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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판단

1. 최우수상 … 3

 요 약 문

게임 저작물은 2015년 1분기 콘텐츠 수출액의 55.2%를 차지할 만큼 국내 수출시장의 지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콘텐츠의 부가가치성이 주목받은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게임 수출시장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바일 오

픈마켓의 등장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낮춰짐에 따라 유명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배포가 만연

해져 원(原) 게임 저작물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게임업계의 난항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법원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부

정하며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을 보여 문제가 된다. 이는 게임 저작물과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 복제가 용이한 저작물의 경우, 자칫 콘텐츠 시장 안정성

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소극적인 국내 법원의 태도는 복

합･융합 저작물과 일반 순수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한 탓이라는 판단에 따

라, 본고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현과 게임산업의 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게임 저작물의 컴퓨터프로그램적 성격에 집중해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게임 저작물이 가지는 네 가지의 성격에 따라 게임 저작물에 대한 국

내 법원의 태도를 재검토해보았다. 이후, 국내와 달리 게임 저작물의 컴퓨터프로그램적 성격

의 유사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게임 클로닝(cloning)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해외 판례 동향

을 국내 판결과 비교하며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새로운 

기준을 도출해내고 종전의 국내 판결과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표절 사례에 도입해 잠정적 

결론을 도출해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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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게임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1) 특히 스마트폰

의 등장과 함께 게임 시장이 컴퓨터 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이동했고2) 구글 스토

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활성화는 제작된 게임들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환경 덕분에 과거에 비해 제작되는 게임의 수가 급증하였고, 그 장르 또한 다양해졌다. 

그러나 어떤 게임들은 외관이 서로 유사한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유명 게임의 명성에 편

승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형(일명, 클로닝(cloning))만을 가해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임들도 많아졌다.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은 영상저작물이자, 응용미술저작물 그리고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둘러싼 저작권침해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아직 게임 저작물과 관련한 판례 축적량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존재하는 

법원의 판결례들 또한 대부분 게임 화면 혹은 캐릭터와 같은 미술저작물적인 관점, 즉 심미

적 부분에 치중되어있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외관테스트(total concept and 

feel test)4)에 의존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게임의 구성요소들인 아이템이나 배경화면, 

그리고 캐릭터는 게임 저작물이 가지는 기능성에 의해 표현이 다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

체의 원칙(merger doctrine)5)･사실상의 표준의 원칙(de facto standard)6)･필수장면의 원칙

1) 2014년 발표된 한국의 해외콘텐츠 시장은 7위(2.8%)로 518억 달러이며, 그 중에서도 비디오게임이 1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순신, �2015년 콘텐츠산업 전망 -2014년 결산 및 2015년 이슈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104-107면.

2) 2012년 온라인 게임시장 매출액은 5조,4523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9.6%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모바일 게임시장은 매출액 

2조3,277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90.6%증가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이용은 2012년 대비 30.5%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의 모.아.이 #.007] 모바일 게임시장, 흥행보증 수표를 쥐어라” <http://www.venturesquare.net/567295>, 

(2015. 08. 05)

3) 건바운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09. 19자 2002카합1989 결정); 캔디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4 자 2003카

합2639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03. 19 자 2003카합3952판결); 신야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7. 20 자 2006

가합76758판결(1심)); 봄버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1. 17 자 2005가합65093 판결); 신야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 

08. 22 자 2006나72392 (2심)); 신야구 사건(대법원 2010. 02. 11 자 2007다63409 판결(최종심))

4) 외관테스트 혹은 전체적인 컨셉 및 느낌 테스트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제시한 테스트이다.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표현

요소를 비교하는 테스트로, 일반청중(audience)의 관점에 입각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오승종, 저작재산권침해

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비교사법�, 제10권 제2호(통권21호) (2003), 453-459면.

5)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여서 결국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merger)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부정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2), 26쪽.

6) “특정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밖에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사실상의 표준도 그러한 경우의 하나이다.”, 송영식･이상정 공저,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201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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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ènes à faire)7)과 같은 제한 원칙을 필요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적인 관점에서 게임을 판단할 때는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

칙, 게임의 단계 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
�
방식

�
해법

�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게임

을 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에 관한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판례들

이 판단하고 있다.8)

이러한 가운데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 인터넷의 한 게임 플레이어가 국내 게

임인 ‘Combo Knights’를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그것이다.9) 이 사건의 내용은 

Combo Knights라는 우리나라 게임이 Combo Quest라는 해외 게임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

문을 어느 네티즌이 제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제시된 주요 표절 요소는 Combo 

Knights ‘타임-탭’ 방식의 무한 반복 형식의 게임으로, 이것은 Combo Quest가 최초로 만들어낸 

것인데 이를 Combo Knights측이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Combo Knights측

은 자신의 게임은 Combo Quest에는 없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한 별개의 게임이라고 주장하

면서도, ‘Combo Quest’ 게임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차용하였음은 시인하였다.10) 여기서 

등장한 ‘메커니즘’은 컴퓨터프로그램적인 요소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

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요소이다. 

그러나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프로그

램의 요소로서의 메커니즘이 표현으로서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점의 유사성

을 판단함으로써 게임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게임

에 관한 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들의 경우, 단순한 외관뿐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의 

메커니즘적인 성질까지를 고려하고 있다(이는 제 Ⅲ장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작권법 일반론이 아닌, 게임과 같은 복합적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

여 국내 판결들이 지금까지 간과해 온 ‘게임 메커니즘’을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을 위한 요소

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종래의 법원 판결례의 태도를 짚어보고, 

국내와 달리 메커니즘적 접근법을 취하는 최근 해외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에 메커니즘적 분석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판례들을 메커니즘적으로 재분석

하고 앞으로의 우리 판례에서도 이점을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7) “저작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표현 부분을 말한다.”, 이해완, 전게서, 45쪽.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09. 19 선고 2002카합1989결정(건바운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4 선고 2003카합2639 

결정 및 2003카합3852 판결(캔디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7. 20 선고 2006가합76758 판결(신야구 사건),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7. 0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봄버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01. 17 선고 2006나72392(신야구 사건);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신야구 사건).

9) 장정우, “[MOBILE] [취재] 콤보나이트, 표절이다 vs 아니다 갑론을박”, <http://www.hungryapp.co.kr/news/news_view.php 

?bcode=news&pid=27096&catecode=010>, (2015. 08. 05)

10) “콤보나이트-과금없이 엔딩까지”,<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nappin.ComboKnights>, (2015.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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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게임의 저작물성과 침해판단 고려요소

저작권법 관점에 따르면 게임은 영상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등) 그리고 컴

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11) 한편, 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게임은 

①스토리(시나리오), ②미적 요소, ③메커니즘, ④기술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12) 

이들 네 가지는 모두 게임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하나라도 결여되면 게임물은 완성

될 수 없다.

게임공학적 구분 법과 저작권법적 관점에 대응시키면, ①게임 공학 상의 미적 요소와 스토

리 요소는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요소와 응용미술저작물 요소로, ②기술적 요소와 메커니

즘 요소는 컴퓨터프로그램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1. 스토리(story 혹은 scenario)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게임은 일련의 사건의 연속이고 개개의 사건들은 시나리오 작가가 

창작한 스토리에 따라 진행된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일

명 RPG형식13) 혹은 MMORPG형식14)의 게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플레이어의 선택이 요구되

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선형적 게임 형식이 있을 수 있다. 게임 시나리오 작

가는 신화 등에서 소재를 착안해, 장르, 이동, 장면(map)의 순서, 사건(event), 진행 방법 등을 

기술한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각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

2. 미적요소(aesthetic)

우리 법상 미술저작물 및 음악 저작물에 해당되는 미적 요소에는 국내 판결에서 주로 논란

이 되는 캐릭터와 게임 화면 및 소리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에게 가장 감각적으로 인지되어 

11) 이해완, 전게서, 119쪽.

12) 제시 쉘(Jesse Schell) (전유택･이형민 譯), The Art of Game Design, 에이콘 (2014), p.88.

13) “RPG(Role Playing Game)이라 함은, 유저가 게임 속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을 이른다.” 게임용어사전: 

장르/제작/플레이용어-“RP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549&cid=42914&categoryId=42916>, (2015. 08. 10)

14)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의 줄임말이다.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의 게임인 RPG(롤 플레잉 게임)의 일종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MMORPG: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 

?rid=122&contents_id=5602>, (2015.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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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트리스2블루의 플레이 화면(左)과 건바운드의 

플레이 화면(右)

게임의 소비자 흡인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창작적 노고가 가장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다. 미적 요소의 창작자인 그래픽 디자이너나 사운드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게임의 콘

셉트 혹은 아이디어에 따라 캐릭터나 화면을 구성하고 적절한 음향효과를 조합해낸다. 하나

의 게임 저작물이 궁극적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콘셉트 혹은 느낌을 가장 외

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만, 실상 표현의 폭이 제한적이라 하여 그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신야구 사건15)

본 사건은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실황 야구’와 피고 

네오플의 ‘신야구’ 캐릭터의 유사한 외관16)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복제

권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인 캐릭터

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두 캐릭터 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는 점 또한 인정하였으

나, 이와 같은 유사성은 ‘야구게임’의 특성에 그 표현의 폭이 제한받는다고 판시해 저작권침해

를 인정하지 않았다.

(2) 건바운드 사건17)

본 사건의 두 게임은 모두 턴제-슈팅 

방식18)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트리

스2 블루’의 제작사인 CCR은 소프트닉

스의 ‘건 바운드(Gunbound)’가 자신의 

캐릭터, 게임 방식, 게임 인터페이스, 

게임 요소의 작용 등19)에서 유사하다 

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

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게임 저작물이 컴퓨터프로그램적 성격과 영상저작물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

는 사실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게임의 프로그램 저작물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

1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6) 얼굴 생김새와 의상, 신발, 구비장비 등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19. 선고 2002카합1989 판결.

18) “이용자 각자가 선택한 탱크를 사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각도와 거리,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탱크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여 맞춤으로써 상대방 탱크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거나 상대방 탱크의 주위 지형을 함몰시켜 그 탱크가 함몰된 

지형으로 추락하게 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정경석, 게임 저작권 관련 판례의 동향, �게임 산업저널�, 통권 19호, 2005, 

91쪽.

19) 탱크 캐릭터의 유사성, 포탄의 모양과 작용 유사성, 게임화면의 유사성, 게임 인터페이스의 유사성, 맵의 유사성, 게임방식의 

유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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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게임의 기본 진행 방식과 영상저작물적 요소만을 판단하였다. 해당 게임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즉, 턴제-슈팅 방식)은 종전에 흔히 사용돼왔던 방식20)이므로 이에 대한 독창성을 부정

하였고, 저작권법상 표현 범주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이

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유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필수 장면

의 원칙(scènes à faire) 등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할 실익이 없거나 혹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제한의 원칙에 구속받지 않는 창

작성 있는 표현 부분 역시 권리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해 CCR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본 사건은 법원이 게임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의 성격과 프로그램 저작물의 성격을 모두 가

진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21)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하겠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저작물

의 기능적 성격에 의해 표현의 방법이 제한된다는 추상적인 판단에 그쳐, 그 구체적인 예시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다.22)

(3) 봄버맨 사건23)

원고 게임인 ‘봄버맨’은 1985년경부터 시리즈물로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었으며, 피고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2001년경부터 서비스되어왔다. 바둑판 형식의 플레이 필드에 폭탄(혹

은 물 풍선)을 설치해 적군을 죽이고 소프트 블록을 제거해 이동경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개발한 봄버맨 측은 자신의 게임과 피고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각종 설정, 

아이템의 기능 등이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장르･전개방식･규칙 등,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 도구로서 아

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플레이 필드, 맵(map), 블록의 구성･형태, 그리

고 1매스(mass) 형식의 필드 구성은 게임물에서는 널리 채택돼 이미 사실상 표준이 된 것이므

로 보호할 실익이 없다 하였으며, 2등신의 캐릭터 형체는 캐릭터 표현에서는 이미 널리 채택

되는 방법일뿐더러 게임의 기술적･형식적 제약을 받는다 하였다. 또한 폭탄 및 화염의 형태

는 규칙이나 창작 도구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는 폭탄, 피고는 물 풍선으로 표

현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외관의 실질적인 유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최종적으로 저

20) 포트리스2블루가 최초 제작된 시기는 1997년으로, 이전에 이미 스코치, 웜즈(1994), 웜즈Ⅱ(1997)가 제작되었고, 웜즈 시리즈

와 게임의 조작방법, 게임의 목적, 진행방식 등이 유사했다. 정경석, 위의 논문, p.110.

21)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경석, 상게논문, p.110.

22) 안인숙, 게임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65쪽.; 정경석, 

상게논문, 62쪽.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1. 17. 선고 2005가합650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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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게임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장르, 규칙 등이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를 

부정하고 원고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 요소들은 사실상의 표준이 된다 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의 표준’으로서 보호를 부정하기에 앞서 유사한 장르･전개 방식･규칙 등과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먼저 판단했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호를 부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비보호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3.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 

게임 프로그램의 ‘기술’은 우리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에 속한다. ‘기

술’은 “미적 요소가 존재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매체 그 자체24)”로, 게

임의 구성요소들이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국내법상 컴

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본 요소는, 미국의 경우, 명령어(소스 코드)의 집합체임을 이유로 

어문저작물로 보호25)하고 있다. EU에서도 회원국들이 어문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적 디자인 (preparatory design material)역시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EU

지침26)에 명시하고 있다.

(1) 캔디바 사건27)

원고 ‘캔디바’는 어도비 포토숍(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바타 및 기타 아이

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게임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플레이어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자신의 

아바타와 아이템을 구매하여 자신만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도록 해, 원고의 홈페이지가 지원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조이미’는 원고 아바타의 얼굴 외관을 제외한 의상 

및 기타 액세서리와 동일한 아이템들을 자신 게임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었다.28)

본 판결은 게임 아바타에 관련된 국내 최초 판결로, 법원은 아바타의 경우 舊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

법)29)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30) 이는 ‘아이템이 아바타에 적용’된다는 특정 결

24) 제시 쉘(Jesse Schell), 전게서, p.89.

25) 미국 의회와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이 단어, 숫자 혹은 음성 혹은 일련의 숫자 심볼이나 지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문저작

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17 U.S.C. §101 및 §102(a)(1) 참조).

26) [Article1(1) Object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Member States shall protect 

computer programs, by copyright, as literary works within the meaning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e term ‘computer programs’ shall include their 

preparatory design material. <European Union Computer Program Directive: Directive 2009/24/EC>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4 선고 2003카합2639판결 및, 2004. 3. 19 선고 2003카합3852 판결.

28) 류현정, “캔디바, 아바타 표절했다”, <http://www.etnews.com/200309190201>, (2015.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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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진 컴퓨터프로그램을 상당한 비

용과 시간을 들여 창작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성상 복제와 변형이 용이하다

는 사실과 두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의 외관이 거의 동일함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가 게임 아

이템의 판매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게임 사이트는 저

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아바타를 단순 미술저작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파악하고, 나아가 

게임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기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래는 국내 게임 저작물 저작권침해 소송과 그에 따른 법원의 침해 판단 여부를 표로써 

정리한 것이다.

선고연도 판 단 대 상 침해여부

건바운드 사건31)

∙ 규칙･진행방식

∙ 포탄 폭발모양･채팅창･시간제한 등

∙ 기타 표현요소

×

캔디바 사건32)
∙ 아바타의 외관

∙ 아이템의 외관
○

신야구 사건 (1심)33)
∙ 의거성 

∙ 캐릭터의 실질적유사성 
×

봄버맨 사건34)

∙ 장르･전개방식･규칙 등

∙ 플레이필드 및 맵과 블록의 구성･형태

∙ 캐릭터의 형태

∙ 폭탄 및 화염의 형태

∙ 아이템의 형태

×

신야구 사건 (2심)35)
∙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실질적 유사성
×

신야구 사건 (최종심)36)

∙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실질적 유사성

×

[표 1] 국내 게임저작물 판결례 정리

29) 온디콘법은 2010년, ‘콘텐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9호)’으로 전면개정되었다.

30) 그러나, 온디콘법의 경우 우선적용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앞서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저작권법을 온디콘법 보다 

먼저 적용시켰다.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19. 선고 2002카합1989 결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4 선고 2003카합2639 결정 및 2003카합3852판결.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7. 20 선고 2006가합76758 판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1. 17 선고 2005가합65093판결.

35) 서울고등법원 2007. 0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36)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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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례들을 종합해 공통점을 간추려보면, 법원은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에 있어 단순히 

심미적 요소 판단에서 판단을 그치고,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 대상이 규칙 등에 한정되어 이들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게임의 

내재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프로그램 구조인 메커니즘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메커니즘적인 분석을 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Ⅲ. 해외 게임저작물 판례

종전 해외 법원들은 국내 판결문들과 마찬가지로 게임 저작물의 기능적 요소를 들어 창작

적 표현의 보호를 제한해 게임물의 저작권침해 인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

다.37) 하지만 최근 판례들은 게임 저작물 화면에 나타나는 외관의 유사성 판단에 그치지 않

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구조(structure)’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는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인 ‘메커니즘(mechanism)’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구조와 

기타 부차적인 표현들의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게임 표절 논란이 수시로 불거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하에서는 해외 게임 저

작물 판결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Whelan 사건38)

비록 이 사건의 소송물이 게임 저작물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구조에 집중된 판단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간의 유사성을 인정한 본 판결은 게임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ordinary observer)의 관

37) Data East USA, Inc. v. Epyx, Inc., 862 F. 2d 204 (9th Cir. 1988); Incredible Technologies, Inc. v. Virtual Technologies, 

Inc., 284 F.Supp, 2d 1069 (N.D.III, 2003); Frybarger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812 F.2d 525 (9th 

Cir. 1987); 정경석, 미국과 한국의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 비교 연구, �게임산업저널�, 통권 8호 (2005), 78-87면.

38) 피고인 Jaslow는 치기공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원고 Whelan을 고용해 사업운영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의뢰하였다. 계약에 따라 저작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지 않았으나, 이내 피고는 ‘DENTALAB’이라는 명칭으로 원고 

저작물을 대표로 판매하였다.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른 컴퓨터 언어로 설계되었으나 원고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자, 이에 원고가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Whelan Assoc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797 F.2d 1222; 1240 (3d Cir. 1986); 479 U.S. 103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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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취하는 것을 비판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로서 게임의 메커니즘에 포섭되

는 개념인 ‘구조(structure)’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판단하였다.39)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응용 저작물의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개개의 목적이 있음

을 이유로, 저작물의 구조 역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건 저작물의 ‘구조’를 구성하는 5개 서브루틴(subroutine)40)을 검토하여 양 저작물

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의 기능(function)에 따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41)

본 테스트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42) 게임 저

작물의 경우, 여타 일반 프로그램 저작물과는 달리 모든 요소가 구조, 즉 메커니즘과 상호작

용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판결이라 하겠다. 게임 저작물에 관련된 최근 해외 판례들도 본 사

건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2. Tetris 사건43)

본 판례는 게임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기 위해, 상기한 Whelan테스트 및 제9

항소법원의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44)를 게임 저작물에 

39) 리차드 레이스먼 & 피터 브라운(Richard Raysman & Peter Brown), “Copyright Infringement of Computer Software and 

the ‘Altai’ Test”, New York Law Journal, vol.235-no.89, 2006년 5월 9일자,

40) 프로그램 전체와 상호관계를 가져 부분적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어 사용되지 않는

다., 네이버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38494&cid=42344&categoryId=42344>, 

(2015. 08. 04).

41) 리사 C. 그린(Lisa C. Green), “Copyright Protection and Computer Programs: Identifyiing Creative Expression in a 

Computer Program's Nonliteral Element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3, 

Issue 1, Article 9 (1992), p.103.

42) 카렌 J. 칼머(Karen J. Karmer), “Extending Copyright Protection to a Computer Program's Structure: Whelan Associate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797 F.2d 1222 (3d Cir. 1986)”,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65 Issue 

2 (1987), pp.478-480.; 리사 C. 그린(Lisa C. Green), Ibid., p.106.

43) Tetris Holdings, LLC v. Xio Interactive, Inc., 863 F. Supp. 2d 394, 397(D.N.J. 2012).

44) 첫 번째 단계인 ‘추상화’ 단계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조(structure)”를 규모적 단계로 나누어 추상화시켜 목록으로 세운

다. 이를테면, “수학적 지시사항(individual mathematical instructions)→서브루틴→루틴→소프트웨어 모듈→모듈→상위 모듈

→기능(function) 순으로 진행된다.”

(마크 A. 렘리(Mark A. Lemley), “Convergence in the Law of Software Copyright”, Berk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10 

Issue 1 (1995), p.13.).

두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에서는 앞의 추상화 단계에서 목록화 된 구성요소들을 아이디어 범위와 표현의 범위로 나누어 

구분한다. 제10항소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조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이 혼합되

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하여 보호를 부정하였으며, 필수장면의 원칙(scènes à faire)을 

적용시켜 보호에서 제외시켰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 필수장면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표준적인 프로그래밍 사항 및 요소와 

5가지 요소이다.

(“①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 기술적인 기술사항; ②동기화되기 위해 제작된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성을 위한 사항; ③컴퓨

터 제작사의 디자인 표준; ④산업계에서 서비스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 ⑤컴퓨터 산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프로그래밍 

실무”, Altai, 982 F.2d at 709-10; 마크 A. 렘리(Mark A. Lemley), Ibid., p.14.

또한 공공재(public domain)의 영역에 포함되는 요소들 역시 보호의 영역에서 제외시킨다(마크 A. 렘리(Mark A. Lemley), 

Ibid.,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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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킨 사례이다.45)

원고 Tetris Holding, LLC46)가 제작한 게임인 ‘Tetris’는 플레이어가 블록(테트로미노

(tetromino)라 불린다)이 결합된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타일을 조합해 하나의 줄을 맞춰가는 

규칙을 가진다. 게임 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타일을 맞추어 한 줄을 완성하면 줄이 제거･점

수가 인정되며, 줄을 완성하지 못해 타일이 게임 화면 상단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을 

기본 규칙(rule) 메커니즘으로 취하는 게임이다. 피고 Xio Intr’ve, INC. 역시 이와 동일한 메커

니즘을 기반으로 게임 ‘Mino’를 제작해 iPhone전용 게임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원고는 테트리미노의 조합 모양 및 그림자, 색 변화, 플레이 필드의 모양 및 크기, 플레이

어가 테트리미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회전시킬 때의 외관, 게임 시작의 위치 등 총 14개 요

소의 유사성47)을 들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Tetris의 외관으로

부터 영감을 받아 게임을 제작한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복제한 테트리스 게임 방식은 기

능적 요소(functional aspect)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Tetris

로부터 차용한 게임의 규칙(rule), 기능(function), 그리고 게임에서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하

는 요소들은 ‘기능적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신은 Tetris의 소스 코드를 

복제(즉,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보호 가능한 핵심 표현”(“법원은 이를 “황금 덩어리(golden nugget)”이라 표현한다.” Altai, 982 F.2d 

at 709-10.; 마크 A. 렘리(Mark A. Lemley), Ibid., p. 14.)만이 남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인 ‘비교’ 단계에서는 이 표현의 

부분만을 가지고 전통적 해석론을 가한다.

(마크 A. 렘리(Mark A. Lemley), Ibid., pp.13-14.)

45) 법원은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의 뒤의 두 부분은 Whelan테스트와 동일하다고 보아, 두 테스트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크리스토퍼 런스포드(Christopher Lunsford), Ibid., p.112.

46) 본 회사는 테트리스의 원형을 개발한 러시아의 Alexy Pajinov가 설립한 회사로, 변형된 형태의 테트리스 게임의 다양한 표현

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또 다른 원고인 The Tetris Company, LLC.는 Tetris Holdings로부터 서브라이선스를 받은 회사이다.

47) 1. Seven Tetrimino playing pieces made up of four equally-sized square joined at their sides;

2. The visual delineation of individual blocks that comprise each Tetrimino piece and the display of their borders;

3. The bright, distinct colors used for each of the Tetrimino pieces;

4. A tall, rectangular playfield (or matrix), 10 blocks wide and 20 blocks tall;

5. The appearance of Tetriminos moving from the top of the playfield to its bottom;

6. The way the Tetrimino pieces appear to move and rotate in the playfield;

7. The small display near the playfield that shows the next playing piece to appear in the playfield;

8. The particular starting orientation of the Tetriminos, both at the top of the screen and as shown in the “next piece” display;

9. The display of a “shadow” piece beneath the Tetriminos as they fall;

10. The color change when the Tetriminos enter lock-down mode;

11. When a horizontal line fills across the playfield with blocks, the line disappears, and the remaining pieces appear  

   to consolidate downward;

12. The appearance of individual blocks automatically filling in the playfield from the bottom to the top when the game is over;

13. The display of “garbage lines” with at least one missing block in random order; and

14. The screen layout in multiplayer versions with the player's matrix appearing most prominently on the screen and  

   the opponents' matrixes appearing smaller than the player's matrix and to the side of the player'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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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tris 게임 화면(左), Mino 게임 

화면(右)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법상 기능적 요소가 

보호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것이 게임의 기능 요소나 메커니즘에 관련된 모

든 요소들까지 비보호 영역으로 분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저

작물의 상당 부분을 규칙, 기능, 그리고 아이디어 

요소가 차지하는 저작물이거나, 혹은 표현이 아

이디어와 분리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merger)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주

의하여야 한다 하였다. 즉, 표현이 비보호 되는 

경우라 함은, 아이디어 혹은 기능적 요소에 따라 

불가결한 요소이거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48)

이에 따라 Tetris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법원은 본 게임이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특이한 

퍼즐게임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하였다. 법원은 Tetris와 Mino에서 동일하게 나타

는 타일의 유사성, 게임 화면의 면적의 동일함, ‘쓰레기 라인’의 배치, 투명 블록이나 유령 블

록의 등장, 다음 타일 모양의 예고, 색의 변화, 게임 종료 시 화면에 나타나는 사각형 형상과 

같은 알림 창 등의 유사한 표현은 모두 규칙(rule, 이 역시 구조의 개념에 포섭된다)이 동일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였다. 따라서 이 모든 유사점들은 표현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

단에 따라 일반인(layman)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비교해보았는데, 게임 화면 면적의 선택의 폭

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동일한 크기를 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양 게임

의 외관과 느낌이 동일하므로 저작권 침해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49)

[그림 3] Tetris의 타일(左)과 Mino의 타일(右)의 비교

본 사건은 게임의 모든 구성요소가 구조 및 규칙 메커니즘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메커니즘 요소의 창작성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메커니즘과 상호작용하는 게

48) 또한 법원은 필수장면의 원칙(scènes à faire)은 “표준적이거나(standard), 범속(凡俗)하거나(stock), 혹은 흔한(common)” 표

현적 요소에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정의 내렸다.

49) “I am not persuaded that these features constitute either the ideas or rules of Tetris or are necessitated by game play. 

Moreover, even if these were rules, it is Xio’s copying the same look and feel of these features that lead me to find 

it has infringed Tetris Holding’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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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고 게임화면(左)과 피고 게임화면(右) 비교

임물의 기타 요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이 국내 판결과 차이가 있다.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게임의 규칙이나 기능과 상통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게임의 

규칙(rule)메커니즘과 구조가 게임 저작물에서의 아이디어-표현의 구분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50)

3. The Sims Social 사건51)

원고 Electronic Arts Inc.(이하, 

EA)는 2000년에 출시되어 세계적 

매출고를 올린 PC전용 게임인 ‘The 

Sims’의 개발사이다. 본 게임은 아

바타인 ‘Sims’를 플레이어 개인의 기

호에 따라 치장하고 성격을 형성시

키며,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등 

전례 없던 형식의 게임이다. 2011년, 원고는 앞의 게임을 발전시켜 이 사건 게임인 ‘The Sims 

Social’를 출시하였는데, 이 게임은 The Sims를 Facebook 플랫폼에 맞추어 재개발한 게임으로, 

Facebook 상의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당한 흥행에 성공하였다. 출시 

이듬해인 2012년, 피고인 Zynga Inc.는 게임 ‘The Ville’을 Facebook을 통해 출시하였는데, 이 

게임은 원고 게임과 동일한 메커니즘적 규칙(rule) 및 외관52)을 띠어 문제가 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의 저작물에 나타나는 시청각 창작물 요소들53)은 ‘소셜 게임(social 

game)’이라는 동일한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보아도 흔하거나 표준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고의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한 시청각적 요소들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

당한다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동일한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게임을 제작했고, 그 결과 전체적인 콘셉트와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50) Tetris Holdings, 863 F. Supp. 2d at 408 (“To separate ideas from expression, the parties offer competing definitions of 

game rules, but I do not need to articulate a rigid, specific definition”); Christopher Lunsford. Ibid., p.113.

51) Electronic Arts Inc. v. Zynga Inc. No. 3:12-cv-04099-SI (N.D. Cal. Sept. 14, 2012).

52) 애니메이션 시퀀스(animation sequence), 시각적 요소의 배열(visual arrangement), 캐릭터의 움직임과 행동, 그리고 기타 

시청각적 요소 등. (판례 원문 참조)

53)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게임 웹사이트인 ‘Kotaku’와 ‘Gamezbo’를 인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피고 게임은 플레이어가 

취향에 따라 캐릭터를 꾸밀 수 있고, “드림 홈”을 건축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Facebook의 계정과 연계되어 친구를 이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캐릭터들의 제스쳐가 동일하며 캐릭터들이 픽토그래픽을 통해 대화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의 언어를 한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다.

커크 헤밀튼(Kirk Hamilton), “Zynga's New Take On The Sims Launches Tomorrow on Facebook” <http://kotaku.com/ 

5921307/zyngas-new-take-on-the-sims-launches-tomorrow-on-facebook>(2015. 08. 04) 및 나디아 옥스퍼드(Nadia Oxford), 

“The Ville Review”<http://www.gamezebo.com/games/ville/review> (2015.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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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고게임의 객체 진화단계(上)와 피고게임의 객체 

진화단계(下)의 비교

본 사건은 동일한 장르 등의 아이디어에 구조(즉, 메커니즘)의 표현 방법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유사한 구조라도 그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국내 판결과 차이점

을 가진다.

4. Triple Town 사건54)

원고 Spry Fox는 Triple Town의 

제작사로, amazon.com의 kindle기

기 및 Facebook과 Google+에 게

임 ‘Triple Town’을 서비스하고 있

었다. 피고 6Waves는 원고가 iOS

전용으로 본 사건 게임을 개발하

던 과정에 보조로서 참여하였으

나, 이내 업무계약을 파기하고 

‘Yeti Town’을 개발하여 iOS전용으

로 서비스하였다. 두 게임 모두 

타일-매칭 (소위 “매치-3 (match-three)”)을 기본 규칙으로 하는 게임으로, 6×6 그리드 형식의 

게임 화면에 플레이어가 3개의 동일한 아이템(이를 공학상, ‘객체(object)’라 칭한다)을 연속으

로 배열하면, 그 3개의 아이템이 상위 단계의 아이템 하나로 업그레이드되는 계층적

(hierarchy) 게임 규칙(rule)을 가진다.([그림 5] 참조)

법원은 ‘이중의 테스트(bifurcated test)’55)를 채택해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을 하였다. ‘외적 

테스트(extrinsic test)’를 통해 원고 게임 Triple Town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한 후, 표현 부

분만을 일반 관찰자(ordinary observer)의 시각을 통해 판단(즉 ‘내적 테스트(intrinsic test)’)한 것

이다.

그 결과, 법원은 외적 테스트에서 양 게임이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계층적 매칭 게임

(hierarchical matching game)’은 양 게임의 큰 구조를 이루는 ‘규칙(즉, 메커니즘)’에 해당하나, 

이는 아이디어 성격이 강해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원

54) Spry Fox, LLC v. LOLApps, Inc., No. C12-147RAJ (W.D. Wash. Sept. 18, 2012)

55) 외관이론 테스트 혹은 전체적 컨셉트와 느낌(total concept and feel)테스트라고도 불리는 본 테스트는 ㈎외적테스트(extrinsic 

test)와 ㈏내적테스트(intrinsic test)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 테스트의 단계에서 법원은 아이디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

기 위한 것으로, 각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목록화 시키고 비교한다. 본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감정이 투입될 수도 

있다. 이후 행해지는 ㈏내적테스트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되는데, 양 저작물의 전체적인 컨셉트와 느낌이 실질

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한다. 에릭 오스터버그(Eric Osterberg), “Copyright Litigation: Analyzing Substantial Similarity”, 

Practical Law The Journal,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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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객체의 진화 단계를 풀→관목→나무→오두막 순으로 진화하

게 하였고, 적을 ‘곰’이란 캐릭터로 설정해 놓은 것 등)은 표현에 해당해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록 게임 저작물에 기능적 성격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에 구속받지 

않는 표현 부분도 분명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 부분을 분리해낸 후, 법원은 내적 테스트를 통해 일반 관찰자 관점(본 판결

에서는 게임 블로거들이 일반 관찰자로서 판단하였다)에서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

고,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저작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었다.

비록 본 사건은 메커니즘(구조)의 성격을 ‘아이디어’로 분류해 저작권법상 보호하지는 않았

지만, 동일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그 표현이 유사56)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

다. 따라서 게임 메커니즘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발현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여지가 

커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57) 이와 같은 해외 법원의 태도는 기능적 성격으로 분류되기 

쉬운 게임 저작물의 프로그램 요소와 흔히 보호가 요구되는 영상저작물 요소 사이의 접점 역

할을 메커니즘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에게 유의미한 지표

가 되리라 생각한다.

5. 소결론

앞 장에서는 국내 법원의 게임 저작물 접근법과는 사뭇 다른 해외 법원의 게임 저작물 판

결 내용을 살펴보았다. 최근 해외 판결은 게임 저작물의 구조, 즉 메커니즘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게임의 표현 요소 구분해 내 게임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사례에 따라 메커니즘의 보호 가능성을 달리 평가

하고 있지만, 메커니즘이 게임의 구성요소들을 통제하는 기조이며 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양함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제 Ⅳ장)

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앞에서(제 Ⅱ장) 소개한 국내 사

례에 다시 적용해, 새로운 관점에서 과거 사건들을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56)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이 판단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차이점이 아닌 유사점”이라 하였고 또한 “차이점을 들어 유사성을 부인하기에는 그 유사도가 너무 높다”고 판시

하였다.

57) 크리스토퍼 런스포드(Christopher Lunsford), Ibid.,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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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Ⅳ. 메커니즘적 분석에 따른 기존 판례 재분석

1. 메커니즘(mechanism)의 의의

메커니즘이란 프로그램 저작물의 구조･시퀀스･조직(structure･sequence･organization 즉, 

S.S.O)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플레이어와 게임 저작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적 요소를 말한다. 이는 게임의 모든 기타 요소들과 상호작용해 게임을 구성하며, 모

든 요소들이 제거된 후에도 존재하는 뼈대58)이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기

는 하나, 모든 표현 요소들은 메커니즘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메커니즘은 게임 저

작물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59)로서 주목된다.

게임 메커니즘은 ①게임의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공

간’, ②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객체’ (캐릭터나 아이템 

등), 게임상 설정된 각 캐릭터의 ‘능력(속성)’, 캐릭터의 

‘상태(status)’, ③플레이어가 취하는 행동(action), ④게임 

플레이 방식 및 형식을 규정하는 ‘규칙(rule)’, ⑤플레이어

의 체감 난이도를 결정하는 ‘기술(skill)’, ⑥특정 사건이 

무작위로 발생해 게임의 불가측성을 결정하는 ‘운’이 포

함된다.60)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

되듯,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은 ‘규칙’ 메

커니즘61)이다. 왜냐하면 ‘규칙’은 나머지 다섯 가지 요소

들을 만들어내는 근본62)이고 이에 종속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63) 따라서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을 할 때에는 특히 이 ‘규칙’을 중점에 두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해외 판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58) 제시 쉘(Jesse Schell), 전게서, p.202.

59) 루이-피에르 그라벨 & 쟝-프랑소와 쥬르놀(Louis-Pierre Gravelle & Jean-François Journault), “Protection des Jeux Vidéo: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n Mode Multijoueur”, Développements récent en propriété intellectuelle, ROBIC (2012), p.16.

60) 제시 쉘(Jesses Schell), 전게서, pp.202-251.

61) 단, 메커니즘에서 일컫는 ‘규칙’은, 위에서 살펴본 건바운드 사건의 ‘턴(trun)제-슈팅(shooting)방식’ 등과 같이 게임의 구조･종

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이르는 규율의 의미인 규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2) 제시 쉘(Jesses Schell), 전게서, p.219.

63) 카를로 파브리카토르 (Carlo Fabricatore), “Gameplay and game mechanics design: a key to quality in videogames.”, 

Proceedings of OECD-CERI Expert Meeting on Videogames and Education, (200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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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커니즘을 통한 앞의 판례 재분석

이때까지 게임 저작물을 바라보는 국내 판결문의 태도를 짚어보았고, 최근 이와 달리 ‘메커

니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해외 판결 내용

을 살펴봄으로써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성격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았다. 이는 즉 

메커니즘적 접근을 통해 국내 사건을 분석한다면, 종전 판례와는 사뭇 다른 결론이 날 수 있

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앞의 제 Ⅱ장에서 침해가 부정되었던 

‘건바운드 사건’과 ‘봄버맨 사건’을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그와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 Ⅰ장에서 언급했던 ‘Combo Quest’ 표절 논란의 

결과를 메커니즘을 통해 실험적으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1) 건바운드사건의 메커니즘적 판단

1) 규칙 메커니즘: 턴제-슈팅 방식과 파워체크

앞에서 ‘규칙’은 모든 메커니즘 요소의 골자를 이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규칙’은 

‘턴제-슈팅 방식’인데, 법원은 이 규칙은 종전 다른 게임들에서도 이미 많이 채택되고 있어 저

작권법상 보호받을 여지가 크지 않다고만 판시할 뿐,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 판단은 

하지 않았다.

