. 도서관 및 교육 단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
6.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대처 방식

기타

올해 6월 말,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01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북미(미국,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이 폐쇄되어 자
료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저작권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다. EIFL에서는 이슈된 문제점 대응 방안에 관한 기사를 기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번 EIFL에
서 발표한 기고 기사0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시사 하고자 한다.

7. 시사점
2. 전자 저작물의 사용 약관
1. 들어가며

상업 목적의 전자 저작물 대부분은 콘텐츠의 사용에 있어서 약관은 출판사의 라이선스에
기술되어있다. 그렇기에 각 전자 저작물을 저작권 사용과 관련된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각 라이선스의 약관을 확인하여 저작물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규정과 제한에 대하여 확인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선언을 하였다.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필요하다. 라이선스는 출판사마다,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저작자가

교육기관 및 도서관들이 일제히 폐쇄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교수업과 강의가 네트워크를 통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질 수도 있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전자 저작물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교수 및 다양한 연구 분야 관련 연구자 역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전자 저작물에

01 E
 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은 개발도상국이 교육, 학습, 연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40여 개국의 3,300개가 넘는
도서관과 협력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다.
02 https://www.eifl.net/blogs/covid-lessons-copyright-and-onl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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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초기,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과 국제 도서관 협회(Interna-

예외가 온라인 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미국

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는 출판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전자 저작물

또한 2016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교육 활동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의 특정 제한을 해제하기를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가 폐쇄되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

연구(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Educational Activities)에

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캠퍼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제한에 대한 해

따르면 교육 목적을 위한 예외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교육 목적을 위한 전자 저작물 배포에

제, 온라인 사용량의 급증 및 서버 폭주에 대한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해 동시 접속자 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직접으로 명시되지

대한 해제, 과제 및 연구를 위한 저작물 전송 및 복사에 관한 제한 해제 요청 등이 있다. EIFL과

않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이 공정한 사용이나 원격 학습에 대한 조항을 통해 예외에 포함하는

ICOLC는 기존 계약 내용상 저작물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이번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예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온라인 활동이 예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 범위를 최대로 늘려야 된다고 요청을 하였다.

관련 판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법률 해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영국

그럼, EIFL과 ICOLC의 문제 이슈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저작물 이용 제한 해제 요청들이 생기자 많은 출판사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추가 콘텐츠에

4. 학술용 전자책의 가격 책정에 대한 이슈

중국

대한 접근을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에 관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일부 출판사들은
자사의 저작물 보호가 되어있는 유료 접근 제한을 해제하였고, 이번 출판사들의 추가적인

현재 코로나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학술용 전자책에 대한 가격 책정에

서비스 제공은 출판사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만료될 예정이며 몇몇 출판사들은

대해서이다. 현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자책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중요성이

서비스 만료시기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출판사는 현재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기에

높아졌다.

만료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영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전자책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중

전자 저작물에 관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판사 목록 및 조건과 세부 사항에 대한

10%만 학술서로 전자화되어있다. 거기다 인쇄본보다 최대 10배나 되는 가격과 인쇄 및

내용은 ICOLC 커뮤니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서들은 기존 전자 저작물에 추가 서비스가

다운로드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기에 몇몇 기관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 대비 이용에

적용되는지와, 적용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적용 기간 등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따른 좋은 효율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례로 한 영국 대학의 도서관은 900$를 지불하고 학술용 전자책을 구입하였으나,

3. 저작권 제한과 교육 목적에 관한 예외

동시 사용자 접속 제한수가 3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도서관은 학술용 전자책이 높은 가격에
비해 효율성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온라인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저작권법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필요하다.
첫째, 일반적으로 온라인 전송의 일부로서 생성되며 서버와 최종 사용자의 컴퓨터에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전자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책 다운로드
구매에 따른 높은 가격에 비해 이용에 따른 저조한 효율성 문제로 현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장되는 임시 복사본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 이 첫 번째 예외는 대부분의 저작권법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5. 도서관 및 교육 단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

둘째, 유선 또는 무선 수단과 같은 인터넷과 같은 망을 통한 공공 통신을 승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에 대한 예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대면 수업에 적용되던 기존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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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한 현재 법률 해석의 유연성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의 상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의 리서치 라이브러리 UK(Research Libraries UK)는 영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의 장관에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교육과 연구를 위해 저작권 규정을
완화하도록 요청을 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권과 코로나에 대하여 정책에 대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사무총장에게 현 상황에 관한 서신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서신들에는 WIPO가 현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현 상황을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유럽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FER,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arire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현재 코로나와 같이 의료적, 환경적 및 경제적 위기에

7. 시사점

영국

대응을 위해 연구자, 교육 시설과 도서관들이 소송의 두려움 없이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미국에서는 도서관과 대학교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저작권법의 공공이용(Fair Use)이 원격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직 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던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접근에 관한 규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교육 및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으며, 현재 상황에서 원격 교육에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작권법상 교육 목적을 위한 예외 범위에 대한 지식이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NEL, National Emergency Library)이

필요하며 비록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지

만들어졌으나 4개의 상업 출판사들로부터 대량 저작권 침해 사유로 고소되었다.

않으므로 타인에 대한 온라인 저작물이 수업에 꼭 필요한 경우,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이

기타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사전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6.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대처 방식

현재 많은 국가의 입법기관과 정부 기관들이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
다. 지난 4월 헝가리 정부는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용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
작권 규정을 완화하는 새 법령을 발포하였고, 미국의 경우,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원격 교육을 위한 웹캐스트, 도서관과 전자책의 저작권

참고자료
• https://www.eifl.net/blogs/covid-lessons-copyright-and-online-learning
• https://www.timminstoday.com/around-ontario/covid-19-heres-why-copyright-matters-whenmoving-classes-online-due-to-coronavirus-2296033

의 영향에 대한 짧은 보고서들03, 04를 게시하였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는 전 세계 12개 국가의 과학 고문들이 공공
보건을 위하여 과학 저널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출판물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공공 저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유네스코 역시 122개국의 대표들과 함께 개방과학을 장려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03  COVID-19 상황의 웹캐스트: 원격 예배 & 원격 교육에 대한 저작권 영향 (Webcasting in the Time of COVID-19: Copyright Implications of Remote Worship &
Distance Learning),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440 
04  C
 OVID-19 및 도서관: 전자 책 및 지식재산권 문제(COVID-19 and Libraries: E-Book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COVID-19 및 도서관: 전자 책 및 지식
재산권 문제(COVID-19 and Libraries: E-Book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https://www.google.com/search?q=google+translate&rlz=1C1CHBF_enCA824CA824&oq=google+tra&aqs=chrome.0.69i59j69i57j0l4j69i60l2.2186j0j4&sourceid=chrome&i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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