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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TIDAL,
저작권 침해로 5백만 달러의 집단소송 피소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TIDAL이 아티스트들의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oyalties)에 대한 정당한 권리확보 및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백만 달러(한화 약 57억원)에 이르는 집단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함.
아티스트인 원고들은 TIDAL이 자신들의 허락을 얻기 위한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로열티 지급 없이 자신들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TIDAL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곡들의 모든 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로열티
지급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항변함.

사건의 개요와
TIDAL 소개

o 미국 뉴욕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Yesh Music Publishing과 듀오 밴드
‘American Dollar’의 일원인 John Emanuele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TIDAL이 자신들의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oyalties)2)에 대한 적절한
권리 확보 및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IDAL을 상대로
5백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에 이르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함.
o TIDAL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Jay Z가 Spotify, iTunes, Pandora, Rhapsody 등
기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에 대항하기 위해 동료 가수들과 연합하여
2015년 3월에 출시한 유료 회원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고음질
음원과 뮤직비디오, 음악과 뮤지션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TIDAL은 Madonna, Beyonce, Daft Punk, Alicia Keys 등 Jay Z의 동료 가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에 의한, 아티스트를 위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표방하며, 세계 최초의 아티스트 소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1)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2)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oyalties)은 음악을 기계적(전기적이거나 전자적인 방법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으로
녹음하거나, 녹화물(음반이나 시청각 고정물)의 형태로 어문,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을 녹화하는데 미치는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함. 즉 음반 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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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업체는 2014년 스웨덴의 회사인 Aspiro가 처음 설립하였고 이후 Jay Z가
2015년 1월에 5,6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에 인수하였음. 다른 경쟁사들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강화를 위해 TIDAL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TIDAL
인수에 대한 외신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IDAL의 인수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태임.

사건의 쟁점과
기계적 복제권
(mechanical royalties)

o 본 사건은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oyalties)과 관련한 이슈로서 이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 동안 Spotify를 상대로 두 건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음.
o 원고들은 저작권이 있는 118개 작품을 기반으로 148개 곡을 TIDAL이 기계적
으로 녹음하고 이용하려면 자신들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적절한 라이선스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또한 원고들은 TIDAL이 고의적으로 스트리밍 곡당 로열티 산정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적절한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이에 대해 TIDAL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음악들에 대한 권리들을 위하여 모든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 TIDAL은 음반 배급사인 TuneCore에 의해 마스터 녹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의 이용을 위해 TuneCore에게 비용을 전액을 지급하였음. 이번
논쟁은 기계적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s)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TIDAL은 자신의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oyalties) 관리자인 Harry Fox
Agency를 통해 로열티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다고 주장함.
- TIDAL은 현재 원고들과 관련된 모든 음악들을 자신의 서비스에서 삭제한 상태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관련 소송 진
행현황과 전망

o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업체가 모든 음원의 저작권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며 이에 불만을 가진 몇몇 아티스트들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7

USA

차별되는 고음질 스트리밍과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독점 공급하는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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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으로 추정되나 로열티 지급 등과 관련된 진실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함
o 한편 작년 연말 미국 록 밴드의 리더인 David Lowery와 Spotify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집단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음원 저작권료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Spotify는 미국 전국음악출판인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와의 오랜 협상 끝에 2016년 3월 미지급된 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
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통한 디지털 음원 로열티
지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음.

※출처
http://www.musicbusinessworldwide.com/TIDAL-sued-for-5m-over-alleged-copyrightinfringement/
http://finance.yahoo.com/news/jay-z-TIDAL-music-streaming-231345391.html

※ 관련기사
2016년 1월 2차 : [미국] 美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 1억 5천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 관련 피소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560&ke
y=title&keyword=&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1&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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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16년 2월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신청 7,500만 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임. 구글에 대한 삭제신청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 DMCA)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 음악, 영화, TV 등의 불법복제물이 성행
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구글,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신청 급증

o 미국은 1998년 10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 DMCA)을 제정함.
o 다만, DMCA에서는 ① 자사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저작권 침해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ISP 포함)의 책임을 면제(Safe Harbor)4)하고 있음.
o 구글(Google)은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경우,
DMCA의 면책조항(Safe Harbor)에 근거하여 면책될 수 있음. 이에 구글은
소송 등의 분쟁을 피하고자,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요청을 받으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삭제하는 경향이 있음.
o 구글이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요청을 폭넓게 수용함에 따라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레코드 회사, 다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삭제요청을 하고 있음.

3) 권용수_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센터 전문위원
4) DMCA 제512조 제c항 1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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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월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신청 수는
1시간당 1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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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삭제요청은 2000년대 초 매월 8건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 들어 거의 940만 배 급증한 7,500만 건이 행해지고 있음.

최근의 현황

o 토렌트프릭(TorrentFreak)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2월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요청을 2015년 대비 2배인 7,500만 건이나 접수함. 이는 1시간당 10만
건에 달하는 수치임.
-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요청은 2008년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였지만, 2009년
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o 미국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IAA)가 구글에
가장 많은 삭제요청을 제기한 가운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나
영화배급사, TV 방송국들이 상위 10위를 독점하였음.
- 음악, 영화, TV 등의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점5)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평가 및 한계

o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요청은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문화 산업의 발전
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삭제요청이 스팸처럼 활용될 경우6) 인터넷이 효율적인 콘텐츠
제공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o 최근 들어 구글은 DMCA에 의거하여 검색결과로부터 삭제한 사이트에 대해
Lume라는 별도의 사이트에 그 삭제요청의 내용 및 삭제대상 URL을 게재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검색결과화면에 표시되는 DMCA 안내 링크(notice
link)를 통하여 삭제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 때문에 삭제요청의 대상은 구글에서 해당 요청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5) 이는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함.
6)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삭제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스팸처럼 활용될 여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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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copyright/?hl=en
https://torrentfreak.com/google-takedown-notices-surge-140325/
http://www.gizmodo.jp/2016/03/google900_DMC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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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 침해물 삭제 요청 상당수 오판’
이라는 연구논문 발표
美 대학 소속 학자들의 공동 조사연구 논문 “Notice and Takedown in Everyday
Practice”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 건수 중 30%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청 25건 중 1건은 저작권자가 요청한 저작물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그 이유는 침해물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화된 ‘봇(bot)'기반 시스템이
채용하는 알고리즘은 저작권 침해물과 공정이용 등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임.

조사연구의 배경

o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제512조는 저작권자가 OSP에게 저작권 침해물의 ‘삭제(takedown)’를 요청
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OSP를
면책하도록 규정함.
o DMCA 제정 이후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특정하려고 사용하는 자동화된 ‘봇(bot)’기반 시스템은 ‘통지 및 삭제조치
(notice & takedown)’의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침.
o 그러나 통지 및 삭제조치의 실무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당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o 美 대학들(UC Berkeley, Columbia)에 소속된 학자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Notice and Takedown in Everyday Practice”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함.

연구의 주요 내용

o 연구논문에 따르면, ‘통지 및 삭제조치’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7)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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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저작권 침해물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화된 ‘봇(bot)’기반
저작권 침해 구별 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물 특정의 정확도가

USA

떨어지고 적법절차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됨.
- 자동화된 저작권 침해물 즉시 삭제 요청 건수 중 30%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5건의 자료들 중 1건은 저작권자가 요청한 저작물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 그 이유는 자동 판별 시스템이 채용하는 알고리즘은 불법복제물과 저작물을 공정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 등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임.
o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통지 및 삭제조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확인함.

결론

o 향후 OSP 관련 면책규정의 개정과 통지 및 삭제조치 절차를 개선함에 있어
정책입안자들과 권리자 및 OSP측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 및 개선사항들을
염두에 둬야 함.
개선 분야

고려사항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이 다수 이해

OSP 면책규정의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개정

 OSP의 시장 진입 및 경쟁을 저해하는 규칙이나 기준
제정 注意
 저작권 침해물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 삭제 요청에 대한 책임 증대

통지&삭제조치
절차 개선

 자동 판별 시스템의 오류 및 통지 남용 문제의 개
선 없이 해당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 注意
 자동 판별 시스템의 오류 및 통지 남용 문제 해결 위해
자동 및 수동 방식 호환

이해당사자

개선사항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와 정부 공조로 통지 및 삭제 조치에 관

정부

한 정보 공유와 가이드라인 제공할 행정기관 설치
 자동 통지 시스템을 채용하는 OSP는 수동 검토를 통

OSP

해 과도한 삭제통지 비율을 낮춤
 삭제통지 발송자 및 수신자들에게 관련 조치에
대한 적합한 정보 및 교육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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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js.com/url.php?p=http://boingboing.net/2016/03/30/landmark-study-o
n-the-effects.html
http://www.newsjs.com/url.php?p=http://variety.com/2016/film/news/movie-piracy-rob
ots-failing-copyright-protection-12017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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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는 전미음악출판인협회(The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와의 합의를 통해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2,100만 달러(한화 약
240억 원)의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함. 앞으로도 음악 출판사 및 작사가와 작곡가를
비롯한 음악 창작자들에게 적절하고 원활한 음원 사용료 지급을 위한 ‘종합 출판
관리 시스템(comprehensive publishing administration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이번 합의안에는 저작권자들의 Spotify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금지
(no copyright claim)’가 조건으로 포함되었으며, 실제적인 음원 사용료 이외에도
Spotify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되지만 창작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음악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특별 보상 기금(large bonus compensation fund)’이
마련되었음.

Spotify와 NMPA의
합의내용

o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Spotify는 3월 17일 전미음악출판인협회(The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이하 “NMPA”)와 그동안 미지급된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음악 출판사들과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들이
자신들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원활하게 주장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합의함.
- NMPA에 따르면, 이번 Spotify와 NMPA의 합의는 음악 스트리밍 업계의 ‘획기
적인 합의’라는 평가.
-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들이 Spotif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금지(no
copyright claim)’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저작권자들이 Spotify와의 합의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Spotify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음.
o Spotify는 이번 합의를 통해 출판사들과 저작권자들에게 2,100만 달러(한화
약 24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이 중 실제적인 음원 사용료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600만 달러(한화

8)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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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 ‘저작권 침해 소송 금지’ 조건으로
미지급된 로열티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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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 원)의 금액은 합의에
동의한 출판사들과 창작자들을 위한 특별 보상 금액임.
- 이번 합의는 Spotify의 출시 이후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Spotify가 사용
했고 앞으로 사용할 모든 음악 콘텐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함.

대규모 특별 보상
기금 (large bonus
compensation fund)

o Spotify는 이번 합의를 통해 실제 음원 사용료 이외에도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 보상 기금(large bonus compensation fund)’을
NMPA에 지급하기로 함.
- 이는 Spotify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원들 중 권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보가 잘못된 음원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그동안 권리자의 정보가 확실치 않아 권리자들에게 음원 사용료가 미지급 또는
지급오류 되는 경우가 있어왔음. 이러한 이유로 Spotify는 그동안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음.

본 합의의 시사점

o Spotify는 NMPA와의 동 합의를 통해 출판사와 음악 창작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Spotify는 최근 몇 달 동안 Spotify가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기
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에 기계적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을 구하지
않았으며,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음악가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음.
- NMPA는 과거 2007년 5월부터 진행되었던 YouTub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소송에서 2011년 YouTube로부터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YouTube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에 이른 바 있음. 이번 Spotify와
NMPA의 합의는 위의 YouTube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o NMPA의 회장 겸 CEO인 David Israelite은 이번 합의를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승리라고 자평함.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한편으로는 ‘임시방편(only a temporary
solution)’에 불과하며 저작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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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Spotify의 홍보 책임자 Jonathan Prince도 Spotify는 출판사와 창작자들을
비롯한 스트리밍 음원 관련 권리자들에게 모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을 위한 ‘종합 출판 관리 시스템(comprehensive publishing administration
system)’ 구축을 위해 NMPA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출처
http://arstechnica.com/business/2016/03/spotify-royalty-deal-publishers-songwriters/
http://www.theverge.com/2016/3/17/11255914/spotify-reaches-agreement-with-publis
hers-missing-royalties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1/08/music-publishers-go-awol-in-the-war-ag
ainst-youtube/

※관련기사
2016년 1월 2차 : [미국]美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 1억 5천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 관련 피소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560&ke
y=content&keyword=spotify&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1&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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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헌신해 왔으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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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Rightscorp, 콘텐츠 무단사용에 대한
벌금 징수 위한 신기술 적용 계획
美 Rightscorp社는 저작권 침해자가 콘텐츠 사용료 및 벌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저
작권 침해자의 브라우저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신기술 도입 계획을
밝힘. Rightscorp社는 신기술은 저작권 침해 경고 및 합의에 관한 경고문을 이메일로
통지하는 현재의 방법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힘. 그러나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ISP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신기술을 도입하는 ISP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美 Rightscorp,
콘텐츠무단사용에대한
벌금징수 신기술 적용

o Rightscorp社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검색하여 ISP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에게 콘텐츠 사용료 및 벌금을 지불하도록 통지하는 저작권 보호 기업임.
- 최근 Rightscorp社의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자금난을
겪어왔음.
- 또한, 이메일을 통한 저작권 침해 고지와 합의 요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가 해당
경고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 사용료 및 벌금을 징수하는데 비효과적임.
o Rightscorp社는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자가 콘텐츠 사용료 및 벌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저작권 침해자의 브라우저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
하는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신기술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자의 브라우저에 직접 뜨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초 경고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일정 횟수 이상 경고문을 무시하고 콘텐츠 사용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자의 브라우저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

9)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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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ightscorp社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SP의 협조가 필수적
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

USA

면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신기술 적용에 대한
ISP의 부정적 견해

o ISP들과 이용자들은 Rightscorp社의 콘텐츠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벌금
징수를 위한 신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힘.
- 그 이유는 자동화된 ‘봇(bot)'기반 저작권 침해 구별 시스템이 채용하는 알고리즘은
저작권 침해물과 공정이용 등을 구별하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잘못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잘못된 삭제 통지로 인터넷 이용자의 브라우저 이용 및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ISP에게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출처
http://techraptor.net/content/rightscorp-wants-hijack-browser-suspected-pirates-extra
ct-payment
http://fossbytes.com/rightscorp-copyright-block-web-browsers-illegal-torrent-downloaders/
http://www.geek.com/news/rightscorp-wants-to-hijack-each-pirates-internet-until-the
y-pay-a-fine-16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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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드프레스, DMCA 남용 근절 위한
법정손해배상 도입 제안
세계 최대 오픈소스저작물 관리시스템인 워드프레스(WordPress)는 저작권자의 DMCA
통지 후 삭제 조치 남용행위에 대해 법정손해배상 적용 또는 보상금 조성을 고려할
것을 美 저작권청에 제안함.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는 오토매틱(Automattic)社는 매년
접수되는 수천 건의 삭제통지 중 상당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오토매틱社는 저작권자의 통지 후 삭제 조치의 남용행위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실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 기업에게
적정한 손해배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를 남용하는 저작권자들을 처벌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DMCA 통지 후
삭제 조치 현황

o 미국 DMCA 제512조는 저작권자가 OSP에게 저작권 침해물의 ‘삭제(takedown)'를
요청하는 경우 OSP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OSP가 면책되도록 규정됨.
o DMCA 제정 이후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특정하려고 사용하는 자동화된 ‘봇(bot)'기반 저작권 침해 구별 시스템은 ‘통지
및 삭제조치(notice & takedown)’의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침.
o 최근 연구 논문 “Notice and Takedown in Everyday Practice”에서도 자동화된
‘봇(bot)'기반 저작권 침해 구별 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물
특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적법절차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DMCA 남용행위에
대한 워드프레스의
강경 대응

o 세계 최대 오픈소스저작물 관리시스템 워드프레스(WordPress)를 운영하는
오토매틱(Automattic)社는 매년 접수되는 수천 건의 삭제통지 중 상당수가
저작권 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밝힘.
- 오토매틱社는 다른 OSP와 달리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삭제 요청이 합법적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그러나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 요청의 거의 절반이 저작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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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힘.
- 대표 사례로 2015년 워드프레스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수바루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바루 대변인이 해당 블로그에 대한 통지 후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함.
o 워드프레스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 조치 제도를 남용하는
저작권자에게 강경 대응하고 있음.
- 대표 사례로 2015년 워드프레스는 “Straight Pride UK”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게시한 이용자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 조치를
남용한 저작권자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워드프레스는 저작권자가 특정한 침해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OSP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일부 저작권자들은 비평이나 경쟁자를 검열하기 위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한다고 주장하였음.
- 워드프레스는 해당 사안의 저작권자는 기사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조치를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워드프레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음.

DMCA 남용행위 근절
위한 법정손해배상 등
도입 제안

o 워드프레스는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조치를 발송
하기 전에 해당 저작권 침해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자동화된 ‘봇(bot)'기반 저작권 침해 구별 시스템이 채용하는 알고리즘은
저작권 침해물과 공정이용 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밝힘.
o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워드프레스는 저작권자의 통지 후 삭제 조치 남용
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을 저작권법 제504조 또는 제1203조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함.
- 저작권자의 통지 후 삭제 조치 남용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면 OSP가 저작권자의 남용행위로 입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 기업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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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ru)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자사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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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권리를 남용한 저작권자를 처벌할 적절한 수단이 됨으로써 통지 후 삭제
조치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함.
o 오토매틱社는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청으로 인한 OSP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보증금(bonds)을 조성하는 방안을 美 저작권청에 제안함.

시사점

o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자들과 OSP들이 OSP의 저작권 침해물의 삭제 절차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개혁에 관한 연구와 OSP의 면책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입안자들은 위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torrentfreak.com/wordpress-wants-statutory-damages-for-dmca-abuse-160404/
https://torrentfreak.com/wordpress-adds-subaru-to-takedown-hall-of-shame-150908/
https://torrentfreak.com/wordpress-wins-25000-from-dmca-takedown-abuser-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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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를 포함하는 다수의 음악 협회 및 400명 이상의 음악인들은 현행 DMCA상

USA

USA

美 음악업계, OSP 면책 규정 개혁 요구
OSP에 대한 통지 및 삭제 조치에 따른 면책규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美
저작권청에 제출함. 현재 저작권청에서는 OSP 면책규정의 현대화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 중으로, 음악업계는 1998년 제정된 DMCA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상황들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함. 특히 동일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삭제 통지 요청을 저작권자가 반복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한번 삭제 조치된 저작권 침해물이 재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notice and stay down approach)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음악업계의 DMCA
개혁 요구의 배경

o 저작권자들은 DMCA 제512조에 규정된 OSP 면책 규정에 대해 DMCA 제정
이후 인터넷 사용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불법이용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특정하여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
o 美 저작권청은 DMCA상 OSP 면책규정의 영향과 효용성을 평가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음악업계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였음.
- 2016년 3월 31일, RIAA10), ASCAP11), AFM12), NMPA13), SoundExchange
등을 포함한 상당수 음악 협회들 및 400명 이상의 음악업계 종사자들은 DMCA
상 OSP 면책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함.
o RIAA의 캐리 셔먼(Cary Sherman) 회장은 구시대적인 현행 DMCA는 음악
업계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이번 답변서의
분석 자료들과 해결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DMCA를 현대적으로
개혁하기 바란다고 밝힘.

10)
11)
12)
13)

미국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작곡가·작가·출판인협회(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미국음악인연합회(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전미음악출판인협회(The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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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기준의 저작권
침해물 특정의
비효율성 지적

o 음악업계는 답변서에서 1998년 제정된 DMCA상 OSP의 통지 및 삭제 조치에
의거한 면책 규정은 오늘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상황들을 규제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힘.
- 특히, 동일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삭제 통지 조치를 저작권자가 반복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함.

[표1] 반복적인 삭제 통지의 비율
- 예를 들면,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YouTube)에게 삭제 요청했던
원 디렉션의 “드래그 미 다운(Drag Me Down)”은 동 사이트에 2,700번 이상
재게시되었고,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에게 삭제 요청했던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Uptown Funk)”는 동 사이트에 3,000번 이상 재게시되었음.
o 그 이유는 저작권 침해물 특정 및 삭제요청은 웹페이지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기준으로 지정되며 동일한 저작권 침해물에 다른 URL을 설정하면
무한정 재게시할 수 있음.
o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 삭제 조치된 저작권 침해물이 재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notice and stay down approach)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작권 침해물 영구 삭제 조치는 소리 지문 기술(audio fingerprinting technologies),
해시매칭(hash-matching technologies), 메타데이터 수정(meta-data correlations)
등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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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측의 우려

o OSP측은 현행 DMCA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통지 후 삭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함.

조치를 OSP가 취하는 조건으로 면책해 주는데, 이러한 면책 방식은 OSP의
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예를 들면, 과거 유튜브의 경쟁업체였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베오네트웍스
(Veoh Networks)는 2007년 유니버셜 뮤직(UMG)이 제기하였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 그러나 베오 네트웍스는 UMG의 소 제기 이후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며 상당한 소송 방어 비용의 발생으로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음.
- 둘째, 저작권 침해물 통지 및 삭제 절차의 맹점을 이용한 저작권자의 검열 및
권리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셋째,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특정하여 삭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 ‘봇(bot)'기반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물과 공정이용 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출처
https://torrentfreak.com/music-industry-u-s-copyright-law-is-obsolete-and-harmful-1
60401/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60401/03312034075/riaa-how-dare-internet-use
-dmca-that-we-wrote-to-build-useful-services.shtml
https://www.riaa.com/400-artists-songwriters-managers-and-music-organizations-call
-for-reforms-of-broken-dmca/
http://www.riaa.com/wp-content/uploads/2016/03/Music-Community-Submission-in-r
e-DMCA-512-FINAL-7559445.pdf
https://www.eff.org/deeplinks/2016/01/notice-and-stay-down-really-filter-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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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OSP 면책규정은 저작권자가 특정한 저작권 침해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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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PAA, ISP에게 상습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 영구삭제 권한 부여 주장
美 MPAA는 최근 제기된 저작권 침해물 특정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ISP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침해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ISP는 개별 침해 계정에 대한 삭제 통지 횟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만 한다고 설명함. 또한, MPAA는 I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없이도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을 영구 삭제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를 의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MPAA, 상습침해자의
계정 영구 삭제 권한
ISP에게 부여 주장

o 1998년 DMCA 제512조는 저작권자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 침해물의 ‘삭제(takedown)’를 요청하는 즉시 ISP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ISP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인터넷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최근 연구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삭제 요청 시 침해물 특정의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o 이에 美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저작권
침해물 특정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ISP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MPAA는 상습적인(반복적/의도적) 저작권 침해자(개인/기업)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ISP가 취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려면 ISP는 개별 침해 계정에
대한 삭제 통지 횟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상습침해자 계정
영구 삭제에 대한
MPAA의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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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관련하여, MPAA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ISP 면책
규정의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한 바 있음.

- MPAA는 한번 삭제 조치된 저작권 침해물이 재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접근법(notice and stay down approach)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미하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밝힘.
- 즉, MPA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없이도 ISP에게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ISP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실태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시사점

o 전 세계적으로 DMCA의 면책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저작권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MPAA가 ISP에게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습 침해자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주장으로 평가됨.

※출처
https://www.ivacy.com/blog/mpaa-wants-isps-to-take-action-against-habitual-pirates/
https://torrentfreak.com/mpaa-wants-isps-to-disconnect-persistent-pirates-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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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스위스를 저작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美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 23개의 나라를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지정함.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스위스는 2010년 이후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났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서버가 스위스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고 함.
캐나다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을 하였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국가 목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음.

스위스의
‘감시대상국’ 지정
배경

o 2010년 스위스의 로지스텝의 무단으로 IP 주소 수집행위에 대한 소송 이후로,
많은 불법 공유 사이트들의 서버가 스위스에 존재하고 있음. USTR은 6년 전
판결이 많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스위스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
o 2010년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서 로지스텝(Logistep)에게 파일공유자의 IP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IP주소를 수집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힘. 스위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스위스가 불법사이트들의 온상지(host country)가 되었다고 함.

‘Logistep’ 판결내용

o 2010년 9월 7일,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로지스텝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위스에서 IP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IP주소는
사적인 데이터라는 개념을 강화한 판결을 내림.
- 2008년 스위스의 정보 보호 위원회는 로지스텝에게 무단으로 IP주소를 수집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하지만 로지스텝은 이 요구를 거부함.
- 2009년 스위스의 연방 행정 재판소는 스위스 정보 보호 위원회의 판단을 기각함.
정보 보호 위원회는 연방 법원에 항소함.

14)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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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서 5명의 판사 중 3명이 로지스텝의 IP 수집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함.

저작권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함.

시사점

o 스위스의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국가 목록에 편입됨.
o 캐나다는 2012년까지 주요 감시국가 목록에 들어 있다가 2013년부터 일반
감시국가 목록으로 변경됨.
- 캐나다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녹음된 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USTR은 저작권보호 기간 연장은 긍정적이나 그것만으로 감시국가
목록에서 제외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USTR은 캐나다가 더욱더 WCT와 WPPT 조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더 강력
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함.

※출처
https://torrentfreak.com/u-s-labels-switzerland-an-internet-piracy-haven-160428/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16-Special-301-Report.pdf
https://www.eff.org/deeplinks/2016/04/captured-us-trade-agency-resorts-bullying-ag
ain-2016-special-301-report
https://torrentfreak.com/anti-piracy-monitors-banned-from-operating-in-home-country-100909/
https://torrentfreak.com/u-s-government-lists-top-torrent-sites-as-piracy-havens-150306/

※관련기사
2016년 3월 1차 : [미국] 美 IIPA, 2016 지재권 감시대상국 보고서 USTR 제출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
eq=583&key=title&keyword=IIPA&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
nation_cd=801&start=

❘29

USA

o 로지스텝 판결 이후 USTR 보고에서는 꾸준히 로지스텝 판결로 인해 스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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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BM, 저작권 침해 매체를 출력하지 않는
프린터 특허 신청
2016년 5월 12일, 미국 컴퓨터 회사인 IBM은 저작권을 침해한 글, 사진 등을 출력
하지 못하게 하는 프린터에 대한 특허를 신청함. 사용자가 프린터를 출력을 할 경우,
프린터는 출력할 매체가 저작권을 침해 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함. 프린터는 ISBN번호,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된 자료, 공공 매체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
함.

IBM 프린터
특허신청

o 2016년 5월 12일, 미국 컴퓨터 회사인 IBM은 미국 특허청에 저작권을 침해한
글, 사진, 매체 등을 출력하지 않는 프린터에 대한 특허를 신청함.
o 사용자가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할 경우, 프린터는 출력할 매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을 함.
- 프린터는 ISBN번호,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된 자료, 공공자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별할 것이라 함.
- 또한 프린터는 학교 등에서 최근에 사용하는 표절확인 프로그램처럼 많은 양의
문장도 스캔할 수 있다고 함.
- IBM은 프린터에 저작권 사용 허가를 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함.

저작권 침해 식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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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o 일반인들은 저작권 침해를 식별하는 IBM의 프린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출력하는 것을 방지 하거나, 기업의 정보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만약 IBM의 프린터에 저작권 사용 허가 기능이 추가 될 경우,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쉬워 질수도 있음.
-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무단으로 교재 및 다른 매체의 내용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교사들은 저작권 사용 허가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https://torrentfreak.com/ibm-patents-printer-that-doesnt-copy-infringing-content-160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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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PAA, 도메인네임 등록업체 Radix와
불법복제 방지 업무협약 체결
美 MPAA는 아시아 최대의 도메인네임 등록업체 레이딕스(Radix)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MPAA는 Radix가 관리하는 도메인
네임 중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조회하여 Radix에게 통보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의 역할을 함. Radix는 MPAA로부터 통보된 사이트 중
명백하고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중단, 종결
또는 보류시킬 수 있음.

