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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덮죽, 표절 골목식당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포항 덮죽집 사장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
다.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고 썼다. ‘덮죽덮죽’으로 상
표 등록까지 마친 외식업체가 비슷한 음식과 메뉴명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레시피 표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
세지고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자 덮죽덮죽 대표는 ‘상도의를 지키지 않
은 것’에 대해 스스로 사과하면서 사업 철수를 선언하였다.

최진원 /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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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www.chosun.
com/economy/2020/10/12/
A3YCLEX7QRGZBKITXYJNP7FYEA/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

덮죽덮죽 대표의 사과문

레시피, 베끼지 말아줘요
요리 레시피 표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먹방·쿡방 등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로 떠오른 이후로 잊을 만하면 한번씩 레시피 표절 시비가 일어났다. ‘가짜 강식당’이 등
장하여 비슷한 메뉴를 판매한 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맹기용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에 출연해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써니가 주문한 ‘고기보다 맛있는 해산물 요리’ 대결에서
오징어를 사용한 ‘오시지’ 요리를 선보였다. 써니의 호평을 받아 대결에서 승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송 후 레시피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블로거 꼬마츄츄의 레시피 오징어 소시지와
흡사하다는 것이었다.1) 맹기용 셰프는 결국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차했는데, 이후로도
표절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레시피 표절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때 동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한 적도 있는 관계의 두 사람은, 자신의 레시피 책에 조리 방
법과 유사한 음식들을 출장음식서비스로 판매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법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이며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의 레시피를 베끼는 것은 표절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표절’

1.	이 요리에 대해 꼬마츄츄는 2010년에 게시 당시, “오징어 소시지는 꼬마츄츄 특허 제품입니다. 도용하면 가만 안둘 것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 논란에 대해
서, 자신은 다른 레시피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게재한 바 있다. 꼬마츄츄 “맹기용 ‘오시지’ 표절 NO, 레시피 달라”, YTN, 2015.6.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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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사상이나 주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

의 유사성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마치 자신이 생각해낸 음식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면 표절에 해

2006나16757, 판결 : 확정]2) 이에 일부 언론에서 ‘태왕사신

당한다. 하지만 레시피 도용을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판례

기, 표절 아니라고 판결’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

는 찾을 수 없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

냈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찾아볼 수

이다. 이처럼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없다.

법원, 표절 혐의를 벗겨주다?

‘드림하이 섬데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양측 모두가 워낙
유명한 작곡가이기에 더욱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데,

표절 논란이 저작권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흔하다. 저작

김신일 씨는 박진영 씨가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KBS 인

권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표절

기 드라마 드림하이 주제곡 ‘섬데이(Someday)’가 자신이 과

혐의를 벗었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표절이라고 저작권 침해

거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제기했다. 2심에서 5,600여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하며 저작

하여 표절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는 ‘박진영, 표절 혐의 벗었다’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판단을

저작권 분쟁 사례로 ‘태왕사신기’ 사건과 ‘드림하이 섬데이’

전달했다. 심지어 법률신문 마저도 ‘[판결] 대법원 “JYP 작곡

사건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태왕사신기는 당

아이유 ‘섬데이’ 표절 아니다”’라고 기사의 제목을 정했다. 하

시 욘사마로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던 배용준 씨가 주연을

지만 판결문 어디에서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은 찾

맡고 ‘모래시계’로 유명한 김종학 PD와 송지나 작가가 참여

아볼 수가 없다. 법원은 문제가 된 후렴구가 유사한 것은 사

하여 제작 단계부터 커다란 관심을 모았던 드라마이다. 그런

실이지만, 이는 호산나 등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데 시놉시스가 발표되었을 때, 연극·게임 등으로도 만들어졌

화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

던 만화가 김진 씨의 ‘바람의 나라’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

용되는 정도의 것이기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이 보호

어났고 결국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비화되었다. 재판부는 양

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부

자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아

분은 설령 표절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2.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
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
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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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합법적인 표절?

물론 박진영 씨나 송지나 씨가 표절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자칫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개념이고, 저작권 소송에서 표절

만 아니면 표절은 해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여부를 다루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생각보

있다. 친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내가 창작한 것

다’ 보호 대상이 넓지 않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처럼 표절한다면, 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표절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는 해당하나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례들은, 설령 법적인 문제

제2조 제1호] 즉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

가 없더라도 윤리적 문제를 남긴다. 물론 윤리적 문제는 때때

니다. 또한 보호기간의 제한도 있으니 오래된 저작물은 복제·

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배포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절, 위조, 변조
나아가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도 모두 연구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면, 설령 베끼더라도 표절은 될

정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지언정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이다. 반면

정치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논문 표절이 거론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

학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표

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관대해 보인다. 많이

이다. 이처럼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개념이다.

알려진 사례로, 세계적인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창업자의 상속
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페이지 로리는 2004년 5월 서던캘

그러므로 표절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

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대학교를

니다. 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경우도 있고,

졸업했는데, 그녀의 룸메이트였던 엘레나 마르티네즈가 2만 달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만 표절은 아닌 경우도 있다. 전술

러를 받고 숙제와 학기 말 보고서를 대신 써줬다는 사실을 폭

한 바와 같이 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경우

로했다. 돈을 받고 스스로 허락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

로는 아이디어와 같이 저작물성이 없거나 보호기간이 도과한

는 것은 아니지만, 2005년 로리는 학위를 포기하고 졸업장을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납했다. 어린 학생에게도 관용은 없다. 뉴저지 주 무어즈타
운 하이스쿨 졸업반이었던 한 여고생은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

반대로 저작권 침해는 맞으나 표절은 아닌 경우도 있다. 지금

이 표절로 밝혀지자 하버드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었다.

은 뜸해졌지만, 지하철역에서 불법 복제된 DVD를 4장에 만
원씩 파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영화를 자신이 창작

표절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들 말한다. 표절에 대한 처벌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므로 표절은 아니다. 하지만 개봉 중

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표절이 무엇

인 영화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됨은

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표절하지 말라고 강요해 봐야 의미가

물론이다. 같은 맥락에서 웹하드나 토렌트를 통해 접할 수 있

없기 때문이다. 몇년전 자유학기제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는 영화나 음악 등 수많은 불법콘텐츠에 대하여 표절이라고

아이디어가 표절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선생님이 남의 논

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됨은 재론이 필요치

문을 베껴서 공모전에 제출했던 것인데, 검증이 되지 않아 장

않다.

관상까지 수여했던 사건이었다. 선생님이 알아야 학생들을 가
르친다. 학교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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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윤웅 / 사진 한상훈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
공정한 저작권보호심의 수행에 앞장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임형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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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의거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이 요청하거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올해 11월 위원으로 위촉된 임형주 위원은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신산업 IP팀을 이끌며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향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한몫을 할 임형주
위원을 만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과 향후 위원으로서의 다짐을 들어본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저작권보호 심의 활동 다짐

저작권법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4년 만에 대대적인 전부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
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플랫폼 창작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저작권법의 제정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앞서 학계 전문가 및 창작자 등
과 함께 연구반 운영, 온라인 공청회 등의 소통 노력으로 보다 현실적인 개정안이 되도록 노
력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혜안이 필요
한 때에, 임형주 위원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힘을 보태게 된 것이다.
올해 11월에 위촉된 임형주 위원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식재산권 부문 신산업 IP팀의 공
동 팀장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신산업 IP팀은 빠르게 확장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산
업 환경에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4차 산
업 대응 전문팀이라고 한다. 신산업 IP팀은 2019년 출범 이래 수백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
며 기업의 IP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화진
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AI 법제 정비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임형주 위원. 이
러한 활동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자문 활동 중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캐릭터, 게임 스토리,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저
작권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여러 전문가 분들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교류를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런 소통 속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의 인연이 마중물
이 되어 2019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올해에는 저작권보
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위촉이 되었습니다.”

임 위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활동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콘텐츠 등 다양한 산
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성에 힘쓰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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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데이터 산업 발전

IT, AI 기술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 경험이 풍
부한 임형주 위원은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 특히 개정안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
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마이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량의 데
이터마이닝과 관련해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로
데이터마이닝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
미래를 이끄는

다. 임 위원은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

IT 기술 전문 법조인

어 향후 저작권보호심의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
망했다.

임형주 위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
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덕분에 기술과 관련된 분야, 그중

“저작권법 개정 사항 중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제한

에서도 IT기술 분야 기업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몸담아 왔

규정과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 규정의 신설, 업무상 저작물

다. 기업의 기술 IP 유출 또는 권리 침해를 막고, 새로운 기술

에 대한 모든 규정의 개정이 특히 주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

개발에 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살피는 등의 법률 서비스를

니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통하여 데이

수행해왔다. 나날이 첨단 기술이 발전해가는 시기에 그의 전

터들이 복제·전송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문성은 더욱 빛을 발한다. 임 위원은 얼마 전 대화형 AI 서비

인해 발생되는 복제·전송권의 허용 여부에 대한 저작권보호

스를 준비 중인 기업에 저작권을 비롯, 향후 예상되는 다양

심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고 한다.
아울러 자동화된 툴로 인한 데이터 수집이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AI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은 “데이터 산업은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

접근이 허용된 네트워크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도구들을

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을 비롯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자동화된 툴로 인해 현행법상 보호

해 최근 한국에서 점점 주목 받고 있는 인격권, 음성권, 초상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

권 등 다양한 지식 재산권 이슈들에 대한 향후 입법 동향을

고 있다”며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35조의5(정보분석

고려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기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을 위한 복제·전송) 역시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
견이다. 아울러 데이터3법 개정을 전후하여 개인정보와 신용

법률 자문 이외에도 제약회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권의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회 각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

침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다

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터 산업의 범주를 개인에게서 제공받

고 한다. 그 과정에서 소스 코드의 비교, 데이터베이스의 구

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너무 한정하여 바라보는 것은 아

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닌가 하는 우려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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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은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비롯한 여러 저작권상의 이슈 그리고 데이터 수집 행위자 간의 공정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올바른 저작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음악, 영상, 소설,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산업에 대한 구독 서비
스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이용자
들이 저작물 이용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 수준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
로는 저작물의 거래적, 재산권적 측면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와 효
과적인 저작물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를 위한 시민 교육 또한 저작물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형주 위원은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과거에 비해 더 나
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유지하고 더
욱 가속하기 위해 제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임 위원은 다가오는 2021년이 데이터 산업을 비롯한 여러 창작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저작권 제도 발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
러 “창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작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구독자들에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잘 확보하시길 바란다”며
보다 창의적인 생각들이 세상에 많이 표출되기를 바랐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들이 안심하고 제작·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그
는 “본인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다면 보다 나은 2021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모두
의 건승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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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올해 6월 말 영국 중부 지역의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의 사이버중대범죄수
사팀은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24세 남성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불법 서비스로 추정되는 GE(Global Entertainment)
Hosting 서비스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자의 개별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었던 것이다. 만약 정지된 서비스의 가입자가 서비
스를 접속하려 시도하면 가입자의 스크린에는 스트리밍 콘텐츠 대신 ‘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라는
경고문이 떴다. 경고문은 이어서 ‘불법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것은 범죄이
글 조희경 / 홍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당신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기록되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모든 불법 매체 스트리밍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라는 내용으로 개별 스
트리밍 서비스 가입자의 화면에 게시되었다.1)
그 이후 올해 9월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은 수천 명에 달하는 관련 불법 스
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경찰이 그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을 송부하였다.

