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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0년 3월 미국 지식재산상원소위원회는 ‘해적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히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
마킹하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도 주요 영화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웹사이트 차단
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선진적인 방법이므로 사이트 차단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
을 강하게 촉구하였다.01
현행의 미국 저작권법(DMCA)은 이미 20년 이상 되었고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환경변화는 법
01 https://torrentfreak.com/movie-industry-praises-the-effectiveness-of-pirate-site-blocking-in-u-s-senate-200311/ (2019.5.19.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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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의 본질인 ‘연결’을 훼손하고 표

의 80% 이상이 스트리밍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센터는 거시 경제 모델링을 사용하

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래 본문에서는

여 디지털 불법 복제의 손실을 측정한 결과, 세계 불법 복제 생태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위 청문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고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매년 최소 29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스로 발표하였듯이 영화산업이
매년 Google 및 YouTube에만 요청하는 “takedown notices(통지-삭제)” 조치가 9억 건에 이른

2. 미국 DMCA 개정논의 : 스트리밍 해적사이트 차단을 중심으로
1) 현행법규의 적용 모호
DMCA는 subsection 512(j)에서 이미 금지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02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사이트 차단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해당 조항 자체가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해당 조문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침해금지를 인정하여야 하는
데, 현행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03

미국

유럽

다.

- 구식(舊式)이 되어버린 DMCA : 이미 기술 진보는 DMCA를 뛰어넘었다.

일본

현재 주된 저작권 침해는 스트리밍이나, DMCA가 제정될 당시에 스트리밍은 핵심서비스가
아니었다. 1998년에 DMCA를 제정할 때 Google은 베타 버전이었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은 존재 조차 하지 않았다. DMCA는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법이었다. 또한 그 당시

호주

에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DMCA의 512조를 통해 인터
넷 플랫폼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보호를 받았다.

2)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강력한 형벌 옹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둘 다 해적행위라 할지라도 그 처벌은 다르다. 스트리밍은 경범죄로
최대 1년의 징역이 부과되나, 다운로드는 중죄이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형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SOPA(Stop Online Piracy Act)나 PIPA(PROTECT-IP Act) 등
여러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인터넷 감시 우려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3) 해적사이트에 대한 웹사이트
차단 필요성
- 침해의 심각성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
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복제

러시아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와 법원의 태도로 인해, 플랫폼은 그 경제적·기술적 성장에도 불구하
고, 그들의 자원과 기술을 불법복제 차단에 사용하기보다는 광고기능에 치중하였다.
DMCA에 규정된 “takedown notice”는 플랫폼이 알림을 받을 때만 침해 콘텐츠를 제거해
야 한다는 개념으로 웹 1.0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작권 침해의 규모에 비해 그 침해

국제
기구

의 규모가 너무나 작을 때 만들어졌다. 이제 저작권 침해는 너무나 흔하고 규모가 커서 전 세계
소비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료로 영화나 TV 시리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영구적인 또
는 포괄적인 “takedown notice”는 없으므로 하나의 업로드 또는 링크가 중단되자마자 다른 버
전이 나타나게 된다. 즉, 현재의 DMCA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플랫폼이 책임감 있
게 행동하도록 장려하고자 설계되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안전한 항구(safe harbor)’를 이용해 저작권 침해를 오히려 자신들 비즈니스의 지지기반으로 구축해왔다. 이러한 법
적 구조 덕분에 플랫폼 기업들은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창작 산업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해외 선진사례
02 2 020년 3월 미국 지식재산상원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영화협회의 Stan McCoy는 DMCA 512(j)가 그간 접속차단의 근거로 적용되지 못한 것은 조문 자체
의 모호함도 있지만, ISP와 같은 정보매개자들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지않도록(n-fault)하는 조치가 함께 법률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유럽연합의 17개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34개 국가에서 사이트 차

03 https://torrentfreak.com/movie-industry-praises-the-effectiveness-of-pirate-site-blocking-in-u-s-senate-200311/ (2019.5.19.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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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시행하고 있다. 접속차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청구를
04

허용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다.

3. 나가며
저작권 침해와 OSP책임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처음 OSP면책 규정을 도입

02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와 시사점

미국

미국

유럽

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OSP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 보다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일본

부터 면책시켜 사업의 안정적 영위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거대 기업 혹은 특
정 예술가가 독점하고 있던 창작의 영역이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글. 최민식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이제 창작은 특정인의 소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창작도구로서 유튜브는 수많은

호주

창작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자와 OSP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는가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적대적 관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상호 협력 및 동반자가 될 것인
지는 어떠한 규제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러시아

이럴 때일수록 규제의 칼날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콘텐츠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더욱 그러하다. 해당 청문회에서 통신산업협회 회장인 Matt Schruers는 “미국 당국이 저작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웹 사이트의 도메인을 확보하면서 몇몇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러한 실수에는 84,000개 사이트를 착오로 내리도록 조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 들어가면서
2.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 주요 내용

국제
기구

3. 우리나라의 저작물 게시중단 절차 및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한 EU저작권 지침은 필터링 알고리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공정이용에 기반
한 합법적 이용과 불법적 침해콘텐츠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
‘해적사이트’에 대한 규제방안으로서 접속차단뿐만 아니라 모든 법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https://torrentfreak.com/movie-company-boss-urges-us-senators-to-make-streaming-piracy-a-felony-200406/
▪ https://torrentfreak.com/movie-industry-praises-the-effectiveness-of-pirate-site-blocking-in-u-s-senate-200311/
▪ 청문회시 질의에 대한 Millennium Media 공동대표(Jonathan Yunge)의 답변 (https://torrentfreak.com/images/
Yunger-Responses-to-QFRs.pdf )

1. 들어가면서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란 기업이 정부의 이용자 정보 제공요청, 콘텐츠
등 저작물 복제·전송중단(takedown) 등에 따른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기업
보고서(Statement)의 한 형식이다. 기업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요청한 관련 정보의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 정보 제공이나 저작물 복제·전송중단이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알린다. 투명성 보고서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에 맞추어

04 https://torrentfreak.com/images/Yunger-Responses-to-QFRs.pdf p.3

8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한국저작권보호원

9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01

투명성 보고서 연간 성장률

미국

미국에서는 테러 방지와 사이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T기업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가 본격화됐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각종 데이터는 정부의 인터넷 이용 규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와 권한을 정하기

유럽

위한 사회적 논의의 촉매제로 활용되고 있다.02
투명성 보고서의 시발점은 구글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세계 최초로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사용자 데이터와 계정

일본

정보 요청은 물론이고 구글 서비스 트래픽 장애기록이나 악성코드 감염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들과 투명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신뢰를 쌓겠다는 전략으로 출발했다.03
호주

AccessNow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현재 전 세계 70개 기업이 투명성 보고서를

출처 : https://transparency.twitter.com/en/copyright-notices.html

발표하고 있다.04 IT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에버노트,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AT&T 등 주로 미국 업체다.05 이 중 상당수 기업이 스노든의 폭로가 있었던 2013년 이후부터

2.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 주요 내용

러시아

발표하기 시작했다. 발행주기는 통상 연1회 또는 2회이며, 발표 내용과 범위는 기업마다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IT기업들이 이용자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트위터는 구글에 이어 2012년 7월부터 자체 정책과 법적 요청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의

공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들이 회사의 정책과 정부의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2회 발표한다. 보고서를 통해 각국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공개는 온라인 감시, 인터넷 차단,

정부로부터 접수 받은 이용자 계정정보에 대한 법적 요청, 콘텐츠 삭제에 대한 법적 요청,

콘텐츠 제거 및 기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관행의 범위와 규모를 알려주고 있다.

상표권 위반 통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요청, 트위터 서비스약관 위반, 악성프로그램 등 플랫폼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

조작 및 이메일 프라이버시와 함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2014년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Copyright Act) 위반에 따른 저작물 복제·전송중단 요청 건수와 처리 현황을 공개한다.

감소하여 투명성 보고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이 IT 기반 기업이 되고 있는

트위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복제 파일에 대한 DMCA 절차에 따라 저작권

만큼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06

위반에 따른 복제·전송중단 요청 건수가 106,951건으로 2018년 하반기의 53,094건 대비

국제
기구

101% 증가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 발표했다.07

01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https://privacy.naver.com/transparency/background_ knowledge?menu=transparency_report_understand_background>
02 액세스 나우, https://www.accessnow.org/transparency-reporting-index/
03 구글 투명성센터,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hl=ko
04 Access

Now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위한 국제적인 비영리, 인권, 공공 정책 및 옹호 단체로 글로벌 IT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https://
en.wikipedia.org/wiki/AccessNow.org
05 앞의 액세스 나우, https://www.accessnow.org/transparency-reporting-index/
06 액세스나우, https://www.accessnow.org/transparency-reporting-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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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트위터 복제·전송중단 통지(2019)

미국

월

게시중단 통지

게시중단율

계정

보류된 트윗

미디어보류

1

9,508

59

33,056

20,319

39,404

2

11,438

55

30,392

18,330

34,635

3

13,711

52

33,854

20,688

38,100

4

23,544

41

33,526

21,446

44,646

5

27,000

32

34,225

14,033

41,377

6

21,750

50

54,251

18,199

68,537

전체

106,951

45

219,304

113,015

266,699

유럽

일본

출처 : https://transparency.twitter.com/en/copyright-notices.html

받고 이 문제를 확인하여 복제·전송중단을 번복했으며, 일본 텔레비전 방송국을 대표한다고
미국에서는 다른 많은 온라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트위터에 정기적으로
불법복제 자료와 연결된 트윗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200개가 넘는 사기성 복제·전송중단 통지를 확인한 후 잘못 조치한
사안을 번복했다.11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불완전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통지(notice)이거나 사기성 통지인 수가

