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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는 콘텐츠여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들은 Content ID 시

DMCA 정보제출명령의 절차 및 대상

1)

저작권자가 인터넷에서 익명의 침해자를 밝히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Shogakukan)은 지난 5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정보제출명

한다. 하지만 소송의 제기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어서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DMCA

령(subpoena)을 청구했다.

512(h)는 비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침해자들을 밝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이에 따를 때 저

국

스템이나 통지를 통해 유튜브에서 해당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만화 출판사인 쇼가쿠칸

영

유튜브의 이용자들은 매달 플랫폼에 수백만 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

작권자들은 익명 침해자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침해자들
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3).

|

1922년 설립된 쇼가쿠칸(Shogakukan)은 60개 이상의 잡지, 8,000개 이상의 책, 13,000개 이상의 만화 타이틀
(만화책(comics)과 만화소설(graphic novels))을 제공하는 일본의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 만화책

쿠칸의 책들과 만화책들을 구입하고 PDF 형태로 스캔하고, 각 페이지에 잠시 동안 머무른 후 다음 페이지로 넘

스제공자(service provider)에게 침해자의 신원(identification)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어가는 영상으로 변환해, 음악과 함께 상영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 해왔다.

다음의 것들을 포함해 지방법원 서기(clerk)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 (1) 512(c)(3)(A)에 규정된 통지의 사본; (2)

타

미국 저작권법 512(h)는 DMCA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보제출명령은 기본적으로 서비

기

과 만화소설의 가장 큰 출판사인 비즈 미디어(Viz Media)의 공동소유자이기도 하다2). 유튜브 이용자들은 쇼가

제시된 정보제출명령; 그리고 (3) 요청된 정보가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용될 것이
라는 선서문.

을 얻어왔다. 쇼가쿠칸의 변호사들은 만화 타이틀 등의 콘텐츠들을 업로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밝히기

일단 청구가 되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고, 지방법원 서기는 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완전성을 검토하고 서명하게 된

위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DMCA 정보제출명령을 청구했으며, 이름, 주소, 아이피 로그, 금융정보를 포함한

다. 판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소송도 제기될 필요가 없다. 그 후, 법원이 정보제출명령을 관련된 서비스제

만화 저작권 침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브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DMCA 정보제출명령을 획득했다.

공자에게 보내면 서비스제공자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쇼가쿠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만화책을 읽어왔으며, 업로더들은 그에 따른 이익

그리고 수집된 다른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4).

1) Content ID는 저작권자가 유튜브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제공되는 도구이며, 최초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다. 저작권자는 자
신의 저작물이 포함된 이용자-업로드(user-uploaded) 동영상을 Content ID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통보받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발
생하는 저작권 문제의 98% 이상은 침해 통지 및 삭제 절차(notice-and-takedown process)가 아니라 Contend ID에 의해 처리된다.
2) https://torrentfreak.com/youtube-ordered-to-hand-over-identities-of-manga-pirates-1906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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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U.S.C. §512(h).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Subpoena to Identify Infringer).
4) https://www.plagiarismtoday.com/2014/09/16/dmca-subpoenas-dmcas-little-used-pow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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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될 수 있으며, 그 정보들은 유튜브 계정, 구글 AdSense 계정 또는 유튜브에 등록되거나 침해자의 계정과 연

초기의 여러 법원은 DMCA 정보제출명령의 범위를 제한해 왔지만, DMCA 정보제출명령은 침해 콘텐츠를 실제

결된 다른 서비스 계정을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 획득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DMCA 정보제출명령의 영향

영

로 호스트하는 유튜브, 블로거,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제공자들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매우
시사점

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DMCA 정보제출명령 방법이 소송의 필요성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일단 익명성의

DMCA 정보제출명령은 제3자에게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사람을 밝히는 데 유용하며, 특히 유튜브 이용자나 웹

장막이 DMCA 정보제출명령 방법을 통해 걷어지면, 많은 침해자가 침해 콘텐츠를 기꺼이 제거하고 이로써 주요

마스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가인데, DMCA 정보제출명령은 메일로 행

저작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질 수 있는 테이크다운 통지를 보내는 것보다 용이하지 않다. DMCA 정보제출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

국

유용하다. 사실, 저작권자가 간단한 법적 기준을 따르는 한, 서비스제공자들은 DMCA 정보제출명령 청구를 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침해 당사자의 재정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정보제

또한, 많은 사람들은 DMCA 정보제출명령이 비판을 억제하고 익명의 블로거들을 알림으로써 프라이버시에 큰

출명령이 발행되기 전에 판사가 DMCA 정보제출명령을 검토하지 않고, DMCA 정보제출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합법적인

소송이 착수되지 않기 때문에 DMCA 정보제출명령은 익명의 침해자를 밝히는 간단하고 적은 비용의 방법이 될

도구로서가 아닌 방법으로 DMCA 정보제출명령이 분명하게 이용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이

것이다. 비록 DMCA 정보제출명령 방법이 흔하게 이용되지 않지만, 저작권자의 중요한 무기로 남아 있으며 35

용 가능한 대안들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이나 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

욱 그러하다.
기

저작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할지라도, DMCA 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골치 아픈 관할

|

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비용이 들게 된다. 이는 소송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지 이름만을 찾는 경우에는 더

5)

달러의 신청비용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

DMCA 정보제출명령은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널리
하지만 DMCA 정보제출명령은 판사에 의해 검토되지 않고 단지 법원 서기의 서명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용

이용되고 있지도 않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침해자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출명령은 유튜브

이 DMCA 정보제출명령을 활성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침해자를 파악하고 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

가 이용자 등록 시부터 보유하고 있는 침해자들에 대한 정보 즉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로

에만 이용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어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으로 생

그, 계좌와 신용 카드 번호와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을 포함한 침해자의 계정과 같이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포

각된다.

5) https://www.lutzker.com/the-dmca-subpoena-process-an-underutilized-tool-for-identifying-anonymous-infringers/ 참조.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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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미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이다. 하

두 개의 불법 복제 추적 회사의 자료를 조사해 전 세계의 불법 복제 양을 추정했다. 조사에 대한 콘텐츠 부문은

지만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복제 피해 또한 많이 증가하게 됐다.

영화 및 TV 쇼를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 양을 추정하기로 했다. 우선 독일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TECXIPIO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행위는 계속해서 지속되

의 비트토렌트 추적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토렌트 기반 불법 복제 양을 추정했고, 이어 영국의 MUSO사의 데

고 있으며 불법 복제 증가로 인한 미국 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성장도 함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이터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및 직접 다운로드와 같은 다른 불법 양도 함께 조사해 추정했다.

국

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추정했다. 특히 불법 복제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독일과 영국의 대표적인

영

세계적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 TV 드라마 제작 및 배

|

이 나오게 됐다. 이에 2019년 6월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생길 수 있

이번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봄과 동시에 불법 복제가 미국 실제 경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는 저작물의 비율에 대한 추정 범위를 변위율(Displacement Rate)이라고 칭했다. 이 변위율을 통해 디지털 미디

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어 저작물의 판매 소실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변위율에 대한 하한 범위 값을 14%로 추정했다.

타

보고서의 분석 내용
기

(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1)는 불법 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판단

이 수치가 불법 복제물 중 1/7에 해당하는 개수가 저작물의 매출 손실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수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영화 및 TV 쇼 제작 및 유통 산업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및 TV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법 복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

쇼 제작 및 유통 산업은 2017년 매출이 약 2,210억 달러 정도였으며,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약 260만 개의 일자

지 않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IPC)는 NERA 경제 컨설팅과 협력해 저작권 침해가

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영상 스트리밍 분야는 매출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을 시도했다. 2019년 6월 세계혁신정책센터(GIPC)는 “미국 경제에서 디지털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유료 TV 가입자보다 영상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오 불법 복제의 영향(Impacts of Digital Video Piracy on the U.S. Econom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의 모든 자료와 위치 정보, 저작물의 평균적 가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번 발표

번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여러 가정을 통해 불법 복제로 발생되는 수익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

한 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온라인 디지털 비디오 불법 복제로 인해 최소 292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이 발생

|

보고서의 목적 및 발표 배경

했다고 밝혔다.
1)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의 전신인 (구)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2012년부
터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분석하고 글로벌 IP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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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반대로 미국에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가 미국 외 국가에서 이뤄진 경우, 정상적인 돈을 내고 구매
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돈이 미국 제품 구매 등 미국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미국 경제에 해를

|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추정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혁신정책센터(GIPC)의 회장인 데이비드 히르쉬만(David Hirschmann)은 “저작권 침

유

해가 미국 경제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산업에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 방안은
없지만 저작권 침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불법 복제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해
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매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불법 복제되어 약 266억 번

야 한다”며 “또한 불법 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럽

정도 시청됐고, TV 쇼의 경우는 약 1,267억 번 정도 불법 복제되어 시청되고 있었기에 대다수의 불법 복제된 콘

니라 매년 23만 개에서 56만 개의 일자리와 미국의 GDP에 460억 달러에서 1,135억 달러 사이의 손실을 초래하

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강력하고 새로운 IP 보호 대책 강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저작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작품에 전념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새롭게 부활해

불법 복제가 미국 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은 미국 외 거

미국 내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본다.

