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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마존社의 대리 책임여부에 대한
법원의 기각판결
아티스트이자 웹페이지 운영자인 샌디 루트(Sandy Routt)는 그녀의 사진이
아마존 계열사의 웹사이트에서 허락없이 이용되는 것을 발견한 후 아마존社
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계열사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마존社에게 대위책임(vicarious copyright
Liability)이 발생하는지 여부였는데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사건의 배경

o 이 사건에서 샌디 루트(Sandy Routt)는 혼합미디어(mixed-media)의 아티스
트이자 보석 의류 웹사이트(Sandysbeachgifts.com)의 운영자로서 사진저작
물의 저작권자임.
o 한편 아마존社(Amazon)의 계열사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
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아마존 닷컴(Amazon.com)에 광고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었음.
- 아마존社의 계열사는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사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는 방식을 취함.
o 샌디 루트는 아마존社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부 기업들
이 그녀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존社를 대상으
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1)
- 아마존社는 현재 3만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주요 쟁점

o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마존社의 계열사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마존社가 대위책임(vicarious copyright Liability)을 지는지 여부임.

1) Routt v. Amazon.com,Inc., 9th Cir., No.13-35237, 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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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o 2014년 8월 29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은 아마존社의
저작권 대위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책임에 관한 소송을

- 아마존社와 그 계열사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USA

기각함.2)

주의의무가 있고 아마존社는 계열사들의 웹페이지를 모니터, 탐색(crawl),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아마존社가 계열사들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저작권 침해

o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마존社가 계열사들의 침해행위를 감독하고 이에 따라

CHINA

행위를 감독·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님.

해당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당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불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함.

배포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했을 것임.

CHINA

- 침해자들은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샌디 루트의 사진을 복제, 전시,

o 법원은 또한 샌디 루트가 아마존社가 이와 관련하여 계열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도 증명하지 못
했음을 강조함.

CHINA

- 결론적으로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대리 책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mondaq, 2014.9.22.)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342772/Copyright/Amazoncom+Avoids+Vicarious+Li
ability+for+Copyright+Infringement+by+Amazon+Associates 2014.9.22.

CHINA

※참조

http://digitalcommons.law.scu.edu/cgi/viewcontent.cgi?article=1192&context=historical
2014.8.29.
http://www.law360.com/articles/572658/amazon-not-liable-for-affiliates-ip-violations-9th-circ

CHINA

2) No. 2:12-cv-01307-JLR, 2014 BL 242942 (9th Cir. Aug.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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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美 법원,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업체의
공연권 침해 인정
그루브샤크(Grooveshark)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음악을 무료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이에 대해 지난 몇년 간 음반회사의 반발이
제기되어 옴. 2014년 9월 뉴욕주 연방법원(A federal judge in New York)은
그루브샤크가 음반회사의 공연권을 침해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시함.

사건의 배경

o 미국 플로리다(Florida)에 본사를 둔 그루브샤크(Grooveshark)3)는 회원들이
업로드 한 음악을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음반사들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부 음원
만이 적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음원들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문제를 제기하여 옴.
- 리스타 레코드, 아리스타 뮤직, 아틀렌틱 레코딩 등 음반사들은 뉴욕주 연방
법원(A federal judge in New York)에 그루브샤크의 서비스가 자사의 저작권
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11월 그루브샤크의 모회사인 이스케이프
미디어(Escape Medi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o 그루브샤크는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상 ‘면책조항(safe
horbour)’4)을 근거로 3천만 명의 이용자들 및 1천 5백만 건의 파일 업로드
로 인한 잠재적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사의 면책을 주장함.

법원의 판단

o 2014년 9월 뉴욕주 연방법원은 주요 음반회사와의 소송에서 그루브샤크의
임직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5)

3) 그루브샤크(Grooveshark)는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임.
4) 면책조항(Safe Harbor)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ISP 포함)가 자사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장된 파일의 저
작권 침해여부를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파일을 삭제 또는 차단한 경
우 면책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말함.
5) UMG Recording, Inc v. Escape Media Group, Inc., 2014 WL 5089743 (S.D.N.Y. Sep.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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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브샤크는 이번 판결로 아리스타 레코드(Arista Music), 아리스타 뮤직(Arista
Records), 아틀렌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엘렉트라 엔터테인먼트 그룹
레코드(Warner Brothers Records), 좀바 레코딩(Zomba Recording)을 포함하여

USA

(Elektra Entertainment Group), UMG레코딩(UMG Recording), 워너브라더스
총 9개의 음반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됨.
o 미국 뉴욕 맨하탄(Manhattan) 연방법원의 판사 토마스 그리사(Thomas
Media Group)은 에미넴(Eminem), 그린데이(Green Day), 제이지(Jay-Z),
마돈나(Madonna) 등의 노래 총 5,977곡을 허락 없이 직원에게 업로드하게

CHINA

Giresa)는 ‘그루브샤크와 그 파트너社인 이스케이프 미디어 그룹(Escape

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고 판시함.
o 그리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스케이프가 원고의 노래 중 한 곡을 스트리밍
하는 행위’라고 언급함.

CHINA

할 때마다 원고의 공연권(exclusive performance rights)을 직접적으로 침해

o 그리사 판사는 또한 그루브샤크 직원의 말에 의하면 2007년 프리미엄(freemiu
m)6) 서비스를 제공할 때 ‘되도록 많은 음악을 공유’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uncontroverted evidence)’라고 함.

와 최고기술책임자 조슈아 그린버그(Joshua Greenburg)가 저작권 침해로

CHINA

- 이로 인해 그루브샤크의 최고경영자 사무엘 타란티노(Samuel Tarantino)
처벌받게 됨.

o 이번 판결로 그루브샤크와 같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경우 DMCA법상의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함.
- 법원은 이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확정할 것이라고

CHINA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밝힘.
o 반면 그루브샤크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은 “이스케이프는 법원의 판결에
있다”고 전함.

6) ‘freemium’이란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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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항소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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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ienews, 2014.10.1.)

※참조
http://www.techienews.co.uk/9718812/grooveshark-implicated-copyright-infringement-cas
e-contemplates-appeal/ 2014.10.1.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4/sep/30/grooveshark-employees-guilty-copyri
ght-infringement-judge-rules 2014.9.30.
http://www.latimes.com/opinion/opinion-la/la-ol-grooveshark-loses-copyright-infringement
-20140930-story.html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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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USA

美 유튜브, 콘텐츠 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10억 달러 지급
NBC뉴스에 의하면 유튜브(YouTube)는 7년 전 시행한 콘텐츠 ID(Contents
ID) 시스템에 의해 2007년부터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750억 원)를 지급
한 것으로 보도됨. 콘텐츠ID 시스템이란 저작권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유튜
브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CHINA
o 유튜브(YouTube)는 7년 전 시행한 콘텐츠 ID(Contents ID)7)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750억 원)를 저작권자에게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남.

CHINA

사건의 내용

o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당시 주요 TV네트워크 및 음반사들은 자사의 많은
저작물들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음.

저작물이 유포되어 있었음.

CHINA

- 당시 유튜브에는 ‘심슨네 가족들(Simpsons)’, ‘사인필드(Seinfeld)’ 등 불법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구글은 콘텐츠ID를 개발함.

□ 콘텐츠ID 시스템이란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CHINA

※ 콘텐츠 ID(Contents ID) 시스템

□ YouTube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동영상을 콘텐츠 소유자가 YouTube에
제출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검사함.

7) 콘텐츠의 ID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위하여 유튜브의 도움말 참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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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저작권 소유자는 YouTube 동영상에 포함된 콘텐츠가 본인이 소유한 저작물과
일치하는 경우 취할 행동을 결정함. 이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한 자에게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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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대변인은 유튜브가 잠재적인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였다고 전함.
o 500여 개의 콘텐츠 ID의 주요 파트너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유튜브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하는 대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정함.

o 유튜브는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과거 저작권 침해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시사점

벗어나 이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인식이 변화하게 됨.
-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콘텐츠 ID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유튜브에 대한
권리자들의 불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에미 엔지니어링 상
(Primetime Emmy Engineering Award)8)’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함.9)

(nncness, 2014.10.15.)
※참조
http://www.nbcnews.com/tech/internet/youtube-has-paid-1-billion-copyright-holders-2007
-n225706 2014.10.15.
http://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6281696/youtube-1-billion-content-id
2014.10.14.

8) 에미상(Emmy Awards)은 1949년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ATAS)의 주최로 시작되어 미국 내 TV프로그램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TV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836&cid=50308&categoryId=50308)
9) 에미 어워드 홈페이지에서 2013년의 5개 엔지니어링 에미상(Engineering Emmys) 수상자 중 유튜브를 살펴보면 “유
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들은 그들의 콘텐츠를 유튜브 상에서 어떻게 이용할 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계적 규모의 시장에서 그들의 콘텐츠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http://www.emmys.com/news/press-releases/winners-announced-65th-primetime-emmy-engineering-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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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USA

美 항소법원, 대학의 E-reserves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
2008년 미국의 출판사 세 곳은 조지아 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대학 내 저작권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014년 10월 17일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인 조지아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E-reserves 서비스가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CHINA
o 2008년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Cambridge University Press), 세이지 출판사
(Sage Publications),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 등
출판사 세 곳은 조지아 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를 상대로 저작

CHINA

사건의 개요

권 침해 중지 및 대학 내 저작권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출판사들은 자료 모음집(course packs)10)을 제공하는 대학 내 E-reserv

- 조지아 주립대학교는 이에 대하여 강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한
것이므로 공정이용 법리(fair use doctrine)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CHINA

e11)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않는다고 반박함.

Use Checklist)’를 만들고 저작권 정책을 변경하며 출판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함.

CHINA

o 2009년 조지아 주립대학교는 자발적으로 대학 내 ‘공정이용 체크리스트(Fair

- 공정이용 체크리스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입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교수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하기 전에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임.

11) ‘E-reserve service(electronic reserve service)’란 전자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이미지를 스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온라인상 교과 관련 자료를 검색·열람·인쇄할 수 있음.

❘13

CHINA

10) 교육을 목적으로 강사가 학생에게 배포하기 위해 저널·잡지·신문기사·책 등을 모아 배포하는 자료 모음집으로서 교육 기관 내
도서관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복사 업체 같은 외부 업체에 의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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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출판사들은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함.

조지아 지방법원의
판단

o 2012년 5월 조지아 지방법원(Georgia district court)의 Evans 판사는 출판
사들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74개의 저작물들에 대해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분석함.
- 문제가 된 저작물 중 16건은 출판사들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을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문제가 된 저작물 중 10건은 사소한 이용에 해당하고 보충적 읽기 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운로드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문제가 된 저작물 중 43건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문제가 된 저작물 중 나머지 5건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o Evans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첫째, 저작물이 장(chanpter, 章)으로 나눠져 있지 않거나 10장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 분량의 10% 이하의 이용
- 둘째, 저작물이 10장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최대 1장까지의 이용
o 2012년 10월 출판사들은 조지아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함.

항소법원의 판단

o 제11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의 E-reserves 서비스가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인 조지아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o 2014년 10월 항소법원은 12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요소12)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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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왜냐하면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교육적인 배경에 따라

USA

- 원심은 첫 번째 요소인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해 비중을 둠.
행해진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첫 번째 요소는 조지아 주립대학교 측에 유리하게 적용됨. 항소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 원심은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조지아

CHINA

② 저작물의 성격

주립대학교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항소법원은 사건에서 이용된 저작물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실적 요소
고 있으므로 공정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CHINA

이외에도 평가적· 분석적 요소 혹은 주관적인 설명이 있는 자료를 포함하

③ 인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항소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에 대해 원심이 제시한 기준에

- 원심은 조지아 주립대학교가 저작물의 10% 이하를 복제하였거나 10 이상
의 장으로 구성된 간행물에서 오직 1장만을 복제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CHINA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며 그 적용을 거부함.

해당하는 것으로 봄. 그러나 항소 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기준이 단순히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검토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반면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 출판사들은 많은 저작물이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CHINA

출판사들의 추가적인 주장을 배척하였음.

개별적인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기 때문에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하나의
장에 대한 이용은 저작물 전체에 대한 이용과 동등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CHINA

12)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 :
(1)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인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시장가치 및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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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은 또한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교실 가이드라인
(Classroom Guidelines)'에 근거한 공정이용 주장도 거부한다고 밝힘.
④ 현재 시장가치 및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 항소법원은 네 번째 요소에 대한 원심의 분석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적절
하였다고 판단함.
- 수업 자료로서 출판사들의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저작물을
구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실제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고 봄.
- 그러나 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비변형적(non
transformative)으로서 시장 대체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번째 요소는
가중치를 두어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사건의 의의

o 이번 사건에서의 항소법원의 판결은 대학 내 저작물 이용에 있어 유용한
예시가 될 것임.
- 다만, 공정이용 판단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접근보다는 각각의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 출판사들은 소정의 승리를 얻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공정이용 판단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첫 번째, 네 번째
요소는 인정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jdsupra, 2014.10.20.)
※참조
http://www.jdsupra.com/legalnews/georgia-state-academic-fair-use-decision-99727/
2014.10.20.
http://www.jdsupra.com/legalnews/court-rules-against-georgia-state-univer-82624/
2014.10.22.
http://media.ca11.uscourts.gov/opinions/pub/files/2012146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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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USA

美 항소법원, SAP의 저작권 침해로
Oracle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2014년 11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The federal judge in
California)은 SAP로 하여금 미국회사 Oracle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3억 5,900만 달러(한화 약 4천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
번 판결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여 년간 지속되어온 두 회사 간의 저
작권 침해 분쟁이 종결됨.

CHINA
o 미국의 Oracle과 독일의 SAP(Systems, Applications & Products in Data
Processing)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여 년간 저작권 소송을 지속하여 옴.

CHINA

사건의 배경

- Oracle은 1977년에 설립된 컴퓨터 기술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1년 기준 Oracle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이어 세계
제2위 규모의 소프트웨어 제작사임.

르프(Walldorf)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지사를

CHINA

- SAP는 1972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제작 및 서비스 회사로서 독일 발도

소유함.
o 한편, SAP는 2005년 TomorrowNow(투머로우나우)를 1,000만 달러(한화

인해 2008년 TomorrowNow의 업무를 중단시킴.

CHINA

약 110억 4,600만 원)에 SAP의 자회사로 매입하였으나 Oracle과의 소송으로

- TomorrowNow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회사로서 피플
소프트(PeopleSoft), 제이디에드워드(JD Edwards) 등 Oracle 자회사들이
제작한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관리해주는 막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을 점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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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는 TomorrowNow를 매입함으로써 Oracle 어플리케이션 이용 고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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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o TomorrowNow는 Oracle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지침 메뉴얼 및 기술적
정보 등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
- TomorrowNow는 Oracle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
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Oracle이 지원하는 다른 소프트
웨어까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음.
o Oracle은 이러한 TomorrowNow의 행위에 대해 계약위반, 불법적인 컴퓨터
접근, 부정경쟁행위 등과 함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o SAP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TomorrowNow의 부적절한 다운로드를
인정하면서 자회사인 TomorrowNow를 폐쇄하는 등 Oracle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SAP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Oracle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언론을 통해 SAP의 위반 행위를 알림.
o SAP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초반에는 TomorrowNow의 부적절한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Oracle은 SAP의 최고경영진
들이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 이후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은 SAP는 이에 대해 더이상 의견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이로써 본 사건의 쟁점은 Oracle에 대한 SAP의 손
해배상의 문제로 좁혀지게 됨.

법원의 판단

o 2010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13)
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통해 SAP로 하여금 Oracle에게 13억 달러(한화 약 1조
4,300억 원)라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러한 판결 이후 SAP의 주식은 하락한 반면 Oracle의 주식은 크게 상승함.
o SAP는 배심원단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이 자사의 지급능력을 벗어나 지나치게
큰 액수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함.
- 배심원단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Oracle의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Tomorrow
Now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Oracle이 얻을 수 있었을 라이선스

13) Oracle Corp. v. SAP AG, 07-01658,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Oa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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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 이에 대해 SAP는 Oracle의 고객을 SAP의 고객이 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만이

USA

Oracle에게 지급해야하는 적정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함.
o 201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배심원단이 판정한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SAP의 주장을 받아들임.
- 연방법원은 배심원단이 종전에 제시한 13억 달러 대신에 2억 7,200만 달러

- 그러나 Oracle은 연방법원이 판정한 손해배상금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심을

CHINA

(한화 약 3,0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SAP가 Oracle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

진행함.
o 2014년 11월 13일 항소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The federal judge
만 달러(한화 약 4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함.14)
- Oracle은 연방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을 수용하기로 함.

o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2007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약 7년간의 SAP와
Oracle의 저작권 분쟁이 종결되게 됨.
- Oracle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이 적정하다고 밝혔으며 SAP도

CHINA

판결의 의의

CHINA

in California)은 손해배상금을 다소 상향하여 SAP가 Oracle에게 3억 5,900

이로써 장기간의 소송을 종결하게 된 것에 대해 반기는 입장임.
o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회사와 관련 서비스 회사 간에 향후

-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었던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관련 회사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4) Oracle USA, Inc., et al. v. SAP AG, et al, 07-cv-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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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world, 2014.11.13.)

