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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Ⅱ. NFT의 특성과 저작권 유형
1. NFT의 개념과 특성 : 대체 불가능, 원본증명, 추적 가능
2. NFT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유형

가. 개요
나. NFT콘텐츠의 저작권 유형
1) 첫 번째 유형: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제한적 권리(이용허락)가 부여된 NFT
2) 두 번째 유형: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NFT
3) 세 번째 유형: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NFT콘텐츠 형태로 만드는 경우
4) 네 번째 유형: 저작권 보호를 포기한 저작물의 NFT
5) 다섯 번째 유형: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NFT

Ⅲ. NFT 관련 저작권 쟁점
1. NFT의 생성

가. 보호받는 저작물 해당성
1) NFT생성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2) 해시를 포함한 데이터셋 형태의 NFT의 저작물성
나. NFT콘텐츠 생성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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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T콘텐츠의 이전(Transfer)
3. NFT콘텐츠의 유통
가. NFT콘텐츠 소스 혹은 출처의 합법성
나. 재판매(최초 판매의 원칙)

4. NFT 유통 플랫폼 책임
5. 기타

NFT

NFT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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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권 보호기간
나.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의 특성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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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 예술계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하 NFT라 한다)에 대
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위터 CEO Jack Dorsey가 NFT로 첫 트윗 판매하였는
데 그 트윗은 2006년 3월 21일에 처음 작성된 “그냥 내 트윗을 설정 중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문구였다. 해당 트윗은 1,630.58이더(ether)에 판매되었으며, 이는 29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암
호화폐이다.01 DJ 3LAU와 같은 아티스트는 그의 앨범 Ultraviolet의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3개의 NFT를 경매하였는데 24시간 만에 1,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앨범에는 지금까
지 들어본 적 없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다.02 또한,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Mike Winkelmann(Beeple)의 NFT 작품이 Christie의 경매장에서 $69,346,250에 판매된 사례는 이미 너무나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통화를 통해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현재
이처럼 NFT를 통해 창작물이 유통되는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미디어가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
며, 이러한 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NFT가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NFT의 개념과 특성, 유통현황 등을 검토한 후 저작
권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혹은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한다.

Ⅱ. NFT의 특성과 저작권 유형
1. NFT의 개념과 특성 : 대체 불가능, 원본증명, 추적 가능
NFT는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한 ID를 가진 디지털 파일이다. 블록체인에 기반
한 대표적 암호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과는 달리 NFT는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완전히 상호 교환 가능하여 지불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5만원을 빚졌다면 1만원 지폐 5장이나 5만원 지폐(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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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 Twitter CEO Jack Dorsey’s first tweet NFT sells for $2.9 million‘ available at https://www.cnbc.com/2021/03/22/twitter-ceo-jack-dorseys-firsttweet-nft-sells-for-2point9-illion.html (2021.7.26.최종확인)
3 CEO Magazine ‘Dorsey sells first tweet and gives US$2.9 million to charity‘ available athttps://www.theceomagazine.com/business/news/nft-dorsey/
(2021.7.26.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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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방식으로 지불해도 상관없다. 비트코인도 이러한
대체성에 있어서 다른 화폐와 동일하다. 그러나 NFT와 이러한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비트코
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 고유하므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성’으로 인해 ‘원본’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NFT
는 독특한 예술 작품과 같은 일대일 ‘원본’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제한된 시리즈에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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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의 복제본 중 하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NFT는 예술 작품, 음악, 비디오, 각종
수집품, 트레이딩 카드, 비디오 게임 가상 아이템 또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실제 또는
무형 자산을 나타낼 수 있다. 즉 NFT는 블록체인에 구현된 정품 인증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연결된 디지털화되고 인증된 토큰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이
더리움(Ethereum)이라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이더리움은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이자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이다.
또한, NFT는 추적 가능하며, 각 NFT에 고유한 일련번호 또는 복제할 수 없는 “지문”(“해시”
라고도 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해시는 특정 디지털 파일에서 생성된
암호화 키이기 때문에 해시는 하나의 특정 콘텐츠 사본과만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NFT 소유
자는 해시를 사용하여 NFT가 링크된 콘텐츠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권리증명 기록이며 이러한 기록은 블록체인에 저장될 다른 사
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 해당 콘텐츠(저작물이건 아니건간에)에 대한 정보, 권리 및 지불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은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형태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기록,
유지된다. NFT의 주요 목표는 해당 자산에 대한 확실한 기록과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NFT’와 ‘NFT콘텐츠’을 구분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NFT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해시가 포함된 데이터이며, 이러한 NFT에 연결되는 혹은 NFT를 통해
거래되는 콘텐츠를 ‘NFT콘텐츠’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콘텐츠는 저작물일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순 콘텐츠일 수 도 있다.
2. NFT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유형
가. 개요
NFT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저작물), 이더리움·질리콰(zilliqa)와 같은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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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코인”이라 불린다), 그리고 가상자산를 저장하거나 이를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지갑(일
명 “코인지갑”이라 불린다)03이 필요하다. 콘텐츠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거쳐서 NFT화 시키
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스(gas)라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코
인으로 지불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NFT콘텐츠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마켓 플레이스 사
이트에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NFT콘텐츠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
매가 가능해지며, 구매자는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생성된 NFT는 생성한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어떤 예술작품을 NFT로 거래하려고 할 때 그 작품의 전체 데이터 세트를 NFT,
즉 블록체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GIF). 그러나 이처럼 예술작품 전체를
NFT에 포함시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소비와 거래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예
술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NFT에 담아서 예술작품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NFT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이 링크에는 예술작품의 제목, 설명 그리고 그 예술작품이 저장
된 링크, 라이선스 계약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04

05
“NFT”의 텍스트 이미지(Creating a Smart Contract and Minting An NFT의 text image)

통상 화가가 갤러리에서 유화를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갤러리가 직접 작품을 구매자에게 건
네면 구매 대상이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 원본 유화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인쇄된 또는 온라인 경매 카탈로그에 있는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 및
설명을 통해 무엇이 판매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NFT콘텐츠가 판매되는 경
03

대표적인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로 metamask, Trezor One 등이 있다.

04

Formulating a smart contract and minting an NFT (schoenherr.eu) https://www.schoenherr.eu/content/formulating-a-smart-contract-and-minting-annft/ (2021.7.22. 최종 확인)

05	Formulating a smart contract and minting an NFT (schoenherr.eu) https://www.schoenherr.eu/content/formulating-a-smart-contract-and-minting-annft/ (2021.7.22.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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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매자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즉 구매자는 자신이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구매자는 명확히 해당 작품을 가지
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NFT를 예술작품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NFT에는 디지털 형태로 어딘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포함되어 있을 뿐 실제 복제
본에 해당되는 고해상도 파일이나 인쇄물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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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이선스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오해는 단지 필요한 설명의 생략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따
라서 판매자는 구매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NFT콘텐츠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켓 플랫폼 외부에서 NFT콘텐츠 판매를 홍보할 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나. NFT콘텐츠의 저작권 유형06
1) 첫 번째 유형: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제한적 권리(이용허락)가 부여된 NFT
이러한 경우 NFT는 반드시 디지털 예술작품에만 연결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
권자는 NFT를 판매하면서 특정 목적(일례로 박물관의 경우)으로 제한된 비배타적 라이선스만
허용할 수 있다. NFT를 제공할 때, 해당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한 라이선스는 NFT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후일 NFT구매자가 해당 디지털 작품을 이용하
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두 번째 유형: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득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NFT콘텐츠가 자사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표로서 사용되길 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저작권법은07 저작권의 상속은 가능하나, 생존 중 전부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경우 포괄적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
3) 세 번째 유형: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NFT콘텐츠 형태로 만드는 경우
NFT는 소액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음

06	Tokenized copyrights: Linking an NFT to a copyright licence (schoenherr.eu)을 참고로 재구성 https://www.schoenherr.eu/content/tokenized-copyrightslinking-an-nft-to-a-copyright-licence/ (2021.7.22최종확인)
07


Bundesrecht
konsolidiert: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Urheberrechtsgesetz, Fassung vom 02.08.2021 (문학과 예술 작품의 저작권 및 관련 보호권에 관한
연방법(통칭: 저작권법, 독일어 약칭: UrhG) 4. Übertragung des Urheberrechtes.(저작권 양도) §23. (1) Das Urheberrecht ist vererblich; in Erfüllung einer
auf den Todesfall getroffenen Anordnung kann es auch auf ondernachfolger übertragen werden.(저작권은 사망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 양도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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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제작에 소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코비드-19로 수많은 콘서트 등의 공개행사를 취
소하게 되면서 NFT는 팬들의 참여와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유도하면서 음악산업의 이목을 집
중시켰다.
Bluebox 및 VEZT와 같은 스타트업은 NFT를 통하여 음악 저작권을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각 노래의 저작권은 NFT에 의해 분할되어 판매된다. 그러면 NFT 구매자는 분할된 권리 몫에
해당되는 로열티 수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과 유사하다. 최
초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Vetz는 아티스트가 대중과 공유할 음악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동
안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ISO™(Initial Song Offering®)”를 구축한
바 있다. ISO™는 곡 정보,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료 공유 만료 기간, 공유 한도 금액 등 해당
음원에 대한 총체적인 저작권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도 구매한 저
작권 비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분배 받을 수 있다.

팬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전에는 스트리밍 형태의 복제본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CD/음반 등 상품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의 해당 음악자체의 권
리 일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한 투자는 음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도 있지만, 해당 음원이 성공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즉 로열티 수익을 얻을수도
있다.
한편 저작권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음원 창작자가 일정 비율(일례로 25%)의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분할된 권리를 구매한다고 해서 구매자가 그 음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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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원을 분할된 NFT형태로 자금화 하였어도, 음원창작자가 계속
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NFT에 의해 분할된 구매자의
권리는 실제로 로열티에 대한 권리로 제한된다.
그러나 창작자가 이미 음반사와 계약하였거나 해당 곡의 저작권의 일부만 가지고 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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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렇게 NFT에 의해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저작권의 전부양
도를 금지하는 경우 단지 라이선스 형태로만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신탁에 의한
집중관리의 경우 장래의 창작에 대한 권리까지도 양도하는 신탁계약이 존재하므로 신탁계약
과 충돌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4) 네 번째 유형: 저작권 보호를 포기한 저작물의 NFT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법체계에 의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은 완
전히 저작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인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 해당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공동저작자가 자신의 권리 지분을 포
기할 경우 해당 부분이 공유(Public Domain)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된다. 저작권의 완전한 포기, 즉 자유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
작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혹자는 저작자의 사적 권리의 보호로서 저작권은 필
수불가결이으므로 완전한 포기는 있을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포괄적 자유이용 허락으로 봐
야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일례로 CCO08의 경우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합법적 권리
의 포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체적 입장으로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로 해석될 수도 있다.
5) 다섯 번째 유형: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NFT
NFT는 저작권이 없는 자료나 더이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연결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Uffizi Gallery)에서 미켈란젤로의 그림
을 NFT로 변환하여 EUR 140,000(USD 170,000)에 판매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독특한 원본
이 우피치 컬렉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NFT는 분명히 디지털 복제본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NFT를 획득하게 된 주된 동기는 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이거나 다시
08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 (2021.7.26.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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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로 그러한 NFT를 업그레이드 하
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
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원본에 기반하여 라
이선스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NFT가 연결된 원본 이미지의 고해상도
팩시밀리 사진(high-resolution facsimile
photo)에 대한 라이선스는 가능할 수도 있
을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미지는 적어도
관련(또는 인접)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
는 별도의 독창성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EU 지침(2019/790)09에 의하면 시각적 예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러한 저작물 복제행위의 결과물 즉 복제물이 저자 자신의 지적 창작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0 따라서 개별적 독
창성이 없는 사진에 의한 복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Ⅲ. NFT 관련 저작권 쟁점
1. NFT의 생성
가. 보호받는 저작물 해당성
1) NFT생성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NFT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소프트웨어와 같이
프로그램으로서 스마트 계약11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콘텐츠 권리자가 직접 NFT를 생

12

09

EU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790)

10

Article 14 of stated directive

11

 마트 계약은 1994년 Nick Szabo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Nick Szabo는 스마트 계약을 “계약에 필요한 요소들을 코드화하여 스스로 실행되게 하는 전
스
산화된 거래 프로토콜”이라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필요성과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Nick Szabo, “The Idea of Smart Contracts,” 1997, (http://www.fon.hum.uva.nl/rob/Courses/InformationInSpeech/CDROM/Literature/LOTwinterschool2006/
szabo.best.vwh.net/idea.html). (2021.7.26 최종 확인) 여기서 스마트 계약은 법적 의미의 계약이라기 보다는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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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NFT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자는 아니다.
현재 NFT콘텐츠 제공자는 제3자(NFT플랫폼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와 서비스 약관에 의
거하여 NFT 생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 해시를 포함한 데이터셋 형태의 NFT의 저작물성
NFT를 형성하는 데이터셋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즉 데이터 단위 값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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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해쉬인 NFT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NFT
는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위한 해시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력소비와 거래비용의 문
제로 NFT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합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데이터셋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표
현되는 데이터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창작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NFT가 만들어진 경우 NFT자체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수있는가에 대하여
도 역시 부정적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수정 또는 각색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이다. 2
차적 저작물의 생성은 원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이나 자동화된 암호화 키는 원 저작물에 의
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적 저작물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링크된 저작물과 별개로 NFT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NFT콘텐츠 생성의 합법성
NFT는 특정 콘텐츠 파일에 해당하는 해시를 생성하여 만들어진다. 이 파일에는 예술작품이
나 트윗과 같이 토큰화되는 모든 작업이 포함되며 해당 파일은 사이버 공간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현재 NFT를 생성하는 일부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하여 NFT를 생성하
도록 한다. 또한 링크된 콘텐츠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NFT 마케팅에 포함된다. 따라서 NFT를
생성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NFT생성시 저
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NFT를 만드는 사람은 해당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 묶음, 즉 “권리의 다발” 제공한다. 이러한 권리에
는 복제, 배포, 공연 및 전시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음악가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샘플링하거나
리믹스하여 자신의 음악으로 판매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것처럼, NFT의 제작자는 NFT에 포함
하여 판매에 제공하고자 하는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13