러시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는 DMCA 절차가 불완전하거나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트위터는 프로필 사진 또는 헤더 사진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미디어

없거나 사기라고 결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다. 각각의 통지를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는 저작권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작성자에 따르고, 정치적 발언이나 뉴스가치가 있는 콘텐츠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링크가 포함된 트윗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에 대해 조치를

또는 명백한 공정이용(fair use) 사례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취하고 있으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무단 사용이 항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은 유엔이 인정한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라 보호되며, 트위터의 저작권 정책을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공정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08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호주

국제
기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트위터는 DMCA 절차에 따라 제출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09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침해 신고를 계속하려면 먼저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DMCA 제512조에는 공식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의 필수 법적 요건과 신고된 당사자가 적법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트위터에 정식으로 침해신고하기 전에

10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여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DMCA 제512조(f)에 따라 저작권 침해 자료 또는 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제기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트위터 또는 트위터 사용자의 모든

DMCA 절차에 따른 저작물 복제·전송중단을 악용하는 사기성 고지 사례로 브라질 텔레비전
방송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150건 이상의 사기성 DMCA 게시중단 통지를

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려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다.12

08 트위터 투명성보고서, <https://transparency.twitter.com/>

12

09 트위터 저작권 정책, <https://help.twitter.com/ko/rules-and-policies/copyright-policy>

11 트위터 저작권 통지, <https://transparency.twitter.com/en/copyright-notices.html>

10 17 U.S. Code § 512(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512

12 트위터 저작권 정책, <https://help.twitter.com/ko/rules-and-policies/copyright-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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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저작물 게시중단 절차 및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복제‧전송 등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OSP는 즉시 게시중단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03

디지털 환경 진화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의 대응

미국

미국

유럽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사전에

일본

공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트위터와 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공정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께 공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병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주

우리나라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 OSP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 카카오의
포털서비스인 다음(Daum)은 저작권침해 통계를 2012년부터 공개 했으며, 카카오는 저작권과
상표침해를 묶어서 2014년부터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13 반면 네이버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저작권 침해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14 따라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저작물 게시중단 범위와 규모를 제공할 필요가

러시아

1. 들어가는 말
2. 미국 저작권의 개혁 방향
국제
기구

3. DMCA 22년의 재평가(2020)
4. 맺는 말

있다.
<참고문헌>
▪ 구글 투명성센터,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hl=ko>
▪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https://privacy.naver.com/transparency/>
▪ 액세스 나우, <https://www.accessnow.org/transparency-reporting-index/>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AccessNow.org>
▪ 트위터 투명성보고서, <https://transparency.twitter.com/en/copyright-notices.html>
▪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http://privacy.daumkakao.com/transparence/report/present>
▪ 코넬대 법률,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512>

1. 들어가는 말
인터넷의 발달과 저작물 창작, 유통수단의 변화,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이용에 새로운
양상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야기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현상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저작권
제도 개혁(Copyright Regime Reform)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13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http://privacy.daumkakao.com/transparence/report/present
14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투명성 보고서 통계, <https://privacy.naver.com/transparency/transparency_report_statistic?menu=transparency_statistic&langCode=k
r&statisticYearAndHalf=2018_SECOND_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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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저작권의 개혁 방향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02에서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을

미국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6 백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주제로 ①리믹스의
- 저작권 원칙 프로젝트(2010)
법학 교수, 변호사, 기업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작권 원칙 프로젝트(The

창작과 공정이용, ②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권리소진론의 적용, ③디지털 파일의 공유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을 다루고 있다.03

유럽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이하 ‘CPP’)’ 그룹이 2010년 발표한 ‘저작권 개혁 방향’ 보고서는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 저작권청의 역할과 기능 개선, 저작권자의
일본

배타적 권리의 내용과 침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수정, 세이프하버 조항의 보완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01

호주

-위
 대한 다음 저작권법
(The Next Great Copyright Act, 2013)
2013년 3월에는 저작권청의 장인 저작권 등록관(마리아 팔란테, Maria A. Pallante)이

러시아

‘위대한 다음 저작권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법의 포괄적인 재검토와 실질적인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 상무부도 2013년 7월 ‘디지털 경제에 있어 저작권
정책, 창의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개혁논의 중 주된 이슈로는 (i)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 (ii) 옵트아웃(Opt-outs)의
도입, (iii)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의 확대, (iv) 이용허락의 업데이트, (v)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
등이 있다.

3. DMCA 22년의 재평가(2020)

국제
기구

DMCA 제정 22년인 2020년, DMCA 재평가 및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ⅰ)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을 정한 저작권법 제512조 세이프 하버(Safe
Harbor)조항의 적절성, ⅱ)제1201조 모니터링 이슈에 대한 검토와 통지와 차단(Notice

-리
 믹스, 권리소진 및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2016)

and Takedown)의 부담이 권리자와 OSP 사이에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여부, ⅲ)3년마다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드러진 입법적 성과는 없으나,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이루어지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대한 임시적 예외조항 발령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법으로 디지털과 인터넷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억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하에서는 제512조04 (DMCA 면책항 또는 소위 ‘safe harbor’ 조항) 관련 통지의 요건 및

갈등과 비용을 극복하려는 합의가 도출되었고, 나아가 차세대 저작권법 필요성 강조 및

효과에 대한 이슈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략계획('2016~2020') 발표가 이루어졌다. 2016년 1월 미국행정부는 ‘리믹스, 권리소진 및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 (White Paper on Remixes, First Sale, and Statutory Damages,

16

02 2016 White Paper(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opyrightwhitepaper.pdf).

이하 ‘2016 백서’라 함)) : 디지털 경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과 혁신(Copyright Policy,

03 2 016 White Paper, at 1. 특히 2016 백서는 “저작권의 체계는 역동적인 공정이용의 영역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시스템과 공존을 확보해야만 다양한 리믹스가 발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법률을 개정할 제안하는 대신에 ① 리믹스에 공정이용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지침 (negotiated guidelines)
제정, ②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라이선스 (wider variety of voluntary licensing)의 이용 가능성 확대, ③ 공정이용의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대처 (educational
efforts)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01 윤종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계간저작권 2015년 봄호, 101-104면.

04 17 U.S.C.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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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의 면책을 받으려면, OSP는 다섯 가지의 법적 요건들을

내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규모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저작권 침해

충족해야 한다. 첫째, OSP는 저작권 소유자들이 식별하고 자신의 작품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의 위치정보를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큰 부담이고, 이러한 부담은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기술적 조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05 둘째,

OS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OSP가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OSP는 반복적인 침해자의 액세스 또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종료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저작권자가 제공할 책임이 있고, 많은 사례들에서 저작권 침해

합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06 셋째, OSP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게시물이 저장된 위치를 URL 등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범위내의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07 넷째, OSP가 침해에 대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13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을 갖거나 또는 저작권 침해 활동이 명백한 사실이나 정황을

다만 최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인식(적색 깃발의 인식(red flag knowledge))이라고 하는 경우, OSP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따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4 저작권 침해 게시물 발견의

대한 액세스를 신속히 제거하거나 봉쇄해야 한다.08 다섯 번째, OSP는 법에서 정한 대로 저작권

특정(notice)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되, 신속 대응(takedown)은 OSP의 부담이라는 면책규정에

09

침해 자료에 대한 게시 중단 통지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의한 이익·부담의 균형이라는 법정책적 고려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해 온

미국

유럽

일본

호주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창출한 가치가
그런데 다섯 번째 요건 관련하여 게시 중단 통지 (Takedown Notice)와 복제·전송 중단

OSP의 기여에 비하여 평가 절하되면 안 될 것이다.
러시아

요구 요건 중에 통지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3)의 요건에 따른 법정 통지의 목표는 신속하게

4. 맺는 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침해자료를 찾아서 검토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OSP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며,10 이 통지는 OSP의 침해자료 게시중단의무를 발동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저작물 이용환경 급변으로 기존 법체계와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침해행위의 인식가능성 요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11 특히,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저작자-이용자간 분쟁 지속, 인공지능 창작 등 기술변화에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삭제통지를 보내는 경우 ‘침해되고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의

따른 저작권법 적용 문제 등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물

대상이라고 주장되어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자료의 확인’과 ‘OSP가 그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날로그 영역에서도 문제가 된 저작물에 대한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2 그러나

‘과보호’ 문제가 디지털세계에서는 더욱 왜곡·심화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저작권자에게 OSP의 불법자료 게시 중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지에서 저작물 침해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 관점뿐 아니라, ‘미국 2016백서에서

복사본의 항목, 개수, 웹 주소 또는 URL과 같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야 할 정도의 구체성을

다루었던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지침 마련’15이나 ‘다양한 라이선스 이용가능성 증대’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DMCA에서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오늘날 인터넷사이트

‘저작물 이용자의 교육 강화’ 등과 같은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05 17 U.S.C. § 512(i)(1)(A) (2006).7 U.S.C. § 512.

국제
기구

생각한다.

06 17 U.S.C. § 512(i)(1)(B) (2006).
07 17 U.S.C. § 512(c)(1)(B) (2006).
08 17 U.S.C. § 512(c)(1)(A) (2006).

13 Viacom Int’l, Inc. v. YouTube, Inc., 718 F. Supp. 2d at 528-29; UMG Recordings, Inc. v. Veoh Networks, Inc., 620 F. Supp. 2d 1081, 1109-10 (C.D. Cal. 2008).