주자에 의한 미국에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불법 복제로 이뤄져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불법 복제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중요 요소를 분석 및

밝혔다. 아래 <표 1>을 통해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한 불법 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소 추정치

고려해 자세한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수치들을 발표했기에 이에 대한 반향은 컸다고 볼 수 있다.

와 최대 추정치를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만 최신 불법 복제 환경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실제 피해 영향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보

|

전 세계적으로 비트토렌트와 같은 불법 공유의 빠른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성장이 저촉 받는 피해를 조금이라

본

경제적 손실을 논하자면 디지털 비디오 불법 복제는 미국 콘텐츠 제작 부문에 대한 매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

일

시사점
|

텐츠 시청은 미국 외 국가에서 이뤄졌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고서가 최신 불법 복제 환경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 측 주장은 “불법 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불법 스

지역

일자리 손실 (천 단위)

영

트리밍 앱과 스트리밍 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서 팀에서 분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만약 불법 스트리밍에
<표 1> 불법 복제 추정치 비교

대한 피해 분석을 포함했더라면 보고서가 발표한 수치보다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의견
GDP(10억 달러)

이 앞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

이번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다수 피해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했기에 미국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

미국 제작 콘텐츠
222.7에서 540.9

$45.7에서 $111.1

력만으로 피해를 줄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

미국의 불법 복제

4.9에서 11.9

$1.2에서 $2.9

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권리 집행과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더더

합계

227.6에서 552.8

$46.9에서 $114.0

욱 힘들 것이다. 이에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며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각

|

타 지역의 불법 복제

-

미국의 불법 복제

2.8에서 6.8

$0.5에서 $1.3

합계

2.8에서 6.8

$0.5에서 $1.3

불법 복제의 총 영향

230.4에서 559.6

$47.5에서 $115.3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타

타 지역의 불법 복제

기

국가 및 기업들의 협력 활동이 무엇보다 절실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타 지역 제작 콘텐츠

출처 :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9/06/Digital-Video-Piracy.pdf

그럼 본고의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 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미국 경제 시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고서에는 미국 외 국가에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미국 경제에 큰 영
향을 끼치지 않으며, 미국 거주자에 의한 불법 복제 또한 무조건 미국 경제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출처
https://torrentfreak.com/eff-backs-stream-rippers-in-legal-battle-against-record-labels-190419/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9/06/Digital-Video-Piracy.pdf
https://torrentfreak.com/video-piracy-study-estimates-billions-in-lost-revenue-but-misses-crucial-data-190620/
https://www.ibc.org/consume/digital-piracy-costs-us-economy-30bn-annually/4037.article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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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통신부, 저작권 규제기관과
미디어 규제기관의 통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다

|
유
럽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
일
본
|

개요

담당하고 있는 기관(institution with the role of regulating electronic media)인 시청각최고위원

면 Hadopi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통해 프랑스 내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회(The Higher Audiovisual Council)를 통합해 콘텐츠·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행태도 기존의 불법복제 웹사이트에서 Netflix와 같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오늘날 격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시청각

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및 플랫폼으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 그러나

미디어 분야와 디지털 통신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

Hadopi는 그동안 주로 BitTorrent와 같은 peer-to-peer 파일 공유 시스템(file-sharing systems)

자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 미디어와 콘텐츠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들이 결합 및 융합되고

및 네트워크상에서의불법복제 및 배포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스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실시간 저작권 침해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규제의 한계를 일부 나타낸 바 있

인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 올해 6월에 Hadopi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여 년 전 Hadopi법으로 명명된 소위 삼진아웃법

기

력을 통해 실제로 많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 및 보고된 바 있는데 2018년 7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

|

저작권 침해 규제기관(Anti-Piracy Agency)인 Hadopi와 프랑스 내 방송 및 전자 미디어 분야의 규제를

국

없이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해오며 불법복제 방지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와 같은 Hadopi의 노

영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는 2019년 9월 3일 프랑스의 국가적인

로 이전에 비해 오프라인이나 peer-to-peer 파일 공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감

프랑스의 대표적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이자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유통 및 보호를

소하는 효과가 발생3)했으나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의 4명 중 1명꼴인 24%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생

위한 고등기관으로 잘 알려진 Hadopi는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행위

방송 TV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4)되는 등 스트리밍 서비스 및 플랫폼

|

배경

타

(three-strike-law)에서 ‘삼진아웃제’ 내지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를 억제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Hadopi는 수년간의 계획과 노력 끝에 지난 2010년에 이른바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시스템’1)을 구축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Hadopi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많은 저작권 침해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수차례 차단한 바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수

1) 저작권 침해 행위자에 대해 누진적으로 일련의 벌칙을 부과하는 소위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의 개념에 기초한 입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
스의 소위 삼진아웃법((three-strike-law)과 영국의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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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nesto, “Pirates Are Increasingly ‘Going Legal’ in France”, torrentfreak, July 7 2018, <https://torrentfreak.com/pirates-are-increasingly-going-legalin-france-180707/>,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3) Andy, “France Plans to Merge Anti-Piracy Agency With Media Regulator”, torrentfreak, September 5 2019, <https://torrentfreak.com/france-plansto-merge-anti-piracy-agency-with-media-regulator-190905/>,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4) hadopi, “L'Hadopi présente son rapport d'activité 2018”, 13 juin 2019, <https://hadopi.fr/actualites/lhadopi-presente-son-rapport-dactivite-2018>,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Andy, “24% of French Internet Users Stream Live TV Content Illegally”, torrentfreak, May 28 2019, <https://torrentfreak.
com/24-of-french-internet-users-stream-live-tv-content-illegally-190528/>,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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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규제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Reuters 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
르면 이러한 규제 기관의 통합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올해 11월 프랑스 국무회의(the

|

Council of Minister)9)에 상정된 뒤에 내년 초 프랑스 의회(Parlement français)에 제출될 예정이다10).

유

전망 및 시사점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 Franck Riester는 올해 초에도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들이 융·복합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부응할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

럽

근에도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기존의 저작권 규제기관과 미디어 규제기관의 통합을
통해 시청각 통신과 디지털 통신을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오늘날 격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프랑스의 국가적인 저작권 침해

일

규제기관(Anti-Piracy Agency)인 Hadopi와 프랑스 내 방송 및 전자 미디어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
는 기관(institution with the role of regulating electronic media)인 시청각최고위원회(The

본

Higher Audiovisual Council)를 통합함으로써 시청각 미디어 분야와 디지털 통신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랑스 문화통신부

하게 불법복제 행위를 방지하고 기존의 저작권 규제기관과 미디어 규제기관 사이의 규제 격차 및 공백을 해

검색 엔진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광고주들에게 해당 웹사이트 및 플

소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 미디어와 콘텐츠 사이의 경계

5)

랫폼을 보이콧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영

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프랑스 문화통신부에서는 ISP와

|

의 노력이 과연 불법복제 방지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는 분명

가 사라지고 이들이 결합 및 융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콘텐츠·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를
국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저작권 규제기관과 미디어 규제기관의 통합에 대한 계획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지난 2019년 9월 3일 현재 프랑스 내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어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lectronic media)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각감독위원회(Higher Audiovisual Council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6)7)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제기관인 Hadopi를 가까

기

운 미래에 통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8)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프
랑스 문화통신부는 이를 통해 이전에 비해 규모도 훨씬 크고 권한도 강력한 디지털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타
|