영국 지역 경찰,
수천 명의 불법 TV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례 없는 개별 경고장 송부

1.	https://smenews.org/police-send-warningletters-to-pirate-iptv-customers-citing-fraud-act/
(최종방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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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력한 경고

경찰의 경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서신은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 사이버중대조직범죄과가 당신의 가정이 GE Hosting이

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
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문이다.

GE Hosting은 이러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대범죄법(Serious Crimes Act),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s Act)과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심각한 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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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일원이 이 불법 서비스를 구독한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이상 경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경고문이 범죄 처벌을 배제하
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경고문이 이미 당신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향후
형사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다.2)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화면에
게시된 노포크와 서포크 경찰의 경고문

2.	https://www.edp24.co.uk/news/crime/norfolk-suffolk-police-to-send-warning-letters-to-illegal-streamers-1-6843524(최종방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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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날짜로 송부된 편지는 ‘불법 미디어 스트리밍’

법적 서비스 제공자와 구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이

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과 불법 스트리밍이

사건의 경우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지불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국

나, 가정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포착되지 않으

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것은 불

리라 믿었다면 경찰의 이번 경고문은 그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법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불법 스트리밍서비스 ‘소비자들’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까지도 경찰의 감시망에 올라와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특히 경고문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경고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들이 단순히 저작권법 침해가

Piracy Monitor(해적 행위 감시)와 FACT(Federation

아닌 더 중대한 사기법 위반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

Against Copyright Theft)라는 저작권 홍보 및 교육 기관은

시하였다.3) 이는 저작권법 침해로 이 서비스의 소비자들을 경고

일단 이러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반기면서도 많은 소비자들

할 수도 있지만 사기는 일반 대중에게 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이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 서비스라는 것을 모

로 다가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르고 구독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예방교육이라

GE Hosting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미 폐쇄되었지만,

고 주장한다.5)

경찰은 이 서비스를 구독했던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
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4)

한편 6월에 체포된 24세 남성은 정식 TV 서비스 제공자들에
게 약 2백만 파운드(약 3억 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으며 12개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러

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6) 이 사건은 최근 영국 경찰

한 경고문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로 평가

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수

된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식 스트리밍 서

사와 기소를 이어가는 행보의 일부로서 이외 불법 스트리밍

비스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온갖 프리미엄 스트

서비스 구독장치를 판매한 범죄자들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

리밍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질서를 해치고 합

고한 사건들도 다수 있다.7)

3.	https://www.broadbandtvnews.com/2020/09/16/police-warning-to-illegal-streamers/(최종방문 2020.11.10.)
4.	https://fullsync.co.uk/police-send-out-warning-to-users-of-iptv/ (최종방문 2020.11.10.)
5.	https://piracymonitor.org/uk-law-enforcement-issues-individual-warnings-to-consumers-of-illegal-streaming/ (최종방문 2020.11.10.); https://www.fact-uk.org.
uk/thousands-of-subscribers-to-illegal-streaming-service-warned-by-police/ (최종방문 2020.11.10.)
6.	https://www.suffolk.police.uk/news/latest-news/01-07-2020/hollesley-arrest-over-suspected-illegal-streaming-operation(최종방문 2020.11.10.)
7.	https://www.chroniclelive.co.uk/news/north-east-news/thousands-kodi-iptv-users-sent-18943275(최종방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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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사점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업적 목적이나 대규
모로 일어나는 침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소비자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
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인 소비자에게 경
고문까지 보낸 것은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소비자로서 프로그램 시청료를 내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5천 파운드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8) 저작권법에는 별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찰이 소비자에게 이런 경우 사기법(Fraud Act)이 적
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문에 포함한 것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접속이 단순히 가벼운 ‘침
해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렴한 구독료에 실시간 축구경기와 함께 수많
은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유혹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
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프리미어리그
축구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의 몇 분에 일밖에 안 되는 가격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른 콘텐
츠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의 유혹을 받게 된다
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며 그들이 지불하는 구독료는 범죄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
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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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리핑(stream-ripping)은 간단한 파일 복제 방법이다.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콘텐츠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즉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를 이용자가 허락 없이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저장된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복제 방법이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영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불법복제 사이트 50개의 이용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글 황예영 /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영국 스트림 리핑 사이트 이용,
3년 동안 1,390% 증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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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음악저작권관리단체(PRS for Music, 이하 ‘PRS’)의 의뢰로 온라인
저작권 모니터링 회사인 Incopro는 <스트림 리핑 : 3년간 영국 음악 불
법복제 환경에서의 역할> 보고서를 제작하였다.1) 보고서는 2016년 10월
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간의 스트림 리핑 경향을 분석하고 2016년에
발표한 초기 보고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다음의 5개로 분류한다.

•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앱’은 앱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를 다
운 받는 방법이다.
•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는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
1.	<Stream-ripping: Its role in the UK music piracy
landscape three years on>, September 2020(https://
www.prsformusic.com/-/media/files/prs-formusic/research/full-stream-ripping-researchreport-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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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
• ‘스트림 리핑 사이트’는 이용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의
URL이나 링크를 스트림 리핑 사이트에 입력하여 콘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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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트림 리핑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의 확장을 통해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운 받는 방법이다.

•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변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
로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 1부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가 전체 음악 불법복제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다루
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전용 불법복제 사이트 50개 중에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2016년 보
고서에 비해 19개나 늘어나 22개가 되었다. 이러한 22개의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3개)와 스트림 리핑 사이트(19개)로 구성된다. 최근의 보고서와 달리 2016년
에는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가 스트림 리핑 사이트보다 조금 더 많았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음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복제 사이트 중 가장 많은 이용량을 기록
했다. 이러한 수치는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전용 사이트 50개의 이용량 중 80.2%를 차지하는 것
이고 2016년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이다. 단 1개의 스트림 리핑 사이트(y2mate.com)가 스
트림 리핑 이용량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는 50개의 음악 전용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량의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전용 사이트 50개에서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하위 유형별 누적 이용량을
분석해보면, 스트림 리핑 사이트가 98.7%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위인 스트림 리
핑 다운로드 사이트는 1.3%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보고서에서보다 10.5% 감소한 수치이
다.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사이트가 감소한 것은 이 유형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이용량만을 놓고 보면,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가장 인기 있
는 음악 전용 사이트 50개 중 98.7%를 차지하고 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이용량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 동안 1,390% 증가
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는 2017년 1분기에 급증하면서 다른 유형의 사이트들을 넘어섰고,
2018년 중반까지 비슷한 이용량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상승한다. 그 후 2019년에 또 다시 급
증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인 y2mate.com의 출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y2mate.com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이며, 2위 사이트
에 비해 5배 이상의 이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보고서는 그 당시 가장 이용량이 많은 불
법복제 스트림 리핑 사이트로 youtube-mp3.org를 지목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이용자들이

2.	예를 들어, 유튜브 동영상을 음악 파일로 다운 받는 경우 스트림 리핑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웹브라우저의 유튜브 동영상 페이지에 다운
로드 버튼이 추가되고 이 버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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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지리적 차단) 이용량이

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에 광고하는 회사들은 그들이 불법복제

줄어들었고, 결국 이 사이트는 사라지게 되었다.

콘텐츠와 관련된 곳에 광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 사이트는 유료 서비스

보고서 2부에서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기술 인프라와 기능을

를 통해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스트림 리핑 다운로

밝히기 위해,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림 리핑 서비

드 앱은 앱 내에서 결제하는 업그레이드 옵션으로부터 많은 수

3)

스 10개 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 보고서에서는 가

익을 얻고 있었다. 소수의 스트림 리핑 사이트만이 유료 멤버

장 인기 있는 스트림 리핑 서비스 10개 중 5개만이 ‘스트림 리

십을 시행하는데, 이 멤버십은 광고 제거, 복수의 파일 다운로

핑 사이트’였다면, 현재는 10개 전부가 ‘스트림 리핑 사이트’인

드 기능 등을 제공한다. 소수의 스트림 리핑 서비스만이 기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주된 복제 방법은

를 자금원으로 하는데, 그 중 일부는 암호화폐로 기부 받고 있

링크를 파일로 변환하는 것, 즉 스트림 리핑 사이트를 이용하는

었다. 스트림 리핑 다운로드 앱과 플러그인은 광고보다는 이용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링크를 웹사이트에 붙여 넣으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설치되는 번들 소프트웨어(소

면, 링크(콘텐츠)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된다. 이용

프트웨어를 다운 받을 때 패키지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자들은 이 방법으로 콘텐츠를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의 설치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주된 전송 방법은 드롭박스(Dropbox)

스트림 리핑에 남용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서, 유튜브

와 같은 제3의 보관 서비스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는 2016년 보고서 이래로 스트림 리핑에 가장 많이 남용되고

를 통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기기에 직접 다

있는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다. 유튜브가 많이 이용된다는 것

운로드하는 방법인 DDLs(Direct Download Link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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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3부는 이용자들이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접하는 경로

스트림 리핑 서비스 100개 중 70개 이상은 유튜브만을 단독으

와 이 서비스에 남용되는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수

로 스트림 리핑 대상으로 하였다. 스포티파이(Spotify)는 2016

익모델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림 리핑 서비스를

년 보고서에서 2위였던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를 제치

접하는 주된 경로는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검색 엔진을

고 2위를 차지했다. 100개 중 4개 서비스만이 스포티파이를

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된 검색어는 ‘youtube

단독 콘텐츠 공급원으로 이용했다. 16개 서비스는 여러 개의

to mp3’였다. 이 검색어는 2016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가장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 중 7개는 사운드클

인기 있는 검색어였다.

라우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스트림 리핑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제외하고, 광고는 여전히 스

스트림 리핑 서비스 중 일부가 유튜브 외의 다른 합법적 스트

트림 리핑 서비스의 주요 자금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00개 중

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음악

49개의 스트림 리핑 서비스가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인 Tidal, Deezer, Amazon Music을 스트림

조사됐다. 광고 유형으로는 일반/기타 광고 링크가 가장 많았

리핑하는 서비스도 발견되었다.

3.	y2mate.com, mpgun.com, flvto.biz, clipconverter.cc, youtubemp3.today, 2conv.com, freeonlineconverter.net, mp3fy.com, convertisseur-youtube-mp3.net,
listentoyoutube.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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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된 사이트의 절반 이상(32/60)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시사점

있었다. 그런데 32개 사이트 중 25개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ontent Delivery Network, 이하 ‘CDN’)4)로 유명한 클라우

많은 음악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드플레어(CloudFlare)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

겪고 있다. 음악인들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CDN

은 공연이라고 한다. 공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거의 사라진

은 여러 서버 호스트에 분산되어 있다. 이 기능은 호스팅 비용

마당에 음원 수익마저 줄어드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

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다. 공연 수입이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음악인들이 자신의 음원

있는 반면, 불법 웹사이트들의 호스팅 위치를 은폐하여 이들을

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권리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

요해졌다.
영국 PRS에 따르면, PRS 회원의 수입 중 스트리밍 로열티가

영국의 주요 불법복제 위협 : 스트림 리핑, IPTV, 암호화폐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스트리밍 로열티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스트림 리핑의 높은 인기는 회원들이 적법

영국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최신 IP범죄 및 집행 보고서(IP

한 서비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9/2020)에서도 스트림

수밖에 없다.6)

리핑을 IPTV, 암호화폐와 함께 불법복제의 주요 문제로 보고

스트림 리핑은 지금도 무료나 광고 없는 서비스에서 유료 서

5)

있다. 앞서 살펴본 PRS의 보고서와 같이, PRS는 스트림 리핑

비스로,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더 간편한 방법으

사이트를 최우선으로 단속해야 하는 불법복제 유형으로 보고

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또한 스트림 리

있다. 스트림 리핑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스트림 리핑 앱

핑 서비스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서버 위치를 숨길 수 있는

과 플러그인에 대한 PRS의 단속 노력 또한 효과적으로 작용하

CDN을 이용하면서 감시망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PRS가

고 있다. 그리고 영국 저작권 침해 방지 연합(the Federation

2016년 이후에 스트림 리핑을 단속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사

Against Copyright Theft, 이하 ‘FACT’)은 IPTV 불법복

이트를 소멸시킨 것처럼 정부와 유관단체의 집중적인 단속이

제 신고 건수가 2014년 3건에서 2019년 682건으로 급증하

이러한 불법복제 방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경찰청 지식재산전담반(Police

우리는 영국에 비해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이하 ‘PIPCU’)는 5G가 전

율이 높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트림 리핑은

국적으로 보급되면서 IPTV 문제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

유튜브 이외에 아이튠즈나 아마존뮤직 등의 음악 스트리밍 서

였다. IP 범죄 및 집행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저작권 침해자의

비스 콘텐츠에도 접근하고 있다. 스트림 리핑의 변화 추이에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PIPCU는 암호화폐가 지불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이 되는 경우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더욱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자의 PC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전달해주는 시스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게임용어사전: 기관/용어)
5.	https://torrentfreak.com/stream-rippers-iptv-and-cryptocurrency-flagged-as-growing-piracy-threats-200908/(2020. 11. 4. 최후 방문)
6.	https://www.prsformusic.com/press/2020/usage-of-stream-ripping-services-increases-1390-percent-in-three-years(2020. 11. 4. 최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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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통지에도 불구하고 Cloudflare와
같은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업체들은 침해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관련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법원들에서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판결이 연달아 내려지고 있다.