MPAA, 레이딕스와
불법복제 방지
업무협약 체결

o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MPAA’)는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RIA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이하
‘ESA’), 미국상공회의소(The United States Chamber of Commerce, 이하 ‘USCC’) 등
저작권 관련 단체와 디즈니,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소니 등의 미디어 엔터
테인먼트업계와 함께 강력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요구해 왔음.
- 과거 이 단체들이 지지해 왔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안(Protect IP Act,이하 ‘PIPA’)의 제정
시도는 ‘인터넷 사전검열’의 우려로 무산된 바 있음.
o 한편, MPAA를 비롯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광고 대행사, 결제처리 서비스 업체들과 같은 저작권업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방향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전환함.
- MPAA를 비롯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처음에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16)를
중심으로 로비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15) 유현우_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전공 석사과정
16) ICANN은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도메인관련 비영리 국제최고기구로서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최상위 도메인(.com .net .org .info .biz 등) 등록 업무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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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도메인네임 등록업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였고, 2016년 2월, MPAA는 그 첫 결실로 미국 내 도메인네임 등록 업체
도넛츠(Donuts)社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o 2016년 5월 13일, MPAA는 아시아 최대의 도메인네임 등록 업체인 레이딕스
(Radix)17)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MPAA가 처음으로 해외 도메인네임 등록업체와 체결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o Donuts와 첫 업무협약 이후 Radix와 두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MPAA는
현재 자국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

업무협약의 내용

o Radix와 MPAA는 공동성명을 통해 Radix가 운영하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의 대규모 상업적 불법복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동 업무협약에 따라 MPAA는 Radix가 관리하는 도메인네임 중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사이트들을 조회하고, 이를 Radix에게 통보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의 역할을 수행함.
- Radix는 MPAA로부터 통보된 사이트들을 지정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음.
o 동 업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MPAA가 Donuts와 체결한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 MPAA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는 도메인네임을 통보하려면 해당 도메인네임의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명백하고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clear and pervasive
copyright infringement)”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의 입증은 필수로
저작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17) Radix는 아시아 최대의 일반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등록업체로 빅 데이터, 지역 사회,
창업, 기업, 킬러 어플리케이션 등의 분야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online, .tech, .space, .website,
.press, .host, .site 등과 같은 7개의 새로운 도메인 확장자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고 곧 .store의 서비스도 시작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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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AA의 저작권 침해 통지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도메인네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명확한 것이므로 해당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재량으로 중단,

기대효과

USA

종결 또는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함.

o 이번 업무협약은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동 업무협약은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사한
협약을 통해 인터넷상의 다양한 불법행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악성 코드의 노출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https://torrentfreak.com/mpaa-signs-anti-piracy-deal-with-large-domain-registry-160413/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radix-and-the-mpaa-establish-new-partne
rship-to-reduce-online-piracy-579359971.html
https://torrentfreak.com/inside-the-mpaas-piracy-deal-with-the-donuts-domain-regis
try-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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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주식회사,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발표
오리콘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0~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2015년 1년간 불법다운
로드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1%로 2014년에 비해 2.4% 증가되었고,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의 불법다운로드 비율이 증가되었음.

o 오리콘 주식회사(Oricon Inc.)2)는 2016년 3월 4일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조사

개요

결과를 발표함. 이번 조사는 10~40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오리콘 주식회사는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에 대한 인지상황,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 향후 의향 등에 대하여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매년 1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o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에 대한 인지상황
-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에 대한 인지비율은 70.2%로 2014년에 비해 0.3%
감소되었지만, 2년 연속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70.2%) 중 79.6%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용3)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

1) 권용수_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센터 전문위원
2) 오리콘 주식회사는 1999년 10월 설립된 회사로서 ① PC용 및 스마트폰용 사이트의 제작·운영·광고·판매,
엔터테인먼트 뉴스 제공,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수탁 등을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업’, ② 휴대전화용 및
스마트폰용 콘텐츠 판매, 휴대폰용 사이트의 제작 수탁 등을 행하는 ‘모바일 사업’, ③ 잡지 및 잡지광고 판매
등을 행하는 ‘잡지사업’, ④ 음악·영상 등의 마케팅 데이터 및 순위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는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3) 일본은 2012년 6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벌칙 규정(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을 신설함.
이에 따르면 사적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유상저작물 등(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 등으로서 유상
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것)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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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인지상황을 보면 10대가 64.9%로 2014년에 비해 1% 증가된 반면 20대는
73.6%로 2014년에 비해 0.3%, 30대는 71.6%로 2014년에 비해 0.4%, 40대는

-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인지경로는 2014년에 이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37.5%

CHINA

67.2%로 2014년에 비해 1.2% 감소되었음.

(2014년 대비 0.3% 증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영화관의 CM이
37.2%(2014년 대비 2.4% 증가), 인터넷 웹사이트가 23.4%(2014년 대비
4.3% 감소), 신문기사가 12.8%(2014년 대비 1.5% 감소)로 그 뒤를 이음.

JAPAN

o 2015년 불법 다운로드 현황

2015년 불법 다운로드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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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2015년 불법 다운로드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3.1%로 2014년
에 비해 2.4% 증가되었음.
- 연령별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보면 10대가 16.9%로 2014년에 비해 1.8% 감소
4.4%, 40대는 8.4%로 2014년 대비 2% 증가함. 즉,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불법 다운로드 비율이 2014년에 비해 증가되었음.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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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사람은 86.9%이며, 2010년부터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o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한 기기

불법 다운로드 사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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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운로드에는 PC의 사용률이 55.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13.5%나 감소하였고, 반면에 스마트폰의 이용률은
45.8%로 2014년에 비해 15%나 증가되었음.
- 스마트폰의 이용률은 2011년 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 30%를 넘은데 이어
2015년에는 거의 PC 사용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음.
o 향후 불법 다운로드 의향
- 향후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78.3%로 2014년에
비해 1.7% 증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다운로드 할 생각이 있다(3.1%)
거나 이전 보다 적게 다운로드 할 생각이 있다(3.6%)고 답변한 사람은 6.7%로
2014년에 비해 0.2%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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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의 경우에도 향후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45.8%로 2014년에 비해 14%나 증가하였음. 또한 다운로드 할 생각이
다운로드 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3%로 6% 감소된 결과, 다운로드
의향자의 비율이 34.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CHINA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6%로 2014년에 비해 1% 증가하였지만, 이전 보다 적게

- 한편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향후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83.2%로 4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4)

o 최근 다운로드에 이용되는 디바이스가 급속하게 스마트폰으로 변화되고

JAPAN

시사점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CHINA

※출처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60304_746864.html
http://www.musicman-net.com/business/55091.html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50327_694841.html
html?_p=2

CHINA

http://www.excite.co.jp/News/music/20160304/Musicman_business55091.

※관련기사
2014년 4월 2차 : [일본] 日 문화청, 형사처벌화의 불법 다운로드 억제효과 등 조사
연구 보고

2013년 3월 2차 : [일본] 日 오리콘, 개정 저작권법 인지율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CHINA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274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160&ke
y=title&keyword=오리콘&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3&start=

CHINA
4) http://www.excite.co.jp/News/music/20160304/Musicman_business55091.html?_p=2 (검색일 : 2016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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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재무성, 2015년 저작권 침해 수입금지 물품
전년 대비 183% 증가
재무성은 2016년 3월 4일 전국 세관에 의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
금지 현황을 공개함. 이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상품이 27,948점으로 2014년 대비
183.3%나 증가되었음.

o 일본 재무성은 2016년 3월 4일, 2015년 전국 세관에서 불법 복제물 등 지식

개요

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 현황에 대하여 공개함.
o 세관은 수입금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 변리사, 학자 등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전문위원 의견조회’를 활용하였음.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수입금지 현황

o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금지 실적
- 수입금지 건수는 29,274건으로 과거 최대였던 2014년에 비해 8.7% 감소
하였으나,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수입금지 점수5)는 2014년에 비해 23% 감소된 689,621점이며, 수입금지 가액은
약 147억 엔(약 1,450억 원)임.
- 일본 세관의 경우 1일 평균 80건, 1,800점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
금지를 행한 것임.
o 국가별 수입금지 현황
- 수입금지 건수는 중국이 26,670건(91.1%, 2014년 대비 9.8% 감소)으로 가장

5) 수입금지 점수는 세관이 수입을 금지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를 말함. 따라서 세관이 수입을 금지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이 포함되어 있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의 수를 의미하는 수입금지 건수와는 다름.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에는 “1건
20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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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홍콩이 1,227건(4.2%, 2014년 대비 10.4% 감소),
한국이 494건(1.7%, 2014년 대비 17.1% 증가)으로 그 뒤를 이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87,260점(12.7%, 2014년 대비 235%

CHINA

- 반면 수입금지 점수는 중국이 527,509점(76.5%, 2014년 대비 27.6% 감소)으로
증가), 홍콩이 42,039점(6.1%, 2014년 대비 38.4% 감소)으로 그 뒤를 이음.
- 주목할 점은 중국이나 홍콩의 경우 수입금지 건수나 점수의 비중이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2014년에 비해 증가되었다는 점임.

- 수입금지 건수는 상표권 침해가 28,982건(98.6%, 2014년 대비 8.9% 감소)으로

JAPAN

o 지식재산별 수입금지 현황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저작권 침해가 323건(1.1%, 2014년 대비 38.7% 감소)으로
그 뒤를 이음.

대비 20.4% 감소)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저작권 침해 상품이 27,948점
(4.1%)으로 2014년 대비 183.3%나 증가되었다는 점임.6)

CHINA

- 주목할 점은 수입금지 점수 역시 상표권 침해 상품이 656,853점(95.2%, 2014년

o 수송 형태별 수입금지 현황
- 수입금지 건수는 우편물이 27,378건(93.5%, 2014년 대비 9.9% 감소)으로
비해 13.5% 증가되었음.
- 수입금지 점수도 우편물이 481,584점(69.8%, 2014년 대비 19.6% 감소), 일반

CHINA

여전히 그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일반화물이 1,896건(6.5%)으로 2014년에

화물이 208,037점(30.2%, 2014년 대비 29.9% 감소)으로 우편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세관에서 수리한 수입금지 신청은 733건으로 2014년 대비 12% 감소
되었지만, 저작권 관련 수입금지 신청은 96건으로 2014년과 동일하였음.7)

CHINA

o 기타 사항

- 2015년에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경우도 1건(240점) 있었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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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6) 세관에서 수입을 금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중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물품으로는 스마트폰용 충전기나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있음. 특히 스마트폰 케이스는 2015년 세관에서 수입을 금지한 품목 중 상위를 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상품이 2014년 대비 증가된 원인 중 하나임.
7) 저작인접권 관련 수입금지 신청은 상표권 관련 수입금지 신청(318건, 2014년 대비 15.6% 증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구성비 28.3%, 208건으로 2014년 대비 20.9% 감소)을 차지함.
8)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경우는 2012년에도 2건(61점)이 있었음.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 한편 여행객이 스스로 그 휴대품을 임의 포기한 경우도 있었음. 이 중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는 66건으로 2014년에 비해 22.2% 증가되었음.9)

o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산은 지식재산권을 가진 권리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시사점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10)할 수 있음. 따라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www.mof.go.jp/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15/20160304.htm
http://www.mof.go.jp/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15/20160304b.htm
http://www.mof.go.jp/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15/20160304c.htm
http://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qa_005.htm

※관련기사
2015년 10월 2차 : [일본]日 오사카 세관,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금지 현황 발표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505&ke
y=title&keyword=&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3&start=

9) 다만 여행객이 임의 포기한 저작권 침해 상품의 수는 1,122점으로 2014년에 비해 34.8% 감소되었음.
10) 불법으로 제조한 의약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실제 일본에서는 가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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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대법원, 북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정
대법원은 2016년 3월 16일 북 스캔 대행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법에서 인정
하고 있는 사적 복제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기된 상고를 기각하고,
북 스캔 대행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지식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대법원이
지식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결과, 북 스캔 대행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

JAPAN
o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아사다 지로(浅田次郎) 등 작가 7명은 2012년,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북 스캔 대행업체11)의 영업 금지 등을 청구

CHINA

개요

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o 이에 대해 북 스캔 대행업체 측은 “복제의 주체는 고객이며, 북 스캔 대행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CHINA

고객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적복제12)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o 도쿄 지방법원은 2013년 9월 30일, 북 스캔 대행업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하고,13) 북 스캔 대행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14) 이에 불복한
북 스캔 대행업체 측이 지식재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2013 참고.
15)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북 스캔 대행행위의 저작권(복제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 스캔 대행 금지 및 7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도쿄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음(知財高判平成26年10月22日(平成25年(ネ)第10089号)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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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11) 북 스캔 대행업체의 관리·지배하에 이용자로부터 송부된 서적을 재단하고, 스캐너로 읽어 전자데이터화 함으로써
서적을 복제하고, 전자데이터의 검사를 행하여 이용자에게 납품함. 이를 통하여 북 스캔 대행업체가 이용자
로부터 대가를 얻는 것이 북 스캔 대행 서비스임.
12)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13) 도쿄 지방법원은 복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자데이터화를 대행업체가 행하고 있으므로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14) 장원태, “도쿄 지방법원, 북 스캔에 대해 저작권침해 인정”, 「저작권 동향」제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CHINA

2014년 10월 22일, 도쿄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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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 스캔 대행업체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6년 3월
16일, 대행업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북 스캔 대행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한
지식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쟁점 및 판단

o 본 사안은 복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결과 북 스캔 대행을 사적복제의 보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음.
o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지식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복제의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북 스캔 대행업체이며, 그 결과 북 스캔 대행행위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① 서적을 전자데이터화 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
② 해당 행위는 이용자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북 스캔 대행업체가 업무로서
행하고 있다는 점, ③ 북 스캔 대행업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리 목적으로
북 스캔 대행 업무를 행하는 한편 광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인
하고 있다는 점, ④ 북 스캔 대행 서비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북 스캔 대행
업체는 이용자와 대등한 계약 주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
주체로서 복제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복제행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의의 및 영향

o 대법원이 북 스캔 대행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지식
재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므로 북 스캔 대행업체 측에서 더이상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음.
- 북 스캔 대행업체 측이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 보다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존속은 어려워 보임.
o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번의 대법원 결정 후에 북 스캔 대행이 문제 될 경우 악질성이
높다고 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여지가 있음.
- 또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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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324-00004446-bengocom-soci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317-00000106-jij-soci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G17HA3_X10C16A3CR8000/
http://d.hatena.ne.jp/FJneo1994/20141025/1414434412

JAPAN
CHINA
CHINA
CHINA
CHINA
❘47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日本

日, TPP 협정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대책본부는 2016년 3월 8일 국회에 제출된 ‘TPP 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함.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개정안 제51조 제2항, 제101조 등), ②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개정안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 ③ 접근통제의 회피 등에 관한 조치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1호, 제113조 제3항), ④ 전송 음원의 2차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 부여(개정안 제95조) 및 ⑤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14조 제4항)이
포함되어 있음.

TPP 협정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o 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대책본부는 2016년 3월 8일 국회에 제출된 ‘TPP
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함. 해당 법률안에는
지식재산 규정 정비를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개정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TPP 협정의 실효적인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의 국회 승인뿐만 아니라 협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법이 필요함. 이러한 까닭에 일본 정부가 TPP 관련 국내법의
규정 정비를 종합적·일체적으로 행하는 것임.

저작권법 개정안의
개요

o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
-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16) 실연, 레코드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17)
- 다만, 영화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그 보호기간을 공표 후 70년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미 개정안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음.

16)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50년이지만,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저작자의
명의가 단체인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임.
17) 저작권법 개정안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16조 제3항, 부칙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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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얻을 목적 또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② 유상저작물 등18)을 원작
그대로 양도·공중송신 또는 복제함으로써, ③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이익을

CHINA

- 현행법상 저작권 등 침해죄는 친고죄이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① 대가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저작권 등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19)
-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중인 만화나 소설의 해적판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영화의
동인지를 코믹 마켓트(コミケ, http://www.comiket.co.jp/)에서 판매하는 행위
또는 만화의 패러디를 블로그에 투고하는 행위 등은 여전히 친고죄의 대상임.

JAPAN

해적판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비친고죄의 대상이지만, 만화 등의

o 접근통제의 회피 등에 관한 조치
-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접근통제)
있음.20) 한편 접근통제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임.

CHINA

등을 권한 없이 회피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o 전송 음원의 2차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 부여
-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이 CD 등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하여 방송 또는
대상을 확대하여 전송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21)

CHINA

유선방송을 할 때,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사용료 청구권의

o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재검토
- 저작권법 개정안은 침해된 저작권이 저작권 관리사업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권 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 현행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① 침해물의 수량 * 정규품의

CHINA

금액22)을 손해액으로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3)

18) 유상저작물 등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등으로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것(그 제공 또는

예외를 인정함(저작권법 개정안 제113조 제3항).
21) 저작권법 개정안 제95조 제1항.
22) 사용료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고 높은 금액으로 함.
23) 저작권법 개정안 제1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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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외)을 말함(저작권법 개정안 제123조 제3항).
19) 저작권법 개정안 제123조 제2항.
20) 다만 기술적 이용 제한수단(저작권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1호)에 관한 연구 또는 기술 개발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 밖에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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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금액, ② 침해자이익, ③ 사용료 상당액임.
- 그러나 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사용료 규정에 의거
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예컨대 특정 사업자가 1곡 1회 사용료가 120엔(사용료
규정)인 실연을 무단으로 1일 30곡, 1,000영업일 사용한 경우 120엔/회 * 30회/일
* 1,000일 = 360만 엔(약 3,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o 저작권법 개정안 중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특히 주목받고 있음.
o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하여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예능
실연가단체협의회,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저작권, 실연가, 레코드 산업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함.24)
o 또한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 대상을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제한한 것은 일본 고유의 ‘오타쿠 문화(オタク文化)’ 등의 보호·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함.
o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일본의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을 유지하면서도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 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에 비해 권리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25)
o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접근
통제의 회피 등에 관한 조치, 전송 음원의 2차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 부여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24) 특히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과거 음반의 재상품화 등을 통하여 레코드 회사의 수익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환영하고 있음.
25)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권리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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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o ‘TPP 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4월 5일
중의원 본회의 심의에 들어감. 일본 정부는 TPP 협정을 아베노믹스의 핵심

CHINA

성장전략으로 삼고, 5월 중에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JAPAN

http://www.cas.go.jp/jp/tpp/torikumi/index.html#seibihouan
http://cpra.jp/info/2016/tpp.html
http://www.cas.go.jp/jp/houan/160308/siryou1.pdf
http://www.cas.go.jp/jp/houan/160308/siryou3.pdf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405-00050056-yom-pol
http://getnews.jp/archives/14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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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CODA, 2014년 불법복제물 피해액은
2,838억 엔으로 정규수입의 2배 초과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2016년 3월 31일 일본 콘텐츠 불법복제물로
인해 2014년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공개함. 그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만화 5장르의 2014년 해외 수입금액이 1,234억 엔인 반면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액은 2,888억 엔으로 정규수입의 2배를 초과함.

CODA,
불법복제물에 의한
해외에서의 피해액
조사

o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콘텐츠의 불법복제물로 인해
2014년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액26)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함. 이는 경제산업성의 위탁사업 중 하나임.
o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영화·애니메이션·방송·음악·만화 5장르의 해외에서의
정품 수입금액27)은 1,234억 엔인 반면,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액은 2,888억 엔
이상으로 추계됨.
- 해외에서의 정품 수입금액은 CODA가 2015년 외부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해외에서의 일본 콘텐츠의 시장 규모 조사’(이하 ‘시장규모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한 5장르의 수입금액임.
- 불법 복제물에 의한 피해액은 CODA가 기업회원사 33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수입 및 불법복제물의 추정피해액 등’에 의해
도출된 계수(불법복제물의 정품 수입에 대한 영향)를 ‘해외에서의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즉, 여기서 말하는 피해액(추계)은 해외에서의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식 작품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액만을 의미함.

26) 피해액은 불법 복제물이 정품 수입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27) 수입금액이란 실제로 기업이 얻은 금액의 추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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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시장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해외에서의 일본 콘텐츠 매출금액28)은
피해액은 9,348억 엔으로 추계됨.

평가

CHINA

3,994억 엔임. 수입금액이 아닌 매출금액을 활용할 경우 불법복제물에 의한

o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CODA의 발표 역시
추계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일본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는 상상

JAPAN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경과 관계없이 동영상 전송 서비스 등으로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o 일본 콘텐츠의 효율적인 해외 시장 진출은 관련 기업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CODA는 앞으로도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효한 대책을 마련·실시하고,

CHINA

이익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품 유통을 위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임.

CHINA

※출처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91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0408-00010006-otapolz-ent

CHINA
CHINA

28) 매출금액은 소매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53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日本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제5회 회합에서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함. 보고서는 AI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3D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o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4월 18일 개최된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제5회 회합(산업재산권 분야 및 콘텐츠 분야 합동)에서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함.
o 보고서에는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현시점에서의
저작권 제도상의 쟁점29)뿐만 아니라 곧 직면하게 될 저작권 관련 쟁점30)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음.
- 검토위원회는 ① 정보량의 증대·내용의 다양화, 이용 또는 활용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② 이노베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 ③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중요시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사안을
검토하였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
시스템

o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을 포함한 정보의 활용이 더욱
대량화·다양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안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
(이하 ‘차세대 저작권 시스템’)이 필요함.

29) 현 시점에서의 저작권 제도상의 쟁점으로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 시스템이나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들 수 있음.
30) 곧 직면하게 될 저작권 관련 쟁점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생성되는 시대의 저작권 제도나
3D 프린팅에 의한 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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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법리’를 통하여 저작물을 포함한 정보의 양적
확대와 그 활용의 다양화에 어느 정도 대응해왔음.

허락’31) 제도로서 저작물의 양적 확대와 그 활용의 다양화에 대응해왔음. 확대

CHINA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확대집중
집중허락의 이용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복제, 기업 내 복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아카이브기관의 이용,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o 다양성·유연성을 내포한 차세대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에

JAPAN

- 영국에서도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확대집중허락 제도를 도입하였음.

의한 제도적 대응, ② 민간에 의한 라이선스 원활화, ③ 민관협력을 통한 보호의
실효성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규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권리제한규정의 유연성 확보 방안으로는 i) 권리제한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을

CHINA

o ① 국가에 의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유연성을 지닌 권리제한

법제화하는 방안(미국형의 일반적인 권리제한규정(공정 이용 규정))과 ii) 특정
요건(이용 목적 또는 이용행위의 성질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기타 요건을
비교적 유연하게 규정하는 방안(영국형의 페어 딜링(fair dealing) 규정32)) 등

- 한편 권리제한이 허용되는 요건은 저작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일반론

CHINA

이 제시되고 있음.

(‘시장의 실패’ 이론33))을 참고하여 i) 이용행위의 목적이나 사회적 요청, ii) 이용
행위의 성질·형태, iii) 민간 등 당사자 간의 거래 성립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임.

대한 저작물의 게재, 영리목적으로 행해지는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에 대해

CHINA

o 한편 현행 저작권법이 사적복제 중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나 교과용 도서에

31) 확대집중허락이란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대다수의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면, 집중관리단체의 비구성원의 저작물까지 해당 계약의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③ 저작권자의 창작과 저작물의 보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의 권리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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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함.
32) 영국의 페어 딜링(fair dealing) 규정은 교육, 연구, 비평, 보도 등의 비영리목적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33) 어떠한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시장의 실패’ 이론이
제시되고 있음. ‘시장의 실패’ 이론에 따르면 ① 시장이 실패한 상태이고, ② 이용자의 권리 이용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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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는 보수청구권34)부 권리제한규정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저작물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태를 알고 있는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저작물의 이용목적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o ② 민간에 의한 라이선스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집중관리의 확충 및 재정제도의
확충, 권리정보의 집약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이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집중관리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확대집중허락’ 제도를
주목하고 있음. 미국 저작권국 역시 2015년 7월 공표한 보고서에서 ‘확대집중
허락’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문화청장관의 재정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개선이 행해졌지만, 여전히 권리자 검색에 요하는 시간이나 수고를 절감시키는
한편 보상금 공탁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작물을 포함한 정보의 양은 앞으로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권리
정보를 집약함으로써 방대한 정보 속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용이하게 검색하도록
하는 한편 대가를 지급한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에 의한 임의 등록제도와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제시됨.
o ③ 민관협력을 통한 보호의 실효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재정제도나 집중관리를
포함한 원활한 권리처리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권리정보를 집약화한 데이터
베이스 정비’를 민관이 협력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 저작권 제도

o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이 현실화됨에 따라 앞으로 AI창작물의 폭발적 증대가
예상됨. 이는 인간에 의한 창작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 제도나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됨.
- 이미 스페인 말라가 대학의 작곡하는 인공지능 라무스(lamus)나 구글의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 등의 AI창작물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설 쓰는 인공지능의 작품이 ‘호시 신이치’ 문학상의 1차 전형을 통과하였음.

34) 보수청구권이란 금전적인 청구권(또는 이용자에 의한 보수의 지급 의무)을 말함. 보수청구권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집중허락과 동일하지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제한되므로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대집중허락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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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창작물을
생성하는 시대를 염두에 두고, 저작권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AI창작물은 권리의 대상이 아님. 다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CHINA

관하여 검토하였음.

도구로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그러나 AI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면,

JAPAN

권리 인정 여부를 떠나 보다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o AI창작물과 현행 저작권 제도의 적용 가능성
- 현행 저작권 제도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한편
강한 권리(보호기간 등)를 부여하고 있는데, 모든 AI창작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 다만 창작을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나 적극적인 이용 도모라는 관점에서
AI창작물의 보호가 필요함.

CHINA

경우 보호 과잉이라 판단됨.

o AI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제도상의 취급
- AI창작물은 AI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투자 회수 기회의 확보 등)

- 예컨대 AI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AI프로그램35) 제공자라면, 프로그램 제공
이라는 방법으로 투자 회수가 가능하므로 해당 AI창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CHINA

라는 관점에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판단됨.36) 그러나 AI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AI창작물 이용자라면,37) AI창작물
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 외에 투자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당 AI창작물을 보호
하여 타인의 무임승차 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CHINA

o AI창작물이 저작권 제도에 미칠 영향
- AI창작물의 법적 보호의 유무를 떠나 앞으로 AI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인간의 창작물과 AI창작물 간의 유사·침해에

판단됨. 소비자의 경우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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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35) AI프로그램의 경우 그 자체가 저작권,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
36) AI 관리자 역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투자 회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AI프로그램 제공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
37) AI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AI창작물 이용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면 해당 AI창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여부는 ‘특정 저작물에 의거하여 결과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작성하였는가’(의거성 및 유사성)에 따라 판단됨. 그러나 AI창작물의 경우 인공
지능 내부에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 당해 창작물이 생성되었는가를 파악하지 않는 한
의거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 이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이 참고 또는 학습한 빅 데이터 중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작품이 있다면 그 즉시 의거성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 다른 한편 일부 AI창작물38)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경우,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창작물 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AI창작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간의 창작물 이용 제고를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인간의 창작물이 보다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함.
o 일본은 AI창작물 등 새로운 정보재와 저작권 제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위의 검토 내용을 해외로 발신할 예정임.