5) Ernesto, “French Minister of Culture Calls For Pirate Streaming Blacklist”, torrentfreak, April 23 2018, <https://torrentfreak.com/french-minister-ofculture-calls-for-pirate-streaming-blacklist-180423/>,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6) 프랑스의 시청각감독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경영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방송을 포함한 전자 미디어 분야 및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규제 기능을 맡은 프랑스 정
부 기관 중 하나로서 국내 관련 연구에서는 국문 번역으로 ‘시청각최고위원회’, ‘시청각고등위원회’, ‘시청각평의회’, ‘고등방송위원회’ 등으로도 지칭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시청각감독위원회로 표기하기로 한다. 왕승혜,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④, 한국법제연구원, 2014
년, 4면. 시청각감독위원회는 이외에도 방송사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방송 분야에서 프랑스의 문화를 보호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https://globaledge.msu.edu/global-resources/resource/10597
7) 프랑스의 시청각감독위원회의 조직 형식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조직형식을 기본 모델로 조직됐으며, 위원회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위원회 형식은 프
랑스의 다른 독립행정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청각감독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프랑스 통신자유
법(Liberte de communication)에 마련돼 있으며, 프랑스의 1986년 방송법에서는 동 위원회가 방송 서비스의 편집자, 유통자 및 위성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일
정한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절차는 침해 사실의 통지, 증가자료의 제출, 전원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절차 등의 핵심적인 단
계로 진행된다. 왕승혜,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④,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2면.
8) Andy, “France Plans to Merge Anti-Piracy Agency With Media Regulator”, torrentfreak, September 5 2019, <https://torrentfreak.com/france-plansto-merge-anti-piracy-agency-with-media-regulator-190905/>,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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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부의 최고위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심의 및 의결한다.
10) Andy, “France Plans to Merge Anti-Piracy Agency With Media Regulator”, torrentfreak, September 5 2019, <https://torrentfreak.com/france-plansto-merge-anti-piracy-agency-with-media-regulator-190905/>, (최종방문: 201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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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사이트
대응에 관한 일본의 최신동향

|
유
럽

글.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
일
본
|
영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에 포함된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 회의」에서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안으

기 위해 2018년 6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 회의(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

로서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은 ①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 ② 정규판 유통 촉진 ③ 해적판 사이트에 대응하기

会議)」를설치했다. 동년 6월부터 시작된 검토회의는 불법사이트에의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접근

위한 핵심 조직의 설치 ④ 국제 제휴·국제 집행의 강화 ⑤ 검색 사이트 대책 ⑥ 해적판 사이트의 광고 출고

차단(blocking)’의 법제화 를 목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동년 10월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헌법상의 ‘통신의 비

억제 ⑦ 필터링 ⑧ 접근경고방식 ⑨ 리치사이트 대책 ⑩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 화면의 다운로드 불법화 ⑪

밀’을 침해할 우려로 통신업계나 법률 전문가가 반대해 법제화가 일단 보류됐다.

접근차단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 중 ①~⑦ 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실시하고, ⑧ 접근경고방식
의 도입 및 ⑨~⑩에 대해서는 도입 법안의 제출을 준비하며 ⑪ 접근차단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의 효과와 피

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강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접근차단 이외의 방법을 통한 불법사이트 대책을

해 상황 등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3).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3월에 개최된 제4차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 회의에서 인터넷 불법

접근차단조치(블로킹) 법제화는 2019년 1월 말 하순 예정된 통상의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

사이트에 관한 종합대책안이 제시됐다. 이 대책 안에는 법·제도를 바꾸지 않고 유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로 검토해왔지만, 헌법상의 권리 침해 논의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 법제화는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제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접근경고방식’이 포함됐다. 이를 총무성이 4월부터 검토해 그 결과물인 보고서가

화를 상정하여 검토한 차단방식은 ‘DNS 차단’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위헌성 여부가 검토됐다4). ‘DNS 차

8월 5일 발표되었다. 이하, 종합대책안 이후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개관하고 새롭게 검토 중인 접근경고방

단’을 하기 위해서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유저가 접속하려는 불법사이트나 불법사이트로 링크

식에 대해서 상술한다.

하는 리치 사이트의 IP주소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의 비밀’의 침해에 해

1) “일본,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차단조치) 마련”, C story 2018년 5월호, p.16-18 참조.
2)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114/ecn1901140005-n1.html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방안 중간보고서(안) 발표”, C story 2018년 11월호, p.26-28 참조
4) Id.

|

그러나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피해가 약 4,300억 엔에 이르고 있고, 콘텐츠사업자들로부터 조

타

2)

기

1)

|

인터넷상의 불법사이트에 관한 종합대책안 개관

국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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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경고방식에서 문제되는 법률
접근경고방식에서도 접근차단조치에서 문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이 문제가 된다. 일본 헌법 제

|

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의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해 타인으로부터 통신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게 이용자의 통신을 보호하고 유저가 안심하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유

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에 대하여 유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다양
한 서비스나 비즈니스의 실현에 의한 전기 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편리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행위(일본 형법 제35조),

럽

정당방위(동법 제36조), 긴급피난(동법 제37조)에 해당하는 등 위법성 조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신의 비
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접근경고방식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면하고자 유저로부터 사전

|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일

접근경고방식의 문제점
접근경고방식은 유저로부터 동의를 사전에 얻는 것이 전제이지만, 동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문제가

본

있다. 즉, 통상의 유저들이 접근경고방식을 실시하는 데는 ISP가 개개의 유저에 대해서 의향을 확인해, 개별
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동의를 취득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에 의해서 통신비밀

|

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현재로서는 계약약관 등에 의한 포괄적인 동의에 의해 유저
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법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이트에 접근하려고 했을 경우, 웹브라우저에 경고화면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웹사이트는 물론 각종

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당분간 법제화는 보류하고 추후 다른 대응의 효과와 피해 상황 등을 보면서 검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HTTPS(SSL에 의한 암호화 통신) 접속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HTTPS는 브라우저

토하기로 결정했다. 접근경고방식은 그 대안으로서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한 대책이다.

와 웹서버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도중에 손을 댈 수 없다. 이 때문에 HTTPS에의 대

국

당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 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DNS차단’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

영

또한 기술적 문제로서 접근경고방식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ISP 등이 통신을 체크하고, 불법

응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접근경고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접근경고방식의 검토

접근차단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공통 인식 하에서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정부의 한

는 ISP가 네트워크상에서 유저가 접속하는 사이트를 체크해, 유저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 “정말로

부서에 국한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 부서가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7). 또한 이 같은 정

불법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까?(네/아니오)”라는 경고 화면을 표시함으로써 유저에게 불법사이트에 접근하

부의 공통 인식 아래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출판업계와 통신업계 간에도 불법사이트 대책

려 한다는 주의를 환기시켜 캐주얼 유저들5)의 접근을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을 위한 협력 방식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이미 민간 주도로도 진행되고 있다8). 한국에서도 불법

이에 의해 불법사이트로 접속하는 횟수를 줄여 권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저가 의도하지 않게 불법사

사이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종합대책안에 따른 향후 추진경과를

이트에 접근해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예의주시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접근경고방식’은 현재 일본 총무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서 유저의 동의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

타

마무리하며
기

취지 및 의의

접근차단은 유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실시하지만, 접근경고방식은 유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저가 원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6).
이 점에서 접근차단에서 문제가 된 ‘통신의 비밀’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해당 사이트가 해적판 사이트라는 인식이 약한 사용자나 해적판 사이트로의 접속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유저를 말한다.
6)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의 접근방지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サイトへの アクセス抑止方策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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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일본정부의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여한 정부 각 부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 교육 ·의식 계몽(총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② 정규판 유통 촉진(경제산업성), ③ 해적판 사이트 대책의 핵심 조직의 설치(총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④ 국제 제휴·국제 집행의 강화(경찰청, 법무성, 경제산업성), ⑤ 검색 사이트 대책(문화청), ⑥ 해적판 사이트의 광고 출고 억제(경제산업
성), ⑦ 필터링(총무성, 경제산업성), ⑧ 접근경고방식(총무성), ⑨ 리치사이트 대책(문화청), ⑩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 화면의 다운로드 불법화(문화청),
⑪ 접근차단(내각부 및 관계성청).
8) 知財本部検証・評価・企画委員会(2019年３月２９日)議事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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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차단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
럽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그림> 2014년 접속차단 조치 효과

접속차단 조치의 효과 분석

트를 이용하지 못하자 대체 불법 사이트 또는 파

0
.005
.01
.015

|

나타나지 않았다. 이용자는 파이레이트 베이 사이

Aug,’14 Sep,’14 Oct,’14 Nov,’14 Nov,’14 Jan,’15

Legal subscription sites visits

차단 조치되는 불법 사이트가 확대되면서 불법 사

.02
.015
.01

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효과를 분석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005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했다. 접속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효과를 분석했다. 영국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를 급격하게 감

은 2012년 처음으로 불법 사이트 ‘파이레이트 베이(the pirate bay)’의 접속차단 조치를 시작으로

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

2013년 19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2014년 53개의 불법

가 이용자가 아마존과 넷플릭스와 같은 합법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스트리밍 사이트를 접속하는 수치를 7~12%까지

이 논문은 영국의 접속차단 조치는 이용자의 불법 사이트 방문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

증가시켰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다.

.04

으로 시행했다. 접속차단 조치의 대대적 시행은

53 Piracy
Sites Blocked

.02

시하고 있다.