원고 포트리스2블루에 나타난 창작적 표현은 ‘파워체크’로, 캐릭터의 이동거리와 포탄 발사

의 동력이 게이지(gauge)바에 표시된다. 이는 동일한 턴제-슈팅 방식을 가지는 종전의 게임에

는 없던 창작적 표현이다.

2) 객체 메커니즘: 특수탄과 지형속성

턴제-슈팅 방식은 상대방을 폭격하며 진행되는 게임이므로 ‘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며, 그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탄’을 제공하는 것 역시 흔히 택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

다. 법원 역시 이에 따라 본 사건 특수탄을 단순 아이디어로 치부해버렸으나, ‘객체 메커니즘’

으로서의 특수탄은 그 나름의 표현적 요소가 있다.

두 게임 모두가 제공하는 특수탄은 총 두 개로, 각기 상대편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예컨

대, 특수탄 1이 넓은 면적에 얕은 깊이로 지형을 파괴시킨다면, 특수탄 2는 좁은 면적에 깊은 

깊이로 지형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특수탄의 지형 파괴 형태는 폭격당한 지

형에 그대로 나타나 파괴된 지형의 모양을 보면 상대방 플레이어가 사용한 특수탄의 종류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형 속성). 이와 같은 특징은 ‘턴제-슈팅 방식’게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아닌, 게임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포트리스2블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 건바운드의 특수탄 성격과 지형속성 모두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

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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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 메커니즘: 회오리

법원이 ‘창작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회

오리’는 메커니즘 상 ‘운’에 해당된다. 포트리스2블루는 발사된 포탄이 불가측의 요소에 충돌

했을 경우, 랜덤 각도로 반사되어 다시 날아오도록 하여 게임의 흥미를 높이고 있는데, 포트

리스2블루는 이를 ‘회오리’의 개념을 택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 건바운드 역시 이를 회

오리로써 표현하고 있으며, 반사 각도를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포트리스2블루와 

동일하게 랜덤으로 설정해놓은 점은 원고의 창작적 표현을 베꼈다고 볼 수 있다.

(2) 봄버맨사건의 메커니즘적 판단

1) 규칙 메커니즘: 매스형태 게임방식

원고 게임 봄버맨과 피고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모두 기본적으로 매스(mass)형태의 게임

이다. 매스란, 플레이 필드를 구성하는 사각형 블록을 이르는 단위로, 이를 기준으로 전체 플

레이 필드의 크기, 폭탄이 터지는 범위, 캐릭터의 이동영역 등이 결정된다. 앞에서 법원은 이

를 아이디어라 하여 보호를 부정한 바 있는데64), 아이디어에 기타 창작적 표현을 부가시켰다

면 보호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디어의 범위를 아래에서 살펴볼 표현적 

메커니즘 요소에까지 확대 적용시켰다.

2) 객체 메커니즘: 폭탄, 소프트블록･하드블록, 아이템

봄버맨은 이와 같은 ‘매스 형태 게임’에 ‘폭탄’이라는 요소를 더해, 폭탄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도록 하였고, 폭탄이 터짐과 동시에 화염이 분사돼 소프트 블록을 파괴해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폭탄’은 봄버맨이 ‘매스 형태 게임’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운영해 

삽입한 위한 표현적 요소로, 비록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이 요소를 ‘물 풍선’으로 표현했고 화

염이 아닌 물줄기를 표현적 요소로 채택하기는 했으나 이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구해 그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 두 게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객체 메커니즘으로는 소프트 블록과 하드블록

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매스 형태 게임’의 이동경로를 표현한 방식 중 하나인데 하드블록이 

위치한 곳은 진입이 금지되어있고, 그 반대로 소프트 블록은 플레이어가 폭탄(혹은 물풍선)을 

설치해 제거해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봄버맨이 게임의 흥미 유

발 요소로 삽입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별적 의미와 게임상의 기능이 동일한 두 종류의 블

록을 봄버맨과 동일하게 차용한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소프트 블록이 화염(혹은 물줄기)에 의해 제거되면, 블록이 사라지면서 일정한 

64)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1. 17 자 2005가합650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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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봄버맨의 ‘빌리지’ 맵(左)과 

크레이지아케이드의 ‘빌리지’ 맵(右)

[그림 7] 봄버맨의 게임화면(左)과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게임화면(右). 

파란 원이 하드블록, 노란 원이 소프트블록, 그리고 빨간 원이 

아이템이다.

확률로 아이템65)이 제공

되게 된다. 아이템 역시 

객체 메커니즘에 해당되

는데, 앞서 법원은 아이템

의 성격이나 그 외관은 봄

버맨의 규칙 특성에 비추

어 보건대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 판시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사건 아이템들은 봄버맨이 매스 형태 게임에 기타 흥미요

소들을 덧붙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게임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 삽입한 요소

들이다. 아이템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인라인스케이트 모양, 신발 모양 등으로 

표현한 점 자체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본 메커니즘과 게임의 진행에 적

합한 아이템을 창작해낸 점은 저작권법상 표현으로 보호할 이유가 충분하다 생각된다.

3) 공간 메커니즘: 맵(map)

양 게임의 외관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요소는 ‘맵(map)’이다. 맵이란, 캐릭터와 같은 다

양한 이야기 요소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구현되는 장소66)로, 비록 같은 

장르나 메커니즘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 표

현의 방법은 다양하다. 원고는 봄버맨의 기

본 규칙인 ‘매스 형태 게임’을 다양한 테마67)

로 표현해냈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봄버

맨과 동일한 규칙 메커니즘을 동일한 테마

를 차용해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했

다. 이는 봄버맨의 고유한 창작적 표현이 가

지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Combo Quest 사건의 예측

본 단에서는 서론에서 논했던 ‘Combo Quest’와 ‘Combo Knights’의 유사성을 메커니즘적으로 

분석해보고, 나아가 추출된 표현적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보도록 한다. 게임은 동향

65) 이동속도를 빠르게 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모양의 아이템, 폭탄을 멀리 차버릴 수 있는 신발모양의 아이템, 캐릭터의 조작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해골 아이템 등

66) 전경란, 모바일 게임의 스토리텔링-새로운 디지털 서사 경험의 창조-, �인문콘텐츠�, 제12호 (2008), 36쪽.

67) 빌리지 맵, 아이스 맵 등이 그 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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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게임화면 상에서 나타난 Combo Quest의 

메커니즘 부분(左)와 Combo Knights의 

메커니즘 부분(右)

의 주기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모바일 게임에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

문에 이와 같이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모바일 게임 표절 논란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사실관계

미국 게임 개발사 ‘Tapinator LLC.’가 개발한 게임인 ‘Combo Quest’는 2015년 1월 8일 Apple 

Store에만 출시된 게임으로, 기본 규칙 메커니즘으로서 상기한 ‘타임-탭’방식을 취하고 사계절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임 맵(map)의 트랙과 퀘스트(quest)가 끝없이 연속돼 게임 스토리의 끝

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게임상의 적들은 개개의 특징들을 지니고, 플레이어의 능력 

상승함에 따라 캐릭터의 외관이 향상된다.68) 이 게임은 게임 랭킹 90위를 차지할 만큼 성공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69)

그 한편, 국내 개발사인 ‘INAPPIN Co. Ltd.’이 2015년 5월 8일 출시한 ‘Combo Knight’는 

Combo Quest의 플랫폼인 Apple Store는 물론이고, Google Play와 NAVER Appstore에서도 서비

스되는데, Combo Knight측은 자신의 게임의 특징을 ‘타임-탭’방식을 기반으로, 게임이 끝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개개의 적이 고유한 전략과 공격 방식을 가지며, 캐릭

터가 진화함에 따라 그 외관적 요소가 상승된다는 점을 자신 게임의 특징으로 소개했다.70)

2) 메커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표현요소

  가. 규칙 메커니즘: 타임-탭 방식

위에서 두 게임 모두 ‘타임-탭’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타임-

탭’ 방식이란,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과 방

어 블록을 탭(tap) 함으로써 공격과 피(被) 

공격, 그리고 방어가 가능하도록 한 방식

을 이르는데, 이와 같은 ‘탭’방식은 이 게임

이 유통되는 기기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라

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원저작물인 Combo Quest에서는 플레이

어를 기사(騎士)로 설정해, 적을 무찌르며 

끝없이 나아간다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데, 이는 ‘타임-탭’ 방식을 자신만의 

68) 콤보퀘스트 홈페이지 <http://www.comboquest.com/>, (2015. 08. 05).

69) “게볼루션 게임&앱정보>콤보퀘스트” <http://www.gevolution.co.kr/mgame/?svc=85760>, (2015. 08. 05)

70) 인앱핀 홈페이지 <http://www.inappin.com/?p=1336>, (2015.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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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ombo Quest의 블록(上)과 Combo 

Knights의 블록(下)

방법으로 표현한 Combo Quest만의 창작적 표현이라 하겠다. Combo Knights 역시 이 ‘타임-탭’

방식을 기사와 적이 끊임없이 대적하며 진행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비록 외관상 차이가 존

재하긴 하나 기본적인 뼈대와 그를 표현한 방식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71)

  나. 객체 메커니즘: 게이지의 블록

양 게임 모두 ‘타임-탭’ 방식을 표방하는 만큼, 그 표현방식의 유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Combo Quest는 이 ‘타임-탭’ 방식을 게임 화면 하단에 블록 형식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는

데, 가로축 막대 위로 다양한 성격을 띠는 블록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이 블록을 탭

(tap)하면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블록이 

가장 좌편에 다다르기 전에 탭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공격당하는 식으로 ‘타임-탭’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이 ‘블록’의 종류도 수

개로, 그 색깔과 크기 및 성격이 달리해 게임

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그림 10] 참고)

Combo Knights는 게임 공격 법 표현방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Combo Quest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했고, 블록들의 색깔, 크기 그리고 각각의 성격까지 거의 동일에 가깝다. 이는 

Combo Knights측이 Combo Quest측의 표현을 복제했다 할 수 있다.

  다. 능력치 선택 방법의 표현

양 게임 모두 하나의 적을 제거하고 나면, 포상으로서 세 개의 능력치가 제시되고 플레이

어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캐

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게임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나,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캐릭터의 레벨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하다. 이러

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선택지가 제시되고 그중 하나만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은 

Combo Quest의 표현이고 이를 Combo Knights가 그대로 차용한 점은 Combo Knights가 Combo 

Quest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소지가 높다.

3. 소결론

본 장에서는 게임 저작물의 주축을 이루는 메커니즘과 그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

았고, 메커니즘 요소들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게임 저작물의 침해 판단을 할 경우 종전 단순 

71) 앞의 각주 50)에서 언급한 바 있듯, Triple Town 판례에서 법원은 “판단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차이점이 아닌 

유사점”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24 …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그림 11] Combo Quest의 능력치 선택창(左)과 

Combo Knights의 능력치 선택창(右)

외관 이론이나 게임물의 기능성에 집중한 국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기존 판례를 재분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동일한 장르라도 그를 표현하는 규칙 메

커니즘은 수 개가 될 수 있으며, 다시 그 규

칙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기타 메커니즘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메커니즘 

요소들로 인해 게임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본 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표절 논란이 있었던 Combo Quest 사건을 살펴보았는

데, 모바일 특성에 따른 표현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적 분석을 통해 그 유

사성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Ⅴ. 결론

현대사회의 저작물은 각종 창작물들이 융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침해 판

단은 일반 순수 창작물의 침해 판단과는 달리해야 한다. 특히 게임 저작물은 오락성을 겸비

한 종합예술로서 평가72)되는 각종 순수 저작물의 집합체로, 시각예술의 극적인 요소를 최대

화한 저작물73)이기 때문에 게임물 자체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은 게임물의 외관에 치중된 판결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게임 

저작물의 프로그램 저작물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이들의 표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게임 저작물의 보호를 부정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게임 저작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탓이 크다.

따라서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에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인 ‘메커니즘’의 유

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게임의 구조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게임물 전체

72) 박선하, 모바일 혁명-스마트폰과 모바일게임의 국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적 요소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0 no.3 (2010), 137쪽.

73) 박귀련, [IP ISSUE ①]게임의 표절 논란 언제까지일까?, �지적재산권�, 제35권 (2010),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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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게임물에 미세한 변형을 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메커니

즘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는 게임 저작물 침해 판단에 있어 이 ‘메커니

즘’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게임의 구조가 동일하고 그에 파생되는 표현 요소가 유사하다면, 게

임의 전체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

리 게임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을 대체할 여지가 있는 모방 게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새로운 게임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게임 클로닝의 침해 

판단의 고려 요소로서 ‘메커니즘’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메커니즘적 판단을 

위해서는 게임물 전체에서 메커니즘을 분리하여 침해가 주장된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판단해

내야 하는데, 이에는 게임 전문가의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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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최근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부수적 복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방송음원 아카이브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음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게 해주

는 시스템으로, 최근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각 방송사의 구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가 해당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음원의 복제가 수반되는데, 이 행

위가 음원 권리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가 

방송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데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카이브 

논란의 해결과 더불어 부수적 복제를 어느 범위까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참고하여 부수적 복제의 범주를 넓게 보

고,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구축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적인 복제 행위를 복제권 침해의 면책 

행위로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안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컴퓨터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복제권 침해를 면책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수

적 이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아카이브를 포함한 더 넓은 부수적 복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2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제35조의3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하여 부수적 복제의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에 관한 문제와 같이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 양보에 의

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정 제도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중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강제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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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 서울방송 및 문화방송(이하 방송사라 한다.)이 방송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한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저작권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방송사와 음원 권리자(신탁기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

으며, 지난 2014년 2월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신탁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사의 음원 

아카이브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보내기도 한 바 있다.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방송음원 아카이브 행위 그 자체는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락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그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부수적 

복제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부수적 복제를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복제와 구분되는 개념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

우리나라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이후 저작권법 제35조의22)의 

신설을 통하여 부수적 복제에 대한 복제권 침해의 면책을 부여하는 등, 부수적 복제를 기본

적 복제 규범과 구분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3) 이에 방송사가 구축한 방송음원 아카이브 

역시 부수적 복제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의 음원 아카이브의 성격을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 부

수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을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팔란테(Maria A. Pallante, 現 미국 저작권청장), “THE NEXT GREAT COPYRIGHT ACT”, Twenty-Sixth Horace S. Manges 

Lecture, 2013, p.325~326.

2) 해당 조문의 상세한 내용은 이후 5면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는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이 복제물의 ‘소유를 통한 사용’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

을 복제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 도모”를 하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

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및 유통 기술 발전 등 가변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그 개정 효과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011, 4~5면.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에 관한 연구

2. 우수상 … 33

Ⅱ. 방송음원 아카이브와 저작권 침해

1. 방송음원 아카이브와 복제권 침해

(1)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개념

2000년대 이전에 방송사는 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음반(CD, 테이프 등)을 자료실에서 매

번 일일이 뒤져서 사용할 음원을 찾아야 했고 이렇게 찾아낸 자료를 책상 위에 쌓아놓고 편

집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의 방송 제작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로 급속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방송사가 갖추고 있던 비효율적인 음원 

관리･보존 시스템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각 방송사는 음원 등을 아카이브(digital 

archives)하여 손쉽게 이를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방송음원 아카이브는 음반 등에 고정된 음원을 디지털화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4) 방송사는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CD 및 LP 등에 고

정된 음원을 디지털 방송에 적합한 형태(MPEG-25))로 리핑(ripping)6)한 뒤, 관련 메타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용량 저장 장치(아카이브 서버)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

브 기술은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을 통합

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주고, 방송 콘텐츠의 생성, 저장, 관리 및 배포에 이르기까지 방송 제

작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최근 한류 콘텐츠 제작의 확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7) 왜냐하면 

한류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당 콘텐츠에 어떠한 구성요소들이 적절히 삽입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아카이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유용한 인프라이

4) 다만, 정보를 단지 축적하는 것뿐 아니라 갖가지 방법으로 이들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축적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이것이 정보를 축적만 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가 다른 점이다. 김창유, 디지털 시대의 영상자

료 보존을 위한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논문집�, 제9권(2004), 62면.

5) MPEG-1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994년 저장매체(DVD), 방송매체(HDTV, 디지털 위성방송, Skylife 

등) 그리고 통신매체(LAN, ATM, ISDN)에서 영상 및 음향 압축에 사용하기 위해 표준화한 것이다. MPEG-2 규격은 MPEG-1에 

비해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해상도에서도 고화질과 고음질의 영상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또 MPEG-1의 규격은 TV 방송에서 한 영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필드(Field)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용 규격에 포함

되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했다. 하지만 MPEG-2의 경우 필드(Field)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PC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성방송 

같은 방송용 매체에서도 함께 쓰일 수 있게 만들어진 규격이라 그 확장성이 더 넓다. 네이버 지식백과, “MPEG-2”, 오디오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5293&cid=42339&categoryId=42339>, (검색일:2015. 8. 11.).

6) 디지털 형식의 음성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김덕일,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를 이용한 방송시스템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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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에 아카이브를 공공성이 강한 행위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증가하던 아카이브, 특히 방송음원 아카이브

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기존에 허락되지 않은 행위로서 계약에 관한 논란

이 불거지고 있어, 그 법적 성격이 문제 된다.

[그림 1] 방송음원 아카이브 과정의 개요

(2) 복제권 침해 문제의 쟁점

방송음원 아카이브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방송음원 아카이브가 음원의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본래 방송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

회 등의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을 통하여 방송물의 제작을 위하여 이용하는 음원에 대한 복제

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왔다. 즉, 방송을 위하여 특정의 곡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곡의 이용

분에 따른 저작권료를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은 이렇게 이용이 허

락된 음원을 이용하여 방송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년 이내의 일시적인 녹음 및 

녹화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방송사들이 원활하게 방송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그런데 최근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이 확산되면서, 방송사들은 방송에 활용하기 위한 음

원을 아카이브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을 위하여 이용허락받은 

음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인식, 즉 아카

이브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음원의 저

작권자 입장은 방송사들의 아카이브가 자신들이 이용을 허락한 복제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방송음원 아카

이브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제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8) 저작권법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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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권 침해 여부 검토

저작권법은 복제권을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9), 이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

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특정

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된다.10) 

저작권법은 제2조 22호에서 복제의 개념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

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

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한

다.11) 즉, 복제는 그 성립요건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어야 하

는데,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역시 유형물에의 고정이 전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제는 반드시 유형물에의 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12) 다만 그 고정이라

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았다.13) 한편, 복제행위의 유형으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을 제시하고 있

지만, 이는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14) 이에 파일 등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록 매체에 저장하는 행

위도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5)

이를 본 사안, 즉 방송사와 음원 권리자 간 복제권 문제에 비추어 살펴본다. 방송음원 아카

이브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면,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음원 자체를 디지털 특정 유형으로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를 위한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세부적 쟁점은 

기존의 음원을 특정 유형의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복제인지, 또한 그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

는 것이 복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복제

의 개념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음원을 다른 형태의 것으로 변환, 즉 다시 제작하는 것 역시 복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9)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438면.

11) 한편, 2011. 12. 2. 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도 포함됨을 명시

함과 동시에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01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컴퓨

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2) 오승종, 전게서, 440면.

13) 정윤형,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와 그에 대한 면책,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2015년 

4월, 1면.

14) 오승종, 전게서, 441면.

15) 이소정, 인터넷 녹화･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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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음반을 서

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하고,16) MP3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에 저장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17)한 바 있다. 따라서 특정의 음원 파

일을 아카이브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 역시 이러한 행위와 다르다 할 수 없으므로 복제가 이

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음원 아카이브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함은 일단 인정할 수 있다.

방송음원 아카이브가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면책이 가능한 사유

에 해당한다면 방송사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규정으로는 저작권법 제34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조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

을 가지는 방송 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

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녹음물 등의 보존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전제가 방송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적인 제작

을 위해 발생하는 복제에 대한 면책을 인정한 것이다.18) 이에 어느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보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카이브에 본 규정을 적용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부수적 복제 문제

부수적 복제에 대하여 사전적 혹은 법률적 정의가 명시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정당

한 권원에 기초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복제를 부수적 복제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수적 복제 개념을 저작권법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을 

일시적인 복제까지 포함시키면서 과도한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으로 제35

조의219)를 입법하면서 본 개념이 도입되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의 일시적인 

16) 서울지방법원 2003. 9. 30. 선고, 2003카합2114 결정.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17)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

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5), 681~682면.

19)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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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부수적 복제로 보고 이용자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본 조는 부수적이라는 것과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적이라

는 개념은 시간적 한계를 의미한다기 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할 때 그 

복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실제 발생

하는 복제는 독자적인 복제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20) 다

만 저작권법 제35조의2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의 부수적 복제는 컴퓨터의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로 그 규정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수적 복제에 대한 판결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

결은 아니지만 “Be the Reds”판결21)에서 “물리적, 기계적, 형식적으로는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부수적 복제로 인한 면책 가능성을 명시한 바 있으며, 최근 오픈캡

처 판결22)에서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 이용도 포함하는 주된 이용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

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

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

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복제권이 미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

래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까지도 저작권자가 통제

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을 보더라도 부수적 복제에 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정당한 권원

을 갖고 있다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복제 행위는 그것이 복제로서 독자

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즉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만일 

부수적 복제로 볼 것을 복제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본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부여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저작권자에게 보호가 부여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방송음원 아카이브 문제에 있어서도 부수적 복제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291면.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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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음원 아카이브가 저작권법에서의 복제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아카이브가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복제행위는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방송음원 아카이브 분쟁에서도 방송 사

업자들은 아카이브가 부수적 복제에 해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법 제35조의2의 규정 범위 이외에 아직까지 부수적 복제로 볼 수 있는 범주에 관하여 본격적

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 부수적 복제를 저

작권법상의 규범적인 복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

는 구체적으로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저작권법상 어떠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등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기적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해외 주요국 논의와 비교적 검토

1. 미국

미국은 연방 저작권법 제117조(a)(1)23)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기계와 함께 이용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및 개작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가지는 복제권 

등으로부터 면책시키고 있고, 동법 제117조(c)24)에서는 컴퓨터를 유지하고 수리하는 과정에

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의 복제를 면책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2와 유사하게 부수적 복제를 규정하

23)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Title 17, United States Code) §11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Computer 

programs) (a) Making of Additional Copy or Adaptation by Owner of Cop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it is not an infringement for the owner of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to make or authorize the making of 

another copy or adaptation of that computer program provided: (1) that such a new copy or adaptation is created as 

an essential step in the utiliz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in conjunction with a machine and that it is used in no 

other manner, or (2) that such new copy or adaptation is for archival purposes only and that all archival copies are 

destroyed in the event that continued possession of the computer program should cease to be rightful.

24)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Title 17, United States Code) §11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Computer 

programs) (c) Machine Maintenance or Repai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it is not an infringement 

or the owner or lessee of a machine to make or authorize the making of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if such copy 

is made solely by virtue of the activation of a machine that lawfully contains an authorized copy of the computer 

program, for purposes only of maintenance or repair of that machine, if (1) such new copy is used in no other manner 

and is destroyed immediately after the maintenance or repair is completed; and (2) with respect to any computer 

program or part thereof that is not necessary for that machine to be activated, such program or part thereof is not 

accessed or used other than to make such new copy by virtue of the activation of th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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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복제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한계

를 공정이용(fair use) 법리로 해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자국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정에서도 이를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

며,25) 부수적 복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면책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팔란테(Maria A. Pallante) 현 미국 저작권청장은 지난 2013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법

원, 지식재산, 인터넷에 관한 소위원회가 개최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21세기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 과정에서 “부수적 복제물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복제물을 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부수적 복제물을 다른 복제 행위와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부수

적 복제물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

급하며 부수적 복제의 면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부수적 복제에 대한 인정과, 이에 따라 저작

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방식이 보인다. 예를 들어 네리 판결26)을 살펴보면, 이는 조

각 작품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허락한 사진 촬영에서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었는데, 그 사진이 해당 조각의 대체품이 될 수 없으므로 잠재적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없을

뿐더러, 이용자가 본래 의도했던 이용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 경우 이를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또한 구글봇 판결27)에서는 “위 자동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수많은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페이지

를 ‘cached’하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에 대한 장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글 사이트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검색

엔진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그 이용 속도도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위 복사본의 목적이 상당히 변형적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성 및 선의가 

인정되는 구글의 위와 같은 이용에 일부 영리성이 잔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 웹사이트

의 시장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한다.”라는 판

시를 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부수적 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이를 세부적으로 적용하기보

다는, 판례 해석의 오랜 축적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그 면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5) 박장미, 일시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33면.

26) Neri v. Monroe, 2014 WL 793336 (W.D.Wis. Feb. 26, 2014).

27) Field v. Google, Inc., 412 F.Supp. 2d 1106(D. Nev.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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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캐나다는 부수적 복제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 저작

권법 제30.7조28)에서 부수적 복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30.71조29)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로는 비숍 대 텔리 메트로폴(Bishop v. Tele-Metropole)판

결30)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뮤지컬 작품을 방송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저작권자가 허락한 

방송할 권리에 방송 사업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부수적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

는지를 다투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수적이더라도 어떠한 목적에 따라 승인 

없이 저작물을 응용한 것은 저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고, 임시 녹음은 방송을 위해 매우 편

리한 장치이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일시적 녹음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의 허용을 부정하고 저

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 이후 캐나다의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을 위한 일시적･부수적인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

한 허락을 받는 행위가 방송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

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법원이 실제 부수적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복제권의 영역으

로 인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복제권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그 

범위가 송신 목적이나 타임 시프팅(time shifting)을 위하여 1개의 복제물 제작만 허용한 것으

로써 매우 제한적이었다.31)

캐나다의 방송 사업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와 음원 권리자 간

에 이루어진 방송음원 아카이브 분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에

는 방송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복제에 대한 점이 문제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음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아카이브 구축 행위 자체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캐나다에서도 최근 방송음원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부수적 복제를 광범위하게 인정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8) Copyright Act of Canada 30.7(Incidental Inclusion)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incidentally and not 

deliberately (a) include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in another work or other subject-matter; or (b) do any act in 

relation to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that is incidentally and not deliberately included in another work or other 

subject-matter.

29) Copyright Act of Canada 30.71(Temporary Reproductions for Technological Processes)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make a reproduction of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if (a) the reproduction forms an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b) the reproduction’s only purpose is to facilitate a use that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c) the reproduction exists only for the duration of the technological process.

30) Bishop v. Stevens, [1990] 2 S.C.R. 467.

31) 하동철･김광석,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제24권 2호(2012),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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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은 부수적 복제에 관하여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332)과 제47조의433)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3은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당해 저작물을 전

자계산기에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번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부수적 복제의 범위를 “전자계산기”에서 만으로 제한한다. 또한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4는 “기록 매체 내장 복제기기의 보수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장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내장 기록 

매체 이외의 기록 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고 당해 보수 또는 수리 후에 당해 내장기록매체

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보수, 수리를 위한 복제”만 부수적 복제의 대상으로 허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방송음원 아카이브에 대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사와 음원 권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에 관한 

성격에 대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34) 본 사안에서는 일본의 방송 사업자가 자료실 개

념의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음원의 저작권자가 방송을 위한 일시적 

고정 규정의 근본 취지는 방송의 긴급성 및 사전 녹음, 녹화방송에서의 불가피함에 따르는 

일시적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카이브 행위가 본 면책규정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는 복

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아카이브 보유 서버에 축적된 음악의 총 곡

수가 한정된 점, 또한 당해 아카이브가 방송되지 않는 음원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삭제되는 

시스템인 점, 또한 음원을 아카이브에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송에 통상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송 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방송을 위한 일시적 복제의 범주를 여러 번 방송을 예정할 수 있는 녹음･녹화에까지 확

32) 日本の著作権法 第四十七条の三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の複製物の所有者は､ 自ら当該著作物を電子計算機において利用するた

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 当該著作物の複製又は翻案（これにより創作した二次的著作物の複製を含む｡）をする

ことができる｡ ただし､ 当該利用に係る複製物の使用につき､ 第百十三条第二項の規定が適用される場合は､ この限りでない｡ 

２. 前項の複製物の所有者が当該複製物（同項の規定により作成された複製 物を含む｡）のいずれかについて滅失以外の事由

により所有権を有しなくな つた後には､ その者は､ 当該著作権者の別段の意思表示がない限り､ その他 の複製物を保存して

はならない｡ 

33) 日本の著作権法 第四十七条の四 記録媒体内蔵複製機器（複製の機能を有する機器であつて､ その複製を機器に内蔵する記

録媒体（以下この条において ｢内蔵記録媒体｣ という｡）に記録して行うものをいう｡ 次項において同じ｡）の保守又は修理

を行う場合には､ その内蔵記録媒体に記録されている著作物は､ 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 当該内蔵記録媒体以外の

記録媒体に一時的に記録し､ 及び当該保守又は修理の後に､ 当該内蔵記録媒体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2. 記録媒体内蔵

複製機器に製造上の欠陥又は販売に至るまでの過程におい て生じた故障があるためこれを同種の機器と交換する場合には､ 

その内蔵記 録媒体に記録されている著作物は､ 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 当該内 蔵記録媒体以外の記録媒体に一時

的に記録し､ 及び当該同種の機器の内蔵記 録媒体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り内蔵記録媒体以外の記

録媒体に著作物を記録した者は､ これらの規定による保守若しくは修理又は交換の後には､ 当該記録媒体 に記録された当該

著作物の複製物を保存してはならない｡

34) 일본 동경지방법원 2000. 5. 16 선고, 1998년 17018호･19566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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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보았고, 그 근거로 단순히 개별적인 방송에 대한 일시적 녹음･녹화만을 인정한다면, 

추후 방송하게 될 때 다시 녹음･녹화를 해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번잡함과 사회 경제적 불합

리한 결과, 또한 그것이 음반 제작자에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제권 침

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35) 먼저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복제 

허용에 대한 입법 취지를 오해하였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방송을 위한 일시적 복제는 방송

에서의 일시적 필요 때문이며,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물의 보존기간을 고려한 것인데 이

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한다. 또한 방송을 예정한 편성 서버가 아닌 방송을 위한 데이터를 보

유하는 서버에 음원을 축적한 것은 방송을 위한 복제가 아닌 데이터의 보관을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복제권이 침해된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방송을 위한 일시적 복제 규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전제한 것이지 전반적인 방송을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방송에 대한 예정이라는 판

단도 성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36)

4. 유럽

(1) 영국

영국은 영국 저작권법 제28조A(일시적 복제물의 제작)37)와 제31조(저작물의 부수적 포

함)38)로 부수적 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시적 복제물의 제작은 정보사회에서의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이하‘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이라 한다.) 제5조39)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요건은 우리나라 

35) 棚野正士, 放送事業者等著によゐ一時的固定 - 判例 スタ―デジオ事件にみる, 著作權法の權利制限規定をめぐる 諸問題, 權利

制限委員會(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ンタ―, 2004, 104~107면.

36) 오승종, 전게서, 721면.

37)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28A(Making of temporary copies) Copyright in a literary work, other than a 

computer program or a database, or in a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the typographical arrangement of a published 

edition, a sound recording or a film, is not infringed by the making of a temporary copy which is transient or incidental, 

which is an integral and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and the sole purpose of which is to enable (a) a 

transmission of the work in a network between third parties by an intermediary; or (b) a lawful use of the work; and 

which has no independent economic significance.

38)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31(Incidental inclusion of copyright material) (1) Copyright in a work is not 

infringed by its incidental inclusion in an artistic work, sound recording, film [F74 or broadcast]. (2) Nor is the copyright 

infringed by the issue to the public of copies, or the playing, showing [F75 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nything 

whose making was, by virtue of subsection (1), not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3) A musical work, words spoken 

or sung with music, or so much of a sound recording [F74 or broadcast] as includes a musical work or such words, 

shall not be regarded as incidentally included in another work if it is deliberately included.

39)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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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2의 요건과 같다. 영국 저작권법 제31조는‘저작물의 저작권은 미술저작물, 

녹음물, 영화, 방송에의 부수적 포함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와는 다르게 저작물의 부수적 포함에 관하여 폭넓게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우

리나라의 오픈캡처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을 보기 위한 화면 복제 및 캐시 복제’에 관

한 판단이 있었다. 영국 대법원이 당해 사안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5

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복제가 일시적이어야 하고, 순간적이거나 부

수적이어야 하며, 기술적인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복제의 유일한 

목적은 중계자나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또는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3자 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중요성이 없

어야 함.”을 고려하여 예외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특히,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면서, “스크린 복제는 인터넷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떠나

는 순간 스크린 복제는 자동적으로 삭제되므로 순간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캐시에 의한 복

제는 기술적 과정과는 독립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수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음.”

이라고 판시하여 부수적 복제는 저작권법상 규범적 복제와 구분되는 것으로써 면책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40)

(2) 독일

독일은 저작권법 제44조a41)와 제57조42)에서 부수적 복제를 우리나라보다 좀 더 포괄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트리밍 비디오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의 컴퓨터의 캐

시 복제에 관해 저작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 법무부 장관이 성명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로 독일 저작권법 제44조a의 

요건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가 합법적 이용을 위한 것일 점, 일시적 또는 간헐적 복제일 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허용된다는 점’을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rticle 5(Exceptions and limitations) 1. Temporary acts 

of reproduction referred to in Article 2, Which are transient or incidental [and] an integral and essential part of a 

technological process and whose sole purpose is to enable: (a) a transmission in a network between third parties by 

an intermediary, or (b) a lawful use of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to be made, and which have no independent 

economic significance,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production right provided for in Article 2.

40) 김은관, 사법재판소, 인터넷을 보기 위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저작권동향�, 제12호(2014), 309면.

41) Urheberrechtgesetz §44a(Vorübergehende Vervielfältigungshandlungen) Zulässig sind vorübergehende 

Vervielfältigungshandlungen, die flüchtig oder begleitend sind und einen integralen und wesentlichen Teil eines 

technischen Verfahrens darstellen und deren alleiniger Zweck es ist, 1. eine Übertragung in einem Netz zwischen Dritten 

durch einen Vermittler oder 2. eine rechtmäßige Nutzung eines Werkes oder sonstigen Schutzgegenstands zu 

ermöglichen, und die keine eigenständige wirtschaftliche Bedeutung haben.

42) Urheberrechtgesetz §57(Unwesentliches Beiwerk) Zulässig ist die Vervielfältigung, Verbreitung und öffentliche Wiedergabe 

von Werken, wenn sie als unwesentliches Beiwerk neben dem eigentlichen Gegenstand der Vervielfältigung, Verbreitung 

oder öffentlichen Wiedergabe anzuseh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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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부수적 복제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43) 

(3) 북유럽

북유럽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따라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핀란드 등에서 유사하게 부수

적 복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중요성이 없는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일

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고, 스웨덴은 문학,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0조a44)에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용권한이 있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제작, 배

포, 공연,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인 부수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폭넓은 부수적 복제의 면책이 이뤄지고 있다. 북유럽에서의 부수적 복제에 관한 논의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우나, 북유럽 각국의 저작권법에 우리나라보다 포괄적인 조문들이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넓은 범주의 부수적 복제 행위가 면책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5. 검토 : 부수적 복제의 인정 범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부수적 복제 문제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 및 유형에 대하여 부수적 복

제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통하여 부수적 복제 행위에 대한 면

책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법리를 이용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방송음원 아카이브에 대한 부수적 복제성과 공익적 성격을 인식하고 면책을 부

여하고자 하며, 캐나다 역시 기존의 좁은 면책 인정이라는 견해에서 벗어나 점차 디지털 아

카이브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 외 유럽에서도 부수적 

복제에 대한 예외 인정 및 공정이용 등을 통한 면책을 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수적 복제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 컴퓨터 이용에서의 부수적 복제만

을 한정하여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즉 해외 주요국의 입법적 흐름이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수적 복제의 인정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

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3) 이수형, 독일 법무부-저작권 침해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은 불법 아니다, �저작권동향�, 제3호(2014), 415면.

44) om upphovsrätt till litterära och konstnärliga verk 20a§ Var och en får genom film eller televisionsprogram framställa 

och sprida exemplar av konstverk, framföra konstverk offentligt och överföra konstverk till allmänheten, om förfogandet 

är av underordnad betydelse med hänsyn till filmens eller televisionsprogrammets innehåll. Motsvarande förfoganden får 

göras vad gäller konstverk som förekommer i bakgrunden av eller annars ingår som en oväsentlig del av en bild. 