09 17 U.S.C. § 512(c)(1)(C) (2006). 512(c)(2) - (3)에 게시 중단 및 통지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14 한
 편 2016년 4월 27일, 이탈리아 제1심법원(Tribunale di Roma; Rome Court of First Instance)은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그룹 메디아세트(Mediaset)가 소유한 방
송사 Reti Television Italiane(RTI)와 break.com을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회사 Break Media(이하, 피고)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가 URL
지정없이 OSP에게 저작권 침해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하의 분석은, 권세진,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 침해물의 URL 지정없이 삭제 요청 가능
판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Vol. 25,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171-173면. http://ipkitten.blogspot.com/2016/05/italian-court-says-that-rightholders-do.html

10 17 U.S.C. § 512(c)(3)(A)(iii).
11 신승남,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DMCA 제512⒞와 저작권법 102조 면책항들에 관한 한미 법원 판례 검토, 홍익법학 17(2016), 710면 이하.
12 「To be effective . . . , a notification . . . must be a written communication . . . that includes substantially the following: . . . .」§512(c)(3)(A)(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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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미국

비디오 게임에서 실제 저작물 등의 사용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사례들

일인칭 슈팅 게임)의 경우 사실에 가까운 총기류를 모사하여 현실감을 높여 주기도 한다. EA의
FIFA 시리즈의 경우에는 각 축구선수들의 골 세러모니까지 그대로 모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제에 가까운 게임들이 만들어 질수록 실제 생활에서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이와

유럽

관련한 몇 건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스포츠 게임에서 문신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글. 강태욱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미국

일본

스포츠 선수들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퍼블리시티권의 형태로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별다른 논란이 없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호주

새겨진 문신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게임 중의 하나인 NBA
2K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한 몇몇 유명 플레이어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솔리스 오크 스케치스(Solid Oak Sketches)가 NBA 2K 게임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문신의 저작권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1. 스포츠 게임에서 문신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에 대하여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2020. 3. 26. de

2. 게임 내 차량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minimis(사소한 이용의 항변) 이론과 공정이용 이론에 의하여 침해를 부인하였다(No. 16CV-

3. 게임 내 특정한 동작의 모사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724-LTS-SDA). 담당 판사는 선수의 문신은 전체 게임 데이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국제
기구

NBA 2K 게임의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문신의 보여지는 크기도
실제 사이즈의 4.4%에서 10.96% 정도에 불과하여 잘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동시에 일반

선수들이 자신의 초상권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일부로서 문신의 사용 역시

이용자에게는 영상과 소리로 전달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 분류는

허락한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게임 내에서 문신은 단지 유명 선수들의 실제 모습과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유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묘사된 것일 뿐이어서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이용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저작물의 관점에서 논의가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루어지기도 한다.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게임 제작 기법들이 다양해지면서 실제

2. 게임 내 차량의 사용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현실에 매우 가깝게 보여지도록 게임 내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20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넥슨의 클로저스 같은 게임은 서울의 강남역을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배틀 로얄 장르 등 FPS 장르에서는 전장을 기동력 있게 누빌 수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구현한 바 있고, 크로스파이어와 같은 FPS게임(First-Person Shooter,

있도록 차량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포트나이트와 같은 만화풍의 캐릭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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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도 상상력이 많이 발휘되지만, 실사에 가깝게

의한 독점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창작성을 포함한 그 보호할 만한 가치 여부를 각 국가의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들에서는 게임 내의

저작권법 등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탈 것들 또한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미국

포트나이트(Fortnite Battle Royale)는 에픽 게임즈에 의하여 개발된 FPS형 게임이다. 이
게임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컨텐츠 중 각 캐릭터가 플레이 도중에 춤을 추거나 특정한 동작을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게임은 원래 제2차

할 수 있게 하는 "이모트(emote)" 기능이 있는데, 색소폰 연주자인 "레오 펠레그리노(Leo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FPS 게임인데 큰 인기를

Pellegrino)"는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포함된 댄스 동작 이모트 중 “Phone It In”이

끌어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후속작도

자신의 댄스의 특징적 동작(signature move)를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펜실바니아

발매되었다. ‘험비’라는 명칭의 다목적 군용 차량을

동부지방법원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NO. 19-1806).

제작하는 AM General은 콜 오브 듀티 게임에서

그에 대하여 법원은 2020. 3. 31.,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의 유사물의 사용

험비 차량을 이름이나 형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한

행위는 펠레그리노라는 인물의 인격이나 외형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펠레그리노가 실제로

것이 AM General의 상표권 및 트레이드드레스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며,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캐릭터들은 해당 동작은

침해, 희석화 등을 통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게임 중에 이모트 기능을 실행하는 시연하게 되는데 비하여 펠레그리노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에 대하여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게임사의 손을 들어

주장하는 동작을 음악 공연 중에 시연하는 것이어서 서로간의 그 사용 목적도 달라 게임

주었다(17 Civ. 8644).법원은 게임 내에서 험비를 사용한 것은 게임의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내에서의 댄스 동작은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것으로 험비를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실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예술적 관련성(artistic relevance)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험비 브랜드의 이상의 목적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외에 부정한 유용, 부정경쟁, 허위 출처 표시 등의 주장도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AM General의 사업 목적은 군용 차량을 판매하는 것인데, 콜 오브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하여도 모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듀티 게임의 개발사의 목적인 리얼한 전쟁 게임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서 침해가 주장된 원고들의 권리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피고가

두 기업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원고 표장의 강도(strength of plaintiff’s

개발한 게임에서 게임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함시킨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별도의

mark), 유사성의 정도(degree of similarity), 두 제품의 근접성(proximity), 실질적인 혼동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단순히 몸의

증거(evidence of actual confusion)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임 내에서의 험비

일부에 표시된 작은 문신이 아니라 화면 전체를 채운다거나 그 문신을 그린 선수와는 무관한

차량의 모사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창작적인 문신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전쟁 게임이 아닌 레이싱

유럽

일본

호주

러시아

국제
기구

게임에서의 차량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댄스 동작 역시 댄스 게임에서 해당 댄스를 통하여
3. 게임 내 특정한 동작의 모사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특정 인물을 연상하게 하는 강도가 매우 강하거나, 댄스 동작이 매우 창작적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위 각 판결들은

22

특정인의 인격을 표창하는 특정한 형상이나 특정한 동작은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1심 단계의 것이고 그 결론들은 확립된 원칙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내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와 유사하게 특정한 안무 동작 내지 특정한 포즈

있는 내용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 사안에서도 개별적인 특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겠지만

역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범위에서 안무 동작이 저작권법에

앞서 살펴본 일부 사례들 역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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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Europe

05.EUIPO, 2019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05
유럽

EUIPO, 2019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다

미국

유럽

일본

글. 김창화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SJD)
호주

러시아

1. 배경
2. 주요 내용

국제
기구

3. 시사점

발표하다
김창화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SJD)
06.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검토

1. 배경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올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
07.유럽지식재산청,
‘유럽연합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 발표
이수지 / 법무법인 101 변호사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01 2016년에 EUIPO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불법복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구하거나 물리적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동인과 장애가 가장 강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

01 E
 UIPO, 2019 Intellectual Property and Youth Scoreboard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IP_youth_scoreboard_study_2019/IP_youth_scoreboard_study_2019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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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침해를 다루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79%였으며, 전자신문과 잡지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59%와 56%였다. 디지털콘텐츠를

2016년 보고서는 포커스 그룹에 의한 질적 연구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연구의 두

선택할 때, 청년층은 품질과 안전이 가격보다 중요하였으며, 2016년 이래 가격과 품질은 그

가지 방법론을 택하였으며, 이로써 두 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9년 보고서는

중요성이 감소했으나 경로의 합법성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은 구독료를 낼 수

이중 후자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특히 2016년 보고서 결과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중점을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유럽

두었다. 그 범위와 대상 청년층은 2016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설문조사는 28개국의 유럽연합

청년층의 1/3은 불법경로를 이용하였지만, 이것은 2016년에 비해 5% 감소한 것이다. 이

회원국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구체적 방법은 온라인 대표표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 21%는 의도적이었으며, 12%는 의도적이지 않았다. 경로가 불법인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질문들은 2016년의 것과 동일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 보고서는 시간에 따른 동향을 파악할

응답한 비율도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면, 청년층이 불법경로에 전적으로 의지한 경우는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와 그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거의 없었으며, 청년층의 80%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합법경로를 이용한 것이다.

일본

전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불법경로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정도가 극적인 변화를

2. 주요 내용

보이진 않았지만, 키프로스(Cyprus)와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은

호주

불법경로로부터 디지털콘텐츠를 고의로 이용한 청년층의 나라별 비율이다.
-디
 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
2016년에 청년층이 이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음악이었다. 음악은 사실 거의
모든 청년(97%)이 스트림하거나 다운로드 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영화 및 시리즈는 94%,
게임은 92%가 스트림 되거나 다운로드 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콘텐츠는 82%, TV쇼와 스포츠는

국가

비율(%)

증감(%)

국가

비율(%)

증감(%)

Lithuania

45

+5

Sweden

25

-6

Estonia

39

-11

Hungary

25

+4

Greece

34

+5

France

24

-10

Portugal

34

+3

Ireland

24

-5

Cyprus

32

+10

Netherlands

23

-14

Latvia

31

-2

Italy

21

-1

Belgium

31

-2

Denmark

20

-6

Czechia

30

+1

Slovakia

19

+2

Spain

29

-4

Poland

19

-3

Luxembourg

29

-16

Finland

19

-9

Slovenia

28

-8

Romania

18

+1

Croatia

27

-5

Malta

15

-16

Bulgaria

27

-1

United Kingdom

14

-5

Austria

26

-2

Germany

13

-6

러시아

국제
기구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적 경로를 이용: 21%

디지털콘텐츠 이용에 의도적으로 불법경로를 통한 청년층은 대부분 영화 및 시리즈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경로를 이용한 경우는 대폭 감소하여
39%만이 불법경로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17%나 감소한 수치다. 청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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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불법경로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가격으로, 절반 이상(56%)이 그렇게 답하였다. 다른

구매하고 있다.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된 요인은 상품의 품질이

이유로는 ‘합법적 제공의 부족’이 30%, ‘불법경로에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62%, 지급수단의 안전성이 61%였으며, 사이트의 안정성도 2016년에 비해 그 중요성이 7%

때문’이라는 이유가 26%를 차지하였다. 2016년 이래 불법경로를 이용한 이유로 ‘가격’을 꼽은

증가하였다.