허락 없는 이용은 공정 이용과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NFT 생성 및 유통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NFT에 업로드하려는 콘텐츠를 판매 등 유통에 제공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속 음반 계약을 맺은 뮤지션이라면 “음반 계약에 음반사의 동의 없이 NFT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히 당해 음악이 이미 권리 처리된 샘플을 사용한다면, 그 샘
플이 포함된 음악을 NFT에 업로드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NFT콘텐츠의 이전(Transfer)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창작자는 해당 창작물이 고정되었을 때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 고용
관계등을 통한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려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해야 하며 양도는 명시적이고 서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2 현재 많은 NFT 거래에서 이러한 저작권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지고 있
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양도에 대해 불명확한 경우 NFT콘텐츠를 취득했다고 해서 저작
권이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만약 NFT판매자가 판매용 NFT에 대한 서
면 설명에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NFT와 함께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양도가 명시적이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거래의 다른 유효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서면에 의한 저작권 양
도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원본 서명 문서방식을 지지해 왔던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조차도 전자서명법(E-Sign Act)에 정의된 전자 서명을 포함하
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과 함께 전송을 제출함으로써 전송 기록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콘텐츠 거래시 저작권이 이전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예상
되며 구매자가 저작권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권리 이전의 유효성 충족 여부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NFT를 만든 경우 해당 NFT콘텐
츠를 재판매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한 판매는 위조된 책이나 노래를 재판
매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NFT가 저작물의 특정 복제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경우 복제본의 소유권은 적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의 추가 배포는 저작권 침

12

14

17 USC § 204 (“A 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 other than by operation of law, is not valid unless an instrument of conveyance, or a note or memorandum
of the transfer,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owner of the rights conveyed or such owner’s duly authorize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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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역시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13 또
한 NFT콘텐츠의 정당한 권리자는 허락 없이 NFT에 링크된 저작물을 호스팅하는 사이트와 이
러한 NFT의 판매를 홍보하는 마켓플레이스에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게시 중단 통지(takedown notices)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콘텐츠가 게재중지
되거나 관련된 복제물들이 삭제된다면, NFT에 대한 링크가 끊어질 수 있으며, NFT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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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복제본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NFT콘텐츠 구매자는
NFT콘텐츠 판매자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
3. NFT콘텐츠의 유통
가. NFT콘텐츠 소스 혹은 출처의 합법성
일례로 밈(meme)14의 NFT생성 및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밈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고 합
법적으로 최초 배포된 것이라면 그리고 밈의 출처가 분명하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권원 있
는 복제본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유행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밈이 생성되는데 있어서 저
작권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소재로 이용한 경우 해당 밈의 합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일례로 밈에 사용된 사진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진저작권의 침해를 구성
할 수 있다. 지금까지 NFT와 밈에 대한 대중의 인기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 없는 NFT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일부 NFT 밈에 대하여 저작
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NFT의 마케팅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침해자는 NFT가 소유권 기록일
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복제본이 아니며, 따라서 후속 재판매는 영수증 재판매에 필적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원이 결정해야 할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Intellectual Reserve, Inc. v. Utah Lighthouse Ministry, Inc., 75 F. Supp. 2d 1290, 1293, 53 U.S.P.Q.2d 1425 (D. Utah 1999) (defendant ordered to remove
from website addresses to websites that defendants knew, or had reason to know, contained material alleged to infringe copyright), and Universal City
Studios Prods. LLP v. TickBox TV LLC, Case No. 2:17-cv-07496-MWF(AS) (C.D. Cal. Sept. 12, 2018)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compelling TickBox
to maintain the current iteration of the Device’s user interface, which seemingly no longer contains links to the themes and addons . . . that provided access
to unauthorized streaming versions of Plaintiffs copyrighted works”).

14

인터넷상 유행하는 짤, 사진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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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매(최초 판매의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은 이미 확립된 저작권법의 원칙이다. 저작권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합
법적인 복제본의 소유자가 해당 복제본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15 즉
최초의 합법적 판매등에 제공된 복제물에 대하여는 배포권이 소진되어 이후 해당 복제물의 계
속된 유통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한
다. 최초 판매 원칙은 중고 서점과 같은 2차 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책이나 음반 CD처럼 유체물 형태의 매체에 합체되어 있는 저작물의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소진 혹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책이나 MP3형태의 디지털 복제본의 경우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라
이선스가 인정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16 즉 전자책이나 MP3형태의 디지
털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전송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NFT의 주요 가치는 그것을 재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NFT콘텐츠 형태의
전자책과 일반적인 합법적 이용 즉 접근이 허락된 전자책의 주요 차이점은, NFT가 비독점적
인 접근이용권이 아니라 특정 법적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NFT의
대체 불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인 전자책과
MP3는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 된다. 모든 사람
이 동일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NFT콘
텐츠는 암호화 방식으로 NFT에 연결된 특정 콘텐
츠의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NFT는 실물에서
구매하는 유체물로서의 책 또는 CD(하나만 있음)
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NFT를 이런 식으로 해
석하면 한 권의 복제본을 실제 책처럼 계속해서 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NFT는 디지털 코드에
불과하므로 최초 판매 원칙은 완전히 적용할 수 없

16

15

17 USC § 109

16

 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910 F.3d 649, 657 (2d Cir. 2018) (holding that a service that allowed for the “owner” of an MP3 to sell it to another was
C
infringement because “each transfer of a digital music file to ReDigi’s server and each new purchaser’s download of a digital music file to his device creates
new phono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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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도 가능하다.17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실제 NFT 생성 및 첫 판매가 NFT에 연결된 자산의 저작권자에 의해 승
인된 것이라면 NFT의 재판매에 대하여 저작권자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저작권자는 오히려 NFT의 재판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N
F
T

4. NFT 유통 플랫폼 책임
NFT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의문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가에 NFT콘텐츠를 구매하는가 하는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의 Caitlin Ostroff는 “경우에 따라 NFT가 표창하는 콘텐츠의 가
치는 원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로부터 부과 된다”고 한다.18 일례로 다빈
치의 ‘모나리자’는 별 가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데, 만약 1503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한 원작이 판매되고 있다고 광고하는 가상화폐 플랫폼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구매 가
치가 당연히 이해될 것이다. 즉 NFT가 고가의 거래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은 구매자 또는 투자자
가 ‘소유권 증명서가 포함된 매우 가치 있는 상품을 획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사이버 안보와 신원도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
아 있다. 따라서 권리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함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검
증과 원작의 진본성에 대한 확인을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19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무권리자에 의한 혹은 작품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작품에
NFT를 생성해서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면, 많은 예술가 혹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작품
에 대한 권리침해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NFT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
고 검증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NFT 거래 플랫폼은 창작
물 혹은 저작물에 대한 주된 권리침해 사이트로 전락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를 표방하는 화폐
가 생성되고 돈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경우 NFT플랫폼 제공자 또는 운영자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
17

 edbox Automated Retail, LLC v. Buena Vista Home Entm’t, Inc., 399 F. Supp. 3d 1018, 1032-33 (C.D. Cal. 2019) (“[T]he first sale doctrine is inapplicable
R
to digital codes. The first sale doctrine applies to ‘particular’ copies that exist in the material world. See 17 U.S.C. § 101; Redbox I, Dkt. 74 at 19-24. Here, no
such physical object exists when a standalone code is transferred, or prior to the time that that code is redeemed and the copyrighted work is fixed onto the
downloader’s physical hard drive.”).

18	Wall Street Journal NFTs Are Fueling a Boom in Digital Art. Here’s How They Work featuring Interview withCaitlin Ostroff, available at https://www.youtube.
com/watch?v=zpROwouRo_M (2021.7.26.최종확인)
19	Caldarelli G, Rossignoli C, Zardini A. ‘Overcoming the blockchain oracle problem in the traceability of non-fungible products’ Sustainability. 2020;
12(6):2391. https://doi.org/10.3390/su12062391 (2021.7.26.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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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민사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특히 트윗에 대하여 이미 문제 되
었다. @tokenizedtweets로 알려진 트위터 봇
은 올해 초에 대대적인 채굴을 시작하여 트위
터와 NFT 커뮤니티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20
저자의 동의 없이 혹은 저자에게 고지하지 않
고 트윗으로부터 NFT를 만드는 정책은 여러
배우, 아티스트 등 예술가들로부터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tokenizedtweets가 자
신들의 콘텐츠와 이미지에 대하여 허락 없이 NFT를 생성하여 판매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
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5. 기타
가.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저작자 사후 50~70년이다. 이러한 보
호기간의 유한성에 대한 경제적 정당성은 저자가 이미 상업적 이용을 누릴 충분한 시간이 도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다.21
오늘날 논의되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지식이 상당부분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지식재산 권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기간을 연장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22 에버그린
(evergreening)은 “특허권자들이 그들의 특허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발명의 특허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모든 법적,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으로 통칭되어 왔다.23 이 용어는 이제 특허뿐
만 아니라 저작권에도 관련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 NFT와 관련하여 일례로 어떤 예술작품 A
의 보호기간이 2020년 종료된다고 가정해 보자. 2021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을 거래하
기 위하여 NFT를 활용한다고 할 때 그 작품에 대한 보호기간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며, 보호기

20

No, NFTs aren’t copyrights |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21/06/16/no-nfts-arent-copyrights/ (2021.7.26.최종확인)

21

Robert M Hurt and Robert M Schuchman ‘The economic rationale for copyrigh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No. 1/2 (Mar 1, 1966) pp. 421-432

22

Robin Feldman ‘May your drug price be evergreen’ Journal of Law and the Biosciences (December 2018) Volume 5 Issue 3, pages 590–647

23	Thomas Faunce ‘The awful truth about evergreening’ The Age (17 August 2004) https://www.theage.com.au/national/the-awful-truth-about-evergreening-20040807-gdyero.html (2021.7.26.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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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이미 완료된 것이다. 다만 NFT에서 거래된 것은 그 원작의 가치이다. 당연히 그 작품의
복제본이 사이버 공간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자유로인 이용할 수 있는 자유저작
물이다. 그러나 원본의 경우 예술영역에서 가지는 상업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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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의 특성
저작권은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전시대여배포 등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개별 권리들은 거의 무제한으로 계약에 의해 분할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이러한 배타적 권리
는 지리적 위치, 여러 당사자, 다양한 미디어 등으로 양도 및 분할될 수 있으며, 분할 가능한 각
권리에는 고유한 기간, 가격 및 지불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렇듯 권리가 분할되거나 이
용허락 된 다음에는 그러한 권리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다. NFT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NFT는 저작권자가 원
본 저작물 또는 분할된 권리의 항목을 추적하고 관련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NFT가 모든 저작권 이전에 사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며, 현
재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만약 NFT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이용허락 혹은 양도하는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회계처리는 이러한 분할된 모든 이해 관계를 추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이다. 현재 NFT는 암호화폐처럼 더 작은 값으로 나눌 수 없다. 따라서 NFT자체의 분할은 곤
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NFT는 앞으로 특정 저작물의 복제본에 대한 완전한 권리관
계뿐만 아니라 해당 복제본에 대한 분할된 권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일례
로 고가의 디지털 예술작품을 구매한 NFT콘텐츠 구매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NFT콘텐츠의 일
부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NFT콘텐츠 권리자는 자신이 판매한 NFT콘텐츠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해당 NFT콘텐츠의 후속판매, 즉 재판매에 대한 일정 비율을 추가 대가로 받을 것을 약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이 NFT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이전된다면, 블록체인
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권리내용, 지불내역, 소유지분을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명
이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다른 이들의 권리 실행이나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권리의 다발이라는 저작권의 속
성, 즉 분할가능한 저작권의 속성이 NFT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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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며
현재의 NFT열풍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NFT사례에서 저작권법이 어떻
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NFT는 정확한 분산기록을 유지하고 모
든 권원 있는 복제본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받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의 보호 및
정당한 이용료 획득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NFT에 연결
되는 저작권의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NFT콘텐츠의 생성, 이전, 유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 NFT콘텐츠 이용과정에서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나 아쉽게도 본
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 시장에 대한 적극적, 섣부른 규제보다는 시장이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막 시작된 NFT콘텐츠 유통시장이 창작자의 수익
구조 향상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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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 거래의 시의성과 저작권 관련 논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서,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그 유래로 하는데,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실세계와 같은 사
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거래 수단으
로 더욱 각광 받을 것임이 예고되면서, NFT의 가치는 향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또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형체가 없는 NFT를 이용한 거래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법적 관념이나 법리와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임
이 분명하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NFT에 원본
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어느 범위에서 화체되어 있는지, NFT가 판매될 때 양도되는 권리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한 것 등으로, 아직까지 명쾌한 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저작
권 법리를 생각해보면 창작자에게 소유권 및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고, 창작자가 NFT로 작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개별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며, 저작권도 일정 범위에
서 이전 혹은 라이선스가 부여될 것임이 예상된다. 이러한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관계 외에
도 각 플랫폼에게 부여되는 사용 권리도 고려해야 하는 등 간단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 간의 관
계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NFT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
반으로 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계약 형식으로 계
약을 체결하는데, 소유권자, 전송 방식, NFT의 대상물을 등의 조건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계
약의 교섭과 이행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 및 저장된다.
이와 같이 아직 관련 법리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각국에서 NFT를 이용한
사업은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가장 논의와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 외의 나머지 해외 국가에서 NFT와 관련된 업계 현황과 저작권 관련 이
슈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법리 개발에 어떻게 힘써야 할지 그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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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업계에서의 NFT 활용 사례
가. 캐나다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
NFT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크립토키티’는 캐나다에 기반을 둔 신생 기업인
Dapper Labs가 2017년 제작한 게임으로서, 사용자가 NFT 형태로 제작자가 설정한 알고리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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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상 고양이인 크립토키티를 구매, 판매, 번식시킬 수 있다01. 크립토키티 게임은 고양
이가 그 이미지를 입힌 NFT이며,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져 각각의 고양이들은 희소성을 가지
고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각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NFT로 표시되며, 스마트계
약을 통해 소유권을 추적하게 된다. 희귀한 크립토키티가 생성되면 입찰하여 플레이어들이 경
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가 높아진다.
2017년에 플레이어들은 크립토키티를 구입하기 위해 670만 달러를 지불하였고, 2018년에
독점 크립토키티 “Celestrial Cyber Dimension”이 경매에서 14만 달러에 판매되고 “Dragon”이라는 크립토키티가 17만 달러02에 판매되기도 하는 등 그 가치를 한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게임으로 2018년 현재 320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이더리움 트래픽의
25%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크게 흥행하였는바, 이 게임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NFT 거래
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나. 일본 SEGA, 2021년부터 클래식 IP 관련 NFT 판매
일본의 다국적 비디오 게임 개발 및 퍼
블리셔인 SEGA는 2021년 여름부터 “클래
식(대표) IP(지식재산권)와 관련된” NFT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03. SEGA는 일본
로컬 게임 회사인 “Double Jump Tokyo”
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시작한
다. 과거 SEGA가 출시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클래
01

Bloomberg, NBA Stars Lining Up to Become Backers of New Blockchain Project, 2020. 8. 6. .