글 이철남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DN 서비스와 불법 콘텐츠의 전송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용량 파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ISP 네트워크
말단에 캐시 서버를 여러 대 설치하고, 사용 요청이 오면 제일 가까운 캐
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전송한다. 그 결과 자주 사용되는 파일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대규모 분산 서버 장비로 공격 트래
픽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DoS 공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에 존재하는 콘텐츠 상당수를 서비스하고 있다.1)
Cloudflare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이며 2020년 기준 전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세계 웹사이트 10개 중 1개가 Cloudflare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웹사이트의 콘텐츠 액세스 속도를 높이는 한편 보안 위협
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Cloudflare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객사
의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본 호스트의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Cloudflare 데이터 센터에서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객사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두 배 빠른 속도로 로드된다.

1.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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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CDN 서비스 기업으로서 Cloudflare는 고객 사이트의 콘텐츠

2017년 사진 저작권자인 ALS Scan은 Cloudflare를 상대

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비스를 하고 있

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13개의 웹사이

는 콘텐츠가 때로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지만

트에 Cloudflare가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여침해

그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사이트

있다. 이와 같은 Cloudflare의 입장은 때로는 상당한 논란을

이용자들이 매우 빠르게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총격 사건이나 백인 우월주의 등의 내용

을 뿐만 아니라, Cloudflare의 DNS 서비스는 해적 사이트가 자

을 담고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해 CD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

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적 사이트를 보호하는

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많은 비난이 있었고, 결국은 서비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LS Scan은 Cloudflare

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고객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Cloudflare에 수많은 통지를 했

Cloudflare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는 저작권

지만, Cloudflare는 통지를 무시하고 해적 사이트에 서비스를

침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일

계속 제공했다고 주장했다.3) 이에 대해 Cloudflare는 대다수의

본, 유럽 등에서 저작권자들이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는 점과, 그들의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

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Cloudflare는 자

한다고 항변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6월 Cloudflare

신들은 해적 사이트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립적

는 원고와 합의하고 소송은 종료되었다.

중개자’로 항변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Cloudflare가 저작권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을 침해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했다.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웨딩 드레스 제조 및 도

2)

2.	위키피디아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Cloudflare
3.	http://copyright.nova.edu/cloudflare-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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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업체인 Mon Cheri Bridals와 Maggie Sottero Designs가

독일 사례

Cloudfla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loudflare가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웹사이트에서 두 회사의 디자인
4)

DDL-Music은 음악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

이 적용된 웨딩 드레스를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다. 2019년 6월 독일 유니버셜 뮤직은 DDL-Music에서 독

또 다른 사례로 사진 모델인 Deniece Waidhofer는 자신의

일 가수 Sarah Connor의 앨범 Herz Kraft Werke의 트랙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Thothub를 상대로 소송을 제

에 대한 링크를 찾은 후 Cloudflare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기하면서 CDN 서비스를 제공한 Cloudflare에 대해서도 책임

했다. 유니버셜 뮤직은 트랙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할 것과

을 물었다. 이에 대해 Cloudflare는 콘텐츠 중립적인 인프라

DDL-Music 및 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기 때문에 Thothub에서 발

Cloudflare는 고객의 활동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유니버셜

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Cloudflare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뮤직이 해당 웹사이트 및 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항변했다. Cloudflare는 Thothub를 소유하거나 운영하

고 답변했다.7) 유니버셜 뮤직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2020년

지 않으며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제어 할 수 없으며,

1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Cloudflare에게 불법 저작물을 제

Cloudflare 서비스를 제거하더라도 콘텐츠가 제거되지 않기

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

5)

때문에 침해 콘텐츠를 제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었다.

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5만 유로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8)

일본 사례
이탈리아 사례
2018년 8월 일본 최대 만화 출판사 4곳이 도쿄 법원
에 Cloudflare가 Mangamura의 대체 사이트에 해당하는

TV 플랫폼 Sky Italy와 이탈리아 축구 리그 Lega Serie A는

Hoshinoromi를 포함한 여러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Cloudflare와 호스팅 제공 업체 OVH를 포함한 여러 회사와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Cloudflare를 사용하는 '해적' 사이트를 일

Vodafone, TIM, Fastweb, Wind 및 Tiscali와 같은 ISP들을

본 사용자가 볼 때 대부분의 사용자가 일본에 위치한 Cloudflare

상대로 “IPTV THE BEST”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못하도

의 서버를 통해 액세스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6월경 소송

록 밀라노 법원에 신청했다.

의 당사자들은 만약 법원이 해당 사이트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2020년 9월 법원은 Sky와 Serie A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피

Cloudflare가 일본의 서버에 불법 사이트를 복제하는 것을 중단

신청인 회사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에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 만화 출판사들은 뉴욕 연방

IPTV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불법 사이트 Hoshinorom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6)

Cloudflare는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지 않으며, CDN으로서

4.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18/11/23/cloudflare-v-mon-cheri-bridal/
5.	https://smenews.org/cloudflare-counters-mass-piracy-allegations-in-thothub-lawsuit/
6.	https://hackernoon.com/cloudflare-agrees-to-stop-caching-pirate-content-in-japan-if-court-declares-sites-illegal-tl1o3vup
7.	https://torrentfreak.com/cloudflare-ordered-to-block-pirate-music-site-following-universal-music-lawsuit-201016/
8.	https://musically.com/2020/02/20/cloudflare-faces-new-legal-action-from-music-rightsholders/

22

C STORY · 11+12

단순히 콘텐츠를 캐시하고 트래픽을 중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일
을 호스팅하든 단순히 캐시하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Cloudflare와 같은 서비스는 호스팅 제공 업체와 단순한 도관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EU 법률에 따라 분류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분류가 이 문제와 관련
이 없다고 밝혔다. CDN에 의한 데이터 저장이 없더라도 제3자가 긴급한 절차의 대상인 불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CDN의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포함했다는 것이다.9)

시사점

CDN 서비스는 접속 속도나 보안 측면에서의 우수성 때문에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활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진, 디자인, 만화, 음악, 동영상 등 다
양한 콘텐츠 회사들이 Cloudflare와 같은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
비스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할 경우에 CDN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월드와이드웹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하여 오
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콘텐츠 저작권자들과의 타협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
서는 OSP의 의무와 면책에 관한 사항들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CDN
서비스가 과연 어떠한 유형의 OSP이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CDN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이 종료되기
도 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의 사례와 같이 CDN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
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판결들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DN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고객사를
잃지 않기 위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저작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범위와 그에 대
한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9.

https://torrentfreak.com/italian-court-orders-cloudflare-to-block-a-pirate-iptv-service-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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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사이트

프랑스 HADOPI,
불법복제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와 전망

글 김태희 / 한불민사법학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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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진아웃제’라고도 불리는 이 조치는 HADOPI 내의 권리보호위원회가 불법복제 이용 행위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고, 다시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우편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데, 그 이후에
도 또 다시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정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인터넷 접속 차
단이 인권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혔으며, 헌법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접속 차단 결정이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
기관에서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후 해당 법안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넷 접속 차단이 결정되고, 행정기관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다시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존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7.	P2P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이용자에게 2개월 내 권고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6개월 내 다시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메일과 공식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
며, 이러한 두 번째 권고 이후 12개월 내에 반복적인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중과실’ 위반의 사실과 함께 법원에 제소 가능성이 있음을 적시한 공식문서를 발송한다.
8.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적인 소비형태가 P2P 다운로드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IPTV서비스(easybox 등)로 전환되고 있다.

9.

대표적으로 Netflix, Deezer, Spotif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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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Dynamite’의
성공을 통해 본

K-Pop

미국 음악산업 속의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양학부 교수
이규탁

2020년 9월 방탄소년단은 싱글 ‘Dynamite’를 빌보드 싱글 차트 ‘빌보드 HOT 100(이하 HOT 100)’ 1위에 올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실
이들은 이미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넉 장의 앨범을 잇달아 1위에 올린 바 있지만 싱글 차트에서는 앨범 차트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차트 1위곡을 배출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인기와 엄청난 앨범 판매고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싱글 차트에서 다소 고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어떻게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1위 등극이 케이팝 및 한국과 글로벌 대중음악산업에서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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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100’과 ‘빌보드 200’ 그리고 ‘Dynamite’

빌보드에는 팝, 록, R&B, 힙합, 댄스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차트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모든 장르의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 차트인 HOT 100과 빌보드 200이다. HOT 100이 개별
곡의 인기도를 보여주는 차트인 반면 빌보드 200은 앨범의 인기도를 순위로 매긴 차트이다. 그런
데 ‘한 주간의 앨범 판매량’1)이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산정되는 빌보드 200
과는 달리 HOT 100의 산정 기준은 보다 복잡하다. 과거 싱글 음반 판매량과 라디오 방송 횟수2)의
두 기준을 중심으로 했던 HOT 100은 수용자들의 음악 소비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음원
반영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하반기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HOT 100 산정 기
준에 없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차트가 실제 인기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이에 빌보드는 2013년 2월부터 유튜브 뮤직비디오 미국 내 조회수도 HOT 100 차트 산
정에 일정 비율 반영키로 하였다.3)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것이야말로 빌
보드 차트가 미국 내 다른 차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음악 소비 방식이 실물 음반 중심에서 mp3 등의 디지털 음원을 거쳐 인터넷 스트리밍으
로 이동한 2010년대 초반 이후, HOT 100과 빌보드 200이 갖는 위상과 의미는 많이 달라졌다. 스
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듣는 현 수용자들은 예전과는 달리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기 보다는 개별 곡
단위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빌보드 200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다소 하락한 반
면 HOT 100이야말로 수용자들의 체감 인기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
만 빌보드 200은 특정한 가수의 음악적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충성도 높은 팬을 얼마
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여전히 나름의 존재 의의를 지닌다. 지금과 같은 음
악 소비 환경에서 단지 스트리밍으로 몇 번 재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일부
러 앨범 전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그 가수의 음악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열성팬으로서 그 가수를 적
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을 때에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ynamite’의 HOT 100 1위 등극은, 2018년부터 4장의 앨범을 연속으로 빌보드 200

1.	현재 빌보드 200이 집계하는 앨범 판매량은 CD와 엘피판 등 ‘실물 음반(physical record)’ 판매량과 디지털 앨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재생횟수를 실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앨범 등가 단위(album equivalent unit)’ 판매량을 포함한다. ‘앨범 등가 단위’의 경
우, 10개의 디지털 앨범 판매 혹은 1,500건의 스트리밍 재생횟수를 한 장의 실물 음반 판매와 동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에어플레이(airplay)’라고 한다.
3.	2020년 현재 HOT 100은 디지털 음원 판매 35~45%, 라디오 방송 횟수 30~40%,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스트리밍 재생횟수 20~30%
를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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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에 올려놓으며 이미 미국 내 충성도 높은 탄탄한 팬덤의 존재

류 미국 음반배급사들의 곡들이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우위를 점

와 뛰어난 음악성을 입증해온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일반적인 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음악

국 음악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산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케이팝은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체

할 수 있다. 이미 젊은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계적인 프로모션 전략 없이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방탄소년단과 케이팝이 보다 폭넓은 수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

팬들의 입소문만으로 차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상당히 놀

한 것이다.