Partial
Treatment

0

사이트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차단 조치를 대대적

-.02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분석해 해당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

VPN visits
Coeffclent of Treatment lntensiy

이기 시작했다. 같은 해 영국 ISP는 53개의 불법

Feb,’15

-.04

트 접속차단 조치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논문은 불법

Aug,’14 Sep,’14 Oct,’14 Nov,’14 Nov,’14 Jan,’15

|

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수치를 보

53 Piracy
Sites Blocked

타

of Piracy Website Blocking on Consumer Behavior)’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 최근 불법 사이

Partial
Treatment

기

1)

.005

0

2019년 8월 美 카네기멜론대학의 ‘initiative for digital entertainment analytics, IDEA’에서 불법 사

|

이어 2013년 영국 ISP는 19개의 불법 사이트에

국

美 카네기멜론대 영국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 연구

Coeffclent of Treatment lntensiy

또한 일부 이용자는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방법으로 파이레이트 베이를 계속 접속했다.

Feb,’15

영

이레이트 베이 미러로 그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Network, VPN)2) 을 이용해 접속차단을 우회하는

53 Piracy
Sites Blocked

.02

불법 사이트 이용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Partial
Treatment

본

파이레이트 베이를 단독으로 접속차단했을 때는

Coeffclent of Treatment lntensiy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불법 사이트

Unblocked piracy sites visits

일

2012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

영국의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

Aug,’14 Sep,’14 Oct,’14 Nov,’14 Nov,’14 Jan,’15

Feb,’15

러한 효과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대량으로 시행되는 조건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이 연구 논문의 초안은 2014년 12월, 정보시스템과 경제학(Information System and Economics) 관련 워크숍에서 처음 발표됐으며, 이후 수정을 통
해 최종 발표됐다(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1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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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사설망은 인터넷을 이용해 고비용의 사설망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기술로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해 둘 이상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가상의 터널을 만들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 19

|
미
국

불법 사이트가 선정됐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
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및 폐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3). 앞서

|

논문은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유

“수많은 불법 사이트 중 하나를 접속차단하는 것은 수 개의 히드라 머리 중 단 하나를 처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불법복제 행위의 근절이 아니라 더 많은 네트워크 또는 불법 사이트 접속으로 이용자를 분산시킬 뿐
이다. 히드라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심장을 노리는 것이다.”

럽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는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적이며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
|

하려면 글로벌한 협조체계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조치들이 요구된다.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불법 사이트를 가능한 한 많이 차단하는 조치는 불법 사

일

이트를 근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
국
|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 입증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공급자 측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합법

기

사이트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로 대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VPN을 이용해 우회하는 이용자도 일부 있었으나, 이용자의 합법사이트 접속을 점차 증대시키는

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실효성은 입증됐다.
특히 접속차단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했다. 그 이유는 대대적인 접속차단은 이용자가 대체 불법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매우 번거롭게 하며, 결

|

국 이용자는 불법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시행됐던 1차 합동단속에서 ‘밤토끼’, ‘마루마루’ 등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18개 사이
트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단속사이트 선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바탕으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2차 단속에도 3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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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혁,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차 단속…“주요 사이트 30여 개 수사”, KBS 뉴스, 2019. 8. 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5824&ref=A (방
문일자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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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복제에 끼치는 영향

지니의 설문 조사 보고서
|

영국의 브로드밴드社 지니는 1,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과 이로 인해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유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과 넷플릭스가 영국 스트리밍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 30%의 이용자들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에는 인기가 없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므
로 시청하고 싶은 콘텐츠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럽

글. 최희식 | 경민대학교 외래교수

영국은 아직 다른 나라들과 같은 정도의 스트리밍 서비스 다양화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앞으로 서비스의 다양화
가 더욱 이뤄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조사 결과 보고된 콘텐츠 이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도출한 자료다. 애플
TV+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디즈니+는 2020년에 영국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만 서비스 중인

일

HBO 맥스와 훌루(Hulu)가 영국에 서비스될 것으로 보이며 NBC가 발표한 피콕(Peacock)은 인기 TV쇼인 ‘프
렌즈’와 ‘오피스’를 넷플릭스로부터 가져올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BBC 와 ITV의 브릿박스(Britbox)는 현재 미

본

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지만 올해 말 영국에서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가 불법복제를 ‘종종’ 또는 ‘가끔’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

어나고 있다. 최근에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했으며 HBO와 NBC도 내년에 출시할 콘텐츠에 대한 스

는 대신 불법복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60%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VPN 우회 이용을 고려할 것

트리밍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라고 응답해 불법이용이 영국에서 늘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와 유사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가 다양해지기 전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복제의 수

이번 조사에서 설문대상 영국인 중 3분의 2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

를 줄인다는 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

으며, 평균 스트리밍 지출이 약 15파운드 정도로 조사됐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적당한 평균 지출은 지

스의 이용자 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기에 이용자의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출은 최대 10파운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

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경우 응답자의 37%가 비용을 지불하

|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크게 성공함에 따라 최근에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늘

국

우선 미국의 경우 7개의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했을 때 소비자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대략 월
|

$60.93인 것으로 조사 결과 보고되고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용자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원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019년 9월 영국

지난 12개월 동안 사용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사를 실시했다. 본고에서는 지니社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기

의 브로드밴드社 지니(Genie)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다양화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
넷플릭스

65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Netflix)가 출시되고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는 불법복제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스카이 고/스카이 스토어

었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비트토렌트가 미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율이 52.01%에서 26.83%로 2배 가까이 대폭 감소하는 영향을 줬다.

25
17

구글 플레이

5

아이튠즈

5

|

나우 TV

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적었을 때의 불법복제에 끼치는 영향

50

또한 EU의 보고에 의하면 15세에서 24세의 사람들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는 비율도 2016년에서 2019년 사
유튜브 프리미엄

2

1,900억 회로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이는 여러 조사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복제를

라쿠텐 TV

2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가 늘어남에

디즈니 라이프

2

따라 불법복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외

이에 25%에서 21%로 감소했으며,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접속 수 역시 2017년의 2,060억 회에서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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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

3

가격이 비싸다

유

18

많은 앱을 사용해야 한다
원하는 TV쇼나 영화를 찾기 어렵다
48

보고 싶은 TV쇼나 영화가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에 없으며
다른 서비스에는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불법 복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28

럽

서비스들의 인터페이스와 사용법이 일관되지않다
스트리밍의 품질이 일관하지 않다
그외

|
일

30
37
63

본

기존 스트리밍은 유효성이 중요했으나, 앞으로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편의성과 적당한 가격이 더 중요해질 것으
70

로 보인다. 그 이유는 많은 설문조사 응답자가 가격과 편의성을 다수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꼽았기
|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불법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값을 지불하고라도 싼 가격으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영

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불법 스트리밍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물 이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
한 가격과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 수익적으로 불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범람 예방을 할
국

것으로 판단된다.
브로드밴드 지니의 전문가인 알렉스 토프트(Alex Tofts)는 우리가 모든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서 이

|

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용자들은 가족 할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 등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불법복제를 이용하기 위해 VPN 우
기

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프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불법을 강행해 눈을 돌릴 준비가

타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지출은 하나의 서비
스 이용료와 같다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
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에 가해지는 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스트리
밍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고 편의성은 줄어들기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며, 불법이용이 다
시 증가할 위험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시사점

출처
https://torrentfreak.com/piracy-will-surge-if-more-legal-streaming-services-launch-research-shows-190927/?fbclid=IwAR31B1U4-GDKT
0EWQZxVtJF1ZjxuB17TWexBkVpp3jy8SRShc56kd7AW0Rc
https://torrentfreak.com/disney-launched-and-pirates-love-it-especially-mandalorian-191113/
https://www.vice.com/en_us/article/xwe4x7/streaming-exclusives-could-double-piracy-rates-study-warns?fbclid=IwAR2gQQdj7w_57h4hIs
02sLMyCsqS3W83-FXb86yvgb4qdY4gOYoYqxY4Hj0
https://www.vice.com/en_us/article/bjwexw/disney-and-the-mandalorian-are-driving-people-back-to-torrenting
https://www.broadbandgenie.co.uk/blog/20190926-streaming-piracy-survey

최근에 출시된 디즈니+의 TV쇼인 ‘만달로디안’을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
며, 스트리밍 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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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출처
https://www.broadbandgenie.co.uk/blog/20190926-streaming-piracy-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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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국, 저작권 침해 방지 캠페인
‘Get it Right’강화

|
유
럽

글. 김경숙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부교수

|
일
본
|
영

‘Get It Right’ 캠페인 내용 교육용 경고 이메일 보내기

‘Get It Right’는 CCUK(Creative Content UK)가 주도하고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저작권침해방지 캠페인

교육용 경고 이메일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ISP 계정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로 발송해

1)

이용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고안됐다.