02

VentureBeat, CryptoKitties explained: Why players have bred over a million blockchain felines, 2018. 10. 6.

03

NFT News Today, SEGA Announces it Will Sell NFTs in Summer 2021,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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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IP가 출시 당시의 비주얼 아트, 게임에 사용되는 이미지, 그리고 BGM 등의 자산으로 되어
이들을 NFT콘텐츠로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SEGA는 이를 시작으로 현재 개발 중인 IP와 향후
출시될 신규 IP에 다양한 NFT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이용자가 보유한 NFT 콘텐츠
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NFT 활용 사례
가.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SKE48’의 NFT 트레이딩카드 최초 판매
일본 블록체인 기업 주식회사 Coinbook(코인북)은 이더리움의 ERC-721 토큰에 부합한 트
레이딩 카드 플랫폼인 “NFT 트레이딩 카드(NFT Trading Card)”를 출시04하였는데, 이는 엔
터테인먼트 아이돌 분야에서 NFT를 활용한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처음으로 발행한 것이다.
사카에, 나고야에 거점을 둔 아이돌 그룹 “SKE48”의 새로운 사진들을 담은 “Suddenly NFT
Trading Card”라는 첫 번째 콘텐츠를 2020년 10월 3일 출시하였다.
NFT는 해당 항목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며, 게임아이
템과 회원, 소유권 등 활용의 폭이 넓어서 아이돌 매니아 시장에 적합해 보인다. NFT 트레이딩
카드는 연예인의 이름, 공연명, 발행 매수, 구매자 등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재된 사용자 간
에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 정보가 추가되며, 기록을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
여 카드의 진위를 보장하게 된다.
나. 중국 아티스트 A Duo, 최초로 NFT 이용한 곡 판매
‘Sisters Who Makes Waves’라는 talent쇼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A Duo는 최초로 NFT로
노래를 판매한 중국 아티스트 중 하나05이다. 그녀의 싱글곡 “Water Know”는 2021년 5월 25
일 경매에서 47,000달러에 낙찰되었고, 모든 수익금을 시골 지역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UCCA Labs가 3월에 사상 첫
암호화폐 전시회를 개최한 데 따른 것으로 NFT의 중국 주요 예술 분야 진출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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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 Post, 人気 アイドルグル?プ「SKE48」のデジタルトレカが イーサリアムERC721を活用 , 2020. 10. 5.

05

Jing Daily, NFTs Are Shaking Up China’s Art Scene,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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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FT를 통한 음악 판매 방식은 특히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음악가들의 52
퍼센트가 어떠한 수입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NFT 시장은 신흥 아티
스트에게 더 크고 민주적
인 플랫폼(누구나 인터넷에

N
F
T

서 NFT를 구입할 수 있음)
을 제공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에서도 아티스트부터 버츄
얼 패션 디자이너에 이르기
까지 디지털 소양을 갖춘 크리에이터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인재들이 이미 럭셔리
브랜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
다. 캐나다 록밴드 ‘Kings Of Leon’의 NFT 앨범 발매
블록체인 회사인 YellowHeart, 캐나다 기반의 록 밴드 Kings of Leon, 그리고 Rolling
Stone(롤링스톤)이 협력하여 Kings of Leon의 최신 앨범을 “NFT Yourself”라는 명칭으로 출
시했다. NFT로 구매 시 한정판으로서의 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먼저, 구입처로는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애플뮤직과 아마존 등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일반 앨범과 달리 이번 NFT
버전은 YellowHeart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각 토큰은 “향상된 미디어”로 50달러에 판
매되는데, 한정판 음반(vinyl)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포함된 가변적인, 이동식 앨범 커버를
포함하며, 구매기간은 2주 동안만 가능하다. 그 후에는 이러한 특수 토큰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차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Yellow Heart는 이러한 NFT 판매
를 통해 스트리밍 도입으로 매출이 감소한 가요계에서 앨범 가격을 회복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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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 FT 전시회 개최 등 오프라인 미술계에서의 적용: 러시아 Hermitage
박물관06 외
세계에서 2번째 대형 미술관인 러시아 국립 Hermitage 박물관이 NFT를 활용한 디지털 미
술전을 2021년에 개최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Hermitage NFT project”는 러시아 최초로 NFT 예술 분야에서 열리는 전
시회가 될 것이라고 박물관이 공식 발표하였다. Hermitage의 현대 미술 부서는 “Hermitage
20/2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저작
권 및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라고 공표하였다.
Hermitage에서 작품을 전시한 아일랜드의 컨셉츄얼 아트 작가인 Kevin Abosch 와 같은 일
부 작가들은 디지털 아트 설치를 위한 NFT 기술을 실험하면서 암호화 산업에 크게 관여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위치한 Kiwi Space(키위 스페이스) 쇼룸07은 다양한 NFT 아
티스트와 NFT 공간에 대하여 Kiwie 1001이 주최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Galerija Centrs에서 개최되는 이 공개 전시회는 6월 초부터 Kiwie 1001의 Discord 사용
자들이 직접 투표한 신진 NFT 아티스트와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린츠의 Francisco Carolinum Linz에서는 2021년 6월 11일부터 9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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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TELEGRAPH, Russia’s Hermitage museum to host NFT art exhibition, 2021. 3. 26.

07

COINTELEGRAPH, Digital turns physical: Top NFT galleries to visit in-person in 2021,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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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Proof of Art” 전시회가 열리며 이는 ”세계 최초의 NFT 전시회로서, NFT의 예술 업
계에의 역사, 적용, 미래 예측과 그 영향에 관한 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Francisco
Carolinum Linz는 온라인으로도 이더리움 기반 Cryptovoxels에 박물관을 구축하여 NFT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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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Glory Star
New Media Group Holdings Limited’(‘Glory Star’)는 NFT 기술의 추가 개발과 적용을 위
해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4월 22일 베이징 민성 미술
관(Minsheng Art Museum)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NFT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08.
Glory Star는 디지털 예술작품의 민팅, 저작권 보호와 베이징 민성 미술관과 협력사가 관리
하는 컬렉션을 위한 NFT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 공동 NFT 자산을 민팅
하고 NFT 예술 작품 및 기타 수집가능한 디지털 작품들의 거래에 참여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lory Star는 중국 미술품의 유통과 홍보를 촉진할 수 있는 ‘CHEERS
e-Mall’이라는 플랫폼에 문화예술 컬렉션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합할 예정이다.

5. 러시아 NFT 미술품 거래 사례
가. 작품이 자동생성 봇에 의해 무단으로 NFT 아트로 제작되어 경매처에 업로드된 사건
@tokenizedtweets라는 이름의 자동화된 NFT 트윗 작성 봇이 있는데, 해당 봇은 트윗 소유자
에게 알리지 않고 트윗의 NFT를 생성09하였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해당 트윗을 NFT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윗 아래에 위 봇을 언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NFT 창출이 가능하다.
러시아 예술가 Weird Undead는 자신의 가장 최근 작품을 홍보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신
의 트윗 아래에 한 사용자가 “@tokenizedtweets”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여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큰 NFT 경매처 중 하나인 ‘OpenSea’에서 자신의 트윗(그림이 포함된)이 거래되고

08

CISION PR Newswire, Glory Star Announces Signing of Cooperation Agreement With Beijing Minsheng Art Museum for NFT Applications, 2021. 4. 22.

09

ABC News, Artists report discovering their work is being stolen and sold as NFTs,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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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그녀는 OpenSea에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고, OpenSea는 이
를 삭제하였다.
나. 작가 유족과의 협의에 의한 NFT 경매 진행
바라노프 로시네(Baranoff-Rossiné, 1888-1944)는 큐보 퓨처리즘을 따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화가, 조각이자 발명가이며, 그의 1910년 작품 ‘아담과 이브’는 2008년 크리
스티 런던에서 530만 달러에 경매10되기도 하였다. NFT 경매장인 “Mintable”은 바라노프의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3회의 경매와 6회의 한정판 판매에서 그의 작
품에 대한 9개의 순수 디지털 NFT 작품의 추가 판매를 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한 작가에 대해
서도 그 상속인들과의 협의하에 작품에 관한 NFT 판매가 가능하다.

6. NFT 출시를 통한 기존 업계의 저작권 보호 등 외연 확장
가. 야후 재팬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NFT 거래 개시
2021년 7월 27일, 라인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업체 LVC가 야후 주식회사와 NFT 유
통을 목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다11는 것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야후 재팬의 경매사이트 ‘야
후오쿠!’에서 2021년 겨울에 NFT 거래가 시작된다. 이번 제휴로 사용자는 라인 블록체인의
자체 가상자산 지갑인 비트맥스 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NFT를 ‘야후오쿠!’로 전송하여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라인 NFT는 2021년 6월 30일 NFT 마켓 시범서비스를 출시하였는바, 위와 같
은 제휴를 통해 더욱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여 NFT 콘텐츠 유통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일본 Gaudiy사의 NFT를 이용한 전자책(e-book) 소유자의 이익 반환 매커니즘 개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은 대부분 책의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읽을 권리”를 구입하는
방식인데, 이는 저작권 보호 등 데이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
식으로서, 해당 권리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통해 열람, 복사가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DRM은 전자책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고유의 사양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10

NFT News Today, NFT Marketplace Mintable Auctions 1926 Painting Abstract Composition by Wladimir Baranoff-Rossiné, 2021. 3. 17.

11	파이낸셜 뉴스, 라인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NFT, 日 야후 옥션서 거래한다, 2021. 7. 27.; Blockchain Services, Yahoo! JAPAN and LINE to Collaborate in NFT to
Expand Secondary Market,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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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해당 사업자가 지정하는 단말기나 뷰어로만 전자책을 읽을 수 있었다.

블록체인을 다루는 일본 Gaudiy사는, NFT를 이용하여 전자책 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매커니즘을 개발12하였다. 이때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받은 권리는 “데이터 소유 전자책 (data-owned electronic books)”으로 평가되면서, NFT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은 전자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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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면서 데이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종이책처럼 판매할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NFT 발행을 통해 ‘전자책 내용에만 저자 사인 추가‘, ‘초판 도서 한정 판매’,
‘판매 후 주요 부분 추가 또는 변경’ 등 다양한 변형도 가능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전자
책의 상품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다. SIAE(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협회)와 블록체인 플랫폼 알고랜드의 협업에 따른 SIAE
회원의 NFT 출시
SIAE(Italian Society of Authors and Publishers)는 이탈리
아의 신탁관리단체로서,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을
담당한다. 한편, 알고랜드 주식회사(Algorand Inc.)는 대형 블록
체인 회사이며, 알고랜드(Algorand)는 알고랜드 주식회사의 플
랫폼 이름이기도 하다.
SIAE와 알고랜드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방형 생태계
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첫 단계로 95,000명이 넘는 저자
의 권리로서 450만 개 이상의 NFT를 디지털화하였다13. 이 NFT는 국가별로 나누어진 각 구성
원의 다양한 권리를 나타내며, 동일 지식재산에 연결된 다른 아티스트 권리자의 정보, 작업, 관
련 작업을 온체인으로 업로드하면, DSP(Digital Service Provider)가 관리하는 정보와 링크가
생성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 스마트 계약의 간단한 적용을 통해 스트리밍 사용료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DSP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음악 재생횟수 역시 저작권자가 직접 관
리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기존 저작권료 징수 체계의 혁신 효과가 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Coindesk Japan, 電子書籍 を古本 として売れる？NFTをブロックチェーンで管理 、の創出 へ──Gaudiyなどが実証実験 , 2020. 7. 15.