3D 프린팅과
저작권 제도

o 3D프린팅 기술의 발전 및 3D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제조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제도 등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3D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품의 유통·생산 등이 용이하게 된 반면,
모방품의 유통·생산도 용이하게 된 결과, 3D데이터의 보호나 모방품 유통·생산
대책이 필요함.
o 다만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의 3D데이터(캐릭터 피규어의 3D
데이터 등)와 그렇지 않은 3D데이터의 경우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전제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당함.
o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의 3D데이터
- 3D데이터 유통 과정에서의 침해 대책 방안으로서 플랫포머39)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38) 출처 표시 기능을 지닌 AI창작물 또는 음악·그림·소설 등의 AI창작물을 들 수 있음.
39) 플랫포머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이 참여하여 서로가
얻고자 하는 것을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말함. 대표적인 플랫포머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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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업목적에서의 3D데이터 2차이용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3D데이터 제작자나
플랫포머에 의한 라이선스 표시 촉진이 필요함.40)

CHINA

o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의 3D데이터
- 실물을 그대로 스캔하여 3D데이터화 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표현상의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는 3D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있으므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o 최근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센서 등에 의해 자동 집적하는 데이터
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재산 보호가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CHINA

빅 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취급

JAPAN

- 다만 3D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경우 자유로운 비즈니스 전개가 저해될 수

- 저작권법 제12조의2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자동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② 다양한 분석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보편적인 구조나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CHINA

o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보호 대상인가 불분명함. ①은 ‘정보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②는 ‘체계적인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임.
- 유럽의 경우 자격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CHINA

대해서도 특별한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에 적용하는

-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접근 권한의 관리 등을 통하여 보호할 수 있고,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음.

- 이는 AI창작물의 일종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시장에서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40)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등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3D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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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o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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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o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공개형)
- 공적연구자금에 의한 연구 성과 중 논문의 근거가 된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는 영업
비밀이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움.
-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공개형)의 경우 보호 대상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은 데이터
베이스의 창작성이 아니라 저장된 대량의 정보 그 자체임. 그리고 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지식재산법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도화된 대응이 필요함.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대응

o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제도상 보호되고 있는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 산업은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사범 중 인터넷을 이용한 사범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였음(2010년도는 약 60%). 또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받은 기업 중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함(2012년 이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o 일본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민관의 협력 하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음.41) 그러나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과거에 비해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제도나 대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o 검토위원회는 여러 침해 유형 중 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를 염두에 두고,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 검토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품 유통촉진책과 균형을
고려하면서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구함.

41)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삭제 요청,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와 같은
직접적인 대책 외에 보안 회사와 연계한 침해 사이트 필터링,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제한,
은행 계좌 동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계몽 활동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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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책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리치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음.

CHINA

- 악질적인 리치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결정적인 역할42)을

- 리치사이트의 법적 규제 근거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
다만 언론·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 규제 범위를 제한할 계획임.43)

- 최근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 수입 등이 그

JAPAN

o 온라인 광고에 관한 대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광고 수입의 차단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광고의 실태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실태 조사를 행한 후,
계획임.

CHINA

온라인 광고를 정지하는 대상 사이트의 요건이나 광고 정지 수법 등을 검토할

o 저작권 침해 사이트 블로킹
- 저작권 침해 사이트 블로킹 제도의 도입44)에 관해서는 ① 권리자로부터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유효·적절한 조치 수단이 없는 악질적인 해외 사이트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인터넷의 기본 이념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실효성의 한계 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CHINA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에 따라 그 여부를

- 사이트 블로킹은 다른 대항 수단이 없는 악질적인 침해 행위를 염두에 두고, 행위
범위, 실효성, 원활한 정보의 유통이나 표현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42) 2012년 일본 전기통신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방송 중인 인기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90%가
리치사이트를 경유하여 시청되고 있음.
43) 현재 규제 범위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의 3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첫째, 영리성(영리목적)·대량성
(링크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수 등)·계속성(업으로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리치사이트의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둘째, 리치사이트의 규제 범위를 링크 삭제통지를 무시하는 등 악질성이 높은

③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기준으로 리치사이트의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임.
44)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침해 사이트 블로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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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리치사이트로 제한하는 방안(이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확산할 목적을 가지고’ 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와 같이 특정 요건을 부가), 셋째,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의
대상을 참고하여 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일 것, ② 그것을 원작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일 것,

CHINA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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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밖에 해외 서버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플랫포머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됨.

평가 및 전망

o 보고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저작권 제도에 대하여 ‘창작성이란 무엇인지’, ‘보호해야 할
정보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o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dai5/gijisidai.htm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dai5/sankou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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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콘텐츠 산업의 현황 및 경제산업성이 실시하고 있는 콘텐츠

CHINA

日本

日 경제산업성,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성 공개
진흥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성’을 공개함. 경제
산업성은 일본 콘텐츠의 진흥을 위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JAPAN
o 일본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은 2016년 4월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성’을 공개함.

CHINA

개요

o 공개된 자료에는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 일본 콘텐츠의 위상 등을 비롯해
일본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경제산업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담겨
있음.

o 일본의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는 약 12조 엔임.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의 피크

CHINA

일본 콘텐츠 산업의
현황

아웃(Peak Out) 등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게임이나 인터넷 전송 분야는 성장하고 있지만, CD/DVD나 책·잡지 분야가

o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콘텐츠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CHINA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일본을 제외한 해외의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5,500억 달러(약 644조 원)
이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2020년에는 7,580억 달러(약 888조 원)가

o 일본의 콘텐츠는 애니메이션·만화 등이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등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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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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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자주 보는 애니메이션·만화는 어느 국가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타이완의 경우 68%, 홍콩의 경우 79%가 일본이라고 응답함. 상하이나
방콕, 자카르타 등의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국, 한국 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일본 콘텐츠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5%이지만, 만화
분야에서 일본 만화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4.1%임.45)

경제산업성의
실시 정책

o 경제산업성은 일본 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유통단계에서의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마케팅 지원46)이나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기반 정비47)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의 문화 등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하고자 ‘쿨 재팬 전략(クールジャパン戦略)’을 추진하고 있음.
o 경제산업성은 불법복제물이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지원 정책으로서 불법복제물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48)
- 2013년 문화청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4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콘텐츠 피해액이 연간 5,600억 엔(약 6조 원)에 달함.
- 그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콘텐츠 해외 유통촉진기구(CODA)를 통하여 권리자나
각 국가의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복제물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o 경제산업성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대책으로 ①인터넷상의 불법 복제물 대책,
②공동 권리행사 지원, ③마그 프로젝트(MAG (Manga-Anime Guardians)
PROJECT) 등이 있음.
- ①인터넷상의 불법복제물 대책으로 i)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ii)
CODA와 중국 동영상 투고 사이트49) 간의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45) 일본 게임 역시 해당 분야에서 1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일본 게임의 매출 총액은 만화의 약
7배 이상에 달함.
46) 마케팅 지원 정책으로서 일본의 문화나 콘텐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일본 콘텐츠의
매력을 해외에 소개하는 ‘유학생 홍보대사’를 실시하고 있음.
47)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프로듀서 인재 육성, 콘텐츠 기술의 고도화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48) 경제산업성은 불법복제물 대책 외에도 ①현지화·프로모션 지원(J-LOP), ②코페스타(CoFesta), ③쿨 재팬
기구, ④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 정상회담(ACBS) 등을 추진하고 있음.
49) CODA와 각서를 체결한 중국 동영상 투고 사이트는 ‘Tudou’, ‘Youku’, ‘ku6’, ‘56.com’, ‘iQIY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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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체결, iii) CODA와 미국 영화협회(MPA)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선처법 개발이나 공동 저작권 보호 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양해

- ②불법복제물(DVD 등)에 대해서는 CODA가 중국 등 현지단속기관과 연계하여

CHINA

각서(MOU) 체결50) 등을 들 수 있음.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200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685만 장의 불법복제물(DVD 등)을 압수하였음.
- ③마그 프로젝트는 불법복제물 삭제, 정식 사이트로의 유도, 국내외 계몽활동
유지·확충하고, 불법복제물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JAPAN

이라는 3과제를 전략적으로51) 실시함으로써 일본 애니메이션·만화의 팬층을

CHINA

※출처
http://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contents/downloadfiles/shokanjikou.pdf
http://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contents/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92

CHINA
CHINA
반면, 2015년에는 민간부문인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 협의회(マンガ・アニメ海賊版対策協議会)’에서
3과제의 대책을 실시하고 일본 정부와 경제산업성은 더욱 연계가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강구·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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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50) CODA는 2016년 4월 18일 MPA와의 MOU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51) 2014년에는 일본 정부와 경제산업성이 불법복제물, 해외 전개, 보급·계몽이라는 3과제의 대책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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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日 특허청, ‘2015년 모방피해조사보고서’ 공개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서비스가
제조·판매됨에 따라 야기되는 피해를 조사한 ‘2015년 모방피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물 모방피해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되어 오다가
2014년에 들어 감소되었음.

‘2015년
모방피해조사보고서’

o 특허청은 일본 기업이 직면해 있는 모방피해52)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분석
함으로써 모방피해의 동향, 구체적인 과제의 도출, 지원 방안 모색 등의 검토에
기여하고자 일본 기업의 모방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리한
‘2015년 모방피해조사보고서’를 발표함.
o 모방피해 실태 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8,069社를
대상으로 2014년 해당 기업이 입은 국내외 모방피해나 그 대책 현황을 조사한
것임.

저작물 모방피해 현황

o 저작물 모방피해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에 감소로
돌아섬.
- 2014년 모방피해를 입은 회사53) 중 저작물 모방피해를 입은 회사는 17.4%로
2013년(18.7%)에 비해 1.3% 감소됨.
- 그러나 2014년 저작물 모방피해율은 2010년(15.3%)에 비해 2.1% 증가되었음.
이는 같은 기간 상표(-0.6%), 의장(-6.1%), 특허·실용신안(+0.6%), 영업비밀·
노하우(+1.4%)의 모방피해율 증가폭을 상회하는 수치임.

52) 모방피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제조·판매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말함.
53) 2014년 모방피해를 입은 회사의 비율은 21.9%(조사에 참여한 4,090사 중 896사)로 2013년(22.0%)에
비해 0.1%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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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권리별 모방피해 회사의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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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국외에서의 권리별 모방피해율 추이(2013년도 → 2014년도)를 보면
상표(-0.5%), 의장(-0.5%), 특허·실용신안(-0.1%)의 모방피해율이 모두 감소한

o 저작물 모방피해는 인쇄물·필름(23.9%),54) 정밀기계(13%), 소프트웨어(12.6%),

CHINA

반면, 저작물(+0.6%)의 모방피해율은 증가되었음.

잡화(7.5%), 전자·전기기기(6.3%) 등의 상품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음.

CHINA

인터넷에 의한
모방피해 현황

o 2014년 모방피해 중 62.3%는 인터넷에 의한 것임.
- 인터넷에 의한 모방피해는 2012년(62.3%) 이후 60%를 상회하고 있음.
o 인터넷상 권리별 모방피해율을 보면 상표 다음으로 저작물의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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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쇄물·필름은 주요 상품 분야 중 저작물 모방피해율이 가장 높은 분야임. 인쇄물·필름에 대한 각 권리별
모방피해율은 저작물 23.9%, 상표 19.6%, 의장 2.2%, 특허·실용신안 2.2%, 영업비밀·노하우 2.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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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상의 모방피해 내용을 보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의한 모방품
판매 거래(48.2%), 국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의한 모방품 판매거래(32.3%),
인터넷상의 콘텐츠나 디자인 등의 저작물 불법 복제(25.1%)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o 기업들은 인터넷상의 모방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판매업자에 대한 통보·경고
(57.0%), 변호사 등을 통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49.3%), 인터넷상에서의
모방품 판매 감시 강화(29.0%),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상담
(24.0%) 등을 마련하고 있음.
- 기업들은 인터넷상의 모방피해 대책 중 ISP에 대한 상담(72.4%), 판매업자에
대한 통보·경고(67.9%), 세관의 단속 신청(55.9%), 경찰의 단속 신청(52.8%),
조사기관을 통한 판매 루트 특정(51.7%) 등을 특히 효과가 있었던 대책으로 평가함.

모방피해 발생 지역
및 유통구조

o 모방피해는 일본 국내(22.8%)보다 국외(77.2%)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음.
국외 모방피해는 중국(64.1%)에 이어 대만(18.0%), 한국(18.9%)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모방피해는 제조, 경유, 판매제공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유일하게
제조에 의한 모방피해(546사)가 판매제공에 의한 모방피해(454사)를 초과하고
있음. 이는 중국 국내에서 제조된 모방품이 세계 각국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에서 제조된 모방품이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는 27.1%에 불과함.
중국에서 제조된 모방품은 일본(15.3%), 대만(6.9%), 유럽(6.0%), 북미(5.7%),
한국(5.2%) 등에서 유통되고 있음.
o 모방품 제조에 의한 피해는 중국(60.9%)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
(36.5%), 한국(13.4%), 대만(11.7%) 등이 그 뒤를 이음.
o 모방품 경유에 의한 피해는 중국(20.8%)을 필두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제
되고 있음.55) 다만 17.4%가 모방품 경유 지역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등
경유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음.

55) 모방품 경유에 의한 피해는 중국에 이어 일본(8.6%), 대만·미국(4.4%), 한국(3.5%)이 그 뒤를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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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방품 판매제공에 의한 피해는 중국(50.7%)과 일본(50.4%)의 비율이 높으며,

- 모방품 판매제공에 의한 피해율의 최근 추이(2010년 → 2014년)를 보면, 한국
(-1.2%), 중국·대만(-0.8%)의 피해율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의

CHINA

대만(15.8%), 한국(15.7%), 미국(12.2%) 등이 그 뒤를 이음.

피해율(21.4% → 22.4%)이 증가되고 있음.

o 기업들은 일본 국내의 모방피해 발생 요인으로 시장 확대 또는 지명도의 향상
(21.8%), 국외의 모방피해 발생 요인으로 자사의 대책 미흡(34.3%)을 꼽음.

JAPAN

기업의 모방피해
대책 동향

- 한편 국내 모방피해 발견요인으로 국내 사이트 열람(30.1%) 및 고객으로부터의
의견접수(17.9%), 국외 모방피해 발견요인으로 해외 사이트 열람(30.2%) 및
대리점으로부터의 통보(24.8%)를 꼽음.

51.6%임.

CHINA

o 2014년 기업의 모방피해 대책 실시율은 2013년(41.9%) 대비 9.7% 증가한

- 모방피해를 입은 기업에서는 84.3%, 모방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에서는 42.%가
모방피해 대책을 실시함.

파악하지 못해서’(79.4%), ‘대책을 실시할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서’(21.3%),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19.5%) 등을 제시함.

CHINA

- 모방피해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서 ‘피해가 없거나 피해를

o 기업의 모방피해 대책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또한 모방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기업 간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현지 정부와의 의견 교환, 공동 단속 등 보다 광범위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o 모방피해율은 중국, 한국, 대만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모방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방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모방피해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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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교환, 현지조사 등에 있어서 기업 간의 연계·협력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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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방피해율이나 인터넷상에서의 피해율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 보다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실효적인 모방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출처
https://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jittai.htm
https://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pdf/2015_houkoku/2015shousai.pdf
http://www.meti.go.jp/press/2015/03/20160310001/201603100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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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
2015년 저작권침해 대책 지원 현황 공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는 2016년 5월 26일 ‘2015년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현황’을 공개함. 한편 ACCS는 2015년 저작권 침해 사건의 특징으로
①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SW)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불법복제물 판매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②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상
전자출판권 침해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제시함.

JAPAN
o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는 2016년 5월 26일 ‘2015년도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현황’을 공개함.

CHINA

개요

o ACCS는 2015년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활동으로서 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 ② 저작권 침해 사건 지원 활동, ③ 조직 내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

CHINA

불법복제 방지 활동을 시행하였음.

o ACCS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계몽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계몽활동은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을 일반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o ACCS는 홋카이도를 비롯하여 에베쓰, 나카시베쓰, 아오모리 현, 아오모리,

CHINA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지바 현, 후나바시, 아이치 현 도요하시, 안죠, 교토 부, 나라 현 경찰과 공동으로
11회의 계몽활동을 개최함.

CHINA

- 도쿄 세관과 공동으로 ‘모방품 상륙 금지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함.

❘71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일본

저작권 침해 사건
지원

o ACCS는 회원 기업뿐만 아니라 회원 외의 기업이 피해를 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력함. 한편 ACCS는 수사에 협력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에 대해 그 내용과 지원활동을 공개함.56)
- 2015년 ACCS가 수사에 협력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은 58건으로 2014년과 동일함.

저작권 침해 유형
파일 공유 SW ‘Share’
파일 공유 SW ‘Share’ 이외

건수

분야

(전년도 건수)
20(19)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등)

9(5)

애니메이션, 출판, 어학교재
게임 SW, 비즈니스 SW,

불법복제물 판매

16(18)

내비게이션 SW, 애니메이션,
어학교재

동영상 투고(投稿) 사이트

2(4)

애니메이션

스토리지(Storage) 서버

6(4)

비즈니스 SW, 지도 SW

불법 복제 SW 업무 사용

3(8)

비즈니스 SW

기타

2(0)

자동차 부품 외

합계

58(58)

o 2015년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의 특징은 첫째, 파일 공유 SW ‘Share’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불법복제물 판매 사건이 전체 사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임.
- 파일 공유 SW ‘Share’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전국 29부현(府県) 경찰은 2016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일 공유
SW를 악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
- 또한, ACCS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Cons
ortium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via File-sharing software, CCIF)’57)
를 통하여 파일 공유 SW 이용자에게 계몽 메일을 송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56) ACCS가 수사에 협력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 중 22건이 공개되지 않았음. 공개되지 않은 사건 대부분은 파일
공유 SW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나 불법복제물 판매 사건처럼 자주 이슈화된 저작권 침해 사건임.
57)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CCIF)’는 파일 공유 SW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8년에 설립된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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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물 판매는 CD 등 불법복제물을 직접 송부하는 방법 외에 파일 등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었음.58)

제80조 제1항 제2호59)) 침해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임.

CHINA

o 둘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상의 전자출판권(저작권법

- 교토부 경찰 사이버 범죄 대책과 및 히가시야마 경찰서는 2015년 11월 13일
발매 전의 만화잡지 게재 작품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 경찰은 이들이 슈에이샤가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간 소년챔프”의 연재 작품
“원피스”를 디지털화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JAPAN

웹사이트에 업로드 한 도쿄도의 중국인 남성 3명을 체포함.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뿐만 아니라 전자출판권 침해를
적용함.
-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전자출판권이 인정된

CHINA

이후, 경찰이 전자출판권 침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건임.

o ACCS는 조직 내 SW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는 한편 SW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o 2015년 ACCS의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접수창구에서는 86건의 조직 내 SW
불법복제에 관한 정보를 접수함.

CHINA

조직 내 소프트웨어
(SW) 불법복제 방지
활동

- ACCS 회원 기업의 보고에 따르면 정보 제공을 토대로 회원 기업이 화해한
건수는 23건이며,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화해금액은 108억 9,700만
엔(약 1,182억 원)임.

적절한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저작권 지식이나 라이선스에 관한 해설,

CHINA

o ACCS는 2015년 7월 9일 SW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① SW의
②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SW 관리방법 및 운용방법,
③ 패키지 제품과 볼륨 라이선스 제품의 사용허락조건의 차이와 사용허락
계약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설명함.

CHINA

58) 2015년 불법복제물 판매 역시 2014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옥션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였음.
59) 저작권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출판권자의 권리로서 전자출판권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 저작권법 제 80조 제1항 2호; 원작 그대로 전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공중송신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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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2.accsjp.or.jp/activities/2016/actives14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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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日本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2016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결정
日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5월 9일 회의를 통하여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함.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TPP 협정에 따른 경제 글로벌화를 고려한 가운데, 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추진, ② 지식재산 의식· 지식재산 활동의 보급·침투, ③ 콘텐츠의
신규 전개 추진, ④ 지식재산 시스템의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JAPAN
o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D),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급격한 기술혁신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TPP 협정을 계기로

CHINA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세계화 속에서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있음.
- 일본은 ① 정보의 집적 등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전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관련 주체들이 취해야 할 전략의 기본 방향을 다양화하는 한편, ③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제도와 인재의 정비·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CHINA

- 또한, ② 연계나 융합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식재산

o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특히 강조한
지식재산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CHINA

연계·융합을 통한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출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음.

추진, ② 지식재산 의식· 지식재산 활동의 보급·침투, ③ 콘텐츠의 신규 전개 추진,
④ 지식재산 시스템의 기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o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①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②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의 추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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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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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①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i)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 시스템 구축, ii)
IoT, BD, AI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iii)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 침해 대책의 추진을 제시함.60)
o ②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i)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산업 연계기능의 강화,
ii) 오픈 앤 클로즈(オープン＆クローズ) 전략61)에 의거한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을
제시함.

지식재산
의식·지식재산
활동의 보급·침투

o 지식재산 의식·지식재산 활동의 보급·침투이라는 관점에서 ①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인재 육성의 충실, ② 지방, 중소기업 분야 등에서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강조함.
o 저작권 교육 및 인재 육성의 충실화를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 및 문부과학성은 저작권 교재 등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 교육에
기여하는 교재 등의 내용(저작권법에 관한 최근의 이슈를 포함)을 검토하여
저작권 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보급을 실시함.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중 ‘지식
재산 교육 추진 컨소시엄(가칭)(知財教育推進コンソーシアム)’62)을 구성할 계획임.
o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
지원과 더불어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60) 구체적인 내용은 권용수,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2016. 5. 16), 저작권보호센터 참고.
61) 최근 정보 등의 공개 요청이 강해지면서 기업 등의 오픈 앤 클로즈 전략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는 지식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예를 들어 오픈 전략으로서 단순히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활용하거나 권리화하여 라이선스를 공여하는 방법, 클로즈 전략으로서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 은닉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화하여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함.
62) 지식재산 교육 추진 컨소시엄(가칭)은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의 관계부처 및 관계단체, 실무가, 기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교육에 활용 가능한 이슈나 콘텐츠 등을 집약·고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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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의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음악, 게임, 방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는 쿨 재팬
(クールジャパン)을 대표하는 요소이며, 앞으로의 성장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음.
o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일본 콘텐츠의 신규 전개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① 콘텐츠 해외 전개·산업기반 강화 및 ②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CHINA

콘텐츠의 신규 전개
추진

및 활용의 촉진을 강조함.
- 일본은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JAPAN

일본 콘텐츠를 통하여 일본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일본의 팬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o ①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i) 콘텐츠 산업과 비콘텐츠 산업의 연계강화, ii) 지속
적인 콘텐츠 해외 전개를 위한 지원, iii)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등을 위한 대응,

- i) 일본의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등의 콘텐츠 산업과 비콘텐츠 산업을 연계63)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위하여 ‘쿨 재팬 민관 연계

CHINA

iv) 모방품·불법 복제물 대책 방안 등을 제시함.

플랫폼(クールジャパン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ii) 지속적인 콘텐츠 해외 전개를 위한 지원으로서 시장성이 낮은 국가에서의
관한 컨설팅 기능 강화 및 상담기회 제공, 해외 시장 정보의 공유, 쌍방향의
문화교류 촉진 등을 실시할 계획임.

CHINA

일본 콘텐츠 노출, 해외 전개를 위한 콘텐츠의 제작·발신·프로모션, 해외 전개에

- iii)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프로듀서, 크리에이터 등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 육성, 자금조달 등 제도적인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 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 제공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의 효율화, 콘텐츠 산업 관련

- iv) 모방품·불법 복제물 대책은 정품 콘텐츠의 유통 확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임.64)

집중관리단체제도 정비 등 저작권법제 측면에서의 권리집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포럼, 세미나
등을 실시, ② 불법 복제물 대책을 포함한 저작권제도의 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나 당사국 간의 협력 체계를 활용한 연수나 세미나 실시 및 저작권 세미나 등의 보급·계몽활동 추진,
③ 해외의 일본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모방품·불법 복제물 대책 지원, ④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지의 지식재산권제도나 피해실태 등에 관한 조사 실시 등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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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예컨대 전통 공예와 애니메이션을 연계하여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들어간 찻잔 등을 생산·판매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음.
64)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① 침해발생국의 저작권 보호 강화나 위법 콘텐츠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현지의

CHINA

시책이나 경영상담체제의 보급 등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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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②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i) 아카이브 간의 연계 촉진, ii) 서적·방송 콘텐츠 등
분야마다의 대응 촉진, iii) 아카이브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기반정비(저작권제도의
정비 등) 등을 제시함.
-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화의 보존·승계·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과 보존된
콘텐츠의 2차적 이용이나 국내외 발신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이 있음.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미술관 등이
소장하는 저작물에 관한 해설·소개를 위해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제도의 검토 및 권리자불명저작물 등의 이용 원활화를
위하여 일정 경우 재정제도에서의 보상금공탁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검토와 더불어 법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지식재산 시스템의
기반 정비

o 지식재산 시스템의 기반 정비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 분쟁처리 시스템의 기능
강화 등을 강조함.
- 지식재산 분쟁처리 시스템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서 적절하고 공평한 증거수집
절차의 실현, 비즈니스 실태나 니즈를 반영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실현, 권리부여
로부터 분쟁처리까지의 프로세스를 통한 권리의 안정성 향상 등을 제시함. 또한
지식재산 분쟁처리 시스템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향후 계획

o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IT종합전략본부 등과 연계
하여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철저한
검증·평가를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임.
o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적극적인 이행·검증·평가는 앞으로 일본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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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기간 지재권 강화에 돌입
•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및 저작권법상의 보호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강화 목소리 높아
•법원, 인터넷 사이트의 전통매체 뉴스 불법복제 관행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베이징 12318 행동에 불법출판물 211.8만 건 압수수색
•온라인 음원 시장 연평균 10% 상승
•골드음악저작권프로젝트’시행
으로 불법복제물 적발
•베이징시,‘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북경시 고급법원‘온라인지식재산권사건 심리 가이드라인’공표
에 대한 공식 발표회를
•신문출판총국,“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통해 법적쟁점 에 대한 해석 제공
•러쓰TV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유료화 추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가동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GDP의 7.28% 차지해
•상하이 푸둥신구법원은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로
판정
•판권국,‘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회의’베이징 개최
•유료 음원 가입자 수 500만명 돌파
•법원, 허가 없는 사이버 게임 온라인 중계방송 불공정경쟁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 실시
•저작권보호센터, DCI 체계 도입
•주요 웹하드 업체,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저작권 마크’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합법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대
•
•첫 민족특색 문화저작권보호와 전시거래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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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 기간 지재권
강화에 돌입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2016~2020)’기간 동안 베이징,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호남성(湖南省), 광시성(广西省) 등 4개 지역을 기점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정책이 본격화됨. 베이징시는 오는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창조 및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지식재산권 선진 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 헤이룽장성에서는 이 지역을 중국 동북지방의 지식재산권
강화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중점 사업을 진행할 예정. 호남성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이 분야 경제적 위상과 저작권 등록 건수 증강 목표를 공포함.