용을 유도해 영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캠페인이다. 이것은 2014년 권리자 단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P2P(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서 불

인 MPA(Motion Picture Association)와 BPI(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등에 의해 처음 발족됐

법으로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을 식별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채증한 후 BT, Now TV, Plusnet,

고 BT, Sky, Virgin Media 그리고 TalkTalk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Sky, TalkTalk, Virgin Media와 같은 ISP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ISP는 P2P로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고

ISP)가 협력해 왔다.

있는 계정 보유자를 특정해 이들에게 경고 메일을 보낸다.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내용

이후 영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이 2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매년 90억 파운

은 단순한 경고 메일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나 ‘Get it Right’ 캠페인에서 시행하는 이메일은 단순한 경고성 이

|

이다 . 이는 불법으로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막고 정품 사이트(A Genuine Site) 이

국

들어가며

200만 파운드를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3).

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게 저작물 공유에 빈번히 이용된다. 이는 이용자가 P2P를 사용해 파일을 다운

이 캠페인에 의해 2017년 초부터 ISP는 인터넷상으로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교육용 경고메

로드할 때 그 파일이 동일한 P2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자동으로 업로드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

일을 발송하고,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해 왔다. CCUK는 최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

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P2P 소프트웨어가 ‘배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컴퓨터를 사용하

권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는 사람이 없더라도 파일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다른 연결된 컴퓨터와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지

|

메일이라기보다는 교육목적을 겸비한 이메일이라고 할 수 있다. P2P 소프트웨어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타

드 이상을 기여한다 고 보아 이 캠페인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 영국 정부는 이 캠페인에 2021년까지

기

2)

고 인터넷이 접속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네트워크상으로 바로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P2P 소프
트웨어 기능을 대부분의 이용자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업로드하지 않은 저작물들이 P2P 네트워크의 이
용자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줘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1) https://www.getitrightfromagenuinesite.org/
2) http://home.bt.com/tech-gadgets/internet/what-is-the-get-it-right-from-a-genuine-site-campaign-and-why-have-i-had-an-email-aboutit-11364136284839

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고 메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https://torrentfreak.com/uk-govt-backs-anti-piracy-campaign-with-2-million-in-funding-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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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8장의 슬라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공짜로 콘텐츠
를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콘텐츠의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 학생들을 교사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슬라이드 후편에는 학생들이 권리자로부터 온라인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불
법행위로 인하여 ISP로부터 경고 메일이 올 수 있음도 조언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유

처벌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단지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의 캠페인과는 큰 차이이다.

럽

‘Get It Right’ 교육 확대를 통한 저작권보호의 강화
|

그동안의 저작권 교육이 주로 청소년에 국한해서 교실에서의 저작권교육에 한정하여 실시돼 왔다면 CCUK는
최근 교육 연령층의 확대를 통해 불법 퇴치 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CCUK는 ISP를 통하여 비트토렌트 이용

일

자 위주로 보내던 경고메일은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 정품사이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즉,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이용하지만, 그중에서도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층이 음

본

악, 영화, TV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이용도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의
교육 대상이었던 청소년보다 연령층을 상향해 청년충을 타깃으로 ‘Get it Right’ 캠페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

|

기로 했다5).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
법도 채택했다. 그 첫 번째 인사로서 인기 있는 유튜버인 캐스퍼리6)가 동영상을 통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메

인해 파일이 공유될 수 있고 이러한 공유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보고 있다.

정품사이트(A Genuine Site) 안내

시사점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정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자 해도 찾기 어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힘을 써왔다. 개인의 권리인 저작권 보호

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용자를 돕기 위해서 ‘Get It Right’ 캠페인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합법적

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콘텐츠 발전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형성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품사이트로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즉, 전자책이나 영화를 어느 사이트에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힘을 쏟아온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정도의 차이는

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정품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품사

있으나 비단 한국만이 아닌 모든 국가의 공통된 문제임을 상기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저작

이트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음악, 영화, 서적 등 창작물이라면 무엇이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에 대한 지식이 결여돼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국

시지를 전달했다. 이 비디오는 즉각적인 반응은 없을 것이나 향후에는 더 높은 연령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영

즉, ISP에서 보내온 교육용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직접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P2P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
기
타

것은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영국의 저작권 교육 강화는 우
청소년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Cracking Ideas’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4)

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실에서의 저작권교육을 시작했다. 점토 애니메이션 스타 <월레

|

2016년부터 ‘Get It Right’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CCUK는 ‘Cracking Ideas’ 라는 표제 하에 인터넷 불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와 그로밋>이 이끄는 ‘Cracking Ideas’는 14~19세 학생들이 영화 저작권 침해의 영향과 윤리, 불법 다운
로드의 결과, 영화 해적 행위가 창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불법 업로드를 포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격려하는 메모와 함

5) https://torrentfreak.com/influencing-younger-pirates-is-a-key-aim-of-get-it-right-campaign-190910/
4) https://crackingide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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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스퍼리는 영국국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유명 유튜버이다. 2011년 유튜브태널 ‘디캐스프(dicasp)’를 시작하였고 후에 ‘캐스퍼(Caspar)’로 변경하였다.
2017년 캐스퍼리의 채널은 750만 구독자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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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업,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
비사법적 콘텐츠 차단 조치 유보

비사법적 콘텐츠 삭제조치 관련
2012년 저작권자들은 파이러트 베이와 같은 토렌트(P2P) 사이트를 통한 파일 공유 방식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

우려했다. 이에 2015년 캐나다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추정되는 경우 저작권
자는 저작권 침해 경고를 OSP에게 통지하면 OSP가 이를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Notice and

유

Notice’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했고,2) 2018년까지 P2P 불법복제 수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저작권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보내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캐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럽

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저작권법을 개정해 침해 통지 시 특정 내용(합의 제안, 배상 요구 등)이 포함되지 않
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3).

|

그러나 최근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녹음해 불법 음원 파일을 제작하는 스트리밍 리핑, 무단 상업적 스
트리밍, 셋톱박스 등과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

이에 저작권자들은 최근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콘텐츠 이익과 콘텐츠 창작
자에게 분배되는 수익 간의 불균형, 즉 ‘가치 차이(value gap)’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OSP가 부담하는 의무를
높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본
|

‘스트리밍 기술은 기존 권리자들의 수익 창출 시장이었던 유형 매체, 다운로드 방식의 유통 저작물 시장을 위축
시켰고, 플랫폼을 매개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플랫폼에 저작물 등을 게시하면 광고 수익을 창출

영

하는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OSP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저작권자들에게는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 이용 및 게시 행위로

캐나다 산업,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 2019 저작권 법제도 보고서 공개

국

수익을 창출하는 OSP에게 그 책임을 막중하게 부담시켜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2019년 6월 3일, 캐나다 하원의 산업, 과학 및 기술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Industry, Science
|

and Technology; INDU)는 「저작권 법제도 보고서(STATUTORY REVIEW OF THE COPYRIGHT

하는 ‘업로드 필터’4)에 상응하는 ‘콘텐츠 필터’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동 상임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통한 결과물이다. 법제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에 동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는 총 36개의 권고문으로 구성됐으며,

추정된다는 이유로 게시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콘텐츠를 삭제 및 중단시키도록 하는 권한을 OSP에게 부여

주요 내용으로 비사법적 콘텐츠 차단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한 면책 규정 검토, 공정사용 범위

하는 비사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스러우며, ‘콘텐츠 필터’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면, 망중

확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라디오의 보상금 면제 범위 축소, 사적복제 제도의 검토 등에 대한

립성 원칙5)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삭제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법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13일 하원에서 저작권법 분석을 동 상임위원회에 요청해 2년 간의 심도 높은 논의를

타

이를 위해 저작권자들은 최근 EU에서 도입한 불법 저작물 등에 이용자를 접근시킨 경우 OSP에게 책임을 부여
기

ACT)」(이하, 법제 보고서)를 공개했다1). 이번 법제 보고서는 저작권법상 5년마다 법제도 검토를 의무화하는

한편, 법제 보고서 작성에 동참한 저작권 단체들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공정한 가치 환원이 저작권자에게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EU의 ‘업로드 필터’와
유사한 ‘콘텐츠 필터’ 도입 및 OSP의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해 동 상임위원회가 법제 보고서에 위
쟁점들에 대해 담은 내용들을 살펴본다.