13

the Cryptonomist, SIAE: “Abbiamo scelto Algorand perche non consuma tanta energia”,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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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의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지위에 관한 법적 성명 발표와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착수
영국에서는,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상태에 관한 법적 성명을 2019년 11월 18일 발표
하였다14.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었고,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위 영역에서 필요한 시장 신뢰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암호화 자산의 경우, 그 결론으로, 일반적으로 재산이 갖는 법적 표지들을 모두 보유하
며, 이에 따라 영국법상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경우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기록되어야 하나, 영국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충족하였다
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도 법률 원칙에 따라 식별, 해석 및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
는데, 문서 서명 요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 키를 사용하거나 코드 요소가 소스 코드에
기록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위 성명은 암호
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에 기존의 영국법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선언이다.
이후에도 영국정부에서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암호화 자산 및 스마트 계약 관
련, 현행법을 분석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15인
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영국이 디지털 자산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그 입법
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해외 사례에 대한 고찰과 국내법상 지향점
이와 같이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국에서는 저작권과 밀접히 연관된 미술계, 게임 업
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에서 NFT를 적용시키면서, 크립토키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상품
을 창작하거나, 기존 권리나 상품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알고랜
드 사안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던 권리를 권리자가 보유·행사하게 하는 등 원권리
자가 조금 더 자유롭고 넓은 범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일조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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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1/LegalStatementLaunch.GV_.2-1.pdf

15

Law Commission, https://www.lawcom.gov.uk/adapting-english-law-for-the-digital-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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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알 수 있다.
NFT는 작품 또는 제품을 NFT로 민팅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경매 등으로 이를 극대화 시키
는 작업인데, NFT 자체가 바로 그 작품 또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러시아 자동생성 봇 사건에서와 같이 저작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N
F
T

창작물이 NFT화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무권리자가 무단으로 NFT를 제작하여 판
매하는 경우, 애초에 대상물이 진품이 아닌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실제
권리자가 아니거나, 대상물이 진품이 아님에도 NFT화 된 허위정보가 진품처럼 유통되게 되어
소비자 및 권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존재하며, NFT가 활성화 되면서 점점 이러한 부
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럭셔리 브랜드 G사의 가방이 동일 모델인 오프
라인 모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이 큰 화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한정판 물품들도 출시
되어 대거 판매된 바 있다. 어깨에 멜 수도, 소지품을 넣을 수도 없는 데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럭셔리 가방 구입을 위해 몇 백만 원을 투자하는 새로운 MZ세대의 소비 형태에서 향후
잠재적인 NFT 시장이 상당히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
이 저작권법 등 기존 법리를 발전시켜 새로운 법률 관계에 맞는 법리를 개발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NFT가 양지에서 적법한 거래 수단과 권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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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Illicit Streaming Devices

03.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의 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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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정태호┃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전공 교수

1.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2. 해당 판결의 효과 및 영향
3. 해당 판결의 시사점

1.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최근인 2021년 5월 24일에 말레이시아(Malaysia)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지식재산고등법원(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은 저작물에 대
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TV 박스(TV Boxes) 또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 이하 “ISD”라 함)의 판매, 판매와 배포를 위한 제공 및 공급이 말레이
시아의 1987년 저작권법01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02 이 사건은
01	말레이시아 현행 저작권법은 1987년에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참조)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malaysia/malaysia.do#n).
02	Digital News Asia, “Astro hails IP High Court’s decis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2021.5.24. (https://www.digitalnewsasia.com/business/astro-hails-iphigh-courts-decision-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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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Astro)03의 서비스 제공업
체인 Measat Broadcast Networks
Sdn Bhd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나 콘텐츠 서
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사전에 로드한 ISD 판매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구체
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서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셋톱박스(set-top box)의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04 이번 판결
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서 말레이시아가 불법적인 셋톱박스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통보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05

2. 해당 판결의 효과 및 영향
해당 판결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민사소송에서 이에 관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다. 즉 해당 판결의 선고는 최근 ISD의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제기된 형사소송들의 판결에서의 동향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06
해당 판결에 앞서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하드웨어 및 장비 등을
판매하는 IT 회사의 이사가 Shah Alam에 위치한 법원에서 1987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제
03	말레이시아의 텔레비전 방송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위성 텔레비전 방송으로 나뉘는데, TV1, TV2, TV3와 같은 대부분의 지상파 TV가 무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대상판결에서의 아스트로(Astro)와 같은 위성 TV는 보통 가입 기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Chin Khang Juin, Copyright is Relevant to Everyone, Henry Goh & Co Sdn Bhd, 2017)(https://henrygoh.com/copyright-is-relevant-to-everyone/).
04	Andy Maxwell, “Sale of Pirate Streaming Devices Declared Illegal By Malaysia IP High Court”, TorrentFreak, 2021.5.25.(https://torrentfreak.com/sale-ofpirate-streaming-devices-declared-illegal-by-malaysia-ip-high-court-210525/).
05	2020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5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회의에서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장치
의 각국내의 취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안하였다.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을 취합하여 2020년 10월 제51차 IPEG
회의에서 결과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말레이시아의 방송사와 권리자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
였다(Andy Maxwell, 앞의 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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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News Asia,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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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A조 제3항07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방송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
도록 만들어주는 LONG TV Android(롱 TV 안드로이드) 박스08를 판매한 혐의로서 2020년 9
월 2일에 저작권법 제41조 제1항 (ha)09의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이
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 박스를 판매하
였다는 이유로 해당 이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10 말레이시아 법원이 저작물에 대한 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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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장비의 판매자에게 형사사건으로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
판결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11
이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국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디지털 저작
권 침해로 인해 매년 약 30억 RM(링깃)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12 이 형
사 판결을 계기로 2021년 2월 10일에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KPDNHEP)는 저작
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수신 및 제공하는 장비 등의 공급자나 판매자를 엄중히 조치하
겠다고 경고하면서 불법 셋톱박스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13
그 이후인 2021년 2월 16일에는 한 모바일 액세서리 회사의 여성 이사에 대하여 아스트로
(Astro)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TV 미

07

제36A조(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3) 누구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조, (b)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의 수입, (c) 사업 과정에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는 것[(ⅰ)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ⅱ) 판매
나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ⅲ) 판매나 대여를 위해 광고하는 것, (ⅳ) 소유하는 것, (ⅴ) 배포하는 것], (d) 저작권자를 해할 정도의 사업 과정 이
외의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 (e) 다음 각목의 기술, 장치 또는 부품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것[(A)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
로 판촉, 광고 또는 홍보되는 것, (B)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만을 가지는 것, (C) 기술적 보
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하게 디자인되거나 개작되거나 실행된 것]

08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롱비전미디어그룹에서 개발한 롱 TV 박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
이드 TV 박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홍성아,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저작권 동향(2021년 제5호), 2021.3.26., 1쪽).

09

제41조(범죄) (1)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실연자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이 선의로 행동했고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가 그
것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수 있음을 상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ha) 제36A조 제3항에
서 언급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이나 장치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

10

 판결에 따라 말레이시아 법무부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공급
이
업체와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malay mail, “The local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y has suffered about RM3
billion in losses annually due to digital piracy”, 2021.2.24.).(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2/24/local-media-entertain
ment-industry-loses-rm3b-annually-due-to-digital-pirac/1952294).

11

홍성아, 앞의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1쪽.

12

malay mail, 앞의 글 참조.

13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장비를 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최소 4천 링깃(RM)(한화 약 110만원)부터 최대 4만 링깃(RM)(한화 약 1,100만원)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됨(홍성아, 앞의 글,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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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박스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14 즉 해당 여성은 1998년 통신 및 멀티미
디어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3만 링깃(RM)(한화 약 831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말레
이시아에서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최초의 ISD 판매자가 되었다.15
한편 지식재산고등법원이 ISD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민사판결인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
아에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당 판결이 디지털 저
작권 침해와의 싸움에 대한 강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스트로(Astro)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판결이 말레이시아에서의 ISD 등에 관한 저작
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과감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라일라 사트(Laila Saat) 아스트로(Astro) 규제국장은 ISD 등이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해당 판결은 향후 전자상거
래 플랫폼 등에 관한 시장에서 ISD 등의 판매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의 대표적 선
례가 된다고 언급하였다.16 그리고 줄카르나인 무함마드(Zulkarnain Muhammad)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MyIPO) 부국장은 ISD 등의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직
접적인 저작권의 침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감퇴
시키는 것으로서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계기로 ISD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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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ndy Maxwell, 앞의 글.

15

홍성아, “[문화정책/이슈] 말레이시아 콘텐츠 저작권 강화 나선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3.6.
(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9643&page=1&find=&search=&search2=).

16

Andy Maxwell,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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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소송들이 말레이시아 법원에 더욱 많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7
과거부터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KPDNHEP)는 2019년
불법 콘텐츠의 온라인상 이용 감소를 위해 246개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단의
목적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셋톱박스의 유용성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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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고, 말레이시아는 이와 병행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품질보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샘
플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2차적 규제방안을 전개하
기도 하였다.18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였던 것은 모든 ISD 등을 판매하
거나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명확한 판례 등의 법적 근거를 기대하고 있었
는데, 해당 판결이 이러한 기대를 해소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19

3. 해당 판결의 시사점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아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ISD 등의 판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올바른 조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판결이라고 말레이시아
의 관련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즉 ISD 등에 대한 해당 판결은 가입자들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스트로(Astro)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판결을 통해 말레이시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
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작권의 보호와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의 퇴치 노력이 강
화되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해서 정부 당국과 콘텐츠 업체 등이 협력하여 콘텐츠의 불법 복제
는 불법이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
셋톱박스(set-top box) 또는 ISD의 제조 및 판매는 광대역 인터넷 보급의 성장을 반영하고

17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18

Andy Maxwell, 앞의 글.

19

Id.

20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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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텔레비전 및 기타 콘텐츠를 얻
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고 볼 수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
지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ISD의 사용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현재 ISD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
율은 태국(45%), 필리핀(28%), 말레이시아
(25%), 싱가포르(15%) 순이었다. 또한 ISD를 구매했다가 법정 유료 TV 가입을 취소한 소비자
의 비율은 태국(69%), 말레이시아(60%), 싱가포르(28%), 필리핀(18%) 순이었는데,21 말레이시
아도 ISD의 구매를 통해 법정 유료 TV의 가입을 취소한 소비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자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한편으로 2020년 3월에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제50차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회의에서, 미국은 APEC 국가들에서 ISD가 어
떻게 합법적으로 취급되었는지에 대해 정보의 국내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안했다.22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말레이시아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ISD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으며,23 HOOQ, Roku 및 Apple TV와 같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해당 장치를 통해서만 라이선스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지만, ISD는 시
장의 특정 부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서 ISD에 관한 문제가 합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자국 내에
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8

21

Thomas, Jason. “Illicit Streaming Devices a Growing Concern.” The ASEAN Post, 25 Feb. 2019
(https://theaseanpost.com/article/illicit-streaming-devices-growing-concern).

22

Peter N. Fowler, “Report on Results of Survey Questionnaire on Domestic Treatment of Illicit Streaming Devices by APEC Economies”, APEC/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21.3, 1쪽.

23

Peter N. Fowler, 앞의 보고서, 6쪽.

24

Peter N. Fowler, 앞의 보고서,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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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산업과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예상 손실은 연간 30억 RM(링
깃) 이상이고 5억 RM(링깃)의 국가세입과 수천 개의 일자리에 위협을 준다고 말레이시아에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25 그러므로 이를 통해 ISD에 관한 문제 해결이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미
치는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 등이 평가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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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해당 판결과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등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어려움이 보이기도 한
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도 ISD 등의 판매와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불
특정 다수의 경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
해 일부 조사가 무산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26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도 말레이시
아 정부 당국에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조사
및 기소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이에 관한 노력을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APEC회의에서의 미국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 응답보고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말레이
시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히 ISD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므로,27 해당 판결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실제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
로 이루어질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의
뒷받침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점이 실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26

Andy Maxwell, 앞의 글.

27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여러 국가에서 ISD를 사소한 문제로 보아 이 장치
를 특정한 위협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었는데, 말레이시아는 ISD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호주, 뉴질랜드, 대한
민국은 국내 방송사와 권리 보유자들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았고, 러시아와 브루나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중국은 위협의 규모
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Thomas, Jason. 앞의 글 및 Andy Maxwell,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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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의 배경
2.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2020년 12월, 미국 의회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업적이고 영
리적인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Protecting Lawful
Streaming Act of 2020)”을 통과시켰다. 본고에서는 이 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
여 살펴본다.

1. 입법의 배경
음악이나 비디오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된 컨텐츠 사용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합법적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적인 스트리밍도 성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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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화와 같은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이를 중대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미국 법에서는 저작물의 스
트리밍은 복제나 배포와 달리 중죄가 아니라 경범죄로만 처벌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2011
년 제안된 “Stop Online Piracy Act”(SOPA)와 같은 법안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큰 반대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입법된 “합법 스트리
밍 보호법”은 개인이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하는 웹사이트 중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대상을 정한 후 그러한 행위만을 중죄로 처벌
하도록 입법되었다.

2.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의 주요 내용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고의로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공중에게 디지털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 다음의 것들이다. ①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공된 것, ② 저작물을 불
법적으로 디지털 송신의 방법에 의해 공연하는 것 이외에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③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하는 데에
따른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홍보되는 것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또
는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만일 위반행위가 ‘상업적 공연을 위해 준비되고 있
던’ 1개 이상의 저작물과 관련되어 있고, 행위자
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연속될 경우에는 위 징
역형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상업
적 공연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저작물’이란 컴
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 다른 시청각
저작물 또는 녹음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상업적
공연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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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국 내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하에 상업적으로 공연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영화가 상영
시설에서 관람된 이후에 상영시설 밖에서의 관람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물이 아직 공중에게
판매되기 전인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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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위 법은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중한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통상
적인 온라인 서비스나 비영리적 활동, 의도하지 않게 승인받지 않은 저작물을 스트리밍한 개
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선 법안들이 우발적으로 비디오나 음악을 스트리밍한 개인들까지도 징역형에 처해
질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힌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02 다만 우리의 경우 저작권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입법상 창작할 만한 것
은 아니라 보인다.

01

법 2319C조.