13차 5개년 계획

o 중국 공산당은 제13차 5개년 계획2)기간 (2016~2020년)을 ‘2개의 100년
목표3)’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샤오캉(小康) 사회4)’ 건설을 위한 시기로 강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 등 5개 발전 이념을 제시함.5)

1) 임지연_조선일보 중국특파기자
2) 지난 1953년 ‘1.5계획’ 수립 이후 13번째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2016~2020년 중국경제
발전 목표와 방향. 신화사(新華社). 2016.3.17 보도
3)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샤오캉 사회(小康,중산층 사회)’ 건설 및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로, 공산당 제18기가 제시
했던 국가목표. 이는 현재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의미를 담은 ‘중국의 꿈(中國夢)’과 같은 맥락에서
활용됨. 바이두 백과사전(百度百科) 참조.
4) 샤오캉(小康)사회는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사는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처음 제시한 장기 목표. 공산당 창립 100주년 이전인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동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 지난 2015년 1월 1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신년사에서 “개혁 심화와 의법치국은 샤오캉 사회로 가기 위한 새의 양 날개, 차의 두 바퀴와
같다”고 밝혔으며, 13차 5개년 계획 실행 첫 해인 2016년은 중국이 샤오캉 사회로 진입하는 첫 해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신경보(新京報). 2015. 4월 13일 보도
5) 이를 위해 정부는 중고속(연 평균 6.5~7% 성장)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형평성과 포용성을 발휘, 오는
2020년까지 GNP 및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향상시키고, 도시화 및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해 빈곤지역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 특히 농촌 및 빈곤인구, 빈곤지역의 구제는 ‘샤오캉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중국 정부는 연소득 2,800위안 이하의 빈곤 인구 약 7천 만명을 구제하기 위한 도시 이주
정책을 통해 매년 최소 1천 만 명을 도시로 이주, 오는 2020년까지 총 1억 명의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켜,
이들에게 도시 호적으로 편입될 기회를 제공할 전망. 이 같은 도시화 및 호적제도 부여에 대해 경제발전과
공평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분석되며. 이를 위해 일부 노동력 상실로 인해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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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신상타이(新常態)6)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경제가 이 기간
동안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산업시스템 개선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발전 단계 돌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
까지 현행 경제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부패 및 산업 시스템 낙후 등 문제를 개선
하고 생태 환경 개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방침.
o 이와 함께 ‘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정부는 처음으로 ‘인터넷 경제발전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인터넷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 광대역 보급,
사물인터넷 응용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인터넷+행동계획 실행, 빅데이터
응용, 국가 정보화 사업 진행, 전자상거래 안전성 증진, 네트워크 안전 보장
등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임.
- 또한, 창조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발명 특허 건수를 국민 1만 명 당 2015년 기준
6.3건에서 2020년 12건으로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난해 기준

13차 5개년 계획
실천사항 : 베이징

CHINA

인터넷 보급률 40%에서 오는 2020년 70%까지 높이는 목표를 도입함.

o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업무회의(知识产权工作会)’에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 강국 건설을 곧 중국의 선진화 진입을 위한 기반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사항이 건의됨.
- 첫째, 베이징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시를 지재권보호를 위한 전략거점 도시로 기능 강화.
- 둘째, 이 분야의 선진화 작업을 위해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고, 향후 중국적 특색을
가진 지재권 제도를 실현, 강화된 지재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기능을 담당.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최저생활보장대상자’로 지정,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제13차
5개년 계획’ 전문(全文). 바이두 백과사전 참조.
http://baike.baidu.com/item/%E4%B8%AD%E5%85%B1%E4%B8%AD%E5%A4%AE%E5%85%B3%E4%
BA%8E%E5%88%B6%E5%AE%9A%E5%9B%BD%E6%B0%91%E7%BB%8F%E6%B5%8E%E5%92%8C
%E7%A4%BE%E4%BC%9A%E5%8F%91%E5%B1%95%E7%AC%AC%E5%8D%81%E4%B8%89%E4%B
8%AA%E4%BA%94%E5%B9%B4%E8%A7%84%E5%88%92%E7%9A%84%E5%BB%BA%E8%AE%AE
6) 신창타이(新常態)는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가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상태에 돌입,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표현하는 단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널리 인용되고 있음.
바이두 백과사전(百度百科）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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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창의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조적 지재권 강성 도시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
- 또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2011-2015)'기간과
비교해, 향후 5년 동안 시가 담당하고 있는 지재권 관리 및 운용 서비스 방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인력
체계를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
o 과거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지재권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국제화 시대, 세계적 수준의 지재권 도시로의 기반을 쌓아갈 것이라고 밝힘.

13차 5개년 계획
실천사항 :
헤이룽장성

o 헤이룽장성에서는 지재권 관리 사업을 2016년 중점 진흥 사업으로 규정하고,
앞서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13차 5개년 계획’기간을 통합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지재권 보호 및 증진 사항을 담은 ‘헤이룽장성지식재산권
전략강령(黑龙江省知识产权战略纲要,2011—2020年)7)’을 발간함.
o 향후 5년 동안, 지재권 보호 및 증진 분야를 '4대 공정(四大工程)'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권 운용서비스 공정(知识产权运营服务工程)’,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공정(互联网+知识产权保护工程)’, ‘지식재산권 인재육성공정
(知识产权人才队伍建设工程)’, ‘특허 우량 기업 창건 공정(专利优势企业创建
工程)’ 등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한층 성숙된 지재권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심도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와 공공서비스 최적화를 진행해 나갈 방침.
o 더불어, 2016년 한 해 동안 이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①지식재산권 심층 전략
실시 ②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실시 ③지식재산권 창조 증진 ④지식재산권
운용능력 제고 ⑤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최적화 등 5대 중점 사업(五个重点工
作)을 진행해나갈 방침임.

13차 5개년 계획
실천사항 : 기타

o 호남성에서는 향후 5년간 지재권 관리 업무의 탁월한 운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호남성 일대의 경제적 위상을 전국적으로 공고히 할 계획임. 또한 이 기간

7) 바이두 백과사전 참조.
http://baike.baidu.com/link?url=wB92hOtYGlhLjy1D5kNe0BMltErGKy-ZJ52AsZgLUHhM6AChN-vdRT66FA9
q_ir1UP2K4bJ4w-ggkvn1KUHG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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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지재권 강화 및 환경 조성 사업에 소요될 운용기금을 마련, 이 분야에
필요한 추가 인력 보완 및 지재권 사업 지원에 활용해 나갈 계획.
o 광시성에서는 2016년 한 해를 지재권의 발전을 위한 중점 기간으로 지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개혁 및 발전을 위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방침.

※출처
http://www.sipo.gov.cn/zscqgz/2016/201603/t20160304_12466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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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및 저작권법상의 보호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015년 4월 15일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의 예능프로
그램 저작권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해석”을 공표하여 무대 미술 디자인, 음악 등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규칙, 기술, 사회자 대사, 프로
그램 진행 스타일 등은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힘.

법원의 분쟁판단
기준 공표 배경

o 최근 들어 외국으로부터 TV예능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제작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중국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능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짐.
o 중앙TV 방송국의 음력설 특집, 보이스 차이나, 동방위성TV의 극한도전,
해피캠프(快乐大本营), 중국판 히든싱어 등은 프로그램 포맷 등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음.
o 프로그램 창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프로그램 제작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과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상이하므로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o 이처럼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 규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2015년 4월 15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의 예능프로그램
저작권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해석(北京市高级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综艺节目
著作权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을 공표함.

8)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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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그램의
분쟁사건 판단 기준

o 예능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확정하는 법적 근거로서 우선
저작권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예능프로그램 제작자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제작권이 있음.
o 예능프로그램 포맷에서 아이디어에 속하는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예능프로그램의 포맷은 예능프로그램의 창의성, 프로세스, 규칙, 기술
규정, 사회 스타일 등 여러 요소로 결합된 종합체임. 그러나 예능프로그램 각본,
무대미술설계, 음악 등이 저작물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의 원박(袁博)은 짝짓기 프로그램인 "성의가 없다면
귀찮게 하지 마세요 (非诚勿扰)"의 경우 사회자의 대사, 무대 디자인,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없고 다만 프로그램 틀, 프로세스, 규칙을 모방하거나 참조

- 또한 그는 보이스 차이나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듣고 선택한 경우 의자를 돌리는
방식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기타 예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방식을 참조
하고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함.
o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 예능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내용을 편집·정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상물 저작권 및 기타 관련 권리에 대한 침해임.
허가가 없이 온라인에 예능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예능프로그램의 유형,
제작비, 시청률, 허가사용비용 혹은 양도비용, 권리침해 시간과 행위방식 등을
참조할 수 있음. 만약 권리자의 실제손해 혹은 권리침해자의 불법소득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50만위안 손해배상액 최고치보다 높은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음.

의의

o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분야가 아니며 아이디어의 표현만 저작권
법상의 보호를 받음. 그러나 예능프로그램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프로
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 어떠한 요소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부분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동 프로그램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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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저작권법 상 프로그램 포맷이 아이디어에 속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프로그램 제작자는 동 프로그램의 특징과 하이라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상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램 제작 방법은 영업비밀로 철저히 보안을 강화해야 함.

※출처
http://ip.people.com.cn/n1/2016/0318/c136655-28209038.html
http://culture.people.com.cn/n/2015/0416/c172318-26854438.html
http://www.sarft.gov.cn/art/2015/7/22/art_113_275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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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강화
목소리 높아
중국 민주촉진회 중앙위원회는 최근 열린 중국 전국 양회9)에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제안함. 제안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온라인상 출판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 즉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산
업 발전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법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점들을 들
었음. 제안에는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도 포함됨.

o 온라인상 출판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은 저작권 침해에 포함되는 저작물의 양이
많고 권리침해의 범위가 넓음에 있음. 권리침해 대상 저작물의 유형은 문학
작품 등 문자 형식의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게임, 음악, 동영상,
새로운 기술 하에 탄생된 새로운 저작물 유형도 포함됨. 또한 딥 링크, P2P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불법복제가 더욱 쉽게 전송되고 있음.
o 권리 구제에 상당히 어려움. 온라인 저작권 권리침해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유형이 다양하며, 저작권 침해자가 여러 프로세스에 포섭되어 있음. 또한 권리
구제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며 효율이 낮아 대량의
인력, 자원과 시간이 소요됨.
o 산업 생태계가 혼잡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음.
각 산업사슬에 관련되는 이익단체들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고, 이익배분에 대한
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산업 내 자율적인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온라인상의 전송이 대세이고,
저작권 거래가 날로 많아지고 있음. 하나의 작품에 저작권자 이외에 여러
저작권 권리 대행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함. 콘텐츠와 관련하여 어문,
미술, 영화 및 TV 콘텐츠가 융합된 형태의 미디어가 끊임없이 나타나 디지털

9)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말. 양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주목을 받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0765&cid=40942&categoryId=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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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방대한 양의 저작권을 운영하는 기업에
게는 저작물에 존재하는 여러 권리주체를 분별하여 저작권 권리를 약정하고
수입을 배분하는 작업을 일일이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임. 현재에 전국
‘디지털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o 산업 관련 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등 현존하는 법률은 새로운
온라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온라인 콘텐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향후 노력

o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보완하여야 함.
-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IT 기술로 창작된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도록10)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함. 또한 권리자의
허가가 없이 기술적 조치로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 외에도
만약 저작권자의 명예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함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만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현행 전자상거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관련 법률 제도를 설립해야 함.
o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정부 관련 부문은 저작권자, 콘텐츠 제공자 및 운영자 사이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를 더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함. 또한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일 경우, 관련 플랫폼에서의 공시를 거쳐
만약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플랫폼 경영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저작물 공익기금을 설립하여 축적하도록 할 수 있음.
- 전국적 규모의 디지털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저작권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기와 검색, 저작권 거래관리와 등록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갖추어야 함.

10)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기술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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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급 저작권 등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규범화된 디지털 출판 간행물
고유번호 관리를 실현하고 플랫폼에 저작물의 권리 정보를 공시하여 저작권을
조회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출판 정책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출판기업에게 세금 우대 정책을 제공
하며 디지털 출판을 "국가에서 중점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격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 목록(当前国家重点鼓励发展的产业、产品和技术目录)11)"에 포함시켜야 함.
o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권리침해에 대하여 단호히 단속해야 함.
-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협동 집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의
효율과 수준을 향상하도록 함.
-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기금을 설립하여 저작권 침해 입증에 대해 격려하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증거를 제공한 자에게 장려금을 주어야 함.

- 판권국 및 공안기관 관련 부서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채널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배상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이 심각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
해야 함.
o 베이징 저작권 보호협회에 ‘온라인 출판 업무 위원회’를 설립하여 온라인 출판
저작권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출판과 금융, 자본, 영화 및 TV 등 기타 산업
사이의 심층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산업의 번영을 도모할 예정임.

기대효과

o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신흥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
로써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우수한

11) 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산업을 업그레이드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및 향후에
시장에서의 요구와 발전 전망이 크고, 기술적 함량이 많고, 기업의 설비 갱신과 산업 기술의 진보를 추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거나, 지능적 발전전략에 부합되고 자원의 절약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경제구조의 합리적 조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격려하고 발전해야 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 목록을 제정하였음. 동 목록의 제정
및 공표 부문은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 위원회(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이며 공표 시간은 2000년 10월 5일
이며 부문 규장(部门规章)으로서 위계질서는 법률 다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음.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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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작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음.
o 온라인 콘텐츠 산업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콘텐츠 산업을 금융, 자본 등 분야와
연계시켜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7378.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75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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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인터넷 사이트의 전통매체 뉴스
불법복제 관행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중산일보(中山日報社) vs 중산호동연합문화홍보유한회사(中山互动联合文化传播有
限公司, 이하 "중산호동")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중산시제일인민법원(中山市第一人
民法院)은 피고에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9,000위안(약 한화 159만 원)을 명함. 전통
매체(신문사 및 잡지사 등을 지칭함)의 뉴스를 허가 없이 인터넷매체에서 배포되는
경우가 업계의 관행으로 받아짐. 하지만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o 오래전부터 인터넷사이트가 전통매체(신문사, 잡지사)의 뉴스를 허가 없이
직접 인터넷에 배포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 물론 현행<저작권법>에
위반되나 침해행위의 경미함과 권리구제의 어려움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임해옴. 이에 인터넷사이트가 전통매체의 뉴스, 칼럼, 단문 등을 불법복제하는
행위가 업계의 관행으로 받아짐.
- 중국<저작권법>에 의하면 단순 사실을 담은 내용인 "시사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13) 관념적으로 시사뉴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 물론 단순 사실을 담은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가 되지 않지만, 과연 시사뉴스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객관성이 필요함. 따라서 2015년 4월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저작물 복제에 관한 질서규제 통지(关于规范网络转载版权秩序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포하여 시사뉴스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설명함.
- 통지 제4조에 따르면 시사뉴스란 신문, 잡지, TV·라디오방송국이 보도한 사회적
사건들에 관한 소식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저작권자의

12)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13) <중국저작권법>제22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저작자의 성명·저작물의 명칭을 명시해야하고 저작권자가 본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4항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기타 신문·잡지·라디오
·TV 등의 매체에서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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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창작이 부여된 특집(기사/방송) 보도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판단하지 않아 인터넷 매체가 이를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과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중산일보 vs 중산호동 사건에서 중산호동社는 중산일보社가 2013년 7월 6일,
2013년 6월 19일, 2014년 8월 28일에 공표한 3편의 칼럼인 "악덕 브로커
사기치고 기고만장(这家黑中介忒大胆骗人钱财还很嚣张)", "중국 모바일 이동
통신사 5분 만에 전화비 중복삭감 사용자들이 의심-전화비는 어떻게 사라진
건가?(移动”5分钟连环扣费4次机主质疑“话费都去哪里了)", "도시철도 중산역과
중산북역 명칭의 혼동으로 '사기역'별명가짐(城轨中山站被称'忽悠站')"을 허가
없이 복제하여 일어난 분쟁임.

법원의 판단

o 중산시제일인민법원(中山市第一人民法院)은 중산일보社가 3편의 칼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고 인정함. 즉, 중산일보社의 기자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3편의 칼럼을 창작했으며 이는 업무저작물에 해당함. 따라서 저작자는 성명
표시권을 가지며 중산일보社는 해당 저작물의 공표, 수정, 복제, 발행, 방송,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향유함.
- 중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기술 영역 내에서 독창성이 있고 어떤 유형의 형식으로 복제
가능한 지적성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산일보社가 발표한 3편 칼럼은 취재
및 관점을 종합하여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사고를 통하여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독창성이 부여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3편의 칼럼은
저작권법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문자저작물임.
o 피고 중산호동社는 원고 중산일보社의 허가 없이 3편의 칼럼을 인터넷에
배포함에 따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함. 법원은 피고 중산호동社에
대하여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명함. 다만 중산일보社는 침해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실 또는 피고 중산호동社의 불법소득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피고의 침해경과, 과실 정도, 저작물의 유형, 침해정지를 저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9,000위안(약 한화 159만 원)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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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상에서 허가 없이 칼럼 등 뉴스와 유사한 문장을 복제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본안의 쟁점임. 인터넷사이트가 전통
매체의 저작물을 복제사용 시, 그 불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이용허락
여부, 상업적 용도로 이용 여부, 단순사실인지 여부로 확정됨(즉, 이용허락
없이 단순사실이 아닌 내용(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未经授权＋商业用途＋非单纯事实消息).
- 그리고 이번 판결은 2015년 4월에 국가판권국에서 공포한 통지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통지의 제2조14)에 따르면 전통 매체(신문사, 잡지사 등) 간에 공표된
기사를 서로 복제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15) 신매체(인터넷 매체)가 전통매체의
기사를 복제 또는 신매체 간에 서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16)을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용허락을 받아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 매체가 칼럼을 복제할 경우 반드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뒤 관련 칼럼을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

증거의 보전방법 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저작물의 손해 배상기준을
확립함. 일반적으로 칼럼 한 편당 1,500위안(약 한화 26만 5,110원)으로 정하고
있음. 물론 내용 및 인지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는 향후 저작권 침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고자 할 때 손해배상
근거로 참고할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통지 제2조: 신문사와 잡지사간의 복제(전재:转载)행위는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한다. 즉, 저작물이
공표된 후 복제 또는 편집(摘编)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문사나 정기간행물
출판사는 이를 복제 또는 요약게재 및 자료로 게재할 수 있음.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함.
15) 제한사유: 저작물이 공표된 후 복제 또는 편집(摘编)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문사나 정기간행물 출판사는 이를 복제 또는 요약게재 및 자료로 게재할 수 있음.
16)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 저작물이 공표된 후 복제 또는 편집(摘编)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른 신문사나 정기간행물 출판사는 이를 복제 또는 요약게재 및 자료로 게재할 수 있음.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함.(作品刊登后，除著作权人声明不得转载、摘编的外，其他报刊
可以转载或者作为文摘、资料刊登，但应当按照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

❘95

CHINA

- 또한, 본안은 문자저작물이 불법복제 당한 경우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선택할지와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278389.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249606.html

※관련기사
2015년 5월 2차 : [중국] 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물 복제행위에 관한 규정 공포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427&ke
=title&keyword=인터넷 저작물복제&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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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12318 행동에 불법출판물
211.8만 건 압수수색
전국문화시장 12318 플랫폼을 통해 신고된 단서에 따라 베이징시는 10여 년 사이
2,743건의 사건을 단속하고, 불법출판물 211.8만 건을 압수수색 하였음. 또한 벌금·
몰수한 금액은 930만 위안이며, 정확한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합계 104만 9223위안의
포상금을 제공하였음.

o 저작권 침해와 립싱크, 가짜공연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부 행정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일반시민들이 문화시장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문화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 일반 시민들의 감독과 참여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나 침해 대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함.
o 단지 신고만이 아니라 전화상담을 통해 온라인상의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문화시장 경영에 관한 정보나 자문을 제공한다면 권리침해자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법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됨. 이외에도 시민들로
저작권 침해, 문화 혹은 오락장소에서의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경영 행위18)를
바로잡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사회가 국가의 문화시장 정책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o 이를 위하여, 2005년 8월 1일 문화부는 12318 ‘문화시장신고전화(全国文化
市场举报网站)’를 개통하고 2011년에는 신고사이트 ‘www.12318.gov.cn’를
개설함.19)20)

17)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8)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노래방기기에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음란한 배경화면을 사용한다거나,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 등
19) 12318 핫 라인과 웹 사이트에서는 출연경영활동, 가무오락과 예술오락 등 장소에서의 경영활동, 예술품
경영활동,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활동, 온라인음악, 온라인 게임 온라인 애니메이션 문화활동 및 기타
문화행정부문에서 관리하는 문화경영활동에 대한 신고와 시민감독 플랫폼임. 12318 웹 사이트를 통해 신고나

❘97

CHINA

12318 행동 배경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12318 행동 결과

o 문화부는 31개 성(구 혹은 시)의 362개 도시에 대하여 12318 문화시장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o 플랫폼마다 전화 상담 상태는 양호함. 2011년부터 2015년 국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12318에 신고된 전화 수는 2011년 4.8만 건에서 2015년 1.8만
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
o 매해 12318 활동을 전개하는데, 올해는 3월 18일을 ‘전국문화시장법제선전일
(全国文化市场法制宣传日)’로 정하고 베이징시 16개 구역에서 동시에 "12318,
나와 당신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문화"(12318 健康文化你我他) 주제로 홍보
활동을 전개함.
- 이번 활동은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법규를 소개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 2016년은 처음으로 전 베이징시에 분회를 설립하고 홍보를 위해
포스터 약 2천 장, 신 법규 홍보자료 3천여 부, 기타 형식의 홍보물 1.2만 건을
배포함.
o 12318 핫라인을 통해 신고된 단서에 따라 베이징시는 10년 사이 2,743건의
사건을 단속하고, 불법출판물 211.8만 건을 압수수색 하였음. 또 한 벌 금 ·
몰수한 금액은 930만 위안에 달하며, 정확한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합계
104만 9,223위안(한화로 약 1억 840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함.

향후계획

o 일반시민들은 12318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과 가무
오락 및 춤, 연극 등 공연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문화시장에 대한 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격려할 방침임.

상담하는 경우, 성명, 연락처, 회사, 이메일주소, 신고 혹은 상담내용 등을 기입해야 함.
20) 12330 핫라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설치한 전국의 지식재산권 권리구제 지원과 신고 및 고발
공익서비스 전화임. 동 핫라인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자로 하여금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법 집행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을 지도하며, 시민이 지식재산권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또한 정부부문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시민으로부터 접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제때에 관련 상황을 지식재산권
행정 법 집행기관에 전달하며, 신고자에게 처리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전달함. 12330 핫 라인이 포함하는
범위는 상표권 침해, 특허권 분쟁 및 침해, 저작권 권리침해 외에도 지리적 표시, 상업비밀, 식물품종,
회로배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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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화시장에 대한 행정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근
중공중앙판공청 (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사무실(国务院办公厅)에서는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에서의 개혁을 진일보 심화에 관한 의견(进一步深化文化市场综
合执法改革意见)을 공표하고 12318 온라인 신고 플랫폼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전면적인 문화법집행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설립할 예정
이라고 밝혔음.

※출처
http://jb.ccm.gov.cn/
http://epaper.gmw.cn/gmrb/html/2016-04/06/nw.D110000gmrb_20160406_7-09.htm?div=-1

CHINA

http://news.xinhuanet.com/2016-04/04/c_1118526430.htm
http://www.chinaxwcb.com/2016-03/22/content_336154.htm
http://news.sina.cn/2015-03-20/detail-iavxeafs1958243.d.html?from=wap

※관련기사
2016년 3월 1차 : [중국] 中, 지재권 권익 보호 위한 ‘온라인 채널’ 확보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587&ke
y=title&keyword=&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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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온라인 음원 시장 연평균 10% 상승
베이징 상보(北京商报)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가 매년 10%
이상의 높은 확장세를 보임. 쿠우꺼우(酷狗), QQ음악(QQ音乐) 등이 큰 점유율을 보인
반면, 알리바바(阿里巴巴) 계열사 티엔티엔뚱팅(天天动听)과 쌰아미(虾米音乐) 등
일부 업체는 음원 판권 획득 문제로 인해 최근 가입자 수 하락세를 보임. 반면, 음원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 소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중국 디지털 음원
시장 성장

o 지난 3월 발표된 ‘홍칙연구보고서(弘则研究报告)22)’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온라인 음원 시장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됨. 이에 따른 온라인 음원 시장의 경쟁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쿠우꺼우
(酷狗), QQ음악(QQ音乐) 등이 거대 음원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어 알리바바
(阿里巴巴)에서 운영하는 티엔티엔뚱팅(天天动听)과 쌰아미음악(虾米音乐) 등이
그 뒤를 이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됨.
- 쿠우꺼우(酷狗), QQ음악(QQ音乐) 등 중국 온라인 음원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기업의 경우,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음원의 수와 장르의 다양성 등에 따른 이점을
가지고 있음. 반면, 이 분야 시장의 후발 주자인 알리바바 계열사 티엔티엔뚱팅
(天天动听)과 쌰아미음악(虾米音乐) 등은 소유한 음원의 수가 앞선 경쟁업체와
비교해 다소 적은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회원 가입자 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함.
o 실제로 최근 이들 거대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음원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의 지속적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자사의 음원 저작권 소유 여부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더욱이 앞서 보고된 3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음원
업체들은 저작권 소유를 위한 각종 제반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하여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21) 임지연_조선일보 중국특파기자
22)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유한공사(投资咨询有限公司) 홍칙연구소(弘则研究所)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로 중국, 미국, 유럽과 주요 신흥 경제시장대국의 주식, 금리, 환율 및 자산 연구와 정책 연구 등
의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음. 참조 http://www.hz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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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들 업체가 소유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및 저작권 소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현재 각 업체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의 성향이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업체 충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용능력과 유료 음원의
가격, 애플리케이션과 SNS(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등)의 연동 가능 여부,
평소 소비자의 음원 사용 습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외관 등이 해당
음원 업체에 대한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같은 부수적 조건들이
음원 판매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함.