1) STATUTORY REVIEW OF THE COPYRIGHT ACT,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June 2019.
https://www.ourcommons.ca/DocumentViewer/en/42-1/INDU/report-16/page-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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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OSP가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최고 10,000불의 법정손해배상을 OSP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NOTICE-AND-NOTICE REGIME IN CANADA: DON'T INCLUDE A SETTLEMENT OFFER IN YOUR COPYRIGHT INFRINGEMENT NOTICE”, Gowling
WLG, 19 DEC 2019.
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18/notice-and-notice-regime-in-canada/
4) 제17조에 규정된 “업로드 필터”는 불법저작물 등에 이용자를 접근시킨 경우 OSP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OSP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기 위한 상
당한 노력을 하거나, 불법저작물 등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최선을 다하고, 권리자가 침해 통지한 저작물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
해 향후 재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면책되도록 한다.
5) 망중립성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접속료 외의 추가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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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과 의존도가 높고 온라인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및 ‘가치 차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업로드 필터’ 또는 ‘콘텐

|

츠 필터’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 방지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이번 캐나다 법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급하게 제도를

유

도입하는 경우 자칫 예상하지 못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저작권의 궁극적
인 목적은 저작권자의 창작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조화로운 향상 발전이라는 점

럽

에서 양측의 균형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상황
을 천천히 주시한 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본
|
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대규모 상업적 침해자에게 집중돼야 하고, 저작권 침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개인 이용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돼야 한다.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간소화하도

국

록 통신법을 개정할 여지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우회하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
인다. 법원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삭제조치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
기

동 상임위원회는 이번 법제보고서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형 OSP들과 창작자 간의 ‘가치 차이
(value gap)’가 발생한다는 점은 일부 수긍하면서도, 인터넷상에서 저작물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저작권자

타

와 이용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는 EU 및 다른 해외 국
가의 정책적 동향을 주목하도록 권고했다.

|

시사점
초고속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 그리고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시간, 장소를 불문
하고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플랫폼 환경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수없이 공유하는 상호 작용
을 하도록 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순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은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가치와 콘텐츠를 창작한 창작자의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
형을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
을 창출하는 OSP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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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체부, 4차 산업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저작권 체계 모색”, 보안뉴스, 2019. 4. 24.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967&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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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법부의
The Pirate Bay 사이트의 차단명령

|
유
럽

글. 김인철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부교수

|
일
본
|
영

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이하 CJEU)에서 이미 2017년에 TP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2015년 1월 스페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Vodafone은 법원의 명령 없이 문화체육부의 요청에 따라 스페

정보화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권(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

인 웹사이트인 Gizmodo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렌트 사이트인 thepiratebay.se로의 접속차단 조치

다. 따라서 CJEU에서 결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고, 스페인의 접속차단 명령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

1. 들어가며

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 없이 이러한 차단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스페인에서 논란이 있었다.

(1) 사실관계

가 관리하는 권리자들을 대신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25일 스페인 법원이 The Pirate Bay(이하

네덜란드 저작권관리단체인 Stichting Brein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Ziggo와 XS4ALL을 통해 그들의 고객

TPB)가 관리하는 웹사이트 중에서 .se, .org, .net, .com인 60여 개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명령

들이 TPB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했다.

을 내림으로써 저작권자와 관련 권리자들의 보호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해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1심 법원은 접속차단을 승인했지만,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타

단체들인 스페인 음반제작자협회 (AGEDI)1), 스페인 음악제작자협회(Productores de Música de España)2)

기

2. CJEU의 TPB 결정3)

|

그러나 스페인 지적재산권위원회(Commi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의 요청과 스페인 저작권 집중관리

비효율성(ineffective)으로 헤이그 1심 법원의 TPB 접속차단 명령을 파기했다.
그 이후 Stichting Brein은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네덜란드 대법원은 이러한 접속차단명령을 허가

색할 수 있도록 하고 IP 주소를 우회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TPB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

하는 것이 저작권정보화지침 제8조 제3항의 정확한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4) 본 사건에서 저작권

는 법원의 명령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므로 환영받을 행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지처분을 보장하기 전에 제3자인 TPB가 저작권 직접 침해를 한다는 사실을 확정되어

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스페인 법원이 웹사이트 접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사법 재판

야 하는지에 대해 CJEU에 선결문제로 판단을 요청했다.

1) Asociación De Gestión De Derechos Intelectuales의 acronym으로 직역을 하면 지적재산권 관리 협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음반제작자들의 음반집중관
리단체이다.
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의 구성원으로 스페인의 음반 차트를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스페인 음반제작사의 90% 이상
이 가입된 단체이다.

3) Stichting Brein v Ziggo, Case C-610/15.
4) 회원국들은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이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업체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
여야 한다. Member States must ensure that copyright holders are in a position to apply for an injunction against intermediaries whose services are used by third
parties to infringe copyright

|

이처럼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 시드 파일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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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
이전의 많은 사건에서 CJEU의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

불특정 다수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를 고려했을 때, TPB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쉽게 이러한 공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공중은 저작권자

유

들이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럽

즉 CJEU는 링크 행위 설정자가 불법적으로 온라인에 업로드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사실
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한다면 불법적인 저작물에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

GS Media 사건의 논리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적용해, TPB는 자신의 플랫폼이 불법적인 저작물을 침해하
도록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로 수입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웹사이
트라 할지라도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은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

3. 의견
|

CJEU가 언급한 것처럼 TPB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
라,5) 2015년부터 문화체육부의 요청으로 TPB 웹사이트에서 많은 불법적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합목적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CJEU가 인정한 것처럼 불법적인 저작물에

CJEU는 기존에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인

대한 토렌트 파일이 TPB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사람은 TPB가 아니라, 그 웹사이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달행위(act of communication)와 공중에게 저작물의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에 집중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접속금지명령 뿐만 아니라, 저작

분석했다.

권침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하게 된다면, 미국 저작권법처럼 strict liability 구조로 해석될 가능

국

(2) CJEU의 판단

영

는 문제점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금지 명령(injunction)을 내린 것은

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접속차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배너광고를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웹사이

즉, CJEU는 자동적이지도 않고, 상호의존적이지도 않으며, 개별적인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트에 불법저작물이 업로드되거나, 불법저작물에 접근가능한 통로가 된다고 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과할 수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침해에 해당하려면 공중(public)에게 저작물을 전달행위(act of

있고, 오늘날의 인터넷 운영상태를 고려한다면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을

communication of a work)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전달행위는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관여해 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접속차단명령과 단순하게 배너광고를 이용하는 영리적인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웹사

대한 저작권침해 책임을 구분해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법원

이트가 관여해 보호되는 저작물 및 접근할 수 없는 저작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

의 판단을 기대한다. 즉, 인터넷의 이용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와 관련 권리자를 보호할 수

는 전달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에서 TP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있는 논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

CJEU는 기존의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타

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6). E-Commerce 지침의 면책규정과 EU의 정보화 지침상 저작권자와 인
기

1) 전달행위

|

성이 높게 되고, 단순하게 광고 수익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BitTorrent 파일에 대한 목록을 직접 작성했고, 저작물 목록이 적절한 위치에 있
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일정한 저작물의 필터링, 잘못된 토렌트 파일의 삭제 및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지했고, 불법적인 저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물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TPB가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
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TPB의 행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TPB가 전달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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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단체의 이름인 The Pirate Bay에서도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6)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7/01/10/linking-illegal-content-can-constitute-copyright-infringement-cjeu-sanoma-interpreted-german-court/
참조. 2019년 7월 8일 마지막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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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
불법 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다

|
유
럽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
일
본
|
영

매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저작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와 콘텐츠의 이용 행태에 대해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문제가 전 세계 음악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파악하고 있는데,1) 최근 핀란드에서 실시된 연례 조사에서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 가운데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행위 내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도출됐다.