02

https://torrentfreak.com/us-passes-spending-bill-with-case-act-and-felony-streaming-proposal-201222/ 참조(2012. 4. 20. 마지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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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음반산업협회(RIAA), 힙합 스트리밍 사이트
‘Spinrill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I. 들어가며
II. 애틀란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v. 스핀릴라(Spinrilla)

III.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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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스트리밍 서비스
B.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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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실관계
B. 법원의 판결
1. 저작권 침해 여부
2. 세이프하버 조항 적용 여부

I. 들어가며
2017년 2월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 등(이하 “원고들”)과 함께 피고 스핀릴라 유한 책임회사(Spinrilla, LLC,
이하 “Spinrilla사”) 및 Spinrilla사의 대표 제프리 딜런 코플랜드(Jeffery Dylan Copeland)
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Spinrilla사는 힙합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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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Spinrilla 웹사이트 및
Spinrilla 모바일 앱(이하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런칭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Spinrilla사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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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들의 4,082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11월 30일 위 사안에 대하여 조지
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연권) 직접침해
에 해당하며, 피고는 미국 저작권법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애틀란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v. 스핀릴라(Spinrilla)
A. 사실관계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이용자는 크게 일반 이용자와 DJ 이용자로 나뉜다. 일반 이용자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된 낱개의 음원 또는 여러 음원을 하나의 앨범 형식으로 편집
한 믹스테이프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음원은 대
부분 DJ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된다. DJ 이용자들이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음원을 업로드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Spinrilla 웹사이트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티스트 계정을 생성해야
하고, 생성된 아티스트 계정을 통하여 mp3 파일 음원을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직접 업로
드할 수 있다.
B. 법원의 판결
1. 저작권 침해 여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원을 스트
리밍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공연권01을 침해하므로 저작권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01

17 U.S.C. § 106(6)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해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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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
해자로 주장되는 경우, 단순히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개체
를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개체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침해행위와 불법복제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법원은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서의 스트리밍 행위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7 U.S.C.
§ 106(6)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하여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란 구체적으로 공연을 수신할 수 있는 대중이
동일한 장소 또는 별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수신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장치 또는 방법에 의하여 공연을 공중에게 송신, 기타 전달할 권리를 말한다.
미국법원은 먼저 스트리밍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음원 또는 동영상 데이터가 전송되는 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동영상 데이터의 꾸준한 흐름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 전자 수신되는 즉시 음악저
작물을 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트리밍을 17 U.S.C. § 106(6) 상 공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다운로드
는 음악저작물의 디지털 복사본이 포
함된 전자 파일을 온라인 서버에서
로컬 하드 드라이브로 전송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이용자는 다운로드 전
송 중에 해당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없으며 전자파일이 이용자의 하드 드
라이브에 저장된 후에만 음악저작물
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17 U.S.C.
§ 106(6) 상 공연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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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트리밍의 정의를 근거로 법원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음악저
작물을 녹음한 파일을 스트리밍한 행위는 공연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음악녹음물을 공연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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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 적용 여부
피고 Spinrilla사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17 U.S.C. § 512에 따라 피고의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U.S.C. § 512는 일명 세이프하버(Safe harbor)라고 불리는 조항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Spinrilla사가
주장한 17 U.S.C. § 512(c)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관련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공자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인터넷서비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자료를 저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U.S.C. § 512(c)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자격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서
비스제공자가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식02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경우 침해
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할 것
②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할 것
③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수신할 지정대리인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지정하고,
동일한 지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할 것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자격요건은 위 3번 지정대리인의 지정과 등록에 관한 것이었
다. Spinrilla는 사전에 위 1번 및 2번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3번의 자격요건 중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동일한 지정대리인
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놓치고 이 사건이 제기된 날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뒤늦

02

추정적 인식(red flag knowledge)이란 침해행위가 명백한 상황의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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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마 완료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즉 지
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날)인 2017년 7월 29일 이전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양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시사점
A.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스트리밍 서비스
원고들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외에도,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배포권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을 각각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침해행위는 스
트리밍이었고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가 주장된 저작권은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이었으
므로, 법원은 피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참고로 다수의 연방법원이 이미 피고가 직접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였거나 이를 직접 야기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Perfect 10, Inc. v. Giganews, Inc., 847 F.3d 657 (9th Cir. 2017), Disney Enters, Inc. v. Hotfile Corp., 798 F.
Supp. 2d 1303 (S.D. Fla. 201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로 구분한 뒤, 다운로드 서비스
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행위가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법상 Spinrilla의 행위를 공연권 침해의 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
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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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
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은 스트리밍 행위를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03 다만, 규제의 필요
성이 컸던 소리바다나 웹하드에서도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만 인정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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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공연권 침해의 ‘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
시적 복제도 복제로 보고 있고, 스트리밍은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의한 면책도 되지 않을 것
이므로(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참조),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송권 침해의 정범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복제권과 전송
권 침해의 방조책임 성부만 검토되어도 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B.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의 적용
스트리밍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라이선스 확보 전에 이
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른 혜택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확인
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고 Spinrilla사와 같이 세이프하버 조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
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침해저작물 1건 당 최대 15만 달러(약 1.6억원) 상당의 법정손해배상
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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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성호,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25호 (1996. 11.), 599, 604. 윤선희 등,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법적 문제 :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13호 (2003), 30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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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하다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복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1. 들어가기
2. EU 의회가 제안한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 초안
3. 본 보고서에 대한 찬반 논의
4. 최근 EU 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들

1. 들어가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스
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 보고
서는 저작권자 또는 ‘인증된 트러티드 플래거(certified trusted flagger)01’의 통지를 받으면
30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에 대하

01	여기서 ‘트러티드 플래거(trusted flagger)’는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금지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객체를 의미한다.
https://www.isdc.ch/media/1585/8-commissionrecommendationonmeasurestoeffectivelytackleillegalcontentonline-1.pdf (“ ‘trusted flagger’ means an individual or entity which is considered by a hosting service provider to have particular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purposes of tackling illegal content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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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요구했다. 특히 스포츠 경기는 불법적인 스트리밍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는 바로 그 시점에
즉시 중단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기가 끝난 이후의 늦은 제재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위 보고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유럽 의회는 이러한 결의 초안에 대하
여 동의하였고, 각 회원국들이 현행 법률을 업데이트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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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집행위원회는 온
라인 불법복제 방지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유
럽 디지털 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저작권 지침이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등 다양
한 입법 개정을 제안 및 채택하고 있다.

2. EU 의회가 제안한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 초안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입법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
책 영역에서 수정 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유럽 의회는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
복제(sports streaming piracy)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유
럽 의회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2021.05.19. 유럽 의회는
479명 찬성, 171명 반대, 40명 기권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는 라이선싱 등과 관련된 권리를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
연하고 또한 그 성질상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 연합(EU)에 소속된 일부 국가
들이 개별적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과 관련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02과는 달리, 유럽

02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하는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권리자를 보호하는 ‘저작 인접권(neighbouring right)을 도입하였다. 또한, 프랑스
는 저작권(copyright)이 아닌 별도의 독점권(exploitation right)을 인정하는 법안(French Sports Code)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보
호하고 있다. 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JURI/PR/2021/04-12/1214027EN.pdf (“Italy has introduced in
its legislation a new “neighbouring right” to copyright which provides protection of sport audio-visual rights that sport events’ organisers can benefit from.
In France, a special protection was established in the French Sports Code (outside the copyright legislation) that provides sport events’ organisers with an
“exploitation right” of the events they organise. This sui generis right gives a monopoly over the right to broadcast their event. This specific right can be used
for direct actions against the infringing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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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EU) 차원에서 특정한 법안을 제정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는 권한을 가진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유럽 의회는 짧은 시간 동안 경기가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스포츠
이벤트들의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
차들을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현재의 법적 체계(legal framework)03로는 스포츠 스트리밍 불
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유럽 의회는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을 제공하는 권리자(right holder) 또는 인증된 트
러티드 플래거(certified trusted flagger)로부터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의 존
재에 관하여 통지(notification)를 받는 경우에는 늦어도 30분 이내에 해당 라이브 스포츠 방
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의회는
스트리밍 불법 복제를 통지할 수 있는 자로서, 스포츠 방송을 제공하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트
러디드 플래거(trusted flagger)를 도입하였는데, 트러디드 플래거는 유럽 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certification)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나아가,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인증된 트러디드 플래거에 의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해
당 통지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으
로 스포츠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콘텐츠를 잘못 차단하지 않도록 신속한 불
법 스포츠 스트리밍 차단의 필요성과 제3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
지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04

3. 본 보고서에 대한 찬반 논의
이에 일부 유럽 의회 의원은 위 보고서 반대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대
표적인 것은 “법원의 검토 없이 사적인 이익 그룹에게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03	현재의 법적 체계(legal framework)상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을 제한할 수는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공자는 스스로 불법적인 콘텐츠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 콘텐츠의 공유를 신속하게 제한해야 한다(Article 14 of e-Commerce Directive). 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 사실을 통지하고 차단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가처분(injunction) 절차를 별도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 발생에 대한 통지 및 증명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04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1-0236_EN.html (“... Acknowledges that real-time blocking could affect fundamental rights
if it exceptionally rendered legal content inaccessible; emphasises, therefore, the need for safeguards to ensure that the legal framework strikes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efficiency of enforcement measures and the need to protect third party rights; considers, in that regard, that the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live content should b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in particular for small businesses, SMEs and start-ups, and should include
providing access to effective judicial remedies,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he alleged infringement for the affected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users,
and adequate safeguard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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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주는 것은 우려된다”는 것이고,
“현재 유럽 의회의 제안은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일 뿐만 아
니라, 현재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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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Act’)05으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이슈를 다루기에 충분하다”는 의
견도 있다. 또한, “상업화된 스포츠 로
비의 승리이고, 이러한 급진적인 방법
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팬
과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고
하며 본 보고서 채택의 부적절성에 대한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 대하여, 위 보고서를 채택한 유럽 의회는 “잠재적인 합법적
인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차단(overblocking)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스포
츠 이벤트의 불법 방송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해당 방송의 제공자에 한정되는 것이지, 스포츠
방송을 관람하는 팬 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고 반박하였다.

4. 최근 EU 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들
유럽 의회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위와 같은 보고
서를 채택하기 전에도, 유럽 연합은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다른 법률
들을 제안 및 채택해왔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은 2019. 4. 15.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디지
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저작권 지침을 제정했다. 본 지침의 주된 내용은, 플랫

05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Article 14는 콘텐츠 제공자(provider)가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속히(expeditiously)” 관
련 콘텐츠의 공유를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Commerce_Directive_2000 (“Article 14 of the e-Commerce
Directive is arguably one of the most discussed articles in the e-Commerce Directive, in part due to the extensive body of case law related to the article. This
article relates to hosting, which consists of the storag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Under this article, the hosting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on the condition that: the provider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the
provider,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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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내에서의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로서 책임
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
임 구조를 변경시킨 것에 핵심이 있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근에도 온라인 해적 행위(piracy)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
을 제안하고 채택하고 있다. 2020년 12월 유럽집행 위원회는 잠재적인 불법 콘텐츠를 어떻
게 처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
다. 제안된 법안인 디지털 서비스법에는 유럽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06
구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법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 별로 준수해야
될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4가지 카테고리는ⅰ) 인터넷 엑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ⅱ) 클
라우드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 ⅲ) 온라인 앱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ⅳ) 유럽인들 대
부분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분한다.07 각 카테고리를 이루는 서비스 제공자
(provider)는 이전의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한
다. 예를 들면, ⅰ) 인터넷 엑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는 투명한 보고와 같은 최소한의 규
정 준수를 요건으로 하고, ⅱ) 클라우드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는 투명한 보고뿐만 아니라 사
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ⅲ) 온라인 앱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투명한 보고 및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criminal offenses)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ⅳ)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여, 다른
이전의 의무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외부의 리스크 감사(auditing), 권한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 윤리 규칙(code of conduct)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법은 불법 콘텐츠의 제거를 위한 규제 메커니즘을 상당히 증대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의회는 올해 안에 유럽 집행 위원회의 디지털 서비스법 관련 제안
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유럽 의회가 유럽 집행 위원회의 제안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유럽 연합(EU)에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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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h 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digital-ser vices-act-ensuring-safe
-and-accountable-online-environment_en

07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digital-services-act-ensuring-safe-and-accountable-online-environment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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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트위치(TWITCH)’,
음반업계로부터 게시중단 통지 받고 영상 대량 삭제
이혜영┃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1. 들어가며
2. 미국 음반업계의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
3. 트위치의 영상삭제와 경고
4. 트위치의 공식사과 및 개선방안 발표
5. 평가

1. 들어가며
지난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인 트위치는 미국 음반업계로부터 대규모 DMCA 게
시중단 통지(takedown notice)를 받은 후, 스트리머01들의 영상을 대량 삭제하여 논란이 되
었다. 더욱이 트위치는 경고를 통해 기존 VOD와 클립02 파일들 중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할 것을 권하였고, 스트리머들은 트위치의 DMCA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해

01

인터넷에서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스트리밍의 ‘stream’에 행위자를 뜻하는 ‘–er’을 붙인 것으로,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트위치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02

클립(Clip)은 인터넷 방송 중 특별한 순간을 캡쳐한 것으로 1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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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
기 위해 저작권침해여부
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
로 파일들을 삭제할 수밖
에 없었다. 다수의 스트리

OSP

머들은 트위치의 이러한
대응방식에 불만을 제기
하였고, 트위치는 결국 공
식 블로그를 통해 사과하

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트위치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본 후, 이에 대한 비
판적인 검토와 함께 1인 미디어 시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가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2. 미국 음반업계의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
2020년 트위치는 미국 음반 산업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DMCA 게시중단 통지를 받았다.03 그동안 트위치에서 스트리머
가 매년 음악과 관련하여 받은 DMCA 통지는 50건 미만이었는데, 2020년 5월 말부터 주요
음반사가 스트리머의 보관 파일을 대상으로 DMCA 통지를 매주 수천 건씩 보내기 시작한 것
이다.04 트위치는 5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통지를 분석한 결과, 통지의 99%가 방송
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것이라 밝혔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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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https://www.theverge.com/21284287/twitch-dmca-copyright-takedowns-clips-controversy-broken-system
(최종방문 2021. 1. 21.)