CHINA

유사한 문제 발생시 판단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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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www.networkworld.com/article/2848133/software/oracle-sap-settle-longstanding-to
morrownow-lawsuit.html 2014.11.13.
http://www.bloomberg.com/news/2014-11-14/sap-to-pay-oracle-359-million-over-softwa
re-downloading.html 2014.11.14.
http://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sap-to-pay-oracle-359-million-to-end-legal-b
attle/article6597785.ece 2014.11.14.
http://www.bloomberg.com/news/2010-11-23/sap-must-pay-oracle-1-3-billion-over-unit
-s-downloads.html 2010.11.23.
http://www.computerworlduk.com/in-depth/it-business/3246680/oracle-vs-sap-lawsuit-27
-most-popular-questions-about-the-tomorrownow-case/ 2010.11.1.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2-08-02/oracle-says-sap-to-pay-306-million-incopyright-deal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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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카바레식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
•JASRAC, 게임 음악 이용에 대한 저작권 강연
•JNCA, 창작지원을 위한 본격적 활동 개시
•요미우리 신문사, 서적 판매 금지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도쿄 민영방송국 5개사, 방송 후 TV 프로그램의 인터넷상 무료 서비스
사업 검토
•지적재산고등법원, 무허가 스캔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J코미, 만화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절판 만화 도서관’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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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도쿄지방법원, 카바레식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
2014년 6월 26일 도쿄 지방법원은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 관리하는
음원을 카바레식 클럽에서 피아노로 라이브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공연 금지 및 1,570만 엔(한화 약 1억 5,6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함.

판결의 내용

o 2014년 6월 26일 도쿄 지방법원(東京地裁)은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원고’)이 관리하는 음원을 카바레식 클럽에서 피아노로 라이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 법원은 카바레식 클럽 3곳(이하 ‘피고’)에 대해 공연 금지 및 1,570만 엔(한화
약 1억 5,6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림.
o 이에 피고 측은 공연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 없으며 피아노는 단지
인테리어적 요소로서 기능이 강하다고 반박함.
- 그러나 디카노 테루히사(高野輝久) 재판장은 피고 측이 라이브 공연을 통해
고객들을 가게로 유인하였고 실제 원고가 관리하는 음원을 하루에 최소 10곡
이상 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o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쿄(東京)・긴자(銀座)나 록본기(六本木)에서 80~
120석의 고급 카바레식 클럽 3점을 경영하였고 피아노 연주자에게 재즈나
팝송 등을 연주시키면서 기본요금을 1시간당 1만~1만 5,000엔(한화 약
10~15만 원) 전후로 받아왔다고 함.

(毎日新聞, 2014.6.26.)
※ 참조
http://mainichi.jp/select/news/20140627k0000m040055000c.html 2014.6.26.
http://jacklog.doorblog.jp/archives/39562057.html 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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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JASRAC, 게임 음악 이용에 대한
저작권 강연
CEDEC 2014에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게임에서 음악을 잘 활
용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함. 본 강연은
게임에서 음악을 이용할 때의 저작권 활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게임에서의 음악 저작권 활용 요령에
대하여 설명함.

JAPAN
o CEDEC 2014(컴퓨터 엔터테인먼트 개발자 컨퍼런스, Computer Enter
tainment Developers Conference 2014)에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의 노가타 히데키(野方英樹氏)는 ‘게임 음악과 저작권~ 능숙하게 활용하기

CHINA

CEDEC 2014의 개최
및 JASRAC의 강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규칙(ゲーム音楽と著作権~ 上手に活用するために知っ
ておきたいルール)’이라는 제목 하에 강연을 함.

에서는 게임에서의 음악 저작권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함.

CHINA

- 본 강연에서 노가타는 제1부에서는 음악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2부

o 저작권은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므로 음악의 창작자뿐만 아니라
음반회사나 JASRAC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도 음악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음.

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것임.

CHINA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JASRAC의 주된 업무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 JASRAC은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와 더불어 JASRAC의
의사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하며 기본적으로 한 저작자의 모든 음악작품에 적용됨.
- 그 내용은 창작자와 JASRAC이 체결한 저작권 신탁 계약(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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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JASRAC은 위임과 달리 일임형 신탁 계약이므로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

WINTER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게임에서의 음악
이용의 문제들

o 게임에 이용되는 음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첫째, 게임 회사는 게임 관련 콘텐츠의 전체를 유통 〮관리하고자 함. 그러나
음악의 경우 연주회, 방송 등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자체적
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름.
- 둘째, 음원 제작을 JASRAC에 신탁하고 있는 작곡가에게 의뢰하게 되면
작곡가에게 의뢰하는 요금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o 위와 같은 경우 비용 증가 문제 때문에 게임 회사는 회사 소속의 작곡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작곡가들은 게임 회사로부터 일을 의뢰받기 위해 JASRAC에 권리의
신탁을 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JASRAC의 3가지
해결방안 제시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ASRAC은 게임 음악의 지정가격 제도, 관리
위탁 범위의 예외 설정, 관리의 유보·제한이라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함.
① 지정가격 제도
o 지정가격 제도란 작곡가가 음악 이용료를 직접 결정하는 제도임.
o 저작권 신탁 계약 약관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광고 등에서 음악을 이용할
경우 위탁자가 저작권 이용료를 직접 결정하는 제도가 있음.
- 즉, JASRAC에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는 작곡가라도 비디오 게임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JASRAC이 정한 이용료와는 다른 요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② 신탁 범위의 예외 설정
o 원칙적으로는 JASRAC에의 저작권 신탁은 현재 및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저작권에 대하여 적용되나 게임 소프트에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예외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음.
- 그 결과 게임 소프트에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사용료나 계약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이 신탁 범위의 선택은 개별
곡마다 결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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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의 유보・제한

경과조치’에 따른 것임.

CHINA

o 이는 올해 약관 개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저작권의 신탁 및 관리에 관한

- 약관 개정의 배경은 JASRAC에 게임 음악의 의뢰가 오지 않는 것을 우려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임.

JASRAC에 신탁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게임 음악 의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시행된 조치임.

JAPAN

- JASRAC이 게임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o 개정된 약관에서 작곡가는 의뢰자인 게임 회사에게 음악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짐.

등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JASRAC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CHINA

- 여기서의 ‘일정한 범위’란 게임 소프트웨어에서의 녹음, 유통, CM으로 이용
선택사항이 가능함.
o 이 조치의 장점은 작곡가가 JASRAC에 저작권을 신탁하면서도 게임 회사의

- 반면, 게임 회사 측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원이 늘어나고
JASRAC도 신탁자가 증가하게 되어 작곡자, 게임 회사, JASRAC에게 모두

CHINA

일을 의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는 점임.

이익이 됨.
- 다만, 과거의 음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기존의 음원을

CHINA

이용하려면 통상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Inside games, 2014.9.3.)

CHINA

※ 참조
http://www.inside-games.jp/article/2014/09/03/80165.html 2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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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JNCA, 창작지원을 위한 본격적 활동 개시
인터넷상 창작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일본인터넷크리에이터협회(JNCA)’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함. JNCA는 음악, 일러스트, 소설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설립된 단체임.

JNCA의 탄생 배경과
목적

o 2013년 12월 일본인터넷크리에이터협회(Japan Net Creaters Association,
이하 ‘JNCA’라 함)는 음악, 일러스트, 소설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인터넷 크리에이터들(Net Creaters)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드완고(ドワンゴ)의 요코자와 다이스케(横澤大輔)가 대표이사를 맡음.
- JNCA는 단체로 발족하기 이전부터 ‘보카로 P’를 대상으로 저작권, 건강보험,
확정신고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옴.
-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JNCA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됨.

※ 보카로 P(ボカロP)
□ 음성합성시스템인 보컬로이드(VOCALOID)를 활용하여 작사, 작곡,
편곡 등을 하는 창작자를 의미함.
※ 하츠네 미쿠(初音ミク)
□ 하츠네 미쿠(HATSUNE MIKU)는 크립톤 퓨처 미디어에서 개발한 음성 합성
시스템임. 야마하에서 개발한 음성 합성 시스템 보컬로이드(VOCALOID)에서
제공되는 보컬 음원에 멜로디와 가사를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의 보컬 파트와
백 코러스를 제작할 수 있음.
※ 에시(絵師)
□ 원래는 우키요에(浮世絵) 그림을 그리는 자들을 일컬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주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풍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의미가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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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여름 기준으로 하츠네 미쿠(初音ミク)가 탄생한지 7년이 지남.
- ‘보카로 P(ボカロP)’, ‘에시(絵師)’ 처럼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어 음악, 영상,
출판 등의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차 증가함.

CHINA

JNCA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

o 2014년 7월 JNCA는 활동의 폭을 한층 더 넓히기 위해 KADOKAW의 이노
우에 신이치로(井上伸一郎) 전무, 크립톤 퓨처(クリプトンフューチャー) 미
디어의 이토 히로유키(伊藤博之) 사장, 애니메이토의 쿠니에다신고(國枝信
4명의 이사를 새롭게 선출함.
- JNCA는 음악, 출판, 애니메이션 등 각종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JAPAN

吾) 이사, 에크싱(エクシング)의 타카기 츠카사(高木司) 마케팅 총괄 부장 등

함으로써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에게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함.

① 인터넷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상담 제공
o 니코니코 동영상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많은 크리에이터가 탄생하고 있고 이를

CHINA

JNCA의 활동 계획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창작활동이 사회적 생업으로서 보장
되고 있지 않음.

민건강보험에 관한 지식 또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CHINA

- 인터넷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관련 세법이나 국

o 인터넷 크리에이터가 음악, 출판 분야 등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창작자들과 다른 점은 크리에이터와 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 인터넷에서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상품화·제품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CHINA

것은 아니라는 점임.

프로듀서나 매니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개인 차원에서 제도나 권리를 이용·교섭하는 것은 어려우며 인터넷 크리에
이터가 집단이더라도 마찬가지임.

터가 갖고 있는 의문이나 요청 사항 등을 기업, 사회와 협력하여 조화롭고
원활히 해결해 나가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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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자와 대표이사는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이 고민이나 곤란한 점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상담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여 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② 인터넷에서 창작 문화로의 정착
o 하츠네 미쿠가 발매된 지 7년 지났으며 이미 보카로이드는 더 이상 붐(BOOM)이
아닌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
- 향후 문화로서 정착하고 세계적으로 더욱 존재감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보카로이드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o 출판계에서도 “보카로이드 소설”, “소설 투고 사이트 ‘소설가가 되자’”, “‘되자’
소설” 등 인터넷에서 탄생한 작품이 하나의 장르로 확립되고 있음.
- 크립톤(クリプトン)의 이토 히로유키(伊藤博之) 사장은 보카로이드 소설은
인터넷이 가능하게 한 창작의 확대라고 언급함.
o 무료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살 필요가 없다는
종전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시장이 형성됨.
- 인터넷에서 탄생된 콘텐츠는 작품이나 작가에게 이미 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소문이 쉽게 나서 더 많은 인기로 연결되기 쉬움.
③ 인터넷에서의 콘텐츠 창작을 위한 환경 조성
o 실제로 CD나 서적의 판매 수, 노래방의 인기 순위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탄생한
콘텐츠가 상위를 차지하면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o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환경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 돈을 버는 방법 보다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인터넷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적 창작을 전제로 하므로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 사용과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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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작, 프로모션, 유통 분야 지원 등

외에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임.

CHINA

o 지금까지 JNCA와 같은 단체가 없었던 이유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

- 따라서 JNCA는 여러 분야의 기업 및 개인이 동 협회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해줄 것을 호소함.

당하였으나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하게 됨.

JAPAN

o 지금까지는 레코드 회사나 출판사에서 제작, 프로모션, 유통 분야를 각각 담

- 기존 기업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제작자와 기업들이
서로의 역할을 함께 정하고 그에 따른 유기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CHINA

(ITmedia, 2014.9.12.)

※ 참조

CHINA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409/12/news080.html 2014.9.12.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912-00000119-zdn_n-sci 2014.9.14.
http://www.jnca.or.jp/ 2014.9.16.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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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요미우리 신문사, 서적 판매 금지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서적의 복간(復刊)본의 출판・판매를 둘러싸고 요미우리(読売) 신문사가 ‘나나츠
모리쇼칸(七つ森書館)’에 대해 출판 금지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2014년 9월 12일
도쿄 지방법원은 나나츠모리쇼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서적의 출판·
판매 금지 및 171만 엔(한화 약 1,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사건의 경위

o 키요타케 히데토시(清武英利)는 요미우리(読売) 신문기자 시절 당시의 금융
스캔들을 취재하여「회장은 왜 자살했는가」라는 책을 출판하였음.
- 위 책은 1998년 신쵸오샤(新潮社)에서 “요미우리 신문 사회부”라는 저자명
으로 발행되었음.
o 나나츠모리쇼칸(七つ森書館)은 위 책의 복각본을 촐판하고자 2010년 요미
우리 신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허락을 신청함.
- 요미우리 신문사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과거 키요타케의 부하였으며 책의
공동집필자이기도 한 사회부 차장 H에게 알림.
- H는 키요타케와 협의후 나나츠모리쇼칸과 2011년 5월 출판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에는 인세에 관한 사항과 저자명을 ‘요미우리 사회부 키요타케 팀’
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o 그러나 키요타케가 2011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
의 와타나베 츠네오(渡辺恒雄) 회장을 고발함으로써 상황은 급변하게 됨.
o 2011년 12월 요미우리 신문의 법무부장은 출판사 나나츠모리쇼칸을 방문
하여 변호사로부터 출판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만약 출판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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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 신문의 법무 부장은 계약해제의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엔(한화
약 2,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나나츠모리쇼칸이 이를

CHINA

거절하면서 2012년 4월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

사건의 쟁점 및 항변

o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회장은 왜 자살했는가」의 복각본 출판에 대하여
H와 나나츠모리쇼칸이 맺은 출판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임.

이 주장하는 ‘출판 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사원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
한다고 보고 서적의 출판․판매의 금지 및 손해배상금 171만 엔(한화 약

JAPAN

o 2014년 9월 12일 도쿄 지방법원(쇼오지 타모츠 재판장)은 나나츠모리쇼칸

1,700만 원)을 지불하도록 명함.

- 나나츠모리쇼칸은 기자회견에서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요미우리 신문
사의 담당자 지시에 따라 H와 계약을 맺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CHINA

o 나나츠모리쇼칸은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반박함.

없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출판 계약에 대해 조사·확인하지 않았던 나나츠모리쇼칸의 잘못이
한 후 날인합니다. 향후의 수속 절차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 있다고 언급함.

CHINA

라고 하나 계약서에는 사회부 차장 H의 서명 외에도 ‘본사의 법무팀과 협의

- 또한 그 동안 요미우리 신문사와 출판 계약에 대해 정중하게 협의해 왔으며
특히 인세 지불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은 메일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함.

CHINA

o 나나츠모리쇼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의향을 밝힘.

(弁護士ドットコム, 2014.9.13.)

CHINA

※ 참조
http://www.bengo4.com/topics/2047/ 20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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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도쿄 민영방송국 5개사, 방송 후
TV프로그램의 인터넷상 무료 서비스
사업 검토
2014년 9월 18일 일본 민간방송연맹(民間放送連盟)의 이노우에 히로시(井
上弘) 회장은 도쿄 5개 민영방송사가 방송 후의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함.

일본 민간방송연맹,
방송 후 TV프로그램의
무료 서비스 검토

o 2014년 9월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민간방송연맹(民間放送連盟)의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弘) 회장은 도쿄 민영방송국 5개사가 방송 후의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상 무료로 서비스하는 공동 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TV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방 TV방송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 실시
에 따르는 과제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o 이노우에 회장은 TV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TV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도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힘.
- 인터넷상에서는 민영방송국의 TV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TV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보는 ‘타임 시프트(Time-Shift)15) 시청’ 등 새로운
TV프로그램 시청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음.

15) 영상을 원하는 대로 빨리 감아보거나 되감아 볼 수 있는 원하는 부분에서 정지해볼 수도 있는 타임시프트(Time-Shift)
기능을 갖춘 셋톱박스가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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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노우에 회장은 도쿄 민영방송국 5개사가 방송 후의 TV프로그램을 인터넷
없도록 하여 광고 수입을 통해 무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공동사이트를 당장 내년부터라도 서비스하고 싶다고 함.

o 위와 같은 사이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시청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JAPAN

향후 과제들

CHINA

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대신 광고를 건너뛰고서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지방 TV방송국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얻어야 할 것임.
- 경우에 따라서는 TV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음.

CHINA

o 현재 NHK16)나 민영방송국은 각각의 사이트에서 과거 방송된 TV프로그램을

- NHK의 모미이 카쓰토 회장은 TV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재전송’ 서비스를 유료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CHINA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朝日新聞, 2014.9.18.)

CHINA

※ 참조
http://www.asahi.com/articles/ASG9L5555G9LUCVL00V.html 2014.9.18.
http://www.nikkeibp.co.jp/article/news/20140918/416075/?rt=nocnt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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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HK는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로서 현재 일본 전역에 54개의 지역방송사, 지상파 TV 2개 채널, 라디오 3개 채널, 위성방송
3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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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지적재산고등법원, 무허가 스캔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
2014년 10월 22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知的財産高等裁判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적을 스캔한 대행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13년 제1심인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동일한 취지임.