음악저작권
보유현황

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온라인 음원 시장은 텐센트, 해양음악그룹 및
알리바바 등 3대 거대 기업으로 양분돼 운영되고 있음. 이 가운데 해양음악

- 해양음악그룹은 EMI, 소니, 한국의 YG 등 40여 개의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이들의 음원에 대한 판권을 소유함. 또한, 한국 종합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蒙面歌王)'에 대한 판권도 소유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대리대행을
담당하고 있음.
o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QQ음악에서는 'JVR MUSIC', '러화(乐华)', '잉황엔터테인먼트
(英皇娱乐,EEG)', '화이(华谊)', '티엔위(天娱)', '福茂唱片(Linfair Records Ltd)',
'러화엔터테인먼트(乐华娱乐)', 'YG엔터테인먼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약 1천
500만 곡의 음원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중국
내에서의 전면적 판권 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YG사가 중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협력 및
음원 판매 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함께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중국호가곡(中国好歌曲)', '보이스오브차이나(中国好声音4, Voice Of China)' 등
음악경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 소유하고 있음.
o 알리바바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티엔티엔뚱팅, 쌰아미음악에서는 약 250만 곡의
음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낙석(滚石), 상신음악(相信音乐), 화연(华研)
등의 레코드사가 소유한 음원에 대한 단독 저작권도 소유함. 이외에도 '보이스
오브차이나(中国好声音3)'에 대한 저작권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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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쿠우꺼우와 쿠우워에서 소유하고 있는 음원 판권이 약 2천만 곡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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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지난해 기준, 매일 평균 1억 명의 회원이 온라인 음원 시장을 이용하고

시사점

있으며, 총 약 4억 명의 인구가 온라인 음원 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음원 시장을 보유한 국가임.
o 향후 중국의 온라인 음원 시장 성장과 발전은 지금껏 문제로 제기됐던 중국
내 불법 음원 유통 문제 해결 및 저작권 보호, 정품 음악 산업의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하여, 쌍방향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o 더욱이 최근에는 한·중 음원 기업들의 전략적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현지 법인 설립 및 중국 현지에 최적화된 콘텐츠 생산, 작품
개발 및 성장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www.chinaipmagazine.com/news-show.asp?id=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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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골드음악저작권프로젝트’ 시행
베이징시판권국은 중국판권국(中國版權局)의 지도하에 올 초부터, 과거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단 도용됐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골드음악저작권
프로젝트(金曲版权工程)’를 본격 실행함.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공식 온라인 사이트
‘www.musicinfo.cn’로 일원화하여 운영되며, 해당 사이트에는 음원의 저작권자와
사용자 쌍방의 신원이 등록, 저작권 사용 여부와 출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쉬워질 전망임. 또한 시 정부는 5년 내에 ‘골드음악저작권프로젝트’에 총 10만 곡의
음원을 포함,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

o 베이징시판권국은 지금껏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단 도용되어온 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투명한 온라인 음원 플랫폼 운영과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등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중국판권국(中國版權局) 지도하에 베이징시
판권국은 ‘골드음악저작권프로젝트(金曲版权工程)’ 실시를 공표함.
- ‘골드음악저작권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3회 중국음악산업대회(第
三届中国音乐产业大会)’ 개막식에서 베이징시판권국이 밝힌 음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 이 프로젝트는 수도판권산업연맹이
주관하고 북경판권자원정보센터가 구축하고 운영하게 됨.
o 이번 프로젝트는 첫째, 음원 보급 및 판매 행위 시 반드시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리스트에 해당 음원의 판매 행위 전부를 기재·등록하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를 통해 해당 음원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망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함.
o 둘째, 정부의 관리 감독 내에서의 온라인 음악 플랫폼과 'KTV', 음악 방송
사업자 등이 경계를 뛰어넘어 보다 효과적인 음원 사업 협력을 추진토록 지원함.
o 셋째, 진일보된 저작권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저작권 업무 일체 감독,
종사 업종에 대한 감시, 저작권 업무 형태’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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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체계를 파악.
- 이를 위해 정부 공식 온라인 사이트 ‘www.musicinfo.cn’를 통해 음악 저작권자와
음원 사용자 등이 해당 사이트에 등록, 가입하도록 해 중국 전역에서 활용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사용 여부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로 함.

o 베이징시는 지금껏 무단으로 도용, 남용됐던 음원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기대효과

증진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금 마련을 위해 ‘중국음악산업발전기금
(中国音乐产业发展基金)’ 모금을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 무한성공음악그룹
(无限星空音乐集团)과 중국 랴오닝성 출신 작곡가 ‘후하이췐(胡海泉)’의 협조
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기구 설립 당시 모금된 초기 자본은 10억 위안 규모로, 이는 향후 100억 위안
규모의 펀드로 확대되어 운영될 방침이라고 밝힘. 해당 기금은 우수한 음원
창작자 및 영상물 작품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전망임.
o 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골드음악저작권프로젝트’에 1만곡의 음원을 추가로
포함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총 10만 곡의 음원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소유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 음원의 저작권 질서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4000.html
http://toutiao.com/i6277828751191441921/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6-04/24/content_65991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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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베이징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복제물 적발
베이징시정부는 2016년을 계기로 관할구역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분석,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단계가 초보 단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함. 실제로 정부는 올 초 본격화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온라인상
거래되는 해적판 등 저작권에 반하는 불법 동태를 순찰하는데 용이성을 높였음. ‘中
国好声音’, ‘我是歌手’ 등 대표적인 종합 예술 프로그램 및 드라마, 음원 등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및 방송 시간, 방영 방식 등 일체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으며, 향후 바이두,
아이치이 등 이 분야 대표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상에서의 해적판 거래
사례를 적발, 관리해 나갈 방침임.

CHINA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o 2016년 4월 14일, 베이징시인민정부신문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新聞板工室)
및 베이징시지식재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함. 이들에 따르면 시 정부가 총괄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적발 등 정부의 업무진행 상황이 올해 초보 단계를 벗어났으며,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해적판 등 저작권에 반하는 불법 동태를 순찰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식을 활용·적발해오고 있다고 밝힘.
o 베이징시문화집법총국(北京市文化執法總队)은 온라인상에서의 드라마, 예능,
음원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상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및 방송
시간, 방영 방식 등을 모니터링 해옴. 시 관할 구역 내에서의 ‘보이스오브
차이나(中国好声音)’,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중국축구 슈퍼리그 경기’ 등
대표적인 종합 예체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을 포함한 불법복제물 판매 행위
일체를 적발하여, 저촉된 경우 법안의 기준에 따라 처벌해왔음.
o 시 정부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업을 활용한 저작권 분야 순찰 방식이 온라인상의
저작권 관리 및 시민 의식 향상 등 기대 효과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함.
- 이와 함께 베이징시 문화집법총국은 향후 중국정법대학 등 이 분야 학계 법률
전문가와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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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적합한 저작권 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향후 ‘바이두(百度)’, 아이치이(爱奇艺) 등 대규모 온라인 사업체들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 모바일 상에서의 해적판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적발, 관리를 이어갈
방침임.

기대효과

o 베이징시판권국은 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난해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첨단 방식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실적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 985건 적발했다고 밝힘. 또, 해당 사건 적발로
인해 부과된 벌금의 액수는 총 1,309만 위안에 달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의 수도 21건에 달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 4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임.
- 시 정부는 이 같은 정부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로 인해, 지금껏 온라인상에서 거래됐던 불법 해적판
판매 행위 및 저작권자 허가 없이 저작물이 거래되는 일체의 행위가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함.
o 특히 음원에 대한 불법 거래 행태가 크게 감소함. 시 정부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10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이 온라인상 배포한 2만 곡의 음원 저작권자에게 음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힘.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4000.html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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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북경시 고급법원 ‘온라인지식재산권사건
심리 가이드라인’ 공표
동 가이드라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제1챕터의 16개 조항임. 이 조항들은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증책임, 공동 혹은 분담하여
합작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ISP의 면책규정 적용 면제, 침권책임법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법 사이의 관계, 웹 캐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과
법 개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법원마다 ISP 책임에 대한 판정 기준이 달라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음.

CHINA

발표 배경

o 2015년 베이징 법원에서의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동년 대비 24.1%
증가하였음. 그중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사건이 비교적 큰 비례를 차지함.
인터넷 신기술의 발전으로 전통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
o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베이징시 고급법원
지식재산권 심판법정(北京市高级法院知识产权审判庭)은 2014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온라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 작업과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였음.
o 작성된 연구결과보고서는 여러 전문가, 실무가 및 학자들의 의견수렴과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종으로 “심리 가이드라인”이 완성하였음. 동 가이드라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제1챕터, 16개 조항임.

23)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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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고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 사이의 입증책임의 배분

주요내용

-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만약 원고가 피고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플레이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권리침해 저작물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 원고는 공증 등 방식으로 피고의 웹 사이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나, 그 증거수집
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련 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증명함에 있어서 증거의 충분함을 보장해야 함.
- ISP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검사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결부하고,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논리 추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 피고가 자신은 단지 온라인 기술(적) 서비스만을 제공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함. 또한 피고는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제공자 및 그와의 관계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해야 함. 그렇지 못한 경우 단지
온라인 상 기술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피고의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o ISP가 정보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래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
- ISP 웹 사이트는 정보저장 서비스 성능을 구비하였다는 증거,
- 웹 사이트의 관련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보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증거
- ISP는 업로드한 자의 사용자명, 등록된 IP 주소, 등록시간, 업로드 시 IP 주소,
연락방식, 업로드 시간, 업로드 정보 등 증거 제공할 수 있어야 함.
o 아래 사항의 경우, ISP가 링크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함.
- 관련된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 제품의 플레이는 피고의 웹 사이트에서 기타 제3자
웹 사이트로 링크가 이전되거나; 혹은
-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피고의 웹 사이트에서 플레이 되지만, 제3자의
웹 사이트에 두고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
o 단독으로 또는 분담합작의 방식으로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ISP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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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의 허가 없이 분담하여 합작하는 방식으로 저작물,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만약 각 피고 사이 그리고 피고와 타인 사이에 합작의향서를 작성하였거나 수익의
공유 등 긴밀한 합작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저작물, 공연, 녹음
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봄. 하지만 ISP가 반대의 증거로써
기술 혹은 상업적 모델에 따른 객관적 요구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별도로 함.
o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24)과의 관계
- 침권책임법 제36조는 권리침해책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제20조, 21조, 22조, 23조는
ISP 권리침해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만약 면책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침권책임법 제36조에 따라 ISP의 책임을 판단함.

- 웹 캐시 서비스 제공자가 검색, 링크 혹은 일시 저장 등을 근거로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
- 웹 캐시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은 캐시 출처 웹 사이트의 내용이 권리
침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음.
- 웹 캐시 제공행위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
으로서는: 웹 캐시의 주요용도; 원고는 삭제통지 등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도로
손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지; 원고는 명확히 피고에게 웹 캐시 삭제를 통지
하였는지, 그럼에도 ISP가 권리침해를 인지한 상황에서 제때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 피고는 웹 캐시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는지 등임.
o 피고가 허락이 없이 온라인 실시간 전송행위를 시행한 경우, 원고가 저작권법
제10조 17항에 따라 피고의 권리침해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지지를 받음.
o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이동단말기에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의 규정이 적용됨.

24) 침권책임법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침해책임을 명확히 하며,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제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따라서 타인의 민사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동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담당해야 함. 여기에서의 민사권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저작권,
특허권 등 18가지 인격권과 재산권이 포함됨.

❘109

CHINA

o 웹 캐시(Web Cache)에 관한 법적 쟁점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o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ISP는 링크서비스에 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기대효과

인터넷 사용자와 체결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조항으로써 업로드한 자의 정보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경우 I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o 링크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요건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였음.
-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법원에서는 제3자 웹 사이트로의 이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반드시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로 한 웹 사이트에서
다른 한 웹 사이트로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링크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면책규정을 적용함.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법사례에
서는 링크서비스 제공자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웹 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저작권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링크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됨.
-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버 기준을 적용하여 만약 피고가 충분한 증거로서
저작물이 제3자의 웹 사이트에 위치하여 있으면 권리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힘.
o 동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일부 ISP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 시 실제로 제3자의
권리침해 웹 사이트만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특정한 방향의 검색
서비스로 자신을 위장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즉 권리침해 웹 사이트와 선명한 합의 의도와 상업목적만 있다면
공동으로 권리침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
o 처음으로 웹 캐시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웹 캐시 제공자가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o 현재 저작권법상 네트워크 전송권에 온라인 실시간 전송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전송행위가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의 기타 권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음.

※출처
http://www.cnipr.com/sfsj/zscqfy/201604/t20160414_196242.htm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6/04/id/1840843.shtml
http://www.chinaiprlaw.cn/index.php?id=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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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신문출판총국,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에 대한 공식 발표회를 통해
법적쟁점에 대한 해석 제공
광전총국, 공업과 정보화부에서 2월 4일 공표한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网络
出版服务管理规定,)”은 3월 10일부터 시행됨. 규정이 공표된 이후 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문의가 제기되었음. 이에 신문출판총국은 동 규정 중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범위,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서버와 저장설비를 반드시 중국 경내에
두어야 하는 점, 외자 기업이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하여
밝혔음. 이외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검색순위를 간섭하고, 광고, 보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의 인터넷
출판 허가자격과 인터넷 출판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밝혔음.

CHINA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도입 배경

o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정부 당국의 지도와 규범화를 필요로 함.
2002년에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이 시행된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온라인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였음. 또한 인터넷이
날로 보급되면서 온라인 문학, 학술, 지도, 게임 등 인터넷 출판업계가 더불어
발전하였음. 그러나 동시에 대량의 비준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웹 사이트와
중국법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통되면서 인터넷 출판시장 질서를 규범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o 최근 들어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국무원은 "인터넷 문화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关于加强网络文化建设和管理的意见)",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개정하는데 관한 의견(关于加强和改进互联网管理工作的意见)" 등 일련의 문서를
공표하고, 신문광전총국의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대한 관리범위, 권한 등에
대하여 조정함.
o 2011년에 3월 19일에 국무원에서 수정한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는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인터넷 출판심사와 관리방법을 규정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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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o 인터넷 출판물은 전통적인 출판물인 책, 신문, 저널,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등과
성격이 같으며, 전통적인 출판의 인터넷상에서의 연장이고 발전임. 관련
온라인정보서비스가 동 규정에서 가리키는 "출판"에 속한다면 출판행정부문에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 기타 부문에서 감독을 책임짐.
o 인터넷에서 산업 정보 혹은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인터넷 출판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임. 종사하는 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동 규정 제2조의 요건25)에 부합된다면 인터넷 출판서비스임.
o 개인 혹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위챗의 공식계정 등 이른바 위 미디어
(自媒體)26)는 콘텐츠의 창작자 혹은 생성자라고 봄. 동 규정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출판자는 블로그, 위챗 등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임.
o 동 규정은 중국 경내에서만 인터넷 출판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국 경내는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버와 저장설비도 포함됨.

25)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 출판물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 공중에게 제공하는, 편집, 제작, 가공 등 출
판특징을 갖춘 디지털 저작물임.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지식과 사상을 갖춘 문자,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과 비디오 작품 등 오리지널 창작성 작품; 이미 출판한 도서, 신문, 저널,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등 내용과 일치한 디지털 저작물; 상기 저작물에 대한 선택, 편집, 종합정리 등 방식으로
형성된 인터넷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화된 작품;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정하는 기타 유형의
디지털 저작물임. 원문은 다음과 같음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网络出版服务，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网络出版服务，是指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网络出版物。
本规定所称网络出版物，是指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的，具有编辑、制作、加工等出版特征的数字化作品，
范围主要包括：
(一)文学、艺术、科学等领域内具有知识性、思想性的文字、图片、地图、游戏、动漫、音视频读物等原创数字
化作品；
(二)与已出版的图书、报纸、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等内容相一致的数字化作品；
(三)将上述作品通过选择、编排、汇集等方式形成的网络文献数据库等数字化作品；
(四)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认定的其他类型的数字化作品。
网络出版服务的具体业务分类另行制定。
26) 위 미디어(we media)는 일반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상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정보와 뉴스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칭함. 일반적으로 인터넷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댓글, SNS, BBS(Bulletin Board System), 위챗 등이 이에 포함됨. 이들 중 비교적 대표적인 것은
현재 6.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위챗인데 공식계정(公众号)과 개인계정 두 종류의 위 미디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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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출판서비스는 전통출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상, 문명을 승계하고
영혼을 조각하고 국민 수준을 높이는 임무(책임 또는 사명)를 짊어지고 있음.
또한 출판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출판서비스업자는 최소한 8명의 전문직 편집출판 직원을
두어야 함.
o 동 규정에서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경영회사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법적 근거는 “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27)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외상투자 금지 산업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에 인공으로 검색순위, 광고,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상업합작행위에 속하며 모든 상업행위는
업체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 및 업무범위를 검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만약 인터넷 출판서비스 제공자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허가증에서 명시한 업무범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출판자에게 인위적인 검색순위 간섭, 광고,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됨.
o 또한 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제공자가 시행해야 하는
특수관리주식제도는 2013년 11월에 당의 제18기(차)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대한 문제의 결정"에서
문화체제시스템 혁신을 위해 제기(제출)한 중요한 제도임.
o 온라인게임을 출판한다는 것은 게임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인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인터넷상 상호 사용하도록 함을 의미함. 동 규정 제27조에
따라 사전에 인터넷 출판 비준을 받아야 함. 해외 저작권자의 온라인 게임
저작물에 대한 광전총국의 사전 심사권한은 국무원에서 공표한 행정허가
사항목록 27015 번호(国务院公布的行政许可事项目录中编号27015), 2004년
“국무원에서 보류해야 하는 행정심사비준항목에 대한 행정허가가 필요할 때에
관한 결정(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국무원령 제412조)”
에서 비롯되며, 국산출판 온라인 게임저작물에 대한 사전심사 비준에 대한
광천총국의 권한은 국무원에서 공표한 행정허가 사항 목록 중의 27053(国务院
27)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상무부에서 2015년 연합하여 발표한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상무부 령 2015년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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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许可事项目录中编号27053) 그리고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에서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었음.

o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이 공표되고 나서 법적으로 가장 쟁점이 많았던

기대효과

위챗, 블로그 개설 및 위챗 공식계정 운영인들이 인터넷 출판업인지에 대하여
광전총국은 공식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수많은 위미디어(自媒體)가 안심하고
계속하여 관련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음.
o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문화시장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당 중앙의
정책 그리고 관련 법규와 광전총국의 권한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
이 동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장애와 불만을 줄이고, 사회 각 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데
토대를 마련하였음.
o 중국에서 인터넷 출판물을 출판하려면 중국 경내에 회사가 있어야 할뿐더러
이에 사용되는 서버와 저장설비도 중국 경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금지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 문화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관리를 강화하였음.

※출처
http://www.sapprft.gov.cn/sapprft/govpublic/6685/282655.shtml
http://news.xinhuanet.com/info/2016-02/19/c_135113435.htm

※관련기사
2016년 3월 2차 :[ZOOM-IN]중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605&key=conte
nt&keyword=%C3%E2%C6%C7&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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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러쓰TV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유료화 추진
최근 러쓰티비(LETV)가 27억 위안(약 한화 4,738억 5,000만 원)의 거액으로 중국 축구
슈퍼리그 2016-2017시즌(2년) 인터넷(신매체) 독점적 중계방송권을 매입함. 거액을
지불한 만큼, 러쓰티비는 2016년 4월 6일 베이징에서 “슈퍼회원의 날” 발표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스포츠 시청 유료화 방안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공표함.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아직
인터넷 중계방송에 대한 규정이 미비상태임. 반면 실무상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인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권리"에 의하여 인터넷 중계
방송권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o 중국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은 방송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동영상사이트도 생중계방송이 가능해졌음. 하지만
동영상사이트는 지금까지 무료로 스포츠 생중계방송을 제공해왔음. 이로 인해
대중들이 대다수는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시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함.
- 하지만 최근 러쓰티비(LETV) 가 27억 위안(약 한화 4,738억 5,000만 원)의
거액으로 중국 축구 슈퍼리그 2016~2017시즌(2년) 인터넷(신매체) 독점적
중계방송권을 매입함에 따라 무료로 스포츠경기를 시청하는 시대는 끝났음.
- 2016년 4월 6일 베이징에서 러쓰티비는 “슈퍼회원의 날” 발표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스포츠 시청 유료화 방안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공표함. 러쓰티비는
이번 유료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120억 위안(약 한화 2조 1,060억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 애호가들을 위한 “정품 콘텐츠+고화질 체험+완벽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인터넷상 스포츠
중계 유료화

o 스포츠 애호가를 사로잡기 위하여 러쓰티비는 "러쓰슈퍼스포츠회원"을 출시
할 예정. 본 서비스는 최고급 수준의 스포츠경기 시청특권, 회원 맞춤형 시청체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청서비스 등 혜택이 포함됨. "러쓰슈퍼스포츠회원"
가입비는 590위안(약 한화 10만 3000원)1년, 159위안(약 한화 2만 8000원)3개월,

28)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115

CHINA

스포츠 산업의 변화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59위안(약 한화 1만 4000원)1개월로 정할 예정임.
- 러쓰티비 관련책임자는 인터넷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유료화의 추진이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한 단계 향상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함. 또한 향후
러쓰 슈퍼 TV, 슈퍼 모바일, Pad, PC，영화관 대형 스크린 및 미래에 출시할 러쓰 VR,
슈퍼 승용차 단말기 7개 스크린 연동 시스템을 가동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것이라고 함.
- 러쓰 슈퍼 TV는 압도적인 스마트 바탕화면을 개발할 예정. 이는 스포츠 회원들이
수천 개의 경기 중에서 신속하게 자신이 원하는 경기프로그램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스마트 바탕화면임. 360도 전경신호수신, 9개의 분할스크린 생방송,
다국어 경기해설, 광고삽입 불가 등 서비스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 밝힘.

인터넷상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저작권보호 현황

o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은 현장중계와 인터넷 중계로 나뉠 수 있음. 현장중계는
대부분은 방송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옴. 방송국은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수권을 받아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함.
- 중계방송의 구성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됨. 첫째,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여
연속적인 화면을 고정해야 함. 둘째, 신호에 의하여 고정된 화면을 전송함. 전자의
경우 저작권법의 촬영권에 해당하는 권리고 후자의 경우 전송권(방송, 정보네트
워크전송권, 방영권 등)과 유사한 권리에 해당함.
- 학계에서는 인터넷 스포츠 중계에 대하여 3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방송권 또는 인접권으로 인터넷 스포츠 중계를 보호하자는 견해임.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입법취지에 반함.
- 둘째, 저작인접권인 방송사업자권(广播组织权)으로 인터넷 스포츠중계를 보호
하자는 견해임. 현행 저작권법 제42조에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권(广播组织权)의
주체는 방송사업자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객체는 방송 신호임. 인터넷에서
중계되고 있는 스포츠경기는 대부분 방송사업자의 신호에 의하여 중계되고 있음.
따라서 프로그램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방송 신호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보호하면 스포츠경기가 사진저작물(화면저작물)인지 여부 또는 인접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직접보호가 가능함.
- 셋째,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인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권리"에
의하여 인터넷 스포츠 경기중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임. 이는 지난 시나닷컴
(www.sina.com) vs 봉황망(www.ifeng.com)사건에서 베이징시 차오양구(北
京市朝阳区)인민법원이 스포츠 중계방송을 사진저작물(화면저작물)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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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시나닷컴을 지지한 판결에 의한 것임.
- 인터넷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법적 보호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인터넷 스포츠 중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어떠한 주체가 스포츠 경기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후속적인 저작권 보호 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됨. 다만 아직은 이에 대한 타당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출처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2915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2758

CHINA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2627
http://news.163.com/16/0224/07/BGIT3VDK00014AED.html

※관련기사
2015년 8월 1차 : [중국]中, 스포츠 중계방송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471&ke
y=content&keyword=%BD%BA%C6%F7%C3%F7&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
eq=&nation_cd=&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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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가동
위챗 공식계정,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표절되는 경우, 권리구제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도덕적인 비난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한 신속하고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투명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권리구제 상업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음. 이를 통해 향후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는 큰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o 현재 인터넷의 상당한 보급으로 위챗 공식계정,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배경

많은 콘텐츠가 창작·전송되고 있음. 이들 중 창작수준이 높은 문장들이 무단으로
전재(转載)되거나 심지어 표절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권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창작에 대한 열의에 찬물을 끼얹음.
o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네티즌이나 위 미디어(we media)30) 관리자들이
온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재· 사용· 표절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본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음.
o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신속하고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투명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권리구제 상업
서비스’를 가동하였음.

권리구제 비즈니스
모델 운영방식

o 작가가 저작물 권리자인 경우
- 작가는 자신이 쓴 글을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정품 저작물로
등록함. 이와 동시에 작가는 자신의 문장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29)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30) 위챗, 블로그, 까페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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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동 플랫폼을 통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만약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권리자는 동 회사에 무료로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소송을 포함한 권리구제를 회사에서
대행하도록 권리를 위임함.
- 권리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스스로 부담하고 침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
배상금은 저작권자와 절반씩 나눔. 권리자와 회사 사이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름.
o 회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 권리자는 동 플랫폼 운영자 회사에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및 저작물 사용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이를 조건으로 회사는 작가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함.

동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문장을 전재하는 경우, 문장 한편 당 49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저작물을 소재로 사용한다면 199위안을 지불해야 함.
- 현재 동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녕파(宁波)에서 저작권 침해 위챗 공식계정과
웹 사이트는 417개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약 111편의 문장이 표절되었음.
- 저작권 침해 발생 시, 회사는 권리구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음.

권리구제 상업적
운영 대표적 사례

o 항저우콰이판회사(杭州快版科技有限公司)의 비즈니스 모델
- 2015년 10월부터 100여 개 위챗 공식계정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챗 공식계정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160개의 변호사 서한을 보냈음.
- 회사와 권리침해자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문장 한 편당 500~800위안 손
해배상금을 받음. 그러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 소송절차가 개시된
다면, 법원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문장 한편 당 3,000위안의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금 지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함.31)

31) 법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우선 원고적격이 있는지 판단함. 원고는 소송주체의 적격을 입증해야 함. 다시
말하면 원고가 문장을 제일 처음으로 공표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문장의 클릭수와 전재의 수량, 표절의 수준, 제때에 삭제하였는지 여부,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원가 등의 요소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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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리지널 창작 보물 (原创宝)" 앱을 통한 권리구제
- 동 앱은 2016년 3월 15일 정식으로 출시되었음. 인터넷 어문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발된 첫 도구임.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허가가 없이 전재되고 표절되는지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동 앱은 위챗, 간서(简书), 지후(知乎)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상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오리지널 창작 보물’ 역시 강력한 변호사팀이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모니터링 비용과 법률자문서비스 비용은 전무 무료임.

기대효과

o 상기 비즈니스 모델은 권리자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온라인 콘텐츠의 상업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보장하게 함.
o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전재하는 것은 온라인
미디어, 위 미디어와 네티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였음.

※출처
http://www.ikanchai.com/2015/1125/39127.shtml
http://www.199it.com/archives/428221.html
http://nb.ifeng.com/a/20160407/4436259_0.shtml
http://www.kbanquan.com/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3-16/doc-ifxqnnkr9299251.shtml
http://tech.sina.com.cn/i/2016-03-25/doc-ifxqswxn6413095.shtml
http://www.acla.org.cn/lawyernews/24884.jhtml
http://cq.people.com.cn/news/2014630/20146302333814377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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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GDP의 7.28% 차지해
2006년부터 2014년 9년 사이,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평균 17% 성장을 기록해
2014년에는 GDP의 7.28％에 달하였음. 저작권 산업 가치의 증가액은 4만 억 위안이
넘음. 그중에서 신문출판, 소프트웨어, 디자인, 광고, 라디오방송 및 영화 등 저작권
핵심산업이 전체 저작권 산업발전을 이끌었음. 최근 들어 저작권 분야에서의 중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며 저작권 산업의 상품 수출액은 2006년의
1,492.62억 달러에서 2014년의 2944.92억 달러로 연평균 9%의 성장을 달성하였음.

o 중국 신문출판연구원(中國新聞出版研究院)에서 2007년에 처음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 조사연구(中國版權產業的經濟貢獻) 프로젝트를 개시한지
9년이 되었음. 동 연구원 원장 워이위산(魏玉山)은 2016년 4월 27일에 "2014년
중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에 대한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o 산업증가액
-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산업증가액은 46,287.81억 위안에 달하며, 전국
GDP의 7.28% 차지함.
- 2013년에 비하여 3,561.88억 위안, 약 8.34% 증가함.
o 취업인원수
- 도시와 읍에서 저작권 산업에 취업한 인원수는 1,664.7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도시와 읍 취업인원수의 9.11% 차지함.
- 2013년에 비하여 20.90만 명, 약 1.2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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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액32)
- 저작권 산업의 상품 수출액은 2006년의 1,492.62억 달러로부터 2014년의
2,944.92억 달러로 연평균 9%의 성장기록을 달성하였음. 이는 전국 상품 수출
총액의 12.57%를 차지함.
-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로 저작권 산업의 상품수출액은
최근 들어 선명한 감소세를 보이며 전국상품수출총액에서의 저작권 비중은
2006년의 15.4%에서 2014년의 12.57%로 하락함.
- 구조로 볼 때,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중국 저작권 산업의 상품수출액 구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

핵심저작권33)
산업의 경제기여도

o 산업 증가액
- 핵심저작권 산업의 증가액은 2006년의 6,471.56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27,260.73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속도는 20%임.
- 2014년 핵심저작권 산업이 전체 저작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하며
중국 GDP의 4.29%에 달함. 그중 신문출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광고, 방송과 영화 TV 등 업종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저작권 산업
증가액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핵심저작권 산업의 91%에 달함.
o 취업인원수
- 2014년 중국 핵심 저작권 산업과 관련된 도시와 읍의 취업인원수는 847.21만 명에
달하며 전국 도시와 읍 회사 취업인원수의 4.64%, 전체 저작권 산업의 51%에
달함.
- 핵심저작권 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신문출판, 디자인, 광고
등 업종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저작권 산업 취직인원수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높아 전체 핵심 저작권 산업의 90%를 차지함.