비율은 10%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이 불법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법은 ‘더 싼 제공’이
55%, ‘처벌의 위험’이 35%, ‘나쁜 경험’이 29%였다.

청년층에서 위조 상품의 구매 증가율은 22%에서 25%로 2016년에 비해 3%로 소량

구매하였다. 위조 상품의 구매 증가율은 오스트리아와 키프로스에서 가장 높았고,

제한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다수는 디지털로 영화, 시리즈, 게임,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낮았다. 열 명 중 한 명의 응답자는 그들이 위조 상품을 구매하였는지를

교육콘텐츠, TV쇼, 스포츠, 전자신문, 잡지, 전자책을 소비하지만, 불법경로를 고의적으로

확신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2016년과 거의 같았다. 다음은 의도적으로 위조 상품을 구매한

이용하는 것은 주로 영화와 시리즈를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림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불법적

청년층의 나라별 비율이다.

경로를 통한 음악 이용이 17%, 영화와 시리즈가 6% 감소함으로써, 불법적 디지털 경로의

-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
지난 12개월 동안 청년층의 압도적 다수(94%)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다. 이는
2016년과 거의 같으며,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장 인기 있는 품목들은 옷, 액세서리,
신발이었다. 청년층은 2016년과 비교할 때 온라인에서 음악과 영화의 물리적 상품을 드물게

유럽

증가하였다. 청년층의 1/4 중 13%는 의도적으로 위조된 물리적 상품을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 청년층의 구체적 유형은 일반적인 디지털 소비 패턴과

의도적인 이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국가

비율(%)

증감(%)

국가

비율(%)

증감(%)

Cyprus

31

+11

Hungary

15

0

Estonia

28

+6

Ireland

15

+6

Greece

25

+1

Austria

14

+9

Lithuania

23

+4

Netherlands

14

+4

Latvia

22

+5

Belgium

14

+3

Poland

19

+2

Croatia

13

-6

Slovenia

18

-1

Italy

12

+3

Romania

18

+4

Malta

12

-3

Portugal

18

+7

Czechia

12

+2

Denmark

17

+7

Germany

11

+3

Bulgaria

16

+1

Slovakia

10

0

Finland

16

+4

France

10

-1

Spain

16

-4

Luxembourg

9

-1

Sweden

16

+6

United Kingdom

8

-1

러시아

국제
기구

의도적으로 위조상품을 구매: 13%

가장 많이 구매한 위조 상품은 옷, 액세서리, 신발이었다. 다른 품목으로는 전자제품,
티켓, 책, 잡지들이 드물게 구매되었으며, 이는 2016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격은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위조 상품의 의도적 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극소수의 청년층은
상품의 진위를 몰랐으나, 이를 개의치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조 상품 구매의 요인들은
2016년과 유사하지만, 요인으로 가격을 언급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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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정품의 제공, 나쁜 경험 또는 처벌의 위험은 2016년과 동일하게 청년층이 위조 상품 구매를
막도록 한다.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개인적 안전과 위험은 청년층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06
유럽

 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유
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검토

미국

유럽

위조 상품은 좋지 않으며,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세 가지 도덕적 가치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6년에는 지식재산권과,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부정적

일본

영향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 테마였다. 또한 개인적 안전과 위험의 테마가
도덕적 가치와 함께 응답자 대다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글.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

2019년에도 안전과 위험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2016년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다음 세 개의 도덕적 가치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1)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는 좋지 않다(48%에서 56%로); 예술가,

러시아

창작자들과 그들의 팀이 해를 입을 수 있다(60%에서 66%로); 위조 상품들이 환경에 나쁠 수
있다(58%에서 61%로). 반면, 위조 상품에 소비된 돈이 조직범죄로 흘러간다는 고려가 영향을

1. 본 보고서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준다고 말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2. 국가별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상황에 대한 검토

국제
기구

3. 시사점에 대한 정리

3. 시사점
2019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할 때 불법경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소량 감소하고, 위조 상품의 구매 증가율이 소량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를

30

1. 본 보고서의 의의 및 주요 내용

보이지는 않으며, 디지털콘텐츠와 물리적 상품의 유형 그리고 불법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20일에 “제3국에서의

하는 방법들도 2016년과 유사하였다. 이는 불법복제의 상황이나 청년층의 인식에 그다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존에 주요 선택 요인이었던 가격과 품질 등은 그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를 발표하였고, 2020년 1월 8일에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경로의 합법성이나 사이트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나

해당 보고서를 수정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저작권뿐만이

도덕적 가치가 개인적 안전 및 위험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작권과 불법복제에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보호 및 집행에 관하여 EU 집행위원회가 2006년부터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는 저작권의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2년마다 발행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하고,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유럽연합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국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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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목록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 국가별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상황에 대한 검토

미국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01

- 인도네시아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서 “중국(Priority 1)”,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하여 일부 개선된 점이

터키, 우크라이나(Priority 2)”,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태국, 나이지리아,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불법복제에 관여하는

사우디아라비아(Priority 3)02”를 선정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베트남 등은 이러한

웹사이트의 목록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이 목록은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저작권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본 보고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 관하여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제3국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며,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진 분석은 아니라고

유럽

일본

인도네시아는 480개가 넘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 명령도 내렸다는
것이다.06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이 절대적인 관점에서 가장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저작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결함이 유럽연합의 이익에

여전히 심각하다는 우려를 언급하고 있고, 사법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가장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한 것이다.03

상품의 유통망과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료의 완전한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저작권에 관한 불법복제, 특히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는 유럽의 창작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이해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특히 불법 캠코더 및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과 같은

불법복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숙하고 잘 갖추어진 IP 전용 범죄 처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국가들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04 그런데 이에 관하여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일부 거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유럽의 이해관계자들은

국가들이 아직 저작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세관에서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저작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히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및 베트남이 아직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보고 있다. 세관 등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선

Treaty, WCT)’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지식재산청(IP Office)에 저작권이 먼저 등록되어야 하므로 집행절차가 더욱 복잡하면서도

Treaty)’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05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본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07

호주

러시아

국제
기구

본 보고서의 검토 국가들은 우선감시대상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서 다수
검토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 중 특히 우리나라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 말레이시아

불법복제가 다수 일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저작권에 관한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은 201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이 도입된 이래로 100건이 넘는 접속차단신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접속차단에 대한 명령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01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국에서 IPR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지식재산동향뉴스(2020-03권호), 2020.1.21.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353)(최종접속일 : 2020.2.8).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접속차단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도

02 나
 이지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에 발표된 본 보고서에서 신규로 추가된 국가들로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위조품 및 모방품 무역의 중개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국에서 IPR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참조).
03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20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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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11.

06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24.

05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12.

07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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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미국

본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국가로서11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대상국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단
베트남은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개선으로 법적인 정비의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그러나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은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불법복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즉
일단 베트남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없으며, 베트남의
조사 당국이 웹사이트 등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와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는

일본

상황에서 오히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12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조치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08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세관 당국을

호주

포함하여 잘 교육된 단속 관리의 부족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베트남의 집행절차는 고도로 복잡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 태국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한편으로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아직 ‘WIPO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은 태국에서 저작권의 집중관리시스템이 최소한의 투명성, 책임성

저작권 조약’,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도 본 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및 양질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권리자의 요구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지적되었다.13

없는 다수의 집중관리단체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불신이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자는 이러한

러시아

국제
기구

3. 시사점에 대한 정리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 보고서상의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에 법률개정이나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개선에 어느 정도

저작권관리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제거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가 없는 것으로 인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태국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실제적인 저작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본 보고서에서

대한 법적인 보호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보호를 회피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저작권 등에 관한 우선감시대상국에도 다수 포함시키고 있고, 저작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09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게다가 태국이 현재 수년 동안의 준비만 하고 있을 뿐, 아직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집행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도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점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불법복제물 등의 방지를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제재에 관한

지적되고 있다.10

34

08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39.

11 E
 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6월 30일에 서명되었으며 현재 비준이 진행 중이다. FTA에는 베트남이 TRIPS 협약의 기준을 넘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약속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53).

09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44.

12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52.

10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45.

13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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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상과 같은 보호 및 집행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이 글로벌 보호 시스템에 참여하게 만들고
아세안(ASEAN)에서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및 규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14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콘텐츠의

07
유럽

유럽지식재산청, ‘유럽연합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 발표

미국

유럽

저작권 보호 등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원 방향 등을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콘텐츠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

일본

글. 이수지 / 법무법인 101 변호사
호주

러시아

1. 배경
2. 보고서의 주요내용
1)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2) 불법복제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

국제
기구

3. 시사점

1. 배경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19년 11월 ‘유럽연합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20172018)’를 발표했다.01 본 보고서는 (1) 유럽연합 회원국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과 (2) 회
원국별로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 내 28개국을
대상으로, 데스크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영화, 음악, TV 프로그램)의 불
14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53.
15 EUROPEAN COMMISSION, 위의 보고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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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제물 이용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별로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에 차

미국

이가 나타났는바,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 인구통계적 요소, 시장적 요
소 등에 대해 각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였다.
유럽

2. 보고서의 주요내용
1)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일본

본 보고서는 국가별로 매달 인터넷 이용자의 평균 접속 수를 기본 단위로 분석하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사 기간 동안 디지털 불법복제물 이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즉, 2017

콘텐츠 유형별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년에 비해 2018년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15% 가량 감소하였는

호주

데, 폴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의 불법복제물 이용이 전체적으로 감소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 중에서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가장 많았고, 음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은 32%, 영화는 19%, TV 프로그램은 8% 가량 불법복제물 이용

과 영화가 그 뒤를 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TV와 영화의 경우 주로 데스크탑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 감소하는 등 모든 콘텐츠 유형에 대해 불법복제물 이용이 감소하였다.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음악의 경우 모바일 기기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불법복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중 7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으로 다운로드 방식, 토렌트 방식, 리핑 방식이 차지하였다.