라운 현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주류 업계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
갑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라디오와 음반사가 형성해온 공고한 카
르텔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케이팝과 미국 주류 음악산업

때문에 이들은 케이팝 음악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높은 앨범 판매량과 세간의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라디

‘Dynamite’가 HOT 100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

오에서 케이팝이 방송되는 일이 드물었다. 더불어 미국 내 주류

인은 바로 미국 내 라디오 방송 횟수이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미디어산업의 보수성은 다른 측면에서도 케이팝에게 그리 우호적

발매한 싱글들은 높은 유튜브 조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지 않았다. 한국 가수가 한국말로 부르는, 즉 비(非)서구권 가수

라디오 방송 횟수로 인해 HOT 100에서 기대치를 밑도는 순위를

의 비영어권 음악은 이들 보수적인 업계 관계자들 및 라디오의 주

기록했다. HOT 100 순위 산정에서 30~40%라는 굉장히 높은 비

청취자인 30대 이상 수용자들에게 생경함과 거부감을 안겨주었

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횟수는 사실 방탄소년단뿐만 아

다. 이로 인해 케이팝이 라디오 DJ들에게 선택되어 선곡표에 오

니라 다른 케이팝 가수들에게도 HOT 100 상위권 진입의 장벽으

르기란 쉽지 않았다.

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미 프로

미국의 음악 라디오 방송을 타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노래가 특정

스포츠 경기장 어디서나 흘러나올 정도로 미국 사람 누구에게나

4)

한 장르 방송국 의 선곡표에 들어가야 한다. 일단 선곡표에 들기

친숙한 노래였던 강남스타일이 결국 HOT 100 1위를 차지하지

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기간 해당 노래가 꾸준히 라디오를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당시 HOT 100이 유튜브 조회수

타게 되며 그 중 반응이 좋은 노래가 더 자주 방송되는 식이다. 따

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케이팝 산업의 미국 시장 진입

라서 자신들의 노래를 선곡표에 넣기 위한 음반사들의 물밑 작업

초기였던 탓에 현지 가수들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프로모션 방

및 방송국과 DJ, 음반사 간의 ‘밀당’은 정말 상상 이상이다. 실제

법을 쓰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방송국 측에서 한국어 노래에 대한

로 과거에는 방송국 DJ가 음반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한 가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제대로 타지 못했

의 노래를 선곡표에 넣고 틀어주었던 일명 ‘페이욜라(payola)’ 스

던 것도 큰 원인이었다.

캔들이 미국 전역을 강타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강남스타일’ 이후 8년여의 시간 동안 활약한 다양한 가

현재는 이를 위한 음반사의 프로모션 전략이 이미 체계화·공식화

수들의 노력에 힘입어 케이팝과 한국어는 어느덧 현지 Z세대 사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으

이에서 ‘쿨(cool)’하고 ‘힙(hip)’한 느낌을 주는 최신 유행 문화

며 오래전부터 대형 라디오 방송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주

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톱 소

4.	라디오 방송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미국 FM 라디오는 한국과는 달리 장르 기준으로 채널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가령 최신 알
엔비 방송국, 고전 알엔비/소울 방송국, 차트 최신 톱 40 방송국, 모던 록 방송국, 최신 힙합 방송국, 고전 록, 재즈 방송국 등과 같은 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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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아티스트’ 상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등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차트 최상위권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2017년 이후 케이팝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레이디 가가,

머물렀다. 단순히 화제성에 기대어 반짝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닌,

니키 미나즈, 체인스모커스 등 다수의 글로벌 인기 뮤지션들이 잇

노래 자체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달아 케이팝 가수들에게 협업을 제의하는 등 케이팝은 주류 미국

혹자는 이 노래가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노래들과는 달리 영어곡

음악산업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글로벌 인기 뮤지션들의 협업 제

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영어로 된 음악 중

의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음악인 케이팝의 인기에 편승하

심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고자 하는 노력임과 동시에 케이팝이 글로벌 팝음악과 견주어도

은 한국어로 된 음악으로 이미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린

절대 뒤지지 않은 음악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슈퍼스타다. 즉 ‘Dynamite’의 성공은 이들이 지금까지 한국어 노

이렇게 케이팝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자 미국 업계에서는 케이

래로 거둔 성취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글로벌 케이

팝 산업과 손을 잡고 보다 적극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시도하고 있

팝 팬들은 케이팝 가수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음악을 꾸준히

다. 2019년 SM이 미국의 메이저 음악배급사인 캐피톨 레코드와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무, 화려한 뮤직비디오

의 협업을 통해 소속 그룹 슈퍼엠의 앨범을 빌보드 200 1위에 올

및 시각적 이미지 등과 더불어 한국어로 된 가사가 케이팝을 구성

려놓는데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역

하는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시 또 다른 미국 메이저 음악배급사 콜롬비아 레코드와의 협업을

실제로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해외 시장 진입을 노렸던 영어 곡들

통해 그들이 기존에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적극

보다 한국어 노래들이 오히려 글로벌 팬들로부터 훨씬 큰 사랑

적으로 활용하여 라디오 방송 횟수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을 받아왔다. 더불어 케이팝 가수들과 협업한 글로벌 팝스타들 역

이는 이제 케이팝이 보수적인 미국 주류 업계와 대등한 입장에서

시 케이팝 가수들이 한국어 가사를 써주는 것을 선호한다. 가령

협업을 진행할 만큼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뜻임과 아울러 기존 미

블랙핑크와 협업한 레이디 가가의 곡 ‘Sour Candy’나 방탄소년

국 인기 가수들이 활용해왔던 체계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적극적

단과의 협업으로 최근 HOT 100 1위를 차지한 제이슨 데룰로의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꾸준한 성과를

‘Savage Love’ 모두 이들의 한국어 가사가 그대로 담겼다. 자신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다.

들의 노래에 케이팝 특유의 분위기를 담아내고 싶었던 의도가 반
영된 결과다.
따라서 ‘Dynamite’의 HOT 100 1위 및 최근 잇따르고 있는 케

향후 전망

이팝의 미국 시장 성공은 글로벌 팝음악과 차별화되는 케이팝만
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지 주류 산업이 실행하고 있는

‘Dynamite’는 발매 첫 주에 HOT 100 1위로 데뷔하는 놀라운 기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볼

록을 세웠다. 보통 차트 1위로 데뷔하는 노래들은 노래의 질감보

수 있다. 음악 자체의 매력으로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에서 차근차

다는 화제성에 기대어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곧바

근 팬 층을 다져온 케이팝이 글로벌 팝스타들이 사용하는 프로모

로 큰 폭의 순위 하락을 겪게 된다. 그러나 ‘Dynamite’는 2주 연

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

속 1위를 지킨 후 2위로 내려왔다가, 2주 후 다시 1위로 복귀하는

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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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NO! 창의성은 YES!
우리나라 최초 AI 작곡가
이봄(EvoM)
GIST AI 대학원 교수
안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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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16년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바둑계 고수 이세돌을 꺾은 이후 AI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흥미로운 호기심 이상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AI 작곡가 EvoM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EvoM을 개발한
안창욱 GIST 교수로부터 AI 프로그램을 통한 작곡 과정 및 향후 AI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Q.

교수님과 AI 작곡가 Evom에 대한 소개 그리고 AI 작곡가 개발에 나선 계기와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저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AI 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창욱 교수라고 합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AI) 작곡가 ‘이봄(EvoM : Evolutionary Music)’을 개발하였으며, 미래
인공지능의 하나인 창의지능(Creative Intelligence)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봄(EvoM)’은 미국의 앰퍼뮤직(AmperMusic), 프랑스의 아이바(AIVA)와 함께 세
계 3대 AI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봄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디지털싱글
앨범 2개를 발매해 왔으며 지난 1년간 유튜브를 통해 130여 개의 앨범을 공개하였고,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봄은 클래식, EDM, 뉴에이지, 엠비언트, 힙합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작곡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트로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작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누구나 음악에 대한 일종의 열망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가끔 취
미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곤 했지만 단순히 소비에 그치는 수준이었죠. 점차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음악 작곡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진화연산(Evolutionary Computing)이라는 분야에서 종종 음악작곡에 도전하는 연구를 봐 왔었습
니다. 박사과정 중에 참석했던 국제학술대회에서 교수님 한 분이 ‘386노트북(지금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으로 작곡하고 함께 협주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게는 큰 충격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래서 저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음악 작곡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나만의 작곡가를 갖는
것!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연구원들과 의기투합해 2010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감도 잘 안 잡힐 뿐만 아니라, 연구 결
과를 발표하면 ‘재미있는 연구는 하는데, 어디에 적용 가능한지? 학생들 취업은 시킬 수 있는지?’ 등
의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제 호기심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기의 대결을 펼칠 시점에, 저희 AI 작곡가도 괜찮은 수준으로 개발되었고 이때 디지털 싱
글 앨범을 발매했더니, 알파고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그때부
터 ‘이봄’ 개발을 가속화해서 지금은 이봄으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라는 스타트업까지 설립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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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렌드 리더

AI로 작곡을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AI 작곡은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여 멜로디를 작곡합니다. 3차적으로 작곡된 멜로디와 어울리는 반
주를 입히게 되며, 마지막으로 최종 곡이 괜찮은 수준이 될 때까지
위의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A. 현재 대부분의 AI 작곡 기술은 음악 미디 빅데이터를 딥네트워

기본적으로 이봄은 기존 곡들로부터 학습된 규칙에 의해 곡을 만

크에 입력하고 딥러닝을 통해 학습 시킨 다음, 학습된 규칙에 의해

들지 않고 사람처럼 음악·작곡 지식 위에서 무작위성과 진화 개념

어울리는 음표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곡을 생성합니다. 저는 음

을 활용하여 음표를 조합해 곡을 쓰기 때문에 어떠한 AI 작곡 기술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 규칙의 산물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인

보다도 표절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곡의 구조나 코드 흐

간 작곡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즉 인간 작곡가가 하는 것들을 잘

름이 유사한 기존 곡과 비슷한 느낌의 곡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모사하면 좋은 AI 작곡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존재하며, 이는 원천적으로는 표절과는 다른 이슈입니다.