32) 저작권 산업의 상품수출액은 세관의 통계, 서비스무역 수출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국제수지통계에 따라
작성하였음. "국제수지균형표"에서의 서비스무역 항목 하의 데이터는 핵심저작권 산업의 서비스 무역 수출액에
대하여 대략적인 수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33) 핵심저작권 산업에는 저작물의 창작, 제작과 제조, 공연, 방송, 전송, 전시 혹은 판매와 발행에 직접 종사하는
산업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무용과 서커스, 영화와 비디오, 라디오 TV방송,
촬영,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미술과 건축디자인, 도형과 모형저작물, 광고서비스, 저작권 집중
관리와 서비스 등 산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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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액
- 2014년 중국 핵심저작권 산업의 상품수출액은 45.6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전국 상품 수출총액의 0.19%, 전체 저작권 산업의 1%임.
- 2014년 중국 핵심저작권 산업의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114.50억 달러이며,
전국 서비스무역 수출총액의 6% 차지함.34)
o 중국 저작권 산업이 GDP에 대한 기여도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듦.
- 2006년 저작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4.65%
낮으며, 호주보다 1.81% 낮음35).
- 2013년 저작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4.17%
낮고 미국과의 격차를 0.48% 줄였음36).

오히려 0.18% 높음.
- 그러나 중국의 핵심저작권 산업 증가비중은 여전히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음. 2013년 중국 핵심저작권 산업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서 같은 해 미국의 6.71%에 비하여 중국은 2.4% 낮으며, 2014년 호주의
저작권 산업보다 중국은 0.41% 낮음.

의의

o 중국의 저작권 산업이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은 안정되면서도 빠른 성장을
기록해 국민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특히 핵심저작권 산업의
증가속도는 연평균 20%로 성장하면서 중국을 혁신형 국가로 건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함.
o 중국 핵심 저작권 산업의 상품 수출액, 서비스 무역 수출액이 같은 해 상품
수출총액과 서비스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이는 중국의 저작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함. 특히 중국은 향후 원작 저작권 상품의
수준을 더 향상해야 하며 콘텐츠와 기술혁신 면에서 국제기업과의 거리를

34) 데이터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동 수치에는 단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사용료, 광고와 홍보,
영화와 음향 4개 부분만 포함되어있음.
35) 2006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9%였으며, 그해 미국은 11.04%에
달하였고 호주는 8.20%에 달함.
36) 2013년 중국의 저작권 산업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7%이며, 미국은 11.4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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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중국의 저작권 산업의 GDP 비중은 7.28%이며, 호주는 7.10%로 호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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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능력 또한 높여야 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317.html
http://mt.sohu.com/20160428/n446708260.shtml
http://news.sina.com.cn/o/2016-04-28/doc-ifxrtvtp147365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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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상하이 푸둥신구법원은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로 판정
동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영화와 유사한 유형의 저작물"로 판정한 첫 사례이며,
500만 위안이라는 유사 이래 가장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동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 게임《뮤레전드 (奇迹MU)》의 중국 대륙 독자적 운영회사인 상하이
좡유 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온라인 게임 "레전드신화(奇跡神話)"의
개발자 광저우 석성 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와 독자적인 운영회사 광저우 워이둥
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임. 동 사건에서 푸둥법원은 “레전드 신화”가 “뮤 레전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두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공동으로 500만 위안과
합리적인 비용 10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음.

CHINA

사건의 개요

o 동 사건은 한국의 웹젠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 뮤 레전드(奇迹MU)에 관한 것임.
원고는 뮤 레전드에 대한 중국대륙에서의 독자적인 운영권 및 권리구제권을
허여받은 좡유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壯遊科技有限公司, 이하 좡유)임.
o 피고는 레전드신화(奇跡神話)를 개발한 광저우석성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廣
州碩星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석성)와 동 회사로부터 온라인게임 플랫폼
(http://www.91wan.com)을 통하여 레전드신화를 보급하고 추진하도록 권리를
허여받은 광저우워이둥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廣州維動網絡科技有限公司,
이하 워이둥)임.
o 원고 좡유社는 석성社와 워이둥社의 게임이 거시적으로는 명칭, 스토리, 레벨
구조 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미시적으로는 지도의 장면, 역할, 괴물캐릭터, 기능
및 장비 등의 명칭과 이미지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함.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는 ‘뮤 레전드’에 대한 표절로써 석성社와 워이둥社는
‘레전드 뮤’의 복제권, 개편권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o 피고 석성社는 게임화면이 저작권법상의 "영화촬영 및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영화 유형의 저작물"이나 "기타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함. 영화의
재생은 일방적인 것이고, 온라인 게임은 게이머와 게임 사이 양자의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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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진행되며, 서로 다른 게이머 또는 동일한 게이머의 서로 다른 게임방식에
의하여 배경음악이 없거나 있더라도 서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침해는 게임 중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악마와 판타지 유형의
소재들에서 레전드 신화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o 동 법원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두 게임의 동영상 등 동적인 시청각 자료로
두 게임을 비교하고, 게이머의 게임에 대한 체험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접근하였음. 또한 처음으로 게임의 저작물
성격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거쳐 온라인 게임은 중국의 저작권법상 영화와
유사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 온라인 게임은 특정의 세계관, 소재, 스토리, 장면, 복장설계, 도구 등에 대한
창작활동을 거치므로 온라인 게임이 영화유형의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봄.
- 게임의 제작에서 볼 때, 게임의 기획과 디자인 인원은 영화의 감독, 시나리오 작가,
음악과 의상 디자이너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성에서
양자 또한 비슷함.
- 게임의 체험에서 볼 때,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작동에 따라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소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영화저작물의 표현방식과 유사함.
- 또한, 서로 다른 온라인 게이머 간의 스토리와 화면은 일치함. 또한 이들은 게임
개발자가 사전에 설치한 것이며 개발자의 창작이지 게이머의 창작이 아님.
- 따라서 베른협약의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본질은 표현형식이지 창작
방법이 아니"라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뮤 레전드’의 전체적인 화면은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게임개발자에게 속한다고
판단.
o 게임화면은 게임 캐릭터, 몬스터 등이 게임장면에서 일련의 스토리를 통하여
연속적인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게임 스토리, 인물, 장면 등 관련 소재를
비교하는 것으로 게임화면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 법원은 비교를
거쳐 대표적인 104개 장면의 지도와 26가지 기술, 71개 몬스터, 134개 무기
장비 및 5개의 NPC(Non-Player Character)는 상당히 유사함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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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 게임의 상업적 가치, 침해 정도와 원고가 제3자에 대한 권리 허여 금액
기준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정배상액의 수준을 넘어 피고에게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권리침해 중단 및 합리적 금액 10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정함.

의의 및 시사점

o 동 사건에서 온라인 게임이 영화와 유사한 저작물을 구성한다고 판정함으로
향후 온라인 게임의 권리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적 역할을
할 것이며 유사한 사건의 소송을 위하여 중요한 시범적 경험을 축적하였음.
o 동 사건 이전에 법원은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기준이 낮아 저작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
반면, 권리침해는 매우 용이하고 이로부터 방대한 불법이득을 챙길 수 있었음.
동 사건을 계기로 사법보호가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였음.
o 동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에서의 법적 배상 상한액인 50만 위안을 벗어나 우수한
품질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데 투자된 시간, 인력, 경제적 비용과 권리
침해로부터 피고가 챙기는 불법소득 등 기준에 비추어 경제적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미술저작물, 어문 저작물, 음악저작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 복합형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온라인 게임 개발자의 창작에 대한 적극성을 보장함. 또한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과 규제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출처
http://www.sh.chinanews.com/shms/2016-04-28/401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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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판권국,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회의’
베이징 개최
2016년 4월 26일 국가판권국은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회의(中国网络版权保护
大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함. 국가 관련 기관의 책임자 및 업계전문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 발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논의함. 구체적으로 인터넷상
문학저작물 보호, 인터넷상의 전재, 스포츠경기 저작물 해당 여부 등 이슈에 대하여
논의함.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회의’

o 세계지식재산권의 날(4월 26일)을 맞이하여 국가판권국은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회의(中国网络版权保护大会, 이하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함. 국가
관련 기관의 책임자 및 업계전문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 발전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논의함. 회의는 2015년 인터넷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최신쟁점인 인터넷 문학저작물 보호, 스포츠경기의 저작권 보호 여부 그리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 관련 향후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현황 및 특징

o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옌샤오훙(阎晓宏) 부국장은 현재 인터넷 저작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발표함.
- 첫째, 저작권은 점점 인터넷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인터넷 및 저작권의 융합발전)"이 중요한 인터넷 발전 모델로 대두되고
있음.
- 둘째, 투명한 인터넷 저작권 보호 질서 구축이 처음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달성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표로 인식하게 됨.
- 셋째, 중앙정부에서 어느 때보다 인터넷 저작권 보호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 단속 강도를 높여 인터넷 문학저작물, 인터넷상 뉴스 전재,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 APP 등 저작권 침해 핫 이슈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 함.

37)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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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민사 제3법정 마쑤룽(马秀荣)판사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함.
- 첫째,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 수가 매우 방대하며 전국 저작권 침해 사건 중
60%를 차지함. 둘째,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이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대하고 있음. 셋째, 어문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 분쟁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통일된 손해배상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넷째, 인터넷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처럼 새로운
온라인 경영모델로 인하여 사건 심리에 어려움이 증가함. 다섯째,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의 증거 수집이 비교적 어려운 편임. 여섯째, 유명한 시청각
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상당수 존재함.

o 2015년에 인터넷 문학저작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대부분 기존 문학 저작물에서 개작된 저작물임에 따라 향후 각급
신문광전국(新闻广电局)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넷
문학저작물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신문출판광전총국디지털
출판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数字出版司)부국장 숭짼신(宋建新)이 제시함.
- 또한 우수한 인터넷 문학저작물을 추천하여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이 개작할 수 있도록 창작자를 격려할 것이며,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그리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저작물
식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함.
- 더불어, 저작권 보호 홍보교육을 진행하여 인터넷 사이트 경영자 및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보호 인식을 높여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인도할 것이라 함.
- 회의에서 비교적 주목된 쟁점은 스포츠 경기의 저작권보호 여부 문제임.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에 대하여 주제별로 스포츠 실시간 중계방송의 저작권문제, 스포츠
경기의 독창성 판단 기준, 스포츠 경기 재방송 화면의 저작권문제 등이 발표됨.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견은 저작권법 범위에 포섭하여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저작권법 보호 범위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보호할 것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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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한 회의지만, 회의 주요

기대효과

내용이 인터넷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것이라 향후 인터넷 저작권 보호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인터넷의 빠른 발전과 경영방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저작권법도 인터넷 발전상황과 부합한 규정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투명한 인터넷 저작권 질서구축, 인터넷 스포츠 경기
방송의 저작권 보호, 인터넷 전재 행위 등 문제는 인터넷 및 저작권 융합발전의
첫걸음이라고 판단됨.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111.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313.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315.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311.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3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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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유료 음원 가입자 수 500만명 돌파
제6회 ‘베이징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 포럼’에서 2016년 4월 현재 월정액
유료 가입자 수 500만 명이 돌파했다고 발표함. 베이징시판권국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2월 온라인 음원 이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이 가운데
약 20%의 사용자가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음원
시장의 규모는 연간 12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힘. 또 정부는 이 가운데 40%에
이르는 음원 판매료를 음원의 원저작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중국
음원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베이징시판권국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베이징시에서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 음악
저작권 질서 단속 전담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중국 온라인 음원 저작권
질서를 안정화하는데 힘쓰고 있음.

CHINA

중국 유료가입자
500만명 돌파

o 중국경제망문화산업채널(中国经济网文化产业频道)39)은 지난해 중국 음악 시장의
규모가 약 63.8% 성장하는 등, 2015년은 음악 업계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해로 평가함. 실제로 지난 한 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에서, '듣고, 보고, 부르는' 3가지 형태의 다원화된
서비스로 발전함. 이는 온라인 음원 업체 'QQ음악(QQ音乐)', '왕이윈음악
(网易云音乐)', '차이홍음악(彩虹音乐)' 등 대표적인 온라인 음원 서비스 플랫폼의
성장과 '유쿠투도우(优酷土豆)' 등 동영상 전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o 이처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의 음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되는 음원의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권리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

38) 임지연_조선일보 중국특파기자
39) 중국경제망문화산업채널(中国经济网文化产业频道, http://www.ce.cn/culture/)은 중국의 경제 전문 언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운영하는 중점 채널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문화 미디어 플랫폼으로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 산업 정책 및 과학기술과 융합된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는
뉴스 채널임. 2015.12.07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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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경제망문화산업채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금껏 중국 온라인 음원
시장에서 소비되었던 음원의 소비 양상이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환원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온라인상 유료 음원 소비자의 수가 약
500만 명에 도달하는 등 2015년을 계기로 음원 저작권자가 공정한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함.

중국의 음악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o 베이징시판권국(北京市版权局)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연속 베이징에서
세계지식재산권홍보기간(世界知识产权宣传周期间) 동안 ‘베이징 음악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 포럼(北京音乐版权保护与产业发展论坛)’을 개최해 오는
등 정부가 앞장서 저작권 관리 및 온라인 음악 저작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해 왔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오늘날 중국 온라인 음악 저작권
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
- 실제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펴낸 ‘2016글로벌음악보고서(2016全球音乐
报告)’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유료 음원소비자들의 구매량이
음원의 주요한 수입처로 평가받을 정도로 수익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 대표적 사례로 유쿠투도우(优酷土豆)가 독점 판매한 한중 합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太阳的后裔)'의 OST 음원을 담은 앨범이 온라인상에서 약 45만 장 판매됨.
-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5년 ‘최고수준의 판권령(最严版权令)’ 시행을
통한 온라인상 음악 플랫폼에 대한 불법 음원 공유 제재와 유료 수익금을
저작권자에 대해 환원토록 하는 합리적인 수익금 배분 조치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또, 지속적인 정부의 관리 감독을 통해 온라인 음원 시장의 유로 가입자 수의
증가는 물론, 향후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조치의 중요성과 이 분야 관련
업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향후 계획

o 베이징시판권국(北京市版权局)은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온라인 음원 시장의
이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유료 음원에 대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경우,
이들이 매월 지급하는 10위안의 유료 음원 사용료에 의한 음원 시장규모는
연간 약 12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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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 판권국은 120억 위안에 달하는 사용 수익 가운데 3분의 1의 수익인 40억 위안은
음원 저작권자에게 환원토록 하고, 전체 수익금 가운데 4분의 1인 30억 위안의
음원 수익금은 음원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분배, 나머지 50억 위안의 수익금은
중국 음악 사업 촉진을 위해 각각 할당하는 등 이 분야 시장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환원 조치하는 방향을 도모해 나갈 방침임.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5514.html
http://news.hexun.com/2016-04-27/183563428.html
http://mt.sohu.com/20160503/n447433325.shtml

2016년 3월 2차 [중국] 中 음악저작권협회, 2015년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1.7억 위안
수익 창출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600&key=
content&keyword=음악&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4&start=

2016년 4월 2차 :[중국] 中, 온라인 음원 시장 연평균 10% 상승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php?guard_trend_seq=619&key=
content&keyword=음악&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80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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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법원, 허가 없는 사이버 게임 온라인
중계방송 불공정경쟁 해당
광저우 더위 네트워크 회사는 상하이 요위 문화미디어 회사의 허가 없이 도타2(DOTA2)
사이버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생중계방송40)함. 요위회사는 법원에 기소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821만 위안(약 한화 14억 8,362만 원)을 주장함.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더위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10만 위안(약 한화 1억 9,878만 원)을 명함. 더위회사는 상소41)하였으
나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知识上海产权法院)은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건의 개요

o 도타2(DOTA2)는 미국밸브회사(Valve Corporation)가 개발한 사이버 게임임.
2014년 상하이 요위문화미디어회사(上海耀宇文化传媒有限公司, 이하 요위회사)는
도타2사이버 게임 중국지역 이용허락자인 베이징 완미 세계네트워크회사(이하
완미세계회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2015 DOTA2 게임 아시아
초청경기’를 개최함. 요위회사는 이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도타2 사이버
게임의 독자적 중계방송권을 취득함.
- 하지만 광저우 더위 네트워크 회사(广州斗鱼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더위회사)는
허가 없이 도타2 사이버 게임의 실시간 중계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중계방송의
화면에 요위회사의 로고(Logo)까지 직접 사용함. 요위회사는 더위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및 합리적인 지출비용 821만 위안(약
한화 14억 8,362만 원)을 주장함.

40)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게임을 중계방송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방송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나 도타2 사이버
게임을 온라인상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공중)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방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고자 본문은 일단 "방송"이라고 칭함.
41) 한국의 3심 재판 제도와 달리 중국은 4급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5일 내에 상급법원에 상소(上訴)하지 않은 경우 종결판결로 확정될 수 있고, 또는, 상급법원에 상소
(上訴)하여 상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종결판결로 확정될 수 있음.
42)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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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의 판단

o 인터넷 사용자들이 특정한 시간에 더위회사의 도타2 사이버 게임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중계방송권이 중국 저작권법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님. 기타 저작권법이 규정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1심법원이 판단함. 또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게임
경기 화면이 저작권법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다만 더위회사의
행위는 불공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임에 따라 110만 위안(약 한화 1억 9,878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합리적인 지출비용을 명함.

더위회사의 상소
이유

o 더위회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에
상소함. 더위회사의 상소이유에 따르면 국내의 사이버 게임 중계방송은 대부분
사이버 게임 이용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집적화면을 캡처하여 배경음악과 해설을
가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도타2 사이버 게임 개발자인 미국

- 또한, 요위회사의 사이버 게임 단말기 경기화면에 중계방송금지라는 경고문고도
없었음. 따라서 더위회사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게임의
보도로 합리적인 사용에 해당하고, 요위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기에
이는 공정이용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함.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의
판단

o 더위회사는 도타2 사이버 게임 경기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자본 및
인력투입이 없었으며, 또한 도타2 경기의 중계방송권을 허락받지도 않았음.
요위회사는 도타2 사이버 게임 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량의 물력, 재력과
인력을 투입함. 더위회사는 요위회사의 자원을 무상으로 받아 상업적 이익을
창출함. 이는 일종의 무임승차(Free Riding)행위에 해당하며 원래의 요위회사의
시청자 수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문자를 분산시켜 광고수익을
감소시켰음.
- 따라서 더위회사는 요위회사의 상업 가치와 경쟁력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도타2
사이버 게임 중계방송의 가치를 감소시켰음. 더위회사는 불공정경쟁법의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요위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함. 따라서 더위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성이 있으며 상소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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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론 대부분의 사이버 게임개발자는 동영상사이트가 사이버 게임시합을 보도하는

시사점

것을 격려하는 태도이지만, 모든 주체가 사이버게임 경기에 대하여 마음대로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설령 사이버 게임 경기를 허가 없이 무료로
보도할 수 있다하더라도 사이버 게임 경기의 전체를 중계방송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 판단함.
- 본안의 도타2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이버 게임이며, "2015 DOTA2 게임
아시아 초청경기 홈페이지에 중국어로 ‘완미세계회사 주관, MarsTV 주최,
훠마우TV(火猫TV) 독점적 중계방송권자’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타2 사이버게임 경기에 대하여 허가 없이 중계방송을 시도하여
상업적 이익을 창출한 점은 주관적 악의가 현저하다고 판단됨.
- 최근 국내 사이버 게임 시장이 빠른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 분쟁이 수반하고 있는
실정임. 사이버게임 경기의 중계방송도 그 중 하나임. 본안은 국내의 사이버게임
중계방송을 규율하는데 지도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roll.sohu.com/20160516/n449694102.shtml
http://www.yg3b.com/news/4/24829.html
http://sports.sohu.com/20160516/n44964715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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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 실시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지난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적판 유통으로
인한 지재권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31개 성을 중심으로
'불법 및 음란물 단속(扫黄打非)'을 전개해왔음. 2016년 4월 26일 전국 각 성에서는
제16회세계지식재산권일(第16个世界知识产权日)을 기념, 지난 한 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됐던 해적판 유통 업자 및 불법 복제 출판물 적발 사항 및
결과를 동시 보고하고, 이를 통해 1,418만 건에 달하는 해적판 출판물 소탕과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전자출판물을 적발, 소각했다고 밝힘.

o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해적판 유통을 단절하려는 조치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는 '불법 및 음란 저작물 단속(扫黄打非)'
행동을 전개해 왔음. 지난 4월 26일 ‘제16회 세계지식재산권일(第16个世界
知识产权日)’을 기념, 전국 각 지역에 걸쳐 진행 중인 '불법 및 음란 저작물
단속(扫黄打非)'에 대한 결과 보고회가 전국 31개 성에서 동시 진행됨.
o 지난 한 해,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발, 소각 처리된 불법 해적판의
수는 해적판 도서 및 불법 e-book 등 1,418만 건에 달했음.
- 특히, 베이징을 비롯한 산동(山东), 절강(浙江), 광동(广东), 구이저우(贵州), 후베이
(湖北), 광시(广西), 쓰촨(四川), 산시(陕西), 운남(云南) 등 9개성에서 적발, 소각
처리된 물량이 각각 평균 60만 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됨.
o 이번 행동은 해당 해적판을 단순히 적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발된 불법
해적판을 ‘베이징주회장전시(北京主会场展显)’를 통해 일부 공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활용됐음.
o 더욱이 불법 해적판 소탕을 위해 정부는 이 분야 관련 법률 전문가, 전국인민
대표대회(전국인대)위원,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위원 등 50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 성급 단위는 물론 시, 구에 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43) 임지연_조선일보 중국특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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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소탕 행동을 진행함.
o 또한 '창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 등의 발전 이념을 가진 이번 활동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혁신과 문화 창조 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재권 강화와 바람직한
환경 조성을 격려해 나갈 방침을 공고히 했다는 분석임.

지역별 주요
단속결과

o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시(保定市)
- 국가판권국은 해적판 불법 유통으로 인해 빚어진 경제적 손실 만회를 위해 진행된
지난 한 해 해적판 유통 적발 행동에서 허베이성 바오딩시가 최고 적발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힘.
- 바오딩시 경수구(竞秀区) 공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해적판
유통 총액은 800만 위안에 달하며, 이번 적발 행동을 통해 지금껏 발생한 경제
사회적 피해액 800만 위안 가운데 약 600만 위안을 회수 조치한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바오딩시 공안국에서는 대대적인 규모의 불법 해적판
유통 업자 적발 작전을 진행, 24시간 감시 감독을 통해 20여 명의 용의자를
잡아들였으며, 이들이 유통하기 위해 불법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밝힘. 또, 1만여 개에 달하는 불법 자금 유통 계좌 및 신용카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해적판 유통 및 인쇄 조직 및 이들이 자금을 은닉한 장소를
조사, 4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지역별 주요
단속결과 : 캠퍼스

o 후베이(湖北) : 후베이성에서는 ‘불법 및 음란 저작물 단속(扫黄打非)’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역 내에 운영 중인 대학 캠퍼스 및 주변 복사 가게를 중심으로
해적판 출판물 유통에 대한 적발 및 관리에 돌입함.
- 우한시(武汉市)에서는 매주 캠퍼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복사물 유통에 대한
금지 조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진행,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재권 보호 운동에 돌입함.
- 악주시(鄂州市) 공상, 교육, 문화 등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지재권 강화를 위해
대학가와 대학 인근 지역 정화를 위한 조사 사업을 진행함. 2016년 4월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총 67차례의 검사를 시행했으며, 중점적으로 감찰 대상이 된
대학 캠퍼스 인근 8곳의 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사후 지속적인
불법 해적판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리 될 수 있음을 발표함. 또 5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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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앞서 영업 정지조치를 결정한 바 있음.
- 텐먼시(天门市)에서는 지난 3월, 학교 및 주변 서점, 복사 업체에 대한 기습
감사를 시행, 5곳의 업체에서 1,000개의 해적판 출판 서적을 적발, 압수조치 함.
특히 신농가임구(神农架林区) 인근의 학교 및 주변 복사 업체에 대한 순찰을 강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함.
o 요녕성(辽宁省) : 요녕성 판권국은 베이징에 소재한 15곳의 해적판 불법 유통
업체 적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맹과 협약을 맺고, 불법 복사업체의 주요한 유통
채널인 도서도매시장, 아침시장, 야시장, 캠퍼스 주변, 인터넷 유통 채널 등의
거점을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함.
- 해당 지역 감찰을 위한 순찰 인원을 증대시키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사용
하는 학습 교재 및 기타 교육 관련 출판물 사용 시 해적판 활용의 문제점과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홍보·교육 사업을 진행.

출판사, 고등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등 대표적인 33곳의 출판사 및 요녕성 관련
집법기관 책임자와 도서 출판사 대표 80여 명이 참여, 고등교육 사업에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해적판 척결 의미를 높였다는 분석임.
o 장쑤성(江苏省) 난통시(南通市) : 초·중·고교 및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출판물
업체, 복사 업체의 해적판 서적 유통 여부를 조사함.
- 난통시 관할 구역 각 현 내에서 교육 출판물 관련 해적판 서적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당 지역 집법무문에서는 연합으로 총 800여 명의 검찰
인력을 투입함. 인근 지역 초·중·고교 및 대학 주변에서 운영 중인 출판물 영업
업체 353곳에서, 해적판 CD 1,050장, 해적판 도서 1,200여 권 등을 압수 조치함.
이들 업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자를 형사 입건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처리로 진행 중임.
- 지역 관련 집법부문에서는 이번 적발과 관련, 해적판 구매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관념을 교육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히며, 향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관련 내용을 담은 서적을 인쇄, 무료로 배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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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요
단속결과 : 노래방

o 지린성(吉林) 장춘시 : 지역 내에 운영 중인 가라오케(卡拉OK) 및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각종 지재권 침해 설비들에 대해 압수 조치를 함.
- 지난 4월 26일 지린성 장춘시 경제기술개발구법원(经开区法院)과 지역 공안국에서는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노래방(KTV) 및 가라오케의 소유 자산인 음향기기 설비들을
전면적으로 압수 조치하고, 해당 기기에 탑재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음원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 금지 조치를 진행했음.
- 이를 통해, 지금껏 악의적으로 사용된 음원 사용 문제와 관련, 해당 노래방 및
가라오케 업체 대표가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했던 점을 밝히며,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기기라 할지라도 기기 내에 탑재된 음원이 불법으로
복제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힘. 해당 법원 측은 이번 적발
사건은 향후 대중들의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음.