러시아

아 콘텐츠별로 이용 형태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라트비아의 불법복제물 이용이 가장 많았고, 리투아니아, 벨기
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핀란드의 불법복제물 이용이 가장 적었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의 평균적인 불법복제물 이용도를 밑돌았다.

국제
기구

국가별, 콘텐츠 유형별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2) 불법복제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유럽연합 불법복제물 이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별로 보면 불
법복제물 이용 정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회경제적(수입, 교육, 경제적 불
평등, 고용률) 요소, 인구통계적 요소, 시장적 요소 등이 불법복제물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요소 중 1인당 소득수준과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불법복제물 이용에
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의 정도가 심할수록 불법복제물 이용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불법복제물 이용을 높이는 요소가 되나,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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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수록 불법복제물 이용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의 존재는 영화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감소시켰

한편, 본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지만, TV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의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등 불법복제물 이용에 어떠한

그치지 않고, 국가별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요소 등이 불법 복제물 이용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못하였다.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향후 저작권 정책에 있어 우선

유럽

순위와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특히,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추가 연구에 대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

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여러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소,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 저작권 집행의 강도가 불법복
제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국가별 저작권 집행의 차이가

호주

불법복제물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로 분류해서 유형별
불법복제물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2020년 연구에서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 연구가

러시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박스 오피스02 성적에 따라 불법 복제
물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스포츠 프로그램 등 특정 성격의 프로그
램별로 불법 복제물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기구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경로와 그에 대한 소득 대비 이용료는 불법 복제물 이용과 중요
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
에 본 보고서는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3. 시사점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에게 큰 손해를 가져오므로, 국가별 저작권 보호 정책에 있
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 이
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회원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콘텐츠 유형에서 불법복제물 이용
이 고르게 감소하였다는 점은 저작권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는지 향후 조사를 통해 지
02 영화의 흥행결과를 알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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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본

JAPAN

08.불법만화사이트 망가스트림(Mangastream)의 서비스 종료
김지만 / 와세다대학 법학박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08
일본

불법 만화 사이트 망가스트림(Mangastream)의
서비스 종료

미국

유럽

일본

글. 김지만 / 와세다대학 법학박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호주

러시아

1. 만화 저작권 침해형태
2. “집영사(集英社)”와 “Mangastream”
3. MangaDex

국제
기구

4. 인터넷상의 만화 저작물 침해 대책 및 문제점
5. “집영사”와 “MangaPlus by SHUEISHA” 어플리케이션

09.일본, 리치사이트의 규제와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의 확대
신현철 /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조교수

종래에는 종이 형태로 출판되는 잡지를 통하여 만화 등을 읽었기에, 만화 저작물에 대한 해적
판(불법 복제물)도 종이 매체의 형태로 해적판의 발간이 가능한 인쇄나 출판이 가능한 업자로부
터 해적판이 유통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배포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디지털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스캔기술을 이용하여 저
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해적판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해적판 스캔본은 종래의 종이 매체보다
쉽게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 연결만 된다면 그 공유사이트 등을 통
하여 시간적·공간적인 제약 없이 해적판 스캔본을 읽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계적
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그 침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해적판 만화 공유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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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난 2019년 12월 해적판 공유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큰 만화 불법 스캔 사이트중 하나인

미국

“Mangastream”이 일본 최대 만화잡지사중 하나인 “집영사(集英社)”의 미국내 DMCA 소환장
등을 통한 압박으로 폐쇄되었고 이와 더불어 관련된 공식 트위터 계정도 삭제되었다.01
유럽

1. 만화 저작권 침해형태02
먼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만화 저작권의 침해형태를 살펴보면 ①영상투고 사이트, ②서버 독

일본

립형, ③링크형, ④파일 공유형, ⑤앱스토어(AppStore, Apple) 외 어플리케이션 침해형태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영상투고 사이트의 대표적인 사이트로서는 “YouTube”(미국), “Dailymotion”(프랑스),

호주

“Tudou”(중국) 등이 있으며, 주로 만화를 슬라이드 쇼 또는 스캔레이션(스캔+트랜스레이션) 하
는 방법으로 당해 저작물의 “복제권”, “번역권”(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공중송신 침해”
등이 발생한다.
서버 독립형은, “Mangastream”(미국 또는 캐나다), “Mangfox”(미국) 등이 해당되며, 주로 당
해 저작물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침해가 이루어 진다03.
다음 링크형의 경우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 그 저작권 침해물이 저

러시아

고, ③침해자의 대부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큰 기대가 어려우며, ④저작권자
나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의 피해와 검색·삭제·소송 등 침해대책에 따른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
국제
기구

하게 된다.

장된 인터넷 주소를 호스팅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형태로, “MEGAUPLOAD”나
“Mediafire”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2. “집영사(集英社)”와 “Mangastream”04

파일 공유형은 예전부터 존재하였던 “Winny” 또는 “Torrent” 등을 이용하여 유저간 그 스캔
본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해적판 콘텐츠를 내장하여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번 폐쇄된 “Mangastream”은, 일본 만화 등을 중심으로 불법 스캔을 하고, “Mangastream”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그 스캔본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에 일본의 만화관련 최대 잡지사인 “집영사”가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

또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만화 저작권 침해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①단시간에 피해

스캔 업로드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Mangastream”사이트를 타겟으로 하여, 2019년 3월

가 막대하게 발생하며, ②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각각에 대응하기 어렵

메릴랜드 주 미국 연방 법원에 DMCA 소환장을 통하여 “Cloudflare”가 도메인 이름 소유자의
모든 세부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였다.

01 https://torrentfreak.com/manga-publisher-takeshobo-sues-cloudflare-for-copyright-infringement-200108/
02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okusai/h22_03/pdf/shiryo_2_1.pdf#search=’mangastream+%E9%96%89%E9%8E%96’
03 일본에서는 과거 “464.jp”라는 사이트에서 서버 독립형인 형태로 불법 복제 스캔본이 유통되었으나, 2006년 그 서버 관리인이 체포됨으로 폐쇄되었다. 부연하면,
운영자는 스캔한 만화본의 영상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고, 유저에게 무료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가 설치한 서버에
복제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저에게 자동적으로 송신함으로 저작권위반(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체포되었다. https://www.itmedia.co.jp/news/
articles/0602/14/news070.html

4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즉 “집영사”는 DMCA 소환장에 “Mangastream” 사이트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Cloudflare, Inc.”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소유자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토록 요
04 h
 ttps://torrentfreak.com/mangastream-disappears-after-being-targeted-by-publisher-191221/

한국저작권보호원

45

구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Mangastream”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Mangastream” 사

나, 개인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민사를 포함하여 재판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며, 또

이트와 직접적인 소송기록도 없기에 당해 사이트의 폐쇄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

한 기업이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버 소재지의 관할권과 적용법령 등의 측면

으나, 아마도 DMCA 소환장에 따른 압박에 따른 조치일 것이라 생각된다05.

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집영사”는 DMCA 소환장을 통해, “소환장의 목적은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의 신원을 확

유럽

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로부터 얻은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3. 일본과 미국의 출판사의 경우 약 40개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불법 스캔 등의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여, 웹사이트 운영자를 식별하고 당해 사이트의 폐쇄 및 손해배상을 통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임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탁”

하여 회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3. MangaDex

일본

4. 상기 “집영사”와 “Mangastream”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DMCA에 준거하여 조치를 취하
는 것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영어가 가능한 프로바이더 또는 미국이

“Mangastream”와 함께 해적판 스캔본을 번역하여 호스팅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MangaDex” 사이트가 유명하다.

호주

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는 효과적일 것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비효과적일 것
이다.

“MangaDex” 사이트 또한 올해 2020년 1월 2일 “Cloudflare” 를 대신한 새로운 호스
팅 서비스로의 이전 등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일시적인 오프라인에 들어갔다. 금번 조치는

미국

러시아

5. “집영사”와 “MangaPlus by SHUEISHA” 어플리케이션07

“Mangastream” 폐쇄의 영향에 더불어 “MangaDex”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Cloudflare”에 “MangaDex” 소유자에 대한 모든 개인 데이터의 법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06.

“집영사”는 정식으로 “MangaPlus”라는 어플리케이션08을 통하여 자회사의 만화를 해외(미
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즉, 출판업계의 불황과 해외에서 일어나는 해적판으

국제
기구

로 인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던 “집영사”는 “MangaPlus”

4. 인터넷상의 만화 저작물 침해 대책 및 문제점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
였다.