작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곡·음악 이론을 배워야하며, 그 이

이봄은 3분짜리 곡 기준으로 단순히 악보를 적는 수준에서의 작곡

론들을 기반으로 각자의 음악적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곡을

은 불과 1~2초 정도면 충분하며, 실제 음향적(사운드) 소리까지를

쓰는 것이 인간 작곡가의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봄’은 음악의

포함한 작곡을 고려하는 경우 대략 8~1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

기본이 되는 클래식의 주요 이론들을 모두 코드화해서 배우고 이

림잡아 하루에 만 곡 정도 작곡이 가능합니다. AI 작곡가의 작곡 속

를 바탕으로 새롭게 확장하고 싶은 장르의 주요 속성 및 트렌디한

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해보면, 음원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소들 역시 배웁니다. 이 위에서 자유롭게 음표를 조합하는 방식

곡의 수가 대략 4천만 곡 정도 되는데, ‘이봄’은 컴퓨터 1,000대를

으로 작곡하고자 하는 장르에 더 어울리는 곡을 쓰게 됩니다. 간단

사용하면 단 4일 만에 그 모든 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히 작곡 과정을 소개하자면, 1차적으로 곡의 구조와 코드 진행을

정말 대단하죠?

설계하고, 2차적으로 그에 어울리는 음표를 랜덤하게 배치·조합하

Q.

AI로 작곡을 하는 데 있어 좋은 점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

다면 무엇인가요?

A. AI 작곡가가 사람처럼 음악을 듣고 거기로부터(딥러닝을 통한
단순 음표들의 연관성이 아닌) 새로운 음악적 규칙을 스스로 찾아
서 배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는 그 수준을 실
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봄’이 새로운 장르로
확장하려면, 이봄이 아닌 제가 직접 그 장르의 수많은 곡들에 대
해 연구하고 그 장르의 핵심 요소들을 이봄에게 프로그래밍 해줘
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이 절차만 잘
진행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개발자인 저조차도 가늠하기 불가능
한 수준의 다양하고 멋진 곡을 써 내려간다는 사실이 이봄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봄’은 인간의 연주 능력을 고려하면서
작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봄이 작곡한 악보를 인간 연주자에
게 드리면 결코 쉽게 연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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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데 손가락이 12개가 되어야 연주가 가능하다거나, 손가

법에 따르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저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

락은 10개만 있어도 되는데 그 길이가 엄청 길어야 연주 가능하다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봄도 지금은 저작권협회에 사람인 개

거나 하는 경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알파고 대결에서도

발자가 이봄을 예명으로 등록하고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행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 음악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

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저작권의 가장 큰 핵심은 만

만, 보통의 인간 작곡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성 진행 혹은 노

들어진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

트 구성을 AI는 종종 쓰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봄’의 창의

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먼 미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

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인간 뮤지션과 협업하는 경우에

래를 생각해보면, AI 존재 자체가 콘텐츠로 인해 파생되는 1차·2

이러한 AI 작곡가의 창의성을 오히려 인간이 억제하는 아이러니한

차 저작 수익을 취하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부분 AI 개발자가 저작권의 주체이지만, 조만간
상용화되어 AI가 활성화되면 AI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라고 실행
(action)을 하는 사람이 해당 콘텐츠에 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Q.

최근 AI가 만든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논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매우 제한적인 현재 저작권법이 보

란이 뜨겁습니다. 해당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작

다 유연하고 일반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

권법이 향후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로의 인정을 논하기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 AI가

Q.

마지막으로 AI 작곡을 통해 교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

만든 콘텐츠 자체가 창의적이냐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콘텐츠가 창의적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콘텐츠처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을 연구

A. 제가 AI 작곡을 통해 뭔가 크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

하는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성을 정의해 왔습니다.

다. 다만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깊숙

특히 예술적 관점에서 통용되는 정의로 비춰보면, 인공지능이 생

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녀노소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음악

성한 예술 작품이 독창적이고 유용하며 동시에 그것을 만들어낸

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음악이 정

과정이 적절해야만 예술적 창의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 소수의 작곡가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공급되고 있는 상황은 개

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음악 미디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음악을 생

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악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막대하게

성하는 여타 다른 작곡 AI와는 달리, ‘이봄’은 음악을 작곡하기 위

증가할 것이며, 지금처럼 모두를 위한 음악이 아닌 개인 맞춤형 음

해 인간 작곡가가 하는 방식처럼 곡의 구조 및 코드 진행을 설계하

악에 대한 요구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곡에 대한

고 이에 기반하여 무작위적이지만 화성학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음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은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

표들을 써내려 갑니다. 이 때문에 작곡하는 과정이 충분히 적절하

나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고 이를 소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며 최종적으로 내놓은 결과 역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에 충분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만의 작곡가를 갖도록 하

히 유용하며 독창적입니다. 따라서 ‘이봄은 충분히 창의적이다’라

는 것이 현재 저희의 목표입니다. 부수적으로 제 개인적인 꿈이라

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동일하게 저작물로

면, 저희 AI 작곡가 ‘이봄’을 통해 저도 뮤지션·연주자가 되어 곡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매하고 공연을 해보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으로 AI가 만든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다
음은 당연히 저작권법을 고민해 봐야 할 차례입니다. 현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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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재, 한국은 세계의 음악 강국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음악시장 규모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을 뛰어 넘고 있다1). 2017년
제24회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시작으로 연이어 해외 음악 시상식을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2). 그리고 국내 만 10~59세의 전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거의 매일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3) 힙합, 아이돌, 밴드 및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국민 투표로 우승자를 결정함으로써 대국민
오디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음악 열풍이 불고 있는 시대에 음악이
작곡, 작사 그리고 연주되어 음반으로 제작된 후 이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가 우리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4)은 음악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세계 음악의 장르가 된
‘K-Pop’ 시대의 음악 저작권 이해
글 조재영 /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1.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음악 산업백서. 32쪽.
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음악 산업백서. 18쪽.
3.  2018년 9월~2019년 9월(최근 1년)기간, 전국 만 10~59세 3,000명 대상 조사 결과(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음악 산업백서. 85쪽).
4.  본문의 내용은 필자의 저서 「음악 산업과 저작권」(커뮤니케이션북스, 2017)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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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용 방법의 변화
음악 저작물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가장 일상적
으로 접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저작물적 특성으로 인해
타 저작물에 비해 비교적 전송, 배포, 복제가 빠르고 쉽지만 그로 인해 저작권 피해를 가장 많이 입기
도 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음악의 이용 방법은 ‘소유’(download)에서 ‘접근’(streaming)
으로 변화하고 있다5). 따라서 음악의 기획 및 제작보다는 유통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온라인 음원 유통 사업자 외에도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통신사 및 포털 사업자 등으로 음악 판매
플랫폼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음악 저작물을 창작한 작곡·작사자는 저작자로서 권리를 지닌다. 원저작물이 편곡의 방법으로 창작
된 것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편곡자도 저작자로 인정을 받는다. 저작자
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니게 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
며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
되어 있다. ‘공표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
리,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공표했거나 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을 변경 내지 변형했을 경우에는 각 권리에 대한 침
해로 판단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는 달리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한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
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 권리에는 복제
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5.	최근 3년간 한국의 음원시장은 이례적으로 다운로드 시장의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 9%로 한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무
려 31%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것은 세계 음악시장의 기준이자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같은 기간 연속 두 자릿 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한
국의 이례적 현상의 원인은 아이돌 팬덤의 ‘음원 총공’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음원 총공’은 음원 총공격의 줄임말로서 특정 음원이 차트에서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당 곡을 반복
해 듣는 행위를 뜻하며 보통 특정 가수의 팬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음악 산업백서.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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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나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접자라고 하며 저작인접권을 지니게 된다.

첫째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아

실연자의 권리에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

이용하는 것, 둘째는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에 의해 이용하는 것 그

여권, 공연권, 방송권 및 전송권이 있다.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

리고 셋째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이용하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

권은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 보호받으며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출판권 설정은 구별이 어렵지 않아서 문제가 없으나 저작재산권의

인 바,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인정하고 있지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구별이 쉽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않지만 실연자의 경우에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통해서

한다. 저작물 계약이 양도 또는 판매 계약인지 아니면 이용 허락에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경우에

대한 계약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는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음반 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에 대

특히 최근 디지털 저작물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판단 기준은 매우

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 사업자는 복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권,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갖는다.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의 존속 기간은 실연은 그 실연

음악 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을 한 때, 음반은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70년

창작된 음악 저작물이 이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이

간 존속하며(실연과 음반에는 단서 규정 있음) 방송은 그 방송을

필요하다. 음을 음반에 고정시켜 유형화해야 하며(음반 제작) 이러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50년간 존속한다.

한 음반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여(실연, 방송 등) 저작물을
알게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의 창작 활동이 음악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제도

산업의 토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 활동은 음악 산업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이 복잡하게 결합된 현시대에 여러 명의 이

을 일으키고 융성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도 창작 활

해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자 개인이 관

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은 이

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자들이 저작권 신탁

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저작

저작자가 창작한 악곡을 연주하는 자나 악곡과 가사에 따라 노래를

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저작

부르는 가수 등은 저작자가 아니며 이들은 ‘실연자’에 해당된다. 관

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현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도 실연자에 해당된다. 즉 실연자란 저작

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는데, 일체의 이용 허락 계약, 사용

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

료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일원적으로 처리한다. 후자는 이러한

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

다. 음반 제작자는 창작된 음(음성·음향)을 유형물(CD, DVD 등)에

를 하는 업을 말한다.

고정시키는 일(음을 디지털화하는 것 포함)을 하는 자로 음반을 최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권리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우

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

선,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위탁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와 일일

다. 방송 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인바 ‘방송’이란 공중이 동

이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공중 송신

있으며 권리 침해, 양도 및 승계 등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는 모두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음을 실제로 창작한 것은 아니기에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에 인접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서 법적인 실수 없이 저작

한 활동을 하면서 저작물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는 자로서 저작인

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2차적저작물의 창작 의욕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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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연자의 경우에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통해서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킬 수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단체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디지털 음원의 유통 방식과 저작권 침해

않을 경우, 특히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투명

디지털 음원은 이용자의 제어가 가능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의

하고 공정하게 실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전송’ 방식과, 방송의 전송과 같이 일방향 송신하는 ‘디지털음성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작권자들이 위탁관리단

송신’의 두 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 ‘스트리밍’은 인터넷 네트워크

체의 의사에 이견 없이 추종하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다.

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도달됨으로 재생 기기의 하드디

국내의 음악 저작물 신탁관리업은 1987년에 저작권 위탁관리업이

스크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운로드’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

처음으로 허용된 이후 1988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공

드해 재생 기기에 저장한 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음원 저장을 위

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얻음

한 전송 작업 동안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저장된 음

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서 2014년 9월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

원을 언제든지 자신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

회’가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경쟁 체제로 나아가

은 ‘개인 웹캐스팅(web casting)’ 서비스와 ‘매장형 디지털음성송

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음악 저

신’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방송의 성격을 가

작권 신탁 수수료,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 규정

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청취자)들이 음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특

에 의거해 활동한다.

징이 있다.