Förfoganden enligt första stycket får dock endast ske om förlagan till det exemplar som framställs när konstverket tas 

in i filmen, televisionsprogrammet eller bilden är ett exemplar som omfattas av en utgivning av konstverket eller ett 

exemplar som överlåtits av upphovsmannen. Om någon exemplarframställning inte sker, gäller motsvarande det 

exemplar som direkt överförs till allmänheten genom televisionsprogrammet. Lag (2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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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부수적 복제의 범주와 관련하여 생각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아카이브는 방송이라는 주된 저작물의 원활하고 효율적

인 이용을 위하여 제작과 관련되는 음원들을 부수적으로 복제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행위

로 만들어진 자료실의 형태이다.45)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에 관한 규정은 

제35조의2로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이며, 일

시적 저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방송음원 아카이브에 본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수

적 복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저작권법 제34조는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에 

관한 면책으로 자료실의 개념으로 구축되는 방송음원 아카이브에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해석상 방송음원 아카이브가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물

의 이용 유형을 고려할 때 점차 넓어지는 복제의 범위에 균형을 이루어 부수적인 복제 행위

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인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

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부수적 복제의 적용을 통한 복제권 침해의 면책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부수적 복제의 각국의 논의를 살펴보면, 복제권 침해의 면책이 될 수 있는 부수적 복제는 

‘정당한 이용에 부수될 것’,‘효율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및 ‘경제적 중요성이 없을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본질적인 권리의 보호 및 시장과 상충하지 않는 부분은 이용자들이 자

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정하여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한 저작권 관련 산업 전

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국의 법학자들은 ‘부수

적’이라는 의미에 관하여 비의도성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서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46) 즉 부수되는 것의 의미를 일시적 혹은 의도적이라

는 제한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다소 넓게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부수적 복제가 갖는 본질적인 의의와 앞서 살펴본 해석론 등을 고려할 때, 부수적 복제에 

의한 면책을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이용으로 한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와 상충하지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는 각국의 

추세에 부합하여 다소 폭넓게 부수적 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저작물 및 콘텐츠의 창출과 이용 

활성화라는 면에서 저작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저작권법의 목

적과도 부합한다고 본다.

45) 오승종, 전게서, 718면. 

46) Kevin Garnett et al., Copinger and Skone James on Copyright(Vol.1 15th ed.), Sweet & Maxwell(2005), p.5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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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2

는 부수적 복제의 인정을 통한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에 컴퓨터의 이용과정에서의 부수적 복제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부수적 복제에도 면책을 부

여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수적 복제에 의한 면책 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식을 생각해보면,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인 면책규정을 두는 방식과 현행의 경우와 같이 부수적 복제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건대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다양

하게 존재하고 또한 그 변화성이 매우 높은 저작물 관련 시장에서 한정주의는 그 적용에 있

어서 한계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첫 번째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

리나라 저작권법이 대륙법계를 계수한 입장에서 일반규정화는 경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제35조의3의 신설과 같이 최근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입법 방식이 허용

되고 있는 것이 추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수적 복제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저

작물 분야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면책을 부여하는 방식, 즉 일반규정화한 방식으로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규정을 개정하여 제1항에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수적 복제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을 제시하고, 제2항에서는 기존의 컴퓨터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규정 개정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 그 의미를 보

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수적 복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용에 부수될 것’, ‘효율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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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

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부수적 복제) ① 저작물

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고 권

리자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그 저작물을 부수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②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

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표 1] 저작권법 제35조의2 개정(안)

개정안은 제1항에서 현행의 “일시적 복제”를 “부수적으로 복제”로 변경하여 일시적이지 않

은 부수적 복제행위가 면책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개선하였다. 특히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저작물 유형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 이용행위 모두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은 현행의 컴퓨터에서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유지하여 제1항의 일반규

정화된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법 하에서의 이용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사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서의 세부적 기준 제시

영미법계 저작권법에서는 부수적 복제에 관한 문제를 공정이용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법 제35조의347)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부수적 복제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의 해석에 

따른 판단을 하도록 의도하는 규정이다.48) 이러한 방식은 판례가 법원으로 작용되는 영미법

계와 달리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매번 구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법원은 아니지만 일정한 지침을 부여

하여 판단의 일관성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49)

47)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

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

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48) 이호신, 도서관 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1호(2014), 398면.

49) 2010년 12월,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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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부수적 복제의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 제35조의2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

을지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생각해보면, 방송 음원 아카이브 등이 저작권법 제35조

의3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의 네 가지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며, 방송음원 아카이브 등의 행위가 각 기준에 어떻게 적용될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의 여부의 경우, 오늘날에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상당히 줄어들어 그 중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50)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리적 이용에까지 부수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의 면책을 인정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영리적 이용의 경우 

뒤에서 살펴볼 시장 대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가능

성도 높다.

두 번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용도로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의 경우에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그 구축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음원이 방송의 제작을 위한 용

도로만 쓰여야 하는 것이지, 타 방송사로 재판매를 한다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부수적 

복제에 의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고 음원 권리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의 통설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였다고 하여 공정이용의 인정 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부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51) 특히 그 이용을 인정함에 따르는 이용자의 이익 및 공익적 가치가 권리

자의 손실을 훨씬 상회하고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52)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경우, 해당 음원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부수적

으로 복제하게 되지만 음원의 특성상 일부만을 아카이브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원 전체의 아카이브 역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아카이브의 공익적 가치가 음원 권

리자의 손실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예외가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50) 김시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40면. 한편, 2013년 7월 26일 이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906167)과 같이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저작권법에서 제외시키자는 입법의 발의도 

존재한다.

51) E.g.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Cal, 1992); Belmore v. City Pages, Inc. 880 F.Supp. 673 (D.Minn.1995).

52) 이해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저작권상생협의체(2010),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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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복제물은 원 저작물의 이러한 시장 또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방송음원 아카이브에 저장된 음원은 순전히 방송 제작을 위한 것이고 

원래의 음원은 음반 시장에 속한 것으로써, 그 시장 자체가 전혀 다르므로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와 충돌할 개연성 또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네 가지 기준을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복제 행위에 해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복제권 침해의 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저작권 분쟁해결의 강제성 확보

현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음원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해 등의 분쟁 발

생 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는 아카이브에 관한 문제와 같이 양측의 이해가 상이하여 상호간 양보에 의

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조정 제도가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한

다는데 있다.53) 방송음원 아카이브의 복제권 침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아카이브 구

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음원의 복제･저장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을 침

해한다는 음원 권리자 측과 애초에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복제에 해당한

다는 방송사 측 간에 서로 상반되는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호 간 양보가 존재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현행의 조정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즉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54) 따라서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향에 무

게를 두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개선안은 저작권 중재제

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55)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인의 중재결정

에 의해 강제되는 합의를 바탕으로 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일종의 사적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56),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최종적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거부의 

53) 김시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2015), 196면.

54) 즉,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분쟁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정에 피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허대원, 저작권분쟁에서의 ADR제도의 이용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2권 제2호(2008), 186면.

55) 김시열, 전게논문(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196면. 또한 입법

적 논의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곧바로 도입하기에

는 기존의 조정 제도와의 균형 문제 등 아직까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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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인정되는 조정 제도와는 달리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강제

적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57)

구체적인 중재 도입 방안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정-중재(Med-Arb) 모델을 

차용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중재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식

이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58) 조정-

중재(Med-Arb)제도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로서 제3자가 처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

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중립적 제3자가 해결되지 못한 남은 쟁점에 대해 중재인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59) 조정-중재(Med-Arb)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

들이 조정 절차 내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인 중재인에 의

한 중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처음 조정 단계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인은 이전의 조정 단계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중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생략되어 그 절차상 소모되는 

비용 또한 일반 중재 제도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순수한 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와는 달리, 조정 단계에서 화해를 추구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더욱 호소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조정 단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구속력 있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조정에 비하여 최종성을 더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60)

56) 조창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제고방안, �KIET 산업경제(2004년 9월호)�, 69면.

57) 손승우, 저작권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65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저작권 분야에 대한 중재업무

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사･무역 등의 상사분쟁에 치우쳐 있는 탓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중재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58) 홍승기, 저작권 중재의 수용, �계간 저작권�, 통권 90호(2010), 82면; 하홍준,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157면.

59) 하홍준, 전게보고서, 94면.

60)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2014),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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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송음원 아카이브에 대한 복제권 침해 논란은 부수적 복제에 관한 논

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음원 아카이브는 한류 수출의 핵심인 

방송물에 대한 제작의 편의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송계에서는 상당히 

공익적 과정이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분야에서의 논의가 아직 전통적인 복제권 침해

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최근 부수적 복제에 대한 논의의 확산은 이

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인정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그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는 권리자들의 이익을 해하

는 범위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침해되는 권리가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가치라면 그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익의 형량을 통하

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를 정하는 문제이다. 방송음원 아카이브와 같이 공익성을 갖는 행위

에 대하여 저작권 행사의 제약 범위로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다양한 이익의 형량이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부수적 복제에 대하여 논

의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익의 형량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

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러한 한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한류 확산을 위한 법적 장애가 제거되고 효과적인 저작권 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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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웹툰은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규모, OSMU를 통한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부가수익 창출로 

인하여 최근 차세대 한류를 이끌어나갈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웹툰의 작성기법 중 하나인 

트레이싱은 원본 저작물을 밑에 깔고 이를 그대로 베끼거나 컴퓨터 등 도구를 활용하여 원작

의 일부, 윤곽선 또는 전부를 복사해내는 기법이다. 트레이싱 기법은 창작자들이 저비용 고효

율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창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싱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동안 개별 웹툰의 트레이싱 사용여부에 대한 인터넷 상의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트레이싱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된 기법이기 때문에, 미

술저작물이나 만화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법적 논의는 표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트

레이싱 기법 자체에 주목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트레이싱 기법의 개념을 예시와 유사 개념(복제 기술･모작･패러디)과

의 비교를 통해 정의하고자 한다. 권한 없는 트레이싱으로 인해 침해당할 수 있는 원저작자

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에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에서는 복제권과 2차

적 저작물 작성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유

효한 저작권자가 아닐 것, ②주관적 요건(의거)과 ③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을 충족하여

야 하는데, 저작권 침해 요건에 대한 기존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여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기본적인 논의에 터 잡아 웹툰 저작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유료 소재 사이트의 활성화와 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올바른 트레이싱 기법 사용을 위

한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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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웹툰 시장의 성장과 발전가능성

최근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웹툰이란, Web(웹)과 

Cartoon(카툰)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되는 만화’1),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상에서 감

상하는 만화’2)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만화사업은 정체기이나, 웹툰 시장을 포함할 경

우 만화산업 매출액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 뿐만 아니라 웹툰은 영화･드라마･게임 

등의 영상 콘텐츠, 출판 만화, 디지털 상품, 광고, 제조업 라이선스 등 OSMU4)를 통한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부가수익 창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림 1]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추이5)

1) “네이버 오픈국어”,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79740>, (2015.8.20).

2) 김재필･성승창･홍원균, 웹툰 플랫폼의 진화와 한국 웹툰의 미래, �디지에코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2013), 5쪽

3) 문화체육부 보도자료(2014년 5월), 8쪽

4)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으로 최소의 투자 비용

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2371&cid=

50371&categoryId=50371>, (2015.8.20).

5) <그림1 각 수치에 대한 설명>

   - 1차 매출 : 온라인 만화제작, 유통업 매출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포탈의 웹툰 원고료 및 PPS, 유료콘텐츠 등을 고려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등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사업 육성 중장기계획’ 내 만화사업 매출액 목표에 근거하여 산출

('15년 이후부터는 2차 저작권료 및 판권 수입 등은 2차 부가가치로 별도 분리)

   - 2차 부가가치 : OSMU(One Source Multi Use)에 따른 수입. 캐릭터 상품/광고 매출, 연관 산업 고용창출 등을 고려

   - 해외 수출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내 만화산업 수출액 목표에 근거하여 산출

   성승창･김재필, 웹툰, 1조원 시장을 꿈꾸다, �디지에코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2015),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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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차세대 한류를 이끌어나갈 콘텐츠로 주목받는 만큼, 

웹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웹툰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웹툰은 강한 공개성을 지닌 디지털 미술이다. 기존 출판

만화와는 달리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발달한 웹툰 플랫폼으로 인해 웹툰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6) 디지털 상의 작품이라는 특성상 이용한 웹툰을 쉽게 스크랩하고 복제

할 수 있다.7) 둘째로, 웹툰은 공급자의 진입장벽이 낮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콘텐츠의 

가치를 주목하여 신진 창작 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웹툰을 모으기 시작함으로써 

웹툰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8)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작가들은 고료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

어 있고, 따라서 단시간 내에 일정 품질 이상의 많은 분량을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

다. 단행본 위주의 기존 만화와는 달리 일주일 단위로 연재하는 웹툰의 경우, 수많은 신진 작

가들 중에서 인기를 얻기 위하여는 마감에 늦으면 안 되고, 분량이 짧아도 안 되고, 품질이 

떨어져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웹툰 창작 환경으로 인하여 작가들이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웹툰을 제작할 방법

을 찾으면서 포토숍 등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한 트레이싱 기법

이 발전하였다(트레이싱 기법의 의의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트레이싱 기법은 보통 웹

툰의 배경이나 인물의 자세를 용이하게 그리기 위하여 활용되는데, 작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트레이싱을 하거나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에게 트레이싱 대상 원본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경우이다. 전술한 웹

툰의 첫 번째 특성인 강한 공개성과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웹툰 내지 저작

물을 트레이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 경우 작가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

는 인식이 없거나, 막연하게나마 인식하더라도 열악한 창작 환경 탓에 급하게 타인의 창작물

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작가는 독자들에 의해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작품의 연재를 중단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DAUM이나 NAVER와 같은 주요 

포털사이트 연재 웹툰들 중에서도 트레이싱에 의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 되었

던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해당 웹툰 내부 이미지를 수정하고 공개적인 사죄를 한 사례가 존

재한다.9) 

6) 한창완 외,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1-2쪽

7) 예를 들어, 최근에 네이버 웹툰의 경우 이용자가 웹툰을 컷별로 스크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없더라도 웹툰 그림을 저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8) 한창완 외,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1-2쪽

9) 해외에서는 유료소재를 무단사용하여 작성한 일러스트 표지를 사용한 출판물을 출판정지, 절판한 사례가 있었다. IT미디어뉴

스, “素材サイトの写真無断使用が判明､ コミック絶版に　エンターブレイン“,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010/

21/news052.html>(2015.9.1).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했으나, 예를 들어 출판한 웹툰을 전부회수하는 경우를 가정

한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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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이싱과 콘텐츠 저작권침해 문제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트레이싱은 콘텐츠 제작기술의 디지털화에 따라, 창작자들이 저비

용 고효율로 손쉽게 창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 중 하나이다. 출판만화와는 다르게 

웹툰은 컴퓨터 기술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창작기법

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10) 즉, 하나의 웹툰 제작 트렌

드로 자리 잡은 트레이싱 기법은 새로운 창작기술의 발견이며 웹툰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트레이싱 기법의 무분별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트레이싱

은 원본에 기반을 두어 제2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작자가 피(被)트레이싱 작품(원본)

을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싱을 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완성한 경

우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다.

본 논문에서는 트레이싱의 개념 및 분류를 정리해 보고, 트레이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저

작권법상의 권리 및 침해 요건과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Ⅱ. 트레이싱의 의의

1. 트레이싱 기법의 개념

트레이싱(Tracing)이란 용어는 영어 Trace라는 단어가 어원이다. ‘무엇의 형체･윤곽을 따라

가다’, ‘추적하다’라는 뜻11)을 가지는 Trace에서 유래한 트레이싱이란, 원본 저작물을 밑에 깔

고 이를 그대로 베끼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도구를 활용하여 원작의 일부, 윤곽선 또

는 전부를 복사해내는 기법이다.12) 만화･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창작자가 원본인 그림의 형

10) 실례로 웹툰 ‘옥수역 귀신’에서 국내 웹툰 최초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효과와 효과음을 삽입한 호랑 작가가 있다. 호랑작가는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만화로만 인식되던 웹툰 제작에 다양한 컴퓨터 기술력을 융합시켜 국내 웹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호랑 작가는 여러 동료 작가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였고 이러한 기술력은 웹툰 작가들 사이

에서 퍼져나가게 되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장면 변화에 따른 효과음 삽입, 움직이는 웹툰 컷 등을 활용한 웹툰 

‘2015 소름’이 연재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독특한 기술력을 접목한 웹툰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조해

진, “‘터널 3D’ 웹툰 그린 호랑작가 누구? ‘옥수역 귀신’으로 유명한 웹툰계의 테크니션”, <http://ruliweb.daum.net/news/view

/MD20140716174710906.daum> (2015.8.15).

11) 네이버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0d6ad47a68484c5c862b440f610c3600> (2015.8.6).

12) 마토메, “<용어해설> 모사, 모작, 오마주, 패러디, 트레이싱, 참고”, <http://tra-matome.tistory.com/m/post/18#>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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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포토샵 트레이싱 기법을 통한 선 따기

태를 똑같이 옮겨 그리는 기법으로서 트레이싱을 이용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웹툰 역시 

아마추어･프로 작가를 막론하고 컷 내부 배경, 음식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트레이싱 기

법을 적극 활용한다.13) 

트레이싱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원본인 그림을 복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를 트레

이싱 페이퍼 혹은 투사지14)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한 트레이싱이 가능하다. 출판만화나 2D 

애니메이션은 트레이싱 페이퍼나 라이트박스15)를 이용한 트레이싱 기법이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포토숍, 일러스트레이터, CAD와 같은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트레이

싱 기법이 일반화되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각종 콘텐츠 제작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

상시켰고 그에 따라 트레이싱 기술도 디지털화된 것이다.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한 트레이싱 기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캐릭터, 캐리

커쳐, 카툰, 게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숍을 예로 들어 창작자가 간단히 트레이싱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보자면, 우

선 트레이싱을 하고자 하는 원본이 필요하

다. 포토숍에서 해당 원본 파일을 연 다음, 

원본의 투명도를 낮춤으로써 원본의 형태

는 보이면서 그 형태를 따라 위에 새로운 

선을 긋더라도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만

든다. 반투명해진 원본 파일에 직접 그리지 

않고 레이어16)를 새로이 추가하여 새 레이

어 위에 원본의 형태를 따라 그린다. 새 레

이어 위에서 완성된 스케치를 원본에서 분

리시켜 새 파일에 저장하면, 원본 그림을 

트레이싱한 제2의 작품이 완성된다. 

13) 특히 웹툰작가로 데뷔하고자 하는 많은 아마추어들이 트레이싱 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웹툰 제작방법을 연습한다. 길문섭, 

�웹툰 공모전으로 도전하는 나도 웹툰작가�, 한스미디어(2015), 32-33쪽

14) 도면, 그림 따위를 투사하는 데 쓰는 반투명의 얇은 종이를 의미한다. 트레이싱 페이퍼의 종류로 물기를 빼고 도사(陶沙)를 

바른 미농지나 기름을 먹인 양지(洋紙) 등이 있다.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9784300&dir

ectAnchor=s508010p259661d305024> (2015.8.6).

15) 라이트박스란, 말 그대로 불이 나오는 상자의 형태를 띄고 있다. 원본인 그림과 트레이싱에 사용할 종이를 겹친 후 라이트박

스에 내장된 불빛을 비추면 트레이싱페이퍼 같이 반투명종이가 아닌 종이를 올려도 원본의 그림 형태가 비쳐서 보이기 때문

에 원본 그림의 선을 따기가 용이하다.

16) 레이어(layers)란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층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여러 레이어들을 형성하여 상위에 있는 레이어는 하위에 있는 레이어 위에 배치되며 서로 다른 레이어에 기록된 내용은 각각 

이동, 삭제, 수정, 선택 등의 기본 작업과 다양한 효과를 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웹툰,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포토샵 기능 중 하나이다. 이혜진･CODMEDIA, �포토샵으로 배우는 미술공부�, 영진닷컴

(2003),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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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이싱의 분류

트레이싱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부 트레이싱’과 ‘전부 트레이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전

부와 같은 양적인 정도의 차이는 원본과 트레이싱한 작품 사이의 복제 정도에서 구별할 수 

있다.17) 일반적으로 트레이싱 기법을 활용하는 창작자들은 원본의 형태나 윤곽선을 베껴 그

린 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주로 일부 트레이싱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웹툰과 같은 콘텐츠의 경우 원본 저작물의 형태를 전부 트레이싱하여 웹툰 내에 전부 활용하

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림 3] 원본, 일부트레이싱, 전부트레이싱 예시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 트레이싱’과 ‘색 트레이싱’으로 나눌 수 있다. 선 트레이싱이란 말 그

대로 원본에서 윤곽선과 같은 선 형태만 베끼는 것을 의미하고, 색 트레이싱은 그에 더하여 

원작의 색깔도 복제하여 신저작물에 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색 트레이싱이라 하더라도 반드

시 전부 트레이싱인 것이 아니다. 일부만을 트레이싱하더라도 색 트레이싱이 될 수 있으며, 

선 트레이싱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트레이싱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림 4] 원본, 선트레이싱, 색트레이싱 예시

17) 이와 같은 양적인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부냐 전부냐는 점을 판단하기 힘들다. 79% 분량적인 

유사성을 띌 경우에는 일부만 트레이싱한 것이고 이와 1% 밖에 차이나지 않는 80% 트레이싱한 경우에는 전부 트레이싱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 결국 일부 트레이싱인지 전부 트레이싱인지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레이싱을 한 콘텐츠의 특성, 트레이싱한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 원본과 트레이싱

한 부분의 실질적 유사성, 트레이싱한 부분의 작품 내 중요도 등 트레이싱과 관련한 모든 객관적･간접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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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레이싱과 유사한 개념

(1) 복제18)

트레이싱은 단순히 원본 작품을 컴퓨터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사본을 만드는 복제 기술과

는 차이가 있다. 순수한 복제의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새로운 사본 하나가 형성되는 것인 반

면, 트레이싱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원본과 100%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베낄 수 있다 하여도 근본적으로 트레이싱은 마우스나 태블

릿과 같은 도구를 활용한 수작업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림 2와 같이 트레이싱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원본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꽃의 형태나 위치, 모양은 사회경험 측상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본 사진 위에 기계적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그린 후 분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작업 없이 기술적으로 복제해놓은 사본과 비교하였을 

때 원본과 매우 경미한 정도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트레이싱은 원본 사진을 

이용하여 직접 형태를 베껴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차이에 있어 트레이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독창성을 이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다.

(2) 모작

모작이란 원본인 그림 및 사진을 보고 이를 베끼거나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도구를 활용

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으로 유사하게 따라 그린 것을 의미한다. 모작과 트레이싱 둘 다 원본

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기법이지만,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원본과 얼마나 

유사한 지가 아니라 컴퓨터나 기계적 수단을 활용하여 원본을 옮겨 그렸는지이다. 또한 모작

은 개인의 순수한 능력에 따라 원본과의 객관적 일치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트레이싱의 경

우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창작자가 누구인지 와는 상관없이 신저작물과 원저작

물 사이의 객관적인 유사성 정도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모작 기법은 미술,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

업군의 사람들이 기본 실력을 쌓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습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사실적인 

웹툰 장면 구성을 위하여 실제 사람들의 포즈를 사진으로 찍어서 원본인 사진을 모작 혹은 

모사하는 사례도 많다. 

(3) 패러디

패러디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

현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패러디는 오마주(Hommage)와는 용례를 구별하여 쓰는 것이 보통인

18) 저작권법상의 ‘복제’는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와 다소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지만, 여기서 ‘복제’란 전자복사

기･컴퓨터 등 기계적 수단으로 원본의 사본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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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자는 익살 내지 풍자가 주된 목적인 반면, 후자는 그 작품의 원작자를 존경하는 차원에

서 원작의 요소를 차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9) 패러디와 트레이싱의 공통점은 원저작

물에 근거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패러디는 의도적으로 원저작물과

의 공통점을 부각, 강조함과 동시에 새로운 독창성을 가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원저작물과

는 다른 표현상의 심미감을 감득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후술 하는 저작권법상 면책사유로 인

정될 수 있다.

Ⅲ. 웹툰 트레이싱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1. 저작권법상 침해되는 권리

(1) 서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을 가진다.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로는 배타적 지배권성, 공공성, 유한성, 가분성, 무체재산권성이 있

다. 그중 배타적 지배권성(排他的 支配權性)이란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물권에 준하는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0)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이하 “원저작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트레이싱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이하 “트레이싱 저작물”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트레이싱이 저작

권법상의 어떠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한다.

(2) 저작인격권의 침해

1) 서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권법은 공표권(저작권법 제

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출판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물의 수정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1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C%A8%EB%9F%AC%EB%94%94>, (2015.8.24).

2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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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9조), 이러한 권리도 넓게는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1) 저작

인격권 중에서는 특히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소지가 존재한다.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항)를 의미한다. 즉 성명표시권은 저작물

의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펜네임, 예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22) 저

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도 성명표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사회적･인격적 평가는 

원저작물에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성명표시권 주장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23) 따라서 

트레이싱 기법으로 원저작물을 복제하여 작성한 저작물에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트

레이싱 작업을 한 본인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만을 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저작

권법 제13조 제1항)를 의미한다. 고쳐진 내용･형식･제호가 설사 원래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자나 탈자의 정정이라면 모르되 저작자의 동의 없는 개변은 인정되지 아니한

다.24) 우리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➀개변에 의한 동일성의 

손상, ➁개변적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 유지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25) 

그런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저작재산

권으로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외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

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저작물2가 저작물1을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1에

는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자신의 저작물의 변경에 대한 이의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

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차적 저작

물 작성에 의한 개변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2차적 저작물이라

2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357쪽

22) 이상정, �미술과 법�, 세창출판사(2009), 264쪽

2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372-373쪽

2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381쪽

25) 우리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요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명예 또는 성망 침해, 그에 대한 우려를 따지지 않고 있어 

4가지 입법례중 가장 광범위하게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는 입법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382-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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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만으로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렵다.26) 따라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여 트레이싱 저작물

을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작자가 가지고 있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 

(3) 저작재산권의 침해

1) 서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대여권(저작권법 제21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이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상의 7가지 지분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27) 저작재산권에서는 특히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저작권

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인 이상 부분 복제하는 경우에도 복제권의 효력이 미친

다.28)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 의거한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트레이싱에 의하여 만들

어진다면, 해당 작품은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때 다소 수정･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저작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트레이싱 작품이라면, 복제의 범위에 속

하게 된다.29) 

법원은 <Be The Reds 의류 사진 사건>에서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

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Be The Reds’ 로고가 그

려진 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구저작권법 제136조 제

1항의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30) 31)

2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2), 287-288쪽

2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437쪽

2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441-443쪽

2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2년), 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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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

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5조는 2차적 저작물을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1987년 개정시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의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

로 되었고 현행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는 원저작

자의 동의가 없으면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다거나 그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석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게 되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32) 따라서 트레이싱을 한 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

을 부가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하더라도, 원저작물과의 종속적인 관계가 유지

되는 경우에 트레이싱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문제된다.33) 

2. 저작재산권 침해 요건

(1) 유효한 저작권자가 아닐 것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34)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등 침해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트레이싱 저작물을 완

성시킨 자가 복제권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권리행사 주체가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웹툰 내 배경을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배경을 사진으로 찍

은 후 트레이싱을 하거나 과거 자신의 그림을 일부 트레이싱하여 새로운 웹툰에 활용할 경

우, 원저작물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이거나 저작권법상 권리가 없는 자의 무단이용이

라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35)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트레이

30)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31) 연합뉴스, “‘Be the Reds!’ 옷 입은 모델사진 판매...“저작권 침해”” 2014.8.26.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4/08/26/0200000000AKR20140826095200004.HTML?input=1179m> (2015.8.24).

3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163-164쪽 

3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2), 780쪽

34) 강신하,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 진원사(2010), 5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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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완성되었고, 두 작품 사이에서 동일성(복제권 침해의 경우)

이나 종속적 관계(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경우)가 인정되어야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주관적 요건(의거)과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

1) 주관적 요건(의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의거관계에 관한 자백이나 신빙성 있는 증언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에도, 양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었다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의거관계가 추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미국 판례와 학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 이론은 만약 

유사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피고에 의한 무단복제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 의거했다는 점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이, 의거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36)37)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소송의 피고는 자

신의 작품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 오는 자연적 귀결이라거나, 혹은 공중의 영역에 속하게 된 다른 저작물을 원･피

고가 공히 이용한 데서 오는 결과라거나,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무관한 독립적인 

창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판례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

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

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38)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저작물과 트레이싱 저작물 사

3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2), 779쪽

36) 김창권,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의거관계 판단의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00호(2014년상권), 237-241쪽

37) 이때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충분히 현저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 등으로는 설명되

기 어렵고, 오직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은 주관적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때의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다른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10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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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의거’라는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트레이싱한 자가 쉽

게 접근할 수 있는지, 두 저작물 사이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트레이싱으로 완성된 작품이 

원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들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2014.5.16. 선고 2012다55068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

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

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

계를 추정할 수 있다”39)라고 하였다. 위 판결은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저작권침해 성립 요

소로서의 의거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의거관계 인

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대법원 2007.12.13.선고 2005다35707판결에서 들고 있던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중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유사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의거관계 

인정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저작권침해의 객관적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사이의 구분을 명

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40) 트레이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트레이싱 저작물의 작성자인 피고는 원저작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우연히 일치한 것이

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적 방법으로 원저작물과 의심되는 저작물의 현저한 유사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판례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 요건 ‘의거’가 추정될 것이다. 

2)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41)

저작물의 복제권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서 두 저작물이 유사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두 저작물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또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존재하는가가 문제 된다.42) 트레이싱 저작물은 원저작

물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 새로운 저작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①원

저작물의 복제물, ②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③원저작물과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로 단

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저작물에 사소한 개변을 하게 되면 원저작물의 복제물이 되는 

3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피고)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존재할 경우,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

지를 살펴본 연후에 신청인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복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9)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40) 김창권,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의거관계 판단의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00호(2014년상권), 247쪽 

41)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은 “부당한 이용”이라고 보며,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이라기보다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부당이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 또는 판단자료라고 보는 견해로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1096-1097쪽 

4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아카데미(2010), 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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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실질적인 개변을 하게 되면 2차적 저작물이 되며, 개변의 정도가 아주 커지면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받는다.43)

판례에 따르면 ①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물에 해당하고, 

한편 ②저작권법상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

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③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

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

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다.44)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

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표현

상의 창작성을 이용하였으나 그에 가하여진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원 저작물 상의 표현상의 창작성을 감득할 수 없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었

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5)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유사성과 전체적인 

느낌의 유사성이 모두 중요하다.46)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두 저

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

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게임 캐릭터 사건〉에서 캐릭터 저작자

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으로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

체적인 디자인”을 예시한 바 있다.47) 

(4) 해외 사례 검토

1) Shepard Fairey v. The Associated Press

트레이싱 기법은 원칙적으로 원본 이미지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크기 및 형태를 변형하더라도 트레이싱 작품과 투명도를 낮춘 원본을 

43) 최동배, 김별다비,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제40집(2013.12), 9쪽

44)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①,②,③은 임의로 추가하였음

45) 서울중앙지법 2015.02.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46) 김형진, �미술법�, ㈜메이문화산업연구원(2011), 296쪽

47)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48) Wikipedia, “Barack Obama “Hope” poster”, <https://en.wikipedia.org/wiki/File:Barack_Obama_Hope_poster.jpg>, 

(20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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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퍼드 페어리작 

오바마 Hope 

포스터48)

<그림6> 트레이싱 여부 판단기준: 

원본과 트레이싱 작품 겹쳐서 확인52)

겹쳐보면 원본을 트레이싱 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가 트레이

싱 기법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에 관한 AP통신의 저작권을 침해

했던 오바마 Hope 포스터 사건이다.

2008년 제작된 셰퍼드 페어리의 작품인 Hope 포스터가 AP 통

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AP통신의 사진을 트레이싱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2009년 페어리와 AP통신 사이에

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49) 사실 페어리는 AP통신의 허가 없

이 무단으로 오바마의 독사진을 사용하여 Hope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

여 문서들을 위조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거들을 조작하

였다.50)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페어리와 AP통신은 민사상 합의하였지만, 이후 

페어리가 증거를 조작했던 점이 밝혀졌고 결국 AP통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

여 오바마 포스터를 트레이싱한 점을 인정하였다.51) 

위 그림은 페어리의 트레이싱이 저작권을 침

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Hope 포스터의 

원본 이미지 관련 의혹을 제기하였던 해외 네티

즌이 만든 이미지이다. 왼쪽 가장자리 하단 사

진은 처음 페어리 작품이 AP통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문제 제기될 당시 페어리가 오바

마 포스터를 만들기 위하여 참고하였다고 주장

한 사진이다. 왼쪽 가장자리 상단 사진은 실제

로 페어리가 오바마 포스터를 만드는데 트레이

싱 원본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AP통신의 허락 

없이 페어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제 된 사진

이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페어리의 트레이싱 작품과 원본 사진을 겹쳐본 것만으로도 

왼쪽 가장자리 하단이 아닌 상단 사진이 페어리가 실제로 사용한 원본이라는 점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레이싱 기법을 사용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49) Sharon Wu, “Shepard Fairey Guilty In Copyright Case”, <http://nyulocal.com/national/2012/02/27/shepard-fairey-pleads-gu

ilty-in-copyright-case/>, (2015.8.22).

50) Larry Neumeister, “Obama ‘HOPE’ Poster Artist Pleads Guilty In NYC”,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2/24/obam

a-hope-poster-artist-guilty_n_1299983.html>, (2015.8.22).

51) Wikipedia, “Barack Obama "Hope" poster”, <https://en.wikipedia.org/wiki/Barack_Obama_%22Hope%22_poster>, 

(2015.8.22).

52) Stevesimula, “fairey poster photo source?”, <https://secure.flickr.com/photos/25105505@N07/3212113517/>, (20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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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 여부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입증할 수 있다. 트레

이싱 기술을 사용하는 창작자들은 디지털화된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과 다양한 그래픽 소프트

웨어들을 활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완벽한 복사의 수준으로 옮겨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

므로 원본 이미지의 출처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트레이싱 저작물과 원저작물을 겹쳐보

는 방법을 통하여 웹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두 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관계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트레이싱에 의한 저작

권침해는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현저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주

관적 요건인 ‘의거’ 역시 추정될 것이므로, 원본에 대한 일정한 사용 권한 없이 무단으로 트레

이싱한 점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 역시 용이하게 인정된다.

2) 모사작품의 2차적 저작물 여부가 문제된 일본판례

모사와 트레이싱은 상술하였듯이 서로 다른 기법이지만, 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모사나 트레이싱이 가진 저작권 침해 태양은 유사하다. 그러므로 모사 작

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트레이싱 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에도시대의 우키요에(이하 “원화”라 함, 원화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거

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를 모사한 ‘모사 작품’을 피고 출판사가 원고(모

사 작가 본인과 사망 후에는 그의 유족)의 허락 없이 출판물에 게재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

한 것이었다. 1심 법원53)은 “모사 작품이 원화에 의거하여 그 창작적 표현을 재현한 것에 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수정, 증감, 변경 등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모사 제작자에 의한 새로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더구나 원화와 모

사 작품 사이에 표현상의 실질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원화에서 감득(感得)되는 창작적 표현만

을 모사 작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모사 제품은 원화의 복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며, 모사 작품에 원화 제작자에 의해 부여된 창작적 표현과는 다른 모사 

제작자에 의한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부여된 경우, 즉 새로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에 접하는 사람이 원화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있는 동시

에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감득할 수 있다고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모사 작품은 원화의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모사 작품 4점 중 2점에 대

해서만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원화는 괴담을 그린 풍속화로

서 오래된 우물에서 귀신이 나온 모습을 보고 놀란 소계사(焼継師54))가 목을 움츠리고, 어깨에 

53) 도쿄지방법원 2006.3.23. 平成17年(ワ)第10790号 판결

54) “焼継”란 깨진 도자기류를 보수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에도시기 후기에 확산되었으며, “焼継”상인이 많아서 도자기 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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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고 있던 장대 끈에서 무심코 오른손을 놓아버린 모습을 뒤에서 그린 것이고, 원고의 모사 

작품은 에도시대 행상의 모습에 대한 도서에 발표한 것으로, 원화의 귀신과 우물 부분은 그리

지 않고 인물의 자세도 장대를 메고 있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뒤돌아있는 듯한 모습이었

던 경우와, ②원화는 와카(和歌) 내용에서 착안하여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소계사에 종사하고 

있는 가상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원고의 모사 작품은 에도시대 장사의 모습에 대한 도서에 

발표한 것으로, 두 그림은 정면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소계사의 모습과 깨진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있는 모습 등은 공통적이지만, 원고의 모사 작품은 보통의 소계사를 그

린 것으로 원화에서 인물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수염 등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경우이다.

이 사안에서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측은 통상의 사용료의 3배인 점당 6만6666엔

(2만2222엔×3)을 무단 사용에 대한 패널티로서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통상의 사용료의 2

배만을 인정하여 점당 4만4444엔을 인정하였다. 또한 1심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서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55)은 1심 판결을 대부분 긍정하였으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의 사용료 금액인 점당 2만2222엔만을 인정하였다.

3.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에 대한 면책사유 검토

(1) 서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도

모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56) 우리 저작권법은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

의 제한을 두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 이

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열거적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

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한정성’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적

인 견해이다.57)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

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트레이싱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장사가 안 될 정도라고 기록한 에도시대의 문헌내용이 전해진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홈페이지, <http://www.city.shinjuk

u.lg.jp/kanko/bunka02_002072.html>, (2015.8.24).

55)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06.9.26. 平成18年(ネ)第10037号, 第10050号 판결

5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569쪽 

5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570-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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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

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 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는 고려 하에 두게 된 것이다.58)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하여 공표하지 

않고 습작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웹툰 작가가 습작으로 작성한 트레이싱 저작물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

위는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블로그가 비록 개인적인 

관심사를 올리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중, 즉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사적복제에 해당하는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59)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공정이용)

저작권법은 2011년 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

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공정이용에 의한 면책 조건을 도입하였다.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

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트레이싱 저작물이 전술한 

원저작물의 패러디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60) 새로운 저작

물이 원저작물의 패러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법원은 Rogers v. Koons, 960 

F.2d 301(2nd Cir, 1922) 사건에서 ①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저작물의 성격, ③사용된 작품의 

양과 상당성, ④사용으로 인한 원작품의 시장가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61)62) 이러한 기

5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671쪽 

59)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674쪽

6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C%A8%EB%9F%AC%EB%94%94>, (2015.8.24).