1.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유포되어 있는 이러한 해적판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차단하는 방

특히, “Mangastream” 폐쇄 후 “MangaPlus”의 접속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나,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해적판 양이 막대할 뿐만 아니

볼 때, 앞으로 해적판의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많은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라 일일이 검색하여 차단하기에는 그 비용이나 시간상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여 불법 공유 사이트 등의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MangaDex” 사이트에 대한 조치도 그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6

2. 저작권자 본인 또는 기업이 당해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방법도 유용한 방법이나, 해외

종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스캔을 하더라도 조잡한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현재 디

사이트의 경우에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스캔화 기술도 발전하게 되어 고화질의 해적판이 스캔되어 업로

05 저자 주

07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co.shueisha.mangaplus&hl=ko

06 https://reclaimthenet.org/mangadex-goes-down-as-it-moves-hosts-after-dmca-subpoena/

08 접속은 기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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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기업이 자국이 아닌 해외의 사
이트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
니라고 하여 방관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형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
속과 폐쇄를 통하여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스캔을 통한

09
일본

일본, 리치사이트의 규제와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의 확대

미국

유럽

업로드 등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MangaPlus”도 기본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이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고, 아울러 이렇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여도 광고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대체할 수 있

글. 신현철 / 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조교수

기에, 각 출판사들도 “MangaPlus”와 같이 현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

호주

용하여,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음지의 이용자를 양지로 이끈다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소멸
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러시아

1. 들어가며
2.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 상황과 문제의 소재
3. 개정 법안의 내용

국제
기구

가. 리치사이트 대책
나. 저작물 전반에 걸친 다운로드 위법화

4. 시사점

1.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10일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
한 다운로드의 대상범위를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해적판 사이트에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leech site)01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02

01 川崎祥子, 著作権法改正案の提出見送りに至る経緯-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をめぐって-, 立法と調査, 제411号, 2019年 4月, 81頁은 자신의 웹 사
이트에는 위법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고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등에의 링크 정보를 게재하여 이용자를 이러한 저작물 등에 유도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02 2020년 통상국회 저작권법 개정 법안에 관한 자료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 (2020년 4월 9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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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 상황과 문제의 소재
최근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만화, 잡지 등이 게재되어 있는 해적판 사이트

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인 ‘만화마을(漫画村)’의 경우는 저작

3. 개정 법안의 내용

미국

가. 리치사이트 대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유럽

권 침해에 의한 피해액이 약 3,000억 엔(약 3조 원), ‘Anitube’는 약 880억 엔(약 8,800억 원),03

(1) 규제 대상

‘머나먼 꿈의 터(はるか夢の址)’는 약 731억 엔(약 7,300억 원)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피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에의 링크 정보가 집약된 ‘리치사이트’나 ‘리치애플리케이션’에 의

해 대상 저작물도 기존의 만화나 잡지에 한정되지 않고 사진집·문예집·전문서적, 비즈니스

한 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을 ①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에

소프트, 학술 논문, 신문 등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04 이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

서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②리치사이트 운영 행위·리치애플리케이션을 제공

에 의한 이익이 창작자에게 환원되지 않아 저작권자의 적절한 보호는 물론 적법한 콘텐츠의 창

하는 행위로 하고 있다.

작·유통·이용 사이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와 문제 발
생의 원인에는 해적판 사이트를 구성하는 리치사이트의 존재와 위법 다운로드 행위가 있다.

리치사이트·리치애플리케이션이란 ‘공중을 침해 저작물 등에 의도적으로 유도한다고 인정

일본

호주

되는 웹 사이트’와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 저작물 등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웹

이에 대하여 개정 법안은 ‘콘텐츠 산업 진흥’과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이트’로 규정하고(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 제1호·제2호) 전자의 ‘의도적으로’는 사이

것을 목적으로 ①리치사이트 대책, ②저작물 전반에 걸친 다운로드 위법화 등의 법제 정비를 하

트 운영자가 침해 콘텐츠에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나 표시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이며 후자

였다. 개정 법안의 규제 대상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길 바란다.05

의 ‘주로’는 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위법하게 링크를 다수 게재하여 결과적으로 침해 콘

러시아

텐츠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06
국제
기구

(2) 규제 내용

① 링크를 설정한 자
민사적 조치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
게 하면서(일본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 그 범위를 링크에 의하여 표시되는 웹 페이지가 침해
콘텐츠라는 것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적 조치에 관해서
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3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친고죄로써 고의범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0조의 2 제3호 등).
03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 2018년 4월, 지적재산전략본부·범죄대책각료회의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honpen.pdf)
(2020년 4월 7일 열람).

② 사이트 운영자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04 저 작권법 및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설명자료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06-mxt_
hourei-000005016_02.pdf) (2020년 4월 13일 열람) 5면의 각 권리자 단체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피해 상황은 부정한 비즈니스 소프
트 이용에 의한 손해액이 1,106억 엔, 인터넷 옵션상의 위법 소프트 낙찰 건수가 10.400건이며 논문 해적판의 다운로드 건수는 1,271,346건이고 신문기사의 해적
판 피해는 이미지 무단 게재 건수가 약 34만 건, 신문기사의 무단 전재(転載)가 약 23만 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형사적 조치에 관하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5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05 주 4, 개정 법안 설명 자료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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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이다(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2항 제4호·제5호 등).

품으로 유상 제공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

한편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제공 등을 인식하면서 방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링크 제공 등에

운로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형사적 조치의 경우 악질적인 행위로 한정한다는 관점에서

대하여 민사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동법 제113조 제3항), 이른바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반복·계속해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것(상습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리치사이트와 상당수의 일반 웹 사이트를 포

역·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으며 친고죄이다.

미국

유럽

함하는 범용적인 웹사이트(예를 들어 유튜브의 특정 채널이 리치사이트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
튜브 전체), (b)범용적인 웹 사이트에서 단순히 특정 이용자에 의한 리치사이트 제공 기회를 제

(3)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의 제외 사항

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예를 들어 유튜브의 특정 채널이 리치사이트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튜

국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 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의 경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

브 전체를 관리하는 구글)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

일본

하고 있다.

의 링크 삭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방치하는 등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서
는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다.

① ‘경미한 것’의 다운로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

호주

‘경미한 것’의 해당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성질, 저작물 전체 중 복제된 부분의 중요성 등을
나. 저작물 전반에 걸친 다운로드 위법화 (시행일: 2021년 10월 1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예를 들어 몇 십 페이지로 구성된 만화의 한 컷∼몇 컷, 장문으로 구
성된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의 한 줄∼몇 줄 등 저작물 전체의 분량에서 다운로드된 분량이 매우

(1) 민사적 조치(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
호·제2항)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다운로드 규제(사적

적은 경우나 화질이 낮아 그 자체로는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썸네일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논문·신문기사의 절반정도나 고화질의 사진 등의 경우는 경미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국제
기구

영역의 사용이라고 하여도 위법으로 한다)에 관하여
적용 대상을 음악·영상에서 저작물 전반(만화·서

② 2차 창작·패러디의 다운로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적·논문·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고 위법

2차 창작자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2차 창작물에 관하여 그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운로드

것이라고 알면서 다운로드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다만 2차 창작물을 제3자가 2차 창작자

할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업로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 행하는 다운로드는 2차 창

한편 아래의 형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중과실에 의

러시아

작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며 형사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여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규
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다운
로드

(2) 형사적 조치(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 제
2호·제5항 등)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종류 한정 없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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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용하고 있는 이상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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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정’은 저작물의 종류·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보호 필요성의 정도와 다운로드의 목
적·필요성 등을 포함한 이용 상태의 상관관계로부터 판단된다. 즉 보호의 필요성이 낮으면 낮
을수록 또는 다운로드 목적의 정당성이나 다운로드 필요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 사기 집단이 작성한 ‘사기 매뉴얼(저작물)’을 피해자 구
호 단체가 고발하기 위하여 고발사이트에 그 매뉴얼을 무단게재(위법 업로드)한 경우, 제3자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매뉴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이상과 같이 개정 법안은 해적판 사이트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리치사이트와 저작물 전반
에 걸친 위법 다운로드 행위를 주요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의 위축방지를 주축으로 논의하면서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의 균형을
맞춘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를 확대하는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위법한 정보원으
로부터 적극적인 편익을 도모하려는 이용자 행위에는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가치 판단을 전제
로 한다. 사적 영역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AU

미국

호주

유럽

일본

호주

러시아

Australia

10.호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 대비 저작권 침해 감소 추세

국제
기구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나 전문가·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효과적인 저
작권 교육·계몽 활동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량 복제가 용이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일본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복제
금지를 중심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제 금지를 통한 ‘문화의 발전’에는 현실적 한
계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고 개정 법안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일본 저작권법의 동
향을 계속해서 주시하여 비교법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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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주

호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 대비 저작권 침해
감소 추세

이용하는 양상을 조사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동기 및 온라인 콘텐츠 가격이 합법·

미국

불법 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특히, 2019년에는 라이브 스포츠(live sport)와 팟캐스트(podcasts)02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
용에 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03

유럽

그리고 지난 5년간 호주 내 디지털 콘텐츠 소비, 접근 그리고 침해 양상의 동향 변화를 종합적
으로 분석했다.
일본

2. 주요 내용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비중

호주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를 100% 불법
이용하는 비중은 2018년 10%에서 1%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합법·불법 콘텐츠를 혼용하는 비
중은 2018년 22%에서 15%까지 감소했다.
1. 호 주 통신예술부, 2019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비자 동향 발표
2. 주요 내용
1) 온라인저작권 침해비중
2) 콘텐츠 부문별 소비사이트

3) 유료 서비스 및 불법 콘텐츠 사용
4) 불법 사이트 차단 효과
5) 불법 콘텐츠 소비자 인식도
6) 불법콘텐츠 이용 중단 의사

3. 시사점

러시아

특히,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스트리밍하거나 공유하는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콘텐츠 분야는 100% 불법 이용 및 합법·불법 콘텐츠 혼용 시 ‘다운로드하거나 스
트리밍하는 파일의 평균 수치(median number)’(이하 ‘파일 평균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제
기구

예를 들면, 음악은 100% 불법 이용과 합법·불법 콘텐츠 혼용 시 파일 평균 수치가 2018년 각
각 5개였던 반면, 2019에는 20개와 7개로 증가했다.