이 외에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해주는 ‘한국음악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음원은 그 특성상 복제권·배포권 침

연자연합회’가 있으며 주요 업무는 신탁 사용료 및 각종 보상금의

해의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온라

징수·분배, 음악 실연자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그리고 외국에서

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

의 국내 음악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인접권 홍보 등이다. ‘한

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확인한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를 청

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 제작자의 신탁관리 업무 외에 음반 제작

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민사적,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자의 곡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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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물
‘왜’ 보호해야 할까?
글 손승우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최근 일본에서 1989년에 생을 마감한 국민가수 미소라 히바리(美空 ひばり, 1937년 5월 29일~1989년
6월 24일)를 AI 기술을 이용하여 부활시켰다. AI가 고인의 목소리, 외모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재현하고
최근 앨범을 발표한 것이다. 그간 AI가 만든 음악이나 그림, 시집에 관한 소식 등을 간간이 접했지만 그
수준은 아직 인간이 향수(享受)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30년 전 작고한 유명 가수를 AI 기술로
부활시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수에 젖어 눈물 흘리는 팬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이유는
AI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AI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참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무용수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춤을 추면 AI가 무용수의 동작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디자이너와 창작자가 AI가 추천하는 소재들을 자신의 작품에 배치하여 옷을 만들고 광고를 제작한다. AI는
스스로 창작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조력자가 되어 창작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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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흡한 AI 창작 성과물 보호 논의

지난 11월 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제3차 지식재산·인공지능 회의(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개최하였다. 세 번째 개최되는 회의였지만 많은 각
국 대표들은 AI 창작 성과물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AI 성과물 보호
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AI 성과물(저작물, 발명 등)에 대한 보
호의 필요에는 분명 찬반이 존재하며, 이를 보호한다면 반드시 법적, 경제학적, 산업적, 인류학적 관점 등
에서 그 당위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AI 창작 성과물 보호에 대한 찬반 의견 >
찬
AI 창작이 향유(享有)할 수 있어 사회적 효용과

▶

반
▶

문화발전 기여
AI 발명기술 발전은 물론 및 부가서비스 창출 및

▶

대상이 아님
▶

新산업 진흥에 기여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고 비대면 콘텐츠 부족

▶

문제 해결

자연인 중심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보호
대량의 창작·발명으로 AI 관여자에 의한 지식
재산 독점화 우려

▶

인간이 잠재적 침해자로서 AI에 종속되고
연구 집약 산업의 붕괴

AI 지식재산 보호 논의와는 별개로 국내외에서 AI 관련 서비스가 신속하게 등장하고 있다. AI 서비스는 현
재 음악, 미술, 디자인, 글 등 저작물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특허 분야에서도 2019년 영국 세레이
법대의 특허법연구팀이 개발한 AI가 만든 발명품을 미국, 영국, EU에서 AI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었다.1) 그리고 2019년 가구업체인 카르텔(Kartell)사에서
출원한 AI가 창작한 디자인은 EUIPO에서 등록되었는데, 창작자가 의무기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I 창작 성과물 보호의 효용성

필자는 AI 창작 성과물 보호의 효용성을 다음 몇 가지에서 찾아보았다. 첫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는 AI 시대이다’라는 등식처럼 AI 기술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고 국가

1.	미국, EPO와 영국 특허청은 인공지능 로봇 DABUS가 발명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발명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거절 결정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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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AI 산업이 뒤처져 있기
에2)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incentive)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은
부가서비스의 창출과 더불어 빅데이터, 로봇 기술, SW, 콘텐츠, 바이오 등 관련 융합기술도 함께 진화시킨
다.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듯이 예술 분야 AI 창작 성과물 기반
스타트업은 그 AI 성과물을 보호해 줌으로써 성장 기반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AI 관련 산업
을 육성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수준

미국

※(

중국

※ 1위 국가의 기술 수준 = 100기준

)는 2018년 기준 미국과의 기술격차
2017년

2018년

※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유럽
일본
한국

88.1
90.1(1.4년)

81.9
83.0
78.1

100
100

88.1(1.5년)
86.4(1.8년)

81.6(2년)

둘째, 일본의 미소라 히바리 AI 가수에 관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림, 음악, 공연 등 다양한 AI 예술 분
야 성과물을 인간이 감상할 수 있다는 사회적·문화적 효용성이 있으며, 그 효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인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AI 콘텐츠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를 AI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버, BJ 등 1인 창작자들은 자신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 AI가 만든 BGM, 이미지, 영상, 사진 등은 저
작권과 비용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다. 예를 들면, 국내 AI 이미지 회사인 ‘펄스나인’은 월 사용료 4.9
달러에 AI가 만든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TikTok은 AI 음원 스타
트업 ‘쥬크덱(Jukedeck)’을 인수하여 동영상 서비스에 저작권 없는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 창작 성과물 보호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 미국, 일본, EU 등은 오래 전부
터 AI 창작 성과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AI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과 진흥을 위하여 AI 지식재산

2.	세계 최고 수준(美) 대비 78.1% 기술격차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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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AI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입법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논의를 지속하다가 올해 ‘국
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까지 이르고 있다.

WIPO

· 2019년 12월부터 AI 창작과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필요와 인간 개입 정도에 따른 보호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

일본

· 2016년 4월 8일 지식재산전략본부는 AI 창작물 보고서에서 AI 지식재산 산업 촉진을 위해
AI 창작물에 대한 제한적 보호 필요성 제시

미국

· AI 기술 및 산업 육성, 규제개혁, 인재양성 등 정부 정책 추진

유럽

· 2017년 2월 로봇민사법규정 권고안(Draft 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에서 로봇 등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관한 ‘지적 창작’의 기준 마련 촉구
· 2018년 12월 EU 집행위는 IP-AI 보고서에서 AI-generated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
동향 분석

중국

· 2020년 3월 중국 법원은 AI 작성글에 대한 저작권 처음 인정

AI, 문화예술 창작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

AI 창작 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분명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AI 창작 성과물의 보호를 반대하
는 대표적 근거로 인간 창작활동의 위축과 독점화의 문제를 지적한다. AI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생각
해 본다면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AI 창작 성과물 보호에 관한 3가지
효용성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AI 기술은 인간의 창작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지원하는 측면이 더욱 크고 사
람의 문화예술 분야의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해 주고 있다. 더욱이 초기 형성 단계에 있는 AI 창작 산업을
진흥하려면 법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독점화에 대한 우
려는 AI 지식재산 제도의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AI 창작의 성과물
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범위와 수준으로 보호함으로써 그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짧은 보호기간 부여, 엄격한 보호기준의 적용, 공익을 고려한 권리
제한 범위 설정,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과감한 도전과 균형 잡힌 법정책 시도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43

바로 보는 C스토리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무단 웹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글 양진영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최근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인터넷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사의 웹페이지를 타깃으로 한 무단 크롤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단 크롤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내용을 알아보고,
무단 크롤링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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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
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다1)(저작
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
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동법 제93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권리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며(동
법 제123조, 제125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36조 제3항 제3호).

무단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관련 판시동향
무단 크롤링2)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례로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3)’ 사건이
있다.
리그베다위키(rigvedawiki)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
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
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건
의 피고는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4) 방식으로 리그베다위키 사이트의 게시물을 전부 복제한 후 ‘엔하위
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 수익을 얻고 있었다.

1.	2003년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웹 크롤링(Crawling)은 크롤러를 이용하여 웹페이지의 내용 전부 또는 특정 내용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3.

2012년 명칭 변경 전 엔하위키(enhawiki)

4.

미러링은 크롤러에 의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추가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을 뜻하며, 데이터가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되는 것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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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주장했

이에 최근 무단 크롤링 사건의 피고는 저작권법 제

는데, 1심 법원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

93조 제2항 상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않는 부분의

상에 이르는 게시물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

복제라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

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게 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점차 늘리고 있

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

는 추세이다.

고 2014가합44470 저작권침해금지등 사건).

‘잡코리아-사람인HR’의 채용공고 무단 크롤링 사

위 판결은 저작권법의 문언상 소재의 갱신, 검증, 보

건에서도, 피고는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

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재의 제작으로 해석

보 중 약 10%만을 선별하여 피고의 구성 방식에 맞

하고, 개별 소재의 제작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추어 새로이 게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구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고가 별도의 마케팅 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위 사건의 2심은 1심과 달리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이스의 제작을 구별하여 원고가 체계, 카테고리, 항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함으로써 데

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

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

한 점,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

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행위를

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

인 점, 수 대의 서버를 운영하면서 만 명이 넘는 가

201936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

입자와 수십만 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

또 다른 무단 크롤링 사건의 피고는 무단으로 크롤

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

링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출처에

니한 자료, 광고성 자료들을 관리·수정·삭제한 점

링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통상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지위를 인정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

은 크롤링한 웹사이트에서 출처 웹사이트로 굳이 이

해 중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

동하지 않더라도 검색이 가능한 점, 데이터베이스의

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저작권

양과 질, 방문자 수나 이용 시간이 영업에 중요한 영

침해금지등 사건).

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

위 리그베다위키 사건 이후 법원은 인터넷플랫폼 사

자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

업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법원 2020. 7. 9. 선고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

의 권리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이스권침해금지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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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법원은 숙박업소 플랫폼 ‘여기어때’의 대

고 경쟁력이 있을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

표에게 경쟁사 ‘야놀자’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했다

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정

는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립에 수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5년의 보호

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기간은 기타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2019고단1777 사건), 무단 크롤링을 직접 행한 경

수 있다.

쟁사뿐만 아니라 해당 경쟁업체에게 크롤링 프로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기타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등

램을 만들어준 개발사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손해배

록할 수 있고,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선고 2018가합52448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추정되지만(동법 제125조 제4항, 제98조, 제53조),

침해금지 등 사건).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등록
또한 계속적으로 새로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보호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록에 관하여 기타 저작물과 다른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기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자가 5년 이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

권리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자는 3년

그동안 들인 투자와 노력을 인정하여 제작자에게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우호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있다(동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지

저작권법의 문언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

금은 빅데이터의 시대이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제적

해 관련 규정이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플랫폼 사

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업자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

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규정을 강화해야 할

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기타 저작물에 비하여 결코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5년간

낮다고 볼 수 없는 바 현재의 벌칙규정 또한 수정되

보호하고 있으나(동법 제95조), 데이터베이스를 기

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

초로 한 인터넷플랫폼 사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

할 필요가 있다.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010101010101010101010101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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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K-POP의 위상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곡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TV를 통해
소개되는 작곡가와 편곡자, 작사가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숀 〈36.5〉, 레드벨벳 〈La
Rouge〉, 구구단 〈Rainbow〉 등 감각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작사가 안영주. 얼마 전
발간된 책 「그니까 작사가 뭐냐면」을 통해 작사가의 삶을 조명하고 작사가의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K-POP의 강렬한 리듬 속, 그 안에 스토리를
녹여내는 작사가의 이야기를 청해 들어보자.

글 안영주 / 작사가

K-pop의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인식도 세계 최고가 되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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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K-POP의 위상

요즘은 가수가 직접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사가에

전 세계적으로 K-POP의 인기가 꺾일 줄을 모르고 고공행

게 의뢰되어 오는 곡들은 보통 전문 작곡가들이 작업한 경

진 중이다. 세계대중음악 시장의 현재 인기 척도를 반영하

우가 많다. 노랫말이 붙여지기 전의 멜로디를 전문 용어로

는 빌보드 차트의 점령은 영미문화권을 기반으로 음악 활

‘데모’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작사 작업을 하기 용이

동을 하는 뮤지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어느

하게 허밍이라든지 영어나 일어 등으로 임시 가사가 붙여

순간부터 우리나라 젊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빌보드 차

오는 데모를 ‘가이드’ 혹은 ‘가이드 음원’이라고 부른다.

트 상위권에 랭킹 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

작곡이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사가의 역할이 시작된

었다.