61) 이상정, �미술과법�, 세창출판사(2009), 304-306쪽

62) 미국법원은 Cariou v. Prince사건에서 꼴라주 기법으로 기존 사진작품을 변형하는 패러디 작품으로 유명한 프린스가 카리우

의 사진을 재료로 꼴라주한 그림이 저작권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합리적인 관객이 프린스의 작품을 변형적(transform

ative)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매우 넓은 공정이용 기준을 제시하여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신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국법원은 본문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다. 최승수, “[문화가 산책]뒤러의 이유 있는 분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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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연재되는 웹툰이 다른 웹툰이나 일러스트, 사진을 트레이싱 기법으

로 가공하여 컷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사용의 목적과 성격, ④사용으로 인한 원작품의 시

장가치에 대한 영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패러디’로 인정될 여지가 희박할 것이다. 

Ⅳ. 웹툰 트레이싱과 저작권 침해의 특수성

1. 트레이싱에 따른 저작권 침해판단

트레이싱으로 작성된 웹툰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먼저 트레이싱 기법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서, 기계적 방법으로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트레이싱이란 모작과 달리 원본인 그림의 형태

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똑같이 옮겨 그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레이싱 

방법을 사용한 저작물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에 해

당하는지를 기존의 모작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반면에 트레이싱으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

물이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창작적인 표현을 감득할 수 있다거나,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복제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의 창작성

이 가미되더라도 트레이싱 저작물은 최소한 원저작물에 대한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웹툰은 수개의 컷으로 구성된 1페이지가 수십, 수백 페이지로 연결되어 창작되는 장르이

다.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되는 그림, 일러스트 저작물의 트레이싱과 달리, 웹툰 저작물에서는 

트레이싱으로 작성한 부분은 수개의 컷이거나, 한 컷의 일부(인물의 포즈, 소품, 배경)이며 전

체 웹툰에서는 일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웹툰 저작물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그림, 일러스트 

저작물과 달리 스토리의 전개, 인물 간의 관계, 인물 성격의 조형, 장면 연출 같은 별개의 요

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트레이싱으로 인한 웹툰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명백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웹툰 작품 전체를 단위로 할 경우 일부

분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View.html?idxno=10600>,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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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상술한 웹툰 트레이싱에 따른 특수성들은 트레이싱으로 작성된 웹툰 저작물에 대하여 피

해를 입은 원저작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금액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

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

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하고,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행

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트레이싱 저작물의 작성자가 받은 

이익(고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침해 비율은 일차적으로 컷의 비율

(타인의 저작물을 트레이싱하여 작성된 컷의 숫자/웹툰의 전체 컷의 숫자)을 산정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배상금액이 경미할 것이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원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으로 트레이싱을 한 경우 통상 손해는 원저작물 이용 횟수에 따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특별손해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원저작자의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해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트레이싱으로 작성된 컷이 해당 웹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같은 컷을 반복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므로, 전체 저작물을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판단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 출판의 “슈퍼삼

국지”와 원고 출판의 “전략삼국지”는 전체의 약 30%가량에 해당되는 쪽의 전부 또는 일부 컷

에 있어서 말풍선 내의 대사의 흐름, 대사를 끊어주는 시점, 컷 나누기, 개개 컷의 구성, 컷 

내의 그림의 배치, 인물의 표정･동작 및 주변의 묘사 등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림의 표현형

식에 있어서 “전략삼국지”는 약화체로 표현되어 있고 흑백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슈퍼삼국지”는 사실체로 표현되어 있고 컴퓨터 그래픽 채색작업에 의한 천연색으로 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의 얼굴형이 “전략삼국지”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 그 자

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독특하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슈퍼삼국지”는 스토리 전개 및 연출 방식에서 “전략삼국

지”를 표절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전략삼국지”를 표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작품의 유사점만으로는 곧

바로 “슈퍼삼국지”와 “전략삼국지”가 동일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슈

퍼삼국지”가 “전략삼국지”와의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

이라도 판단하였다.63) 대법원은 만화라는 장르에서는 스토리 전개, 컷 구성, 배경 묘사 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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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작화 스타일, 그림체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원저작

물과 표절 작품 사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자의 요소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

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인물의 표현방식이나 그림체, 채색 방식과 같이 인물 묘사에서 동일

성 혹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나 컷 나누기, 개개의 컷 구성들

에서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두 작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그

러므로 웹툰의 중요 인물 묘사 방식, 인물 표정, 주요 장면 내 인물 포즈, 그림체, 채색 방법 

등과 같은 인물 관련 핵심적 요소를 타저작물을 이용하여 트레이싱하고 이러한 작업이 지속

적으로 반복된 경우, 원저작물과 트레이싱 저작물(웹툰) 전체 사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본 논의에서는 웹툰에서 특히 문제 되는 새로운 기술인 트레이싱 기법에 저작권

법상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연구하여 보았다. 그 결과 트레이싱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

권법상 저작인격권 중에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저작재산권 중에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트레이싱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트레이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트레이

싱은 본래 작가들이 효율적으로 웹툰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적 도구로, 잘만 활용

한다면 일정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분량과 양질의 웹툰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논의를 끝마치면서 트레이싱 기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웹툰 작가들을 위한 유료 소재 사이트를 활성화하여 웹툰 창작에 필요한 

사진 자료나 이미지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하여 불법적인 트레이싱 행위를 방지하고 트레이싱 기법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

다. 자료의 수요자들은 웹툰의 배경 등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사진 자료를 직접 수집하러 다

녀야 하는 수고와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료의 제공자들은 개인 하드디스크에 묵혀

63)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다47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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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수많은 사진 자료를 자유로이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전문적인 유료사이트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낮은64) 웹툰 

작가들이 감당하기에는 가격이 높고, 웹툰 분야에서의 이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서 약관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사이트들도 존재하지

만 이러한 무료 사이트들의 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예학술 분야에서는 한국문예학

술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위탁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신탁 회원으로부터 권리

를 위탁받아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정 수

수료를 공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는 한국

음악제작자협회가 작곡가 및 작사가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거래 비용이 저렴해지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도 도움이 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저작

권 신탁 시스템을 웹툰 분야에도 활성화시킨다면 저작권 침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65)

둘째로, 저작권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독자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작가들이 트레이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가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트레이싱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인한다. 또한 

트레이싱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에서도 작가들이 한결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혹은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확고

한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성을 보여준다.66) 한 웹툰 작가는 “웹툰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작

가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웹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웹툰 플랫

폼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에서도 작가들의 작품이 표절 관련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체 검

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67) 웹툰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작

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작가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저작권을 침

해하고 연재를 중단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웹툰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서론에서

도 서술하였듯이 웹툰 작가들이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싱하는 이유는 

64) 2015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중간급 이하로 평가한 작가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100만~200만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박장준, “웹툰작가는 포털의 3개월 아르바이트 신세”,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7>, 

(2015.8.29).

6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http://www.copyrightkorea.or.kr/>

66) 원슬기, ““배경 갖다 썼다”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도용 시인”,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25

7>, (2015.8.29).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웹툰 ‘내 남자친구’ 표절 의혹에 연재 중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

5070111380347055>, (2015.8.29).

67) 성상훈, “표절 웹툰 연재 중단했더니 더 시끌 “무슨 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06909&

g_menu=020310&rrf=nv>, (2015.8.29).



웹툰 트레이싱에 대한 저작권법상 연구

3. 우수상 … 79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고료를 감내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웹툰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포털사이트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3개월 단위로 원고료 협상을 하

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이때 작가는 포털이 이전보다 악화된 계약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작품을 알리고 완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된다.68) 게다가 출판만화 시대에 

비해 수많은 작품이 독자들에게 무료로 쉽게 제공되고 있는 탓에 조금이라도 업로드가 늦거

나 분량이 적으면 곧바로 독자들의 맹비난을 받고 평점이 떨어진다. 이러한 압박적인 상황은 

자연히 편법을 부추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의 

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행태가 시장가격을 왜곡한다. 시장

가격이 왜곡되면 점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어려워지

고 그런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69) 그래서 무단 트레이싱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작품을 그리기 위하여 발품을 팔아가며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양심적인 작가들이 사라지기 전에. 

국내 출판 만화는 대여시장이 만화 시장의 80%를 차지하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화

책에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던 법적 현실과 맞물려 쇠퇴하고 말았다.70) 그리고 웹툰 시대가 

도래했다. 훌륭한 작가들이 능력을 펼칠 수 없었던 국산 만화계의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않

기 위해서는 웹툰이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에 대응하여 그 성장을 방해하는 저작권 침해

를 방지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웹툰 시

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창작자들의 혁신을 통한 시장 발전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68) 박장준, “웹툰작가는 포털의 3개월 아르바이트 신세”,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7>, 

(2015.8.29).

69) 심서현, “저작권 울리는 ‘복붙’”,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58862&cloc=olink|article|defa

ult>, (2015.8.29).

70) ｢계간 만화｣ 2004년 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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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2014년에 발생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과 가수 조용필의 계약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에 미국 저작권법상의 ‘Termination Rights’와 독일 저작권법상의 ‘Weitere Beteiligung des 

Urhebers(Bestseller Paragraph)’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들 제도는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의 가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저작자는 제작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

황에서 작품이 성공을 거두었을 경우에 저작자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들 제도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여 저작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제도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미국과 독일 그리

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발전 역사와 제도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많은 문제점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두 가지 제도가 어떻게 제정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각 조항의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국내에 도

입을 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이 크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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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백희나 작가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내 출판권 업계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매절계

약에 대한 문제 부각과 그와 더불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저작권법의 제

203조인 소멸권(Termination Rights)와 독일 저작권법의 제32조a항인 베스트셀러 조항(Bestseller 

Paragraph)를 국내 저작권법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위의 두 제도들을 우리

나라 저작권 시스템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저작자를 불공정한 계약과 자신의 작품이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경제

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구제해 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그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소멸권과 독일 저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이 어떤 역

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제정되었고 조항의 내용, 관련 사건들 그리고 위의 제도들을 우리나라

에 도입하였을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국내 도입 논의 배경

1. 백희나 작가 사건

백희나 작가는 국내 그림책 작가로 2004년 ≪구름빵≫을 출판하였다. 이 그림책의 특징은 

기존의 그림책과는 달리 손으로 일일이 작은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실은 것이 특징이다. 해외로 수출도 되어 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2005년에는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2006년에는 유아 그림책 베스트 1위에 선정되기도 하고 2006년 

부산에서는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이 상연되었고 2010년 KBS에서 ≪구름

빵≫을 원작으로 한 78부작 TV 애니메이션이 방송되었다. 2011년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구

름빵≫ 아이패드용 전자책 앱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1) 이처럼 ≪구름빵≫은 그림책으로는 

1) 한미화, ‘백희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7&contents_id=2474>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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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8월 28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그림책 ≪구름빵≫이 5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는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의 2

차적인 콘텐츠가 생산되어 약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저

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가져간 수입은 고작 1850만원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그 보도가 나간 뒤 

백희나 작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영국의 조앤 K. 롤링이 저작권

을 계속 보유하여 해리포터 시리즈의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통하여 1조 원 가량 

벌어들인 경우와 비교가 되기 시작하였다.2) 그래서 출판 업계의 관행이었던 작가와 출판사가 

계약 체결 시 원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작가의 저작권이 출판사에 모두 귀속되는 

소위 ‘갑질’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매절계약에 관한 문제점3)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 사회적으로 계약상의 을의 입장이었던 백희나 작가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 일어

나고 출판업계의 매절계약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도 ≪구름빵≫의 출

판사인 한솔교육 측이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때

문에 본격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의 소멸권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백희나 작가와 ≪구름빵≫의 출판사의 한솔교육 간의 저작권 반환 협상 중에 

백희나 작가가 그림책 ≪구름빵≫에 실린 사진을 촬영하였던 김향수 씨에게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도서와 애니북 등의 저자 표시를 백희나 작가 단독 명의로 바꾸려 하니 동의 취지 

회신을 보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을이었던 백희나 작가가 되려 갑질을 하

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며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가수 조용필 사건

가수 조용필은 1986년 12월 지구레코드의 고 임정수 회장과 음반 프로덕션 계약 체결 당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조용필 씨가 작곡한 ‘창밖

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임정수 

회장이 가지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저작권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조용필은 아

무런 문제의식 없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조용필이 받아 갔지만 자신의 노래를 다시 녹음하여 음반이나 DVD 등

으로 판매할 때에는 임정수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조용필은 이와 관련하여 임정수 회장과 관련 소송까지 벌였지만 2004년 대법원에서 “정당

2) 강인귀, ‘구름빵 매절계약 창조경제 성공사례에서 불공정 계약 대표사례로’,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

p?type=1&no=2014082823558012491&outlink=1 (2015.07.30)

3)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출판업계의 매절계약을 제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한 ‘백희나 표준계약서’라는 표준계약서

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 용역 및 공청회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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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이었다”라며 패소하였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조용필이 2013년 19

집 앨범 <헬로(Hello)>가 발매되고 높은 인기를 끌면서 그룹 ‘시나위’의 멤버 신대철이 자신의 

SNS에 “조용필 선배님은 계약을 잘못하면서 저작권이 지구레코드4)로 넘어갔다”라고 밝히며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일이 알려지고 조용필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운동을 시작하여 목표 서명 인

원인 1만 명을 단 이틀 만에 초과 달성하는 등의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구레코드에서 조용필의 노래 ‘창밖의 여자’, ‘단발머

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31곡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하여 조용필이 복제권과 배포권을 27년 만에 되찾게 되었

다.5)

3. 매절계약이란

매절계약이란 출판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6)과 

독일7)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절계약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번역물일 경우, 삽화나 

사진일 경우,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일 경우, 그리고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일 경

우 한꺼번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의 계약

을 말한다.8) 예전에는 이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식하고 누구나 당연한 계약의 형태로 

생각을 했겠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지금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

는 고액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9) 그렇기에 출판권설정계약 즉 출판사에 배타

적 발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기간 특정이 없는 이용허락이므로 그 기간이 우리 저

작권법 제59조에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매절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약서에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그 조건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절계약 하는 당시에 출판사는 저작자에게 창

작물의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 또는 발행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

4) 하지만 실제로는 임정수회장 개인에게 넘어갔다.

5) 한인구, ‘명단공개’ 조용필, 30년 만에 ‘여행을 떠나요’ 저작권 되찾아‘, <http://www.xportsnews.com/jenter/?ac=article_view&e

ntry_id=617718&_REFERER=http%3A%2F%2Fentertain.naver.com%2Fread%3Foid%3D311%26aid%3D0000502876>, (2015,7.30)

6) 매절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Christoph Engel and Michael Kurschilgen, Fairness Ex Ante & Ex Post An Experimental Test of the German “Bestseller 

Paragraph”, Max Planck Society,(2010) p.2

8) 김기태, ‘매절계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310&cid=42192&categoryId=42210>(2015.08.28.)

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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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를 출판사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식하는 반면

에 저작자는 이용허락계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까지 출판사가 매절계약 당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저작물에서 비롯되는 2차적

저작물10)이 큰 수익을 올리더라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저작자는 출판사에 계약 당시에 이

미 넘겨버렸기 때문에 저작자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11)

우리 법원에서도 ‘아름다운 영가 사건12)13)’ 그리고 ‘녹정기 사건14)15)’에서 매절 계약을 저작

권 양도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일본 법원 역시 매절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인세 상당액과 비교했을 때 많고 적음의 정도, 대가가 원고와 교환하여 지급되었는가의 

여부, 추가 지급 여부, 발행부수, 얼마 만에 증쇄하였는가를 포함한 경과 사항, 작가에 대한 

추후 인세 지급 여부 등을 고려 사항으로 들었다.16)

Ⅲ. 미국 저작권법상의 소멸권 제도– 제203조

미국 저작권법에는 ‘Termination of transfers and licenses granted by the author’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Termination Right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을 ‘소멸권’이라고 부

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로 넘어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계약을 소멸시키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을 ‘종결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

른 사람들은 이 제도를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7)

미국 저작권법에서 소멸권에 관련된 조항은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18)와 제304조19) 

10) 동화책을 각색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한다.

11) 심지은, ‘잘못된 ‘매절’관행 바로 잡고 창작자의 2차 저작권 보호한다‘, <http://kftc.tistory.com/5892> (2015.08.28)

12)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4나3338.

13) 피고가 “원고에서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액이기에 위탁저작계약이거나 저작

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번역원고의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4) 서울지방법원, 1994.6.1. 선고, 94카합3724.

15) “출판자가 지급한 인세를 훨씬 상회함으로써 현저히 고액이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재산

권 양도계약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독점적인 출판허락계약이나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6) 김기태, ‘매절계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310&cid=42192&categoryId=42210 >(2015.08.28.)

17) David Nimmer and Peter S. Menell, sound recordings, Works for Hire, and the Termination-of-Transfers Time Bomb, 

49 J. CopyRights Soc’y U.S.A. 387, 387 (2001).

18) 17 U.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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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항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1977년 이후에 이루어진 저작권 허여(grant)에 영향

을 끼치고, 제304조는 1977년 이전에 이루어진 저작권 허여에 영향을 끼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물의 창작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저작권의 허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78년 1월 1일 이후에 허여가 이루어졌다면 1976년 저작권법 제203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이 이루어지고 허여도 이루어진 저작물이라면 

1976년 저작권법 제304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저작권

법에 의하여 생긴 권리들은 포기와 양도가 가능하지만 소멸권은 포기와 양도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어떤 계약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우리나라에 도입이 현실

적으로 가능한 조항은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203조만 

논의하기로 한다.

1. 조항의 도입 배경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의 제203조가 제정되게 된 배경은 저작자들을 불공정한 저작권 이전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던 1909년 저작권법의 copyRights renewal 부분이 실질적으

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976년에 미국 저작권법이 크게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작권의 보

호 기간이 처음 28년간 보호된 이후에 연장을 하여서 또다시 28년간 보호 가능하도록 되어있

었다. 그래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음 28년간의 권리만 양도 가능하였고 보호기간을 

갱신한 뒤의 28년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연장 기간 이전에 사

망한다면 법적 상속인만이 갱신 기간 동안에 권리를 재양도 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된다.20) 그래서 대부분 계약할 때에 저작자와 그의 자손들의 서명을 모두 받아서 본래 보호

기간뿐만 아니라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의 저작권 양도도 함께 가져오는 계약이 일반적이었

다. 저작권법이 1976년에 개정되기 이전에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저작자들

이 중간에 저작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지만 1976년에 저작권법이 크게 개정되며 보

호기간이 단일 기간으로 사후 50년이 된 이후에는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보호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다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약에서의 저작자의 불공정한 위치

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다21). 또한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저작권 허

여 협상 과정에서 저작물이 실제로 이용되기 전까지는 저작물의 가치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

문에 비롯되는 저작자들의 불공평한 협상에서의 지위 때문이다. 

19) 17 U.S.C. §304.

20) Stewart v. Abend, 495 U.S. 207 (1990).

21) Patrick Murray, Heroes-for-Hire: The Kryptonite to Termination Rightss under the CopyRights Act of 1976,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23.2, (2013), p.4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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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항의 내용

(1) 조건

소멸권을 작동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법 203조의 (a)에 의하면 소멸권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는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의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22) 또한 유언에 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23)의 경우에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저작

자 본인이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고 저작자 사후에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하였다면 소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고용인인 그 혹은 그녀가 고용주의 감독 

하에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24)인데 법원은 “고용인”의 지위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관리의 정도, 세금 혜택 등의 요건을 살펴보았다.25)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고용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월급을 받는 고용인과 프리랜서와의 구별이 어려

운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 경우는 창작물이 특별히 주문되어서 만들어

진 경우 또는 수탁을 받아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26)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으로는 1978년 1월 1일 이후에 허여가 이루어진 권리27)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2) 누가

만약 어느 허여가 1인의 저작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8) 그렇지만 어느 허여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허여한 저작자들의 지분의 1/2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여야 이를 종결할 수 

있다.29)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소멸권한은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1) 

22) 17 U.S.C. §203(a).

23) 17 U.S.C. §203(a).

24) 17 U.S.C. §203(b).

25) Community for Creative for Non-Violence v. Reid, 490 U.S. 730, 751-52 (1989)

26) 우리나라는 이 경우 위탁저작물에 해당하여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17 U.S.C. §203(a).

28) 17 U.S.C. §203(a)(1).

2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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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주들이 없는 경우 저작자의 소멸

권한 전부를 소유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주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한 저작자의 배우자가 저작자의 권한의 2분의 1을 소유한다. (2)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저

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소멸권한 

전부를 소유한다.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한 중 2분의 1을 자

녀와 손주들 간에 배분한다. (3) 저작자의 자녀와 손주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 간

에 배분하며, 대표되는 저작자의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 단위로 이를 행사한다. 소멸권에 대

한 사망한 자녀의 아이들의 지분은 그 아이들의 다수결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30)

위의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원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

면, 사망한 저작자에게는 미망인과 두 명의 생존한 자녀들 그리고 세 명의 손주들이 있고 그

중 막내 손주는 죽은 상황이다. 미망인은 되돌아간 지분의 반을 소유하게 되고, 두 명의 자녀

들은 각각 16과 2/3%만큼의 분량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세 명의 손주들은 각각 대략 5와 

1/2%만큼의 분량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미망

인이 50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생존한 두 자녀

들이 그녀의 소멸권 행사에 참여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녀는 죽은 자녀를 참

여시키기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자녀의 지분은 그의 자녀들의 과반수에 의하여만 행사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 생긴다. 이 경우 일관된 원칙은 죽은 자녀의 지분은 오직 그의 생존한 

자녀들의 다수의 행동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고 한다. 

(3) 행사시기와 방법

그렇다면 소멸권을 언제 행사하여야 할까? 소멸권의 행사는 허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5

년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31) 또한 허여가 저작

물의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허여에 따라 저작물이 발행된 날로부터 35년 

또는 허여가 시행된 날로부터 4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말로부터 기산한다.32)

또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지서를 소멸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상대방

에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통지 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

어 있다. 규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자가 허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서명된 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함

으로써 행사한다.33) 통지서에는 소멸의 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시행일은 위에서 명시

30) 17 U.S.C. §203(2).

31) 17 U.S.C. §203(3).

3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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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년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지서는 이러한 소멸 시행일 전 2년 이상 10

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한다.34) 마지막으로 통지서의 사본은 소멸 시행일 전에 효

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CopyRights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5)36)

(4) 효과

소멸권을 행사하고 나면 모든 권리는 소멸권을 가진 사람에게 되돌아간다.37)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 허여가 소멸되기 전에 그 허여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허여가 소멸

된 후에도 그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멸된 이후에 창작되는 2

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8) 소멸된 허여를 재허여 또는 재허여하기 위한 

합의는 그것이 소멸 시행일 이후에 이루진 때에만 유효하다.39)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0)

(5) 예외

그러나 소멸권을 모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소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 가

지 예외의 경우인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2차적저작물인 경우 마지막으로 해외로 저작권이 

이전한 경우를 정리하며 조금 더 설명을 하겠다.

1) 업무상 저작물

  가.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소멸권 행사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고용자가 고용자의 감독 하에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9개의 범주(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영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일부, 녹음물, 번역, 보조적 저작물, 편집물, 교과서, 시험, 시험의 해답자료 또는 지도책)에 포

함되는 창작물이 특별히 주문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 또는 수탁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경우 

33) 17 U.S.C. §203(4).

34) 17 U.S.C. §203(4).

35) Id.

36) 위에서 언급한 행사 가능 기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일단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저작권의 허여 일자는 2000년 5월 

20일이다. 그렇다면 소멸권을 행사 가능한 최초 일자는 저작권 허여 일로부터 35년인 2035년 5월 20일이 된다. 소멸권을 

행사 가능한 최후 일자는 저작권 허여 일로부터 5년을 기산한 40년인 2040년 5월 20일이 된다. 소멸권 통지가 가능한 최초 

일자는 소멸권 행사 가능한 최초일로부터 10년 전인 2025년 5월 20일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최후 일자는 소멸권 행사 가능

한 최후일로부터 2년 전인 2038년 5월 20일이 된다. 

37) 17 U.S.C. §203(b).

38) Id.

39) Id.

4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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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이다. 사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자는 고용인이 되고 피고용인은 고용인으로

부터 저작권의 허여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용인이 소멸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소멸권 적용의 예외로 보는 이유는 고용인이 

투자를 하여서 창작된 저작물은 후에 피고용자가 저작권을 되찾아서 고용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수탁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저작물로 업무상 저작물에는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

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 Marvel Worldwide, Inc. v. Kirby

미국에서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닌지 판단에 관련하여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Marvel 

Worldwide, Inc. v. Kirby 사건41)이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

겠다.

Jack Kirby는 1940년경 Marvel의 전신인 Timely Comics에서 Martin Goodman을 위하여 만화를 

제작하던 Joe Simon의 협력자이자 동료로 오랫동안 일했었다.42) 1940년대의 어느 시점에 

Kirby와 Simon은 동시에 Timely에서 퇴사하였고 그들의 빈자리는 어시스턴트였던 Stan Lee라

는 사람이 대신하게 되었고 Timely가 Marvel로 변하고 나서인 1970년대 초반까지 회사의 아트 

디렉터이자 편집장으로 남아있었다.43) 이 기간 동안 Lee는 만화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을 하였고 그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출판될 수 없었다.44) Lee는 화가

들에게 작업을 배당해주었고, 그들의 작업물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바꾸기도 하였다.45) 또한 

제출기한을 지정해주고, 화가들에게 어떻게 그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46) 

Lee는 삽화나 대본에 대하여 그가 알맞다고 간주하면 종종 화가나 작가에게 자문을 하지 않

고 어떻게든 바꿀 수 있었다.47) 이런 분위기 속에서 Kirby는 Marvel사로 되돌아왔고 판타스틱 

4 (Fantastic Four), 스파이더맨 (Spider-man), 토르 (Thor), 엑스맨 (the X-men), 헐크 (the Hulk) 

그리고 아이언맨 (Iron Man)등의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공헌을 하였다.48) 이 작품들의 대부분

은 “Marvel Method”라는 공동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졌다.49) 이 방식은 Lee가 스토리에 대한 대

41) Marvel Worldwide, Inc. v. Kirby, 777 f. Supp. 2d 720, 725 (S.D.N.Y. 2011)

42) Kirby, 777 F. Supp. 2d at 731.

43) Id.

44) Id.

45) Id.

46) Kirby, 777 F. Supp. 2d at 731

47) Id.

48) Id.

49) Id. at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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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인 아이디어를 화가에게 제시하면 화가는 Lee의 메인 테마에 따라서 이야기를 그리게 되

는데 이렇게 하면 대사가 나오기 전에 화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50) Lee는 이 방식을 

Kirby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였고 Kirby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51)

Kirby는 대부분의 작업을 자택에서 자신의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하루에 

12-14시간 정도 일하였다.52) 페이지 당 급료를 받았으며 그의 작품에 대하여 로열티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53) 그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였으며 그가 자신의 세금과 보험료를 지불

하였다.54) 이 기간 동안 Kirby와 Marvel 사이에는 어떤 서면상의 계약서도 없었다.55) 1972년 

봄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작품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Marvel과 Kirby는 Kirby가 

Marvel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품에 대하여 “Kirby가 가지고 있거나 통제권이 있을 만한 어떠한 

모든 권리, 제목 그리고 지분”은 Marvel의 또 다른 전신인 Magazine Management Company에 

양도한다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56) 그리고 Kirby는 1994년에 사망하였다.57)

이 소송은 2009년 9월에 Jack Kirby의 후손이 Kirby가 1958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간된 45

개의 만화책에 대한 소멸권 통지서를 Marvel에 발송하면서 시작되었다.58) 그러나 Marvel사는 

뉴욕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2010년 1월에 그 만화책으로 제작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Kirby의 후손

들은 그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59) 재판부는 대상이 되는 작품들이 1978년 1월 이전에 창

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1909년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09년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의 기

준은 “제작 의뢰와 비용의 원칙(instance and expense test)”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1976년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의 기준보다는 덜 엄격한 편이다. 

재판부는 Kirby가 Lee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

를 바탕으로 Kirby의 주장인 Kirby와 Marvel 사이에는 어떠한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기에 

Kirby의 작품에 대하여 Marvel측이 법률적인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 관계에 있어

서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60) 그래서 

50) Id. at 732

51) Id. at 731

52) Id. at 741

53) Patrick Murray, Heroes for Hire: The Kryptonite to Termination Rightss under the CopyRights Act of 1976,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23.2, (2013) at 432.

54) Kirby, 777 F. Supp. 2d at 741

55) Id.

56) Id. at 734.

57) Id. at 724.

58) Terry hart, ‘Marvel v. Kirby: Work for Hire and CopyRights Termination’, <http://www.copyhype.com/2011/08/marvel-v-k

irby-work-for-hire-and-copyRights-termination >(2015.08.20)

59) Kirby, 777 F. Supp. 2d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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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반박의 여지없이 “Marvel이 1958년에서 1963

년 사이에 발행된 모든 작품들을 통제하고 감독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61) 즉, Marvel이 모든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Kirby에게 소멸권을 주장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

다. 이는 항소사건을 담당하였던 제2연방항소법원도 만화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Marvel측이 저작자라고 판단하며 소멸권의 통지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62)

위의 판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의해서 계

약 관계로 보일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약으로 소

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없도록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에 상관없이 사실 관계에 따

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이차적 저작물

  가. 이차적 저작물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제b항 1호에 보면 “소멸권 행사 이전에 이용 허여 권한에 근

거하여 창작된 이차적 저작물은 소멸권의 행사 이후에도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종결된 허여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기초한 다른 이차적 저작물의 

소멸 이후에 작성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63)”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어떤 

연극을 기반으로 창작된 영화의 경우에 연극을 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계속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데 이는 영화가 연극의 2차적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

로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은 소멸권의 행사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은 소

멸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

하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권을 중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중개인이 제3자에게 2차적저작권을 허여한 경우에 원저작자가 소멸권을 중개인

에게 행사하여 2차적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돌아간 경우에 제3자는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2

차적저작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사용료는 지불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

제가 발생한다. 

  나. Mills Music Inc. v. Snyder64) 

60) Kirby, 777 F. Supp. 2d at 741.

61) Kirby, 777 F. Supp. 2d at 741.

62) 786 F.3d 119 (2d Cir. 2013).

63) 17 U.S.C. §203(b)(1).

64) 469 U.S. 15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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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반에 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음반은 저작인접물에 해당하는 

반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 음반(sound recording)은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

문에 소멸권 행사 이후에도 저작권 사용료만 지불한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은 제203조가 아니라 제304조 제c항 6호 A목에 나와있는 허여 조건(the term of the grant)에 대

한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Ted Snyder는 1923년에 저작권이 등록된 Who’s Sorry Now라는 노래의 작곡자 

3명 중에 한 명이다. 원래는 Snyder의 지분은 1/3만큼 소유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이 사건에

서 Snyder가 단독 저작권자 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 동의를 하였다. 이 노래는 원

래 1923년에 Waterson, Berlin & Snyder Co.,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고 회사의 지분 일부분을 

Snyder가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사가 1929년에 파산하였고 1932년에 파산관리인이 

Mills에게 저작권을 양도해주었다. Mills는 첫 번째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파산관리인에

게 저작권을 허여 받았지만 갱신되는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Snyder에게 저작권을 허여 받아야 

했다. 그래서 1940년에 Ted Snyder는 Mills Music과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갱신 권한을 양

도하는 조건으로 선급금(advance money)와 복제권에 대한 50%의 저작권료를 받기로 하였고, 

1951년 2차 보호기간을 위하여 갱신등록을 하였다. 이후에 Mills Music은 직접 혹은 Harry Fox 

Agency, Inc.,를 통하여 400여 개의 음반 회사에 음반으로 복제(reproduction on phonograph 

records) 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고 그중 50%를 

Snyder에게 주었다.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Fox측은 Mills의 대리인처럼 이용 허락을 

받은 음반 제작사에게 저작권료를 받아서 Mills측에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

를 챙겼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1980년에 끝났어야 한다. 

하지만 1976년에 미국 저작권법이 크게 개정이 되면서 Mills와 Snyder의 미망인과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이 소송의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의 제b항에 의하여 위 노래에 대한 보호기간이 세 번째 연장기간을 적용받

아서 1999년까지 연장되었다. (2) 제304조 제c항은 Snyder의 미망인과 생존한 자녀들에게 Mills

에게 허여한 저작권에 대하여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1978년 1

월 1일 이후 5년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면 언제든지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제304조 제c항 6호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소멸권이 행사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1965년에 Ted Snyder가 사망하였고 1978년 1월 3일에 Snyder의 후

손들이 1980년 1월 3일부터 유효한 Who’s Sorry Now에 대한 소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M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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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에게 통지를 하였다. 또한 Snyder측은 1980년 8월 11일에 Fox측에 Mills가 소유하고 있던 

저작권은 소멸되었고 2차적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는 자신들에게 송금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러자 Fox측은 분쟁 자금을 예치해두고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경합 권리자 확인 소송을 제기

하였다.65)

Mills Music측은 소멸권의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940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는 

소멸권이 행사되기 전에 녹음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수익은 종전 계약대로 50%씩 나누어 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Snyder측은 자신들이 저작권료의 100%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2차적저작물의 예외 조건에 부합하는 허여가 어느 범위에까지 해당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즉 Mills Music에서 400여 개의 음반 제작사들에게 허여한 것만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Snyder가 Mills Music에 1940년에 허여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음반 제작사가 만든 음반은 Snyder가 Mills에게 양도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직접 

만든 양수인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66)’고하면서 1940년에 Snyder와 Mills 사이에 이루어진 허여는 소멸권 행사 이전에 이루

어진 허여이고 위의 이유에 따라서 Mills측은 저작권 사용료의 50%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67)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제304조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자

(utilizer)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예외조항이고 음반 제작사인 Mills는 저작자도 아니고 이

용자도 아니기 때문에 예외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여 조건에 따라서 저작권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는 Snyder측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68)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제304조 제c항 6호 A목에 나오는 허여(grant)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해

석하려면 허여 조건은 모든 계약 조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69) 또한 재판부는 제304조의 중

요한 목적은 저작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또 다른 목적은 소멸권의 행사 

이후에도 대중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권 조항에서 규정된 

허여에는 최초의 허여와 2차적 허여 모두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70)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

여 조건에는 1940년에 계약한 저작권 양도 계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허락받은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Mills측도 기존의 계약대로 50%의 지분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71) 그러나 이러한 다수

65) Harry Fox Agency, Inc. v. Mills Music, Inc., 543 F.Supp. 844 (S.D.N.Y. 1982).

66) Id.

67) Id. at 867-869 (1982).

68) Harry Fox Agency, Inc. v. Mills Music, Inc., 543 F.2d 733 (2nd Cir. 1983).

69) 469 U.S. at 170-72.

70) 469 U.S. at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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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에 대하여 White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 그는 중개인

이 지속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가져가는 것은 대중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이 없다고 하면서, 저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만든 1976년 저작권법의 다른 조항들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72) 즉 정책적인 관점에서 만약 누군가 추가적인 19년의 보호기간(현재

는 39년이다)을 얻는다면 그것에 대한 수혜자는 저작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73)

3) 해외저작권과 저작권법에서 제외한 재산권

제203조 제b항 5호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은 미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적용되는 범위도 저작권법에 제한되어 효력이 미칠 뿐 다른 법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

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74) 이는 만약 소멸권을 외국에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3. 관련사건

(1) Scorpio Music S.A. v. Victor Willis

1976년 미국 연방저작권법 203조를 처음 적용 한 것으로 알려진 위의 사건은 앞으로 계속

해서 203조의 적용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여겨진다.

Victor Willis는 “Y.M.C.A.”라는 노래로 유명한 그룹인 Village People의 멤버이다. 그는 이 곡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곡들인 “In the Navy”, “Go West”등을 포함하여 33개 곡의 작사를 

하였다. 그는 위의 노래들에 대하여 허여한 권리들에 대하여 소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1

년 1월에 Scorpio Music에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Scorpio측은 Willis가 작사한 33개의 곡

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통지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만약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위의 33개의 곡들은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의 과반수

가 초과하는 인원이 동의를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판단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재판에서 가장 중점적인 상황은 Willis가 작사한 33개의 곡이 업무상 저작물인

지 아닌지 그리고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소멸권의 권리를 Willis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소

71) 469 U.S. at 166-167.

72) 469 U.S. at 186.

73) H.R. Rep. No. 94-1476, at 140 (1976).