1. 호주 통신예술부, 2019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비자 동향 발표

영화는 합법·불법 콘텐츠를 혼용 시 파일 평균 수치는 감소했으나, 100% 불법 이용 시 파일
평균 수치는 증가했다.

2019년 12월 23일, 호주 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온
라인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실시한「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비자 동향 (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9)」에 관한 5번
째 보고서를 발간했다.01
이번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12세 이상의 2,463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56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콘텐츠 분야별(음악, 비디오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로 온라인에서

02  ‘팟캐스트’(Podcast)는 아이팟(iPod)의 pod와 방송(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단어이다. 주로 MP3와 같은 미디어 파일을 웹에 올리고 RSS 파일의 주소를 공
개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며 애플의 아이튠즈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팟캐스트를 검색하고 구독하며, 컴퓨터에서 직접 재생하거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로 전
송한 뒤 재생한다. 2004년 영국 기술 칼럼니스트 벤 헤머슬리(Ben Hammersley)가 ‘팟캐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표 용어로 통용된다. 위키백과.

01 https://www.communications.gov.au/documents/consumer-survey-online-copyright-infringement-2019

03 호주에서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의 온라인 이용 규모는 합법적인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유료 시청 옵션을 기반으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한국저작권보호원

57

불법 소비된 콘텐츠 평균 수치

2015년 대비 2019년 전체 콘텐츠 소비자 및 침해자 연령

미국

유럽

일본

■12 to 15 ■16 to 24 ■25 to 34 ■35 to 44 ■45 to 54 ■55 plus

호주
■ Any Unlawful

■ 100% Unlawful

출처: 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9

출처: 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9

출처: 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2019

한편,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정규직 종사자’ 37%, ‘비정규직 종사자’ 8%, ‘학생’ 19%로 나타
2019년에는 전체 응답자 2,463명 중 576명(28%)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였다고 답변했으

러시아

났다. 자영업자 또는 퇴직자의 경우에는 불법 콘텐츠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불법 콘텐츠 이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12~15세(11%), 16~24세(18%), 25~34세(22%), 35~44세(20%), 45~54
세(18%), 55세 이상(11%)로 조사되었다. 2019년 연령별 침해 비중은 2015년과 조금 다른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에는 12~15세 및 35~44세까지의 불법 콘텐츠 이용 규모가 각각 8%와 20%로 조사되
었고, 45세 이상 소비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치는 모든 콘텐츠 부문에서 높았다.
그런데 2019년에는 12~54세까지는 전체 콘텐츠를 소비하는 규모보다 불법 콘텐츠 이용 규
모가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5세 이상 소비자는 전체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중은 26%인 반면, 불법 콘텐츠 이용
규모는 11%에 불과했다.

2) 콘텐츠 부문별 소비 사이트
디지털 콘텐츠 부문별 주요 이용 사이트를 살펴보면, 유튜브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

국제
기구

터 이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Spotify) 이용 비중은 2015년 19%로 나타난 이래 매년 증가하였고 2019
년에는 54%까지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로 구글플레이가 선정되었고,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사이트가 선정되었다. 합법적이면서 적정한 가격으
로 제공되는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법 사이트 이용자와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
는 사이트 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사이트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
티파이, 아이튠스, 페이스북, 구글플레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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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했는데,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가상사설망

2019년 콘텐츠 유형별 소비 사이트 순위

미국

(VPN) 이용 44%, 대체 사이트 검색 21%, 프록시 웹사이트(proxy website) 이용 20% 등으로 나
Music
Video games
Movies
TV
Sport

1

2

3

YouTube

Spotify (50%→ 54%)

iTunes

Google Play

iTunes (22% → 31%)

Facebook

Netflix

YouTube

Stan (17% → 20%)

Netflix (55% → 61%)

ABC iView

YouTube

Foxtel-Pay TV

Live TV

Fox sports

타났다.
유럽

5) 불법 콘텐츠 소비자 인식도
인터넷 이용자의 합법·불법 콘텐츠 구별 인식도를 살펴보면, 67% 이상이 넷플릭스, 유튜브,
ABC iView, Stan 등을 합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과

일본

비교하여 합법·불법 콘텐츠 인식도가 높아졌다. 2015년에는 응답자의 43%가 온라인에서 합
법·불법 콘텐츠의 구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2019년에는 32%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합법·
콘텐츠 부문별 소비 지출을 살펴본 결과, 음악과 영화의 경우에는 총 소비 지출은 줄었지만,
디지털 콘텐츠 구매 및 구독형 서비스 가입을 위한 소비는 증가했다.
그리고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00% 합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비 지출은 증
가했으나, 비디오 게임의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그 이유로 시청각 콘텐츠의 경우 상당히 많은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지만, 비디오 게임은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콘텐츠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15년 20%에서 2019년 27%로 증가했다. 한편, 연
령대 전반적으로 2019년에는 합법·불법 콘텐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낮
았는데, 연령별로 55세 이상은 54%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45~54세는 42%,
35~44세는 31%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러시아

2015년에는 45~54세 49%, 35~44세는 35%, 55세 이상 59%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
변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장년층 이용자의 합법·불법 콘텐츠 구별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
기구

3 ) 유료 서비스 및 불법 콘텐츠 사용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와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유를 조사했다. 유료 서

호주

6) 불법 콘텐츠 이용 중단 의사

비스를 이용하는 원인으로 이용 편의성(37%), 서비스 품질 우수성(34%), 불법 콘텐츠 사용에 대

불법 콘텐츠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잠재적 동기를 조

한 거부감(34%) 등을 선택했다. 그리고 불법 콘텐츠 사용 이유로 무료 제공(32%), 편의성(27%),

사했는데, 합법 콘텐츠 서비스 비용이 저렴해지는 경우(34%), 이용을 원하는 모든 콘텐츠가 합

신속성(21%) 등을 선택했는데, 2018년과 비교하여 응답 순위의 변동은 없으나 응답 수치는 감

법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32%), 합법·불법 사이트 간의 구별이 명확해지는 경우(27%)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4

에는 불법 콘텐츠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했고, 사용 중단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5%로 나타
났다.

4) 불법 사이트 차단 효과
차단된 불법 사이트를 접하는 경우 대응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반 이상(58%)은 ‘사이트 접속

3.시사점

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했고, 37%가 ‘대체 가능한 합법 사이트를 접속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
고 7%만이 ‘유료 불법 사이트를 검색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7%는 ‘차단 조치를 우회하겠

2019년 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을 비교하여 호주 내 온라인 콘텐츠
이용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04 해당 응답은 중복응답한 값으로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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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 이용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아이튠스, 페이스북, 구글플레이와 같은 합법 콘텐츠 제
공 사이트들이 대거 등장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했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 인식 및 합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 합법 콘텐츠 사용을 증대했다.
셋째,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 단속 강화 및 차단 조치는 전반적인 침해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RU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호주

러시아

Russia

국제
기구

11.러시아 문화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대응 강화 법안 검토 중
김민아 /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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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러시아

러시아 문화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대응 강화
법안 검토 중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 러시아는 반(反)해적행위법으로 불리는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에서

미국

03

지식재산권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제정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면서 전
환점을 맞이했다. 최근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공유 등 소위 콘텐츠 해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2.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벌금 부과
일본

러시아 법원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에서, 영화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
글. 김민아 /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호를 보장하기 위한 ‘중간적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다.04
구체적으로 법원은 인터넷에서 영화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관한 결

호주

정을 하며, 그와 같은 법원의 절차 진행 이후에 러시아의 통신 감독자라 할 수 있는 ‘로스콤나조
르(Roscomnadzor)’05는 저작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플랫폼에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제
거하거나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이와 같은 제거, 차단은 관련 법원 절차 진행 후 3일 이내에 이
1. 들어가며
2.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벌금 부과
3.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 스토어(Apple’s App Store)의 ‘해적 앱(Pirate
Apps)’에 대한 접근 차단

러시아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위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러
시아 문화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직까지 어떻게 강화할

4. 영화관 녹화 금지 법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불법콘텐츠를 제거하라는 ‘로스콤나조르

5. 마치며

(Roscomnadzor)’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구

물론, 새로운 벌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의 법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는 벌금형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업계는 대체로

1. 들어가며

러시아 문화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벌금 제도가 도입되어 규정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으로 작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06

러시아 연방의 저작권법은 서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발전해왔다.01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일찍이 충분히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과거에는 그 규정
들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02
03 Federal Law No. 187-FZ of July 2, 2013, on Amendments to Certain Law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Right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as amended up to Federal Law No. 35-FZ of March 12, 2014).
04 러시아 민사소송법(2019.12.02. 일부개정)_144.1.
01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russia/russia.do>.
02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시대의 동북아시아 저작권 이슈: 한국·중국·몽골·러시아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비교분석’(2016),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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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러시아의 통신, 정보기술 그리고 매스미디어 감독기관(The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06 https://torrentfreak.com/russia-wants-new-fines-for-platforms-that-dont-remove-pirated-content-fast-enough-200408/(2020. 4. 8, “Russia Wants New
Fines For Platforms That Don’t Remove Pirated Content Fas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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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 스토어(Apple’s App Store)의 ‘해적 앱

4. 영화관 녹화 금지 법안

미국

(Pirate Apps)’에 대한 접근 차단
러시아 문화부는 영화관에서 영화의 무단 녹화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접

현재 영화관에서의 무단 녹화에 대한 처벌은 녹화의 의도에 따라 조정된다. 즉, 재정적 이득을

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해적 앱

취하지 않는 사람은 기소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초안은 녹화의 목적에 관계없이 영

(Pirate Apps)”에 대한 대응 조치를

화관에서 영화를 녹화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의하면 무단 녹화자에게 책임

계획하고 있다.