사건의 경위

o 2011년 9월 저작권자 122명 및 7개의 대형출판사들은 100여 개의 북스캔
사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함.
- 2011년 무렵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서적을 스캔하여 영리적
대가를 받는 스캔 대행업자들이 성행함.
- 이 질문서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서적을 스캔하는 경우(자취(自炊))에는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의 ‘사적복제’에 해당하나 상업적으로 대규모 스캔
대행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질문서를 통해 저작권자 및 출판사들은 스캔 대행업자들에게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함.
o 2011년 12월 코단샤(講談社), 카도카와서점(角川書店), 쇼우( 学館), 코우분사
(光文社), 신초샤(新潮社) 등 7개의 출판사들은 스캔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답한 스캔 대행업자 2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은 다음 해인 2012년에 스캔 대행업체의 해산 및 청구의 인낙(認諾)17)
으로 작가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형태로 종결됨.
- 사안은 작가들의 ‘실질적’ 승소로서 막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 무단으로 스캔 대행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또다시 등장함.

17) 청구의 인낙(認諾)이란 피고가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존부(存否)에 대한 원고주장(原告主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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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년 11월 아사다 지로(浅田次郎), 오사와 아리마사(大沢在昌), 나가이 고
(弘兼憲史), 부론손(武論尊)의 7명의 작가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서적 스캔
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CHINA

(永井豪), 하야시 마리코(林真理子), 토우노 케이고(東野圭吾), 히로카네 켄시

o 도쿄 지방법원은 2013년 9월에는 2곳의 서적 스캔 대행업체에 대해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4곳의 스캔 대행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 제1심 판결의 태도에 대해 피고인 스캔 대행업자들은 1개사를 제외하고

JAPAN

- 제1심에서 법원은 원고인 작가들의 전면 승소 판결을 내림.

모두 항고를 취하함.
- 그러나 스캔 대행업자 ‘드라이버 레찌 재팬 : 서비스명 스캐폰(ドライバ
복하며 지적재산고등법원(知財高裁)에 항고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CHINA

レッジジャパン：サービス名「スキャポン」)’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불

o 2014년 10월 22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知財高裁)은 지난 2013년 제1심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무허가 스캔 대행업자에게

-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서적의 스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항고인에게 서적 복제 중지 및 손해

CHINA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배상금 70만 엔(한화 약 64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함.
- 본 항소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항소심에서는 피항소인)에 의
유지되었음.

판결의 의의

CHINA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전면 승소의 결론이

o 지적재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스캔 대행업자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서적을
스캔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스캔 대행업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서적을 합법적
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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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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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edia, 2014.10.23.)

※ 참조
http://ebook.itmedia.co.jp/ebook/articles/1410/23/news069.html 2014.10.23.
http://japan.cnet.com/news/society/35055560/ 2014.10.23.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41022_672582.html 2014.10.22.
http://news.ameba.jp/20141027-125/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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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J코미, 만화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절판 만화 도서관’ 서비스 개시
절판 만화 전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J코미(Jコミ)가 2014년 7월 11일
‘절판 만화 도서관’으로 재탄생함. ‘절판 만화 도서관’은 출판사가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절판된 만화를 수집· 공개하여 일본의 만화를 보존함과 더
불어 불법복제물 근절을 그 목표로 함.

JAPAN
o 절판된 만화를 전권 무료로 제공하는 J코미(Jコミ)는 2014년 7월 11일 ‘절판
만화 도서관(絶版マンガ図書館)’을 개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함.
- ‘절판 만화 도서관’은 출판사가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절판된 만화를 수

CHINA

J코미, ‘절판 만화
도서관’으로 재탄생

집‧공개함으로써 일본 만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절판 만화의 불법복제 근
절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중심으로 서비스해 왔으나 ‘절판 만화 도서관’에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작
품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함.

CHINA

o J코미는 지금까지 주로 만화 작가가 자신의 작품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 독자가 게재를 희망한다고 사이트에 등록한 ‘자료’는 ‘절판 판정 알고리즘
(絶版判定アルゴリズム)’에 의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절판인지 여부를 판

- 만약 절판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작품 중 임의로 5페이지를 선택하여 디지털
워터마킹을 삽입하고 이후 작가가 허락하면 전 페이지를 무료로 공개함.

o ‘절판 만화 도서관’의 만화를 게재하는 페이지에 광고를 함께 삽입함으로써
작가는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독자는 작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작가가 원하는 경우 킨들(Kindle)18) 스토어에 동시 등록하거나

18)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전자책 서비스 전용 단말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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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만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CHINA

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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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킹이 삽입된 PDF를 작가가 스스로 판매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절판 만화 도서관’은 5%의 수수료를 취하게 됨.
o J코미는 만화 작품의 대사가 표기되는 말풍선(フキダシ)을 자동적으로 감지
하고 텍스트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쿄대학의 아이자와(相沢) 연구팀과 공동
으로 개발함.
- 만화 작품 내의 대사를 텍스트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가 만화의 특정
대사를 웹에서 검색했을 때 불법복제물이 아닌 ‘절판 만화 도서관’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됨.
- 실제로 ‘절판 만화 도서관’ 관련 기자회견에서 만화 JPEG 이미지를 해당
프로그램에 연결하자 말품선의 텍스트들이 차례대로 감지·텍스트화되는
모습이 실연됨.
o 그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가 읽고 있는 대사와 자동적으로 연동된
광고가 표시되도록 함.
- 연관된 상품들을 광고·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는 작가의 수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절판 만화 도서관’의
향후 목표

o J코미의 대표이사 아카마츠 켄(赤松健)은 ‘절판 만화 도서관’ 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금까지 절판된 만화를 읽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절판 만화 도서관’ 서비스로 인해 불법복제물 유포자가 아닌 작가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됨.
- ‘절판 만화 도서관’ 사이트 이용자들은 금전적 부담 없이 작품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됨.
- ‘절판 만화 도서관’은 전자 서적판 유투브(YouTube)를 향후 목표로 함.
o ‘절판 만화 도서관’은 출판사에서 과거 출판하지 않았던 작품들도 일률적으로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일본 만화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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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코미는 최근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의 SB이노벤처(SB

- J코미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300권 이상의 만화책을 무료로 즐길 수 있
는 전자 만화 어플리케이션 ‘하트 코믹스(ハートコミックス)’ 베타판을

CHINA

イノベンチャ)와 제휴를 맺음.

올해 가을부터 제공할 예정임.

o ‘절판 만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작품 전부의 공개를
허락하기 전에 이용자가 만화의 일부를 사이트에 자료로 업로드 하는 경우

JAPAN

‘절판 만화 도서관’
서비스의 문제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대해 J코미는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의 3(검토과정 중의 이용)19)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함.

CHINA
(ダ・ヴィンチニュース, 2014.7.11.)

CHINA

※ 참조
http://ddnavi.com/news/200426/ 2014.7.11.
http://news.mynavi.jp/news/2014/07/11/524/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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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3(검토과정 중의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 있어서 이용에 제공한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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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망 2014’전문단속행동 제3단계에서 취하게 될 5가지 조치
•
‘오늘의 헤드라인’저작권 침해로 판정
•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 적발
•학교 주변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불법복제물 집중 단속
•저작권 분야의 지속적인 수준 향상
•제5회 국제저작권박람회에서 사상최고 거래액 23억 위안 돌파
•인터넷 사진 무단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판정
‘지강신어(之江新語)’등 도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
•번시시중급법원, 랴오닝성 노래방업체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쇼핑몰,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
•중국 최초의‘지식재산권 법원’베이징(北京)에 설립
•중국 첫 임베디드(Embedded) 기기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투도우망과 YYeTs의 미국‘더 보이스’중국어 자막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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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검망 2014” 전문단속행동 제3단계에서
취하게 될 5가지 조치
2014년 9월 2일 국가판권국은 “검망행동 2014(剑网 2014)” 전문단속행동
제2단계 성과물로서 10대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와 더불어 제3단계 전문단속행동에서 취하게 될 향후 5가지 조치에 대해
강조함.

조치의 배경

o 2014년 9월 2일 국가판권국은 “검망행동 2014(剑网 2014)” 전문단속행동
제2단계 성과물로서 검거 처리된 10건의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사건
을 발표함.
- △강소성 ‘금화영화 및 TV웹사이트(金火影视网)’의 영상물 저작권 침해 사
건, △강소성 ‘팡팡영화 웹사이트(放放电影网)’의 영상물 저작권 침해 사건,
△강소성 ‘고해상도 영화 및 TV다운로드 웹사이트(高清影视下载网)’의 저
작권 침해 사건, △산동성 강모씨 ‘미르의 전설 2 (热血传奇)’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베이징 구모씨 ‘워크래프트(魔兽世界)’ 온라인 게임 저
작권 침해 사건, △안휘성 호모씨의 온라인상 불법복제 도서 판매 사건, △
호남 증모씨의 온라인상 불법복제 도서 제작 및 판매 사건, △산동 유모씨
의 온라인상 불법복제 음향제품 제작 및 판매 사건, △중경시 ‘예독서성웹
사이트(锐读书城)’의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등 총 10개의 사건임.
o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4”전문단속행동 제2단계 조치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상 영화, TV, 음악, 문학, 게임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물 제작·판매 행위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4”전문단속행동 제3단계에서 취하게 될
향후 5가지 조치에 대해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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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첫째, 국가판권국은 온라인상 영화, TV, 음악, 문학 작품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 전문적으로 저작권 침해 활동을 하는 중소형 웹사이트, 관련 부처에 등록되지

CHINA

조치의 5가지 내용

않은 불법 사이트, 도메인네임을 자주 변경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외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형 웹사이트 등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단속할 것임.

관리하며 이에 대한 저작권 관리·감독 수위를 높일 것임.

CHINA

- 온라인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화 및 TV, 음악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o 둘째, 각급 저작권행정집행부문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게임 사적(private)
서버 설치행위를 적발하고 온라인게임 저작권자가 기술적 우세 확보함으로써

o 셋째, 온라인판매플랫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임.

CHINA

불법행위 적발시 제때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온라인판매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시 스스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하고 국가판권국의 중점저작물에 대한 예비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 저작권자가 온라인판매플랫폼과 협력하여 저작권보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함.

CHINA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임.

o 넷째, CDN기술, 셋톱박스, 클라우드 저장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광고연맹, 제3자 지불 등 새로운 방식의 이익 취득 행위에 대하여

o 다섯째, 지역적 한계를 넘는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CHINA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 엄격히 단속할 예정임.

연구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영향력이 크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함.

o “검망 2014” 전문단속행동 제2단계 조치를 통해 검거된 침해 사건의 유형이
영상물, 음악, 어문저작물,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온라인 불법복제가
주류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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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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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문의 침해사건 처리는 임무가 과중하고 진행속도가 느리며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이에 지능화된 저작권보호 시스템과 자가점검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향후
저작권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法制网, 2014.5.23.)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5258.html 2014.9.3.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15/224998.html 2014.9.2.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4985.html 2014.9.2.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1972.html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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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의 헤드라인’ 저작권 침해로 판정
‘오늘의 헤드라인(今日头条)’은 베이징바이트움직임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출시한
모바일 맞춤형 뉴스로서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며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둠. 한편 ‘오늘의 헤드라인’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2014년 9월 16일 국가판권국은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고 발표함.

CHINA
o ‘오늘의 헤드라인(今日头条)’은 2012년 8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2014년 2월까지 9,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하루 평균 1,000만 명의 이용자가 ‘오늘의 헤드라인’ 사이트를 방문하며 1년

CHINA

“오늘의 헤드라인”의
서비스 제공 방식

기준 약 12억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o ‘오늘의 헤드라인’은 맞춤형 뉴스집중플랫폼임.

텅쒼(腾讯) 블로그, 텅쒼 QQ(중국의 채팅 메신저)와 함께 네티즌들의 기호와
관심을 분석함.

CHINA

- ‘오늘의 헤드라인’은 각 웹사이트의 뉴스를 검색하여 분류한 후 씬랑(新浪)，

- 분석 결과에 따라 뉴스 기사 및 사진을 수집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오늘의 헤드라인’은 뉴스 기사가 포함된 웹사이트의 전체 주소를 링크하

CHINA

o ‘오늘의 헤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링크서비스는 이전의 방식과 다름.

는 것이 아닌 뉴스 기사 및 기타 정보(로고, 광고 등)를 여과할 수 있도록
딥링크(deep link)20) 방식을 이용함.

(transcording) 기술21)을 이용하여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경된 것임.
20) ‘딥링크(deep link)’란 사이트 자체가 아닌 사이트 안의 특정 파일로 연결되는 웹페이지 링크를 말함.
21) 트랜스코팅(transcording)이란 단일 환경을 목표로 제작된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른 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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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늘의 헤드라인’에서 서비스되는 파일은 원래의 형태가 아닌 트랜스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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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헤드라인”의
저작권 침해 분쟁

o 2014년 6월 5일 씬찡신문사(新京报)는 "오늘의 헤드라인"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과연 누구의 헤드라인인가(今日头条 是谁
的头条)”라는 주제로 논평을 발표하고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
져서는 안됨을 강조함.
o 동 논평을 계기로 ‘오늘의 헤드라인’은 광범위한 뉴스매체들로부터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받음.
- 2014년 6월 6일 광주일보(广州日报)는 ‘오늘의 헤드라인’이 저작권 침해
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2014년 6월 24일 쑤우호우회사(搜狐公司)는 ‘오늘의 헤드라인’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을 위반하였다며 소를 제기함.
o 2014년 6월 23일 국가판권국은 ‘오늘의 헤드라인’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입안 및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동년 9월 16일 "오늘의 헤드라인"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발표함.

“오늘의 헤드라인”의
항변 내용

o ‘오늘의 헤드라인’측은 국가판권국의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함.
o 첫째, 자사는 뉴스의 제작자가 아닌 운반자로서 웹사이트의 뉴스링크를 제
공함에 있어서 뉴스의 출처를 밝혔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함.
- 최고인민법원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민사분쟁사건 심사규정(最高人民法
院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4
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링크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둘째, ‘오늘의 헤드라인’은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이의가 있는 뉴스 링크
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하였음.
-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3) 제21조 및 제23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 선별, 변환하는 기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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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셋째, ‘오늘의 헤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주요 논의

CHINA

범위에 포함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o ‘오늘의 헤드라인’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음.
o 첫째, ‘오늘의 헤드라인’의 뉴스저작물에 대한 트랜스코팅 기술의 적용은

- ‘오늘의 헤드라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뉴스저작물에 대한 단순한 링크가
아닌 모바일에서의 이용을 최적화하도록 트랜스코팅 기술을 거쳐 변경한

CHINA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임.

파일임.
- 따라서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이

o 둘째, 동 분쟁에서의 뉴스 기사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뉴스저작물로서 ‘오늘의

CHINA

적용될 수 없음.

헤드라인’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 ‘오늘의 헤드라인’이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정보가
관련 자료의 선별, 문장의 구성, 단어 사용, 언어구사력 등이 모두 포함된
저자의 창작물임.

CHINA

아닌 저자의 심도 있는 분석·조사를 바탕으로 뉴스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 중국 저작권법상 시사적 보도로서 합리적 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자의 성명, 저작물의 명칭을 밝혀야 하고 둘째, 그 이용 주체는 신문, 저널과
방송, TV방송국 등의 매체에 한정되어야 함.

o 현행 중국법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딥링크’와 트랜스코딩에 대한 관련

CHINA

중국법의 한계 및
시사점

규정이 결여되어 있음.
- 온라인상의 전송권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

- 현재 중국법 규정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의 ‘딥링크’ 서비스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랜스코팅’ 기술이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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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의 보호규정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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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상의 부정경쟁의 유형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오늘의 헤드라인’의 딥링크 서비스는 뉴스 신문사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15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오늘의 헤드라인’ 분쟁에서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
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o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보호를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
- 타인의 저작권을 자신의 비즈니스모델 성공의 핵심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영행위를 건전하게 규범화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o ‘딥링크’ 서비스와 ‘트랜스코팅’ 기술이 저작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 부정경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新浪科技, 2014.6.4.)

※ 참조
http://tech.sina.com.cn/i/2014-06-04/01309415247.shtml 2014.6.4.
http://www.bjnews.com.cn/opinion/2014/06/05/319400.html 2014.6.5..
http://www.chinatradenews.com.cn/html/zhongdianyuedu/2014/0613/7393.html
2014.6.13.
http://newspaper.jcrb.com/html/2014-06/12/content_161068.htm 2014.6.12.
http://tech.ifeng.com/internet/special/jrttqq/detail_2014_06/25/37003634_0.shtml
2014.6.25.
http://www.bjnews.com.cn/news/2014/06/05/319523.html 2014.6.5.
http://www.bjnews.com.cn/opinion/2014/06/05/319400.html 2014.6.5.
http://news.sohu.com/20140916/n404348206.shtml 2014.9.16.
http://www.cssn.cn/xwcbx/xwcbx_gcsy/201409/t20140926_1344732.shtml 2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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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中,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 적발
중국은 온라인 영상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 모니터링 기술과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에서는 최근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음성검색, 영상검색, 텍스트 수집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적발해냄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CHINA
o 중국은 온라인 영상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 모니터링 기술과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한 상황임.

CHINA

기술 도입의 배경

- 현재 웹사이트 및 정부부처의 모니터링 기술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발해
내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누락율도 높고 정확도도

o 이러한 배경 하에서 상하이 관융과학기술정보회사(冠勇信息科技有限公司)는

CHINA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최근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선진적인 웹 크롤러22) 기술인 ‘FBIPic Search’를 개발함.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신속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음.

FBI-Pic Search의
기술적 특징

CHINA

- 동 기술은 스마트 음성검색, 영상검색, 텍스트 수집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o 빅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웹 크롤러 기술(FBI─Pic Search)를 이용할
경우 영상의 특징 및 정보들을 신속하게 추출해 낼 수 있음.