74) 17 U.S.C. §20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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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권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illis에게 저작권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corpio 측에서는 Willis가 작사한 33개의 곡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Willis가 

속해있던 Village People이라는 그룹이 Scorpio에서 만든 ‘concept group’이기에 Scorpio의 직원

인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그 그룹의 일원이었던 Willis는 Scorpio의 직원 신

분으로 33개의 곡들을 작사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33개의 곡들은 업무상저작물이 된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에서의 구두 변론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Willis가 Scorpio의 직

원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공동저작자 개개인이 

양도 계약을 하였다면 과반수를 초과한 인원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공동저작자가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반수를 초과한 인원이 동의를 

하여야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법원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Willis는 공동저작물에서 자신

의 지분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

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제a항 1호에 “어느 허여(grant)가 1인

의 저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저작자에 의해서 허여의 소멸은 이루어질 수 있

다.” 이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중에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허여가 이루

어진 경우, 허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소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위의 조항을 인용한 이유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중에 두 명 혹은 이상의 저작자가 허여가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해놓은 문구를 살펴보면 허여들(grants)이 아니라 허여(grant)라고 단수

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중에 1인도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 허여 할 수 있고 

소멸권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였다.75)

75) Scorpio Music S.A. v. Victor Willis, Case No. 11cv1557 BTM(RBB).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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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 저작권법상의 베스트셀러 조항(Bestseller Paragraph)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저작권법의 ‘Bestseller Paragraph’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이 되

기 전까지 독일 저작권법 제36조에 ‘Beteiligung des Urhebers(Authors’ Participation)’이라는 이름

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너무 높은 장벽을 설정해 놓은 바람에 저작자들은 

‘극도로 불균형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위의 조항의 혜택을 받

아서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독일 저작권법에는 종전에 저

작자들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 너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된 ‘Weitere 

Beteiligung des Urhebers(Author’s further Participation)’가 제32조a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32조에

는 ‘Angemessene Vergütung(Equitable Remuneration)’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 기본적인 

틀은 개정되기 전이나 후나 거의 동일하지만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에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도 베스트셀러 조항에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의 독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화를 촬영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한 대본의 저작자 혹은 사운드트랙의 저작자 등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만 위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2002년에 새롭게 바뀐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뿐만 아니라 공동 

저작자들인 카메라맨, 감독 등 저작물의 전반에 걸쳐서 창작에 관여를 한 사람이라면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76) 또한 종전에는 제36조의 1, 2, 3항에만 들어가 있던 내용을 좀 더 세분

화하여 제32조(상당한 보수), 제32a조(저작자의 계속된 관여), 제32조b(강행규정), 제32조c(나

중에 알려진 종류의 이용을 위한 보수)에 걸쳐서 좀 더 세분화하여서 종전보다 더욱 발전시

켜 놓았다. 

독일 저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은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조항들이 프

랑스, 벨기에, 스페인,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최소 유럽 5개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77) 일례로 프랑스 법에서는 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가 일부분의 보수

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 권리는 계약상으로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78)

76) Jeremy, ‘Will German Cameraman’s compensation claim get The Boot?‘,<http://ipkitten.blogspot.kr/2009/02/will-german-c

ameramans-compensation.html> (2015.08.29.)

77) Marian Hebb and Warren Sheffer, ‘TOWARDS A FAIR DEAL Contracts and Canadian Creator’s Rightss’, (2006), p.23-25.

78) Marian Hebb and Warren Sheffer, ‘TOWARDS A FAIR DEAL Contracts and Canadian Creator’s Rightss’, (20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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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저작권

독일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일원론’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즉,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철저히 엮어놓았는데 저작재산권을 저작

인격권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79) 일원론적 입장에서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그리

고 작품의 이용에 관한 것까지 하나의 권리로써 보호한다.80) 독일 저작권법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법령들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내주는 것은 허용하

지만 소유권의 이전은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81)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이용은 배타적 혹은 비배타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도록 ‘특권’을 주는 것

으로만 발생된다. 저작재산권도 유언에 의해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일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명

시해놓고 있다.82)

2. 조항의 도입 배경

저작물 이용계약을 할 당시에 저작자와 그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 저작물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론상,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의 쌍방이 계약 당시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의 최종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

하게 되는데 이를 업계에서는 로열티 계약(Royalty deals)라고 한다.83) 그러나 이런 계약들은 

유명한 저작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이지만 그렇지 않은 저작자들을 대상으로는 이

런 계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관찰한 독일의 입법자들은 매절계약이 널리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이런 계약의 형태에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대가를 받는 대신에 어떠한 

방법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저작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collecting societies)에 

넘기기도 한다. 독일의 입법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에 명

시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베스트셀러 조항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79) Study on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contract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Amsterdam, The Netherlands, 2002, p. 75.

80) Id.

81) 독일저작권법 제29조 (2010).

82) 독일저작권법 제78조 (2010).

83) Christoph Engel and Michael Kurschilgen, Fairness Ex Ante & Ex Post An Experimental Test of the German “Bestseller 

Paragraph”, Max Planck Society, (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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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항의 내용

독일 저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은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의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일단 

그 조문을 살펴보자면 ‘①저작자가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할 때에 약정된 반대급부가 저작

자와 위 타인과의 모든 관계에 비추어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득에 비

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로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타인은 저작자의 요구에 따

라 위 수익이나 이익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상황에 따른 상당한 분배가 보장되도록 당해 계약

의 변경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목표된 수익이나 이득의 수액을 예상하였는

지의 여부 혹은 예상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84)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독일의 베스트셀러 조항은 단순히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저

작권을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작자와 계약의 상대방 간의 수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한 것이 주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불공평한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나온 

조항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의한 수익의 예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저작자와 계약의 상대방

의 수익 분배가 불균형한 상황에 이르면 저작자가 균등한 수익의 분배를 위하여 새로운 계약

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의 상대방은 그 요청에 따라 계약의 변경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명

시하여 저작자를 보호하고 저작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규정이라 보인다. 그러나 현저히 불균

형한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명시해 놓지 않아서 그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

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2조a의 2항에 따라서 계약

의 상대방이 그 용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제3자의 수익이나 이익으로부터 현저

히 불균형한 상태가 생기면, 제3자는 연속이용허락에서 계약상의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저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은 제외된

다.85)’라고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서 용익권이 제3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저작자와 제3자의 사

이에서 수익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2년에서 5년 이후에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지 않거

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 자신이 적절하게 이익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에 제작자에

게 적절한 통지를 한다면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위의 권리를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86)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면 저작자는 사용자가 아직 작품을 출판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

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87)

이 조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저작자는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84) 독일저작권법 제32조a. (2010)

85) 독일저작권법 제32조a. (2010)

86) Marian Hebb and Warren Sheffer, TOWARDS A FAIR DEAL Contracts an Canadian Creators’ Rightss, p.32, 2006.

8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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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 32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합리적인 보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시하

고 있는데 합리적인 보수란 독일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의 보수규칙88)”에 따라 판단

되거나 “영업거래상 부여된 이용가능성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특히 이용의 기간 및 시점에 

따라, 통상적이며 공정하도록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는 바에 상응”한다면 합리적

인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보수를 정하기 위한 방법인 독일 저작권법 제36조를 

잠깐 살펴보면 합리적인 보수 즉, 보수의 상당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들의 단체와 저작

물 이용자들의 단체 혹은 이용자 개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규율 영역, 이용자의 

구조 및 크기 등 제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실패한다면 중재단을 구성하여서 합리적인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재단의 구성은 계

약의 양측에서 각각 추천한 인물과 독립적인 의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한다. 단, 추천된 인

물들은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이런 중재 행위는 다음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한쪽에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89) 

또한 제32조a의 3항에 따르면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기대권은 강제집

행의 대상이 아니며, 위 기대권에 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작

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단순한 용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라고도 명시되어있다. 이

것으로 보아 계약의 상대방이 저작자의 청구권을 최초의 계약 당시에 포기하게 하여서 후에 

이 조항을 발동시키지 못하는 행위를 막는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저작자가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32조a의 4항을 보면 

‘보수가 공동 보수규칙(제36조)에 따르거나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며 명시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위한 계속적인 상당 분배를 의도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을 가지

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32조b에 나와 있듯이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이다. 

이 조문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2조b(강행규정)

제32조 및 제32조a는 다음의 경우 강행규정이다. 

1.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용익계약에 독일법이 적용될 수 있거나 

2.계약의 대상이 본 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이용행위인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조항이 저작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인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조항은 독일의 ‘Max Planck’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당시에 입

88) 독일 저작권법 제36조, 2010.

89) ①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의 접수를 요구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상대방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②서면으로 협의의 

접수가 요구된 후 1년 이내에 공동보수규칙을 위한 협의의 성과가 없거나, ③당사자가 협의는 실패했다고 종국적으로 선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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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들이 기대하였던 것처럼 처음 계약 당시에 저작자에게 조항이 제정되기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저작자가 위의 조항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소송을 걸

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아 갈 것을 염려하여 처음 계약하는 금액을 종전보다 더 낮게 책정하

려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90)

4. 관련 사건

(1) Das Boot

이 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은 독일의 영화 ‘Das Boot’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Das Boot91)’라는 영화는 1973년에 발표한 동명의 독일 소설을 각색하여 만들었는데 제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U-Boat를 주제로 한 전쟁 영화이다.92)93) 

이 영화의 카메라 감독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카메라 감독인 Jost Vocano는 위 영화

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였던 시기가 아니기에 자신이 직접 조명과 카

메라 장비를 고안하여 촬영하였다.94) 그는 또한 이 영화를 촬영할 때에 여러 대의 카메라 장

비를 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는데 이 영화로 인하여 오스카상에 후보로 오르기도 하였고 

독일 내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95) 

위의 내용에 따라서 Vacano는 자신이 ‘Das Boot’ 영화의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이고 Bavaria 

Film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영화가 거둔 상업적인 성공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Bavaria측은 이미 영

화 촬영 당시에 총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였고 더불어서 아직 손익 분

기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영화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

는지 자료가 Vacano측에 없기 때문에 만약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는 상태

라서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 날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90) Christoph Engel and Michael Kurschilgen, Fairness Ex Ante & Ex Post An Experimental Test of the German “Bestseller 

Paragraph”, Max Planck Society, (2010)

91) 1982년 5월 15일에 대한민국에도 ‘특전 유보트’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다.

92) https://en.wikipedia.org/wiki/Das_Boot (2015.09.01.)

93) 이 영화는 1981년 9월 17일에 개봉하였는데 185억을 투자하여 만들어졌고 개봉 한 뒤에 전 세계적으로 2천1백여 억 원 정도

의 수익을 올린 성공한 영화이다. 영화가 만들어진 뒤에도 텔레비전 미니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버전의 비디오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94) 그는 “Gyroscope”라는 장비를 개발하였는데 이 장비는 그가 좁은 보트 사이를 뛰어 다닐 때에도 카메라가 그의 손에서 흔들

리지 않도록 하는 미국 럭비선수가 입는 보호구처럼 생긴 장비였다.

95) 이 영화로 인하여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네버엔딩 스토리(The Never-ending Story), 토탈 리콜(Total Recall), 로보캅

(Robocop), 스타십 트루퍼스(Starship Troopers), 할로우 맨(Hollow Man) 등의 영화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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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리비안의 해적(Pirates of the Caribbean)

또 다른 케이스인 ‘캐리비안의 해적(Pirates of the Caribbean)’은 독일 내에서 위의 영화가 개

봉을 할 당시에 조니 뎁 역할을 더빙하였던 Marcus Off라는 성우가 자신이 충분한 보수를 받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에 따라서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하지만 베를린 법원은 영화가 배우의 연기보다는 기술적인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출연하는 배우와 엑스트라들도 많고 또한 조니 뎁이 연기한 캐릭터가 많은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더 많은 보

수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Off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96)

(3) Tatort

마지막 케이스는 독일의 유명 텔레비전 범죄물인 ‘Tatort’에 관한 것이다. 이 시리즈물은 지

금까지 거의 40여년 가까이 지속되어 방송되고 있는데 에피소드의 내용과 제작하는 방송사가 

달라지는 와중에도 단 한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인트

로 영상이었다. 이 인트로 영상의 공동 저작자는 프로그램이 40여 년간 거둔 성공에 비하여 

자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법원은 인트로 영상을 원저작물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고, 인트로 영상은 단지 

‘알려주는 기능’에 불과하고 ‘Tatort’의 상업적인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힘

들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청자들이 인트로 영상을 보기 위하여 ‘Tatort’를 시청하지는 않는

다고 설명하며 인트로 영상이 유명해진 것은 단지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

고 하며 제32조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7)

96) Birgit Clark, ‘Court as “film critic”? No “fairness compensation” for German dubbing actor’<http://ipkitten.blogspot.kr/2011

/08/court-as-film-critic-no-fairness.html> (2015.09.01.)

97) Birtgit Clark, ‘Tatort - no “fairness compensation” for co-creator of TV series intro’<http://ipkitten.blogspot.kr/2011/03/tato

rt-no-fairness-compensation-for-co.html>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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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에 도입 시 문제점

1. 소멸권을 도입 할 경우 문제점

(1) 공동저작물

미국 저작권법의 소멸권을 도입할 경우의 첫 번째 문제점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

과 우리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의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각 개인의 재량으로 자신 분량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보았듯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소멸권을 행사하

려면 제203조에 나와 있듯이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 중 과반수가 넘는 저작자가 동의를 하여

야만 행사할 수 있다.98) 그러나 공동저작자 각 개인의 재량으로 양도된 저작권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의 과반수가 넘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각 개인 단독으로 소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양도를 할 때에도 공동저작

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소멸권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적용할 경우

에 만약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자 중에 한 명의 저작자가 소멸권을 적용시켜 권리를 가져오는

데 반대를 하였지만 공동저작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저작자가 동의를 하여서 소멸권을 적용하

여 권리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저작물을 다시 허여하려는 경우에 소멸권을 

적용하여 권리를 되찾아오는데 반대를 하였던 한 명의 저작자가 허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면 그 저작물은 허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멸권을 적용하여 권리를 되찾아온 이

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자의 수익적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업무상저작물과 위탁저작물

이 조항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과 우리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또한 소

멸권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저작권법

의 업무상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보면 “(1) 근로자가 그의 고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2) 당사자들이 그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한다고 서면으로 명시

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영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일부, 녹음물, 

98) 17 U.S.C. §20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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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보조적 저작물99), 편집물, 지도서100), 시험, 시험의 해답자료 또는 지도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문이나 위탁을 받은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는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조 31호에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주문이나 위탁을 받아

서 작성된 위탁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게 된다. 미국 저작권

법상에서는 위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위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물의 제작을 부탁한 경우에 저작

권은 저작물을 제작한 수탁자에게 있지만 재산권을 수탁자로부터 양도나 허여를 받아서 사용

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단지 수탁자가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만 

대비를 하면 되었다. 하지만 위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경우 위탁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위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수탁자가 

추후에 위의 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되찾아 갈 경우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101) 그

렇다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예상이 불가능한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투자

하여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를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

게 될 것이다. 결국엔 위탁자들은 위탁저작물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고 요즘 우리 사

회에서 위탁저작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악, 광고, 컴퓨터프로그램, 방송 업계에서는 자연

스럽게 위탁으로 제작을 하던 관행을 내부적으로 제작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

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탁저작물을 제작하던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소멸권을 도입할 경우에는 위탁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

던지 아니면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소멸권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필

요할 것이다. 

(3) 영화

다음은 영화의 문제이다. 영화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많은 분야인데 만약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하여서 소멸권을 적용하여 권리를 되찾아 온다

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국의 경우라면 공동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가 자신

의 지분만을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함께 계약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소멸권을 적용 할 당시에 반대를 하였던 저작권자들이 새로운 계약에 동의를 하지 

99) 원저작물에 2차적으로 부속된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행을 위하여 준비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100) 발행하여 체계적인 교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어문, 회화, 또는 그래픽 저작물을 의미한다. 

101) 소멸권을 주장 할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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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더 손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아무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4) 음반

음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음반제작자와 가수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에 속하여 보호

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음반제작자와 가수가 저작권자에 속하여 보호되고 있다. 그리

고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음반제작자가 녹음한 음반은 이차적 저작물에 속하게 되고 가수와 음

반제작자는 음반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차적 저작물인 음반은 소멸권의 예

외 조항에 속하게 되고 음반이 소멸권 행사 이전에 이용 허여 권한에 근거하여 창작되었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도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선 가수

와 음반제작자게 저작인접권자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소멸권의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저작인접권자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2. 베스트셀러 조항을 도입 할 경우 문제점

독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허락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저작권의 현실과 비교하면 독일 저

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베스트셀러 조항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작자가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

라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3. 그 밖의 문제

만약 위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저작권과 같이 양도를 하는 특허와 상표의 경우에도 같

거나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와 상표 같은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계약을 하여서 자신의 특허나 상표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

음에도 정작 저작자는 합리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제도를 저작권에만 도입을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반발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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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멸권과 베스트셀러 조항의 도입에 관한 소견

위에서 두 가지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들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고 

진정으로 저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인 문화 창달을 위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

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화 창달이 되려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저작자를 보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진 저작자들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더 다양한 문화가 나

타나고 대중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가진 저작

자가 등장하면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 제도를 살펴본 바

로는 두 가지 제도 중 특히 베스트셀러 조항은 저작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의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오히려 역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인 작가의 경우에 자신의 소설을 출간하려고 하면 자신의 소설을 출판해 줄 

출판사를 찾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작가가 이미 유명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인지도도 있고 팬층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작품을 출간을 하게 된다

면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인 작가인 경우에는 시장의 인지도도 낮

은데다 팬층도 전혀 없기 때문에 출판을 한다고 하여도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볼 가능

성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미리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작가로부터 사들이게 되는 ‘매절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매절계약이 나쁘기만 한 계약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위에 소개된 두 가지 제도는 창작물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를 

초기에는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작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탄생하게 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그 작품을 출판하려는 제작사는 작품에 대한 불확실한 가치를 감수하고 작가와 계

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조항 또는 소멸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만약 이 작품

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시장에서 작품이 성공하지 않을 위험부담뿐 만이 아니라 작

품이 성공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어야 하거나 제작사

의 수익에 비하여 저작자의 수익이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에 이르면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계약 당시에 

저작자에게 주는 돈을 베스트셀러 조항과 소멸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보다 적게 책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작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저작자에게 권리를 다시 

양도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저작자에게 큰돈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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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주고 권리를 가져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작자가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에 주는 돈이 적어지게 되고 특히 신진 작가들은 고정적

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제작사와의 계약에서 주어지는 돈도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

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을 찾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신진 작가들의 작품은 점점 더 시

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종래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Ⅶ. 결론

위의 제도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 저작권법

의 베스트셀러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이라는 저작권의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의 소멸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저작권법은 제일 처음 제정 당시에 보호기간이 2단계

인 기존 보호기간과 갱신 보호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작자들에게는 기존의 보호

기간이 끝나고 갱신 보호기간 사이에 새로운 저작권 허여 계약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이 1976년에 새로 개정되며 보호기간이 단일 기간으로 바뀌면서 저작자가 새로 

계약을 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등장한 제도가 소멸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단일 보호기간이었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의 소멸권을 그대로 도입

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무작정 외국의 제도를 그대

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거나 계약 당시에 매출액

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다른 방법들이 더 적

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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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뮤지컬은 수인에 의해 만들어 만들어진 음악과 춤이 극의 플롯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

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로서 현재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공연예술의 한 장르이다. 이러한 뮤지컬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공연예술

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상 뮤지컬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이

와 다르다. 법원은 지금까지 뮤지컬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연극, 오페라 등의 공연예술에 

대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저작권의 성립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뮤지컬을 음악, 각

본 등의 개별적인 저작물들이 모여 단순한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결합 저작물로 보는 것이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맡은 부분을 분리하여 이

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뮤지컬이 여타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판례와 학설에 비

추어 봤을 때, 결합 저작물이 아닌 공동저작물의 요건에 더 부합함을 보이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한다. 또한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저작자들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해보았다. 

만약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행사는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 활발해져가는 뮤지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시장에 큰 장애요소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보았다. 

본 논문은 뮤지컬의 상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저작

물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뮤지컬과 유사한 

오페라, 연극 등의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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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국내 공연시장 총 매출액에서 뮤지컬 공연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로 

집계되었다.1) 이는 뮤지컬이 국내 공연예술의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

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14 뮤지컬 실태조사’에 따르면 뮤지컬 시장의 총 규모는 약 3259

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정도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2) 이러한 뮤지컬의 대중적 인기를 반

영하듯 라이선스 공연이 주름잡던 국내 뮤지컬 시장에 창작 뮤지컬의 제작이 점차 활발해지

고 있다.3) 하지만 이에 상응하여 창작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4) 저작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뮤지컬의 저작권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원은 뮤지컬 작품 자체에는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뮤지컬을 이루고 있는 음악, 극본 등에 대한 각각의 저작권만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회

통념상 뮤지컬이 하나의 작품(저작물)이라 인식되는 것에 정반대되는 판단이었다. 또한 프랑

스5), 이탈리아6) 등 일부 국가에서 뮤지컬과 유사한 공연예술인 오페라를 하나의 공동저작물

로 보고 있는 것과도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7) 이런 판례의 입장은 뮤지컬의 저작권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뮤지컬의 법적 성격에 대한 현재 우리 판례의 입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또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국내외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뮤지컬에 적

용해 봄으로써 뮤지컬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만약 뮤

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공동저작자 사이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뮤지

컬 저작물의 이용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

겠다.

1) 신영경, 통계로 보는 콘텐츠산업, 제14-22호(통권94호)(2014), 3면.

2)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뮤지컬 실태조사(2014년 기준), 11면.

3) 2014년 국내에서 공연된 창작뮤지컬은 215편으로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위의 자료, 13면.

4) 서울고등법원 2007.5.22. 선고 2006나47785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 986; 대법원 2005.10.4.자, 2004마

639 결정 등.

5) 프랑스 저작권법 113조 2의 1항은 공동저작물을 하나의 창작에 다수의 자연인이 참여한 저작물이라 정의한다. 이는 공동저작

물을 결합방법에 의하여 구별한 것이 아닌 저작자 수에 의하여 구별한 듯하다. 우리의 법제와는 차이가 있다.

6)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구별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기여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가 공유한다고 한다.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우리와 이탈리아의 규정은 유사성이 있다.

7) 문화예술 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연계약 실무, 예술경영지원센터(2008),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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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뮤지컬의 법적 성격

1. 관련사례의 검토

(1)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8)

사건의 신청인1, 2은 원작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원작)의 제작자이고 신청인3는 

이 뮤지컬의 연출자이다. 신청인1은 1995년 초순경 원작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신청 외 작

곡가, 작가에게 각각 작곡과 대본을 의뢰하였다. 신청인2는 이렇게 만들어진 곡과 대본으로 

1995. 7.경부터 원작의 연출을 담당하며 뮤지컬을 완성, 공연하였다. 피신청인들은 공연기획, 

연출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들은 2003. 12. 5. 원작을 공동 제작하여 재연하기로 약정

하였고, 위의 작곡가, 작가에게 2005. 12. 5까지의 재연 뮤지컬의 공연 제작에 관한 동의를 받

았다. 이후 피신청인들은 원작과는 새로운 스태프와 배우들로 2004. 2. 28.부터 2004. 4. 30까

지 재연 뮤지컬을 공연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원작을 그대로 재연하여 공연함을 이유로 재연 공연에 대하여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청

구권에 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결정을 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뮤지컬을 재연하는데 있어, 원작의 제작자와 연

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일단 법원은 뮤지컬을 수인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수인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

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하면서,9) 신청인들의 뮤지컬을 공동저작물로 봐

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즉, 원작 뮤지컬을 재연할 시, 원작의 일부 저작자에 허락을 

받았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10)

또한 법원은 뮤지컬을 재연함에 있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원작의 저작권자 중 제작

자, 연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작자와 연출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먼저 제작자에 관하여는,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작자가 양도받

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뮤지컬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

8) 대법원 2005.10.4.자, 2004마639 결정.

9) 서울고등법원 2004.7.5.자, 2004라246 결정.

10) 사인에서 법원은 재연 뮤지컬을 원작의 극본과 악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된 적법한 뮤지컬이라 보았다. 재연을 위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재연뮤지컬이 원작의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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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관하여는, 연출자의 연출 행위는 뮤지컬에 대한 실연 행위 불과할 뿐이라며, 뮤지컬에 

대한 연출자의 저작권을 부정하였다. 

(3) 판례의 문제점

위에서 소개한 판례에서 법원은 뮤지컬을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전체로서 뮤지컬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러한 기여분이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 속에 종합예술로서의 뮤지

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연출자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고 실연자로 본 판단에 대하여는 뮤지컬에 대한 연출자의 

창작적 기여를 간과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연출자가 단순히 각본에 대한 실연만을 

할 경우12)도 있지만, 작가가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장면화하는13) 등 뮤지컬의 제작에 있어 

중요한 창작적 기여를 행하는 경우도 많다. 사례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처럼 연출자를 실연자

로 보게 되면 그의 창작적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비단 연출

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성된 뮤지컬 작품에 창작적인 방법으로 기여를 한 자들

에 대한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법원은 뮤지컬을 연극 저작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것이 누가 저작한 어떠한 창작

물인지 본질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 뮤지컬의 법적 성격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14) 

2. 문제 제기

위에서 소개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외에도, 법원은 뮤지컬, 오페라, 무용･무언

극과 관련된 사건15)에서 연극 저작물의 법적 성격을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있다.16) 하지만 

현재 뮤지컬 창작에 있어서 공동창작의 작업 방식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법상에

서 의미하는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하며, 창작행위가 공동 의사에 기초하여 이뤄질 것, 단일

한 창작물이 창작되고,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1)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도서출판 한울(2010), 178면.

12) 극본에 지문이 지극히 상세하고 실제로 연출의 기여가 지문을 따라가는 정도에 그쳤다거나, 재공연에 새로이 투입된 연출이 

초연 공연 연출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해외 공연물을 라이선스공연하면서 국내 연출가가 원작 공연물의 복제물 수준으

로 국내공연을 연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홍승기, 연극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지위 – 안무가, 감독과 비교하여, �인권과정의 

2015년 5월�, (2015), 107면.

13) 정영미,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연극학�, 제40호(2010), 432면.

1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5), 83면.

15) 뮤지컬, 오페라, 무용, 무언극과 관련된 사건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뮤지컬), 대구지방법원 2005. 11. 29. 선고 2004가합14585 판결(오페라),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뮤지

컬),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뮤지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12. 자 2007카합375 결정(무언

극). 이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연극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보고 있다.

16) 김정완, 공연예술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법학논고�, 제49집(2015), 6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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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뮤지컬도 허다하다.17) 이러한 현대 뮤지컬의 제작 특성에 맞추어, 해당 뮤지컬이 공동저작

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를 공동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분리 이용 

불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뮤지컬 공연 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인정하여 뮤지컬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의 권리관

계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저작물 인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3.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

뮤지컬이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는 양자의 구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은 모두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18) 하지만 

결합저작물과 달리 공동저작물은 창작적 기여를 한 자들 간에 공동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각각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19) 

즉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뮤지컬에 참여하는 저작자들 간에 공동관계

가 있어야 하며, 그 각각의 뮤지컬에 대한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1)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있을 것

공동저작물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저작자들 사이에 공동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저작자들 간에 ‘공동의 창작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설20)과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불필요설21)의 견해대립이 있다. 

1) 필요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2)고 하며 긍정설을 취하고 있

다. 학설 또한 이를 지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23)24)

17) 정영미, 앞의 책(2010), 432면.

18) 최경수, 앞의 책(2010), 115면.

19)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에 있어서, 공동저작물에는 저작자들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한다. 허나 이는 결국 공동 창작의사로 그 존재를 파악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경수, 앞의 책(2010), 176면.

2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300면; 이해완, 앞의 책(2015), 334면.

21) 김원오, 공동저작물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계간저작권�, 제94호(2011),24면.; 박성호,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

의 관련성, �계간저작권� 가을 호 통권59권(2002), 24면.

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23)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간 구별이 불가능하고,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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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저작권법25)에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 저작권법상 상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결합된 공동저작물은 집합저작물과 비

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공동저작물로 본다는 것이다. 공동저작물은 ‘창작되는 

시점의 의사’에 있어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26) 이는 

미국 저작권법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자 간에 공동관계 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보

고 있음을 나타낸다.27) 또한 비국의 판례28)는 대본의 실질적 기여분에 따른 작품에 대한 로

열티 협상에 대한 소송에서 공동 의사는 공동저작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라고 하며 ‘공동창작

의 의사’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불필요설

부정설은 공동저작물 상의 저작자들 간에 ‘공동창작의 의사’는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으

며29), 객관적으로 보아 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정도30)

이면 저작자들 간의 공동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즉 복수의 참가자들 사이에 하나의 저작물

을 작성한다는 의사가 있음을 외부로부터 추단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이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외부에서 그 존재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내심의 의사는 자의적으로 변

경이 쉬워 이를 요건으로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31).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의 법문상에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하

고 있지 않음으로 공동관계 형성에 있어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32)

3) 검토

미국은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상

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결합된 공동저작물이 집합저작물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를 

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부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동관계 형성에 있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취지의 

논문 이해완, 앞의 책(2015), 333-334면.; 오승종, 앞의 책(2013), 300면.; 김원오, 앞의 논문(2011), 23면.

24) 반대견해로는 우리 저작권법도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문의 해석상 

‘공동창작의 의사’가 공동관계 형성에 있어서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문. 김원오, 앞의 논문(2011), 24면.

25) 미국저작권법(17 U.S.C.) §101 (정의) “공동저작물(joint work)”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

(unitary whole)와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결합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제작한 저작물이다.

26) Nancy P. Spyke, The Joint Work Dilemma: The Separately Copyrightable Contribution Requirement and Co-ownership 

Principles, 40 J. COPYRIGHT SOC’Y 463 (1993).

27) 김원오, 앞의 논문(2011), 34면.

28) Aalmuhammed v. Lee, 202 F.3d 127 (9th Cir. 2000); Thomson v. Larson 147 F.3d 195(C.A.2 (N.Y.), 1998).

29) 김원오, 앞의 논문(2011), 24면.

30)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2007), 21면; 서달주, 앞의 책(2007), 218면 등 참조.

31) 이해완, 앞의 책(2015), 333-334면.

32) 김원오, 앞의 논문(20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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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다. 즉 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

했다면 그 저작물이 집합저작물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저작물로 본다는 것

이다. 이는 공동저작자들 간의 의사를 완성된 저작물의 상태적 특징보다 중시한 것으로써 저

작자의 창작 의도를 깊이 고려한 입법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법제가 다른 우리 저작권법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작물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도 완성된 저작물 

성격만큼이나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깊이 고려하는 것이 저작물에 대한 보다 충실한 보호 방

법이라 생각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권법은 공동관계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창작의 의사’

를 그 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판례33)는 공동관계 형성에 있어 ‘공동창

작의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34) 결국 뮤지컬 제작에 참여한 자들 간의 공동관

계에 대한 판단은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

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1) 우리 학설과 판례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는 분리가능성설35)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설 중 

어느 것을 취하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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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36)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을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37) 판례도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동저작물에 포함된다.”38)라고 하며 개별적 이용가능성설

을 취하고 있다.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의 ‘분리 이용 불가능’에 대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자의 기

여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분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견해39)가 있다. 반면 ‘분리 이용 불가능’의 판단은 기여분이 하나의 저작물 속에 

3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34) 만약 판례와 같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그 요건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는 공동저작물의 조문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김원오, 앞의 논문(2011), 24면.

35) 분리이용가능성설은 하나의 저작물의 각 구성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론이다. 

36)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1호. 

37) 이해완, 앞의 책(2015), 328면.

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39) 정상조, 저작권의 공유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40권 2호(111호)(1999), 207-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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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어 그 저작물과 일체를 이룸으로써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 등과 사회통

념, 법적･규범적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40) 판례41)

는 후자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의회 기록의 예시에 따르면42) ‘단일물(a unitary whole)’의 ‘분리가 불가능한 부

분’(inseparable parts)은 공동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

람의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각색한 경우에 생긴다고 한다. 반면 ‘단일물(a unitary whole)’

의 ‘상호 의존하는 부분(interdependent parts)’은 독립한 저작물에 기여분을 결합하는 단순 작

용으로 생기고 집합저작물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해석한다.43)44) 

3) 일본의 경우

일본의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에 그 각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

할 수 없어야 함을 두고 있다.45) 따라서 일본의 경우 개별적 이용 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례46)도 일러스트와 설명문이 서로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러스트와 설명문의 관계를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다.47) 이는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검토

미국의 경우 ‘분리가 불가능한 부분(inseparable parts)’은 공동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각색한 경우에 생긴다고 

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어떤 기여분에 영향을 받아 다른 기여분이 작성되고 그 기여분

들이 모여 ‘단일물(a unitary whole)’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도 공동저작물에 대

한 판단에서 각 기여분 간의 영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48)을 볼 때 미국의 이론과 공통점

40) 이해완, 앞의 책(2015), 302면.

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에서 법원은 만화스토리와 만화그림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스토

리작가와 만화작가와의 관계, 상호간의 ‘공동창작의 의사’, 만화작품의 특성, 만화작품의 제작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42) H.R. Rep. No.94-1476, at 120 (1976), reprinted in 1976 U.S.C.C.A.N. 5659.

43) U.S. Copyright Act, 17 U.S.C. § 101 et seq.(Definitions): A “joint work” is a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44) 김원오, 앞의 논문(2011), 34면.

45)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정의) 12호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창작한 저작물로, 그 각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

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6) 東京高法 平成 10年11月26日 控訴審判決 (判時1678･133)

47) 김원오, 앞의 논문(2011), 33면.

4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만화작품의 그림작가와 스토리작가간의 공동저작자관계에 대한 판

단에서 법원은 그림 작가인 피고는 제공받은 만화스토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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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본다. 이는 뮤지컬에 대한 판단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은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에 입각하여 분리이용 불가능성을 판단하

고 있다. 이에 관한 해석론 중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리이용가능성을 해석하는 학설은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관점은 상황과 기술발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49) 

또한 경제적으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가능하

다. 따라서 분리이용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기여분이 하나의 저작물 속에 흡수되어 그 저

작물과 일체를 이룸으로써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등과 사회통념, 법적･규범적 의미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나, 왜 뮤지컬에 

대한 판단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4. 뮤지컬에 대한 검토

(1) 공동관계에 관하여

공동관계에 대하여는, 뮤지컬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음을 

보인다면 공동창작의 의사 필요설, 불필요설 중 어느 것을 취하든 그들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의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사란 뮤지컬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

에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

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음을 뜻한다.50)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극작가, 연출가, 안무

가, 배우, 가수, 무용가, 각종 디자이너들 간의 공동작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51)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이 하나의 뮤지컬을 구성하게 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창

작행위를 한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52)’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이 뮤지컬에 각자 이바지한 부분

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뮤지컬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관건이 된다. 만약 뮤지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분리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등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한 점, 사건의 만화들은 원고들이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구체적으로 묘사한 등장인물의 성

격, 배경 설명 등과 이에 기초한 피고 특유한 그림 등이 결합하여 독창적인 만화로 완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들을 공동저작

자라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처럼 공동저작물에 대한 판단에서 각 기여분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다.

49)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분리이용이 불가능했던 것도 분리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다수의 조각가가 인체부위 한 곳씩을 

각각 맡아, 공동 작업으로 전체의 인체조각품 하나를 완성했다면 그 창작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분리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후에 그 조각의 머리 부분만을 사진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완, 앞의 책(2015), 

301-302면. 

50) 이는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51) 박용재, �뮤지컬 감상법�, 대원사(1998), 52면.

52) 판례는 뮤지컬을 하나의 연극저작물로 보고 있다. 이해완, 앞의 책(2015),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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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이용불가능성에 관하여

뮤지컬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느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적 이용가능성설에 입각하여 사회통념, 법적･규범적 의미, 저작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배우, 가수, 무용

가, 각종 디자이너들의 공동작업은 필수적이다.53) 그들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창작물

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의 창작물에 따라 자신의 창작물을 수정, 개량하는 등의 작업

을 한다.54)55) 이러한 공동작업 속에서 탄생한 뮤지컬의 구성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끈끈한 연관성이 생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각 기여분들이 

서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뮤지컬 음악의 경우, 그 음악적 구성은 극의 진행과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

다.56)57) 뮤지컬 음악이 극의 분위기, 조명, 소품, 무대디자인 등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만들

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과 극이 만났을 때, 한편의 통일성 있는 뮤지컬이 완성된다.58) 

만약 뮤지컬 음악을 극과 분리하여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이용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작곡가

가 곡에서 극과 함께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결국 뮤지컬 음

악은 극의 전개와 무대디자인, 조명, 배우의 연기, 연출과 조화를 이룰 때, 그 존재 목적이 달

53) 실례로 뮤지컬 미스 사이공 제작 과정의 경우, 작가와 작곡가, 연출가 등이 프랑스의 한 농가를 빌려 약 6개월간의 합숙을 

통하여 뮤지컬을 완성한 사례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차태호, �뮤지컬 연출 체크리스트�, 남지(1998), 51면.

54) 다음은 연극 ‘남산타워 벚꽃은 4월에 진다’, ‘필로우맨’, ‘Draw me a sheep(European young theatre 2015 수상작)’을 연출한 

김승운 연출가와의 2015년 8월 15일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극의 구성요소는 이를 각 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극에서 쓰이는 음악의 경우, 작곡가가 연출가나 다른 관계자들의 개입없이 홀로 곡을 쓰기 시작하여 

완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작곡가는 곡과 무대의 효과, 조명, 소품, 극의 분위기 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극의 연출가나 

관계자와 긴밀히 상의하며 곡을 만든다. 만약 무대나 특수효과 등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음악을 수정하기도 한다. 극의 

요소 모든 것이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극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작과정 

속에서 관계자들이 곡의 멜로디를 추가하거나 가사를 수정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음악뿐만 아니라 극에 관한 모든 

창작물의 제작에서 이같은 공동작업은 일반적인 일이다. 만약 이러한 창작물들이 극과 분리되어 이용된다면 예술적 관점에서 

이는 별개의 창작물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예술적 느낌을 낼 것이다. 뮤지컬도 연극의 일종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55) 작곡가와 작사가는 음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를 전문 가수들이 부른 데모 테이프로 만들어서 안무가와 오케스트라, 무용 

음악 피아니스트, 음향 감독, 무대와 의상 디자이너 등에게 전해준다. 이들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뮤지컬 ‘카바레’의 의상디자이너들은 촌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린 음악을 듣고서야 전체 공연 분위기에 걸맞은 적절

한 시각적 효과를 창조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스티븐 시트론, �뮤지컬 기획･제작･공연의 모든 것�, 미메시스(2007), 26면. 