다. 작사의 사전적 의미는 ‘노랫말을 지음’이다. 이는 단순

빅히트 소속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21일에 ‘다이너마이

히 사전적 의미이고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트(Dynamite)’를 발표해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멜로디가 살아있는 인물의 캐릭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작

핫 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하였고, 2주 연속 2위 후

사는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옷과 패션 아이템을 코디해서

에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덕분에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매

멜로디가 가장 돋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을 해주는 작업이

출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빅히트의 주식은 현재

다. 단아하고 수수한 느낌의 여성에겐 베이지색 린넨 원피

세계 투자가들의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스와 흰색 스니커즈가, 연말 파티에 가는 남성에겐 화려한

또한 10월에 발매된 YG 소속 블랙핑크의 정규 1집 ‘더 앨

코사지 장식의 턱시도가 어울리듯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범(THE ALBUM)’은 음원이 공개된 후 미국을 비롯한 57개

감성과 특징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옷처럼 조화롭게 입혀

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름과 동시에 미국 애플뮤

주는 것이 작사가의 역할이다. 한마디로 멜로디 코디네이

직 앨범차트에서도 7위를 차지했다.

션이 작사가의 일이다.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료 수입

엑소의 카이, 백현 샤이니의 태민, NCT의 태용, 마크, 루

분배 비율은 50:50으로 동등하다. 이는 작사도 작곡만큼

카스, 텐 등으로 구성된 SM의 어벤져스 그룹, 슈퍼엠이

이나 노래 한곡을 만드는데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

지난 9월, 데뷔 1년 만에 선보인 정규앨범 ‘슈퍼원(Super

이라 생각한다.

ONE)’도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가끔 주변 지인들로부터 작사가 작곡보다 훨씬 쉬울 것 같

냈다. 슈퍼엠은 작년 10월 발매한 데뷔 미니앨범 ‘슈퍼엠’

아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물론 작사

으로 이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거머쥔 적이

는 아무나 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쓴 일기도, 친구와 나눈

있다.

대화도 충분히 가사로 만들어 부를 수 있다. 그 가사의 목

이와 같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K- POP의 위상과 영향력

적이 대중음악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은 매번 신기록을 경신해가며 한계 없는 성장 중이다.

하지만 국내 음원차트에도 오르고 세계음악시장도 점령해
야 하는 가사를 쓰는 것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문 작사가의 가사는 철저히 상업적 상품가치를 가지고

K-POP에서 작사가의 역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가사는 채택되지 못하고 외면당

그렇다면 K-POP에서 작사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곡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작사 퍼블리싱 회사에

노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멜로디가 필요하다. 멜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작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사라는

로디를 만드는 작업은 보통 작곡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것은 철저히 의뢰해 준 고객에게 선택 되어야 하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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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과정 속에서 내 머리 아파 낳은 자식과 같은
창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제제나 관리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한정판 명품 같은 상품이다. 내 감정에 젖어 마음가는 대

품들 중에 내 가사가 1차 컨펌을 통과하는 것도 하늘의 별

로 끄적거리는 보기 좋은 글귀가 아니다.

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

작곡가들도 얼마든지 작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작사가에

기 위해서 한 줄의 가사를 고치는데 백 개에 가까운 수정

게 공들여 만든 데모를 맡기는 이유는 니즈에 맞는, 방향

시안을 만든다. 이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통

성을 잡아주는, 퀄리티 높은 가사를 써줄 것이라는 믿음과

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작사가의 고객인 작곡가와 엔터테

필자가 대중음악 시장 안에서 작사가의 역할과 작업의 과

인먼트 회사는 작사가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앨범 콘

정을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줄, 한곡의 가사

셉트를 잘 살린, 아티스트를 돋보일 수 있는, 대중의 사랑

를 완성하기 위해, K-POP 아티스트의 앨범에 이름을 올

을 받을 수 있는 가사를 원한다.

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작사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

작곡가들이 이 ‘데모’를 작사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치열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알

퍼블리싱 회사에 작업 의뢰를 하면 다수의 작사가들이 한

리고 싶어서이다.

곡의 데모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경쟁을 벌이게 된다. 보통
탑 뮤지션이나 탑 아이돌 그룹의 곡들은 그 경쟁률이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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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을 넘길 정도로 대중들의 상상 이상으로 경쟁이 치

한국의 저작권 보호 인식

열하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티스트의 프랑스 유학 경

그럼에도 한곡의 가사를 완성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문방구에 가서 본인의 강의에 필

결코 길지 않다.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봤자 일주일이다.

요한 악보를 복사하려는데 문방구 주인이 악보를 저작자

그 기한 안에 의뢰인의 입맛에 맞는 퀄리티 좋은 가사를

의 허락 없이 복사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복

써낼 수 있어야 이 필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떨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이름을 달고 한곡이 나온다는 것은

까? 아마 어느 문방구를 가도 아무 문제없이 100장이라도

어쩌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필자 역시

복사를 해줬을 것이다.

데뷔한 지 4, 5년이 되었고 그동안 나름의 필모그래피를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옷가게나 카페에서 혹은 마트

쌓았지만 아직도 내 이름을 달고 곡이 나오는 것이 한없이

에서 내가 쓴 가사의 노래가 나오거나 우리 작사팀에서 작

감사하고 신기하다.

업한 노래가 들리면 친구를 만난 듯 반갑다. 하지만 한편

필자의 경우, 소속사를 통해 의뢰 받은 곡 중에서 1차 컨

으로는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두 필자가 저작권

펌을 통과하고 부분 수정의뢰를 받은 곡이 있다면 고작 몇

관리를 의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합당한 사용

글자를 다시 고치기 위해 기꺼이 밤을 샌다. 수백 개의 작

료를 지불하며 이 곡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가끔 의문

C STORY · 11+12

이 들 때가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한 개인 방송이 더없이 활

창작자들에 비해 유통업자들의 수익분배율이 지나치게 높

성화되고 있는 요즘, 개인 방송 제작자들은 방송에 필요한

다는 의견도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노래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저작권 사용료를 빠짐없이 지

하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K-POP의 위상이 드높아

불하고 있을까 또한 그것을 감시, 관리하는 시스템은 한

진 것에 비해 저작권 보호 인식이라든지 창작자들의 처우

치의 오차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역시 의심이 들

개선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은 눈에 띄게, 피부에 와닿게

때가 있다. 앞서 설명했던 치열한 과정 속에서 내 머리 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파 낳은 자식과 같은 창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슈퍼엠 같은 아티스트들이 세계 음

제나 관리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아

악시장에서 인정받고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쉬움을 느끼곤 한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축하할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티스

필자가 최근 출판한 작사 법에 관한 책 ‘그니까 작사가 뭐

트와 창작자가 함께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혜택을 나의

냐면’(더 디퍼런스)을 집필하는 데 있어 두 곡의 팝송 가

성공과 경사처럼 누리고 있는 K-POP 음악 창작자들은 극

사가 필요해서 출판사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

소수에 불과한 듯하다.

용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입장들이 얽혀 있어 이런 문제들이

면 사용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해 결국 팝송 가사는 책에 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내로라하는 K-POP 아

리지 못했다. 이유는 저작권 사용 승인이 매우 까다로웠기

티스트 보유국의 품위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인

때문이다. 미국 아티스트들의 가사는 그 팝송을 부르고 제

식이 제대로 갖춰져 음악의 가치가 회복되고 모든 창작자

작한 창작자들에게 직접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저작권료를 보장받는 환경에서 마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음껏 작업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주길 기대하며 기다려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의 책을 만들고 싶었던 필자의 입장

본다.

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까다로운 저작권법의 보호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
는 아티스트들이 부러웠다. 법이 워낙 세밀하고 침해했을
시 배상이나 소송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타인이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선진 시스템
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많아진 것이 사
실이다.

대중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과 처우가 발전하길 기대
전문가들은 국내 음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
다고 주장해 왔다. 정액제 스트리밍으로 인해 음원 수익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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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처음은 낯설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사람도,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도 처음 마주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9월 청년인턴 6명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짓, 그들의 직장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입사 첫날 잔뜩 긴장한 사람도 있었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관이라는 이미지에 압도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 공통으로 손꼽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친밀도

Work Story

높은 직장 문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턴 6인을 찾아가 슬며시 인턴 1달 후기를 물어 보았다. 소곤소곤,
지금부터 보호원 새내기들의 직장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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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포렌식센터

이연경

●

강혁인

본인 및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본인 및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토렌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인 ICOP-T를 통해 토렌트에

트 사이트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일과 저작권 침해자들의

배포되는 불법복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 모니터링하고 긴

IP를 추적하고 계좌내역을 분석해 수사 자료로 제공하는

급대응 저작물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침해 정보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및 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디지털 과학
수사 및 기술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청년인턴 지원 동기는?
“블록체인이나 P2P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보호하면 효

보호원 청년인턴 지원 동기는?

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 작년 보호원이 주최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포렌

한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에서 저의 평소 관심 주제가

식 수사에 대한 내용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다루어진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원의 첫인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보호원의 첫인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입사 첫날 잔뜩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인턴이 시

보호원에 대해 처음 듣고 “정말 좋은 일 하는 곳이다”라고

작된 후 직원분들께서 많이 배워가라고 독려해 주시고, 국

생각했었습니다. 근무하고 나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물

장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께서도 잘 챙겨주셔서 보호원은

론이거니와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여러 방면

신입 친화적인 곳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에서 정말 다들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저작권 관련 단어 3행시로 표현하자면?

앞으로의 포부를 저작권 관련 단어 3행시로 표현하자면?

공 : 공짜로 쓰면

 는 네이버 웹툰 및 넷플릭스 이용자로서
저 : 저

공 : 공공기관에서 추적한다~

 고 사소한 것이라도
작 : 작

누 : 누구라도 피해갈수 없다

 도 사서 마시는 이 세상에 제 돈 주고 이용하겠습
물 : 물

리 : 이(리)제는 내가 수호한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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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 바로보기

디지털포렌식센터

●

보호기술팀

김민영

●

이윤형

본인 및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본인 및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장대응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인턴 김민영입니다.

ICOP-W의 운영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보호기술팀 인

저희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ICOP-T

턴 이윤형입니다. ICOP은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웹

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해 합법 저작물 보호 환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모니터링하는 기

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

술로, 저는 ICOP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DB에 특징점

찰과 함께 저작권 침해 포렌식 수사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을 등록하고, ICOP이 모은 증거자료를 연계하는 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원 청년인턴 지원 동기는?
지식재산학을 전공하며 평소에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많았습

보호원 청년인턴 지원 동기는?

니다. 최근 1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분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

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원이 이를 보호하

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어떤 시스템으로 저작권 및 콘

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텐츠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방식을 알
아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좋아하는 저작물

보호원의 첫인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을 직접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
는 기술조차 입에 붙지 않아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멘토님과 다

보호원의 첫인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른 선임들께서 잘 설명해주신 덕에 지금은 업무 수행도 수월해

보호원의 첫인상은 기술을 선도하는 IT회사였습니다.

졌습니다. 또 다른 점은 면접 볼 때 조금 무서웠던 경영지원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안면인식을 통해 출입을 제한하

팀장님이 지금은 저의 내적 최애가 되었답니다. 항상 밝게 인

는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고가의 첨단기기와 자동화된

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시스템을 보며 최첨단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저작권 관련 단어 3행시로 표현하자면?

앞으로의 포부를 저작권 관련 단어 3행시로 표현하자면?