국

개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 한 ‘Piratismi’라는 제목의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핀란드 국민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부

및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서비스와 불법 복제 서비스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핀란드 국민은 조사 대상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58%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응

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4이 넘는 27%는 YouTube 등에서 승인되지 않은 음악이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

특히 노령층으로 분류되는 50-79세 사이 응답자의 45%가 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록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11%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연령대별로 합법적인 서비스와 불법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핀란드에서

서 음악, TV 프로그램, 동영상, 책 등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타

에 따르면 대다수의 핀란드 국민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법적인 문화

기

핀란드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 Taloustutkimus2) 가 998명의 핀란드 국민(남성: 430명, 여성: 568명)을 대상으

|

핀란드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 Taloustutkimu가 발표한 ‘Piratismi(piracy)’라는 제목의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

가장 일반적인 불법 복제물의 소비 행태는 각종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실시한
|

조사에서는 불법 복제물의 이용에서 다운로드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스트리

한편 이번 연구의 요약본을 발표한 핀란드의 대표적인 반(反)불법 복제 단체(Anti-piracy group) TTVK3) 에

밍 서비스가 널리 보편화되면서 현재 핀란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비 행태는 점차 합법적인 수단으로 옮

따르면 핀란드 내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illicit downloading)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법 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
핀란드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지난 20년 동안 핀란드의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
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핀란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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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ttvk.fi/tekijanoikeusbarometri-2019-kolmasosalla-vaikeuksia-erottaa-laillinen-palvel u-laittomasta
2) Taloustutkimus는 핀란드, 러시아를 비롯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적인 전체 시장조사 전문 회사로서 광범위한 파트너 및 네트워크를 통
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https://www.taloustutkimus.fi/in-english.html
3) TTVK(Tekijänoikeuden tiedotus- ja valvontakeskus ry)는 핀란드의 저작권 정보 및 반(反) 저작권 침해 센터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되어 수년에 걸쳐 발전되어 온 비영리 협회이다.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예방 및 집행 방법을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https://ttvk.fi/tt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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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대상자 전반에서는 다운로드에 의한 불법 복제 행위가 현저하게 감

불법 복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발되고 널리 퍼지면서 많은 불법 복제자 및 유통업자들은 그들의 스트리밍 웹

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25세 미만 응답자의 13%가 자신의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 인터넷 기반

사이트 및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스트리밍 업계의 대표 회사인 Netflix와 같이 인상적인 인터페이스로 꾸미

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조사 대상 응답자 중 오직 9%에 해

기 시작했다. 특히 ‘Popcorn Time’이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합법 스트리밍 사이트 못지않게 훌륭하고

당하는 인원만이 그들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실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유

<합법적인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서비스와 불법 복제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TTVK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가장 젊은 연령대인 15~24세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여전히

국

주요 설문 조사 결과

인상적인 인터페이스로 유명한 불법 복제 스트리밍 사이트’의 선두주자(front-runner)로 손꼽힌 바 있다. 그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늘어나면서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문화 및 엔터테

2015년에 실시한 연례 조사에서는 불법 복제물의 이용에서 다운로드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했던

인먼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적으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것에 비추어보면 현재 핀란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소비 행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널리 보편화되면서 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불법 사이트’)의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개를 치

합법적인 수단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럽

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소수에 그치지 않고

고 있는 상황이다.
일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국민들이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오직 6%만이

10%는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아예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해당 사이트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의 조사 결과 4%와 비교

전체 응답자 중 57%가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

해 보았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였다. 이처럼 예상보다 해당 사이트의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

다는 사실이다.

한 홍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각 연령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25~34세 사이의 응답자(조사 인원 150명)는 72%가 합

한편 응답자의 84%가 저작권을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단지 3%만이 저작권은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

법적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21%가 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

라고 응답했다. TTVK는 또한 응답자의 83%가 저작권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응답자의 79%가 현

답했으며, 7%가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15~24세 사이의 응답자(조사 인원 154명)는 69%가 합법적

재의 저작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20%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 응답자의 91%가 창작자의 창작과 창작을 통해 창출된 저작물의 활용

11%가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젊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도에 따라서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듯이 핀란드 국민들의 대다수는 창작자의 노력에

높은 점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35~49세 사이의 응답자(조사 인원 204명)는 67%가 합법적인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1/3인 33%가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구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Laillisetpalvelut.fi”라는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동 사이트에서는 음악, 영화, 책, 게임 분야의 합
본

이러한 상황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반영이 되었는데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조사 인원 998명)의 약

국
|

나타났고 8%가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50~79세 사이의 응답자(조사 인원 490명)는 43%가 합법적

기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25%가 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

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45%가 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고 12%가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종합해보면 50세 미만의 조사 대상자들은 50세 이상과
비교해 합법적인 서비스와 불법 서비스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핀란드 국민들의 불법 복제물 소비 행태
핀란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불법 복제물 소비 형태는 각종 불법 스트리밍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응답자의 6%만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불법 온라인 서비스(illegal online services)를 통해 영
화나 TV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8년의 7%에서 소폭
감소한 결과다. 또한 응답자의 9%만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작년에 실시한 유사 연구 결과의 12% 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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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합법 사이트에
특별 표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유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기존 접속차단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속차단 명령
이 부과된 웹사이트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유형의 모든 대체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검색결과가
글. 유현우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럽

삭제되도록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3)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을 통해 2차적 저
작권침해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차단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

|

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4). 올해 3월에도 작년 11월에 이뤄졌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불법복제 방지
협정(voluntary anti-piracy agreement)의 내용을 개정 저작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요 권리자 단체, 호스팅

일

플랫폼 및 검색엔진 제공업체 등과 협의를 한 바 있다5).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 행위
를 근절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러시아는 오늘날 불법복제 방지 전략(anti-piracy strategies) 분야
에서 급부상하고 있다6).

본

합법 사이트에 대한 특별 표식의 부여 방안
|

최근 러시아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플랫폼임을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합법
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legal video sites)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의 검색결과에 금색 별표와 같

Ministry of Culture)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만약 러시아 문화부가

색결과에 금색 별표와 같은 특별한 표식(special marker)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amendments to copyright law)이 의회를 통과해 실제로 법률에 반영된다면

가 합법적인 플랫폼임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문화부(The

합법적인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들은 곧 검색엔진 등을 이용한 검색결과에 자신들의 사이트가 합법적인 플랫폼

Ministry of Culture)가 최근 러시아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불법복제 행

임을 이용자들이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8). 이에 대해 보다 구

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 불법복제 방지 전략(anti-piracy strategies) 분야에서 급

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법적인 플랫폼 사이트의 목록 옆 부분에 금색 별표 내지 이와 유사한 표식을 검색결과에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지 그 귀추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검색결과에서 합법적인 플랫폼을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 문화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합법적인 공식 플랫폼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회

|

최근 러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legal video sites)에 대해 해당 사이트의 검

국

은 특별한 표식(special marker)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7). 이러한 방안은 최근 러시아 문화부(The

영

개요

기

를 제공함으로써 불법복제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표식은 이용자들의 시청
타

배경

횟수(viewing figures)를 콘텐츠 관련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정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quid pro quo)

러시아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삭제 통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
|

지 않으면 사이트 전체의 접속이 차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법을 2013년 9월 1일부터 발
효한 이래, 2015년 5월부터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가 있었던 웹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저작
권 침해 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펼쳐오고 있다1). 특히 저작권자로 하여
금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이트
의 폐쇄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했다2).

3) 김혜성, “[러시아] 저작물 불법 공유로 인해 접속차단된 웹사이트의 대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법률 개정”, 「저작권 동향」 2017-14,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7년.
4) 박성진, “[러시아] 2차적 저작권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의 시행이 정해지다”, 「저작권 동향」 2017-17,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5) Andy, “Russia Holds Talks to Enshrine Landmark Anti-Piracy Agreement into Law”, torrentfreak, March 8. 2019, <https://torrentfreak.com/russiaholds-talks-to-enshrine-landmark-anti-piracy-agreement-into-law-190308/>,(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6) Andy, “Legal Movie Sites Could Get Special ‘Tag’ in Search Results to Deter Piracy”, torrentfreak, July 31. 2019, <https://torrentfreak.com/legalmovie-sites-could-get-special-tag-in-search-results-to-deter-piracy-190731/>,(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7) Andy, “Legal Movie Sites Could Get Special ‘Tag’ in Search Results to Deter Piracy”, July 31. 2019, torrentfreak, <https://torrentfreak.com/legalmovie-sites-could-get-special-tag-in-search-results-to-deter-piracy-190731/>,(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1) 이수진, “[러시아]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의 적용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동향」 15-0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2) 김혜성, “[러시아] 온라인상에서 음악도 동영상과 같은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동향」 15-08,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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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Ксения Болецкая,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ы отделят метками от пиратов”, Ведомости, 31 июля, <https://www.vedomosti.ru/
technology/articles/2019/07/30/807670-onlain-kinoteatri>, (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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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 회사
(anti-piracy companies)들은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통지 및

|

삭제조치(notice&take down)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회사들이 제공한 검색결과에서 침
해로 의심되는 결과물(allegedly-infringing results)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

유

황에서 그동안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 불법복제 방지 전략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비디오 플랫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검색

럽

결과에 포함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합법적인 사이트에 특별한 표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러시아 의회에 제출

일

한 러시아 문화부의 영화예술국장(director of the cinematography department) Olga Lyubimova는 “인터
넷 이용자들이 검색결과에서 합법적인 비디오 플랫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의 도입을 통해 불법복제 사이트 보다는 합법적인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이용자들이 보다 정보에 입각한 선택

본

(more informed choice)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러시아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1월
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러시아 통신부의 알렉세이 볼린(АлексейВолин) 차관은 일찍이 인터넷 이용

성 및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11) .