56) 원종원,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뮤지컬�, 커뮤니케이션북스(2013), 12면.

57) 예를 들면,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이 술이 식으면” 2막 11장에서 연주되는 곡은 미우라와 낭인들의 ‘여우사냥’작전을 선포하는 

부분이다. 이 장면의 바로 앞 장면에서 명성황후는 불어를 공부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데 그 장면과 오버랩 되면서 미우

라와 낭인들은 명성황후의 암살을 선포한다. 이 곡의 조성은 a단조이다. 하지만 극의 긴박함과 음산함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4마디에 걸쳐 빈번하게 코드 진행을 바꾸고 있다. 마디1는 C코드, 마디2는 GM7코드, 마디3는 em7, 마디4는 Edim7으로 진행

하다가 마디5부터 a단조의 Ⅴ로 진행된다. 문선아, 뮤지컬 명성황후에 나타난 음악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제 

21호(2013), 187면-203면. 

58) 서혜미, 뮤지컬 음악의 이해와 변천과정 연구, �관동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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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뮤지컬을 구성하는 저작물들 상당수가 이러한 속성을 

띠고 있다.59)60) 이러한 저작물들은 하나의 뮤지컬 속에 흡수되어 일체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예술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61) 만약 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한다면 그 예술적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사회

통념62), 법적･규범적 의미, 저작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리하여 이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논의를 종합해 보면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는 저작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

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된다. 여

기서 다시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저작물은 창작적 기여를 한 

자들 간에 공동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각각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뮤

지컬은 그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그들 각각의 기여분은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뮤지컬은 공동저작물성을 갖는 저작물임을 알 수 

있다. 

59) 뮤지컬 안무가는 뮤지컬 작품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여러 (춤)형태의 안무 구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작품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춤을 만들어 내야 한다. 황현경, 뮤지컬 안무구성분석-뮤지컬 페임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논문집�(2014), 151면.

60) 안무나 무대미술의 경우는 비록 많은 자본과 노력을 기울여 창작하였더라도 공연이란 매 공연마다 새로운 콘셉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안무와 무대미술, 무대장치, 의상 등이 당해공연 외에 재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정완, 앞의 논문(2015), 

605면.

61) 예를 들면,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 첫 장면에서 극장물품 경매가 끝나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올라가면서 무대는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때 샹들리에의 전구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뮤지컬 메인테마곡의 전주가 진행되면서 

그 조명의 밝기 조절과 음악의 비트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때 조면디자인과 무대음향은 개별적인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 정영미,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2011), 27면. 

62) 하나의 뮤지컬작품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저작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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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 인정에 따른 권리관계

1. 현행법상 뮤지컬 관련 저작권의 권리관계

결합저작물은 성질상 단독저작물의 단순한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63) 결국 결합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단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할 뿐이

다. 따라서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공연예술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뮤지컬을 구성

하는 극본, 음악, 가사, 가사, 안무64), 무대미술 등이 각각의 저작권으로 존재한다. 결국 뮤지

컬에는 공동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65), 제48조(공동저

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66) 등의 특칙이 적용될 수 없어, 그것을 구성하는 악곡, 가사 등의 

권리의 획일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67) 

2. 공동저작자의 문제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작품 전체가 단일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인 뮤지컬의 공동저작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는 현행 법제상에서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여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모두 뮤지컬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63) 이해완, 앞의 책(2015), 201면.

64) 본 논문에서 말하는 안무란 뮤지컬의 음악과 함께 실연되는 안무가에 의해 창작된 동작의 틀(形)을 말한다. 배우들의 연기 

중에 나타나는 연기의 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기의 형을 연극저작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배우들이 어문저작물인 극본을 해석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실연’

만이 있고 별도의 연극저작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볼 경우도 많다고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특별히 

극본에 정해진 것 이상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연기의 형이 만들어진 경우에 그 연기의 형을 연극저작물로 인정하여

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해완, 앞의 책(2015), 82면.

65)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6)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

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67) 정영미, 앞의 책(2011),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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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적 기여를 한 자(이하 ‘그 외의 기여자’)들을 뮤지컬에 대한 공동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느

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는 창작적 기여에 대한 국내외 학설과 판례를 통해 살

펴보기로 한다.

(1) 학설과 판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68) 해석하자면, 저작물을 실지

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라 할 수 있

다.69) 하지만 공동저작자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의 창작적 기여를 하여야 저작자로 될 수 있

는지에 대해 학설이 나뉘고 있다.

먼저 동일기준설을 보자면, 공동저작자의 인정기준과 일반적인 저작자의 인정기준이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창작에 관여한 자의 창작적 기여가 사실행위로서의 창

작행위 수준이어야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70) 이는 우리의 다수설71)이자 일

본의 다수설이다.72) 반면 완화된 기준설은 공동저작물로부터 개개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판단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본래 표현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

고, 각 관여자의 창작성의 고저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73)임을 이유로 공동저작자의 

창작적 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일반적 저작자의 그것보다 더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우리 판례는 완화된 기준설에 입각한 판시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일 기준설에 입

각해 있다고 봐야 한다.74) 

다수설과 같이 공동저작자의 창작적 기여 정도를 사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창작적 기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Nimmer교수의 최소한도 이상 (more than de minimis)의 창

작적 기여 수준이면 족하다는 견해75)와 Goldstein교수의 기여 수준이 독립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independently copyrightable)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76)가 존재한다. 우리의 다수설은 

Goldstein교수의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77) 우리 판례도 이에 따른다.78)

68)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69) 이때의 창작성은 저작자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 상담사례, �저작권관계자료 2014-07�

(2014), 12면.

70) 김원오, 앞의 논문(2011), 15면.

71) 이해완 앞의 책(2015), 331면, 오승종 296면 등

72) 김원오 앞의 논문(2011), 17-18면

73) 김원오, 앞의 논문(2011), 15면.

74) 김원오, 위의 논문(2011), 15-16면.

75)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section] 6.07(a)(1) (2005).

76) Paul Goldstein, Copyright: Principles, Law and Practive [section] 4.2.1.2 (1989).

77)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개정판,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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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인 이상이 공동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것은 공동저작물에 각각의 기여분이 존재한

다는 의미이다.79) 창작적 기여분의 존재에 관하여는 각각의 기여분이 질적, 양적으로 동등할 

필요는 없고80),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획득 가능할 요소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고 한다.81)

(2) 적용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뮤지컬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는 ‘그 외의 기여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동저

작물의 창작 과정에 있어서 그 외의 기여자들이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사

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 방법에 의해 그 외

의 기여자들이 관여한 행위를 검증해 봄으로써 사실행위로서의 창작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82)

1) 연출자의 경우

현재 우리 저작권법83)과 판례84)는 연극의 연출자를 실연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뮤지컬의 공연제작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규정이다. 국내에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는 

경우 통상 대본 구성 회의에 연출가가 참여하여 대본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연습 과정에서 다시 대본을 무대와 배우들에 맞추어 수정한다.85) 초기 극작 단계에서부

터 연출의 창작적 기여가 발생하는 것이다.86) 또한 연출가는 배우의 공간상의 위치와 동선을 

결정하는 블로킹(blocking)작업과 조명, 음악, 의상, 분장 효과 등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87) 극이 공연되는 중간에도 연출가는 상황에 따라 극을 새롭게 수정, 보완하기도 한

다.88) 이러한 연출가의 연출 행위는 극본을 소재로 하여 3차원적인 공간에 2차적 저작물인 

7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에서 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공동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저작물 수준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79) 김원오, 앞의 논문(2011), 9면.

80) Sweet Music, Inc. v. Melrose Music Corp., 189 F.Supp. 655 (S. D. Cal.1960).

81) Ashton-Tate corp. v. Ross, 916 F.2d 516 (9th Cir. 199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60 (2d Cir. 1991).

82) 김원오, 앞의 논문(2011), 9면.

83) 저작권법 2조 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5가합485 판결.

85) 최근 10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국내 뮤지컬의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의 진술이다.(2015. 3. 17. 전화인터뷰) 연출가가 

대본을 공연용으로 개작하므로 보통 연출가에게 ‘연출’ 이외에 ‘각색’ 크레딧을 별도로 부여한다. 홍승기, 앞의 논문(2015), 

111면.

86) 홍승기, 앞의 논문(2015), 111면.

87) 정영미, 공연예술에서 연출자의 저작권보호와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84호(2008), 102-122면.

88) 실례로 뮤지컬 ‘로마의 휴일’에서 주인공 신문사 기자가 공연 마지막 장면에서 앤 공주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본 후, 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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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89) 독일에서는 현재 하급법원에서 연출의 저작

물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90), 프랑스 역시 연출가의 역할 기여에 따라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91) 또한 일본에서는 연극 각본과 그에 따른 연극의 

표현상의 사상,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배우의 연기와 연출가의 연출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이의 저작자는 연출가라고 하며 연출가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92)

따라서 연출자의 창작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연출 행위는 2차적 저작물성이 인

정될 정도의 수준의 창작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연출가는 이러한 창작적 기여를 했을 경

우 공동저작물인 뮤지컬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2) 배우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의 연기는 실연93)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배우

가 뮤지컬 실연의 과정에서 특정한 춤을 개발하고, 공연에서 사용하였다면 이는 무용 저작물

로서 해당 뮤지컬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것이다.94) 또한 배우가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대사를 창작하여 공연하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은 즉흥극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

에95) 이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정도의 창작적 기여로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배우가 실연을 

넘어선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뮤지컬이라는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뮤지컬제작자와 제작사(법인)의 경우

뮤지컬 제작자는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초기 자본을 투여하고, 작품의 기획 및 때에 따라

서는 작품의 창작에도 기여하나, 아직은 뮤지컬 제작자의 독자적 권한이 성립되어 있지는 않

다.96) 또한 단순한 제작 행위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제작자가 별도의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제작 행위만으로는 이를 뮤지컬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뮤지컬 제작사에 관하여는, 만약 제작사와 종업원 간에 업무상 저작 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제작사(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뮤지컬에 대해 사실행위로서의 창작적 기여

머리 뒤로 내던지며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매 공연마다 조금씩 변하였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에는 기자가 

신문을 고이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연출가가 공연을 지켜보면서 작품을 변형시킨 것이었다. 

전정수, �뮤지컬 제작기(전PD가 들려주는)�, 세창미디어 (2013), 255면.

89) 홍승기, 앞의 논문(2015) 115면.

90) 서달주, 현대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상), �계간저작권�, 제3호(2003), 82-87면.

91) 서달주, 앞의 논문(2003), 40-43면.

92) 홍승기, 앞의 논문(2015), 107-108면.

93)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

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9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극과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8), 40면 참조.

95) 정영미, 앞의 책(2011), 183면.

96) 정영미, 앞의 책(2011),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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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제작사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97)

4) 무대, 조명, 의상, 분장, 음향, 영상, 소품 등의 관련자의 경우

뮤지컬의 극본, 안무, 작곡이 사람의 ‘알몸 또는 신체’에 해당하는 1차적 창작물이라 한다

면, 무대, 조명, 의상, 분장, 음향, 영상, 소품 등의 디자인은 그 알몸을 시청각적으로 감싸서 

더욱 빛나게 하는 2차적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98) 독창성을 갖춘 무대미술의 경우 미술저작

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창작자는 뮤지컬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무대장치의 경우, 무

대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는 없지만 독창성을 갖춘 개별적인 소도구, 세부적 표현에는 저작

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무대장치의 창작자 또한 뮤지컬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99) 의상의 경우, 의상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창작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응용

미술저작물100)로 보호되기도 한다. 따라서 뮤지컬에 사용되는 의상이 그 정도의 저작물성을 

갖고 있다면 이의 디자이너는 뮤지컬의 공동저작자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공연예술의 

조명은 아돌프 아피아101) 이래로 단순히 무대 위에 빛을 비추는 기능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서 오늘날의 공연 무대에서 조명이 창조적인 표현의 한 주체적 요소로 인정되

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명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들다.102) 조명에 관한 것은 

대부분 기술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조명 관련자는 뮤지컬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명이 뮤지컬 상에서 저작물성이 있는 정도

의 창작성과 독자성을 갖는다면 이에 대한 창작자를 뮤지컬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소결

위에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 본 ‘그 외의 기여자’들은 예시일 뿐, 이들 외에도 뮤지컬에서 

독립적 저작물성이 인정될 정도의 창작적 기여를 한 자들은 모두 뮤지컬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창작에 기여하는 방법이나 정도는 각 공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뮤지컬의 공동저작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공연제작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여야 한다. 

97) 김원오, 앞의 논문(2011), 13면. 

98) 전정수, 앞의 책(2013), 189면. 

99) 정영미, 앞의 책(2011), 186면.

100)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

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01) 네이버 지식백과, “아돌프 아피아 [Adolphe Appia]”,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2037&cid=4094

2&categoryId=34397>, (2015.9.4) 스위스의 무대장치가. 19세기에 유행하던 평면적이고 회화적인 무대장치를 배격하고, 조명

의 광선과 그림자의 효과를 중시한 입체적･조소적(彫塑的)인 무대공간을 창조하여 이에 대한 이론가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830년대 들어서 가스등(燈)을 이용하게 되면서 푸트라이트(footlights)를 발명하여 배우들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였다.

102) 정영미, 앞의 책(2011),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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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의 공동저작자들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

사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103) 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때에도 신의에 반한 합의

의 성립방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일이 합의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공동저작권자 중에

서 저작권을 대표해서 행사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전원의 합의가 없는 저작권의 행사

는 무효이며, 따라서 전원의 합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있을 경우,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권자는 

단독으로(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 예방 혹

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각 저작권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04)

3. 공동저작권의 지분

저작권법 제48조 2항105)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

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고 한다. 즉 뮤

지컬의 공동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지분은 각자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뮤지컬에서 그 이바지한 정도를 명확히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공동저작자들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히 나누어질 수 

없을 뿐, 기여의 많고 적음은 어느 정도 서로 비교될 수 있다. 결국 이는 불공정한 이익 분배

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최대한의 공정한 이익 분배를 도모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예상한 분배 비율이 뮤지컬 제작이 완성된 시점에서 

봤을 때, 실재 기여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이 보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연

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계약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06)

103)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104) 최상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배에 따른 책임,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2013), 273면.

105)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

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06) 새로운 공동저작자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공동저작을 하기로 약정했던 자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 미리 약정해 둔 지분비율

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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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뮤지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뮤지컬을 공동저작물로 인정한다면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규정에 따라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공동저작물인 해당 뮤지컬을 토대로 누군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 뮤지컬의 공동저작권자 모두

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래서 또 다른 창작으로 이어지는 데 방해가 되

고, 창작품의 원활한 유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107)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이용의 

편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보도록 한다.

1. 공연예술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토대로 공연예술의 특성에 맞는 공연예술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108)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란 영상제작자

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109)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영상

저작물은 그 바탕이 되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

람들이 창작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인 영상저작물에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

의 권리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110) 따라서 이 특례규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여

하는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이용 편리와 창작품의 원

활한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07) 근래에 뮤지컬 시장은 날로 커져 가고 있고, 하나의 뮤지컬을 토대로 다양한 2차적저작물 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음반, 캐릭터 상품, 대본, 영화화, 소설화 등). 정영미, 앞의 책(2011), 154-155면.

108) 대법원 2005.10.4, 자, 2004마639, 결정에서 법원은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

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뮤지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뮤지컬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09)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

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10) 임원선, 앞의 책(2009), 347-348면.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5. 장려상 … 135

뮤지컬은 영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제작에 수많은 사람들의 창작과 노력이 투자된다. 

뮤지컬을 공동저작물로 본다면 그들 각각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영상저

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간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영상저작물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예술에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 저작권 권리관계와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서 마련

공연예술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하여도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에 있어서 

여전히 계약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111)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예술가들에게 공동저작

물의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러한 문제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고안하고 이를 보편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91년에 (구)저

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표준공연계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뮤지컬 극작가 중심

의 계약모델112)이고, 2012년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

안한 몇 종의 표준계약서에는 뮤지컬의 특성을 반영한 뮤지컬분야의 표준계약서 양식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뮤지컬 관련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에 현행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기회를 빌려 공동저

작물 권리관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뮤지컬 저작권 권리관계와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

서”의 양식을 고안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뮤지컬 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해당 작품의 공

동저작자 명단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뮤지컬 저작물의 이용이 권리관계의 혼란으

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는 후에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큰 기여

를 할 것이다.113)114)

11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 중 권리양도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보아도, 조문에 “특약이 없는 한”을 명시하여 규정보다 

계약이 앞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공연예술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신설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권리양도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에서 특약이 우선된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규정이 계약보다 앞서게 한다면, 이는 사적자치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2) 정영미, 앞의 책(2011), 165면.

113) 박영정･강은경,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의 도입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문화가 정착되면, 직접적으로는 계약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실연자와 스태프가 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보호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실연자 및 스태프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 가능. 

   2. 공연예술계 표준계약서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제작에서 계약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계약문화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계약서 작성의 문화가 정착되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또 합리적 분쟁 처리에도 도움이 되어 무계약 

관행에서 오는 분쟁 비용의 감소 등 쌍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114) 추후에 새로운 공동저작자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공동저작을 하기로 약정했던 자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 미리 약정해 둔 

지분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한다면 보다 공정한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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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예술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도입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

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 권리단

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라고 한다.115)116) 집중 관

리단체는 저작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권리를 관리하면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수익이 있으면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권리자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수행한다.117) 이는 다수에게 분

산되어 있는 권리를 집중시켜, 저작권 관리의 단일 창구118)로서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일일이 모든 권리자들과 교섭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저작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집중 

관리단체가 불편함의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연예술들도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집중 

관리단체가 뮤지컬 관련 저작권만을 관리하기보다는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저작권의 관리를 

맡는다면,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효용이 있을 것이다. 아직 국내외를 통틀어 공연예술에 

관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단체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공연예술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빈

번한 실태119)를 감안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집중 관리단체의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다.

115) 이해완,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보법학� 제8권 제1호 (2004), 4면.

116)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최진원,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현황, �저작권 동향�, 제2015-12호(2015), 2면.

117)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법 체계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8), 70면.

118) Dnaiel Gerva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Kluwer Law International�(2006), p.19.

119) 위대한 캣츠비 사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사건, 친정엄마 사건, 난타 사건, 어린이 캣츠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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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법은 모든 것을 틀 안으로 넣으려 한다. 하지만 예술은 현존하는 틀을 깨고 나와 새로움을 

보여줄 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다. 현재의 공연예술에는 이러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하

여 그 창작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공연예술을 품어 안기 

위해서는 현재의 틀에 이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기보다는, 새로움에 걸맞은 새 틀을 짤 필

요가 있다.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예술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작되고 그 결과물 또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공연예술에 대한 법의 해석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

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뮤지컬은 그 창작 과정이나 저작물의 결합 형태로 봤을 때 결합저작물과는 확연히 다른 특

징을 갖는 공연예술이다. 이는 오히려 공동저작물의 속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뮤지컬은 개

별적으로 결합저작물로써 보호되기보다는 공연전체가 하나의 공동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뮤지컬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또한 마

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와 유사하게 공연예술저작물에 관한 특례

가 도입된다면 현행 개별적인 보호에서 발생하는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120)

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비단 뮤지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특성을 지

닌 모든 공연예술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뮤지컬은 모두 결합저작물.” 이라는 식

의 획일적 판단은 지양되어야 한다.121) 어떤 공연예술이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판

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연예술의 제작 단계부터 공연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0) 무대공연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할 경우 개별적 구성요소(각본, 음악, 무대디자인, 실연 등) 등을 창작한 자 뿐 아니라 

공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들 요소들의 조함을 통해 가장 적합한 무대효과를 연출해 낸 자도 자신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공연예술의 완성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들의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김정완, 앞의 논문(2015), 628면.

121)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아무런 공동관계 없는 여러 저작자의 음악, 극본, 무대디자인 등을 모아 뮤지컬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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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은 스트리밍 사이트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 한 콘텐츠들

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지만 사이트를 개설하고 링크를 걸어 그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nline Service Provider, OSP”라 한다.)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간접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필자는 링

크 공유 사이트 OSP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만, 위의 대법원 판단과 같이 직접책임뿐만 아니라 간접책임의 가능성까지 없다고 한다면, 저

작권자는 일일이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링크를 찾아 사이트를 들어간 후, 그 콘텐츠가 불

법으로 복제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삭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자본

이 투자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링크 공유 사이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

계인 스트리밍 사이트는 보통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많으므로 쉽게 삭제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경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판례 및 법 제도를 분석한 결

과, 최근 국내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으나, 간접책임의 가능성은 인정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전의 국내 판례

에서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는 하지 않았어도 링크공유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이를 인식하여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했으나 오히려 

공유한 링크정보를 방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

이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불법저작물이 있는 웹페이지에 침해자가 직접링크를 걸도

록 하여 그 링크정보를 공유한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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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몇 가

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최근에 링크 공유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OSP에 대한 사건이 늘어났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 최근의 판례와 같이 간접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후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의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이트 내 약

관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등의 OSP 제한규정이 방식과 강도 면에 있어 서로 통일이 

되지 못하여 다양한 법률의 해석에 따라 충돌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별법에서의 

다양한 규제방식들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OSP 서비스 유형을 좀 더 상

세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간접책임을 적용할 경우, 서로 같은 서비스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다른 OSP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OSP의 유형을 온라인서비스를 통하

여 오갈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이용자간의 관계 및 이용자들 

간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유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비로소 링크를 활용하여 불법저작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하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 또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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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외화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업로드 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링크로 연결하는 링크공유 사이트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에 주소를 두고 운영을 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직접

링크를 걸고 이용자들이 클릭 할 때마다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이하 “Online Service Provider, OSP”라 한다.)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링크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물론 링크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링크를 활용하

여 누군가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는 당연히 권리 침해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업로드 한 콘텐츠들이 저작권

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지만 사이트를 개설하여 링크를 걸어 그 정보를 

공유하는 OSP에게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는가에 대해 사건 링크 행위

가 직접링크에 해당하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

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링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

고, 또한 불법저작물이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

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링크 글을 방치한 OSP는 저작권법 방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직접링크를 활용하여 그 정보를 공유

한 OSP에게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간접침해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링크정보를 제공하며 이익을 얻는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자가 

아무런 법적인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작권자는 일일이 자신의 콘텐츠와 관

련된 링크를 찾아 사이트를 들어간 후, 그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었는지 확인하여 삭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자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링크 공유 사이

트 OSP에게 직접침해 책임과 간접침해 책임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

는 데 있어 너무나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지 않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불법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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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사이트를 링크하였다는 이유로 간접책임을 물었을 경우에는 또한 링크 공유 사이트 OSP

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요건이 해당하였을 때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링크 공유 사이트가 링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저작물

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Ⅱ장), 국내외 판례 및 법 제도를 분석하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의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성립 여부

를 검토해보고자 한다(Ⅲ, Ⅳ장). 특히 Ⅲ장에서는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침해 책임 여부를 검토할 것

이며, Ⅳ장에서는 책임요건과 면책요건을 검토하여 어떠한 링크 공유 사이트OSP가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간접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현행법･제도를 분석하

여 결론을 도출한다(Ⅵ, Ⅴ장).

Ⅱ. 링크공유행위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법적 취급

1. 링크공유행위로 인한 불법저작물의 유통 현황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국내외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시청한다.1) 이용자들은 서

1) 정재우, 불법 스트리밍 실태와 현황 : 진화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이용자도 늘어난다, �저작권문화�, 제236호(2014), 

17면.
<국내･외 주요 스트리밍 사이트 현황>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서버추정위치

티비팟  http://tvpot.daum.net/ 국내

판도라티비  http:/www.pandora.tv/ 국내

엠군  htp://www.mgoon.com/ 국내

토도우  http://www.todou.com/ 중국

유쿠  http://www.youku.com/ 중국

소후  http://www.sohu.com/ 중국

56  http://www.58.com/ 중국

VK  http://vk.com/ 러시아

imageshack  http:/imageshack.com/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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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 요청한 저작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다운로드 방식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더 선호하는데,2) 그 이유는 다운로드 방식의 경우, 반드시 완료되어야 실

행이 가능하고, 완료됨에 따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일정한 용량의 파일을 차지하는 반면, 

스트리밍 방식은 버퍼링만 기다리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정

보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 대부분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불법인 셈이다. 

이러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한 사이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과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으로 구성하여 저작권 보호 관

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보호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

트에 대한 실적은 다른 실적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실제로 2014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실적을 살펴보면, P2P, 토렌트, 웹하드 등은 작년 대비 그 수치가 증가한 반면, 스트

리밍 사이트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되는 국내･외 

2) 저작권보호센터, �2015 저작권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2015, 156면.

TV방송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접근의 편의성에 의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다운로드 방식의 불법복제물의 소비를 약화 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Id. 9면.

<저작권 보호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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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증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개입되는 인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5)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단속이 어려운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하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이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불법 스트

리밍 사이트에 있는 불법저작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링크정보를 공개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링크정보가 있는 게시글에 광고를 둠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이트이다.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베이코리언즈   http://baykoreans.net/

다시보기닷컴   http://dasibogi.com/

니하오티비   http://nihaotv.net/

JULYTV   http://julytv.com/

드라마야넷   http://drama24.net/

코리아팡   http://koreapang.com/

아이엠코리안   http://iamkorean.com/

레드스팟티비   http://redspo.tv/

링크티비   http://www.alink.tv/

…   …

[표 1] 국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현황6)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여 공유하는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가 증

가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

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링크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7) 또한 웹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8) 그러나 링크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활용 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4) Id. 25면.

   

유통경로 2013년 건수 2014년 건수 전년 대비 증감

P2P 29,715 58,183 95.8%

토렌트 368,572 401,051 8.8%

웹하드 233,022 400,956 72.1%

포  털 48,897 56,238 15.0%

기 타 (스트리밍 사이트 포함) 496,436 304,634 -38.6%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5) 김혜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54면.

6) 본 논문에서 나열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들은 구글(http://www.google.co.kr)에서 검색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졸자는 직접 나열한 웹사이트에 있는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된 링크 정보에 의해 저작권침해를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 TV방송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실행해보았음을 언급하는 바이다.

7) 성시민, 인터넷링크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3권 제1호(2010),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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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므로, 필히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2. 링크공유행위의 법적 취급

(1) 링크공유행위의 의의

‘링크(link)’는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관련된 다른 웹페이지나 같은 

페이지의 다른 부분으로 직접 가게 해주는 기술로써, 주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서의 구

성 요소라 할 수 있다.9) 따라서  링크는 기존의 순차적으로 그 내용에 접근하여 기능적으로 

불편한 전통적인 텍스트와는 달리,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연상이라는 개념을 컴퓨터

에 이식함으로써 특정 부분과 연관된 다른 부분을 검색하여 비순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보통의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또한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링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링크 포인터를 클릭하기만 하면 해당 콘텐츠가 있는 웹페이지로 바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굳이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웹페이지를 찾아가거나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1)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보통 직접링크에 의해 공유된다. 직접링크

(direct link 또는 deep link)는 단순링크12)와 달리 초기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내부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게 되는 링크를 의미한다. 직접링크로 인하여 해당 

콘텐츠가 있는 웹페이지 운영자로서는 이용자가 웹페이지 내에 있는 광고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13)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논하여질 수 

있다. 단, 그 연결에 이용하는 콘텐츠가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침해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Tim Berners-Lee, “Link and Law: Axioms of Web Architecture(1997)”,

<http://www.w3.org/DesignIssues/LinkMyths.html>, (검색일: 2015/8/28)

팀 버너스 리는 또한 링크를 이용한다고 하여 콘텐츠의 어떤 무엇도 변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

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9) 전산용어사전편집위원회, �컴퓨터･IT 용어대사전�, 일진사, 2012, 749면.

10) 안현정, 하이퍼텍스트스페이스의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5권 제2호(2015), 823면.

11) 성시민, 앞의 논문(각주 7), 106면.

12)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surface link)는 인터넷 이용자를 링크된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초기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링크를 의미한다. 단순 링크를 접한 웹페이지 이용자는 다시 그 웹페이지 내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처음부터 링크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정열,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 �CYBER LAW의 諸問題�, 

상편(2003), 305면.

13) 김현철, 링크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제58호(2002), 46면; 성시민, 앞의 논문(각주 7),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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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크공유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외화드라마, 영화, 애니

메이션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운영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합법과 불법이 혼재되어 있거나 불법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14)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서버에 복제한 후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게 되고,15) OSP가 아닌 이용자가 

불법콘텐츠를 올리도록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

해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하여 또한 문제되는 것이 이를 직접링크로 연결하여 

공유하는 행위이다.16)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직접링크로 연결하여 공유하는 불법 스

트리밍 링크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이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사이트들은 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

송 프로그램이나 외화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이익을 얻는 영리 행위를 하는 사이

트들인데, 분명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한 불법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를 직접링크로 연결하는 링크공유행위는 저작권자에게 허락 없이 

한 행위이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직접 링크

하여 공유한 사이트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다면 접속차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용자가 불법 복제물을 직접링크(deep link)하여 게시할 수 있는 사

이트 운영자에 대해 직접침해는 물론 간접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려

진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만약 이를 활용하여 그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제공하며 수익을 얻는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자가 아무런 법

적인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너무나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불법콘텐츠를 올리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여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

권 직접침해 책임 및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14) 정재우, 앞의 논문(각주 1), 17면.

15) 수원지방법원 2003.6.25. 선고2002카합280 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9.30. 선고2003카합2151 판결.

16) 이대희,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법 쟁점과 대안 : 불법 스트리밍과 링크, 저작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 �저작권보호�, 

제236호(2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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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링크 공유 사이트 OSP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 여부 검토

보통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직접링크를 통하여 회원들이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는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직접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

는 것에 해당하여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

당하여 전송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복제권 침해 여부 검토

(1) 국내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의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

링크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 등이 있는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관리

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직접링크가 저작권법상 복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7)

이에 대해서 직접링크는 광고표시가 있는 상위 페이지를 건너뛰게 하여 해당 홈페이지 운

영자의 광고수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18)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제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9) 물론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이퍼

텍스트 방식으로 표시된 어구나 제목을 클릭할 때 컴퓨터의 일시적 기억장치(Random Access 

Memory, RAM)에 저장되어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것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

17) 대법원 2009. 11. 26. 선고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2009다4343 판결.

18)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2013), 655면; 김기태, 인터넷 링크 행위의 유형별 특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출판문화� 

제48권 제2호(2011), 30면; 배성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 �사법행정�, 제43권 제10호(2002), 8면.

19)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침해 책임, �저작권 이슈와 쟁점�, 상반기호(2015), 48면;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324면; 명호인, �한국저작권법�, 육법사(2012), 269면;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8판, 세창출판사(2012), 492면; 이

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2012), 348면; 성시민, 앞의 논문(각주 7), 110면; 이형정, 링크(link)와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2008), 186면; 김현철, 앞의 논문(각주 13),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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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20)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서는 ①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

용하는 경우,21) ②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22)③ 일시적 복제로 인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23)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이용행위는 아니므로 복제

권의 침해 가능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링크를 클릭할 때 이루어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정보 접근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24)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링크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영화, 드라마, 애

니메이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유행위가 유

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링크를 걸었을 

때 복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 복제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고, 링크정보가 창작성이 있는 표현 부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에 해당하여 저작물로서의 가

치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2) 해외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허락 없이 직접링크를 걸어 내부 페이지가 그대로 보였다는 

이유로 자사의 독점적인 권리인 복제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직접링크 그 자

체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직접링크 때문에 원작자의 웹페이지로 옮겨질 뿐이

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5)

이와 관련하여 링크정보를 저작물로써 인정하지 않아 직접링크로 링크정보를 공유한 행위

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지만,26) 링크정보를 저작물로써 인정하여 웹페이지 권

20)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2013), 108면; 윤선희, E-Business

와 지적재산권, �디지털재산법연구�, 제2권 제2호(2003), 133면.

2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

하고, 여기서의 컴퓨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일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과 통합되기 

전 구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의 “프로그램”의 정의 조항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22)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전원이 꺼지면서 동 저장내용도 없어지게 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승종, 앞의 책(각주 18), 445면.

23) 저작권법 제35조의 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성시민, 앞의 논문(각주 7), 111면.

25) Ticketmaster Corp. v. Tickets.com, Inc., 2000 WL 1887522 (C.D. Cal. Aug. 10, 2000).

26) Brian D. Wassom, “COPYRIGHT IMPLICATIONS OF “UNCONVENTIONAL LINKING” ON THE WORLD WIDE WEB: 

FRAMING, DEEP LINKING AND INLINING”,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1998,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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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링크를 하여 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라는 견해도 

있다.27)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링크정보가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①전달 

가능한 유형의 매체에 고정될 수 있어야 하고, ② 무엇보다 표현이 독창적이어야 하는데,28) 

링크정보는 독창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로 구분되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결국 저

작권자는 같은 법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중 제1호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해에 

관해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타인의 웹페이지에 직접링크를 걸어 광고 수익을 감소

시키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29)

유럽 또한 원저작물이 훼손되거나 공중이 접근하기에 제한받지 않는 전제하에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를 직접링크하여 공유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먼저 링크정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조 제3항에 따라 창작물로서 독창성을 

갖지 못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30) 또한,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할지라도,3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링크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는 복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직접링크의 복제권 침해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직접링크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기타 방법에 의해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32)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제권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 듯하다. 다만, 공중송신

권과 관련하여서는 판례에서 다룬 바 있는데, 이하에서는 ‘전송권’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27) Dr. Temel Nal, “Economic rights and secondary infringement, where applicable”,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vol.3, 

2014, p.20.

28) § 102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29) John B. Lunseth II, “E-COMMERCE DISPUTES: LEGISLATION AND LITIGATION ARE THE BRAVE NEW WORLD”, Defence 

Counsel Journal, 2001, pp.293-294.

30)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1. Object of protection.

3. A computer program shall be protected if it is original in the sense that it is the author’s own intellectual creation. 

No other criteria shall be applied to determine its eligibility for protection.

3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hapter Ⅱ. RIGHTS AND EXCEPTIONS, Article 2 

Reproduction right.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se or prohibit direct or indirect, temporary or permanent 

reproduction by any means and in any form.

32) 著作権法 十五　複}製　印刷､ 写真､ 複}写､ 録音､ 録画その他の方法により有形的に再

製することをいい､ 次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は､ それぞれ次に掲げる行為を

含む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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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송권 침해 여부 검토

(1) 국내

대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서버 등에 저장된 원고의 저작물이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링크되었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

터넷 주소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

시한 바 있다.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전송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송’은 공중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

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이용제공의 개념 내에 송

신 그 자체를 포함하는지 그 여부에 관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링크정보

를 공유하는 행위가 전송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전송’에서 이용제공 행위는 이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것과 실제 송신이 발생할 경우에는 송신 전체를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여, 링크가 전송

에 해당하려면 공중에게 이용제공 혹은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

시 그 행위가 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OSP가 이용자에게 링크정보를 제공하는 행

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링크 정보를 클릭하여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여 전송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송’에서 이용제공 행위를 주된 것으로 보고, 부수적으로 송신은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위한 송신 등을 제외하고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링크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이미 인터넷상에 제공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링크제공자

는 저작물을 컴퓨터 서버에 직접 탑재하는 행위나 실제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전송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이다.33)

만약 대다수 견해와 달리 링크정보 공유행위가 전송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물

론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링크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예상할 수 없었던 이용형태

까지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게 저작물의 이

용 형태에 대해 전송권을 인정한다면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저작물 이용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아 결국 저작물 이

33) 오승종, 앞의 책(각주 18), 655면;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상), 문프리컴(2007), 162면; 최정열, 앞의 논문(각주 12), 

319-320면; 이형정, 앞의 논문(각주 19), 188면; 배성호, 앞의 논문(각주18), 14면; 김현철, 앞의 논문(각주 13), 54면; 성시민, 

앞의 논문(각주 7),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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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34) 따라서 법원에서는 추후 직접링크를 활용

하여 링크정보를 공유할 경우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과 같은 사안을 판결할 시 전송권이 성립

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2) 해외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는 공중에게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전시행위를 송신하거나 그 밖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35) 이는 ‘전시’가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송신’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

털 형식 또는 그 밖에 비(非)아날로그 형식으로의 송신이라고 말하고 있다.36)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송신을 전송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달리 미국은 ‘전시’가 전

자적 방식으로 송신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국 판례에서는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래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는 “저작물을 직접링크의 방식을 활용하여 링크정보를 제공하

는 행위에 대하여 비록 복제행위가 없어 복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

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전시’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

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37) 그러나 이 판례는 나중에 같은 법원에 의해 변

경되어 선례의 효력을 상실하였고,38) 이후 미국 법원은 “링크의 유형은 다르지만, ‘서버 기준

(server test)’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전

시’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링크를 활용했을 뿐 저작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전시

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39) 

따라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가 사용하는 직접링크는 링크제공자가 저작물을 전시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인라인 링크, 프레임링크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내부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인터넷 주소에 태그를 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전시권 침해 

34) 최경수,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법�, 문화관광부(2003), 36면.

35) § 101 Definitions 

To Perform or display a work “publicly” mean

(1) to perform or display it at a place open to the public or at any place where a substantial number of persons outside 

of a normal circle of a family and its social acquaintances is gather; or

(2) to transmit or otherwise communicate a performance or display of the work to a place specified by clause (1) or 

to the public, by means of any device or process, whether the members of the public capable of receiving the 

performance or display receive it in the same place or in separate places and at the same time or at different times.