동 검색하고 확인하는 속도가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 RTS)의
200-300배에 달함. 1분 동안 4-6시간 분량의 영상을 검색해낼 수 있음.
22) 웹크롤러란 검색엔진을 통해 웹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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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Pic Search’는 최신 검색엔진 색인 기술로서 영상의 특징 정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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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대한 양의 영상처리 능력을 갖춤.
- ‘FBI-Pic Search’는 선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
를 이용하여 매일 30대 서버를 통해 300T 용량의 영상을 검색해 냄으로써
방대한 양의 영상 및 사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음.
o 잡음 제거 기능이 탁월함.
- ‘FBI-Pic Search’는 동일한 영상의 서로 다른 버전, 상이한 해상도, 양자화
오차(量子化誤差, quantization error)23)에 대한 자체 적응 기술을 갖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 경우에도 감별해 낼 수 있음.
· 텔레비전 마크, 영상 서비스 웹 사이트에 첨가된 시각적 워터마킹.
· 서식과 내용이 각각 상이한 자막이나 자체 자막이 추가된 경우.
· 영상 주변의 검은 테두리(회색 자막). 이는 와이드스크린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볼 수 있음.
· 영상 내용이 편집된 경우. 오픈 크레디트, 엔딩 크레디트 또는 중간 광고
등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음.
· 종횡비율의 변화. 버라이어티 쇼에서 주로 발생함.
· 화면의 밝기, 명암, 색도의 구별,
· 프레임율의 오류표기 혹은 일정치 않은 경우.

FBI-Pic Search를
적용한 사례

o ‘FBI-Pic Search’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물의
명칭만 제공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통한 모듈화 설계구조, 실시간
온라인 모바일 검색, 다운로드, 매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실시간
으로 축출해 낼 수 있음.
o 2012년 올림픽 기간 동안 중앙TV방송국은 상하이 관융정보과학유한회사
(冠勇信息科技有限公司)에 의뢰하여 동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불법 중계
방송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매일 평균 수백 개의 불법복제물을 찾아냈음.

23) 연속적인 양의 크기를 몇 개로 구분하고 각 구분 내를 같은 값으로 간주하는 것을 양자화라 함. 즉, 양자화란
양의 최소 단위를 정하고 연속적인 양이라도 그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양자화 오차(quantization error)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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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마다 저작권 침해 기업에게 불법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고

o 중국네트워크TV(中国网络电视台, CNTV)는 상하이문화라디오영상그룹(SMG

CHINA

추후 다시 게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集团), 유우쿠투떠우(优酷土豆), 텅쒼망(腾讯网), 러쓰왕(乐视网), 써후동영상
(搜狐视频), 미국워너 브라더스(华纳兄弟) 등과 함께 동 기술을 이용한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대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CHINA

o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동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TV방송국의 영상물에

- 주요 대상은 중앙TV방송국이 지정한 22개 방송 플랫폼, 중대 웹사이트 11
개, 중소 웹사이트 11개가 포함되었으며 주로 대형 영상 웹 사이트가 많이
니터링 대상이 됨.
- 월드컵은 체육 종목으로서 드라마, 영화 등 영상저작물과 다른 특성을 지님.

CHINA

집중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절강(浙江), 광동(广东) 등의 지역이 모

경기마다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상 중의 하이라이트 순간만을 청중
들이 가장 관심을 가짐.

짧은 동영상이 절대적인 수량을 차지함.
- 30개 서버는 시간당 1,000시간 분량의 영상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추적

CHINA

-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월드컵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약 5분간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DNA를 통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효과적인 모
니터링을 수행하였음.

여 개의 블로그가 모니터링 되었고 18,000건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해 냄. 이를

CHINA

o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생방송되는 동안 무려 15,000여 개의 웹사이트와 8,000
통해 런던 올림픽의 뉴미디어 저작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대처함.
o 2013년 영화 “위대한 게츠비”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에 동 기술을

o 2014년에는 바이두음악(百度音乐), PPTV 등을 대상으로 동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링크 게시물들을 삭제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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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1개월 동안 1,000여 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적발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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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는 “2014 검망행동(劍網行動)”에서도 두각을
나타냄.
- 동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하이 관융과학기술정보회사(冠勇信息科技有
限公司)는 2013년 베이징 온라인 저작권 모니터링 센터의 협력 기관이었
으며 올해 상하이 판권국 “2014년 검망행동”에서도 기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됨.
- 위 회사는 상하이 판권국과 협력하여 상하이 온라인 저작권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하이 판권국과 그 산하의 협회, 연맹회원 및 상하이 각 문화기업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新华报刊, 2014.8.25.)

※ 참조
http://www.sipo.gov.cn/wqyz/dsj/201409/t20140905_1006065.html 2014.8.26.
http://news.xinhuanet.com/newmedia/2014-08/25/c_126914882.htm 2014.8.25.
http://www.firstbrave.com/detail.aspx?id=233 20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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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中, 학교 주변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불법복제물 집중 단속
중국에서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시장 규모는 약 400억 위안(한화 약 6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거대한 이윤 때문에 불법
복제물의 판매가 학교와 그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새 학기
를 맞아 전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복제물 단속
및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섬.

CHINA
o 중국에서 교과서 및 참고도서 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 위안(한화 약 6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출판 산업 시장 규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CHINA

단속 배경

- 이와 같은 거대한 이윤 때문에 대량의 오자, 탈자, 잘못된 논점 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제물이 학교와 그 주변에서

o 가을학기 초는 전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

CHINA

다량으로 판매되고 있음.

로 교과서 및 참고도서를 구매하는 시기임.
- 이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학교 및 그 주변에서 교과서

단속 사례

o 산동쭈청시(山东諸城) 학교 주변에서의 불법복제물 단속 실시

CHINA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고자 전국 단위의 단속을 실시함.

- 산동쭈청시(山东諸城) 문화시장집법부문(文化市场执法部门)은 2014년 8월
10일부터 한달 동안 쭈청시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캠퍼스와 그
판매되는 불법복제물을 몰수하고 불법도서 판매업체들을 엄격히 처벌함.
- 현재까지 쭈청제1중학교(诸城一中), 번화학교(繁华学校) 등 9개의 시구역
내 학교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도급, 리스 혹은 허가 없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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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출판, 인쇄 경영활동을 하는 서점과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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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경영한 7개 업체와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 판매한 5개의 슈퍼마켓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림.
- 산동 얜타이시(烟台)는 2014년 9월 2일 교육, 공안, 재정, 도시 관리, 문화
광전신문출판, 위생, 식품의약안전감독 등의 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학교
및 그 주변의 안전 예방업무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캠퍼스와
그 주변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하고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제물들을
몰수함.
- 산동칭도우(山东靑島) 문화시장 행정집법국은 2014년 4월 2일 이창구(李
沧区) 문화시장 행정집법국, 이창구 공안분국 등과 협력하여 “3.17 특별안
건팀”을 설립하고 20여일 동안 온라인상 교과서 및 참고도서 불법복제물
판매 행위를 집중 적발하였음. 당시 전국의 10여개 성시(城市)에 판매된
불법복제물의 금액은 200만여 위안(한화 3억 3,640만 원), 동 조치에 의해
조사·압수된 불법복제 도서는 2,213권에 달하였음.

o 사천성 루쩌우시(泸州市) 문화시장 집중단속 실시
- 루쩌우시 문화신문출판국은 “7가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관리(七打七治)”
문화출판물시장 불법복제물 검거전문행동(七打七治文化出版物市场打非治
违专项行动)에 따라 시 전체의 모든 학교와 그 주변 200미터 범위 내 문화
및 출판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강양구(江陽區) 문화집행대대는 2014년 9월 2일 루쩌우시 문화 집법지대와
협력하여 쯔퉁루(梓潼路) 학교 주변의 문화 및 출판물 시장을 집중 단속하
였으며 그 결과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401권의
불법복제물을 몰수하였음.

o 하남성(河南省) 저우커우시(周口市) 문화시장 집중단속 실시
- 하남성(河南省) 저우커우시(周口市)는 2014년 8월 23일 여름방학 동안 시
문화사무실의 주관 하에 문화, 공안, 공상, 교육, 통신사 등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시 전체의 교과서 및 참고도서 불법복제물과 문화시장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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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남성(湖南省) 천씨현(辰溪县) 개학 전 출판시장 집중단속 실시

위하여 학교 주변의 출판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함. 집법국은 이 날
불법인쇄업체 10개, 노점상 3곳을 적발해내고 100여 권의 불법복제물을

CHINA

- 천씨현(辰溪县) 문화집법국은 2014년 9월 1일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몰수하였음.
o 녕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인촨시(银川市)의 학교 주변 단속 실시

대학교,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와 그 주변 292곳의 식품, 음식, 오락, 도서
음향제품 및 PC방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함. 이번 단속을 통하여 학교

CHINA

- 인촨시(银川市) 씨쌰구(西夏区)는 2014년 9월 5일 관할구역 내 총 56개의

부근에서 불법으로 출판물을 판매·대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벌을 내림.

CHINA

※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제물 단속을 특정하여
규정한 중국 최근 주요 법규 및 조치

o 2014년 3월 29일 시행됨.
o 행정 법규로서 효력순위는 중국법체계에서 헌법, 법률 다음임.

□ 2006년 전국 음란물·불법복제물 단속사무소, 신문출판총국, 교육부,
국가판권국의 “불법복제물단속100일행동”에 따른 교과서 및 참고도
서의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를 위한 업무 지침(全國“掃黃打非”工作小
組辦公室, 新聞出版總署, 教育部, 國家版權局關於在“反盜版百日行
動”中加大對盜版教材教輔讀物打擊力度的通知)

CHINA

o ‘중점대상에 대한 집중단속의 전개’ 제6항에서는 전국적으로 인쇄·
복사·위임에서 온라인 등록 확인 및 체계적 단속을 개시할 것과 인
쇄·복사의 관리·감독 및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제물 단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CHINA

□ 국무원 판공청의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물, 저질
상품 제조·판매 단속을 위한 업무 지침(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2014年
全國打擊侵犯知識產權和制售假冒偽劣商品工作要點的通知)

CHINA

o 2006년 8월 24일 시행됨.
o 동 규정은 부문행정규정으로서 효력순위는 중국법체계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다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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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교에서의 교과서 주문 및 참고도서 사용 질서를 규범화하고 청소
년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불법복제물단소100일행동”을
개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가을학기에 교과서 및 침고도서가 유통
되는 절정기에 불법복제물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
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o 단속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
제물을 전면적으로 몰수하고, 불법복제물 구매의 담당자는 법적 책
임을 지고 해당 학교와 불법 인쇄소가 위치한 지역은 집중단속구역
으로 지정되도록 함.
o 각 지역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출판업체, 도급시장, 발행업체, 인쇄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불법복제물 판매업자에게 도
서출판번호를 제공한 출판업체와 불법경로를 통해 도서를 구입하
고 판매한 발행업체, 정당한 인쇄위임 절차 없이 불법교재를 사사
로이 인쇄한 인쇄업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됨.
o 주요 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도를 높이도록 함. 각 지역 각
부문은 교과서 및 참고 도서의 불법복제물 판매 및 생산 경로를 집
중적으로 단속하며 제조, 판매, 운송과 보관 활동에 종사하는 범죄
단체들을 적발할 것임. 보관 및 운송 은닉처를 없애고 판매 네트워
크를 차단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시장의 근원을 없앨 것임. 지방보호
주의와 부문보호주의의 간섭을 없애고 사건의 처리 부재 또는 집행이
느리거나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도록 함.
또한 권리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사법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

□ 2006년 전국 음란물·불법복제물 단속사무소, 신문출판총국, 교육부,
국가판권국의 외국교재 불법복제·판매 단속을 위한 업무 지침(全國
掃黃打非工作小組, 教育部, 新聞出版署, 國家版權局關於嚴厲打擊盜
版盜印及非法銷售, 使用外國教材的緊急通知)“
o 2006년 9월 27일 공표됨.
o 동 규정은 부문행정규정으로서 효력순위는 중국법체계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다음임.
o 대학교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외국교재의 불법복사 및 인쇄, 판매,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근절을 중점으로 함.
o 음란물·불법복제물 단속사무소 주관 하에 신문출판행정부는 교육행
정부와 협력하여 출판, 인쇄, 발행, 저장,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외국교재의 저작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음란물·불법복제물 단속사무소는 해당
안건을 각 지역의 판권관리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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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o 교과서 및 참고도서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가 출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정부의 단속 수위도 강화됨.

를 포함한 어문저작물 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CHINA

- 오프라인 불법 도서에 대한 저작권 단속을 시작으로 향후 온라인 불법 도서
시사함.

CHINA

(新华报刊, 2014.9.3.)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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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nanci.com/Pages/2014/08/23/20140823101227.shtml 2014.8.23.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3965.html 2014.8.22.
http://news.xinhuanet.com/gongyi/2013-05/09/c_124686037.htm 2014.5.9.
http://www.gapp.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13046.html 2014.7.17
http://news.qtv.com.cn/system/2014/06/22/011517388.shtml 2014.6.22.
http://hn.rednet.cn/c/2014/09/02/3455486.htm 2014.9.2.

CHINA

http://www.kaixian.tv/gd/2014/0905/9091105.html 2014.9.5.
http://vip.chinalawinfo.com/newlaw2002/slc/slc.asp?gid=223191 2014.3.29.
http://vip.chinalawinfo.com.auth.lib.bit.edu.cn/NewLaw2002/SLC/SLC.asp?Db=chl&Gid=118
883 2006.8.24.
http://www.gapp.gov.cn/news/1663/102889.shtml 2006.9.27.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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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저작권 분야의 지속적인 수준 향상
2014년 9월 15일 제5회 중국국제저작권포럼(中国国际版权论坛)에서 WIPO
부사무총장 왕빈영(王彬穎)은 중국 저작권 보호 수준 및 관련 법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밝힘.

중국 저작권 산업의
현황

o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문·출판, TV방송, 영화, 엔터테인먼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서 저작권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국민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지위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o WIPO의 기준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증가액은 무려 13,489
억 위안(한화 약 233조 원)에 달하고,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액의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양호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주요산업으
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저작권 관련 법정비
및 국제조약 가입

o 중국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다음과 같이 저작권 법률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함.
- 2001년과 2010년에 ‘저작권법’을 두 차례 개정함.
- 2002년 국무원은 ‘저작권법시행조례(著作权法实施条3)’를 공포하였고
2013년 동 조례를 개정함.
- 2006년 국무원은 저작권자, 실연자, 녹음·녹화제작자의 정보네트워크전송
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
条3)’를 공포하고 2013년 일부 조항을 개정함.
- 2012년 국가판권국은 사회 각 계층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인 연구·
분석 및 청문회를 거쳐서 만든 ‘저작권법(수정초안심사본)’을 국무원법제
사무실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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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민사분쟁사건심사적용
법률에관한에규정(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

o 중국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음과 같이 국제 조약에 가입하였음.

CHINA

干问题的规定)’의 사법해석을 반포함.

- 1992년 이후 중국은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
이징조약’ 등 중요 국제협약에 가입함.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CHINA

- 2001년 12월 10일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은 WT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
이 중국에서 2007년 6월 9일 정식으로 발효됨.

o 중공중앙(中共中央)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
제에 관한 결정(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 지식재산권의

CHINA

향후 전망

응용과 보호 문제를 제기함.
-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킴.

CHINA

2014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주에

o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운영을 국가발전의 기본 목표로 설정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저작권 법·제도의 구축 및 국제조약의 가입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권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음.

CHINA

(新华报刊, 2014.9.16.)

※ 참조

CHINA

http://news.xinhuanet.com/newmedia/2014-09/16/c_126990110.htm 2014.9.16.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6675.html 20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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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제5회 국제저작권박람회에서 사상최고
거래액 23억 위안 돌파
2014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제5회 중국국제저작권박람회(中国国际
版权博览会)가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에서 개최됨. 이번 박람회에서는
약 20억 위안(한화 약 3,500억 원) 규모의 총 17개 저작권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됨.

박람회의 주요 내용

o 2014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
出版广电总局)24), 국가판권국, 사천성(四川省)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청두
시(成都市)인민정부, 사천성신문출판광전국(四川省新闻出版广电局), 사천
성판권국의 주관 하에 제5회 중국국제저작권박람회(中国国际版权博览会,
이하 ‘박람회’)가 개최되었음.
o ‘저작권의 혁신· 교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관련업계 종사자들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저작권거래, 금융혁신, 과학·기술혁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 이번 박람회에서는 저작권거래, 금융혁신, 과학·기술혁신 등에서의 저작권
최신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 예술저작물저작권거래, 디자인 및 저작물의 거래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거래 활성화에 힘쓰고 디지털저작권정상토론회의,
이탈리아주제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저작권 교류 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국제
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
등 10개의 국제기구가 박람회에 참가함.

24) 광전(广电)은 라디오, TV의 약칭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출판, 라디오방송, TV방송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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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캐나다 등 20여 개국, 170개의 국내․외 기관 및 업체들, 600여 명의

o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저작권 거래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CHINA

전문가, 학자들이 행사에 참석함.

전년 대비 거래액이 대폭 증가함.
- 행사 기간 동안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총 17개 저작권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성공

o 폐막식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우수 기관 및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함.

CHINA

했으며 그 거래 규모도 무려 20억 위안(한화 약 3,500억 원)에 달함.