부는 우선적인 표식 표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금색 별표 등의 표

한편 이번에 제안된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합법적인 플랫폼임을 표시하는 방안은 지난 해 모스크바에서 체결

식을 표시하는 대신,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시청 회수를 콘텐츠 관련 엔터테인먼트 회사

된 획기적인 협정(ground-breaking agreement)12)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방안

및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플랫폼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작년에 논의되었던 침해 콘텐츠 및 사이트 정보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우 적어도 검색결과에 합법적인 표식이 부여되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사

방안과 함께 러시아 의회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precise

이트로 신고 될 수 있다.

details)은 실제 법률에 반영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자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얼마만큼 시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러시아 정

국

이 러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동 제도에 대해 찬
영

차원으로서 이를 이행하는 사이트들에게만 부여될 예정이다. 콘텐츠 관련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전부터 이

|

자들이 검색결과에서 합법적인 비디오 플랫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표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러시아의 영화 분야에서는 이미 오프라인 영화관에서 판매된 모든 영화 티켓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 등에 전송

얼마 전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불법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령층을 비롯한 의외로 많은 핀란드 국

황이다.

에서 제안된 방안은 핀란드 정부가 핀란드 국민들이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를 쉽고 명확하게 구별할

이에 대해 많은 콘텐츠 관련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더욱 많은 이용자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

수 있도록 ‘Laillisetpalvelut.fi’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방안13)보다 진일보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를 제기해 왔다10). 대다수의 불법복제 사이트 이용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선호하는 무료 영화 콘텐츠 제공 사이

제안된 방안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

트(free movie resources)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알고 있지만,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

되고 있다.

|

민들이 합법적인 서비스와 불법적인 서비스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에 러시아

타

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

기

9)

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은 검색엔진이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검색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역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이러한 러시아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은 러시아 영화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러시아 영화기금에서는 이러한 영화 산업 분야의 매출에 대한 데이
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영화산업에서는 러시아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에서 개봉된 미국 영화의 매출정보를 얻고 있다.
Ксения Болецкая, “Россия посчитает онлайн-зрителей фильмов и сериалов”, Ведомости,15марта,<https://www.
vedomosti.ru/technology/articles/2019/03/15/796516-poschitaet-onlain-zritelei>,(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10) Andy, “Legal Movie Sites Could Get Special ‘Tag’ in Search Results to Deter Piracy”, torrentfreak, July 31. 2019, <https://torrentfreak.com/legalmovie-sites-could-get-special-tag-in-search-results-to-deter-piracy-190731/>,(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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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Ксения Болецкая, “Россия посчитает онлайн-зрителей фильмов и сериалов”, Ведомости,15марта, <https://www.
vedomosti.ru/technology/articles/2019/03/15/796516-poschitaet-onlain-zritelei>,(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12) 작년 11월 권리자들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권리자 단체, 검색제공 업체, 콘텐츠 업체, 특히 Yandex, Mail.ru Group, Rambler 등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및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
은 협정을 맺은 바 있다. Andy, “Landmark Anti-Piracy Database Agreement Signed in Moscow”, torrentfreak, November 1. 2018, <https://torrentfreak.
com/landmark-anti-piracy-database-agreement-signed-in-moscow-181101/>,(최종방문: 2019년 8월 18일).
13) 유현우, “핀란드의 시장 조사 전문 업체, 불법복제 관련 연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다”, 「C story」 제17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년, 28-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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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국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함의

|
유
럽

글. 이대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
본

한 디지털 콘텐츠의 획득·이용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다운로딩의 형태에서 스트리밍의 형태로,
|

곧 ‘콘텐츠의 소유’로부터 ‘콘텐츠에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해적행위도 물리적 매개체의 소유나
다운로드로부터 스트리밍 및 스트림 리핑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

저작권 집행 및 침해의 관계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행위는 이용자의 직접침해에 해당하고 중간매개자(intermediary,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팀은 13개 국가(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브라질, 캐

의 대상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용자 및 OSP에 대해 다양한 저작권 집행 수단을

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를 대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서적, 게

가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침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봉쇄를 위한 민사 또는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임을 적법 및 불법 경로를 통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1). 조

저작권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저작권 집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불분명
하다. 따라서 특히 저작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자 및 매개자의 기본권과 충돌할

13개국의 약 35,000명(청소년 7,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포함됐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콘텐츠를 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온라인상의 해적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권리나 집행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은

법·불법적으로 획득·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저작물 이용 동기와 방식 및 저작권 집행과

의문스러울 수 있다. 추가적인 권리나 집행수단보다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적법한 공급 간의 연계를 평가하며, 온라인상의 해적행위가 적법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있도록 합리적 가격과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타

사의 대상이 된 유통경로는 불법 출처에 의한 다운로딩, 스트리밍 및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 이었고,

기

2)

|

한국법상 OSP)의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또한 OSP는 종종 면책규정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금지명령

국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을 요약해보자.
|

온라인 해적행위의 적법 콘텐츠 시장에 대한 영향
저작물 획득·이용의 변화

온라인 해적행위가 적법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해적행위와

소비자들이 음악 등의 저작물(콘텐츠)을 획득·이용하는 방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했다. 콘텐

적법한 이용 간에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 곧 해적행위가 적법한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및

츠를 주로 CD, DVD, 인쇄형태의 서적 등 물리적 매개체에 의하여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인터넷을 통

중립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샘플링(sampling) 효과로서 새로운 음악, 배우, 장르에 접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또한 온라인상의 해적행위에 의해 콘서트 참석이나 관련 상품 구입과
같은 보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가장 부정적인 효과로는 적법 콘텐츠를 대체하는 효과로서, 소비자들이

1) Joost Poort et al, Global Online Piracy Study (IVir, July 2018).
2) 스트리밍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녹음하여 파일로 변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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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처로부터 콘텐츠를 획득·소비하면 적법 콘텐츠 구매를 하지 않고자 한다. 예컨대 적법 및 불법 출처의
동일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불법 및 적법 콘텐츠 간의 경쟁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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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단순히 양자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평균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
는 사람들이 해당 산업에서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게임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이
용하고자 하고, 이로 인해 불법 및 적법 유통경로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해적행위

유

의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소득·디지털화 등의 영향
럽

음악, 영화, 비디오, 서적, 게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유형 및 포맷의 콘텐츠에 대하여 1인당 소득이 1인당
콘텐츠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인당 소득이 3만 유로를 초

|

과하면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콘텐츠를 담은 물리적 매개체의 판매는 대부분의 콘텐츠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일

이러한 현상은 시청각 콘텐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서적 분야에 있어서는 서적 판매는 디지털화
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쇄형태의 서적 판매가 압도적인 상

본

태다.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과거 3년 동안 대부분의 곳에서 증가해 왔는데, 음악에 있어서는
스트리밍이 증가하면서 다운로드가 감소했다. 시청각 콘텐츠에 있어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VOD 서비스가 주

|

요한 소비모델이 되고 있다.
물리적 매개체의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형태 콘텐츠의 판매 증가로 인하여 음악, 시청각 저작물,

영

서적 및 게임 업계의 매출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순증가했다. 또한 콘서트나 영화 관람에 소비한 비용도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다. 음악 분야의 콘서트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 형태의 음악판매에 상
응할 정도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시청각 콘텐츠의 경우 영화는 물리적 매개체 및 녹화 시청각 콘텐츠를 합

국

친 것보다 적지 않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 콘텐츠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용자가 파일공유에 의한 불법 콘텐츠를 획득하는 경우 콘텐츠 시장에는 아
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중립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법 유통경로를 통한 음악 소비·획득이 가장 흔한 국가는 스페인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은 2017년 전체 인구의 35%가 불법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획득했는데, 가장 적은 국가는 9%로서 일본이

타

었다. 국가의 법률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과 일본 모두 다운로딩은 불법이
고 저작권 집행조치를 갖추고 있다. 음악 해적행위가 가장 심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및 브라질이다. 조사
대상 유럽국가에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음악 해적행위의 수는 감소했으며,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불법

|

이용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서적 해적행위 경향도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게임은 혼합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해적행위가 적법 콘텐츠 시장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는 콘텐츠 유형이나 유통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심지어 동일한 유형의 콘텐츠라도, 최근의 인기 있는 콘텐츠와 오래된 콘텐츠 및 수요시장이 협소한
콘텐츠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고속 인터넷 접속 기술의 향상과 콘텐츠 산업의 혁신으로 인해 적법 시
장에 대한 해적행위의 순수한 평균적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왔다. 현재는 10여 년 전에 비해 콘텐츠
에 대한 공급이 기술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해적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감소했다.
해적행위가 적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이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
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들의 적법 및 불법 콘텐츠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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