36) § 101 Definitions 

A “digital transmission” is a transmission in whole or in part in a digital or other nonanalog format.

37) Kelly v. Arriba Soft Corp., 2002 WL 181351 (9th Cir. Feb. 06, 2002).

38) Kelly v. Arriba Soft Corp., 2003 WL 21518002 (9th Cir. July. 07, 2003).

39) Perfect10 v. Google Inc., 2010 WL 9479060 (C.D. Cal. July. 30, 2010); Perfect10, Inc. v. Amazon, Inc., 2007 WL 4225819 

(9th Cir. May.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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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다른 링크에 비해 부족하고, 직접링크를 통하여 링크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서

버 기준’의 접근방식을 채택할 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OSP가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직접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또한 전시권 침해 여부를 부정할 것이 분명

하다.

다음 유럽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무단으로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공중송신

을 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링크제공행위가 공중송신의 개

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0) 유럽에서의 링크정보 공유행위는 링크정보를 제

공하는 사이트의 OSP가 이용자들에게 링크된 저작물에 바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중

송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41)

그러나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공중’이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이 새로 전달될 때 이전의 전달과 다른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

면 저작권자가 처음의 전달을 허락할 때 고려되지 않은 공중에게 송신되어야 한다.42)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링크에 의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새로운 공중이 아닌 저작물

에 최초의 송신의 대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유럽

의 판례에 의하면 저작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되더라도 최초로 링크정보를 송신한 사이트 

OSP 링크공유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면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상에서 동영

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둔 것이 일본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4 ‘송신가능화’에 해당하

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링크를 통해 동영

상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동영상의 데이터를 PC에 송신하는 주체는 스트

리밍 사이트의 OSP이고 링크 사이트 OSP가 송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공중송신권 

침해를 부정하였다.43) 이러한 일본 법원의 결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업로드 한 

자에게만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만 공중송신권 침해가 있을 뿐, 업로드 한 사이트를 

링크한 자에게는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기준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0) Svensson v Retriever Sverige AB, Case C-466/12, 13 February 2014(ECJU).

41) 이해완, 앞의 논문(각주 19), 57면.

42) BestWater International GmbH vs. Michael Mebes and Stefan Potsch, Case-348/13, 21 October 2014(ECJU).

43) 오사카지방법원 平成 25년 제15245호 (平成25.06.20.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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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외화드라마,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스

트리밍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이트를 직접링크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는 스트리

밍 링크 사이트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

다 이익을 얻는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스

트리밍 사이트의 링크공유행위가 저작권법상 직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 한다.

먼저 복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의 판례는 직접링크를 활용하여 링

크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물론 링크정

보도 저작물로써 인정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링크를 하여 정보를 공

유한다면 이는 복제권 침해라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직접링크는 웹 위치, 경로 및 정보를 나

타낸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작권 관련 법 제도를 참고하였을 때 

링크정보가 독창성을 갖지 못하여 저작물로써 인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직접링크는 복제

를 수반하지 않아 저작권자는 복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송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의 ‘전

송’은 저작물의 이용제공의 개념 내에 송신 그 자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신을 

이용제공 개념 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송신을 부수적으로 보자는 견해가 충

돌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인 대다수 견해에 따라 송신 그 자체는 업로드를 위한 송신을 염두

에 두고 만든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링크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물을 

컴퓨터 서버에 직접 탑재하거나 실제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송권 침해가 성립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판례 또한 전송권 침해 여부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

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여 링크 사이트 OSP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달리 ‘전시’에 전자적 송신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으

므로, 전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은 본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전시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서버 기준’의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OSP는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직접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에도 전시권 침해여부를 부정할 것이 분명하다. 유럽 또한 이전 링크의 공중송신권을 부정하

는 판례와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접하는 최초 송신의 대

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부

정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링크를 활용한 링크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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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법상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이는 스트리

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직접링크

가 광고표시가 있는 상위 페이지를 건너뛰게 하여 링크를 건 사이트의 운영자의 광고수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을 것이다.

Ⅳ. 링크 공유 사이트 OSP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 여부 검토

1. 링크 공유 사이트 OSP의 간접침해 책임 여부 검토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가 저작물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링크를 걸고, 이를 이용자들과 공유한 행위는 위와 같이 저작물의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은 없지만, 간접책임인 방조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저작물이라는 사실임

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링크를 걸고,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자가 저작권법 위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접링크는 저작권법 제2

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저

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직접링크를 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

작권법 방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간접침해 책임의 가

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저작권자는 사이트에 있는 링크 모두를 클릭하여 어떤 링크정보가 저

작권 침해물과 연관되어 있는지 일일이 검색하여야 하므로, 저작권자로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헛되이 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었

으므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면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너무 과

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링크를 활용한 정보 및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보호 

또한 링크의 순기능만큼 중요하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 책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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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리 및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44)

(1) 국내

OSP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민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

임을 구성하고 있고, 형사적 책임에서도 형법상의 교사･방조범으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방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

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45)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과실에 의

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내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46)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7)

위의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한 OSP에 대하여 저

작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한 OSP가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식하고 통제하거나 관리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저작권자의 손해가 발생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손해가 과실에 의

해 발생하였을 지라도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OSP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칵테일98’사건48)

에서 법원은 “OSP가 ①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거나, ② 우연히 기회나 권

리자로부터의 고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

한 경우, 또는 ③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

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OSP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월드뮤직’사

건49)에서 법원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알 수 있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

44) 오영우 외 3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과 필터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2010), 98면.

45) 대법원 2012. 4. 26. 2010다8709 판결.

46) 대법원 1999. 12. 23.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0. 4. 11. 99다41794 판결; 대법원 2007. 6. 14.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07. 5. 10. 2005다55299 판결; 대법원 2009. 4. 23. 2009다1313 판결.

47) 대법원 2014. 3. 27. 2013다91597 판결.

48) 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98가합111554 판결.

49) 서울지방법원 2001.8.24. 선고 2000가합83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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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저작권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OSP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소리바다’ 사건50)에서 법원은 “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②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③ 이러한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OSP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고, 개인의 표현 자유에 대한 포털의 책임에 대한 사건51)과 관련하여 대법원

은 “① OSP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피해자로

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

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 기술적, 경제적

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

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

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링크 공유 사이트에 적용하면 OSP는 ① 침해자가 불법성이 있는 콘텐츠나 

그와 관련된 글을 올렸고, ② 침해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 능력이 있었으며, ③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방치하여, ④ 영리를 목적으로 링크공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OSP에게 저작권 침해행

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2) 미국

미국은 판례를 통하여 OSP의 책임이론인 기여책임이론, 대위책임이론, 유도이론을 형성시

켜 입법화하였는데, 이 이론들은 미연방 특허법 제271조 (b), (c)항의 규정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기여책임의 근거를 유추하여 적용시킨 것이며,52) 주목적은 이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

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와 함께 혹은 이용자를 대신하여 OSP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53)

50) 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51)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52)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b)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c) 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r.

53) 나낙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침해책임제한에 대한 중국 법리의 특성,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2-2호(2014),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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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은 Sony 사건에서54) 거론한 이론으로,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유인･유발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와준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2차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기여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적 침해가 있었는지, ② 고소당한 기여

침해자가 실제로 또는 추정적으로 침해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③ 고소당한 기여침해자

가 위의 직접적 침해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

다.55)

둘째,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은 Napster 사건에서 거론된 이론으로,56) 타인의 저작권 침

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으로 이 또한 기여책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2차적 책임을 말한다. 

저작권자의 대위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적 침해가 있었는지, ② 고소당한 대리

침해자가 위의 직접적 침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 ③ 고소당한 대위 

침해자가 위의 직접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57)

마지막으로 유도이론(Inducement Theory)은 기여책임이론과 대위책임이론보다 더 적극적으

로 OSP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으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OSP가 간접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OSP의 적극적인 의도(affirmative intent)와 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활동적인 조치

(active steps)가 이루어져야 한다.58) 법원에서 거론하는 바에 의하면 “저작권침해를 조정할 목

적으로 어떤 장치를 배포한 자는 그 장치의 합법적인 이용에 관계없이 그 장치를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한 결과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므로, 유도이론은 기존

의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의 요건에 ‘목적’의 요건까지 추가하여 그 요건을 확대한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59)

위 이론들을 참고하여 기여책임이론과 대위책임이론은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저작권자

54) 법원은 저작권자가 소니를 상대로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공급자에게 침해자에 의한 

불법 용도로의 일부 활용에 터 잡은 기여책임을 함부로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04 S.Ct.774 (U.S.Cal. Jan 17, 1984).

55) NCR Corp. v. Korala Assoos., Ltd., 2008 WL 140978 (6th Cir. Jan. 16. 2008).

56)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이용자들의 파일검색목록에 올라와 있는 침해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또한 

이용자의 시스템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파일교환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수 있다; A&M Record, Inc. v. Napster, Inc. 114 F. Supp. 2d 896 

(N. D. Cal. 2000).

57) Gershwin Publ’g Corp. v. Columbia Arts Mgmt., Inc., 443 F.2d 1159, 1166 (2d Cir. 1971); Shapiro, Bernstein Co. v. 

H.L. Green Co., 316 F.2d 304, 308 (2d Cir. 1963); Costar Group, Inc. v. LoopNet, Inc., 373 F.3d 554, 550 (4th Cir. 

2004).

58)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59) 윤종민,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창작과 권리�, 통권 제63호(2011),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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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링크의 특성상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의 침해에 대해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링크 공유 사이트로 인한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는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기여책임이론과 대위책임이론의 절충이론인 유도이론에 의하

면 먼저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저작물임을 인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링크정보를 공유하였고(OSP의 적극적인 의도), 이에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면,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침해 간접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 링크

를 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자에게 직접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간접침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어느 누구나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에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복제 및 공중송신권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침해를 부정한다고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나, 링

크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의 OSP에 대해 간접침해를 묻고자 할 때는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

에 대한 가능성이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직접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일 뿐, 간접침해의 가능성 또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한다.60) 즉, 유럽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또한, 링크정보를 공유

하는 링크 사이트 OSP의 간접책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도 몇몇 유럽 국가들

의 판단이 나뉘고 있다.61)

그러나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르면 OSP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의 대상에는 ① 단순 도관(Mere Conduit), 

② 시스템 캐싱(Cashing), ③ 호스팅 서비스(Hosting)의 경우에만 해당할 뿐, 정보검색엔진 혹

은 정보위치툴과 하이퍼링크가 지침 제12조 내지 제14조상의 OSP책임 체제 안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검색엔진 혹은 정보위치툴과 하이퍼링크에 관한 규제는 가맹

국들의 국내법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국들인 독일･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

리아･리히텐슈타인･헝가리･폴란드 등은 개별 국내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62) 결국, 링크에 

대한 OSP의 책임규정은 각국의 책임 및 제한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이다.

60) 이해완, 앞의 논문(각주 19), 70면. 

61) 인정한 Case: paperboy Decision I ZR 259/00 (17 July 2003), Tono et. al v. Frank Allan Bruvik d/b/a Napster, 

Hr-2005-00133-A, Rt-2005-41 (Supreme Court of Norway, 27 Jan 2005 – Docket No. 2004/822).

부정한 Case: Sanoma and Playboy v. GS Media(The Dutch District Court ,Sep. 12, 2012).

62)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2013), 543면.



링크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6. 장려상 … 163

(4) 일본

일본 또한 판례를 통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저작

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제공하여 저작권침해의 결과

를 초래한 경우 고의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3) 또한, 판

례에서는 영업자는 상대방에 의해 저작권침해의 도구로써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

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할 경우,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링크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

식이 있었고,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도와주었을 경우에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는 저

작권 침해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2. 링크 공유 사이트 OSP의 간접침해 면책 여부 검토

(1) 국내

국내 판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작권법 제6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시 OSP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OSP의 책임 제한 조항을 두고 있

다. 책임 제한 조항은 크게 일반적인 OSP와 특수한 유형의 OSP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OSP의 서비스 유형 중 정보검색도구에 해당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02

조 제1항 제4호 면책조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① 저작물 등의 송신을 하지 않았고, 

②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③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④ 중

단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OSP처럼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

를 줄 수 있는 링크정보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결국 링크 공유 사이트 OSP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방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이익을 얻고 있다면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단, 

저작물을 송신하지 않았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중단한 후 공지의무에 따

라 공지를 하였다면 OSP의 책임 제한 조항에 의해 면책될 것이다.

63) 일본 최고재판소 平成 13년 제222호 (平成13.03.02.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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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이라 한다.) 제512

조64)에 의하면 OSP는 반복적침해자인 이용자의 계정을 접속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표준적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65) 또

한 동법 제512조 (c)는 OSP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요구사항 외에도 개별적 면책요건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① 침해행위가 분명한 사실 또는 상황을 실제로 알 거나 인지하지 않아야 

하고, ②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을 갖춘 경우 직접적으로 침해행위

에 기인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③ 알게 되거나 또는 인지하게 되거나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경우, 불법저작물을 지우거나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판례에서도66) “불법 복제물을 포함하는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한 

O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으나 그록스터 판결을 참고하여,67)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링크정보가 그의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작

물에 대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해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면 기여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여 기여책임의 가

능성을 인정하였고, 또한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가 불법복제물을 포함하는 사이트의 링크정

보를 올리는 침해자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행위로부터 재정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대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여 대위책임의 가능

성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간접책임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선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와 

기술적인 면에 있어 무엇이 기여책임의 원인이 되어 유도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으나,68) 법원이 OSP에게 간접책임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널리 퍼지도록 

64) DMCA 제512조는 링킹(linking)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전송(transmitting), 캐싱(caching), 호스팅(hosting)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OSP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65) 17 U.S.C. §512(i) Conditions for Eligibility.— 

(1) Accommodation of technology.— The limitations on liability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ervice 

provider only if the service provider— 

(A) has adopted and reasonably implemented, and informs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of, a policy that provides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are repeat infringers and; 

(B) accommodates and does not interfere with standard technical measures.

66) Perfect10, Inc. v. Amazon, Inc., 2007 WL 4225819 (9th Cir. May. 16, 2007).

67)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68) Jessica Gutierrez Alm, “’SHARING’ COPYRIGHTS: THE COPYRIGHT IMPLICATIONS OF USER CONTENT IN SOCIAL 

MEDIA”, 35 Hamline J. Pub. L. & Pol’y 105, Fall, 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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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이트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법

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69) 

결국 OSP의 책임이론에 따라 링크를 건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OSP가 인

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SP가 링크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결국 침해자들이 링크를 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저작권자에게 

침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만 한다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OSP에 대해 저작권침해 간접책

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단, 불법저작물을 게시한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게시한 OSP가 스스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정책을 채택하여 

실행하거나, 저작권자의 침해행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링크 공유 사이

트 OSP는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에 대하여 면책될 것이 분명하다.

(3) 유럽

유럽은 OSP의 법률위반 혹은 침해행위가 어느 법과 분야에 의해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하나의 책임체제가 적용되므로, OSP에 대한 분류 및 관리책임체제 또한 수평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0) 따라서 정보검색엔진 혹은 정보위치툴과 하이퍼링크 또한 별도의 체재

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면책체계의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 유럽연

합 가입국들은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1)의 규정에 의하

면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침해자들의 불법한 활동･정보를 링크를 통하여 올렸다는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였을 경우 그 시점에 바로 해당 정보를 제거하

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에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의 링크에 대한 방조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링크정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에 링크를 거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

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를 건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

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삭제 등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비추어보

면 링크 공유 사이트 OSP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71)

판례 외에 일본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

69) Jeanne D. Wertz, “Contributory infringement”, The Fair Use Doctrine, Corp Couns Gd to Web Site Agrmts, 2015, p.21.

70) 박정훈, 앞의 논문(각주 62), 536면.

71) 오사카지방법원 平成 25년 제15245호 (平成25.06.20.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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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이라 한다.)을 2001년에 제정하여 OSP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본 법에 의하면 OSP 면책 조건은 ① OSP의 정보의 유통행위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때, 혹은 ② OSP가 특정전기통신72)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던 경우, OSP가 권리침해를 알 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또

한 OSP가 불특정다수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을 경우, ① 당해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 때문에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음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② 당해 특정 전기통

신역무제공자가 당해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당해 침해정보 등을 제시하여 당해 송신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경우에서, 당해 발신자가 당해 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발신자로부터 당해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례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의하면 링크 공유 사이

트 OSP는 자신의 사이트의 링크정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링크로 인하여 유통경

로를 확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만약 링크 공유 사

이트 OSP가 아닌 다른 타인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링크정보를 

게시하였을 때에는 링크정보를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

하고 이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7일을 경과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3. 소결

국내 대법원은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가능성

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의 간접책임의 가능성을 인

정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자는 일일이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링크를 찾아 사이트를 들어

간 후, 그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었는지 확인하여 삭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투자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링크 공유 사이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스

트리밍 사이트는 보통 국내보단 해외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많으므로 쉽게 삭제할 수도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가능성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72) 본 법에서 언급하는 특정전기통신이란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으로 불특정의 자에 의하여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이며,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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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판례 및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으나, 간접책임의 가능성은 인정하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인터넷 링크게시공간을 통해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

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OSP에게 책임과 주의의무를 묻도록 하여, 불법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

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결국 이러한 미국, 유럽, 일본의 태도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로 인한 불법 복제물의 유

통을 크게 감소시키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장에

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법률로써 제정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OSP의 간접 책임의 가능성에 

관하여 많은 법원이 판단한 바 있는데 이들을 정리해보면, 침해자들이 불법성이 있는 콘텐츠

나 게시글을 올린 결과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고, 이를 OSP가 인식하였으며 통

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도와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익을 얻었다면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판례에 

의하면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없어도 링크 공유 사이트 OSP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했으나 오히려 방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에 따라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하지 않았고,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

았으며,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후 공지를 하였다면 링크 공유 사이

트 OSP는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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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간접침해 책임 적용 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간접침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링크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

러나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간접침해 책임 적용 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1.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에 대한 새로운 판례 정립의 필요성

최근 대법원은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가능성이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당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

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링크 사이트 링크정보를 공유할 때 활용하는 사이트인 불법 스트리

밍 사이트 OSP는 주로 중국이나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직접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도 어렵다.73) 결국,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한 링크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현재의 판례에 의한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해외 판례 및 법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으

나, 간접책임의 가능성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판

례 또한 스트리밍 사이트와 같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한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정보를 공유

하는 링크 사이트에게 간접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74)

판례를 정립함에 앞서 법원은 우선 간접침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참고하여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영향,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국내 법원의 OSP

책임 판례들에 따라 앞서 언급한 OSP의 간접책임 성립요건들 또한 분석하여야 한다. 단, 국

내 저작권법 제6장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링크 공유 사이

트 OSP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책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73) 이경민, “모바일 스트리밍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기승”, 전자신문 Etnews, 2014.02.04., <http://etnews.com/201402040484>, 

(검색일: 2014/08/31).

74) 이해완, 앞의 논문(각주 19),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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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을 통한 저작권 침해 면책 문제

링크를 활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약관을 통하여 자신들이 올리는 링

크와 관련된 동영상, 그래픽,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고, 사이트 내에서는 

링크정보만 공유할 뿐 콘텐츠들을 따로 복제하여 전송하고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러나 저작권 문제로 인한 삭제 요청은 해당 동영상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야 하고, 저작권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하다고 약관상 규정하고 있다.75)

이에 덧붙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훈령으로 공시하여 2009년 12월에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이

용 표준약관’에 제32조에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76) 특히 제4항에서는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여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분쟁에 대해 

포괄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악용할 경우, 표

준 약관의 제시를 통해 링크 공유 사이트 OSP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저작권자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

라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표준약관들을 재검토하여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새롭게 개정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들은 OSP의 면책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규율한 것이지만, 링크로 인한 불법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확대

된다는 점, 각각의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사이트 내에서의 약관과 표준약관을 통하여 면책

된다는 점 등을 참고한다면 현재 저작권법 제6장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규정과

의 다른 다양한 OSP 책임면책에 관한 규정이 방식과 강도 면에 있어 서로 통일되지 못하고 

달리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77)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

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기존의 저작권법 규정에 이탈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고,78) 기존의 개별법에서의 다양한 규제방식들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75) 이호중, 위험정보의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2003), 220면; 손

승우, OSP 책임에 대한 규제의 관점과 정합성의 문제,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규율과 

이용자보호� 제23호(2015), 60면.

76)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시행일: 2009. 12. 28.

77) 원경주･이재훈･김한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계간저작권�, 통권 제93호(2011), 130면.

78) 현재 국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은 그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추상적이다; 백윤

철, 독일법상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정보화정책�, 제13권 제1호(2006),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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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SP의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

현재 저작권법상 OSP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7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링크 공유 사이트 OSP는 이용자가 정보검색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링크정보를 찾고 이

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OSP의 서비스 유형 중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러

나 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링크 공유 사이트의 OSP에게 저

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인정될 경우, 위 OSP의 서비스 유형 

중 기존의 정보검색도구 서비스를 하고 있는 OSP인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그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고 과

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80) 더 나아가 OSP의 유형을 단순히 네 가지로 묶기에는 사업 

주체의 종류와 이용 주체들의 행동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후 반드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OSP 서비스 유형은 같으나, 그 기술의 

특성은 같지 않는 대상에 대해 같은 책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다.81)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은 링크를 포함하여 먼 훗날 이보다 무한

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기술에 따른 분류체계로 구분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OSP의 유형을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오갈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이용자간의 관계 및 이용자들 간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유형화하여야 하고,82) 또한 이에 따라 면책규정 또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OSP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적으

로 한다면 OSP 면책조항 및 책임 요건에 대한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79) 손승우, Youtube 사건을 통해 본 의도적 외면이론,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제2호(2014), 29면.

    

서비스 유형 특징

단순 도관 다른 사람이 송신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서비스

캐싱 다른 자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후속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캐싱하는 서비스

호스팅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정보검색도구 OSP가 정보검색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돕는 서비스

<저작권법상 OSP의 유형과 특징>

80)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2012), 149면.

81) 원경주･이재훈･김한범, 앞의 논문(각주 77), 135면.

82) 정상조･박준석,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4권 제4호(2008),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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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링크 공유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로 인한 불법저작물의 

유통현황과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Ⅱ장). 링크는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OSP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같은 단속이 어려

운 사이트에 링크를 걸었을 경우에는 링크를 걸었을 때의 이전보다 단속이 더 어려워질뿐더

러 불법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는 점과 저작권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링크공유행위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함께 이를 링크로 연결하여 공유하는 링크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결국, 링크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링크를 하였

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링크 사이트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직･간접적

으로 책임이 있는지 판례 및 법제도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Ⅲ, Ⅳ장).

먼저 링크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을 살펴보기 위하여 복제권 및 전송

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복제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참고

하였을 경우 링크정보가 독창성을 갖지 못하여 저작물로써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링크

가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가 복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는 부정하는 견해가 없었다. 그러나 전송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 중 송신을 이용제공 개념 내에 반드시 포함시

켜야 한다는 견해와 송신을 부수적으로 보자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신 

그 자체는 업로드를 위한 송신을 염두에 두어 두고 만든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링크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물을 컴퓨터 서버에 직접 탑재하거나 실제 저작물을 송

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송권 침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미국, 유

럽 등도 채택한 기준은 다르나 우리나라와 같이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 대한 전송권 침해여

부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링크 사이트 OSP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추후에도 저작권법상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

을 것이다. 단, 직접링크가 광고표시가 있는 상위 페이지를 건너뛰게 하여 링크를 건 사이트 

운영자의 광고수익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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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의 간접침해 책임 여부를 살펴보았다. 최근 국내 대법원은 

링크를 활용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

국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한 페이지의 링크정보를 공유하

였고 이를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링크를 활용한 불법저작물의 유통 경로를 쉽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미국과 유럽, 일본의 판례 및 법 제도를 분석한 결과,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는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내의 OSP의 이전 판결을 토대

로 링크 공유 사이트 OSP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

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법성이 있는 콘텐츠나 게시글을 올려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

를 주었고, 이를 인식하였으며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

나 도와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링크 사이트 OSP의 링크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해외 판례의 경향과 함께 면책조항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의 판례 및 법률을 토대로 충분히 간접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링

크로 인한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 확대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확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다면 반드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몇몇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간접책임 적용 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Ⅴ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부정적으로 바라본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법원에서 링크 공유 사이트 OSP에 대한 간접책임 가능성에 대해 판결할 시 이전과 같이 

그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법원의 판례로 간접책임 가능성에 대

해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사이트 내 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32

조 면책조항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본 약관들은 OSP의 면책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규율한 것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OSP 책임면책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규정과 다른 방식과 강도를 규정하고 있

어 서로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별법에서의 다양한 

규제방식들을 통일시킨 후에 링크 공유 사이트의 간접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지막으로 기존의 정보검색도구 서비스를 하고 있는 OSP인 포털사이트에게도 링크 공유 사이

트 OSP에게 적용하는 간접책임을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

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고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OSP의 유형을 온라인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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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오갈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이용자 간의 관계 및 이용

자들 간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유형화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링크를 활용하여 불법저작물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링

크 사이트 OSP에게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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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T정보기술의 발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매개자로서 역할의 확대 및 저작권 침

해에 의한 유통･관리 책임의 증가를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와 콘텐츠 이용자 간의 상호 균형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

니라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도입 초기에만 하더라도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라는 대원칙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입법이 양산되었다.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법 저작물 유통 부분 및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업계의 

위축과 저작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창작물의 활동과 이용 접근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타당한가? 그렇

지 않다면 바람직한 규제의 범위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의 법체계와 

우리나라 법체계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윌슨

(Wilson)의 규제 정치이론 모듈을 차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규제체계를 객관적으로 유

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이

를 통해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고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 세 가지 요소(정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권리

자･이용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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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갖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특히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저

작물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1)라는 관문

(gate)을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관문 역할 뿐 아니라 콘텐츠(저작물)의 유통, 미

디어의 대체 등 그 역할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인터넷, 즉 온라인 영역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4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2) 이는 신규 침해 유

형에 의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강화된 저작권 침해 단속 및 스마트 기기로 

인한 합법 콘텐츠의 사용의 용이함에 의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전히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가 2014년 기준 약 2조 2,978억 

원에 달한다는 점3)은 저작권 시장의 확대에 있어 큰 장애라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이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문제는 침해자를 찾아내어 처벌 및 

금전적인 배상을 받더라도 온라인의 특성상 해당 저작물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

써 사실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온라인의 관문 역할 및 콘텐츠(저작물)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사전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방

지하고자 하고 있다.4) 해외 주요국 역시 2000년대 전후로 중개자 및 매개자의 지위에서 인터

넷(온라인) 사용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에 기초하여 이들에게 불법 복

제된 저작물의 유통 등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적합한 저작물을 유통하도록 할 역할이 의무로 부여되어 있

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과 이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내외적으로는 아직 통일된 개념이 없어 그 범위가 상이하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107면. 

: 2010년 1,895,709,000개 → 2013년 2,407,419,000개(2010년 대비 16.6% 증가), 2014년 2,261,004,000개(전년 대비 2.7% 감소).

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40면.

4)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역시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과도한 책임부여로 인한 시장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03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

비스제공자 면책의 일반원칙 및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후, 2011년 한-EU FTA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상세한 면책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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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역할 또한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한 방향성을 

갖는 역할을 고려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단 방향적 관점에서의 규제는 상당한 위

험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역할의 균형점이 시장에서 가장 적절하

게 요구하는 역할일 것인데, 한쪽의 방향으로 지나치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균형점이 

움직임으로써 시장의 요구와 상이한 형태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여되는 책임의 정도, 즉 규제의 수

준이 적절한 것인가?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인 것인지에 대하

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5)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6)과 효율적 규제7)와 투자, 즉 

산업의 발전이 양의 관계에 있다는 지적8) 등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보호적 관점에서 단 방향적으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던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건전

할 발전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적절한 규제의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여하고 있는 규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의 관련 법제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수준의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

고자 한다.

5) 오픈넷,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http://opennet.or.kr/9296>, (2015. 8. 20.).

6)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13년 규제비용, GDP의 11.1% 수준인 158.3조원”,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

Report/View.aspx?content_id=a0b39827-71aa-464a-ac64-4459f6632591&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2015.7.

24..).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는 1.88으로 OECD 평균인 1.46 보다 0.42가 높으며, 

이는 조사대상 31개국 중 4번째로 규제가 강한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7) 이봉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2008), 16~30면. : ITU의 ICT Regulation 

Toolkit에서는 효율적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 즉 규제자의 책임의식, 규제의 투명성,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충족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목적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일몰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8) 이상규･이경원,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2권 

제1호(2015), 44면. : 본 논문에서는 ECTA score를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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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 현황

1. 우리나라 관련 산업 현황

2014년 우리나라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3,629억 원에 달하며 그중 이러한 불법복제물

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9) 불법복제물 시

장규모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2010년 대비 2014년 불

법복제물 유통량이 약 19.2%(1,895,709천개→2,261,004천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10) 반면 

그 시장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약 28.8%(510,173백만원→362,869백만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유통량 측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가 전체의 

89.5%에 해당할 만큼 절대적이나, 그 금액적인 면에서는 오프라인에 의한 시장규모가 93.5%

로 절대적이다.12) 이를 온라인 분야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4년 불법복제 유

통량은 약 25.9%(1,607,625천개→2,024,229천개)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는 약 85.8%(165,793백

만원→23,520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분야의 시장규모 감소는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의 감소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13)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14) 불법적으

로 유통되는 개별 단가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불법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

하여 무료로 유통되는 저작물이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15) 단순히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만으로 온라인 불법복

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유통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것뿐 아니라 나름의 합리적인 유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음악, 영화 등의 분야는 불법복제

물 유통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16)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저작권법적 규제라 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 및 소리바다 사건17) 등에 따른 기술적 조치 의무 확대 등이 시행된 시점과 지나치게 

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전게서, 140면.

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07면.

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07면.

1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13면.

1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19면.

1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348면. : 2014년 기준 불법복제 행위로 인안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 감소는 약 3.6조 원에 이른다.

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07면.

1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상게서, 120면.

1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2006라1245 결정(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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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는 웹하드 등록제18)의 시행 시점,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법복제물의 유통량 및 시장규모가 전체와 온라인 분야 모두 감소하기

는 하였으나, 일정한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두 가지 모두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규제의 시행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우회하

는 방법이 확보되고, 외부적 환경 변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분 2008 2012 2014

유통량

(단위: 백만개)

전체 3,450 2,064 2,261

온라인 2,877 1,841 2,024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전체 965,975 365,485 362,869

온라인 253,655 85,637 23,520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제1권 제1호(2012)･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5) 

자료 참조 후 재구성

[표 1] 주요 규제시점 별 불법복제물 현황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법적 규제 체계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의 특징은 침해를 한 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익명성)과 즉각적

인 침해정지 청구를 통하여 문제 된 저작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침해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

이 커질 수 있다는 점(확장성)에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리자는 당해 저작물이 유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정지를 청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하

다.19) 이에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

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

는 주의의무의 부여 외에도 통지 및 삭제 제도, 삼진 아웃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한

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및 의무의 강한 부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콘텐츠 유통

에 기반을 두는 본연의 사업 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한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수준의 책임을 

준수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면

책할 수 있도록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권리자의 이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익

의 균형점을 책임부여 및 제한 인정 규정의 조화를 통하여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무를 부

18) 웹하드 등록제란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 

등의 등록요건을 지켜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을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19) 김경숙,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균형, �2014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2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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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규정이 내포되어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0) 저작권법에 도입된 대표적 사례인 삼

진 아웃제나 기술적 조치 등을 보면 해당 제도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면제라는 ‘동기’를 부여하여 요건 충족 여

부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선택에 맡기는 외국 법제와 달리 우리 법제는 반드시 요건을 충

족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과 동시

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책임제한 

요건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2조에서는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의 면책요

건을 명시하며, 이때 부여되는 책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책임을 면책하여 준다. 특

히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기술적 불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를 ‘제지 불가능성’의 의미로 파

악하는 견해와 ‘침해 부분만의 구별 불가능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되나21) 판례는 기술

적 불가능성을 침해부분만의 구별 불가능성으로 보고 있다.22)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은 한-EU FTA 이후 개정된 조항으로 EC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2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검열의무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 규정은 다른 면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의무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일 뿐 온라인서비

스제공자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일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24)과 저작권법 제

102조 제1항 제1호 라목25)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상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

으므로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해석26)이 있다. 

2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1353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 제5장의2

에 신설되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은 사실상 필요치 않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실로 복잡한 문제여서 

사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안정적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범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21)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2012), 146면.

22) 서울고법 2007. 10. 10. 2006라1245 결정. :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자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

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23)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24) 김정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2013), 274~275면.

25)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1.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6) 문일환(2012), 전게논문,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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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는 미국 DMCA27)의 통지 및 삭제 조치(Notice and Takedown) 제도를 받아

들여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된 모든 게시물을 차단할 의무 및 면책을 부

여한다. 더불어 권리주장자가 침해 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남

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있다.28)

저작권법 제 133조의 2는 삼진 아웃제29)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통지 및 삭제 조치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그 주체가 행정부인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는 점, 행정부의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에게 최종적으

로 계정 삭제 및 전송 중단의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제104조는 책임 규정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

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적인 기술적 조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문제 된다.

3. 구체적인 규제 실태

(1) 삼진아웃제

1) 제도적 구성

우리나라는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권법 제 133조의 2를 신설하여 불법복제물을 반

복적으로 복제･전송한 저작권 침해자 및 인터넷 게시판의 계정 및 서비스를 차단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는 

행정부인 문화체육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경고가 발부되며 불법 게시물의 경우 삭제 또는 중

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고 또는 삭제･중단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자의 계정 또는 게시판

을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및 게시판의 이용 및 운영을 정지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각 절차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27)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Pub. L. No. 105-304, 112 Stat. 2860.

28)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9)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Out 또는 Gradual Responses).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인 

경고 또는 제재를 부과하고 그 횟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이용자의 계정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정지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자제시키고 축소시키기 위한 제도. 대부분 3단계로 구분되고 있어 삼진아웃제로 통칭되나 횟수에 제한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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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전송자, 게시판의 운영자)는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제도 운영에 관한 논란

삼진 아웃제는 다수의 국가가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바 있으며 프랑스만 봐도 

계정 폐쇄를 하지 않고 벌금을 누적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 삼진 아웃제는 도입 전부터 표현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적 원칙에 위반될 우려

가 있다는 논란과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주체가 행정부라는 점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단, 삼진아웃제는 그 제도적 엄격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

지･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라 보

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규제 수준의 추세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이를 

살펴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개선 범주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2) 기술적 조치

1) 제도적 구성

저작권법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

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저작권법 제104조는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기존의 의무 외에 추가

적인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0) 판례도 “저작권법 제104조는 권리자들이 법

령의 요건을 갖춘 권리 보호 요청을 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기술적 조

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다른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1) 특히 현

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적 조치의 예로 2011년 11월 웹하드 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

환한 것을 들 수 있다. 전기통신법은 그 규정에서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등록요건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기술적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기술하는 기술적 조치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46

조3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필터링(Filtering) 기술의 적용을 의미한다. 필터

30) 전응준,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정보법학회 세미나자료집�(2015), 12면.

31)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2006라1245 결정(가처분).

32)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

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

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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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은 적용 수준에 따라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일부 저작물의 검색을 제한하는 소극적 필터

링(Exclusion Filtering)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검색만 허용하는 적극적 필터링

(Inclusion Filtering)으로 구분된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링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서 ‘권리자들로부터 요청받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점에서 소극적 필터링에 해당한다. 

2) 제도 운영에 관한 논란

저작권법 제104조에 대하여는 이미 일반적인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표준적

인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구분하여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33) 외국의 경우

에도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DMCA, EU 전자상거래지침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규제

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EU 전자상거래지침은 제15조34)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

반적인 감시(general monitoring) 의무와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 및 정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를 

바탕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과 동법 제104조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란 또한 

주목할 만하다.35)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도 IT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

작권법 제104조는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6) 

다른 논란으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Filtering)의 

적용 수준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일반적인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해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고 저작권 침해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으

므로 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37) 따라서 이로 인해 저작권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33) 조용순,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전략과 문화(2008), 125~126면.

34) EU Directive 2000/31/EC Article 15. 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1. Member States shall not impose a general 

obligation on providers, when providing the services covered by Articles 12, 13 and 14,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they transmit or store, nor a general obligation actively to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2. 

Member States may establish obligations for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promptly to inform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of alleged illegal activities undertaken or information provided by recipients of their service or 

obligations to communicat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ir request,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of their service with whom they have storage agreements.

35) 백봉삼, “한국의 웹하드 사전 규제는 FTA 위반“, 지디넷,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50609142803&l

o=zm11>, (2015.6.9.); 김지환, “한미 FTA 개인･법인에 직접 적용 안 된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

ew&dept=&art_id=201210231153231>, (2015.7.30.).

36) 박성호, 저작권법 제104조와 기술적 조치,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권 제1호(2009), 74~75면.

37) 서울중앙지법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가처분). :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갖고 있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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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적극적 필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되기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술은 모두 소극적 필터링에 해당된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필터링 

기술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점에

서 모순이 발견된다. 

최근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웹하드 업체는 저작권법 시행

령 제46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직원 고용,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웹하드 시장 진입비용을 한층 상승시켜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

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38) 

(3) 통지 및 삭제절차

1) 제도적 구성

저작권법 제103조는 단순도 관형을 제외한3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

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권리주장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다.4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주장자가 침해의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

시 정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아

니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청만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정의 저작물의 이용을 정

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에 권리주장자가 저작물 보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침해 통지를 남

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저작권법은 삭제 통지를 받

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면 복제･전송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

련하고 있다.