- 사천성판권국, 성도시판권국 등 28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함.
- 텅쉰(腾讯)그룹, 알리바바(阿里巴巴), 성대문학(盛大文学), 사천라디오티비
"최우수기업상"을 받음.
- 그림 <남방실크로드(南方絲路圖)>, 도서 <후덕감언(厚德箴言)>, 중국화(中

CHINA

방속국(四川广播电视台), 사천일보그룹(四川日报报业集团)등 17개의 기업이

國畵)<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온다(風从東方來)> 등 30개의 작품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음.

o 중국 정부는 최근 저작권박람회 개최, 저작권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CHINA

시사점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이번 박람회는 저작권 교류의 촉진 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CHINA

(中国國家板權局, 2014.9.23.)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7282.html 2014.9.23.

CHINA

http://news.qhdnews.com/2014/0923/302450.shtml 20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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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인터넷 사진 무단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판정
중국 봉화(奉化)시의 한 주방욕조 기업은 미국 Getty Images社의 사진 9장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이에 Getty Images社는
중국에 설립한 합자회사인 화까이창의(베이징)영상기술유한회사(华盖创意
(北京)图像技术有限公司)를 통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봉화법원은 2.5만 위안(한화 약 448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림.

사건의 개요

o 봉화(奉化)시의 주방욕조 기업은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제품을 홍보하여 옴.
- 씬랑 블로그(新浪微博)25)에 담당자를 두어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이외에도 일기예보, 지혜로운 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 등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옴.
o 블로그 담당자는 제품을 설명하는 글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9장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기업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였음.
o 블로그 담당자가 이용한 사진들은 미국 Getty Images社의 소유물이었음.
- Getty Images社는 사진, 영상, 음악, 멀티미디어 작품의 창작자인 동시에
배포자로서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구매 및 편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임.
- 동 회사는 2005년 중국에 화까이창의(베이징)영상기술유한회사(华盖创意
(北京)图像技术有限公司, 이하 ‘화까이’ 회사) 합자기업을 설립하였음.
o 화까이 회사는 중국 주방욕조 기업이 미국 Getty Images社의 사진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함.

25) 씬랑 블로그(新浪微博)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자가 제일 많은 블로그 서비스 사이트임.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많고 바이두 등 검색사이트에서 노출이 잘되는 장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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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봉화 법원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업의 블로그에 사진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CHINA

법원의 판단 및
소송의 경위

- 법원은 주방욕조 기업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2.5만 위안(한화 약
448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함.

- 화까이 회사는 매년 평균 8,000여 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베이징, 광주, 심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400~500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CHINA

o 이번 사건은 화까이 회사의 무수한 저작권 침해 소송 중 하나임.

제기하고 있음.

- 화까이 회사 법무팀장 장굉린(张宏麟)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이미지 시장의
규모는 40억 위안(한화 약 7,168억 원)에 달하였으나 20여개의 이미지 판매업체가

CHINA

o 화까이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얻은 총 판매액은 4억 위안(한화 약 717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함.
- 화까이 회사는 2007년 이전까지는 저작권 침해 권리구제 방식으로 법적 소송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음.

CHINA

보다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왔음.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법적

o 화까이 회사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취함.
ⅰ) 첫째, 변호사 서한에 이전 승소판결을 동봉하여 보내는 방법임. 상업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CHINA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 1장당 약 1만 위안(한화 약 181만 원)의

ⅱ) 둘째, 직접 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임. 화까이 회사는
베이징, 광동, 절강, 강소, 복건 귀주 등 11개 고급인민법원에서 승소 판결
을 받음.

위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화까이 회사가 수익의 70%를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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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영상산업저작권보호포럼(2010图像行业版权保护论坛)에서 화까이 회사
법무팀장 장굉린(张宏麟)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기한 2,000여 건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800여 건의 승소한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함.
- 저작권 침해로 판정된 사진 한 장당 법원은 5,000위안(한화 약 90만 원)부터
1만 위안(한화 약 180만 원)까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소송에 대한 비판

o 화까이 회사가 제기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단순한
권리구제의 의도가 아닌 악의적인 소송, 사기 및 협박이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o 첫째,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 화까이 회사는 사진 데이터, 화보집, 공증서, 사진촬영 위임계약서 등을 통해
권리자임을 입증하려고 하나 이는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비판함.
- 산서성 고급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제기한 총 12장의 사진 중 2장의
사진에 대해서만 화까이 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였고 그 외 10장에 대해서는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
o 둘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여부가 불분명함.
- 화까이 회사는 많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o 셋째, 손해배상청구액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됨.
- 예를 들어 미국 Getty Images社의 사진(일련번호 dv336005)은 화까이 회
사에서 약 1,000위안(한화 약 18만 원)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화까
이 회사는 소송을 통하여 약 7,000위안(한화 약 12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진 판매액의 6배~7배에 달하는 금액임.
- 화까이 회사는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화까이 회사가
매년 저작물 사용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8억 위안(한화 약 322억 원)에
달하지만 저작권 손해배상으로 얻은 수익은 1,500만 위안(한화 약 27억 원)에
불과하다고 사실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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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에서 사진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저작권 의식
수준의 결핍이 초래한 경솔한 결과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보다 저작권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

CHINA

시사점

o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저작권자인지 여부,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 손해배상금액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작권

CHINA

등록제도, 징벌적 배상제도, 저작권 허가제도 등 관련 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人民网, 2014.10.10.)

CHINA

※ 참조
http://ip.people.com.cn/n/2014/1010/c136655-25803808.html 2014.10.10.
http://www.fhfy.gov.cn/webHtml/neilistread.aspx?id=80554 2014.10.16

http://www.legaldaily.com.cn/bm/content/2011-05/24/content_2673321.htm?node=20732 2011.5.24.
http://www.legaldaily.com.cn/economical/content/2011-02/11/content_2468101.htm?node=21507
2011.2.11.

CHINA

http://media.people.com.cn/BIG5/n/2014/0408/c40606-24842434.html 2014.4.8.
http://news.163.com/14/0421/06/9QB90SQ900014AED.html 2014.4.21.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2-11/20/c_123974434.htm 2012.11.20.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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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지강신어(之江新語)’ 등 도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하모씨, 양모씨 등 3인은 인터넷에서 전자도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됨.
2014년 10월 15일 양포구(杨浦区) 인민법원은 이를 저작권침해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내림.

사건의 개요

o 검찰원(檢察院) 조사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하모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淘宝网)에 서점으로 등록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짐.
- 인터넷에서 ‘지강신어(之江新语)’, ‘빈곤에서 벗어나(摆脱贫困)’, ‘본질에 충실
하여 선두에 나서(干在实处、走在前列)’ 등의 전자도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복사 및 제본하여 자신이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
o 하모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서 총 4,660여권을 판매한 결과 8만 7천
위안(한화 약 1,500만 원)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검찰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서 적발 조치함.
- 하모씨는 고향 친구인 양모씨와 차이모씨를 사주하여 도서의 겉표지 제작을
요청했으며 양모씨와 차이모씨는 자신이 소속된 도문(圖文)社를 통하여 총
800여 장의 도서 겉표지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짐.

법원의 판결

o 2014년 10월 15일 상하이시 양포구(杨浦区) 인민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
- 하모씨는 저작권침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만 위안(한화 약 868만 원),
양모씨는 징역 6월 및 벌금 200위안(한화 약 34,000원), 차이모씨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위안(한화 약 17,000원)을 선고함. 그리고 피고인 도문(圖文)社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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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저작권침해죄(侵犯著作权罪)로 벌금 1,000위안(한화 약 172,000원)을
명함.

복제하였으므로 공동범죄 중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반면 양모씨, 하모씨

CHINA

o 법원은 하모씨에 대하여 저작권자 동의 없이 타인의 어문저작물 2,500여 권을
및 도문(圖文)社는 하모씨의 범죄에 공조하여 불법복제에 참여하였으므로
공동범죄 중 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주관적 악의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CHINA

o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하모씨의 학력이 초등학교 수준으로서 지식재산권에
(probation)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하모씨가 도서를 4,6600여 권이나 판매한 사실과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조치를 채택하지 않음.

o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CHINA

시사점

가운데 이번 판결은 출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됨.

CHINA

(NCAC, 2014.10.16.)

※ 참조

CHINA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9173.html 2014.10.16.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29020.html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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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번시시중급법원, 랴오닝성(辽宁省)
노래방업체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랴오닝성(辽宁省) 번시시(本溪市)에 위치한 30여 개의 노래방업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급을 거부함. 2014년 10월 번시시중급인민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고 약 80만 위안(한화 약 1억 3,9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함.

사건의 개요

o 랴오닝천합문화유한회사(辽宁天合文化有限公司)(이하 ‘천합문화사’라고 함)는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노래방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함.
- 2013년부터 천합문화사는 번시시(本溪市) 노래방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노래방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함.
천합문화사는 이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한 후 번시시중급인민법원26)에 소
(訴)를 제기함.
o 천합문화사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연주되는 음원을 녹음하였고
손해배상청구는 이러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짐.
- 천합문화사는 증거를 조사·수집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번시시중급인법
원에 침해의 중지 및 불법 음원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와 더불어 경제적 손해배상(침해음악 수량에 근거함), 증거조사 비용, 공증
(公證) 비용, 소송비용 등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및
이에 따른 입장

o 2014년 10월 21일 번시시중급인민법원은 노래방업체들에게 저작권 침해
의 중지 및 불법적으로 이용한 음원 한곡 당 200위안(약 35,750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함.

26)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의 체계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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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지역 노래방업체들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승소함.

CHINA

o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는 2012년부터

- 천합문화사는 2012년에는 선양시(沈阳), 다롄시(大连) 노래방업체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3년부터 랴오닝성 안산시(鞍山)，푸순시(抚顺), 번시시(本溪),
단둥시(丹东)，판진시(盘锦)，잉커우시(营口), 테링시(铁岭) 등의 도시로 관련

CHINA

조사를 확대함.
o 천합문화사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힘.
-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일부분임. 현재 랴오닝성
노래방 저작권료 기준은 하루에 룸(Room)당 6위안(한화 약 1,000원)으로 저
침체로 인하여 저작권료에 대해 충분히 합의 가능함.

CHINA

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현재 노래방업계의

o 이와 관련해서 랴오닝백연법률사무소(辽宁百联律师事务所)의 유훼룽(游会荣)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함.
- 노래방업체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저작권 침해로 거액의
전에 노래방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합법화 수단을 통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중국 각 지역에서 음악저작물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업
체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부족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CHINA

시사점

CHINA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o 노래방업체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강화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음악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고 차후 동일한 사안의 저작권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CHINA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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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渤海早报, 2014.10.22.)

※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29524.html 2014.10.22.
http://j.news.163.com/docs/10/2014102201/A94FHDRU00014AED.html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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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中國

中, 쇼핑몰,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
2014년 11월 중국 각 지역의 법원은 쇼핑몰, 노래방, 유흥업소, 식당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의 손해배상금 책정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됨.

CHINA
o 2014년 7월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는 상하시 쇼핑몰 대
열성(大悦城)이 음악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CHINA

상하시대열성쇼핑몰의
저작권 침해 사건

-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열성 쇼핑몰을 개발․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함.

권협회의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CHINA

o 2014년 10월 양푸법원(杨浦法院)은 쇼핑몰 대열성이 저작권자 또는 음악저작

- 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유형, 인지도, 쇼핑몰 경영방식, 권리침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 5,000위안(한화 약 9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1,800위안(한화 약 32만 원)을 지급할

강서성푸저우시노래방의
저작권 침해 사건

CHINA

것을 명함.

o 2014년 7월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 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는
강서성 푸저우시(抚州) 노래방들의 저작권 침해실태에 대하여 조사함.
- 조사결과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는 황금해안상업무역유한책임회사
환락무한오락성유한회사(欢乐无限娱乐城有限公司) 등 3개의 노래방을 상대로
상영권(放映權) 침해를 이유로 강서성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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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金海岸商贸有限责任公司), 매력금좌오락유한회사(魅力金座娱乐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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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 11월 1일 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내림.
- 법원은 황금해안에 대하여는 93곡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5만
7,800위안(한화 약 1,040만 원), 매력금좌에 대하여는 99곡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6만 1,400위안(한화 약 1,100만 원), 환락무한에 대
하여는 90곡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5만 6,000위안(한화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함.
o 3개의 노래방업체는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함.
- 3개의 노래방업체들은 각각 약 7만 여곡의 노래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법원의 기준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노래방업체의 부담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노래방을 경영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그러나 강서성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림.

원난성추슝시노래방의
저작권 침해 사건

o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는 원난성 츄승시
10개의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함.
- 10개의 노래방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집중관리협회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40만 위안(한화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함.
- 이전 사건에서 법원은 음악저작물 한곡 당 300위안(한화 약 54,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음.
o 이번은 세 번째 노래방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서 13만 위안(한화 약 2,3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2012년 처음 소송에서는 한 노래방업체는 저작권 침해로 1만 6,000위안
(한화 약 28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8만
위안(한화 약 1,4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
o 노래방업체들은 이전 사건에서 법원이 음악저작물 한곡 당 300위안(한화
약 54,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정한 것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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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노래방업체들의 반발과 달리 저작권집중관리협회는 오히려 저작권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함.

CHINA

침해 사안에 비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현지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상당히

o 2014년 11월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함.
- 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회경제발전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언급함.

강서성난창시노래방의
저작권 침해 사건

CHINA

공중의 인지도, 유행정도, 피고의 경영방식과 규모, 권리침해 발생지역의

o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는 난창시(南昌市)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인민법원에 노래방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지금까지 총 92건의 소송을 제기
하였음.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13건, 2013년에 27건, 2014년 34건임.

CHINA

o 위 사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노래방의 경영지역과 규모를 기준으로 13회에 걸쳐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됨. 매회 3~8개의 노래방이 제소되었으며 번화가에 위치하고 인지도가
높고 경영기간이 길고 규모가 비교적 큰 노래방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 노래방업체들이 재차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92건의 사건 중에서
75건의 사건의 심리가 종료되었는데 그 중 41건(55%)에 달하는 사건이

CHINA

외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다시 저작권 침해로 제소됨.
- 일부 노래방업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문제가
손해배상금도 한곡 당 처음의 1,000위안(한화 약 18만원)에서 2,000 위안
(한화 약 36만원)으로 증가하였음.

CHINA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을 지속함. 이에 다시 제소되었고

o 위 사건들과 관련해서 노래방업체들은 저작권집중관리협회의 저작료의 수금
방식 및 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협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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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저작권료 부과 기준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른 양 당사자 사이의 평등한

WINTER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 노래방업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불모델을 선택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사용료 지불계약 체결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저작권 침해로 노래방 경영을
그만두는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됨.

4개 유흥업소의
저작권 침해 사건

o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는 화양낸화엔터테인먼트유한책임회사(花样
年华娱乐有限责任公司), 바우리진요식업엔터테인먼트유한책임회사(宝丽金餐
饮娱乐有限责任公司), 환창무한엔터테인먼트성(欢唱无限娱乐城)과 백돌고래
엔터테인먼트레저회관(白海豚娱乐休闲会馆) 등 4개의 유흥업소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을 방영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o 2014년 10월 친저우시(欽州)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결과 4개 유흥업소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주문시스템에 음악저작물을 저장
하고 방영한 사실이 드러남.
- 친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상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하고 음악 MTV의 삭제 및 20만 위안(한화 약 3,5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법원은 화양낸화 회사에게는 손해배상금 4만 800위안(한화 약 730만 원)과
소송비용 9,450위안(한화 약 170만 원), 바우리진 회사에게는 손해배상금
4만 1,800위안(한화 약 750만 원)과 소송비용 8만 219위안(한화 약 150만
원), 환창무한 회사에게는 손해배상 5만 9,600위안(한화 약 1,070만 원)과
소송비용 7만 140위안(한화 약 130만 원), 백돌고래 회사에게는 손해배상
4만 1,400위안(한화 약 740만 원)과 소송비용 8,470위안(한화 약 150만
원)을 부담할 것을 각각 명함.

o 중국 각 지역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노래방에서의 음악

시사점

이용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o 다만,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적절한지와 관련
해서는 업계 종사자 간의 좀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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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新华网, 2014.11.3.)

※ 참조
http://www.jx.xinhuanet.com/news/xczj/2014-11/02/c_1113076387.htm 2014.11.3.

CHINA

http://news.163.com/14/1104/06/AA6FRQFR00014Q4P.html 2014.11.4.
http://ip.people.com.cn/n/2014/1011/c136655-25811078.html 2014.10.11.
http://www.gapp.gov.cn/news/1658/228311.shtml 2014.10.8.
http://legal.people.com.cn/n/2014/1011/c188502-25811883.html 2014.10.11.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28709.html 2014.10.11.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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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
베이징(北京)에 설립
2014년 10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全国人民代表大会)27)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범위에 관한 규정(北京, 上海, 广州 知识产权法院
案件管辖的规定)’이 통과되어 같은 해 11월 3일부터 시행됨. 이를 통해 중국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취지 및 내용

o 2014년 11월 18일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원(知识产权法院)이 베이징
(北京)에 설립되었으며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설립될 예정임.
-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힘.
o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중국공산당 제18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법제도
보완에 따른 구체적인 구현의 일종임.28)
-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주심 재판관 제도의 도입, 판사 정원제도, 합의 안건
처리의 책임제도 등과 함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임.
o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
-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조사의 과학성,
전문성, 중립성 등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함.
- 심판 중심인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부합하는
절차법과 심판규칙을 구축하고자 함.

27)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중국최고권력기관이며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됨.
28) 제18차 중국공산당 회의에서는 사법독립을 핵심요지로 삼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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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법해석(司法解釋)29)을 준비 중임.

직권행사의 범위 등이 그 주요 내용임.