을 부과하기 위해 더 이상 그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

해적 앱(Pirate Apps)을 다운로드

오늘날 영화 불법 복제 기술은 매우 정교해져서 영화관에서 은밀한 레코딩을 통해 깨끗한 디

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앱의 기능으

지털 사본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광범위한 플랫폼으로부터 불법콘텐츠를 가져오게 된다. 러시아는 이와

문에 매년 수십 개의 무단 녹화물이 온라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정부 당국으로서는 막기 어려

같은 앱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게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웠다. 그 때문에 극장 소유주뿐만 아니라 극장 운영 후 일정 기간 독점권을 협상하는 합법적인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통신 감독자‘로스콤나조르(Roscomnadzor)’가 해적 앱(Pirate Apps)
의 소유자 내지 개발자에게 권리 침해가 가능한 도구를 배포하는 것을 1일 이내에 신속하게 중

유럽

호주

디지털 플랫폼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이 지적받아왔다.
이제 이에 대하여 러시아 문화부가 보다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이다.08

러시아

단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자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플랫
폼 측에 요청하게 되며,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ISP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5. 마치며

이때, 해당 플랫폼 전체에 대한 ISP 차단이 아니라 해적 앱(Pirate Apps)이 있는 특정 위치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러시아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통신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 감독기구인 ‘로스콤
나조르(Roscomnadzor)’를 두고, 그의 지시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될 새로운 벌금, ISP 차단

또한, 해적 앱(Pirate Apps)은 구글 플레이(Google Play)나 앱 스토어(App Store) 등 외에 이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등 사업자의 높은 수범율이 뒷받침되어야만 ‘로스콤나조르

메일이나 채팅 앱 등을 통해서도 배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차단’ 규제만으로 해적 앱의 문

(Roscomnadzor)’ 중심의 통신 감독을 통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를 완벽히 근절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규제 방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해적 앱(Pirate Apps)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한 규제가 정부의 조치에

다만, ISP 차단 조치로 인하여 해적 앱(Pirates Apps)과 관련성이 없는 합법적 앱의 유통 등에

대해 무응답하는 해적 앱(Pirate Apps)의 소유자나 개발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적 앱(Pirates Apps)에 대한 접근만이 차단될 수 있도록

고, 대형 플랫폼에서 차단된 앱은 제3의 웹사이트에서도 차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

하는 기술적 정확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도의 규제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07

국제
기구

한편, 영화의 무단 녹화에 대한 형사적 제재 요건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
요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09 이를 정비하는 개정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07 https://torrentfreak.com/russia-preparing-new-law-to-ban-all-video-recording-in-movie-theaters-200413/ (2020. 4. 19, “Russia Plans to Block Access to
Pirate Apps on Google Play and Apple’s AP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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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https://torrentfreak.com/russia-preparing-new-law-to-ban-all-video-recording-in-movie-theaters-200413/(2020. 4. 13, “Russia Preparing New Law to Ban
All Video Recording in Movie Theaters”)
09 대한민국 저작권법 역시 영화 무단 녹화에 대해 이익취득 목적 등 다른 요건 부가 없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3의 3호, 제10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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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의 AI에 관련된 의견요청에 대한 단상

미국

국제기구

유럽

일본

글. 김인철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호주

러시아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적 문제
Ⅲ. 마치며

국제
기구

12. WIPO의 AI에 관련된 의견요청에 대한 단상
김인철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게임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최초 대결이 아니었고, 인
간이 인공지능에 패배한 최초 사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를 명확하게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현재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 영역을 대체
할 것이고, 현재에도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소설,01 영상,02 사진03 등의 작품
을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권리 부여 여부, 권리를 부
01 https://brunch.co.kr/@leesangartoffic/32.

02 https://www.youtube.com/watch?v=ZFjq4OQA_i0.

03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648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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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면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 보호기간 및 인공지능이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스

Technology)의 발전으로 정보 속에서 패턴이나 규칙 등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인공지능으로

스로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많은 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운영되는 컴퓨터에 입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력하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복제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를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인공지능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점차 확산되어05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유럽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세계지적재산권 기관인 WIPO는 2020년 2월 14일까지 전 세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공지능에 지적재산권 인정여부 및 예외 조항에 대해 고려하여 사안들에 대한

Ⅱ.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적 문제

의견을 요청하였다.04

일본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
1. 저작권과 인공지능

련된 법적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는 것을 이해하

저작권문제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기능을 위하여 인간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이용하는 경우에

려면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대량출판이 가능하게 된 이후 저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최

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초로 영국에서 앤 여왕법 (Statute of Anne)이 입법되었고, 에디슨이 축음기와 녹화기의 발명

빅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후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을 저작인접권

성립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자로 보호하게 된 것도 녹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연자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쉬울 것이다.
20세기 말에는 복사기기의 제작으로 이러한 복제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 소니에 의하여 공중

러시아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물성 여부, 저작자 인정 여부, 인격
권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의 문제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저작물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저작권 제한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파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됨으로써 이러한 기술의 논란, 컴퓨터프로그램의 출현으로 컴
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장기간의 논란 이후 법원의 판례와 새

1. 저작물성 인정 여부

로운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에 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저작권에 관련된 법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하여 저작

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주

국제
기구

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므로,06 현행 저작권 제도에 따른다면 보호는 불가능하지만,07 예외적
으로 영국 및 영연방의 국가들은 저작권 관련법률에서 Computer Generated Work의 정의와

2. 인공지능의 현실과 미래

함께 보호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08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 수학과 교수였던 존 매카시 (John
McCarthy)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많은 학자들이 장기간 토의
끝에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thinking machine)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라 명명하였다.
이후 컴퓨터 기술과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하는 기계 학습 기술(Machine Learning
04 본 글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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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0481.

06 그러나 중국 스촨성 법원은 텐센트가 2015년에 만든 Dreamwriter라는 인공지능이 2018년 8월 20일에 작성한 분석기사를 Shanghai Yingxun Technology가 복제하
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2828.html (2020년 1월 13
일 마지막 접속)
07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국 저작권법 제2조; 미국 저작권법과 EU의 저작권지침은 인간만이 저작자라는 것을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project-disco.org/intellectual-property/031819-can-ai-work-receive-copyright-copyright-office-proposes-procedure-update/
08 그러나 아직까지 Computer Generated Works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영연방 국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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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Generated Work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능한 국가의 법률 규정

이러한 현실에서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에 저작권 또는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미래

미국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의

저작자

보호기간

인격권

영국

제178조

제9조 제3항

제12조 제7항

제79조 제2항 제c호;
제81조 제2항

홍콩

제198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6항

제91조 제2항 제c호;
제93조 제2항

인도

제2조 제d항 제6호
제2조

제21조 제f항

제30조

뉴질랜드

제2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22조 제2항

제1항 제h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것이

유럽

고, 인간과 동일한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면 미래에는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기초가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한 문화창달이라는 저작권 제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거나, 인공지능을 보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1년 365일 전원만 연결되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슈퍼컴퓨터는 지속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일본

유하고 있는 Google, IBM과 같은 대기업이 제작한 작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인
제97조 제c항
제100조 제2항 제b호

간에게 부여하는 저작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09 그
러나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WIPO와 같은

호주

국제적인 협의 이후에 각국의 의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하
지만, 영연방 국가를 제외한다면 현재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
각된다.

러시아

국제
기구

09 이러한 경우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보상청구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고, 보호기간도 공표 후 70년을 보호하지 않고, 5년 또는 10년만 보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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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가능성

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영화, 음악, 소설 등 기존에 없던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량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여 WIPO가 전 세계적으로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다.

미국

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표현을 훈련데이터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현저작권법 체계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경

Ⅲ. 마치며

유럽

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10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게 되면 인공
지능으로 영상, 소설, 시, 사진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권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

WIPO의 의견청취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물성, 기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예

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거나, 거의 불가능

외 분석의 시작이고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여야 하므로 언제 최종적인

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공지능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한도에서는 예외를 설정하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저작권 제도는 인간의 문화 창달에 기여한 대가로 인정되는 권리

야 한다.

이므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

WIPO도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비영리적인 UCC11 또는 연구목적의 예외; 텍스트 마이닝

정해야한다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또는 데이터 마이닝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public comment를 요구하는 것이

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조항도 영리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

다.12 텍스트 마이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과 경쟁

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실질적인 향유자인 대기업에 종속되지

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즉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서 언급되는 변

않는 미래 저작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WIPO가 인간 중심적인 저작권

형적 이용이어서 전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 시장과 충돌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

제도에 도입하여 다양한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

에 이러한 예외에 적용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의 경우 대학과 같은 연구기

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관에서 비영리적으로 수업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할 필

일본

호주

러시아

국제
기구

요성이 인정되겠지만, UCC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작하는 것이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품
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외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13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공정이용 또는 공정취급을 인정하는 국가에 제한되는 방
식이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제한 및 예외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논란
이 있을 것이다.14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슈퍼컴퓨터에 의한 인공지능은 Google, IBM과
같은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한 예외를 부여하게 되면 저작물의 통상적

10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저작물인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행위, 최종 작품을 제
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훈련단계에서 훈련용 데이터를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RAM에 복제행위, 최종 저작물에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의 출현으로 인한
이차적저작물 작성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
11 국내에서는 UCC라고 언급되지만, 해외에서는 User Generated Contents로 기술되어 WIPO는 UGC로 언급하고 있다.
12 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sue 7. (ii) 이하
13 어느 정도의 변형성을 가한다면 공정이용의 영역에서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종 목적은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되므로 변형성 영역의 문제
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14 인공지능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연구목적, 마이닝의 경우에는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이외의 제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제한의 3단계 테스트도 통과하여야 하므로 아주 예외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제한하여야 인간의 문화창달이라는 저작권제도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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