04

주로 2017년에서 2019 사이의 클립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트위치는 당사가 지원하고 있는 매직오더블(Magic audible) 기능(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을 소거
시키는 기능)이 클립에는 적용되지 못했었고, VOD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https://twitter.com/TwitchSupport/status/1269851779790929921 (최종방문 2021. 1. 21. )

05

 ttps://blog.twitch.tv/en/2020/11/11/music-related-copyright-claims-and-twitch/
h
(최종방문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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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위치의 영상삭제와 경고
트위치는 DMCA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영상들을 대
량 삭제하였고, 문제가 된 스트리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였다. 또한, 생방송 중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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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악 재생을 멈추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
는 예전 VOD와 클립을 모두 검토하여 삭제할 것을 권하였다. 트위치의 DMCA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트위치는 저작권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06 스트리머들이 트위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 계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널에 저장된 대량의 VOD와 클립
을 모두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가 있는 파일은 전부 삭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파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트위치의 콘텐츠 관리도구는
다른 세부 기능 없이 단순삭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어쩔 수 없이 채널에 저장
된 파일 전체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4. 트위치의 공식사과 및 개선방안 발표
2020년 11월, 트위치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음악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대처가 미흡하였
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고 이메일에는 DMCA 통지에 담기는 정보(저작권침해 신
고가 접수된 콘텐츠, 신고자, 신고자의 연락처, 트위치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위반 정책
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등)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스트리머의 반대 통지(counter
notification) 등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스트리머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
간을 충분히 주었어야 하는데, 3일 전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여 스트리머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
는 경우07 반대 통지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06

https://www.twitch.tv/p/ko-kr/legal/dmca-guidelines/(최종방문 2021. 1. 21)

07

 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공정한 사용이라고 생각되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자가 해당 저작권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거나, 허가 없이 해당 음악을 사용할
라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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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트위치가 문제해결을 위해 스트리머에게 제공한 콘텐츠 관리도구는 클립에 대한 대
량 삭제기능 밖에 없었다.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VOD와 클립 파일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미리 구축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를 탐지하기 위
한 기술사용을 확대하고, ‘전체 삭제’ 대신 동영상 파일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
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콘텐츠에 포함된 음원을 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트위치는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Soundtrack by Twitch)08를 구축하여 이미 이러한 관리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향후에는 스트리머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음원이라면
꼭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다.09

5. 평가
트위치가 대규모 게시중단 통지에 따라 영상을 대량 삭제한 것은 미국 DMCA 제512조 면
책규정10에 따른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 저작권
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 사이의 균형을 중시한 본 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11 본 사건에서 트위치의 일련의 조치들은 OSP 면책요건의 충족에만 급급하여 이용자
의 공정한 이용 측면을 소흘히 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트위
치는 대규모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후 스트리머들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게
시중단 통지에 담기는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
았다. 그 결과 스트리머들은 사실상 반대 통지(counter notification)의 기회12를 얻지 못했
다. 또한, 경고 이메일을 받은 스트리머로서는 향후 트위치로부터의 누적 경고를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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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작권 문제없는 음악 컬렉션으로, 트위치는 사운드트랙의 음악을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통합시켜, 스트리머의 오디오 소스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
저
운드트랙의 음악은 스트리머의 오디오 채널에서 분리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까닭에 음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도 영상 전체가 음소거 되진 않는다. http://
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891 (최종방문 2021. 1. 21.)

09

https://techrecipe.co.kr/posts/22861 (최종방문 2021. 1. 21.)

10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c).

11

김경숙,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렌즈사건을 통해 본 DMCA 공정이용의 새로운 해석”, 계간저작권, 제22권 제2호(2009), 139면
참조.

12

17 U.S.C §5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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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들이 오랜 시간 만들어온 콘텐츠들을 전부 삭제해야만 했다. 트위치가 콘텐츠 관리도
구로서 삭제기능만 지원하고 있던 탓에 스트리머가 파일에서 저작권침해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수정할 수 없었고, 시간제약상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을 비공개 상태로
보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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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
지만, 일반적으로 권리단체를 통한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는 자동화된 봇(bot) 기반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형식적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이용(fair use)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 상
당수 거짓 통지가 포함되어 게시중단 절차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상 OSP는 실질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등의 조치만 취하면 면책된다. 그러므로 DMCA 게시중단 통지가 한꺼번에 대량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의 반대통지의 권리는 공정이용 등의 항변을 통해 재게시를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본 사건에서 트위치가 스트리머들의
반대통지 행사를 어렵게 한 것은 저작권법상 중요한 가치인 공정이용을 억제시킨다는 측면에
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OSP 책임론의 근거로서, 서비스 매개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13 트위치와 같이 서비스 규모가 큰 OSP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저
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트위치는 앞으로 콘텐츠 관리도구를 더욱 세밀하게 운용하고, 대량 통지를 받더라
도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
아 게시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
거나 통지가 남용의 여지가 없는지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해보는 절차를 마련해보는 방법도 생
각해볼만하다. 또한 다른 OSP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매개자로서 책임의
식을 가지고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스트리머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활
13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2012),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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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종 서비스 업체인 아프리카 TV, 카카오 TV는
매년 음원협회들과 사용계약을 맺어 개인방송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나 스
포츠 중계 판권을 구입하여 개인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4
유튜브의 경우 음원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① 음원의 저작권 정보 제공,
② 무료 음원 소개, ③ 음원 교체 툴 제공 등을 하고 있다.15 또한 콘텐츠 검증기술(Contents
IDentification, ‘CID’)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용
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물을 침해한 콘텐츠를 무조건 차단하기 보다는
정책을 통해 동영상에 광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자, 저작권자, 동영상서비스업체가 상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6 이러한 노력들은 OSP의 법
적인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자에게 손
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부담을 줄여 더 좋은 콘텐
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는 저작물의 향유자에 불과하였던 OSP 이용자들이
이제는 콘텐츠의 창작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자신 또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OSP는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트위치가 이 사건 이후 스트리머 캠프를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리머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한 부분은 긍
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17

60

14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62809171153912
(최종방문 2021. 1. 21.).

15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129-133면.

16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동향, 2010-18호, 3-4면.

17

https://www.twitch.tv/creatorcamp/ko-kr/learn-the-basics/copyrights-and-your-channel/
(최종방문,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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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형사경찰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8maple.ru”차단
2020년 4월 8일, 대만 형사경찰국(Criminal Investigation Bureau, CIB)은 대만 최대 영
화 및 TV 다운로드 사이트 “8maple.ru”를 차단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
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CIB에 따르면, 대만, 중국 및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8maple.ru”는 대만, 한국, 일본, 타이, 미국, 유럽, 중국에서 제작된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
은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약 10
억 대만달러(한화 364억 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01. CIB는 온라인과

01

刑事警 刑事警察局, “破獲國內最大影視盜版網站，凍結不法資金超過新臺幣六千餘萬”,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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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회 추적조사를 통해 이 사이트에서 매달 약 3,000만 명의 이용자 트래픽 클릭이 발생
하고, 월간 광고 수익이 약 4백만 대만달러(한화 1억 6천만 원)를 차지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그 수익의 절반(2백만 대만달러)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02
CIB는 이번 사이트 단속은 해외
민간단체인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ACE) 03 ,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04 및 지역 TV 방송국의 합동 조사를 통해 수집한 불법다운로드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조의 성과로, 향후 정보 및 수사 인력 공유, 제도 구축과 같은 국제적 협
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05

2. 타오위안 검찰,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2020년 11월 9일, 타오위안 지방검찰은 “8maple.ru”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고,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영업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 6천7백만 대만 달러(한화
26억 원)의 재산 동결을 청구했다.
검찰에 기소된 운영자들은 대만 국립 대학에서 이공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공
학 전문가들이며, 2014년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불
법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자들은 ①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루마니아 5개국에 25개의 가상 호
스트를 설치하여 월 30만 대만달러(1,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했고, ② 전문 지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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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aipei Times, “Authorities shut down ‘largest’ video piracy site”, 2020.4.9.

03

2017년 6월 13일 설립한 ACE는 약 30개 글로벌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영화 스튜디오가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과 저작권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단체
이며, 회원사로 Amazon, ViacomCBS, Disney, HBO, NBC Universal, Netflix, WarnerMedia 등이 있다.

04

일본 CODA는 2002년 경제 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으로 해외 저작물 유통 증진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 및 콘텐츠 기업이
함께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05

Taiwan News, “Taiwan, US vow police cooperation in copyright protection after streaming site bust”,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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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의 암호 코드를 복호화하고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물
을 불법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또는 링크할 수 있도록 했고, ③ 이용자들이 영
상물을 시청하려면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여 불법 수익을 적극적으로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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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의 불법 영상 콘텐츠 이용실태 및 평가
한편, 대만의 불법 영상 콘텐츠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시아 비디오 산업협회(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AVIA)06가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YouGov의 온라인
패널을 통해 대만 온라인 소비자 10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청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만 소비자의 3분의 1이 불법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VIA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
밍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에 접근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2%가 드라마와 영화
와 같은 영상물을 불법 스트리밍하기 위해 QBox, UBox, EVPad와 같은 TV 셋톱박스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시청
하기 위해 불법 TV 셋톱박스 또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수치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
게 나타났다. 18~24세 연령층은 거의 절반(47%)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용했고, 25~34세 연
령층은 61%의 응답자가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장치로 스트리밍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28%가 합법적으로 구
매해서 이용하던 TV 구독형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조
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치가 가정의 수입이 높
을수록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 수치를 보면 낮은 수입 집단은 25%, 중간 수입 집단은
35%, 고수입 집단은 43%로 나타났다.07
AVIA 산하 ‘반불법복제 연합(Coalition Against Piracy, ‘CAP’) 총괄 책임자 Neil Gain
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범죄집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러한 장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06

1991년 설립된 AVIA는 아시아의 다채널 TV 방송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무역 협회로,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아시아의 다채널 방송 서비스 확
대 및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7

AVIA, “Newly released survey finds one third of Taiwanese online consumers have accessed streaming piracy websites or torrent sites. 28% use illicit
streaming devices (ISDs) to view pirated TV channels and video-on-demand content”, 2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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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글로벌 콘텐츠 산업계는 현재 불법 IPTV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불
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및 불법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조치를 통해 스포츠 생중계, TV 채널 및
VOD(주문형 비디오)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블 TV 업체인 대만 방송 커뮤니케이션(Taiwan Broadband Communications) 회장
Thomas Ee는 “온라인 불법복제가 대만 창작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며,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창작업계는 긴밀히 협력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스트리밍 장치 및 스트리밍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4. 시사점
불법 TV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식으
로 유료 영상물에 대한 무단 접근이 쉬워지면서 해외
각국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불법 콘텐츠 이용실태 조
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이용하여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게 되면 합법
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
아 권리자와 창작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치 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디지
털 셋톱박스 구매자가 실시간 또는 VOD 서비스를 통
하여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무단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셋
톱박스 유통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08 2018년 미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TV 채널과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미국에서 시청하도록 해 주는 셋톱박스를 통한 TV 프로
그램의 무단 재전송 행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09 2018년 싱가포르 법원은 셋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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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4. 선고 2014가합534942 판결.

09

Multichannel News, “Programmers, Dish Win $6.6M Judgment Against Pirate TV Service BTV”,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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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방송 신호를 복호화하는 디코더를 탑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여 스트리밍 방
식으로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유료 영상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과
2019년 그와 유사한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TV 박스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10 이 외에도 2019년 영국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비 판매는 불법 복제물을 공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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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11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신속
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구축이나 결제를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상 호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단일 국가기관의 주도만으로 단속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동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
고, 해외 각국의 민간단체와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10

CNA, “Android TV box seller fined in landmark copyright infringement case”, 2019.4.24.

11

Trademarks & Brands Online, “Premier League hails conviction of beoutQ streaming box retailer”,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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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다
신혜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2. USPTO 조치의 배경: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3. DHS 보고서 상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제안
4. 마치며: USPTO 캠페인의 진행 경과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은 2019
년 대통령 메모랜덤으로 개시된 연방 정부의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의 일
환으로, 2020년 미 국토안보부의 메모랜덤 상 이행조치 중 하나인 소비자 인식 캠페인을 준
비함에 있어 사회 여러 단체들로부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1.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USPTO는 2020년 11월 17일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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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National Consumer Awareness Campaign
on Combating the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Products”, 이하 ‘소비자 인식 캠페인’) 수립
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01 의견 제출 대
상자는 이해관계인들(stakeholders)로서, 지식재산
권리자,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online third-party
marketplaces, third party intermediaries) 기타
사적 영역의 이해관계인들로서, 공사의 협업을 통한
(public-private partnership) 소비자 인식 캠페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 수립의 목적은, 온라인상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유통이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
므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소비자의 위조 및 불법 복제
품의 위해(危害)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
렴 중에 있다.02
구체적으로 USPTO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여러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줄 것을 공고하면서, 다
음과 같은 항목을 주된 의견 요청 자료들로 제시하였다.
(1)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판매에 관한 직접 및 간접적 위해를 소개하는 교육 자료
(2)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하게 할 전략
(3)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
(4) 이커머스 페이지에서 허위 및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5)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 및 건강상 효과를 설명하는 자동 경고문
(6)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상품에 대한 적신호(Red flag)가 될만한 표지
(7) 소 비자가 플랫폼 및 위조품 사용자를 모니터링하고, 인지하며 알리는 데 참여할 것을
독려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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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ister / Vol. 85, No. 222 / Tuesdays, November 17, 2020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11-17/pdf/2020-25326.pdf (최종방문: 2021. 4. 19.)]

02

해당 의견 수렴 공고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영업비밀을 제출할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및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가령 밀봉
(seal) 하여 지정된 주소로 제출하고 비밀 정보의 목록만 공개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는 등), 법안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영업비밀을 수령하는 정부기관
에서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제출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은 국내 각종 정책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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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이후 2021년 2월 10일자로 의견 수렴 기간을 재차 개시하여 2021년 3월 12
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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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PTO 조치의 배경: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위와 같이 USPTO가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실
무의 여러 주체들로부터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데에
는 연방 정부 차원의 소비자 인식 제고의 필요성
이 2019년부터 논의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3일 대
통령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
“Memorandum on 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을 발표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지
식재산권자, 소비자, 국가 및 경제 안보 그리고 미국 소비자를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와 같은 대통령 메모랜덤에 대한 이행 조치로,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미 국토안보부’)는 2020년 1월 24일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
법 거래 방지 대책”(“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이하
‘DHS 보고서’)04을 발표하였고, 크게 공적 영역에서의 조치(미 국토안보부 및 유관 정부 부처)
및 사적 영역에서의 조치(온라인 유통 플랫폼05) 두 영역에서의 위조 및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를 위한 권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02

Federal Register / Vol. 86, No. 26 / Wednesdays, February 10, 2021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2-10/pdf/2021-02724.pdf (최종방문: 2021. 4. 19.)]

05

보 고서 출처: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_0124_plcy_counterfeit-pirated-goods-report_01.pdf
(최종방문: 2021. 4. 19.)