CHINA

- 지식재산권 사건에서의 기술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임용, 직책, 관리 방법,

o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지식재산권사법보호센터(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
中心)를 설립하여 경험이 많은 판사들로 하여금 연구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함.

o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 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0월 27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628차 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월

CHINA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

CHINA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지식재산권 심판제도의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을

3일부터 시행되었음.
o 동 규정 제1조는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 사건을 다음과 서술함.
- 특허, 식물 신품종(植物新品种), 반도체 설계도면, 기술비밀, 노하우(Know-how),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민사 및 행정사건, 국무원(중앙정부)각부서 및 현급
사건, 저명상표(驰名商标) 승인관련 민사사건 등.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중급인민법원30)에서는 더 이상 지식재산권 민사

CHINA

(县级) 이상 지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상표, 부당경쟁 등 행정소송

및 행정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함.
o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법원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서의 저작권, 상표, 기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CHINA

이전계약, 부당경쟁 등 민사 및 행정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o 당사자가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권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이를 심리

29) 사법해석(司法解釋)이란 법규를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됨.
30) 중국의 재판심급제도는 4급 2심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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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권 법원은 저작권, 특허권(專利權), 상표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의의

등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법원이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리(審理)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o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중국 사법제도의 중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o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관할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의 소송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됨.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지식재산권법원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규정 내용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국민사소송법
(中国民事诉讼法)’, ‘중국행정소송법(中国行政诉讼法)’,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
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1조 지식재산권 법원 소재지의 일심사건 관할
제1항. 특허, 식물 신풍종(植物新品种), 반도체 설계도면, 기술비밀, 노하우(Know-how),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민사 및 행정사건
제2항. 국무원(중앙정부)각부서 및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상표, 부당경쟁 등 행정소송 사건
제3항. 저명상표(驰名商标)승인관련 민사사건
제2조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광동성(广东省) 내에서
다지역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3조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의 각 중급인민법원 및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广州市中级人民法院31)은 더이상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
정사건을 접수(受理)하지 아니한다. 광동성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더 이상
본 규정의 제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31) 광저우시(广州市)는 광동성(广东省)의 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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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식재산권 사건이 본 규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에 해당되고 또
기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CHINA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동성의 각 기층인민법원은 더 이상 본 규정의 제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5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아래의 1심 행정사건 관할권을 가진다.

CHINA

제6조 당사자가 지식재산권법원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으로부터 받은 일심 저작권, 상표,
기술계약, 부당경쟁 등 민사 및 행정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이를 심리한다.

CHINA

제1항. 국무원(중앙정부)각 부서가 판정 또는 결정한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등 지식재산권 수권(授權) 및 지식재산권 승인사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2항. 국무원(중앙정부) 각 부서가 판정한 특허,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의
강제허락 또는 강제허락 사용료사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3항. 국무원(중앙정부) 각 부서가 지식재산권 수권 또는 지식재산권 승인에 대하여
행사한 기타 행정행위

제7조 당사자가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받은 일심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상고할 경우
지식재산권법원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다.

※ 참조

CHINA

(人民法院报, 2014.11.4.)

CHINA

제8조 지식재산권 법원 소재지32)의 기층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이전에
접수 또는 진행 중인 본 규정 제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건은 해당 기층인민
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http://www.court.gov.cn/xwzx/yw/201411/t20141104_198955.htm 2014.11.4.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8/31/c_1112298943.htm 2014.8.31.

32) 중국의 성(省), 직할시(直轄市), 자치구(自治區)는 동급 행정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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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467999 2014.1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5115&cid=42989&categoryId=42989
20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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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중국 첫 임베디드(Embedded) 기기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2014년 10월 중국 내몽고(內蒙古)에서 불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적자동판매기기가 공안부(公安部)에 의해 적발되었음. 이는 중국에서의
첫 임베디드(embedded) 기기33)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인 동시에 내몽고에서의
첫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사건의 경과

o 2014년 6월 내몽고 후허하오터시(内蒙古呼和浩特市) 공안국(公安局)에
저작권 침해 사건이 접수됨.
- 피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800만 위안(한화 약 14억
5,100만 원)을 지급하고 항주 모 자동판매기기 제조회사로부터 235대의
서적자동판매기기를 구매하였음.
- 피해자는 위 기기들을 구매한 후 후허하오터시 문화국에 납품하였고 해당
기관은 후허하오터시 여러 공공장소에 기기들을 설치하였음.
o 그러나 서적자동판매기기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닫히고
거스름돈이 안 나오거나 잡지의 일부 페이지가 찢겨지고 시스템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음.
- 관련 담당자가 점검한 결과 해당 기기들에 설치된 Window XP의 시리얼
번호가 전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를
마이크로소프트社에 확인 요청한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인 사실이 밝혀짐.
o 2014년 10월 31일 내몽고 후허하오터시 공안국은 위 사건에서 불법 소프트
웨어 설치에 가담한 범죄그룹을 검거하고 주범 2명을 구역(拘役)34)에 처함.

33) ‘임베디드(embedded) 기기’란 특정한 제품이나 솔루션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탑재되는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말함.
34) ‘구역(拘役)’이란 범죄인의 인신자유를 단기간 박탈하는 형벌로서 주거지 인근에서 집행하며 노동개조(勞動改造)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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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범죄그룹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얻은 불법소득액은 약 1,000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한 중국법 규정

CHINA

위안(한화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o 컴퓨터소프트웨어 합법성 논란과 관련하여서 다음의 법률 및 조례가 적용될
수 있음.

- 동 조례 제24조에서는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공중에게

CHINA

o 첫째,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3)의 위반 여부

소프트웨어를 배포·대여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권리침해자에게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CHINA

o 둘째, 저작권법(著作權法)의 위반 여부
- 동법 제49조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 정도에 따라 배상을
하고 실제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액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우에 법원은 권리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 위안(한화 약 8,390만 원)
이하의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CHINA

- 만약 권리자의 실제손해나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o 셋째, 형법(刑法)의 위반 여부

규정하고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제·발행한 경우 불법소득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CHINA

- 동법 제217조에서는 저작권침해죄(侵犯著作权罪)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 및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도록 함.
- 동법 제218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217조에 규정된 권리침해 복제품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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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하여 그 불법소득액이 매우 큰 경우

WINTER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사건의 의의

o 현재 내몽고 후허하오터시 공안국는 이번 사건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주범 2명을 구역에 처하고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임.
- 추가 범죄의 내용에 따라 중국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형법
등에 의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예정임.
o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임베디드 기기(embedded device)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인 동시에 내몽고 자치구에서 조사한 첫 소프트
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불법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단순한 경제적
배상을 넘어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적
의미가 큼.

(法制网, 2014.11.23.)

※ 참조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4-11/23/content_5856232.htm
2014.11.23.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0-02/27/content_19484098_4.htm 2014.12.10.
http://www.wipo.int/wipolex/en/details.jsp?id=6575 2014.12.10.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99706 2014.12.10.
http://epaper.legaldaily.com.cn/fzrb/content/20140425/Articel08007GN.htm 20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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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능프로그램인 ‘더 보이스 아메리카(the voice of US)’의 독점적 정보

CHINA

中國

中, 투도우망과 YYeTs의 미국 ‘더 보이스’
중국어 자막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
통신망전파권(信息網絡傳播權)을 허가받은 투도우망(土豆網)은 2014년 12월
해당 프로그램의 중국어 자막을 허락없이 번역·배포한 YYeTs(人人影視)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함.

CHINA
o 미국 NBC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 ‘더 보이스 아메리카(the voice of US)’는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더 보이스 아메리카’는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16강에 걸친 슈퍼보컬

CHINA

사건의 개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임.
- 해당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우선적으로 블라인드(blind) 오디션을 통해
게임에 참여하게 됨.

CHINA

선정되어 각각 4명 중 1명의 코치로부터 보컬강습을 받은 후 다시 서바이벌

o 2014년 8월 19일 투도우망(土豆網)은 상하이라우인문화전파유한회사(上海烙
印文化传播有限公司)로부터 ‘더 보이스 아메리카’의 독점적 정보통신망전파권
(信息網絡傳播權)35)을 허가받음.

2월 1일까지이고 시즌3부터 시즌6 프로그램의 계약 기간은 2016년 8월 19일

CHINA

- 투도우망의 ‘더 보이스 아메리카’ 시즌2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기간은 2015년
까지임.
- 투도우망은 상기 기한까지 온라인상에서 ‘더 보이스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CHINA
35) 정보통신망전파권(信息網絡傳播權)이란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자산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함.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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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YYeTs 소속의 자막팀(人人影视字幕组)는 투도우망의 허락 없이 ‘더 보이스
아메리카’의 시즌 2부터 시즌 6까지의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중국어 자막으로
제작함.
- YYeTs 자막팀은 세계 각 지역의 수많은 네티즌들로 구성된 자발적 온라인
조직체임.
- 이 조직은 영어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과물을 더 많은
네티즌들과 공유하고자 무상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동영상 강의
등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함.

사건의 법적 쟁점

o 이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YYeTs 소속 자막팀의 중국어 자막 번역 행위가 투도우망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둘째, 미국 예능프로그램 ‘더 보이스 아메리카’를 번역한 YYeTs의 중국어
자막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 셋째, 번역된 중국어 자막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경우 투도우망의 중국어
자막 게재 및 역자명 미표기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투도우망 측의 입장

o 이와 관련해서 투도우망 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o 첫째, ‘더 보이스 아메리카’ 프로그램의 중국어 자막 번역은 저작권 침해임.
- 미국 예능프로그램인 ‘더 보이스 아메리카’는 중국 저작권법상 녹음녹화
(录音录像)36) 저작물에 속함.
- 저작권법 제12조37)에서는 저작물을 번역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36)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5조 :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의 아래 용어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2항. ‘녹음제품’이란 실연의 음성과 기타 음성에 대한 녹화제작물을 의미한다.
3항. ‘녹화제품’이란 영화저작물과 기타 영화를 촬영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 이외의 음성 혹은 음성이 없는
연속된 영상, 도형의 녹화제작물을 의미한다.
37) 중국 저작권법 제12조 :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改編), 번역(飜譯), 주석(注釋), 정리(整理)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자가 향유하고,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저작물(原作品)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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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해당 저작물에 대한 중국어 번역이 개인의 연구나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2조38)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사용 범위에 속함.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배포하였고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CHINA

- 그러나 YYeTs는 ‘더 보이스 아메리카’를 번역하여 모든 네티즌들이 사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났음.
o 둘째, YYeTs가 제작한 중국어 자막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작물(저작권법 제12조)로서 보호됨.

CHINA

- 자막 번역은 역자(譯者)의 독창성을 요하기 때문에 중국어 자막은 번역저

- 비록 YYeTs의 중국어 번역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점은
미국 ‘더 보이스 아메리카’ 중국어 자막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CHINA

o 셋째, 투도우망의 중국어 자막 무단사용 및 역자명 미표기는 번역저작물의

- 투도우망이 YYeTs가 번역한 중국어 자막을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저작권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고 저자명(YYeTs)을 표시하지 않은

사건의 의의

CHINA

행위는 성명표시권(署名權)(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침해에 해당함.

o 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해외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례임.
-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TV 프로그램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번역하여 자막

- 한편 번역된 자막은 저작권법상 번역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CHINA

으로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현재 YYeTs 자막팀은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든

38) 중국 저작권법 제22조 :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상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의 성명∙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87

CHINA

웹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임.

WINTER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人民网, 2014.12.1.)

※ 참조
http://paper.people.com.cn/gjjrb/html/2014-12/01/content_1504796.htm 2014.12.1.
http://tech.sina.com.cn/zl/post/detail/i/2014-10-02/pid_8462305.htm 2014.10.2.
http://www.legalweekly.cn/index.php/Index/article/id/6143 2014.10.14.
http://zhihedongfang.com/article-2048/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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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사법재판소, 대학 도서관에서의 도서 디지털화 허용 및 이용자
인쇄 등에 보상급 지급 판결
•EU,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중개자 개입 필요성 촉구
•獨 베를린법원, 컴퓨터 게임키의 재판매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伊, 개정 온라인 저작권 규정에 따른 행정집행의 위헌 논란
•英,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패러디 허용
•佛 문화통신부 장관, 하도피(Hadopi)에 불법사이트 리스트 작성 임무 부
여
•EU, 구글세 부과 방안 도입 추진
•유럽사법재판소(ECJ), 웹사이트 동영상 삽입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EU, 공공장소 건축물 라이트쇼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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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유럽사법재판소(ECJ), 대학 도서관에서의
도서 디지털화 허용 및 이용자 인쇄 등에
보상금 지급 판결
2014년 9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 대학 도서관 내에서 도서를
전자형태로 열람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사건의 배경

o 독일 다름슈타인 공과대학 도서관(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이하
‘피고’)은 이용자들이 도서를 전자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디지털화하여 제공하였음.
-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도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할 수 있었음.
o 2011년 3월 유진 율머 출판사(Eugen Ulmer, 이하 ‘원고’)는 피고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함.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 하면서 별도의 대가도 지
급하지 않았으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52b조39)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o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대학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도서의 출력 및 저장
행위를 중지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도서관 내에서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39) 독일 저작권법 제52조b(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의 전자 열람석에서 저작물의 재현) :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공중에 개방된 도서관, 박
물관 및 기록보관소에서 각 시설의 공간 내에 스스로 설치한 전자열람석에서 학술연구 및 개인적 연구를 위하여 소장된
공표 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설치된 전자열람석에서 위 시설이 보유하는 부수를 넘어서서
동일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공중전달에 관하여는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금청구권은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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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피고는 독일 연방대법원에 비약상고(Sprungrevision)40)를 제기하였고
EU 저작권지침(2001/29/EC)의 제5조 제3항 (n)호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ECJ 판결의 내용

CHINA

연방대법원은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서

o ECJ는 EU 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 제3항 (n)호에 의거하여 공중
‘조사 또는 개인 연구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
- ECJ는 이러한 행위 없이는 ‘조사 및 개인 연구를 장려하여 공공 이익을

CHINA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내 열람 장소에서 전자 도서를 열람하는 행위는

촉진’하도록 하는 도서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제5조 제3항 (n)호41) “조사 또는 개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그것들의 수집물에 표시된 구매 또는 이용허락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제2항 (c)호에 언급된 시설의 지정 단말기에 의하여 공중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이용인 경우”

EUROPE

□ 제5조 제2항 (c)호42)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에 의하거나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정 복제 행위에 관해서는
그러한 복제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CHINA

※ EU 저작권지침 (2001/29/EC)

o 그러나 ECJ는 전자 도서를 종이 형태로 출력하거나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CHINA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40)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함.

42) Article 5 (2) :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the reproduction right provided for in
Article 2 in the following cases : (c) in respect of specific acts of reproduction made by publicly accessible
libraries, educational establishments or museums, or by archives, which are not for direct or indirect economic or
commercial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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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rticle 5 (3) of that directive provides :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exceptions or limitations to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s 2 and 3 in the following cases : (n) use by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or private study, to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by dedicated terminals on the premises
of establish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2(c) of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 not subject to purchase or
licensing terms which are contained in their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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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 다만, 정당한 보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ECJ 판결의 의의

o EU 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 제3항 (n)호의 ‘구매 또는 이용허락의
조건’ 조항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같은 시설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러한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o 다만,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europa, 2014.9.11.)

※ 참조
http://jurist.org/paperchase/2014/09/european-court-allows-library-to-digitize-but-not-diss
eminate-works.php 2014.9.13.
http://www.ip-watch.org/2014/09/11/libraries-may-be-permitted-to-digitise-books-without
-copyright-owners-consent-eu-high-court-rules/ 2014.9.11.
http://goodereader.com/blog/digital-publishing/eu-court-rules-libraries-can-make-ebooks
-without-publisher-permission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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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중개자
개입 필요성 촉구
2014년 9월 19일 EU 각료회의 의장(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인
헤르만 반 롬푀이(Herman Van Rompuy)는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CHINA

o 저작권 보호와 충돌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어옴.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지
여부와 익명의 저작권 침해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

CHINA

인터넷 중개자 책임에
관한 논의

되어옴.
- 2011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 파일 공유를
제공자의 권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언론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본권에 반함과 더불어 EU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함.43)

EUROPE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o EU 저작권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행해지는 웹사이트의
인터넷 중개자를 상대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얻어낼 수 있음.

중개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EU 회원국들은 그러한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해 행해지는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CHINA

- 그러나 EU의 전자상거래지침 규정은 고객의 일반적인 온라인 활동에 대해

있음.
o 한편 EU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의장은 인터넷 중개자의 협조를

43) Judgment of the Court (Third Chamber) of 24 November 2011.
Scarlet Extended SA v. Société belg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SCRL (S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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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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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료회의 의장의
견해

o EU 각료회의 의장인 헤르만 반 롬푀이(Herman Van Rompuy)는 인터넷
중개자(intermediary)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지불서비스제공자 및 광고서비스제공자 등이 인터넷 중개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요구됨.
-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건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중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인터넷 중개자는 웹호스팅회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임.
o EU 각료회의 의장은 ‘인터넷 중개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함.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인터넷 중개자의 주의의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인터넷 중개자의 개입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함.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o EU 각료회의 의장은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rule, KYC)’라는
주의의무를 인터넷 중개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고객알기제도’란 은행, 투자기업, 대출기업 등 금융업에서 널리 적용되어
온 개념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고객들이 자금세탁 활동이나 금융 테러
등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리킴.
- 인터넷 중개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함.

(out-law, 2014.9.19.)