디 : 디지털 불법복제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아 : 아 테스형! 불법복제물이 왜 이래

지 : 지성인이 되기 위하여

이 : 이런 상황, 많이 답답하셨죠? 이젠 걱정 말고 저에게

털 : 털업! 모두 함께해요!
포 : 포(FOR) 위 알 저작권!
렌 : 렌(랜)선 범죄, 불법 복제 이제 그만!
식 : 식은 죽 먹기 어렵지 않아요! 함께합시다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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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세요
캅 : 캅캅함을 날려줄 보호원의 핵심! 보호기술팀이 해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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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팀

●

침해예방팀

박민경

●

황주영

본인 및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본인 및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인턴 박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공감대 형성을 도

전략기획팀은 예산, 경영평가, 내규관리, 국정감사, 홍보

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영상 공유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저는 현재 저작권 보호 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 상품 구매나 홍보 이미지 제작

련 해외기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참고해 해외 저작권

등을 위해 타부서, 타기업에 협조도 요청하고, 행사 참여자

보호 사례와 진행 사업, 시사점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보호원 청년인턴 지원 동기는?
보호원 청년인턴 지원 동기는?

저의 대학 생활은 콘텐츠 기획과 제작의 늪이었습니다. 그

저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러다보니 자막 폰트나 BGM같이 콘텐츠 제작 시 지켜야하

의 지식재산 실무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는 저작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창작자의 입

한국저작권보호원 청년인턴 모집공고를 보았고, ‘이거다!’

장에서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원의 첫인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보호원의 첫인상,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제일 놀랐던 점은 친근하고 유연한 조직문화였습니다. 공

낯선 곳, 높은 건물,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처음엔

공기관은 보수적이고 딱딱할 것이라 생각해서 잔뜩 긴장하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저

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유로운 분위기에 친절과 배려가

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빠르게 적응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들 서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옆에서 항상 열심히

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유림 주임님 최고입니다(ㅠㅠ)

앞으로의 포부를 저작권 관련 단어 3행시로 표현하자면?

앞으로의 포부를 저작권 관련 단어 3행시로 표현하자면?

 고싶은 인턴
보 : 보

저 : 저기 혹시..

 감가는 인턴
호 : 호

작 : 작심삼일이 뭔지 아시나요?

 탑 전략기획팀에서 원액같이 진한 여운이 남는 인턴
원 : 원

권 : 권태는 뭔지 아시나요?

이 되겠습니다♡

안 : 안심하세요.. 저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 : 심장 같은 팀, 보호원의 중심! 침해예방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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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일본 애니메이션
예고편의 무단복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글 정성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장

사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일본 애니메이션 수
집이 취미이다.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도 홍길동 씨가
수집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바
로 업로드를 해두고, 다음 편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예고편
도 업로드 해두었다. 이 경우, 스트리밍 영상뿐 아니라 예
고편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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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바로알기

우리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23조 내지 제38조, 제101조의3 내지 제
101조의5)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분권(제16조 내지 제22조)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
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1)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를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두는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
상이 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업로드를 함으로써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합법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것2)입
니다. 그러나 예고편은 어떠할까요? 예고편 역시 저작물의 합법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예고편 그 자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예고편은 본편과는 달
리 전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권고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
지만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
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고편의 스트리밍 영상을 업로드 하
였으나 이것이 보도나 비평,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
용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고편의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저
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

1.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년., 353면.
2.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2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1.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이 저작
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 2. 복제·전송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3. OSP에 대해 동일·유사 불법
복제물등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 4. 경고·삭제 등의 명령 이외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5.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
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등 보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6.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유형·정품가격·선호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7. 사
회적·국제적인 환경 등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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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
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
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
니다.

최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예고편을 업로드한 목적이 보도나 비평, 교육이나

예고편 영상을 업로드 하였으나
이것이 보도나 비평,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 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연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독려하
기 위함이고, 특히 전체 저작물 중 예고편에 해당하는 마
지막 일부를 고의로 잘라내어 게시한 것은 저작자의 정
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로 시정을 권고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원은 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에서는 모든 예고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

입니다.

으며,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
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
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제도를 통하여 온라
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
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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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제 우리 모두의 상식으로 !
저작권 릴레이 퀴즈는 지난 6월부터 매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 KCOPA STORY에
게재되어 왔습니다.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들 중 매주 50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하셔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C가 선정한 알짜 퀴즈 6개!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아, 정답은 뒤에 있으니 곰곰히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김저작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멋진 작품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려고 합니다.
김저작씨가 할 수 있는 다음의 행동 중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사진 작가에게 연락하여 직접 허락을 받는다.
② SNS에 사진 페이지의 링크를 올리고 사진 내용과 감상을 멋지게 글로 써서 소개한다.
③ 사진 작가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작가의 이름을 출처로 남기고 사진을 올린다.
④ 사진 작가가 출처 표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한 사진이라는 표시가 있다!
아무 덧붙임 없이 사진을 올려도 괜찮다.

김저작씨의 집에는 컴퓨터, TV, 복사기, 스캐너,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다음 김저작씨의 행동 중 저작권법상 해서는 안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무엇일까요?
① 영화 사이트에서 구입한 영화 파일을 가족과 함께 보기 위해 TV로 복사하기
② 구입한 영화 파일을 친구들과 보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③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메모하며 읽기 위해 집에서 복사기로 직접 복사하기
④ 구입한 책을 태블릿 PC로 읽기 위해 집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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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
는 전송 중단, 게시자에 대한 경고, 게시자의 계정 정지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발견하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 힌트 :
‘저작권’의 영어 표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다음은 저작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 중 옳은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① 가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경우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
② 광고회사에 고용되어 광고물을 만든 경우 직접 만든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대표로 한 사람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서 저작권을 샀다면 작품의 저자명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김저작씨는 업무 편리상 본인의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한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①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개인 소유이므로 업무상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개인용 한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한글 프로그램이 기업용 라이선스가 아니라면 정품을 구매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④ 개인용 노트북은 집에서만 사용하고 절대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무단 촬영이 금지된 뮤지컬 공연에 관객으로 입장한 김저작씨. 휴대폰으로 몰래 공연 전부를 촬영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뮤
지컬 촬영 파일을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판매 게시물에는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중 댓글 내용이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① 댓글 1: 구매 원합니다. 가격을 알려 주세요.
② 댓글 2: 돈 내고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니까 구매해도 괜찮은 거죠?
③ 댓글 3: 제가 가지고 있는 공연 촬영 파일과 교환하실래요?
④ 댓글 4: 뮤지컬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파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당장 게시물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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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③
 크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제46조), 출처표기의무(제37조). 출처표기가 저작자의 허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자
해설 : 링

유이용허락(CCL)

답:②
 작권법 제30조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설 : 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파일을 개인이 사용하는
여러 대의 전자기기에 복사하거나 메모를 위해 책의 복사본을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범위에 복사하여 공유하는 경우, 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 여러 명에게 공개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하
는 경우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복사 행위 또한 직접 또는 본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람(가족, 비서 등)
을 통하여 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영리 복사업자에게 맡기거나 공용 복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 : COPY
 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해설 : 한

중단, 게시자에 대한 경고와 계정 정지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호원은 ‘COPY112’(www.
copy112.or.kr)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답:②
  저
 작권법은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
해설 : ①

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
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1항).


②
  업
 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쉽게 말하면 직원이 회사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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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참조).


④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은 대표적인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
1항).

답:③
 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제작자들은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사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이용 계약(라이선스)을 마련하
해설 : 컴

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무용 프로그램들은 개인용/가정용과 교육용, 기업용의 구입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정품을 구매하였더라도 이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이용하면 계약위반 및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 가져와 업무상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업무와 종업원
에 대하여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본인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참
조).

답:④
 지컬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뮤지컬 공연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해설 : 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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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뉴스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한컴오피스에서 편리하게 사용
문체부, 안심글꼴파일 17종 추가, 총 140종 무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74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
하 문정원), 한글과컴퓨터와 협력, 10월 7일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 프로그
램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였다. 이번
에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에서 제공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 반영에 동의한 총 57종이다. 한컴
오피스 2018 또는 2020 실행 후, 글꼴 목록에서 ‘공공 안심글꼴’을 선택하면 안
심글꼴파일 57종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내려 받은 글꼴은 문서 작성 시 바로 사용
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문정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심글꼴파
일’ 17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이번에 개방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립한글박
물관(관장 심동섭)이 수집한 ‘무료글꼴목록’을 바탕으로 저작권 권리관계를 검토
한 것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11종, 민간기업이 개발한 6종이
다. 17종이 추가된 ‘안심글꼴파일’ 140종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
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
copyright.or.kr)’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두 차례 온라인 공청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
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전용 누리집(www.
copyrightlaw2020.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를 통해 생
중계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
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
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
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저작권 ‘확대
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 분
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문체
부와 도종환 의원실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
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
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
견이 다를 수 있다”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통
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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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저작권 기술 논의
‘2020 국제 저작권 기술 학술대회’, 온라인 생중계
‘2020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가 11월 4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동시통역도 제공되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학술대회는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급변하는 콘텐츠 이용환경에 맞는 저작
권 기술 발전과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저작권 기술(Copyright Technology in New Normal)’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저작권 기술의 변화와 최신 흐름을 강연했다. 또한 새
로운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과 소비 변화가 앞으로의 저작권 기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제
2020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현장사진
(개회식에서 환영사하는 저작권국장)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게임·시청각·관광 시장 개방 확대로 안정적 한류 진출 기반 마련
15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총 15개국은 11월 15일에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일본
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31차례의 공식협상에 적극 참여해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저작권) 규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왔다. 그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주요 콘텐츠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국가의 게임, 시청각, 관광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한편 저작
권 보호를 위한 역내 규범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될 경우 개방이 약속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협정 발효 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한류 지속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는 극복하고 저작권은 보호하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지난 11월 1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외교부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저작
권보호원의 박주환 원장과 박민경 인턴 그리고 보호원의 캐릭터 ‘바로’가 보호원만
의 특색을 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안심! 불법다운 거리두기, 저작권 안심!’라
는 슬로건이 적힌 팻말과 함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가해 코로나19 극복 의지
를 다지는 한편 저작권 보호 인식도 함께 전하고자 하였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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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튼튼한 저작권 보호망으로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
Vision

문화 강국을 이끄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리더
핵심가치

전문성

협력

혁신

신뢰

경영목표 (2024)
불법복제물
차단 효과

저작권 침해예방
서비스 제공

합법저작물
이용률

해외진출기업
지원

1,800억 원

5,500건

85%

400개사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온라인 저작권
보호망 구축

저작권 보호
현장대응력 제고

취약분야 저작권 보호
밀착환경 조성

글로벌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조직 혁신과
사회적가치 실현

· 저작권 침해유형별
대응 다각화

· 포렌식 활용 수사
지원 확대

 춤형 저작권 침해
· 맞
예방 서비스 강화

 외 진출기업
· 해
지원 확대

 직 효율성 제고 및
· 조
좋은 일자리 창출

· 기술 기반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

· 저작물 유통현장
점검·관리 강화

 경변화를 반영한
· 환
조사·연구 강화

 외사이트 침해
· 해
대응 고도화

 회적 책임과
· 사
윤리·인권 경영 정착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국내 이용자를 넘어 해외 이용자까지
합법콘텐츠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저작물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마크
‘저작권 안심 Key’라는 의미로, 저작권 보호의 ‘유통·이용’, ‘활성화’, ‘안전’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의 열쇠(Key)를 통해
열어 나가는 형상을 상징화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는 해외이용자를 위한 다국어 마크 8종도 제작했습니다(영어,
일본, 중국,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BI 소개
안전

“안심 Key”
활성화

저작권
생태계를 여는

“안 전”

저작권
솔루션

유통·이용

“유통·이용”
“활성화”

Copyright

의

Key

저작권 보호의
유통·이용, 활성화, 안전을 위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활성화의 키 (KEY)

굵으면서 안정적인 서체 및
라운드 처리로
신뢰감과 안정감을 담았다.

국내 콘텐츠를 이용하고 유통하는 모두가 저작권 안심하는 그날까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청 및 관련 문의

02-3153-2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