지역별 주요
단속결과 :
소프트웨어

o 충칭(重庆) 장진구(江津区)： 6월 말까지 지역 소재 국유기업 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100% 정품화 추진.
- 최근 충칭시 장진구에서는 지역 내 소재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행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6월 말까지 완성을 앞둔 이번 행동은,
총 33곳의 지역 내 국유기업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 100%를 목표로 함.
- 정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해당 33곳의 국유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는
총 667대이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품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162개로 정품
활용비율이 24.3%에 불과한 실정임. 또, 정품 오피스 사용 개수는 153개로 정품
사용률이 22.9%에 그쳤으며, 정품 백신 사용 개수는 635개로 95.2%의 사용률을
보임. 또 정품 오토캐드 소프트웨어는 13개 사용돼, 정품 활용 비율이 1.9%에
그쳤던 것으로 보고됨.
- 장진구에서는 6월 말까지 지역 내 국유기업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정품
사용률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지역별 주요
단속결과 : 출판물

o 후난성(湖南) 이양시(益阳市) : 해적판 불법 출판물 집중 정리 활동 진행.
- 최근 후난성 이양시에서는 불법 출판물을 적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 해당
서명 운동에는 집법부문 대표, 출판물 발행협회 대표, 이양시 지역 학생 대표, 인쇄협회,
도시에서 운영 중인 pc방 및 영업주 대표단 등 6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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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시 문체광신국(益阳市文体广新局)은 '불법 및 음란 저작물 단속(扫黄打非)'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 이번 활동을 통해 불법 도서 및 잡지 7만여 권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타오바오(淘宝)를 통해 불법 판매·유통된 1,000여 권의 서적과 불법
복제 비디오, e-book 및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2만여 장을 압수 조치했으며
이중 음란 출판물이 5,000여 장에 달한다고 밝힘.

o 네이멍구(内蒙古): 네이멍구 우란차부시(乌兰察布市) 싱허현(兴和县)에서는 불법
출판물 인쇄 및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지난 한 해 총
16차례의 해적판 소탕작전을 진행함. 이를 통해 불법 복제 교육자료 1,128권,
복제된 해적판 도서 357권, 해적판 CD 219개, 게임기 27개를 적발함.
- 또 이번 소탕 작전이 출판물 시장의 지재권 강화 의식 향상과 향후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각인, 일반 시민들에게 해적판 제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함.

CHINA

o 칭하이성(青海省): 해적판 불법 출판물 단속
-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일(世界知识产权日)을 기념해, 4월 21일 칭하이성
신닝광장(新宁广场)에서 거행된 '2016년 저작권 침해 해적판 및 불법 출판물
집중 소각 활동(2016年侵权盗版及非法出版物集中销毁活动)'에서는 지난해
칭하이성에서 적발된 10만 2천 개의 해적판 불법 출판물 압수 조치 결과 보고가
진행됨.
- 이번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해적판 불법 출판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해적판 소탕을 위해 불법 인쇄 유통 업자 및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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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507.html
http://www.nipso.cn/onews.asp?id=31546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611.html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605/1889469.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609.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505.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299.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297.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189.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6108.html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604/1889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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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저작권보호센터, DCI 체계 도입
5월 10일 화운음악과 Sony／ATV 측은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 전략적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양측은 화운음악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악저작권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국저작권보호센터와 연합하여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국제표준녹음코드) 등록과 디지털 저작권의 유일한 표시인 DCI 체계를 도입하기로 함.
동 협력으로 중국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권리귀속이 명확해지고, 정품 저작권의
공시와 인증이 가능해져 저작권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감소와 저작권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것임. 최종적으로는 중국 디지털 음악저작권 산업의 생태환경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o 중국 디지털 음악산업은 최근 들어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지만,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 체제가 설립되지 못했음. 무료 다운로드 현상이 심각하고 저작권
침해가 창궐하며 우수한 원작 음악저작물은 부족한 상황임.
o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저작권 회사인 Sony/ATV와 중국 국내 디지털음악
저작권 분야를 리드하는 화운음악은 5월 10일 중국저작권보호센터에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디지털 음악 저작권 산업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로 다짐함.
o 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측은 화운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악
저작권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국저작권보호센터와 협력하여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국제표준녹음코드) 등록과
디지털 저작권의 유일한 표시인 DCI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하기로 함.
- 화운음악 플랫폼은 2013년 중국저작권보호센터와 베이징 창원국순 과학기술
유한회사가 연합으로 설립된 것임.
- 동 플랫폼은 DCI 체계를 핵심으로 플랫폼 시스템, 어플과 하드웨어로 구성된
저작권 응용의 생태시스템을 형성하여 저작물의 권리확인 등록, 저작물 사용의
허가와 이익의 배분, 권리침해 추적과 보장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

44) LIHUA_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박사, 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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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Sony/ATV와 화운음악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지도하에서 국내 최초의
권위적인 음악 저작권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저작권보호
센터와 함께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o DCI(digital copyright Identifier)체계는 중국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DIC 체계

연구개발한 혁신적 기술로서 디지털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저작권 비용 결제
인증과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과 추적 및 신속한 권리구제 등 3대 핵심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o 동 기술은 블로그 저작물, 사진 저작물, 디자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저작물의 대규모 권리허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작용함.
- 블로그 저작물: DCI는 수량이 많고, 문장이 짧고, 시효성이 큰 마이크로 저작물의
신속하고 상당히 저렴한 등록을 보장하고, 권리확인 대기 시간을 24시간 내로 줄임.
- 사진 저작물: DCI는 사진에 대한 대규모 권리확인과 등록이 가능토록 하며, 사진과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통한 관리를 실현하여 한편으로는 검색과 통계가 쉽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음.
- 디자인 저작물: DCI 시스템을 통하여 디자이너를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마련함.
- 음악 저작물: DCI는 신속한 권리구제 메커니즘과 제3자 저작권 결제 인증으로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의 음악 콘텐츠 융합, 배분과 판매결제 등 원스톱 저작권
서비스를 실현하여 음악인과 음악플랫폼의 양호한 협력환경을 마련함.

o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악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Sony/ATV와

기대효과

화운음악의 DCI 체계 도입을 통한 협력은 중국 디지털 음악 저작권 산업이
국제와 궤도를 같이 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하였음,
o 특히,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정보가 명확하고 투명해지도록 함으로써 사기에 의한
권리허여, 중복되는 권리허여 등을 방지하여 저작권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개인 사용자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정품 음악의 저작권이 인증되고 권리
허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디지털 음악저작권 산업의 생태환경은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이며 음악작품의 가치의 최대화가 추진되고 실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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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hinaxwcb.com/2016-05/11/content_338852.htm
http://www.chuban.cc/yw/201605/t20160511_173723.html
http://tech.hexun.com/2016-05-10/183786779.html
http://www.people.com.cn/n1/2016/0510/c348429-28339786.html?mc=&14
http://finance.qq.com/a/20160504/023197.htm
http://www.chuban.cc/bqmy/201603/t20160304_1728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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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요 웹하드 업체,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최근 2개월 사이에 백만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거물급 웹하드 업체들이
단체로 개인 사용자의 무료저장 서비스 등 일부 기능을 중단할 것을 공표하였음.
이와 같은 추세는 웹하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불분명으로 수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반면, 웹하드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드는 막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비용,
웹하드를 통해 공유되는 불법복제물들과 음란물들에 대한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감독상의 법적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함임.

대형 웹하드 업체들
무료 개인 웹하드
저장 서비스 중단
발표

o 최근 2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백만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대형 웹하드
업체들이 ‘무료 개인 웹하드 저장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였음.
- UC웹하드(UC网盘)는 3월 17일 UC웹하드의 저장, 업로드, 오프라인 자원을
웹하드에 이전하여 저장하는 등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공고를 발표함.
- 씬랑 마이크로 웹하드(新浪微盘)는 4월 25일에 공고를 발표하여 공유 기능 및
웹하드 내 검색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며 2016년 6월 30일부터 무료 개인
사용자의 저장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씬랑웹하드의 유료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또한, 4월 26일 금산 콰이 웹하드(金山快盘)는 개인사용자의 웹하드 저장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표함.
- 이외에도 틴센트 마이크로 클라우드(腾讯微云), 115웹하드(115网盘) 또한 일부
기능의 서비스를 중단함.
o 하지만 바이두 웹하드(百度云网盘), 360 웹하드(360 云盘), 러쓰 클라우드
(乐视云盘) 등은 이번 웹하드 서비스 중단 조정에 합류하지 않았음.

웹하드 서비스 중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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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 당국의 불법복제물과 음란물에 대한 단속에 협력하기 위한 조치임.
- 2015년 10월부터 웹하드는 정부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집중 단속 분야임.
-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웹 사이트로부터 P2P 공유를 통한 다운로드 단계를
거쳐 현재는 웹하드 개인 저장 공간이 더욱 은밀한 권리침해 모델로 등장함.
- 대량의 무단복제 동영상, 음악, 소설 등 콘텐츠와 음란물들이 각 웹하드에 업로드
되고 네티즌들은 매우 쉽게 이들을 다운로드 후 전달, 공유할 수 있음.
- 올해 3월 2일에 전국 불법복제물 및 음란물 단속 사무실4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등 5개 부문은 연합하여 전면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한 음란물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조치를 취하였음. 여기에는 360웹하드, 115웹하드, 러스
웹하드 등의 업체들이 포함되었음.
- 2015년 11월 3일, 바이두 클라우드 웹하드와 기타 6대 동영상 사이트들이 공동
으로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웹하드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였지만 그 효과가 부족한 점이 많음. 사용자들은 웹하드에 개인 자료를 저장 시
하지만, 네티즌들은 웹하드 저장공간의 불법복제 파일, 동영상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관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음. 웹하드 저장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그 은밀성으로 웹하드 업체들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를 감독하고 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o 웹하드 서비스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하지 않아 이윤이 미미함.
- 웹하드 서비스 제공과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및 기술적 비용은 방대한 반면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미미하거나 심지어 전혀 없음.
- 대부분 네티즌은 무료 웹하드 저장 서비스에 익숙하여 있고, 유료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음. 웹하드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은
무료로 웹하드 저장서비스 등을 제공할뿐더러, 오히려 갈수록 무료 저장 공간
용량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웹하드 업체들의
기업 운영비용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에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
o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임.
- 2015년 10월 21일 국가판권국에서는 ‘웹하드 서비스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网盘服务版权秩序的通知)’를 공표하고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는 응당 필요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45) 중앙선전부, 중앙정법위, 국가신문출판광정총국 등 2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별도의 기구로 사무실은
신문출판총국에 위치함.

❘147

CHINA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학습 등 합리적으로 웹하드를 사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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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권리침해 저작물을 삭제하고 기타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또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권리자가 저작물 침해를 발견하는 경우 웹하드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할 방법과 연락처를 공지하여야 하며,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후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불법저작물을 삭제하고 링크를 차단해야 함.
- 이외에도 권리 침해자 사용자 성명, 사용자 계정, 연락처 및 등록정보를 보존
하여야 하며, 만약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2012년 12월 17일에 공표된 ‘최고인민법원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信
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9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성격, 방식 및 권리침해 발생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송되는 저작물의 인지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는지, 권리자의 통지에 따라 신속하게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삭제를 하였는지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법적 책임을 물음.

향후 계획

o 개인 웹하드에 비하여 기업용 웹하드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더욱 상대적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음. 이번 웹하드 서비스 시장의 조정을 거쳐
기업들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15~2016년「중국기업웹하드시장연구보고(中国企业网盘市场研究报告)」에
따르면, 기업 웹하드 시장규모는 시종일관하게 큰 성장을 가져옴. 2015년 중국
기업 웹하드 시장규모는 9천만 위안(한화 약 160억 원)에 달하여 56%의 성장률을
기록함. 2016년 중국 기업 웹하드 시장규모는 1.4억 위안(한화 약 2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연구보고서는 2020년 시장규모는 6억 위안(한화 약
1,0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o 웹하드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동영상에서 발생함. 이에 금산 콰이 웹하드
회사는 웹하드 사업의 상당부분을 축소하고 오히려 동영상에 대한 저작물의
제작과 다양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확보로 경영전략을 바꾸었음. 이처럼,
인터넷 회사가 다수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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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ip.people.com.cn/n1/2016/0510/c136655-28338499.html
http://tech.hexun.com/2016-05-04/183668514.html
http://tech.ifeng.com/a/20160519/41610199_0.shtml
http://ip.people.com.cn/n1/2016/0513/c136655-28348666.html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93749
http://www.chuban.cc/bqmy/201511/t20151106_170848.html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406054
http://finance.sina.com.cn/zl/china/2016-04-29/zl-ifxrtzte9805333.shtml
http://www.infzm.com/content/117157?from=timeline&isappinstalled=1
http://news.sina.com.cn/o/2016-05-10/doc-ifxryahs064303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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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저작권 마크' 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합법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대
'저작권 마크' 서비스는 전통적인 거래 플랫폼과 달리, 저작물과 저작권이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콘텐츠에 권리허여(許與) 정보가 입력되는 방식으로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함. 주요 기능으로 저작물 창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속한
권리허여와 비용지불을 가능하도록 하며, 권리자를 위해 저작물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화해 및 기타 권리구제를 상당히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 마크'
서비스 주요 기능

o 5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기간 중,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저작권 및 새로운 가치(新媒体、新版权、新价值)” 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음46). 6월 1일에 열린 이 포럼에는 정부(국가판권국 등)와
협회, 미디어 등 관련인사들이47) 참석함.
o 본 포럼에서 새로운 저작권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마크(copyright
inside, 版权印)’가 소개되었으며, 주요기능 및 사용현황도 공개되었음.48)49)

46) 동 포럼에서는 인터넷 환경 하에 각 유형의 새로운 미디어들이 저작권 개발과 운영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이 논의되었음.
47) 동 포럼은 베이징동방융허국제저작권거래센터(北京东方雍和国际版权交易中心), 베이징시 동성구상무위원회
(北京市东城区商务委员会)에서 주최하고, 중국판권협회, 중국문자저작권협회에서 협조하고, 북경판은과학
기술회사에서 개최하였음.
48) '저작권 마크'는 베이징 판은과학기술유한회사(北京版银科技有限责任公司)산하의 웹사이트(http://www.banquanyin.com/copyright_protect)
로서, 베이징동방융허국제저작권거래센터(北京东方雍和国际版权交易中心)에서 저작권 권리허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이외에도 동 포럼에서는 저작권 인사이드 플랫폼과 신달재산보험주식 유한회사와의 계약체결식이
있었음. 이를 계기로 금융과 문화산업의 심도 깊은 합작이 전개될 전망임. 베이징 동방융허국제저작권센터는
국가판권국과 베이징 시 정부에서 정식으로 비준하고, 국가판권보호센터, 베이징재산권 거래소, 베이징시
동성구 인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급의, 전국적인 그리고 종합성적인 문화자원거래그룹임. 또한
국내 첫 국가급 저작권 거래 공개시장이며, 국내 가장 이른 문화재산권 요소 시장 플랫폼 중의 하나임.
49) 콘텐츠를 작성한 권리자는 위챗이나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 할 때 콘텐츠에 저작권 코드를 입력함.
제3자가 온라인에서 작품을 보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료 혹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설정한 권리허여 링크를 클릭함. 만약 유료인 경우, 저작물 사용자는 위챗이나 지불보(支付宝)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면, 저작권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허여증서를 생성하며, 저작권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동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와 항상 함께 표시되는 저작권 마크에 근거하여 저작권 마크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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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기능 ① 저작권 보호 기능
- 자동 수록: 저작권자가 ‘저작권 마크’를 사용하는 매체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를 '저작권 마크'의 형태로 입력하면, '저작권 마크'를 제공하는
매체의 플랫폼에서 직접 콘텐츠를 찾아 자동적으로 매칭·수록할 수 있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일일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수고를 덜어줌.
- 무료 인증: ‘저작권 마크’ 플랫폼에 동기화된 ‘저작권 마크’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 인증을 거치고, 저작권 등기증서를 생성함. 현재 '저작권 마크'의 저작권
인증서비스는 무료임. '저작권 마크'에는 3가지 방식이 지원되는데, 각각 중국
저작권 보호센터의 DCI 인증시스템, 연합신임(联合信任)의 신뢰가능 타임스탬프
체계(可信时间戳体系) 그리고 안존(安存)의 안심 보전체계임(无忧保全体系).
o 주요기능 ② 신속한 권리허여 기능

플랫폼(웹 사이트, 위챗 공식계정, 씬랑 미니 블로그(新浪微博), 씬랑 블로그(新
浪博客)의 ‘저작권 마크’ 권리허여를 설정할 수 있음. 한번 설정하면 지속적으로
권리허여가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유효함.
- 자동 권리허여: ‘저작권 마크’를 설정하면, ‘저작권 마크’가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에 입력됨. 온라인에서 공표된 저작물에는 권리허여 링크가 표시되고,
동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상 권리허여를 획득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
- 온라인 지불: ‘저작권 마크’는 무료 혹은 유료로 권리 허여가 가능함. 만약 권리자가
유료로 설정한다면,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권리허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불보(支付宝)와 위챗(微信)으로 할 수 있음.50)
- 권리허여 증서: 권리허여가 완료되면, ‘저작권 마크’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국제저작권 거래센터’에서 서명한 거래허여증서를 발급하고, 국제저작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감독함.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마크 플랫폼에서 권리자에게 화이트 및 블랙리스트를 보내고, 권리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권리구제를 저작권 마크 플랫폼을 통하거나 혹은 스스로 할 수 있음.
50) 우선 동방융허국제저작권거래센터에서 계좌를 개설해야함. 개설방법은 먼저 국제저작권거래센터 온라인
영업청을 방문하여 등록 후, 거래시간(거래일 내 9:30-11:30, 13:30-15:30)내에 중개기관, 성명, 거래
비밀번호, 성별, 국적, 주민등록증 번호, 유효기관 등의 정보를 입력함. 온라인 은행을 개통한 사용자는
자신의 온라인 은행에 직접 등록하여 온라인 계약체결 배너에서 베이징융허국제저작권센터를 키워드로
검색 후, 다음 단계를 클릭, 온라인 등록 시의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를 클릭하면 계약체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온라인 등록번호를 활성화하면 그 이후로 출입금 작동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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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거래센터는 동 거래에 대해 등록하고 증거를 보전함.
- 결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 콘텐츠 사용자가 지불한 저작권 사용 허가 비용은
‘저작권 마크’ 플랫폼 내의 감독·관리 계좌에 입금되고, 거래 공시 기한이 지난
후 ‘저작권 마크’ 플랫폼에서 권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함.
o 주요기능 ③ 저작권 사용 감시·감독 기능
- ‘저작권 마크’ 플랫폼은 국내 검색엔진과의 합작을 통하여 저작권 인증이 된
저작물에 대하여 전체 웹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사용을 감시·감독하며, 결과를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로 분류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함.
- 화이트 리스트는 모든 웹 사이트에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허여를 받아 합법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록이며, 블랙 리스트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기록임.
- 통계 보고: 저작권 감시·감독 모듈은 미디어에 자신의 콘텐츠를 공개한 저작권자를
위하여 상세한 콘텐츠 사용 감시 및 감독결과에 대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여 제공함.
저작권자는 통계표로부터 저작권 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음.
o 주요기능 ④ 권리구제와 화해기능
- 자동 권리구제: 저작권 감시·감독 모듈에서 만약「자동 권리구제 스위치」를 켠
경우, 블랙 리스트에 대하여 자동으로 저작권 권리구제 신청 절차를 개시함. 이
경우 저작권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 화해 및 거래: 권리자와 사용자는 온·오프라인으로 화해 및 저작권 거래가 가능함.
먼저, 온라인으로 권리 침해자에게 화해·거래 요청서를 발송하며, 권리 침해자가
조건에 합의한다면, ‘저작권 마크’는 동 저작물은 권리구제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
블랙 리스트에서 화이트 리스트로 재분류함. 만약 온라인 권리구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오프라인 권리구제 절차가 개시됨.
- 오프라인 권리구제는 ‘저작권 마크’ 플랫폼 전문 변호사 팀에서 상황에 따라
저작권 조정, 중재 및 소송 등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저작권 마크’의
사용현황

o ‘저작권 마크’는 2016년 1월부터 온라인상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3개월 사이에 1,000여 개 전문 미디어와 2,000여 명의 개인 창작자들이
‘저작권 마크’를 사용하며 매일 3,000여 개의 권리허여가 진행됨. 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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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일 끊임없이 업데이트됨.
o 현재 중국청년신문(中国青年报), 환구시보(环球时报), 중국경제주간신문(中国经
济周刊), 반월담(半月谈) 등 일부 주요 미디어에서 ‘저작권 마크’를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권리허여를 하고 있음.
o ‘저작권 마크’ 플랫폼에 등록된 미디어 기관은 5,000여 개에 달하고, 수록된
미디어의 원작 콘텐츠는 5만여 편이며 권리허여 양은 2만 여에 달함.

기대효과

o ‘저작권 마크’는 전통적인 동영상, 도서, 음악 저작권거래 플랫폼과 달리,
저작물과 저작권이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저작권 마크’
플랫폼과 미디어 등 사용 매체의 권리허여 채널을 마련함. 이를 통해 권리허여와
있도록 함. 또한 미디어산업의 전체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 정품 유통을 높이고,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음.
o ‘저작권 마크’가 입력된 저작물에 대하여 특유의 크롤러 기술로 인터넷상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감시·감독하고 권리구제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산업경쟁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음.
o ‘저작권 마크’는 온라인 인터넷에서 콘텐츠에 대한 권리침해를 확인한 후, 즉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침해 매체에게
화해거래를 요청하고, 만약 권리침해 미디어에서 화해거래를 통하여 정품
저작권을 구매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적 쟁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

❘153

CHINA

획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를 낮추어 정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중국

※출처
http://www.ce.cn/culture/gd/201605/20/t20160520_11839264.shtml
http://news.sina.com.cn/c/2016-06-02/doc-ifxsuypf4827690.shtml
http://www.tibet.cn/tibet-rediscovery/summarize/1464917431346.shtml
http://www.cbice.com/article/gywm/
http://www.banquanyin.com/copyright_protect
http://www.cbice.com/article/hyzx/tzgg/201410/20141000002239.shtml
http://www.chinadaily.com.cn/micro-reading/dzh/2016-01-22/content_14501525.html
http://www.ce.cn/culture/gd/201601/21/t20160121_844680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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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 첫 민족특색 문화저작권보호와
전시거래센터 설립
2016년 6월 5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민족특색 문화저작권 보호와 전시거래센터가
설립되었음. 동 센터는 문화저작권 공모센터, 관리센터, 권리허여센터, 체험센터,
활동센터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문화를 보호 및 승계하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여 민족문화의 저작물 전환과 세계시장 진입을 위하여 중요한 창구
역할과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o 2016년 6월 5일 중국 저작권 보호센터와 베이징 순의구(顺义区)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민족특색문화저작권보호와 전시거래 센터(民族特色文化版权保护与
展示交易中心)가 베이징 순이지역에서 낙성식(落成式)을 가졌음.
o 설립취지
- 동 센터는 국가저작권 공공서비스를 매체로,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통합하여
민족문화를 보호 및 승계하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며
새 모델과 시스템에 대해 탐색하고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또한 센터의 설립으로 중국의 민족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창구역할과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o 동 센터는 문화저작권 공모센터, 관리센터, 권리허여센터, 체험센터, 활동센터
등 5개 부문으로 나뉨.
o 또한, 동 센터에서는 저작권 등록, 권리허여, 관리와 민족문화체험과 교류 등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 콘텐츠 창작, 기술운영 지원, 디자인 소재 인큐베이션,
저작권 거래, 경험 교류 등 관련 요소가 집약된 산업기능구역을 가지고 있음.

의의 및 기대 효과

o 동 센터는 중국에서의 첫 민족특색 문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센터와 저작권
거래센터인 동시에, 순이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저작권 보호 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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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센터에는 향후 많은 외국 디자이너, 민족 문화 관련 창의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문화 혁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o 동 센터는 해마다 민족특색의 문화 원작 저작물 1만 건을 공모할 계획이며,
전환 가능한 문화 프로젝트 100개 양성과 민족문화 원작 대형 활동을 1차례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동 센터의 첫 개관을 축하하여 중국의 유명한 인간문화재 승계자인 조광지(赵广
智)의 11건 자금성 미니 경관작품과 100여건의 민족문화특색의 전시품이
진열되었고, 당일 현장에서 전시회 작품 중 30여건이 거래되었음.

※출처
http://finance.ifeng.com/a/20160605/14461270_0.shtml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89606
http://news.163.com/16/0611/01/BP89K5A300014A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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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페인 대법원,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가 6년 동안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판결
•英, 스냅챗 이미지 무단 공유 처벌 경고
•EUIPO, 청년층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 발간
•英,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 침해물의 URL지정 없이 삭제 요청 가능 판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음악 샘플링 사용 사건 19년 만에 허용 판결
•스웨덴 검찰, 팬 자막 불법영상물 제공사이트 운영자 기소
•독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해자 책임 규정 삭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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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스페인 대법원,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가
6년 동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2016년 3월 8일, 스페인의 대법원은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인 Parque Warner
Madrid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저작권자들과 저작인접권자들의 허가 없이
음악을 사용했다고 판결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AGED와 저작인접권단체인 AIE는
Parque Warner Madrid가 정당하게 음악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함. 대법원은 Parque Warner Madrid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으며 AGEDI와 AIE에게 총 35만 4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사건의 배경

o 스페인 음악저작물 저작자들과 실연자들의 신탁단체들은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가 무단으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한다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AGEDI와 저작인접권단체인 AIE는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
파크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
o 2010년 5월, 마드리드의 제7상사법정은 AGEDI와 AIE에게 승소판결을 내림.
-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는 3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이
요구하는 1년 치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항소하여 마드리드의
주법원으로 소송이 넘어감.
- 2013년 주법원 또한 권리자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됨.

법원의 판단

o 2016년 3월 8일, 스페인 대법원은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의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고, 약 35만 4천 달러(32만 1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1) 최희식_경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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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은 권리자들이 요구한 사용료는 정당하며, 워너브라더스의 테마파크가
주장하는 1년 치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워너 브라더스의 테마파크가 운영을

C

하는 3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사용료만 요구했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워너브라더스의 테마파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테마파크 곳곳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고 판결함.

시사점

o 워너 브라더스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자사의 저작물을 보호하려 노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 또한 많이 제기함.
- 2016년 1월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자동전화를 받은 2059명의
사람들과 워너 브라더스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은 45만불을 받기로 하고 집단
소송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례도 있었음
- 그에 반면 자사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임.

https://torrentfreak.com/warner-theme-park-pirated-artists-music-for-sixyears-court-rules-160308/
http://www.ibtimes.co.uk/time-warner-ordered-pay-damages-using-pirate
d-music-spanish-theme-park-six-years-154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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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스냅챗 이미지 무단 공유 처벌 경고
영국에서 스냅챗(Snapchat)을 캡쳐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 영국 문화부 장관 에드 베이제이(ED
Vaizey)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냅챗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는 영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힘. 또한 음란한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함.

스냅챗(Snapchat)의
특징

o 스냅챗(Snapchat)은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확인 가능 시간을
제한하여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하면서 10초 제한을 설정하면 10초 후 사진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자기 파괴 앱(self-destructing app)’ 기술이 활용됨.
o 다수의 전문가는 사진이 일정 시간 후 삭제되는 휘발성 기능이 도덕적 일탈을
부추기고 부정한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함.
- 2013년 스냅챗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스냅챗으로 전송된 수십만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됨.

스냅챗 이미지
무단이용에 대한
처벌 경고

o 영국에서 스냅챗(Snapchat)을 캡쳐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음란한
이미지들을 공유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
o 버즈피드(BuzzFeed)3)에 따르면, 영국 문화부 장관 에드 베이제이(ED Vaizey)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스냅챗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는 영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음란한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힘.