※ 참조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4/september/eu-opens-debate-on-whether-kyc-ob
ligations-can-address-problems-with-identifying-ip-infringers/ 2014.9.19.
http://www.theregister.co.uk/2014/09/23/europe_debates_laws_over_isps_monitoring_user_traffic/
20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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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베를린법원, 컴퓨터 게임키의 재판매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
2013년 9월 독일 소비자단체연맹(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은
미국 게임 회사인 Valve Software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그러나 2014년 2월
독일 베를린법원(the Regional Court of Berlin)은 게임 회사가 이용자의 컴퓨터
게임 키(key)의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s)’에

o 최근 게임 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게임 키(key)의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게임 회사와 소비자 간에 입장을 달리함.

CHINA

사건의 개요

CHINA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허락 없이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o 2012년 미국 게임 회사인 밸브 소프트웨어(Valve Software)는 독일 내 게임
키의 재판매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게임 판매업체 및 이용자들에게 요청함.

Valve Software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EUROPE

o 이에 대해 독일 소비자단체연맹(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은

- 소비자단체연맹은 비정부기구로서 41개 소비자 단체들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임.

온라인 게임 계정의 전송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상충하는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함.

CHINA

- Valve Software의 요청에 대해 소비자단체연맹은 이미 사용자에게 판매된

- 또한 소비자단체연맹에서 디지털 분야의 소비자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Carola Elbrecht는 온라인 게임의 구매자는 전통적인 카드나 보드 게임의
소유자들처럼 그들이 구입한 게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그들이 원할

o 소비자단체연맹은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게임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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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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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 법원은 게임 회사가 게임 이용자의 온라인 계좌
전송을 제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o 2012년 7월 유럽재판소(ECJ)는 ‘이미 판매된(use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합법적이며 재판매시 게임 회사의 허락을 다시 얻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 ECJ의 판결 내용은 Valve Software를 상대로 한 현재의 소송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소송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김.
o 2013년 9월 소비자단체 연맹은 Valve Software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End User Licence Agreement, EULA)’이 게임 구매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o 2014년 3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the Regional Court of Berlin)은 소비자
단체연맹이 Valve Softwar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44)
o 베를린 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2년에 판결한
유즈드소프트사(UsedSoft)의 사건 또는 권리소진 원칙(the doctrine of
exhaustion)45)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원은 ‘권리소진의 원칙’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물리적 데이터 매체(the physical data medium)와
라이선스 키(license key)는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제품 키 하나만을
분리하여 재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함.
o 결론적으로 법원은 게임 회사인 Valve Software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컴퓨터
게임 키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 및 요구는 독일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함.
- 만약 게임의 저작권자인 Valve Software의 허락없이 이용자가 컴퓨터 게임
키를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44) 11 March 2014, the Regional Court of Berlin. (docket no. 16 O 73/13)
45) ‘권리소진의 원칙(the doctrine of exhaustion)’이란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으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의 배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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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판결로 통해 Valve Software의 컴퓨터 게임 키의 재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의

CHINA

사건의 의의

내용에 따라 게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o 한편, 이번 판결은 제품키 재판매 시장을 차단하려는 산업계의 노력의 결실

CHINA

이라는 평가도 존재함.

(gamasutra, 2014.10.3.)

http://www.gamasutra.com/blogs/KonstantinEwald/20141003/227027/German_Court_Key_S
elling_infringes_Copyright.php 2014.10.3.
http://www.muktware.com/2014/02/cant-resell-valve-games-germany-court/20773

http://www.cinemablend.com/games/Valve-Wins-Against-VZBV-Pre-Owned-Games-Stea
m-62146.html 2014.2.7.

EUROPE

2014.2.9.
http://www.pcgamesn.com/valve-win-german-court-battle-resale-steam-games-still-no-n
2014.2.7.

CHINA

※ 참조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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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伊, 개정 온라인 저작권 규정에 따른
행정집행의 위헌 논란
이탈리아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Online
Copyright Infringe ment)’이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이에 라지오 지방
행정법원(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은 개정 온라인 저작권 규정에
따른 행정 집행의 헌법 합치여부를 2014년 9월 26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에 의뢰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정의 도입

o 2013년 12월 12일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이하 ‘AGCOM’)의 자문을 거친 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Online Copyright Infringe ment)’을
승인·공표하였고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 AGCOM는 1997년 7월 31일 이탈리아 나폴리에 설립됨. AGCOM은 방송,
통신 시장의 자유화와 규제, 감독을 통해 방송,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AGCOM의 주요 업무는 통신 시장의 자유화 및 규제와 감독, 사업자-사업자
및 사업자-소비자간 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에 관한 규칙 적용,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계, 광고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외에도 방송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o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임.
- 이 규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디지털
저작물 배포 촉진 등에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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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료를 업로드한 웹사이트들을 차단 조치할 수 있게 됨.

CHINA

o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행정 기관인 AGCOM은 저작권 침해로 의심

-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한 양식을 작성하여 AGCOM에 제출하면 5일 이내
(신속한 절차의 경우 72시간 내)에 AGCOM의 패널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됨.

삭제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CHINA

- 패널이 저작권자 측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에는 인터넷 상의 침해 내용을

- 저작권 침해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이용자는 자동적으로 AGCOM 웹페
이지에 접속되어 해당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공지를 안내받도록 함.

o 이 규정은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부터 이탈리아 사회단체와 학계로부터 합헌성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음.

CHINA

규정에 따른 행정집행
의 위헌 논란

- 2014년 초 비정부기구인 오픈 미디어 연합(Open Media Coalition)은 이 규정
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행정기관인 AGCOM이 저작권 침해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차단 명령을 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의뢰함.

EUROPE

o 2014년 9월 26일 라지오 지방행정법원(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은

- 라지오 지방행정법원은 AGCOM의 명령으로 인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원칙

- 또한 통지 후 삭제 조치(notice and take down) 체계의 합헌성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개정 규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럽 조항

CHINA

들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의뢰함.

(the European provisions)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o 라지오 지방행정법원의 요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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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AGCOM은 계속해서 본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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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의의

o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 효과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침해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함.
- 2014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이탈리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o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가 자칫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DRI, 2014.10.8.)

※ 참조
https://edri.org/italy-admin-copyright-enforcement-unconstitutional/ 2014.10.8.
http://cyberlaw.stanford.edu/blog/2014/09/italian-constitutional-court-decide-whether-adm
inistrative-enforcement-online-copyright 2014.9.26.
http://legalknowledgeportal.com/2014/03/19/italian-online-enforcement-copyright-regulation/
2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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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패러디 허용
영국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패러디 허용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 이로 인해 공정처리의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패러디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오히려 패러디 허용 규정의 도입으로 개정 전 보다
패러디 표현에 더욱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함.

CHINA
o 영국에서는 사적복제, 패러디, 인용 규정 등 새로운 공정처리(fair dealing)
사유가 도입된 개정 저작권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 이 규정은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패러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많은 논란 끝에 도입하게 되었음.

CHINA

패러디 허용 규정의
도입

o 패러디를 허용하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예컨대, 캐리
커쳐, 패러디, 파스타쉐 등 또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서 원저작

- 개정 전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패러디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나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EUROPE

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해당하지 않는 패러디 허용 범위가 정해지게 됨.

에서의 패러디만을 허용함.

패러디의 개념 및
허용범위

CHINA

o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패러디 허용은 공정처리 사유에 부합되는 제한된 범위 내

o EU법에서는 패러디의 본질적 성격 및 목적은 원저작물과 전혀 다르게 구현
함으로써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재현하거나 유머 또는 비평하기 위한 것이
라고 규정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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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여 패러디로 표현함으로써 원저작물과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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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의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패러디 허용 범위의 예시를 제시함.
- 예컨대, 코미디언은 영화나 노래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만화가는 유명
예술저작물이나 삽화를 이용하여 캐리커쳐로 제작할 수 있으며 화가는 영화의
장면들을 이용하여 모방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함.
o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패러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함.
- 첫째, 패러디는 비판적 목적을 가진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이 가시적으로 드러
나야 하고 둘째, 원저작물에 대한 유머나 비평 등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패러디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원저작물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됨.
o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패러디 허용 규정이 도입되었을지라도 이로 인해 명예
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BBC, 2014.10.20.)

※ 참조
http://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29408121 2014.10.20.
https://www.google.co.kr/?gfe_rd=cr&ei=ghk9VLCfEuaN8Qfk-4Bw&gws_rd=ssl#newwindow=
1&q=parody+copyright+uk+2014 2014.10.2.
https://edri.org/uk-format-shifting-and-parody-copyright-laws-come-into-force/
2014.10.8.
http://www.theregister.co.uk/2014/10/02/uk_reforms_enabling_private_copying_parodying_a
nd_general_quotation_of_copyrighted_material_come_into_force/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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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문화통신부 장관, 하도피(Hadopi)에
불법사이트 리스트 작성 임무 부여
2014년 10월 14일 프랑스 플뢰르 펠르랭 문화통신부장관은 국회 문화위원회
에서 하도피(Hadopi)에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반면 2015년 하도피에 대한 예산은 6백만
유로(한화 약 80억 5,000만 원)에 그쳐 하도피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동시에

o 2014년 10월 14일 프랑스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문화통신부 장관은
국회 문화위원회에 참석하여 하도피에 향후 인터넷 불법 사이트의 리스트를

CHINA

조치의 배경

CHINA

제기되고 있음.

작성하고 공개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2014년 5월 하도피의 권리보호위원회 위원장 미레일 앙베르-쿼레타(Mire

- 보고서에서는 행정 기관의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불법사이트 특히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EUROPE

ille Imbert-Quaretta)가 문화통신부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임.

작성할 것을 제안함.
- 문화통신부 장관은 불법사이트 리스트 작성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하도피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o 한편, 2015년 인터넷 상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인 하도피(Haute Autorité

CHINA

이러한 임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
HADOPI)에 대한 예산은 6백만 유로(한화 약 80억 5,000만 원)로 책정됨.

유로(한화 약 33억 5,000만 원)나 줄어든 금액임.
- 이에 따라 하도피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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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09년 기준으로 무려 50%나 삭감된 금액이며 2014년에 비해서도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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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피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

o 하도피는 지식재산권법 제331조 제13항46)에 의거하여 다음의 3가지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
1) 대중에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이나 대상들에 대한 합법적 또는 불법적
이용을 관찰하고 법률적 제안들을 장려하는 임무
2) 대중에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이나 대상들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임무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보호하는 작품이나 대상들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분야에서 감시와 규제를 담당하는 임무

o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한계점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프랑스 비디오 게임 연맹(Syndicat national du jeu vidéo : SNJV)에 의하면
비디오 게임 분야는 2개 업체 중 약 1개 업체(45.9%)만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됨.
o 유튜브(YouTube)와 같이 대규모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용자들에
의해 영화 전체가 공유되는 사이트의 경우 이를 불법사이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o 2015년 하도피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그 동안 수행해오던 ‘단계적 조치
(Riposte graduée)’47) 역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됨.
- 그러나 문화통신부장관은 하도피에 부여된 예산이 하도피에 주어진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코 부족한 액수가 아니라고 언급함.

46) l’article L113-13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47) ‘단계적 조치(Riposte graduée)’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횟수에 비례하여 처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말함.
2009년 하도피 법은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단계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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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pact, 2014.10.24.)

CHINA

※ 참조
http://www.nextinpact.com/news/90582-budget-hadopi-2015-fleur-pellerin-inflexible-sur-6
-millions-d-euros.htm 2014.10.24.
http://www.numerama.com/magazine/30933-hadopi-fleur-pellerin-favorable-a-une-liste-n

2014.10.15.
http://www.numerama.com/magazine/30572-hadopi-34il-etait-temps-d-agir34-contre-lestreaming-et-le-telechargement-direct.html 2014.9.15.

CHINA

oire-de-sites-a-bannir.html 2014.10.15.
http://www.rtl.fr/actu/economie/fleur-pellerin-songe-a-renforcer-hadopi-7774845591

http://www.la-loi-hadopi.fr/risques-hadopi/23-riposte-graduee-hadopi.html

CHINA
EUROPE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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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세 부과 방안 도입 추진
차기 유럽 디지털경제사회위원장(Commissioner for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으로 예정된 Günther Oettinger는 EU차원의 새로운 저작권법을 도입하여 구글
등 주요 사이트들이 유럽의 뉴스 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일명 구글세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EU의 구글세 도입 배경

o 차기 유럽 디지털경제사회위원장(the European Union’s digital economy
and society commissioner)으로 예정된 Günther Oettinger는 EU차원의
통일적인 새로운 저작권법을 도입하여 구글(Google) 등 미국 기업들에게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EU 차원의 새로운 저작권 모형을 제시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구글의
유럽 내 시장지배력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존재함.
o Günther Oettinger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자와 이용자 간 이익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번 구글세의 도입 논의는 구글, 야후 등 미국 대형 포털 사이트와 유럽
언론사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표출된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함.
- 구글은 유럽 검색 엔진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들이 구글 뉴스를 통해 기사에 접근하고 있음.

스페인 구글세 법안의
내용

o 스페인 정부가 최근 구글세 법안을 제정함에 따라 구글, 야후 등의 사이트에서
스페인 뉴스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함.
- 이 법안은 구글,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에 스페인 뉴스 기사가 링크로 연결
되거나 기사 내용의 일부라도 사이트에 게재되는 경우에는 기사를 게재한
포털 사이트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구글세 법안은 2015년 1월부터 개정 저작권법에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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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구글세가 부과될 경우 스페인은 구글에 대하여 뉴스
이용료를 실제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임.

포털사이트는 스페인 신문발행인협회(AEDE)에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CHINA

o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구글 등에서 스페인 뉴스 기사를 링크하는 경우 해당

- 만약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60만 유로(한화 약 8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함.

접속자를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세를 징수

CHINA

o 이와 관련해서 구글 측은 뉴스 기사 링크를 통해 스페인 각 언론사 사이트로의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o 독일의 경우 2013년에 구글, 야후 등의 사이트에서 간행물 전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판사 및 언론사에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음.

CHINA

유럽 각국의
구글세 도입 여부

- 그러나 구글 측이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언론사 사이트의 링크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독일에서 구글세 도입은 사실상 효용을 거두지 못하였음.

기사를 구글이 링크로 연결하여 서비스한 것에 대하여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주장하였고 2012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승소 판결을 받음.

EUROPE

o 벨기에의 경우 신문시장연합(Copiepresse)이 신문거래연합 회원사들의 뉴스

- 그러나 구글이 벨기에 신문거래연합 회원사들의 뉴스 링크를 삭제하고 더
이상 제공하지 않자 벨기에 구글세 도입은 마찬가지로 효용을 거두지 못함.

o 스페인의 구글세 부과는 유럽의 언론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CHINA

의의 및 향후 전망

찾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견해가 존재함.
- 그러나 과거 독일이나 벨기에의 경우처럼 구글이 해당 언론사의 링크를 삭제
해버릴 경우 법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임.

될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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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만약 구글세가 인정될 경우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사용료 청구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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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om, 2014.10.28.)

※ 참조
https://gigaom.com/2014/10/28/eu-digital-economy-chief-wants-google-to-pay-up-unde
r-new-copyright-law/ 2014.10.28.
http://www.etnews.com/20141103000219 2014.11.3.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4-11-04/why-spain-s-google-tax-is-doomed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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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the EU Court of Justice)는 인터넷 상에서

CHINA

EUROPE

유럽사법재판소(ECJ), 웹사이트 링크에 의한
동영상 게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framing) 방식으로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CHINA
o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됨.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한 블로거들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기도 함.

CHINA

사건의 개요

- 이에 웹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위험성을 우려하여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게시하는 대신 링크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함.

대하여 명확한 입장이나 웹사이트 내에서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EUROPE

o EU 저작권지침(the EU Copyright directive)은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안에

o 이번 사건은 독일 정수기 회사인 ‘베스트워터 인터내셔널(BestWater Inter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됨.
- 고소당한 두 직원은 자신들의 웹페이지에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던 베스트워터의

CHINA

national)’이 독일 법원에 경쟁업체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두 명을 저작권

제품 홍보 동영상을 허락 없이 프레이밍(framing) 방식48)으로 게시함.
o 이에 베스트워터는 2013년 5월 독일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48) 프레이밍 링크(frame link)란 검색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 화면상의 링크하는 페이지 프레임 내에 링크될 페이지의 콘텐츠를
표시하게 하는 형태의 링크를 의미함(오승종,「저작권법」, 박영사(2013), p.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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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같은 해 6월 유럽사법재판소(the EU Court of Justice)로 이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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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EU지침의 세부적 내용을 해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EU회원국들에게 제시하는 것임.