05

구체적으로는 “E-Commerce Platforms and Third Party Marketplaces”에 대한 조치들로서, 국내 시장 환경에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오픈마켓으로 불리
는 플랫폼들 정도를 상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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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HS 보고서 상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제안
우선 공적 영역에 있어서 DHS 보고서는 미 국토안보부 및 미국 정부에 대한 권유사항
(“Immediate Actions by DH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U.S. Government”)을 크
게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제안하면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중 11번째 조치
가 USPTO에서 시행하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이다.
(1) 수입 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미 관세국경보호청06과 공조)
(2) Section 321 환경07에 대한 검토 강화: 간소화된 통관 절차에 대한 검증 강화
(미 관세국경보호청과 공조)
(3) 상습범에 대한 금지 조치; 미준수 국제 소포에 대한 대응
(미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단속청08과 공조)
(4) 위반적 수입품에 대한 민사적 벌과금(Fines and Penalties) 및 임시(금지)조치 부과
(미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단속청과 공조)
(5) 메일 양식에 대한 고급전자데이터 제공 (미 연방우체국과 공조)
(6) 온라인 범죄 행위자들의 식별을 위한 위조품 대응 컨소시엄 계획 (워킹그룹 주도)
(7) 법집행 자원의 분석 (미 관세국경보호청 주도)
(8) 현대화된 이커머스 법집행 프레임의 설계 (미 국토안보부 주도)
(9) 플랫폼에 대한 상표권 기여 침해 책임 현황 검토 (미 상무부 공조 요청)
(10) 비거주 수입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미 국토안보부 주도)
(11) 소비자 인식 캠페인의 수립 (미 국토안보부 주도 및 유관 부처 공조)

DHS 보고서는 공적 영역 외, 사적 경제주체들인 이커머스 플랫폼 및 일종의 오픈마켓에 대
한 바람직한 권고사항 10가지를 제시하였다(“Best Practices for E-Commerce Platforms
and Third-Party Marketplaces”). 이들은 가장 바람직한 조치(“Best Practice”)들로 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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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미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어로 ‘CBP’)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07

미 관세법 제321조(Section 321(a)(2)(C)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목록
통관을 허락하는 규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 중 1인당 1일 간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에 대해 목록통관을 골
자로 한다.

08

미 이민관세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약어로 ‘ICE’)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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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09는 업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항들의 준수를 장려할 의
무가 있다고 DHS 보고서는 설명한다.
(1) 포괄적인 약관의 작성: 법위반자에 대하여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재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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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자에 대한 강화된 검증: 신원, 판매금지 전력,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하는지 등
(3)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건강과 직결되는 처방약 및 차량 에어백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4) 신속한 임시조치10의 이행: 침해 판매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의 삭제
(5) 발견 이후 조치의 개선: 침해 물품 구매자에 대한 전액 환불, 권리자에 대한 통지 등
(6) 해외 판매자에 대한 보장 요건: 해외 판매자의 경우 담보 제공 등 의무 부여
(7) 미국 법집행에 따르는 은행을 통한 투명한 거래
(8) 판매자에 대한 판매 개시 전 검증 강화
(9)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ID의 개설: 판매자가 다수의 프로필을 두는 경우 방지
(10) 명확한 원산지 표시 공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여러 제안들은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어
려운 부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여러 법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점진적으로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캠페인 설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
인다.

4. 마치며: USPTO 캠페인의 진행 경과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온 위조 및 불법 복제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 소비자 인식 캠페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USPTO가 2021년 3월 12
09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이른바 ‘IPR Center’)는 미 이민관세단속청 및 미 국토안보조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산하기관으로서, 무역 사기 등 지식재산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식재산 침해와 도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여러
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한국적 개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삭제요청’과 유사한 임시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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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수렴한 의견 제출 관련하여서는 24개의 코멘트가 온라인으로 접
수된 것으로 확인되고,11 상당 부분 이른바 권리자 협회, 단체, 법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
진한 것으로 보인다. 약 4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 팬데믹 이후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진 요즘 글로벌 마켓의 실정에 부합하고 실효적이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캠페인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12

72

출처: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PTO-C-2020-0044-0004 (최종 방문: 2020. 4. 20.)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Copyright Alliance,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IACC), U.S. Chamber of Commerce, The Alliance
for Safe Online Pharmacies (ASOP Global), The 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LEGO Grou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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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ASE Act’ 마련
문건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입법의 배경
2. CASE Act의 주요 내용
가. CCB의 구성, 기능의 개요
나. 허용되는 구제방법
다. 진행 절차
라. 법원의 승인

3. 시사점

2020년 12월, 미국 의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액 저작권
침해 대체적 분쟁해결법”(the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이하 “CASE Act”)을 통과시켰다. 본고에서는 CASE Act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입법의 배경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연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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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돈,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한 소액의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
액보다 커서 쉽게 소송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2011년, 미국 의회는 저작권청에 상대적으
로 소액의 저작권 침해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청은 2013년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의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마침내 CASE Act가 입법
되었다. 이 법은 위 2013년 보고서의 제안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01

2. CASE Act의 주요 내용
가. CCB의 구성, 기능의 개요
이 법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에 저 작 권 분 쟁 위 원 회 ( Co p y r i g h t
Claims Board, 이하 “CCB”)를 설치해
서 소액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
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02 CCB
에는 3인의 저작권분쟁위원(Copyright
Claims Officers)을 두고, 이들이 민사
저작권 분쟁에 대해 심의하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회복방법에 대한 결정(determination)을
내리도록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CCB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참여는 자발적이다.03
나. 허용되는 구제방법
저작권자는 자신의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CCB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 측에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선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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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gov/docs/smallclaims/) 참조(2021. 4. 20. 마지막 방문).

02

CASE Act 1502조 (a)항.

03

CASE Act 1502조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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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손해와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한 절차에서의 금전배상 청구 합계액이 30,000불을
넘지 못한다(저작권이 정해진 시한 안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 저작물마다 15,000
불을 한도로, 시한 안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마다 7,500불을 한도로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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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의 중지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CCB는 결정 안에 문제 된 행위의 중지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에 있어서의 통지를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서도 같다. 악의적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들은 CCB에서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저작권청장은 한 신청인이 1년에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수의 제
한에 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었거나 거절되지 않았어야 한다.04
다. 진행 절차
절차의 진행은 CCB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들은 대면으로 출석할 필요 없이 원
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분쟁처리 신청을 하고 통신 수단에 의해 서면 제출과 심리가 이루어
진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청서의 송달 시에는 피신청인의 절
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배심원의 재판
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송달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통지(opt-out notice)를 CCB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
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고, 피신청인은 CCB의 결정에 구속되게 된다.05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
는 참석을 중단할 경우, CCB는 “결석 결정”(default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다. 이때,
CCB는 신청인에게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
하여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CCB는 이러
한 결정을 준비해서 절차에 제공된 피신청인의 모든 주소(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로 보낸다.
피신청인은 위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반하는 증거나 정보를 제출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위 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하면, CCB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
04

CASE Act 1504조 (b), (c), (e)항, 1505조 (a)항.

05

CASE Act 1506조 (c)~(i)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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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고려하여 위 결정을 적절히 수
정하거나 유지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통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
으면, CCB는 위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내리게 된다.06
결정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적·사실적 오류나 기술적
잘못을 발견할 경우, 당사자들은 결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CB에 재심의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CCB는 양 당사자에게 이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거나 결정을 정정한다. 이러한 신
청을 CCB가 거절한 경우 당사자는 저작권청장의 리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저작권청장은 그
거절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한다.07 결정에 대한 법원의 리뷰도 제한
적이다. 최종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결정이 사기, 부패, 사칭, 그 밖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경우,
CCB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등 아주 제한된 경우로 한정된다.
일방 당사자의 행위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 또는 다른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법적·사실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CCB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부담
하는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5,000불의 범위 내에서 그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다. 한 당사자의 신청, 반대신청 또는 방어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 다른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법적·사실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그 당사자는 CCB가 그와 같이 판
단한 때로부터 12개월 동안 CCB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08
라. 법원의 승인
일방 당사자가 CCB의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였거나 회복조치를 준수하지 못하
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결정에서 내려진 조치를 승인하고 이를 판결로 변환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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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ct 1506조 (u)항.

07

CASE Act 1506조 (w), (x)항.

08

CASE Act 1506조 (y)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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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한 그러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CCB에 의한 결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리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거나 회복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피해당사자가 그러
한 명령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09
국
가
별
동
향

3. 시사점
CASE Act는 위와 같이 저렴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상을 받거나 다
른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절차 안에
서 청구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두고, 악의적인 당사자에 대해 CCB의 절차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도 두었다. 위 법의 집행을 위한 자세한 규정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도
록 하였다.
이 새로운 법이 정하는 제도가 잘 시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될 것이어서, 무용한 절차가 될
수도 있다. 사진작가나 작곡가 같은 창작자들이 소액의 침해에 대해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반대로 위 법이 “인터넷트롤”을 양산하고, 평범
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대량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0
제도의 적절성은 향후 구체적인 시행 규정의 제정과 제도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일
이다. 시행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아 우리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위 제도의 장점을 취한 제도
의 마련이나 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09

CASE Act 1508조.

10

h t t p s : / / t o r r e n t f r e a k . c o m / u s - p a s s e s - s p e n d i n g - b i l l - w i t h - c a s e - a c t - a n d - f e l o n y - s t r e a m i n g - p r o p o s a l - 2 0 1 2 2 2 /
참조(2012. 4. 20. 마지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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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추진내용과 법적의미
1)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법적의미 : 유럽과 차이를 중심으로

3. 시사점

1. 들어가며
2021년 2월 25일, 호주 하원에서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뉴스 미
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이하 “뉴스미디어 협상법”이라 한다)’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광고에 기반한 언론사 수익구조의 악화다. 광고가 구
글·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기업으로 쏠리면서 호주의 미디어기업들은 수
익구조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고, 뉴스콘텐츠가 공정하게 보상받음으로써 저널리즘의 공익
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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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적 움직임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9년 6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790)’을 통해 언론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
판물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다(지침 제15조). 그간 독일,01 스페인02 등 개별 국가를 중심으
국
가
별
동
향

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EU 단일시장 차원에서 통일된 법적 보호
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해 프랑스는 2019년 10월, 유럽국가 중 최초
로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법을 마련하였고03 추후 EU회원국들은 지침 발효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1년 6월 7일까지 각자 국내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호주의 이번 입법조치는 캐나다나 다른 유럽국가들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례
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호주의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추진내용과 법적의미
1)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31일 공표된 초기 법안은 강력한 중재규정을 두고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협상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각 당사자(호주 언론사 및 거대 플랫폼)가 3개월 안에 합
의에 이르지 못하면 호주 뉴스미디어 산업에서 활용되는 최저 산업 표준에 따라 강제조정에 들어
가게 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 달러(약 85
억 원) 혹은 관련 뉴스 기업의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
한 중재과정보다 더 첨예한 사항은 플랫폼기업은 사전에 뉴스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의 변경사항을 언론사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독자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04
01

독일은 2013년 8월 ‘인접저작권법(Ancillary Copyright Law)’이 발효되어 검색엔진이 자신의 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기사 등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료
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02	스페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니펫세’를 도입하였다.(스페인 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스니펫(snippet)은 사
전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 혹은 정보의 일부를 의미한다.
03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이하, 저작인접권법, 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04

Furgal, U.(2020.09.15.). Making Google and Facebook pay? Comparing the EU press publishers’ right and Australian Draft Media Bargaining Code, Create( https://www.create.ac.uk/blog/2020/09/15/makin g-google-and-facebook-pay-comparing-the-eu-press-publishers-right-and-australian-draftmedia-bargaining-code/ 2021.4.13.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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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뉴
스콘텐츠를 “중요한 뉴스(Core News)”
로 한정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콘텐
츠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어길 시 천만 달러
(한화 약 8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안은 구글과 페이스
북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
글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엔진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페이스북은 실
제 호주의 뉴스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하였다. 결국 중재 조항이 완화된 최종
수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 최종수정안에 의하면 언론사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가 합의를 이
루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각자의 제안내용을 독립된 중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기관
이 합의를 위한 하나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가 완화되었다. 또한 차별적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최종안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사용료 지불협상에는 벌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정되었다. 특히 이 법의 적
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호주정부가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미디어 회사와 상업적 계약
등을 통해 호주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자율적 협상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2) 법적의미 : 유럽과 차이를 중심으로
호주와 유럽은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은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으나, 호주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은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에 기반하여 플랫폼은 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야 한다. 그러나 호주는 당사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과정의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불발되었을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등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
기 위해 취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산정에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규
정하고 있다. 즉 호주 입법의 초점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가 힘의 불균형 속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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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
로 이러한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
는 경쟁법적 관점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국
가
별
동
향

Consumer Commission)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협상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사용되는 뉴스콘텐츠의 헤드라인, 스니펫, 사진은 현행법에
의할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링크 역시 호주 판례에 의할 경우 공중송신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 지침 역시 이러한 법적 기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하
나의 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유럽은 호주와는 달리 저작인접권 부여라는 법적 기초를 제공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협상 절차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상원의원 클로드 카리냥(Claude Carignan)은 지난 2월 17일, 디지털 플랫
폼에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05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호주처럼 ‘불공정한 시장의 개
선’ 측면에서 언론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06
또한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지침을 적용하여 저작인접권을 실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언론사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플랫폼은 뉴스콘텐츠의 이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기
초하여 사용료를 지불받게 된다. 특히 언론사의 투자와 플랫폼 서비스에서 뉴스콘텐츠가 차
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

3. 시사점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올바른 정보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성실하고 질 높은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생성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참여 민
05

Proulx, B(2021.02.18.). Un projet de loi fédéral propose un «droit à la rémunération» des médias, Le Devoir, (https://www.ledevoir.com/culture/medi-