2)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3) 2006년 허핑턴 포스트의 공동창업자 조나 페레티가 설립한 버즈피드는 콘텐츠 확산 경로를 연구하는 정보
기술(IT)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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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개인의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Section 33 of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C

※출처
http://www.buzzfeed.com/alanwhite/sharing-snapchat-pics-without-the-creators-perm
ission-is-ill?utm_term=.eu3qk2Z4q&utm_medium=email&utm_campaign=BuzzFeed%20
329&utm_content=BuzzFeed%20329%20CID_a0db9828d3e13385b2462b800702fed9&ut
m_source=BuzzFeed%20Newsletters#.diOkP783k
http://www.newsjs.com/url.php?p=http://www.teenvogue.com/story/snapchat-screensh
ot-sharing-illega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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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 청년층 불법복제 인식도 조사 보고서 발간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럽 청년층의 불법복제 인식도를
조사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Youth 2016」을 발간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5~24세 청년층들은 IP 관련 지식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자신들의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응답자의
4명 중 1명은 불법 복제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응답자의
81%가 합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답변함. 한편, 청년층의 불법복제물
이용 원인으로 첫째, 저작물 이용에 드는 비용, 둘째, 사적이용은 불법복제가 아니라는
인식, 셋째, 신속한 서비스 이용 등을 선택함. 그리고 불법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원인으로 상당수가 첫째, 합법사이트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작물 제공, 둘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등을 선택함. 그러나 응답자의 18%만이 불법복제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선택함.

EUIPO, 유럽 청년층
불법복제인식도
조사 보고서 발간

o 2013년 유럽 지식재산권청(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유럽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European Citiz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ception, Awareness and Behavior」를
발간했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청년층은 지식재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회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o 이에 EUIPO는 28개 EU 회원국의 15-24세의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용 실태와 청년층들이 합법적/불법적 사이트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입수하는
경위를 심층 조사하였음.
o EUIPO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럽 청년층의 불법 복제 인식도를 조사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Youth 2016」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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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조사 내용

o 청년층의 IP 관련 정보 부족
- 15-24세의 청년층들은 IP 관련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여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

C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o 청년층의 불법복제 수치
- 응답자의 4명 중 1명은 12개월 이내에 불법복제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응답자의 81%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97%가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하기 위해 합법사이트
및 불법사이트를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응답자의 56%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한편, 응답자의 95%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인터넷에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입수하였다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의 85%가 불법사이트를 고의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함.

EUROPE

[그림1]합법적/불법적 사이트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o 청년층이 불법복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원인
- 청년층이 불법복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① 저작물 이용에 드는
비용 문제, ② 불법복제물의 사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인식, ③ 신속한
서비스 이용 문제 등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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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 원인
o 청년층이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 중단 원인
-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을 중단할 가장 큰 원인으로 ① 합리적 가격으로 합법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제공(응답자의 58%),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응답자의 36%),
③ 불법 사이트 이용에 따른 부정적 경험 등으로 불법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의 18%만이 불법복제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함.

[표2]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 중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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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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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
/documents/IP_youth_scoreboard_study/IP_youth_scoreboard_study_en.pdf
https://torrentfreak.com/38-of-young-eu-internet-pirates-see-nothing-wrong-in-pirac
y-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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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2016년 4월 21일, 영국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2015년 영국 IPO에서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지난해 7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단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영국 지식재산권청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조정하고 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영국,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배경

o 2015년 2월, 영국 지식재산권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1988년도「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1988)」상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한 보고서「Penalty Fair? Study of Criminal Sanc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vailable under the CDPA 1988」(이하, ‘보고서’)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0년 발효된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을
근거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역형은 CDPA 1988을 근거로 결정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음.
o 저작권업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차별적인 벌칙은 창작을 위축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음.
o 2015년 7월, 영국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협의서「Criminal Sanctions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이하, ‘협의서’)를 발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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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4월 21일, 영국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벌칙을 현행 2년형에서
최대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높이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벌칙 강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C

공식 발표함.

o 2015년 발표된 동 협의서에서 영국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o 공식 발표문에서 바로니스 네빌 롤프(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권
청장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벌칙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벌칙 강화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의 보호를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o 최대 10년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게 되면, 범죄 규모에 따라 법원의 적정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인터넷에 2,500개 이상의 최신 영화를 게시한 5명의 침해자에게 도합 17년형을
처할 수 있음.

벌칙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안

o 영국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를
중죄(serious offenses)로 취급할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벼운 침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저작권자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런던 경찰청
지식재산전담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에서 해당
사안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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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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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orrentfreak.com/uk-govt-pushes-10-years-jail-for-online-pirates-160421/
http://www.ibtimes.co.uk/uk-government-wants-punish-online-pirates-10-year-jail-se
ntences-1556234
https://torrentfreak.com/uk-wants-10-year-prison-sentence-for-online-pirates-150718/
https://torrentfreak.com/is-10-years-in-jail-the-answer-to-online-pirates-15030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05874/
Penalty_Fair_Study_of_criminal_sanctions_for_copyright_infringement_available_under_th
e_CDPA_19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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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저작권 침해물의 URL지정
없이 삭제 요청 가능 판결
2016년 4월 27일, 이탈리아 제1심법원은 저작권자가 URL 지정없이 ISP에게 저작권
침해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함. 그 이유는 첫째, 저작권자에게 URL을 지정하여
삭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둘째, 저작권자가
침해물 삭제 요청 시 URL을 지정해서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함.

이탈리아 법원, URL
지정 없이 저작권
침해물 삭제 요청
가능 판결

o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물 삭제 통지와 관련하여 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게 저작권 침해물 정보에 대한 적극적
감독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②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물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을 특정하도록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미디어 그룹 메디아세트(Mediaset)가 소유한 방송사 Reti Television Italiane(RTI)와
break.com을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회사 Break Media(이하, 피고)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가 URL 지정하지 않고 ISP에게
저작권 침해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해당 사안은 break.com 사이트에서 청구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것임.

판결의 주요내용

o 재판관할권에 관한 쟁점
- 피고는 자사의 서버는 미국에 있으므로 이탈리아 제1심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탈리아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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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 4월 27일, 이탈리아 제1심법원(Tribunale di Roma)은 이탈리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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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고가 단순 ISP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 제15조4)에 따라 입법된
이탈리아법(Decreto Legislativo 70/2003)에 따라 감독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break.com은 전자상거래지침에 규정된 ‘단순 플랫폼(simple platform)’을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수많은 영상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aggregator'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단순 ISP들이 향유하는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o 피고에게 일반적 감독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가 콘텐츠 원스톱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general)이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preventative) 감독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o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URL을 지정해야만 하는지 여부
- 피고는 저작권자의 적법한 침해물 삭제 통지 요청에 따라 해당 침해물을 삭제할
의무를 가지는데, 청구인은 저작권 침해물의 URL 지정 없이 청구인의 “모든
TV 프로그램들(all TV Programs)”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저작권 침해물 삭제 통지 요청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저작권자가 ISP에게 URL을 지정해서 저작권 침해물 삭제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그 이유는 첫째, 저작권자에게 URL을 지정하여 삭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며, 둘째, EU 지침과 유럽사법
재판소가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ISP에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자가
침해물 삭제 요청 시 URL을 지정해서 제출하도록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즉 "URL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된 EU
저작권규정들과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EU 지침에 따른 저작권보호를
약화시키기 때문임.

o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URL 지정 없이 모든 불법콘텐츠물의 삭제요청을

시사점

ISP에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를 용이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음.

4) 2000/31/EC 제15조 제1항은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할 일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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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이탈리아 법률에 따르면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본 결정에
대한 잠재적인 형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자들의 삭제요청에 따른

C

저작물 침해물 특정 업무를 ISP가 부담하게 되어 인터넷 서비스 사업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출처
http://ipkitten.blogspot.kr/2016/05/italian-court-says-that-rightholders-d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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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음악 샘플링 사용
사건 19년 만에 허용 판결
2016년 5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년간 지속된 랩퍼 사브리나 세툴러의
힙합 음악에 사용된 2초간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음악 샘플링은 힙합
창작자의 표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힘. 따라서 원저작물과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음악 샘플링은 허용
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함.

음악 샘플링 사용
사건의 사실관계

o 독일 전자음악 그룹 Kraftwerk(이하, 원고)는 1977년 ‘Metall auf Metall’
이라는 곡이 수록된 음반을 발행하였음.
o 음반제작자 Moses Pelham은 원고의 곡에서 드럼연주를 2초간의 샘플링5)으로
만들어 래퍼 Sabrina Setlur(이하, 피고)의 1997년 곡 ‘Nur Mir’라는 곡에
사용하였음.
o 이에 원고측 리더싱어 Ralf Hütter는 자신들의 곡에서 피고가 2초간의 리듬을
전자적으로 복제하여 ‘Nur mir’란 곡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지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사건의 진행경과

o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결하였고 피고들은 항소하였음.
o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리듬이 2초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들이 이 리듬을 샘플링으로 복제하여 자신들의 음악에 반복적으로
삽입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5) 음악산업계에서 샘플링은 타인이 제작한 음반에 있는 음원(sound recording)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다른 곡의
일부분에 끼워 넣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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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샘플링 행위가 저작권
법상 저작물의 자유이용(freie Benutzung,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6)에

C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
o 환송 후 원심 법원은 샘플링이 없더라도 유사한 드럼 리듬을 스스로 연주
녹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음악을 샘플링해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o 환송 후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

o 2016년 5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19년 만에 2초간의
샘플링 방법으로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샘플링은 힙합음악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소(style-defining
elements) 중의 하나이고, 샘플링 방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음악을
금지하는 것은 힙합과 같은 특정 장르의 음악저작물의 창작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시함.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따라서 새로운 음악이 원곡과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샘플링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시사점

o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샘플링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자유 이용 사이의 관계와 허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저작물과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6)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자유 이용)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그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되고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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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한이나 재정적 위험 부담 없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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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창작의 자유는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출처
http://www.rollingstone.com/music/news/kraftwerk-lose-copyright-case-in-german-hi
gh-court-20160531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15880
http://consequenceofsound.net/2016/05/kraftwerk-lose-19-year-copyright-lawsuit-aga
inst-german-rapper/
http://arstechnica.co.uk/tech-policy/2016/05/kraftwerk-loses-hip-hop-music-samplin
g-copyright-case-at-german-supreme-court/
http://www.rollingstone.com/music/news/kraftwerk-copyright-infringement-case-mean
s-victory-for-sampling-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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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검찰, 팬 자막 불법영상물
제공사이트 운영자 기소
최근 스웨덴 검찰은 팬들이 자국어로 번역한 영화 또는 TV 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함. 해당 사이트는 지난 10년 동안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던
Undertexter.se로 美 메이저 영화사들이 2013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에 기소됨. 검찰은 불법영상 콘텐츠에 팬들이 작업한 불법자막을 서비스한
당 사이트 운영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팬 자막 번역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o 최근 ‘팬 자막(Fan-Subtitled, FanSub)’ 제작 활동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
되면서 영화 자막 번역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음.
- 1980년대 일본 아마추어 스캔번역(scantranslation)에서 시작된 팬 자막은
영화·TV 프로그램·애니메이션 등의 자국어 번역물을 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임.

팬 활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자막 공동체가 결성되어 주요 인기
프로그램들의 실시간 자막 제작,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율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음.
o 영화 자막을 번역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7)을 작성하는 행위이며,
영화 자막의 번역물을 제작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할 필요가 있음.

7) 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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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검찰, 팬 자막
불법영상물 제공
사이트 운영자 기소

o 2013년 7월 19일, 스웨덴에서는 지난 10년간 영화 또는 TV 쇼 등의 불법영상물과
팬 자막 등을 함께 제공해 온 Undertexter.se 사이트의 경찰단속이 실시되었음.
- 美 메이저 영화사들의 후원을 받은 저작권연합체 및 검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단속을 실시
하여 팬 자막 및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장비들을 몰수하였음.
o 이에 대해 사이트 설립자 오이겐 아키(Eugen Archy)는 영상물의 팬 자막을
제공한 회원들은 번역 자막 제공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무료로 공중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다만,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였음.
o 최근 스웨덴 검찰은 팬 자막 불법영상물 제공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된 지 3년 만에 동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는 한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 담당검사 헨리크 라스무썬(Henrik Rasmusson)은 문제의 사이트는 스웨덴에서
상업적으로 제공된 적이 없는 74개의 영화의 불법영상물과 불법으로 제작된
팬 자막을 인터넷에 함께 게시하였다고 설명함.
o 검찰은 이번 사안과 같이 불법영상 저작물과 불법 팬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는 스웨덴 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행위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다고 밝힘.

o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TV 시트콤과 미국 드라마 시청이

시사점

늘어나고 인기 드라마 등의 한글 자막 제작과 공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면, 2014년 美 주요 드라마 제작사가 팬 자막 제작자와 배포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음.
o 배포를 위한 자막번역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팬 자막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범위(예를 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교육목적 등) 내에서 이루어져야 저작권 침해의 문제
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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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

http://www.beseech.net/a-resident-of-sweden-has-created-a-web-site-for-translatio
n-of-subtitles-for-the-films-and-he-faces-prison-for-it/
https://torrentfreak.com/fan-created-movie-subtitle-site-operator-facing-prison-160525/
https://torrentfreak.com/raided-subtitle-site-crowdfunds-grand-relaunch-130712/
https://torrentfreak.com/fan-created-subtitle-site-raided-by-swedish-police-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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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해자 책임 규정
삭제 계획
독일은 Open WiFi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해자 책임(Störerhaftung) 규정을
삭제할 계획. 독일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최근 유럽 법원에서 보안이 되지 않은
Open WiFi 운영자의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련의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독일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음.

독일, Open WiFi
운영자의 책임 폐지
배경

o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저작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o 반면, 현행 독일 Telemedia Act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 자의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왔음.
- 이로 인해 보안설정이 없는 Open WiFi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은 해당 WiFi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무단 파일 공유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음.
o 2016년 3월,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 네트워크 운영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에
관한 사건8)에서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무선
네트워크 운영자의 침해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 유럽 사법재판소는 “Open WiFi 네트워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상점, 호텔 또는
주점의 운영자는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함.

8) 이 사건에서 음반사 Sony는 해적당원인 토비아스 맥파덴(Tobias Mcfadden)이 소유한 Open WiFi가 자사
앨범의 무단전송에 이용되었으므로 향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잠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음. 한편, 해적당은 소니사의 침해주장을 부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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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Open WiFi 운영자에게 침해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① 인터넷 연결 종결 조치, ② 패스워드 잠금 조치, ③ 해당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송수신의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C

설시함.
o 최근 독일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는 저작권 방해자 책임에 대한 규정
(Störerhaftung)을 저작권법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함.

간접침해 책임 규정
삭제에 따른 효과

o 해당 규정의 삭제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소규모 카페에서 Open WiFi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따라서 Open WiFi 운영자들은 스플래쉬 페이지(splash-pages)9) 또는 암호설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o 이용자들이 가정 밖에서 Open WiFi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촉진할 것임.
o 음반사와 Open WiFi 운영자 간에 체결된 기존 파일 공유 관련 합의내용에
될 것임.

※출처
http://www.dw.com/en/germany-to-abolish-provider-liability-law-open-path-to-more
-free-wifi/a-19249024
http://fortune.com/2016/05/11/germany-free-wifi/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tech/tech-news/Germany-plans-to-offer-free-Wi-Fi
-in-public-soon/articleshow/52278497.cms
http://gizmodo.com/a-rule-change-in-germany-may-allow-for-widespread-free-1776731037
https://torrentfreak.com/germany-to-rescind-piracy-liability-for-open-wifi-operators-160511/

9) 판촉이나 홈 페이지 안내 또는 브라우저와 기타 소프트웨어 시선 환기용으로 잠시 동안 사용되는 웹 개시
페이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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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호주 생산성위원회, 불법복제 억제 위해 VPN 사용 권고
•쿠웨이트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대만, TPP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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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산성위원회, 불법복제 억제 위해
VPN 사용 권고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VPN를 비롯한 무력화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함. 생산성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차단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함.

호주 생산성위원회,
불법복제 억제 위한
VPN 사용 권고

o 2016년 4월 29일,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내 및 해외 저작권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평가됨.
- 생산성 위원회는 현행 저작권법은 권리자들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저작권 제도의 혁신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밝힘.
- 현행 저작권에서 논의해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①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Service, VPN)의 합법적 사용 보장, ②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조정,
③ 정부는 지역차단 기술적 보호조치(geoblocking restrictions)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지적함.

※ VPN 이란?
가상사설망(VPN)은 IP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VPN을 연결하면 연결한 PC에는
인터넷 라인에서 부여한 IP 주소 이외에 VPN장치에서 부여하는 다른 IP 주소가 하나
더 부여됨.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차단 기술적 조치로 해외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우회하도록 하여 글로벌 서비스 접속을
가능하게 함.

1) 권세진_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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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성 위원회의 카렌 체스터(Karen Chester) 위원은 지역차단 기술적 조치들이
인터넷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힘.
- 지역차단 기술적 조치가 호주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이용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낮은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들을 제공받는 결과가 초래됨.
-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높은 비용과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밝힘.
o 생산성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차단 기술적 조치를 적용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함.
o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VPN과 그와 유사한
무력화 수단들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내 이용자들이 美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해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차단 기술적 조치를 합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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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성 위원회가 제안한 불법복제 억제 정책은 기존의 규제강화 정책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던 정책과 반대로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로 저작물의
접근을 보장하여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혁신적인 정책임.
o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한 규제 중심의 저작권 제도 방향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향후 저작권 제도를 개정함에 있어 호주 생산성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출처
http://www.abc.net.au/news/2016-04-29/geoblocking-consumers-do-not-breach-cop
yright-by-circumventing/7369714
https://torrentfreak.com/aussie-gov-agency-endorses-vpn-use-to-reduce-piracy-160429/

❘185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기타

KUWAIT

쿠웨이트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2016년 5월 10일, 쿠웨이트 국회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가결함. 동 개정안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쿠웨이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쿠웨이트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의 배경

o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d Trade Representative, USTR)에서 매년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되었던 쿠웨이트는 2015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정된 이후 2016년 PWL로 재지정.
- 쿠웨이트가 PWL로 재지정된 이유는 첫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기한 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둘째,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o 이에 2016년 5월 10일, 쿠웨이트 국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동 개정안은 3장으로 나뉘어 총 4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o 동 개정안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쿠웨이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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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o 쿠웨이트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문

내용
 저작물(written work): 모든 혁신적인 문학, 예술, 과학에
관한 작품 또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표현방식

제1조

 저작인접권(related right): 저작권에 고유한 권리 및 그와
유사한 권리(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제2조

과 법인 모두 해당
 쿠웨이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베른협약 가입국의
국민은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음

제4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함

제5조

 전통문화는 공유(public domain)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저작인격권을 규정

제6조

 서적에 대한 저작권의 상속은 영구적이며 권리 포기 및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제8조
제37조
재39조
제40조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고아저작물의 경우 저작
인격권은 문화, 예술 및 문학에 관한 국립위원회에 귀속됨
 관세청에 저작권 위반 상품의 통관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록 및 납본 거절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 제기자의 권한
규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관할대상에 대한 검찰의 단독 조사
권 및 기소권 규정

※출처
http://ipemptyquarter.blogspot.kr/2016/05/kuwait-new-copyright-law.html?m=1
http://www.arabtimesonline.com/news/assembly-approves-draft-law-copyright-forgery-alleged/
http://news.kuwaittimes.net/website/info-minister-hails-copyright-law-approval/

❘187

SUMMER 2016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기타

Taiwan

대만, TPP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2016년 5월 10일, 대만 경제부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은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라 한다) 이행을 위한 저
작권법 개정 초안(著作權法部分條文修正草案)을 발표함.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또는 저작물이 공표된 후 70년으로 개정함.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의 형사적 처벌 강화. 셋째,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에 의한
기소가 가능해짐(비친고죄화). 넷째, 암호화된 프로그램 위성신호 및 케이블
신호 보호와 관련하여 민·형사적 처벌을 강화함.

o 1928년 <대만저작권법>이 공포한 이래 17차 개정을 걸쳤음. 대만은 TPP

개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TPP협정에 부합한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발표함.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또는 저작물이 공표된 후 70년으로 개정함.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부여. 셋째, 저작권침해 사건을 직권에 의한 기소가 가능
하도록 수정함(비친고죄화). 넷째, 암호화된 프로그램 위성신호 및 케이블
신호 보호와 관련하여 민·형사적 처벌 강화함.

저작권법 개정 초안①

o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
- TPP협정의 저작권 존속기간 70년에 부합하기 위하여 대만은 현행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3)의 저작권 존속기간을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서 70년
으로 수정함.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 제30조 제2항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 ~50년

2) 김 군(JIN JUN)_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이징화감(华戡)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3)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본법의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의 존속 기간을 저작자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50년으로 정한다. 제2항 저작물이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50년 사이에 공표된 경우, 공표된
날로부터 10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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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공표된 날로부터 10년 존속한다."를 삭제함.
- 현행<대만저작권법> 제30조 제2항4)을 삭제한 이유는 실무상 저작자가 사망한 뒤
40년~50년 사이에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베른 협약 및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삭제함.
-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33조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공표한 날로부터 70년까지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창작 완성 후
25년 내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은 창작 완성한 날로부터 70년
까지 존속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음. 이 부분은 존속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내용
외의 다른 내용은 현행 <대만저작권법>과 일치함.

저작권법 개정 초안②

o 저작권침해 비친고죄에 대한 규정
-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91조
· 제1항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단기징역(1일 이상 60일 이하), 또는 75만 달러(TWD)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제2항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20만 달러
(TWD)이상 200만 달러(TWD)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항 개인 참고용 또는 공정이용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91조의1
· 제1항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처분(양도)하는 방식
으로 배포(전송, 방송, 디지털전송 등 포함)함에 따라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단기징역(1일 이상 60일 이하), 또는
50만 달러(TWD)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나 벌금을 병과한다.
· 제2항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배포 또는 의도적으로 공개전시 또는 점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및 7만 달러(TWD)이상 75만 달러(TWD)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3항 전 항의 범죄행위를 범한 자는 기타 불법저작물 단서를 제시하여 용의자를
체포한 경우 감형한다.

4)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30조 제2항은 한국 <저작권법> 관련조항(한국은 2011년 6월 30일 한-미FTA체결
로 저작권법 제36조를 개정함)을 참고한 것이라고 개정초안 해석에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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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0조는 갑안과 을안이 제시되었으며, 차이는
갑안의 경우 중대한 손해를 직접 100만 달러로 정하였고, 을안인 경우 중대한
손해에 대하여 제2항을 추가하여 중대한 손해관련 참고 요소를 제시하였음.
-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0조 갑안(甲案）본조의 죄는 해당 피해자가
고소해야 죄를 판정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100만 달러(TWD)의 손해를 입힌 자는 제외한다.
(1) 제91조 제2항5)의 범죄행위를 범한 해당 복제물이 디지털형식인 경우
(2) 영리의 목적으로 제91조의1 제2항을 범하여 불법복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배포
(전송, 방송, 디지털송신 등 포함)한 불법복제물이 디지털형식인 경우
(3)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92조6)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0조 을안(乙案)
· 제1항 본조의 죄는 해당 피해자가 고소해야 죄를 판정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는 제외한다.
(1) 제91조 제2항의 범죄행위를 범한 해당 복제물이 디지털형식인 경우
(2) 영리의 목적으로 제91조의1 제2항을 범하여 불법복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배포
(전송, 방송, 디지털송신 등 포함)한 불법복제물이 디지털형식인 경우
(3)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92조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제2항 제1항의 단서 중 "중대한 손해"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1) 복제의 양 또는 침해당한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히트수(또는 접속된 수)
(2) 불법사이트의 회원가입 수 또는 광고수익
(3) 저작권의 시장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기대이익

저작권법 개정 초안③

o 저작물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의 형사적 처벌 규정
- 대만<저작권법수정초안> 제96조의1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년

5) <저작권법수정초안> 제91조 제2항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으며 20만 달러(TWD) 이상 200만 달러(TWD)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6)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92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구술, 상영, 연출, 전송, 전시, 개작, 편집,
대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단기징역(1일 이상 60일
이하) 또는 75만 달러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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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단기징역(1일 이상 60일 이하), 2만 달러 이상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제80조의1규정7)을 위반한 경우
(2) 이윤을 취득할 목적 또는 경영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80조의28)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 개정 초안④

o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방송신호 보호에 대한 민·형사적 문책조항
-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4조의1
· 제1항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 위성신호을 수권없이 디코딩한 것을 아는 경우
이를 수신 또는 공중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제2항 암호화 방송 프로그램 위성신호를 디코딩하는 설비, 기재, 부속품, 기술
또는 정보 등은 합법적인 수권 없이 이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제3항 제1항, 제2항의 위성신호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기타 수권받은 권리자가 제공한 신호를 말한다.

7)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80조의1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술적 제한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녹화 또는 전송시스템 전환 시 기술적 사유로 권리관리정보를 불가피하게 제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권리관리정보인 것을 알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제거 또는 변경한자는 해당 저작물을 배포할 수 없으며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점유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한 저작물을 방송, 공연, 전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80조의2
제1항 저작권자가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또는 제한적 보호조치를 취한 저작물에 대하여 수권없이
디코딩, 파괴 또는 기타 우회행위에 의하여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저작권보호조치를 디코딩, 파괴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설비, 기재, 부속품, 기술, 정보 등은 수권 없이
제조, 수입 및 공중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다.
제3항 전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는 다음의 상황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을 위한 경우 (2)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행한 경우 (3) 서류정보보존기관, 교육기관 또는 대중도서관이 자료 확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4)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5)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6) 컴퓨터 또는 인터넷
보안성을 점검하기 위한 경우 (7) 암호설정을 연구하기 위한 경우 (8) 초기화설정을 진행하기 위한 경우
(9) 제44조에서 제63조까지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10）기타 주관기관이
규정한 경우. 전항 각호내용은 주관기관이 규정하며 정기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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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4조의2
· 제1항 암호화된 유선신호에 대하여 합법적인 수권 없이 이를 임의적으로 수신
또는 타인의 수신을 방조하면 아니된다.
· 제2항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 유선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설비를 합법적인
수권없이 제조 또는 공중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제3항 제1항, 제2항의 유선신호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유선라디오방송시스템
사업자 또는 기타 수권받은 권리자가 제공한 신호를 말한다.
- 대만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4조의 3
· 제1항 제104조의1 제1항, 제2항 또는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신호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수인이 공동
위반한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가진다.
· 제2항 제84조9), 제88조의110), 제89조의111)의 행위로 인하여 제104조의1 제1항,
제2항 또는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수정초안> 제104조의4
· 제1항 제104조의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단기징역(1일이상 60일이하), 2만 달러(TWD)이상 25만 달러(TWD)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제2항 전항의 죄는 피해자가 친고해야 판정한다.

※출처
https://www.tipo.gov.tw/ct.asp?xItem=590359&ctNode=7127&mp=1
http://www.tradelaw.nccu.edu.tw/epaper/no193/2.pdf
https://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
id=50172

9)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84조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자에 대하여 침해제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침해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침해방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
10) 현행 <대만저작권법> 제88조의1, 제84조 또는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불법저작물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물을 소각 또는 기타 필요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11) 현행 <대만저작권법>제89조의1,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행위가 발한 날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을 아는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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