유럽재판소의 판단

o 2014년 10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베스트워터의 동영상을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49)
o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프레이밍
방식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경우 EU 저작권지침50)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롭게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원본 방식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방법에 의한 전달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함.

o 공표된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의 링크로 연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의 의의

본 이번 판결은 향후 유럽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기준
으로 작용할 것임.
o 이번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동영상의 프레임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써 단순 링크 형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techdirt, 2014.10.26.)
※ 참조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41026/06343628941/eu-court-justice-says-embeddin
g-is-not-infringing.shtml 2014.10.26.
http://www.theregister.co.uk/2014/10/27/an_embed_link_isnt_a_new_infringement_says_eu_
court_of_justice/ 2014.10.27.
http://www.getoutofdebtfree.org/forum/viewtopic.php?f=60&t=77750#.VFxGoctxmM9
2014.10.29.
http://www.slashgear.com/eu-court-rules-embedding-video-is-not-copyright-infringement-27352520/

49) BestWater International GmbH v Michael Mebes and Stefan Potsch.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
Bundesgerichtshof - Germany. (Case C-348/13)
*판결 원문 :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348/13
50)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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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UROPE

EU, 공공장소의 건축물 및 라이트 쇼에
대한 저작권 보호
EU 저작권지침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건축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럽 각국은 공공의 건축물을 비추는 라이트 쇼(light show)를 사진
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인지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CHINA
o 매일 수천 명의 파리 관광객들이 에펠탑(Tour Eiffel)에서 펼쳐지는 유명한
라이트 쇼(light show)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 침해

CHINA

건축물 라이트 쇼의
저작권 보호 논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건축되었으며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 따라서 에펠탑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속하고 사진 촬영을 위한

EUROPE

o 에펠탑은 1923년에 타계한 구스타프 에펠(Gustave Eiffel)에 의하여 1889년에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지 않음.
o 그러나 에펠탑을 비추는 라이트 쇼는 건축물과 별도로 저작권 보호를 받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속함.

CHINA

- 라이트 쇼는 건축물이 건축된 후에 추가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

- 에펠탑 운영 기관(Société d’Exploitation de la Tour Eiffel)51)은 라이트
쇼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속하므로 밤에 에펠탑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함.

CHINA
51) 에펠탑 운영 기관(Société d’Exploitation de la Tour Eiffel)은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에펠탑 시설을 현대
화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세워진 공공서비스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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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EU 저작권지침

o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h)항52)에 의하면 EU 회원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에서 공공장소의 건축물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이 이러한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음.
o EU 일부 회원국들은 EU 저작권지침의 해당 조항을 국내법에 적용하지 않고
자국의 저작권법으로 공공장소의 건축물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의 건축물 사진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지에 대하여 EU회원국
간에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공공장소의 건축물 이용과 관련하여 EU 저작권지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존재함.
- 이러한 국가에서 공공장소의 건축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유럽 각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여부

o 벨기에의 경우 저작권법 제5조53)에서 유명 건축물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벨기에 브뤼셀(Bruxelles)의 아토미엄(Atomium)54) 등 유명 건축물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등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o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공공장소의 건축물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해당 사진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52) EU 저작권지침 제5조(예외 및 제한)
3. 회원국들은 다음의 경우에 제2조(복제권) 및 제3조(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 및 기타의 소재를 공중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권리)에 규정한 권리들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h)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하도록 제작된 건축 또는 조각 등의 저작물의 이용
53) Wet van 30 juni 1994 betreffende het auteursrecht en de naburige rechten § 5 :
“De beschermingstermijn van foto's die oorspronkelijk zijn, in de zin dat zij een eigen intellectuele schepping
van de auteur zijn, wordt vastgesteld overeenkomstig de voorgaande paragrafen”
54) 아토미움(Atomium)은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라켄 공원에 세워진 초현대식 타워 구조물
로서 철 결정체 입자를 1천 650억 배 확대한 모양의 직경 18m, 높이 102m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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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건축물 사진은 자유롭게

시사점

CHINA

촬영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o EU 저작권지침에서 공공장소의 건축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일부 회원국들은 건축물을 자국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

건축물을 비추는 라이트 쇼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CHINA

o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별도로
국가에서 라이트 쇼가 펼쳐지는 건축물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임.

CHINA

(torrentfreak, 2014.11.8.)

※ 참조

EUROPE

http://torrentfreak.com/night-time-eiffel-tower-photos-are-a-copyright-violation-141108/
2014.11.8.
http://euobserver.com/justice/126375 2014.11.14.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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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호주 통신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포럼 개최
2014년 9월 9일 시드니에서 호주 통신부 장관(Communications Minister)인
혼 말콤 턴불(Hon Malcom Turnbull)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포럼(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Forum)을 개최하여 전자통신, TV, 영화, 음악 관련 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함.

온라인 저작권 침해
포럼의 개최 배경

o 호주는 연간 900억 달러(한화 약 95조 7,000억 원)의 저작권 산업구조 및
90만 명 이상의 관련 산업 종사자를 갖춘 국가이지만 201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1%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7월 30일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안(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iscussion Paper)을 공개하면서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o 위의 발표에 따라 통신부 장관 혼 말콤 턴불(Hon Malcom Turnbull)은
2014년 9월 9일 호주 시드니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포럼(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Forum)을 개최함.
- 포럼은 정부의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안(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iscussion Paper)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하여 전자통신,
TV, 영화, 음악 관련 산업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o 그동안 더 파이어릿 베이(The Pirate Bay)와 같은 P2P(Peer-to-Peer)
방식의 불법파일공유 또는 토렌트 등을 통하여 인기 TV프로그램과 영화
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
- 미국은 지난 6년간 토렌트 이용률이 31%에서 5.69%로 감소하였으나
호주의 이용률은 여전히 26%에 머물러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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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인기 TV프로그램 ‘왕좌의 게임’ 시즌4의 불법 다운로드율은 무려
1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USA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원인에 대한 논의

o 소비자들은 호주 국민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주요 원인은 콘텐츠의 가격이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예를 들어 ‘레고 영화(The Lego Movie)’의 판매가격은 미국에서는 19.99
원)이며, 대여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4.99달러(한화 약 5,200원)이나 호주
에서는 6.99달러(한화 약 7,400원)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남.

CHINA

달러(한화 약 21,000원)인데 반해 호주에서는 24.99달러(한화 약 26,000

※ [자료] 온라인 저작권 침해 포럼의 슬라이드 내용55)

CHINA
CHINA
o 이에 대해 호주 폭스텔(Foxtel)56)은 월 49달러(한화 약 52,000원)였던 기본
패키지 가격을 월 25달러(한화 약 26,000원)로 대폭 인하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o 그러나 호주의 공연권리협회인 APRA(the 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가격만을 낮추는 방안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발언함.
55) http://www.communications.gov.au/__data/assets/pdf_file/0004/243328/Copyright_Forum_slide_presentation.pdf 참조.
56) 폭스텔(Foxtel)은 위성 및 IPTV를 통해 호주 가정에 수백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 TV 서비스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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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Limited)의 대표 브레트 코틀(Brett Cottle)은 이처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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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내에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대응 방안 논의

o 호주 정부는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방안
으로서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소개함.
-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과 점진적 대응체계 등을 언급함.
o 호주 정부는 먼저 영국과 미국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소개함.
- 영국은 온라인상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4번의 통지는 있으나
이용자에게 징벌조치는 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4번의 통지 후 2회에 걸쳐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o 호주의 대표적 영화제작사인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의 그레이엄
버크(Graham Burke) 이사는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소개함.
- 한국의 저작권 교육 강화 정책 및 반복적 위반자들에 대한 계정정지 조치에
대하여 언급함.
o 저작권 침해 통지 발송 비용 부과에 관한 사항을 국가별로 비교함.
- 호주는 ISP가 권리자들에게 통지 발송 비용으로 25달러를 청구할 수 있음.
- 반면 영국은 ISP가 25% 권리자가 75%를 부담하고, 미국은 ISP와 권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o 금지명령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작권자들이 2011년부터 25~30개 사이트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사례를 언급함.

논의의 결과

o 이번 포럼에서는 더 파이어릿 베이와(The Pirate bay) 같은 불법공유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강력한 ISP 제재방안에 대하여도 논의되었지만 그 효율성에 대하여
참가자들 사이에 견해가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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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ISP의 책임확대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2년 iiNet 판결57)과 반대되는
입장임.

USA

o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각국의 단계적 대응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이 견해를 달리함.
-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근절하지는 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비용 증가의
부담만 주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CHINA
(communications.gov.au, 2014.9.10.)

http://www.news.com.au/technology/online/online-copyright-infringement-forum-hosted-by
-malcolm-turnbull-has-a-plan/story-fnjwneld-1227053241517 2014.9.10.

CHINA

※ 참조

http://www.news.com.au/technology/online/online-copyright-infringement-forum-can-anyth
ing-stop-our-nation-of-pirates/story-fnjwneld-1227054171162 2014.9.10.
http://www.zdnet.com/online-copyright-infringement-isnt-theft-iinet-7000033407/

CHINA

2014.9.8.

이 사건에서 호주연방대법원은 ISP가 BitTorr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들의 계정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를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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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Roadshow Films Pty Ltd v. iiNet Limited , [2012] HCA 16,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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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균형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1985년 천리안이라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지정책의 도입을 공통적인 책임제한의 요건으

(OSP)의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온라인상의 저작

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인터넷상의 저

권 침해에 대하여 OSP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작권 침해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희

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작권 법제의 도입 및

망에서 이루어졌을 터이다.

그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OSP
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제는 2003년의 저작권법

그러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서

개정으로 OSP의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 이래

는 권리의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자의

다양한 형태의 OSP의 등장과 함께 제도내용도

입장, 제한된 책임 내에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이

수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2003년에는 권리자의

나 정보 등의 유통 사업을 하고자 하는 OSP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의 중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보

단조치를 한 OSP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책임

다 자유롭게 저작물 등을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

제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7년에는

을 온라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입장

웹하드나 P2P 등의 이른바 특수한유형의 OSP의

이 얽혀있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강조된

기술적 조치의무가 추가되었다. 이어서, 2009년

다면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

에는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을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온라인상

에 대하여 OSP에 대하여 삭제명령할 수 있는 제

의 저작물 이용 내지 유통의 저하로 연결될 가능

도(소위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과 관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OSP를 4가지 유형별

련하여서는 권리자, OSP 그리고 이용자라는 세

로 분류한 후 그 책임제한의 요건을 달리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제도적인 접

표준적 기술조치 및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계정

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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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주요 선진국들의 법제

문에 OSP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를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입법례에서는 권리자에

U SA

게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정
보공개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판단으로 침해자

권리자의 요구 - 더 강력한 권리보호

의 신원정보 공개를 OSP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
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러나, 침해
자의 신원정보의 공개가 행정부의 명령을 통해서

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익명성)과 즉각적인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하다

침해정지 청구를 통하여 문제된 저작물을 삭제하

(법 제103조의3).

수 있다는 점(확장성)에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

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권리자는

에 권리자는 당해 저작물이 유통된 OSP에게 침

OSP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정지를 청구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

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침해를 반복적으로 침해

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하는 자의 계정을 정지함으로써 더 이상의 저작

에 대하여 OSP가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면 OSP

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의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더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각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OSP의 책임을 제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이해와는 상반되며 결과적

한하는 제도(OSP의 책임제한제도)를 발전시켜왔

으로 그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OSP에게는 규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OSP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유통을 정지시켜 줄

러한 조치에는 이용자와 OSP의 이익을 고려한

것을 요구함으로써(삭제통지) 장래적으로 저작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C H IN A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침

C H IN A

지 않으면 침해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C H IN A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의 특징은 침해를 한

의 허락없는 유통을 막을 수 있고, 이용자의 위법
한 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
을 수도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바람 - 책임제한과

C H IN A

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를 특정

자율규제
온라인상에 발생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는 저

정보유통의 특성상 침해자의 특정이 쉽지 않고,

작물유통의 집중적인 관리능력을 가진 OSP가 이

침해자의 신원정보의 공개를 OSP에게 청구한다

른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

OSP는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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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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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담을 요구받기도 한다. 그러나 방대한 양

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의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OSP가 온라인상에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OSP가 책임제

서 벌어지는 모든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

한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불법복제물 등을 삭제

상의 책임을 진다면 이는 OSP에 대하여 상시 감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율규제에

시의무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OSP는 온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의미의 OSP 책

라인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

임제한제도와는 달리 OSP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

며, 이는 곧 정보사회 발전의 장애로 이어질 수

과하는 입법례도 있다. 예컨대 영국의 디지털경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입법례들은 OSP가 직접 위

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에서는 저작권

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권리자의 삭

침해대책으로서 ISP(우리나라 저작권법상으로는

제통지 내지 침해의 정지청구에 즉시 응함으로써

ISP도 OSP의 일종이다)에 대해 이용자를 규제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OSP 책임제한제도)를 발

기 위하여 단계적인 조치 의무(경고, 침해자의 리

전시켜왔다.

스트 제공, 기술적 조치 등)를 부과하고 있다. 그
러나 영국의 디지털경제법은 그 시행이 2015년까

그러나, 면책을 위하여 OSP가 취해야 할 조치
들의 내용들은 입법례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지 연기된 상태이고 지금은 ISP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해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거나 그렇게 볼 만한
사실이나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관련 정보

우리나라에서도 OSP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인

를 즉시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

을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되도록 하는 입법례(EU

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즉 P2P나 웹하드업

전자상거래지침,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가 보

자와 같은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

통이지만, 이에 더하여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

적 조치의무」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

호하기 위한 권리자의 자발적 기술조치(표준적인

물 등의 삭제명령제도(이른바 삼진아웃제)」가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아울러 반복적 침해자에

그것이다. 전자는 P2P 등을 통한 저작권침해문제

대한 계정해지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만 책임이 제한되도록 하는 입법례(미국, 한국)도

도입한 제도로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

있다. 후자의 입법례는 상기 권리자 부분에서 살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술적 조치(저작물

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 측의 요구에 부응하여 책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

임제한의 요건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104조

이와 같이 OSP 책임제한제도는 일정한 행위를

제1항). 후자(삼진아웃제)는 2009년 저작권법 개

자발적으로 한 OSP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제한

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행정이 OSP에게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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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보호 -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개

나 명령하는 제도이다(제133조의2, 제133조의3).

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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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들을 규제하도록 권고하거
즉 행정이 OSP에게 이용자에 대한 시정조치(경
고, 불법 복제물의 삭제나 전송 중단 등)를 권고
하거나 명령할 경우, OSP가 그 수범자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
이 OSP에게 당해 이용자의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제133조의2 제2항)에서 ‘삼진아웃제’
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OSP를 통하
여(즉 자율규제를 통하여) 이용자의 복제ㆍ전송
을 중단하게 하는 OSP 책임제한제도와는 달리
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OSP의 책임제
한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OSP가 행
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OSP에 대
제도는 프랑스의 하도피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도 이용자들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영리목적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이른바 UCC)을 만들어
자유롭게 공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판단을 오프라인
상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인지는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예
컨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한 이용
형태를 사적복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해석론은 분분하지만 입법례에 따라
서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보아 형사처벌까지 가능
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독일, 일본).

C H IN A

한 일종의 행정규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않는 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사례는 이용에

C H IN A

행정이 OSP에게 이용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C H IN A

자가 경고를 무시하고 침해를 계속한 경우, 행정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기술적으로 쉽게

으로 알려져 있으나, 하도피법은 OSP를 규제하
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반복적인 침해를 한 이용
자들을 규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법과는

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
치와 반복적인 침해자의 인터넷계정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를 OSP에게 요구한다. 그러한 조치의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OSP의 책
임제한의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는 입법례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부가 OSP 책임제한제도로 법제화되는 경우도
있으나(미국, 한국), 이를 변형하여 행정이 이용
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
대 프랑스의 하도피법상의 삼진아웃제는 행정기
관인 하도피가 반복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경고
장을 발송하고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이용자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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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나 행정규제가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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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자들은 자신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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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는 행

권경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ISP의

정기관이 OSP를 통하여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들은 AAA라는 ADR

제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영

기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 등을 할

국 디지털경제법상의 ISP 규제제도도 궁극적으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로는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OSP 책임제한제도가 자율규

이와 같이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제 하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면

는 복제와 전송이 쉽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권

행정규제 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리자의 보호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이

존재한다. 예컨대 프랑스 하도피법은 재판절차를

용자에 대한 규제강화로 연결된다. 반면에 외국

통하여 반복적인 침해자에 대한 인터넷접속차단

의 입법례에서는 이용자 규제의 강화와 함께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용자를 하도피에 출석케

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도 함께 마련하고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고, 영국의 디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털경제법은 기술적 조치로 인한 인터넷접속차단

예컨대 미국 DMCA는 OSP 책임제한제도 내
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권리자
의 삭제통지에 대하여 이용자가 OSP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

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구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잘못된 침해대응으로부터 이용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 또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는 것 이외

또한,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에 대하여 형사처

에 적극적인 감시의무활동을 해야한다거나 다른

벌을 허용하는 입법례에서는 무차별적인 고소의

법률에 금지되어 있는 어떤 정보(예컨대 개인정

남발을 막기 위하여 민사경고제도를 도입하든지

보)에 OSP가 접근 · 삭제 또는 접근차단 하는 것

(독일), 아니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이용 대상

을 조건으로 OSP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물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OSP가 책임이 제한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에 배려하고 있다(일본).

되기 위하여 권리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칫 이용
자들의 개인정보등에 함부로 접근 또는 접근차단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 밖에 "반복적

디지털시대의 저작물 이용과 이익균형

인 침해자에 대한 계정해지정책의 채택 및 이행"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반복적인 침해의 횟수가 불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대부분의 경우 OSP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을

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의 법제도는

보완하기 위하여 ISP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에

OSP가 자율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

대한 규제를 완화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

도록 하는 OSP 책임제한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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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OSP를 통한
정보유통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법제도도 변화를

U SA

겪어왔다. OSP의 책임제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행정이 OSP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들이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어느 경

C H IN A

우에도 권리자-OSP-이용자라는 3당사자들의 이
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
도적 보장에 유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저작권법제는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
과 관련하여 2003년에 OSP 책임제한제도를 도입

C H IN A

한 이래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권리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다
른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게 한다. 그렇다면, 지
금에라도 미비한 점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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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 대한 진
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C H IN A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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