06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Ⅱ, Media정책리포트, 2021년 2호, 16쪽

as/595404/face-aux-geants-duꠓweb-un-droit-a-la-re muneration-des-medias-propose 2021.4.13.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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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제작에는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뉴스
콘텐츠 제작에 기울인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뉴스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곧 뉴스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정보의 왜곡 또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게 된다.
뉴스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집중적 유통은 비단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지
배력이 강세인 호주,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내 역시 뉴스콘텐츠 디지털 유통의
상당수가 네이버와 다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통 시장이 유럽과 다른 점은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언론사
와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07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
는 네이버·다음과 개별적 계약을 통해 뉴스콘텐츠 제휴나 검색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이처
럼 국내 디지털플랫폼의 경우 인링크 방식 제공으로 계약에 의한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지불
하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08 아웃링크 방식으
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의 경우는 예외다. 국내에서도 구글·페이
스북 등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
에 기초한 유럽 방식과 불공정 경쟁에 기반한 호주 방식 등 해외 입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실정에 가장 부합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cnbc.com/2021/02/25/australia-passes-its-news-media-bargaining-code.html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501001577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83512.html
Furgal, U.(2020.09.15.). Making Google and Facebook pay? Comparing the EU press publishers’ right and
Australian Draft Media Bargaining Code, Create( https://www.create.ac.uk/blog/2020/09/15/making-googleand-facebook-pay-comparing-the-eu-press-publishers-right-and-australian-draft-media-bargaining-code/ 2021.4.13.최종확인)
Proulx, B(2021.02.18.). Un projet de loi fédéral propose un «droit à la rémunération» des médias, Le Devoir,
(https://www.ledevoir.com/culture/medias/595404/face-aux-geants-duꠓweb-un-droit-a-la-remuneration
-des-medias-propose 2021.4.13.최종확인)
진민정,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Ⅱ, Media정책리포트, 2021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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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국내에서 뉴스 콘텐츠 유통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고 싶어 하는 언론사가 급증

08

그러나 국내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뉴스콘텐츠의 공정한 이용과 적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이라기

하는 상황에서, 두 포털 사업자가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언론사를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의 왜곡과 이
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의 편향성을 야기한다는 언론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2015년 10월 설립된 기구이다.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
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으로 구성된다.
보다는 네이버와 다음에 입점을 희망하는 수많은 언론사들을 숫자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구순,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인정 필요성
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2,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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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침해 조치 관련 변화:
저작권 관련 규정 중심으로
심상희┃상하이줘취지식재산대리유한공사 대표 SHANGHAI J&J IP CONSULTING CO., LTD.

1. 들어가며
2.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 관리 방안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사법해석
5. 마무리

1. 들어가며
중국은 매월 소비 관련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명절은 춘절(春节)을 비롯

하여, 알리바바 그룹이 주도하는 광군절(光棍节, 双十一）, 최근에 마무리된 6.18. 등이 대표
적이다. 이들 이벤트와 직결되는 것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이며, 지식재산 보호
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도매시장, 로드샵 등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보호 이슈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필자가 이해하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의 지속적인 미국 지식재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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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와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침해
이슈는 미국 입장에서 장기간 불만을 제기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중국
때리기를 위한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1단계무역합의 이후인 2020년 4월
30일에 발표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중국을 여전히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하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서도 제1장 제5절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와 모조품
단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전후하여 관련 법규
를 개정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중
국의 ‘전자상거래법’과 사법해석 등에 반영되어 이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자 한다.

2.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현재 중국은 전자상거래 규모와
발전 수준에 있어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알리바바, 징
동을 포함하여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핀둬둬, 위챗 등 다수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량
은 34.81조 위안에 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6%01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
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규제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
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통지 및 상품삭제, 침해를
용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 요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되었다. 전자상
거래법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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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자를 위해 인
터넷 경영장소・거래중개・정보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으로 규
정하고, 일반적으로 플랫폼 내에 입점하여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주체를 “플랫폼 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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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1조02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지식재산권 보
호규칙을 제정하고,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
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2조03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
자는 침해피해를 당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차폐, 접속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통지에
대하여 플랫폼 경영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자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경
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실무적04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록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중
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사용자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중국 현지의 대리인을 선임
하여 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용자 등록이 되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입
력하여야 하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저작권을 침
해당한 경우, 해당 작품이 중국 판권국(저작권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등록증명서를
받았는지 선택하여야 한다. 등록된 작품이라면 해당 등록정보와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한다. 미등록 작품인 경우 작품의 종류(ex, 출판물, 공식홈페이지 사
진 작품, 기타 저작권)를 선택하고, 작품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02

전자상거래법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03

전
 자상거래법 제42조 ① 지식재산권 권리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
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04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입점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을 예시로 설명한다.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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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
영자의 주도적인 지식재산권 보
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
리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전자상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
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
우, 삭제・차폐・접속차단・거
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05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
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 관리 방안
2019년 11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관리 표준을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를 국가
표준(GB/T 39550-2020)으로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도전과
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표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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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는 후술하
는 사법해석 부분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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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경영자 등 관련 주체
의 책임과 의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플랫
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소비자 및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
권 존중 및 이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 방안의 내용 중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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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호와 관련한 사항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 방안은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
확히 하고 있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저작권 등록정보를 표
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41조의 규정에 고발신고시스템, 분쟁해결시
스템 및 신용평가시스템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침해통지발송은 온라인 신고, 이메일, 서신 등의 서면형식을 통해 전
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발송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으로 요구함으로써 침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침해 통지는 지식재산권
권리증명, 권리자의 신분정보와 연락처,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침해혐의 상품, 서비스에 관
한 정보 또는 웹사이트 주소, 침해구성의 기초적인 증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해 권리가
저작권인 경우 침해구성의 기초적인 증거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 지식재산 권리자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했다고 판
단하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의 성질,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 및 기술조건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
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에는 ①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통지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 ②관련 상품의 침해링크 삭제, 차단, 연결 해제, ③관련 침해정보 제거,
④거래 및 서비스 중단, ⑤침해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계좌 중 전부 또는 일부 자금 동결, ⑥침
해한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보증금 제공을 요구를 포함할 수 있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침해통지를 수령한 후,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침해행위 부존재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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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사법해석
끝으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심리에 적용되는 최고인
민법원의 사법해석06 중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기
업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 전자상
거래 플랫폼 경영자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해당할 것이다.
(1) 전
 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반드
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권리의 성질,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술적 조건, 침해를 구성
하는 기초증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삭제, 차폐, 접속 차단 등 플랫폼에서 내리는 방
식에 한정하지 않는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여러 번,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2) 전자상거래법 제42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보
내는 통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재권 권리증명 및 권리자
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피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
보, ③ 침해구성을 위한 기초적인 증거,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통지를 한 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3항의 “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위변조된 권리증명서 제출, ② 침해대비
감정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허위로 제출, ③ 권리상태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통지
발송, ④ 통지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도 즉시 철회 및 정정하지 않는 경우, ⑤ 오류가 있
는 통지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 등
(4)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에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필
요한 조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③ 권리 귀속 증명, 등록증
0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民事案件的指导意见(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 의견),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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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증거,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 성명은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성명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기술특징, 디자인 특징 대비 설명 등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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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민법원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제출한 성명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
려할 수 있다. ① 위조 또는 무효의 권리증명, 등록증명 제출, ② 허위정보 또는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포함된 성명, ③ 권리자의 통지에 이미 침해가 인정되는 효력 있는 재판
이나 행정처분 결정이 첨부된 경우도 성명을 발송한 경우, ④ 성명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적시에 철회·정정하지 않는 경우
(6) 상황이 급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을 즉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 이익에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 링크를 즉시 복구하지 못하고, 통
지인이 통지를 즉시 철회하지 않거나 통지문 발송을 중지 등 행위를 하지 않아, 그 합법 이익
에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7)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연
히 알았어야 하는” 침해행위가 존재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제정, 플랫폼
내 경영자의 경영 심사 등 법정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플랫폼 내 점포 유형을 “플래그십 스
토어”, “브랜드 스토어” 등으로 표시
한 경영자의 권리증명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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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급모방”, “모조품” 등의 문구를 포함한 침해상품의 링크, 불만사항이 제기된 후 재
등록된 침해상품 링크를 필터링 및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
은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심사 및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마무리
미·중 1단계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통지와 상품삭제 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책임에 대한 사항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다.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
식재산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중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되고, 법정손해액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증액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
러 관련 침해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중국의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
산 민사 1심 사건은 443,326건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고, 그중 저작권 관련 사건은
313,497건으로 전년 대비 6.97%나 증가하였다07.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에 따라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
나 실무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창작과정 등 권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멸실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작 관련 주요
자료 보존 등 권리증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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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2020년 중국 지식재산보호현황),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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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대만

대만 검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미국

RIAA, 힙합 스트리밍 사이트 ‘Spinrill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호주

호주,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

미국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트위치(TWITCH)’, 음반업계로부터 게시중단 통지 받고 영상 대량 삭제

미국

미국,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ASE Act’ 마련

미국

미국,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을 통한 불법 스트리밍 처벌 강화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다

유럽

EU 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하다

중국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침해 조치 관련 변화: 저작권 관련 규정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의 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미국

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기타

NFT 저작권 관련 산업의 해외 사례와 동향

유럽

EUIPO, 2019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다

미국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와 시사점

국제기구

WIPO의 AI에 관련된 의견요청에 대한 단상

일본

불법만화사이트 망가스트림(Mangastream)의 서비스 종료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검토

호주

호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 대비 저작권 침해 감소 추세

미국

디지털 환경 진화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의 대응

유럽

유럽지식재산청, ‘유럽연합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 발표

미국

비디오 게임에서 실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최근 사례들

일본

위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물 보호의 확대

미국

미국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논의

러시아

러시아, 플랫폼에 새로운 벌금을 매기는 법안 발의 중

중국

중국,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절차 진행 중

미국

미국 저작권청, DMCA 제512조 면책조항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미국

인터넷 아카이브의 ‘열린도서관’과 ‘국가비상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침해소송 당하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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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갈등과 균형(최근 CJEU 결정을 중심으로)

기타

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 및 도서관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정부의 대응

유럽연합

유로폴, 유료 구독자 2백만명을 보유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시키다

유럽연합

유럽집행위원회, 온라인 광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MOU를 통해 해적사이트의 광고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다

영국

영국 지역 경찰, 불법 TV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전례 없는 개별 경고 통지 취함

영국

영국 스트림 리핑 사이트 사용, 3년 동안 1,390% 증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법원, 국내 최초로 CDN 제공업체에 해적 IPTV 서비스 차단 명령을 내리다

프랑스

프랑스 HDOPI, 볼법복제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표 내용과 볼법복제방지기관으로서의 역할

미국

구글, 2018 저작권 침해 대응 보고서를 발행하다

인도

인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전 세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호주

호주, '불법 사이트 차단조치 확대' 법안 의회 통과

싱가포르

싱가포르 고등법원,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 앱들의 접속 차단 명령 부과

미국

미국 저작권 단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 차단 규정 포함 희망

유럽연합

유럽연합지식재산청, 2018년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 보고서 발표

미국

페이스북, 침해게시물 삭제 거부에 따른 책임 공방

유럽연합

EU 디지털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플랫폼 규칙안

독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 사상 최초로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다

미국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판결 사례

일본

불법 다운로드 규제확대와 리치 사이트 규제에 관한 일본 입법안의 불발

미국

미 정부, GDPR에 대응하는 WHOIS 정보 공개 법안 추진 시사

캐나다

캐나다 산업,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 비사법적 콘텐츠 차단 조치 유보

스페인

스페인 사법부의 The Pirate Bay사이트의 차단명령

미국

유튜브, 만화저작권 침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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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핀란드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 불법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다

러시아

러시아, 합법사이트에 특별표식을 부여하는 방안 논의 중

일본

인터넷 불법사이트 대응에 관한 일본의 최신 동향

미국

저작권 침해가 미국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

영국

불법 사이트 차단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국

영국, 저작권 침해 방지 캠페인 'GET it Right' 강화

프랑스

프랑스 문화통신부, 저작권 규제기관과 미디어 규제기관의 통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다

영국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복제에 끼치는 영향

유럽연합

13개국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함의

기타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저작권

기타

파노라마의 자유 의의

기타

현실세계와 가상현실의 저작권

중국

한눈에 보는 중국 저작권 핫 이슈

일본

일본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하여

유럽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미국

미 IIPA, 2018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 USTR 제출

미국

미국 판례를 통해 본 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일본

일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차단조치) 마련

미국
유럽

美 USTR, 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권고안

캐나다

MPA Canada의 전세계 접속차단 보고서를 통해 본 접속차단의 효과

미국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베이 보고서 발표

일본

2018년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유럽

유럽 의회, 필터링 의무화 담은 저작권 지침 개정안 부결

영국

영국 지식재산청, The IPO Strategy(2018)와 Corporate Plan(2018~2019) 발표

기타

스트림-리핑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

유럽

유럽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고

덴마크

덴마크, 세계 최초로 스트림-리핑을 불법으로 규정하다

영국

영국고등법원, 프리미어리그축구협회에게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 부여

중국

중국 국가판권국, 검망2018 전문행동발표

러시아

러시아 포털사이트, 민간 불법복제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일본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 방안 중간보고서(안) 발표

네덜란드

네들란드 보안업체 어데토, 전세계 불법복제 유통현황 보고서 발표

유럽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저작권 보호 - EU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 경제적 이익

미국

DMCA 면책 조건과 DMCA 대리인 새 등록 시스템

중국

중국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움직임

영국

영국 법원, 유명밴드 듀란듀란의 미국 종결권 주장 불인정

캐나다

스크린샷에 저작권이 있는가?

미국

미국 저작물과 스크린 샷

일본

인공지능에 관한 일본 동향

유럽

유럽 판결들을 통해 본 링크에 대한 규제 및 단상

미국

디지털 콘텐츠와 DRM 기술

캐나다

캐나다, 3DS 모드칩 사건

일본

일본의 HTML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

유럽

동시중계방송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미국

변화된 저작권 침해

캐나다

캐나다, AI기술 선두 되찾기 위해 저작권 제도 개선 나선다

일본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인터넷상의 업로드와 저작권 침해여부

미국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예외

기타

일본·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안과 형벌제도 및 그 운용

유럽

유럽 저작권 개혁의 시작 스니펫 세(Snippet tax)

미국

폰트 사용과 저작권

미국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일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관하여

미국

공동저작권자의 공동저작물 이용허락

미국

美,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와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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