2) 제도 운영에 관한 논란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38) 미래창조과학부･저작권보호센터, “[보도자료] 웹하드 등록제 시행 1년, 웹하드, P2P사이트 절반으로 뚝!”, 

<http://www.cleancopyright.or.kr/board/ps/view.php?broad_pds_seq=185>, (2015.8.26.).

   

구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

(2012. 5. 20. 기준)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2013. 6. 30. 기준)
증감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업체 (개) 74 76 76 16 2.7% -78.9%

사이트 (개) 90 121 110 16 22.2% -86.8%

39) 단순도관형은 단순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하는 반면 타 유형은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 한-미 FTA에 따라 미국 DMCA의 ‘통지 및 삭제조치(Notice and Takedown)’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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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는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이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리상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주장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판결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소명하여 중단을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중단하도록 함

으로써 실제로는 권리주장자의 자력구제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의 면책조항을 

통해 불법 게시물 신고에 대응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삭제 여부의 판단을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맡기고 있는데 반해41)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중단요구를 받은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도 권리주장자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라 검열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42) 한편, 해외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규정의 자율성에 의해 오히려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보다 더 

높은 책임이 주어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통지 및 삭제 절차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도 존재

한다. 일명 손담비 사건43)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을 근거로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행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소명’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는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을 것,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물 등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는 공정이용을 소명의 내용으로 포함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공정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삭제 요청을 받더

라도 항변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는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만 공정이용의 항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담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비하면 매우 낮으므로,44)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41) 오픈넷,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http://opennet.or.kr/9084>, (2015.8.27.).

42) 오픈넷(2015.8.27.), 상게 자료.

4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44) 손담비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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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주요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의 비교･분석

1. 미국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연방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45)과 DMCA(1998)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판례 해석에 관한 논

란46)을 줄이고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책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DMC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 유형을 4가지47)

로 분류하고 공통적 면책요건48) 및 유형별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DMCA 제512(i)(1)(A)49) 규정에 따라 반복적인 침해자에 대한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

고 이를 이행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요건을 통하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침해자로 일컬어지는 이용자들이 불법이용인지의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6단계 저작권경고 시스템(2013)50)을 도입하여 경고, 속도제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저작권침해에 관한 교육 및 합법저작물 이용에 

45) CD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배포자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두고 있다. 이는 과실책임원칙으

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DMCA의 규제체계도 마찬가지로 연방통신품위법상의 과실책임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책임제한의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46) 1990년대의 판례는 OSP에 직접책임을 인정하여,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의 

판례는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고, 침해행위를 유인, 야기 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기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47) 4가지 관여 유형. ① 오로지 이용자의 지시에 의해 OSP의 시스템 등에의 저장에 의한 침해행위(web-hosting 등), ② 정보경

로도구에 의한 침해행위(hipertext link 등), ③ 시스템 캐싱(system cashing)에 의한 침해행위, ④ 경과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routing 등).

48) 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서비스 종결 정책 시행 및 동 정책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보 ② 저작권자에 의해 시행되는 

“업계의 표준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용.

49) 17 U.S. Code §512 (i) Conditions for Eligibility. (1) Accommodation of technology.— The limitations on liability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ervice provider only if the service provider— (A) has adopted and reasonably 

implemented, and informs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of, a policy that 

provides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are repeat infringers.

50)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SECURITY WEEKLY�,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4면. : 저작권경고시스템은 6단계로 단계별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각 회사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4단계에서는 이메일 경고 혹은 경고창(팝업), 

보이스 경고메일 등의 형태를 취하며 5~6단계에서는 강제적인 저작권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24시간 서비스제한 혹은 경고 

14일 뒤 2일간 인터넷 속도제한을 두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단체가 저작권 침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만든 ‘저작권 경고시스템’이 있다. 2013년부터 미국의 ISP업체 5개사(AT&T, Verizon, 

Cablevision Systems, Comcast, Time Warner Cable)와 미국 레코드협회, 미국영화협회 등의 주체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 1~4단계에서 불법침해자에게 이메일 경고조치를 하고 이후 5~6단계에서 계정 가입자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접속 차단을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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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적 계도 목적을 전담하는 저작권정보센터를 두고 있다.51)

DMCA 제512조(m)(1)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감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DMCA 제512조(i)(1)에서는 반복적 침해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이용자

에게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와 함께 이를 방

해하지 않을 것을 면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조항은 한-미 FTA에 따라 우리 법

제에서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 352)

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 

통지 및 삭제절차에 관한 규정은 DMCA 제512조(c)53)이다.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

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권리주장자

의 콘텐츠에 대한 통지 및 삭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위임여부, 침

해 저작물의 특정, 웹사이트 상의 콘텐츠 특정, 신원정보, 피해 진술서, 위증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등의 6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저작권자로부터 면책

요건의 적용을 받은 이후에 그 침해 받은 콘텐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실제 침해 여

부가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된다.54) 

2. 유럽

(1) EU

EU 전자상거래지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기 위한 균형 잡힌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55) EU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수평적 접근(horizontal approach)을 적용하여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법률 위반 혹은 침해행위가 어느 법과 분야에 의해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하나

의 책임 체제(liability regime)를 적용하고 있다.56) 또한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 내지 제15

조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자동 및 임시저장, 저장 서비스 유형으로 

51) 김경숙, 인터넷상의 이용자 규제 – 삼진아웃제와 계정해지방침, �2013 Glob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2013), 4~6면. 

52)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

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53) 17 U.S. Code §512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54) 신승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저작권법(DMCA)상의 면책 규정과 이에 대한 최신 판례 동향 연구,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2013), 317~318면.

55) Oliver Süme, “[번역] 유럽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Internet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Europe)”,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5), 2면.

56)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2013), 535~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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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감시 의무가 없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EU 전

자상거래지침 제1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행위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

(actual knowledge) 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에 따른 구분이 객관적 면책요건을 제시하였다면 실질적 인식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면책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서

면성, 구체성 등 몇 가지 최소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57) 이러한 형태는 결국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의 삭제 통지 후 차단 유지와 관련하여 유럽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자

발적 업계 협약에 따라 차단 유지의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다.58)

(2) 프랑스

프랑스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이행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신뢰법(Loi pour la Confiance dans l’ 

Economie Numérique, LCEN, 2004)과 인터넷 상의 저작물 이용 모니터링을 위한 HODOPI 

(HODOPI.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 이

하 ‘아도피’)법이 대표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59)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담당기관인 아도피를 통하여 ① 경고 메일 발송 ②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한 경고장 송부 ③ 소환장 및 권리보호위원회의 기소 여부 결정 절차를 

밟게 된다.60) 그러나 2013년 삼진 아웃제 시행에 따른 비판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의 인터넷 접속 차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

다.61)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담당기관이 집행 주체인 부분은 유사하지만 아도피의 경우 

기소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프랑스 전자상거래신뢰법의 제정 이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및 불법복

제물의 삭제와 관련하여 판례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였다.62) 그러나 EU 전자상거래지침 이행

에 따른 국내법 제정으로 인하여 기술적 조치는 전자상거래신뢰법 6.I.163)에 규정하고 불법복

57) 오픈넷(2015.8.20.), 전게 자료.

58) 박정훈(2013), 상게 논문, 541면. : EU 시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EU규제와 달리 가맹국에 대해서 위원회에 의해서만 지침의 

구속적 의무가 부과 될 수 있다. 가맹국 국내법에 의해 지침을 채택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고 수정채택도 가능하므로 개별

국가마다 다른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59) 영국의 디지털경제법과는 달리 행정기관이 규제의 주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60) 김경숙,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창작과 권리�, 제76호(2014), 57면. : 그러나 아도피의 신설로 

인하여 경고조치절차를 규율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작용하였으나 규제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단 1건에 

그쳤고, 침해 대상자에게 보내는 ‘경고장’ 비용(내용증명-등기우편의 방법)만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2009년 프랑스 헌법위원회

가 저작권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61) 정호선,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삼진아웃제 완화, �저작권 동향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458~460면.

62) 박정훈(2013), 전게 논문, 554면.

63) LCEN 6.I.-1. Les personnes dont l'activité est d'offrir un accès à d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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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의 삭제 및 책임제한은 전자상거래신뢰법 6.I.864)에 규정되어 있다.65) 기술적 조치는 미

국 DMCA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적인 기술 조치의 의미보다는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우회 행위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법하게 저작권 침해

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의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지를 받거나 스

스로 위법성을 안 경우에는 바로 위법 콘텐츠를 삭제･접근 차단 등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3) 독일

독일은 정보통신서비스법(1997)을 통하여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니터 할 의무가 없다고 법으로 명시

하였다.66) 이후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이행에 따른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2001)을 제정하여 제8조, 제9조에 따라 그 유형을 단순도관, 캐싱서비스, 호스팅서비스로 구분

하였다. 검색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법에 의

해 규율되지만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판결67)을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텔레미디어법 규정을 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방식은 앞서 살펴본 

3가지 유형에 따른 객관적 면책요건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주관적인 기준의 실제적 인

식을 통하여 그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텔레미디어법 제10조에 따라 제3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불법 저작물 또는 정보에 대해 실제적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불법 

저작물 등을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한다면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면제된

다.68) 그리고 제3자의 업로드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고 해당 정보에 대한 통지 

informent leurs abonnés de l'existence de moyens techniques permettant de restreindre l'accès à certains services ou 

de les sélectionner et leur proposent au moins un de ces moyens. Les personnes visées à l'alinéa précédent les 

informent également de l'existence de moyens de sécurisation permettant de prévenir les manquements à l'obligation 

définie à l'article L. 336-3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leur proposent au moins un des moyens figurant 

sur la liste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331-26 du même code.

64) LCEN 6.I.-8. L'autorité judiciaire peut prescrire en référé ou sur requête, à toute personne mentionnée au 2 ou, à défaut, 

à toute personne mentionnée au 1, toutes mesures propres à prévenir un dommage ou à faire cesser un dommage 

occasionné par le contenu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65) 김경숙,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의 원칙, �2014 저작권정책연구보고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2015), 32면.

66) EU 전자상거래지침의 뼈대가 되어 중개자의 책임 및 디지털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67) 나낙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법제의 특징과 한계 : 독일의 경우,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3권 제2호(2015), 

139면 : 개개의 법에 인터넷 콘텐츠 관련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제로써는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제3의 콘텐

츠를 규제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총칙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EU

와 독일의 법제 시스템은 그 한계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대안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현재는 법원이 웹운영자

에게 자체적인 사전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유관 시민단체와 개인들에 의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

이다.

68) 나낙균(2015), 전게 논문,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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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삭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69) 

(4) 영국

영국은 EU 전자상거래지침 이행에 따른 전자상거래규칙(E-commerce regulation, 2002)을 제

정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불법 파일공유 행위를 감시하는 것, P2P에 대

한 접근 봉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지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기 위하여 디지털경제

법(Digital Economy Act, 2010)을 통한 규제체계를 확립하였다.70) 

영국은 디지털경제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삼진 아웃제와 대비될 수 있는 누진적 제재

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notice) 및 저작

권침해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최초 의무와 기술적 의무가 부과된다. 영국 국무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반복적 침해자들에 대하여 속도제한, 접근 제한, 서비스 정지, 서비

스 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71) 디지털경제법은 통지 및 삭제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과 관련하여 테러법(2006)에서 규정하고 있다. 

테러법 제3조72)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적인 테러리즘과 관련된 인터넷 등의 전

자서비스의 불법물에 대한 고지 및 삭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한을 두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일 2일 내에 삭제에 

실패한 경우에는 불법물을 추천한 것을 간주된다.73) 불법복제물의 삭제와 관련하여 정보 통

신 분야를 소관 하는 독립 규제기관인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 OFCOM)74)이 있는데 

오프콤은 불법복제물 삭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응 통지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75) 

한편, 최근에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2015)을 도입하여 불법적으로 영화, 음악 등을 다운로

69) 나낙균(2015), 전게 논문, 142~143면. : 독일에서 삭제 또는 차단의무의 구체적인 유･무는 주로 판례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70) 이영록･김진태, 영국 디지털경제법상 삼진아웃제 고찰,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8호(2010), 2면.

71) 황인영, 주요국가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 비교 연구 –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5권 제1호

(2011), 193~194면.

72) Terrorism Act §3 Application of ss. 1 and 2 to internet activity etc.(1) This section applies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 and 2 in relation to cases where—Terrorism Act 2006 (c. 11)Part 1 — Offences5(a) a statement is published or caused 

to be published in the course of, or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r use of a service provided electronically; or(b) 

conduct falling within section 2(2) was in the course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r use of such a service.(2) 

The cases in which the statement, or the article or record to which the conduct relates, is to be regarded as having 

the endorsement of a person (“the relevant person”) at any time include a case in which—(a) a constable has given 

him a notice under subsection (3);(b) that time falls more than 2 working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notice was 

given; and(c) the relevant person has failed, without reasonable excuse, to comply with the notice.

73) 박정훈(2013), 전게 논문, 548면.

74) 한국정보화진흥원, 영국 Ofcom, 사물인터넷 지원 계획 제안 �ICT ISSUES WEEKLY�, 482호(2015), 1면. : OFCOM은 정보통

신 분야를 소관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75) 김유환,�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2012), 233면, : 자율규제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내용을 인용하여 볼 때, 영국의 OFCOM 

규제기관이 관리하고 자율적 산업구조에서 행동 규범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아 위임형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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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한 최대 4회 까지 경고 메일을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의 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76) 이에 따라 교육적인 목적이 부각되어 합법적인 저

작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도 있으나, 반면에 경고 메일 이외에

는 불법 저작물 이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없어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77)

3. 일본

일본은 저작권법(1989)과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 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び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

る法律,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2001)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제정을 통해 송신 방지 조치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

고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였다.78)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3조79)는 침해자가 위법 정보의 삭제를 청구한 경우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판단 하에 당해 정보의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지 및 삭제 절차

를 도입하고 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는 면책된다.80) 

4. 검토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규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규제 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검토 규제 항목 중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은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지 및 삭제제도의 경우 해외에서는 삭제 여부의 판단을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판단에 맡기는 정도여서 자율성으로 인한 책임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우

76) 김혜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 도입 합의, �저작권 동향 2014�, 한국저작

권위원회(2014), 371~373면.

77) 김혜성, 전게서, 372면.

78) 김경숙(2015), 전게 논문, 23~44면

79)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十一月三十日法律第百三十七

号）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 当該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

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 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

害については､ 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 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ただし､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

た情報の発信者である場合は､ この限りでない.

80) 김경숙(2014), 전게 논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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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삼진 

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을 중단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롯하여, 프랑스가 계정 폐

쇄를 하지 않고 벌금을 누적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도 했는데, 이는 점차 상

당한 정도의 제도적 완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삼진아웃제도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제도적 엄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규정에 의한 실

질적인 책임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존재하는 사항은 기술적 조치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제적인 추세에 비하여 단순히 규제의 수준이 높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

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산업적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국의 입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본인 바, 우리나라의 규제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

리나라 산업적 배경 혹은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

야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즉, 상대적 관점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구

체적인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작권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의 지향점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점이다.

Ⅳ.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의 제문제

(1) 우리나라 규제의 현 위치

규제 이론적 관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81) 윌슨(Wilson)의 규제 정치이론’82)은 규제를 둘

81) 양승일,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정부학연구�, 

제17권 제1호(2011), 109～143면.

82) 최대용,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2005), 189-219면. : James Wilson(1989)은 

규제정치상황을 이익집단의 조직특성과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분포에 따라 ①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②고객정치

(client politics) ③기업가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④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의 4가지의 규제정치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규제정치모형은 이익집단이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갖고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투쟁하는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를 근본으로 규제정치상황을 설명한다.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정치 고객정치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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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이해집단간(규제자-피규제자-이익집단)의 정치 상황을 정치적･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기

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83) 이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정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라는 3자의 

이해집단으로 매칭(matching)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책이 권리자와 이용자에게는 큰 비

용의 부담, 즉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험부담 및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많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 대해 공공적 책무를 높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의 비용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좁고 깊게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규제의 편익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 뿐만 아니라 권리자 및 이용자 모두가 넓게 분산된 형태, 즉 모두가 편익을 향유하긴 하나 

낮은 수준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한 규제 형태는 ‘기업주도형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형 규제

◻불특정 다수=저작물이용자 및 OSP

(편익=권리보호/책임감소)

◻불특정 다수=저작물이용자 및 OSP

(비용=콘텐츠 사용료 증가/위험부담)

고객형 규제

◼특정 소수=OSP

(편익=좁은 책임, 광범위면책)

◼불특정 다수=저작물이용자

(비용=콘텐츠 사용료 증가/권리침해위험 증가)

좁게 집중

기업주도형 규제

▴불특정 다수=저작물이용자

(편익=권리보호/콘텐츠이용성증가)

▴특정 소수=OSP

(비용=불법침해책임/공공적 책무)

이익집단형 규제

▵특정 소수=권리자

(편익=권리보호)

▵특정 소수=OSP

(비용=불법침해책임)

[표 2] Wilson의 수정된 규제정치이론

(2) 바람직한 규제형태의 지향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 형태라 할 수 있는 기업주도형 규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다수인 인터넷 이용자가 낮은 편익을 제공

받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권리자 및 이용자) 역시 크게 편익을 누릴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시

83)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윌슨의 이론에서 비용･편익의 개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범위도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권익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비용･편익을 표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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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조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확장을 가져오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오히려 창작행위를 통한 

인센티브가 저해되며 저작물의 유통시장이 점차 형해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집중된 비용을 다수가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이익을 취

하기 위하여 작은 수준의 분담금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집중된 규제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로서 비용을 분담하는 이익집단의 인식, 즉 저작물 유통 시장의 확대가 사회 전체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윌슨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규제 방식은 ‘대중형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기업주도형 규제’에서 ‘대중형 규제’로 변화하여야 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중형 규제로 옮겨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비용의 분담(비용이 좁게 집중 → 비용이 

넓게 분산)이다. 여기서 비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 등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 등 유무형적 가치의 부담을 의미하며, 권리자에게는 저작물이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유통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 이용자에게

는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적 가치의 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규제 형태의 전환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공적 

책무 경감, ②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위험의 부담, ③ 이용자의 적정한 이용료 부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규제개선 대상의 특정

우리나라 저작권법체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규제의 내용은 

웹하드 등록제 문제와 기술적 조치의 수준에 관한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규제사항

이 규제 수준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규제사항의 시행이 시

장의 발전 및 건전성의 확보 등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먼저, 웹하드 등록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2년 시행된 본 제도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

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경영 요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고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이 1년 지난 결과 불법복

제물을 게시하는 웹하드･P2P 사이트는 등록제 시행 이전의 211개에서 본제도 시행 후 126개

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업체 및 사이트의 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

전과 대비하여 업체는 약 80%, 사이트는 약 87%가 감소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복제물을 유

통하는 이러한 웹하드･P2P 사이트 수의 감소는 불법복제물의 감소로 이어져, 웹하드･P2P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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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 대한 불법복제물의 적발 및 삭제 건수가 474,612건(2012년 상반기 기준)에서 122,554건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74.2%가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제도 시행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지만 결국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은 일단 물리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효

과를 미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양(+)적 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로서의 웹하드 등록제는 분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겠지만, 이를 통하여 시장의 건전성 확대라는 점에 본 규제의 존재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한편, 소위 소리바다 판결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제시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기술적 조치 수준에 대하여는 달리 생각된다. 법원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소극적 필터링이 아닌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 필터링의 경

우 변형 파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의 특성상 단 하나의 불법복제물이 존재할 경우 

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어 완벽한 필터링이라 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일반적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침해 신고가 있

기 전부터 그 위법 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여84) 기술적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매우 상반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는 블로그, 카페 

등 포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토렌트의 경우 시드(seed) 파일을 이용해 다수의 

전송자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104조의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자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 및 전

송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 및 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온

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

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 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복제 

및 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하도록 판시한다. 이에 소리바다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 음악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필터링 시스템, 그린파일시스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이

러한 조치가 저작권법이 면책을 부여하는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

하지 않았다. 즉, 사실상 적정한 기술의 정도가 아닌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정도로 기술

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깨끗한 

8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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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통 체계 확립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지나치게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이용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 등을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담 

지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기술적 조치 기준의 완화

기술적 조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원의 기준은 두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으로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유통되는 저작물과 권리자는 절대다수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수익구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비례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권리자들이 허

락한 저작물에 대하여만 유통을 허락하는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일단 한-미 

FTA의 합의 사항에 배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모든 불법 저작물의 유통

을 방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권리자

의 고소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침해에 대한 조치 없이 원천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유통을 제약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상적 기준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강한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극적 

필터링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보이며, 소극적 필터링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

이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산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위한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수준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필터링 기술 자체가 완전할 수 없기 때

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든 타당한 면이 있다고는 본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 수준의 필터링 

역시 완전함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단순히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

히 일단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터링 기술의 세부 기술의 발

전이라도 이루어지면 매번 그 기술의 진보를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큰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

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 수준의 완화가 가져오는 단점, 즉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험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저작물 유통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침해 위험 부담을 단순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서 권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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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이동시킨다면, 권리자가 창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창작 인센티브의 유인성이 낮아지

게 된다. 이에 그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

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85)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게 되면 권리자 등의 이용자에게 전가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던 집중된 비용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가된 비용, 즉 저작권 침해의 위험 부담은 공공부문에 의하여 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Ⅴ. 결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유통의 경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과 온라인 콘텐츠산업 발전의 주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동시

에 지닌다. 따라서 각국은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한 규제를 발전･변화시켜왔다. 각국의 법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이용자―세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

다 넓은 시각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규제를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저작권법상 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공공적 책무를 부

담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용자에게 권리침해 위험의 이양이라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콘텐츠 유통의 통로라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

써 오히려 전체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기술적 조치의 경우, 법원이 

해당 규정을 과도하게 엄격히 해석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상 책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현실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제한하는 효과

를 가져온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다소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2009년 문화콘텐

츠 시장 규모 순위에서 1위(4,276.8억불, 세계 시장의 32.4%)에 위치하였으나86) 우리와 달리 

85) 현재 저작권보소센터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은 재택요원이 웹하드, P2P, 포털 등을 24시간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300명의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는데 총 167만 건의 실적, 즉 1인당 약 5570건의 불법복제

물을 찾아내었다.

8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미국 콘텐츠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7면.



204 …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규정에서 표준적인 기술적 조

치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자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규제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

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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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세계 각국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고아저작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고아저작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이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고 복잡하며 특히 대량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낮

다. 그렇기에 최근 주요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심이 커지

고 있다. 그런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시행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 계약의 지위에서의 대표성에 독점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운영 국가에 대해서는 대

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운영 국가에 대해서는 고아저작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았고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 지위에서의 대표성을 불인정 즉, 독점성

을 불인정하여 분야별 복수의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

정하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효과적 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이용허락 주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거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용허락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며, 그와 함께 집중관리단체 간 자

율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의기구를 설치 및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함으로

써 고아저작물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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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을 안고 있다.1) 이 비효율 가운데 최근 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 것이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의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2) 고아저작물은 누가 저작자인

지, 또는 누가 저작권자인지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이용

을 위하여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저작물의 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제도 등 강제 실시

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길

을 열어두기도 하였으나,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제도적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4)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 수많은 저작물의 유통 등에 고아저작물이 적절히 활용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최근 확대된 집중관리제

도(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어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일정한 분야에서 그 권리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의 특정한 영역에서

의 집중관리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에 법이 일정한 확대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이용자들이 동일

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5) 그런데 개념에서와 같이 ‘권리자의 상

당수를 대표’하는 경우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하의 집중관리단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분야별 유일 단체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점이 있다. 한편, 우

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승인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에서의 유일한 

대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일정 분야에서의 복수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인정

하고 있으므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할 경우,6) 고아저작물의 이용자는 어떤 신탁관리

1) William Patry, “Promoting the legitimat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orphan works”, Seoul 

Copyright Forum 2012, (2012) p.8.

2) 이러한 문제는 세계 각국 역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2008년 고아저작물법, 유럽의 2011년 고아

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제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1, 329면. 한편 이러한 고아저작물은 자연스럽게 ‘저작권 블랙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SHI Xiaoxiang, “Current development in respect of orphan works in China”, Seoul Copyright Forum 2012, 

(2012), p.43.

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저작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2014, 278면 : 법정허락은 2008년 6

건, 2009년 7건 등 2000년대 후반에 다소 이용률이 높았으나, 2012년 2건, 2013년 2건과 같이 최근에 다시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5) 이해완, �고아저작물 도서 등에 대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2면.

6) 우리나라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립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자체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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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통하여 이용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확대된 집중관리제

도의 대표성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신탁관리단체 선택의 문제는 사용료의 징수, 

그리고 향후 해당 저작물의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탁관리단체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

익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의 대표성에 관하여 어떻게 제도적 구성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

한다. 

Ⅱ.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과 대표성 문제

1.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의 적합성

(1)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개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집중관리단체에 특정 저작물을 신탁 등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폐쇄적 집중관리제

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집중관리제도에서는 저작권

자가 위탁한 저작권만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데 비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는 일정한 조

건을 구비한 집중관리단체의 경우 저작권자에 의하여 위탁받지 않은 저작권까지도 관리가 가

능하도록 한 것이다.7) 이 제도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의 경우에 그 권리처리를 위한 

북유럽국가8)들의 특징적 해법이었다.9)

한편 제도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는 자유로운 협상

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집중관리단체는 국내적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법상 집중관

리단체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은 비회원 권리자들을 구속한다. 이용자는 법적으로 비회원 

여부 논란과는 별도로 만약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할 수 있는 제도적 구성을 미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도도입의 찬반을 다투는 대상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쳐두고서도,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다시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본래 제도도입으로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7)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79면.

8) 북유럽국가들은 1960년대 초부터 저작권법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규정하고 활용하고 있다.

9) 이영록, 전게서(2007),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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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 의한 개별적 요구에 대처할 필요 없이 또는 형사책임에 직면함이 없이 모든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 권리자들은 개별적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경우 비회원 

권리자들은 그들의 저작물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10)

(2)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논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간 논의에서는 도입의 찬반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의 법정허락 제도가 고아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모두 수용

할 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상황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물 활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대안이라 주장한다.11) 특히 신탁을 

하지 않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도 합법적으로 신속하고 저

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12) 등의 장점은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도 일부의 경우 전면적 도입보다는 교육에 

따른 이용 및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이용 분야 등 공익적 분야에 우선 적용해볼 필요

가 있다는 등의 제한적 적용을 주장하기도 한다.13)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 

등의 한계를 해결할 정도의 실익이 도출되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협약과의 관계에서 베른협약 등의 위반을 초래하고, 통상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며,14) 준물권적 권리를 보상금 청구권화, 즉 채권적 권리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본 제도를 도입하면 미분

배 보상금의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어서 실제 권리자에게 창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미분배 보상금의 처리 문제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15)

생각건대, 저작물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

고 얼마나 이용이 이루어져 시장이 확대되어 산업적 발전을 이끌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는 상

황에서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는 분명한 것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

10) IFRRO, “Collective Administration”, IFRRO General Papers, (1997), p. 4-5 참조(이영록, 전게서(2007), 38면에서 재인용).

11) 이해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방안, �저작권정책 릴레이토론회�, 한국저작권위원회(2012), 114면.

12) 홍유미･윤종민,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제3권 제2호, 충북

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217-218면.

1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미국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연수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08) (유수현,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

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109면에서 재인

용); 신봉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09), 

141면 등.

14) 한지영, UCC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54호, 세창출판사(2009), 129-134면.

15) 이해완, 전게논문(2012),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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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성

공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제도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

황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변형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2.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 대표성의 문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요건 및 특징은 집중관리단체에 국내적으로 ‘대표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성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다. 첫째, 집중관

리단체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대표성을 갖는 경우이고, 둘째, 

이용자들에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대표성을 갖는 

경우이다. 

전자에 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허가를 위하여 단체명, 취급하

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저작권법 시행규칙 서식46)를 비롯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16),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정관 또

는 규약, 재무제표를 제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

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관하여 소극적인 방면에서 허가를 금지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적

극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기 위한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

지는 않고 있다.17)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허가에 대한 행정법의 법리상 허가요건을 갖출 경

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행정청의 기속재량행위)18), (사)함께하는음악저작

인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허가받은 2014년 이전까지는 저작물(혹은 저작권)별로 하

나의 신탁관리단체만을 허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4년 이전까지 첫 번째 의미로서의 대표

성은 특정의 저작물 영역에서 해당 저작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의 단체일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수 신탁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에는 이러한 해석은 유지될 수 없

으며, 특정 저작물 영역에서 일정한 정도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후자에 관하여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

자들은 어떠한 집중관리단체에 자신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고아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해달

라고 신청하게 된다. 이때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집중관리단체가 단일한 경우와 복수인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먼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집중관리단체가 단일한 경우는 ① 실

제적으로 단일의 단체만 존재하는 경우와 ②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16) 업무규정에는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 포함되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17) 이해완,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보법학� 제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04), 122면.

18)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창작과 권리� 제54호, 세창출판사(2009),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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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용허락의 신청이 단일한 단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 다시 구분해볼 수 있

다. 이때 ①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②의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로 인정,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요건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의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다. 반면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의한 이용허락의 신청 역시 

복수의 단체에 가능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

는 손의 작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대표성의 두 번째 의미, 즉, 이용자들에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대표성 문제는, 집중관리단체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실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 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대표성 문제는 두 가지 

논의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첫째,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계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

입 시 단일의 단체에 대표성을 인정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둘

째, 만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제도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3. 이용허락을 위한 독점적 대표성의 필요여부

앞서 제시한 논의점에 대하여 먼저 우리나라 저작권법체계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

입 시 단일의 단체에 대표성을 인정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

본다.

이 문제의 논의는 두 가지의 관점, 즉 시장원리적 관점과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원리적 관점에서의 검토이다. 소비자(수요자)의 선택을 모델링한 소비이론에 따

르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수요곡선을 유도한다고 한다. 수요

곡선의 형성은 공급되어 있는 고아저작물의 활용, 즉 거래를 가능하게 하므로 저작물의 거래

를 위한 시장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소비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언급

되고 있는 무차별곡선19)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같은 조건이라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작물의 이용자는 같은 조건(비용)이라면 

더 효용성 있는 소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 저렴한 이용비용, 손쉬

운 이용, 적절한 서비스 등이 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시장의 안정성

19)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이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묶음(소비묶음 : consumption bundle)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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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에 공급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각 공급자의 정보가 충분

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혼란을 겪게 되고, 경쟁자의 증가로 인한 낮은 이윤은 이용

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결국 이용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을 모두 고려하여 양자를 균형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자의 이

익이란 저작권의 독점적 행사를 통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획득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단수로 할 

것인지 혹은 복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고아저작물의 저작자, 즉 잠재된 저작권자에 

이익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숨어있는 저작권자를 양성화하여 해당 저작물의 거래를 보다 

활발히 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한

다면 보다 손쉽고, 낮은 이용허락 가격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할 수 있

다. 설령 수수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더라도 비금전적인 가치, 

즉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가장 효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에게도 타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자 하는 의지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대표

성을 단일의 단체에 부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확대하고 저

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창작자의 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표성을 인정하

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의 집중관리단체라면 모두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고, 저작물의 이용자에게 그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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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주요국의 입법 및 제도운영 현황

1.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운영국 사례

(1) 덴마크

1961년의 저작권법을 개정한 덴마크 저작권법20)은 제50조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

한 통칙을 규정하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적용되는 8가지 분야21)를 밝힌다. 2008년에는 저

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매우 포괄적인 규정인 제50조(2) 확대 관리의 일반조항22)을 세계 최초

로 도입하였으며 스웨덴도 현재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23) 중에 있다. 덴마크는 이 

규정을 통해 도서관, 박물관, 덴마크 공영방송의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화의 가능성을 현실

화하였다.24) 덴마크 저작권법 제51조25)는 비회원자의 개별보상금청구권, 제52조26)는 조정에 

대한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거부권을 일반적으로 보

장하지 않고 상업 목적의 미술품, 과학 프레젠테이션,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등 일부에게만 

거부권이 주어진다. 

덴마크는 현재 5개의 확대된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가27) 있으며 그

러한 단체는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특정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자 상당수로 구성되어야만 하

20) 최경수 번역, �북유럽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1) 덴마크 저작권법 제50조(1) 제13조 교육활동을 위한 복제, 제14조 영리적 기업 등에 의한 복제, 제16조b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제17조 제4항 장애인을 위한 고정물의 제작 및 사용, 제24조a 공표된 미술저작물의 이용, 제30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제30조a 방송저작물의 공중이용제공, 제35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무선.

22) 확대관리의 일반조항이란 기존에 8가지 분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조건만 갖추면 분야나 목적에 

관계없이 확대된 집중관리허락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Helene H. Miksche and Annika Svanberg, “An Expansion of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es Suggested for the Swedish 

Copyright Law”, IRIS (2010), p.2.

24) Thomas Riis and Jens Schovsbo, “Extended Collective Licenses and the Nordic Experience - It's Hybrid but is it a VOLVO 

or a Lemon”, Forthcoming in Columbia Journal of Law and the Arts, Vol. 33, LssueⅣ(2010), p.2. (이영록,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저작물의 디지털화, 보존 및 이용제공을 위한 고아저작물 이용방안의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제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4면 재인용. (홍유미･윤종민, 전게논문(2012), 206면에서 재인용)).

25) 덴마크 저작권법 제51조는 회원과의 계약이나 단체에 보상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회원자에 대해서 개별보상금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6) 덴마크 저작권법 제 52조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가 문화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액수, 계약 조건에 대한 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용허락

심판소의 중재기구를 통해 합의를 보도록 하고 있다. 

27) 현재 덴마크의 집중관리단체로는 NCB(Nordisk Copyright Bureau), Gramex, Copydan, Komponistrettigheder i Danmark 

(KOD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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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준비서면과 법적 서류는 모두 특정 분야에서 오직 하나의 

단체만이 확대된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CMO가 특정 분

야에서 진정한 권리자들의 다수를 대표한다는 사실 외에도 저작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대표하는가, 단체의 지위가 계약 체결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덴마크에서 계약을 체

결할 행정능력과 경험이 충분한가, 집중관리단체들 사이에서 상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가

지고 있는가의 모든 상황들이 고려돼야만 한다고 했다.28) 

(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저작권법 제36조29)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 분야30)를 확대하였다. 노르웨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권리 

효력 적용 범위를 노르웨이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나 노르웨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

는 사람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처음 공표되지 않았거나, 다른 외국과 노르웨이에서 동시에 

처음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31) 노

르웨이 저작권법 제36조32)와 제38조33)는 각각 보상과 조정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거

부권에 대해서는 최초 방송과 방송 사업자의 아카이브에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적용 분야에서 거부권을 제한한다.34)

확대된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는 노르웨이에서 사용되는 특정 분야 

저작물의 저작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되며 현재 노르웨이

28) Johan Axhamn, Lucie Guibault, “Cross-border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 a solution to online dissemination of 

Europe's cultural heritage?”, Final report prepared for EuropeanaConnect, IVIR (2011), p.31.

29)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6조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제32조 제3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관하여 제38조a에서 규정한 단체와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계약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이 계약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이 계약(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분야의 같은 저작물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계약 조건에 따른 사용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하여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0)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13조b 교육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 제14조 영리기업 및 단체에서의 복제, 제16조a 기록보존소, 도서관, 

미술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제17조b 장애인을 위한 고정물의 제작 및 사용, 제30조 발행된 저작물(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 

포함)의 방송을 위한 경우, 제32조 방송사업자의 소장 저작물의 방송 또는 송신 및 제34조 방송의 케이블 재송신.

31) 홍유미･윤종민, 전게논문(2012), 207면.

32)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6조는 보상의 징수와 분배에 대해 비회원권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비회원권리자는 

기금과 혜택에 대해 회원권리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림을 보장한다. 또한, 비회원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소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에 대해 해당 저작권 사용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3년 이내에 개별보상금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국왕이 제정한 규칙에 의해 보상금의 액수가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3)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8조는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제32조의 경우 국왕의 규칙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재전송에 대해서는 조정이 적용되지 않고, 방송사업자와의 확대된 집중관리

계약이 거부되거나 협상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위원회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는 

방법으로 재송신의 허락과 조건이 결정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4) 이해완, 전게서(2012), 47면.



220 …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에는 8개의 집중관리단체35)가 존재한다. 노르웨이 저작권법은 국왕이 특정 분야에서의 사용

을 위하여 승인된 단체를 해당 권리자를 위한 합동 단체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르웨이 준비서면은 특정 분야에서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할 경우 집중관리단체들은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36) 즉, 노르웨이는 대

표성에 대해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서로 협력한다는 가정 하에서 일정한 분야에서 하

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스웨덴

스웨덴은 1986년 저작권법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05년 저작권법 개

정을 통해 저작권의 제한에서 다루던 규정을 제3장a “집중이용허락의 확대된 효력”의 일반규

정으로 새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저작권법 제42조a에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과 그 해당 분

야37)에 대해 규정38)하고 있다. 스웨덴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이 각 

분야별로 다르며 보상39)에 대해서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은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거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와의 계약에서 거부권을 규정하여 사용

할 수 있고40) 최초 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대해 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41) 확

대된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는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특정 분야 저작물

의 저작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여야 한다. 스웨덴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다

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관계 당국이나 국왕의 승인이 아닌 경쟁법으로 단체의 승인을 규

제하고 있다.42) 현재 스웨덴에는 10개의 집중관리단체43)가 존재한다. 그중 음악저작권자 실

35) 현재 노르웨이의 집중관리단체로는 TONO(The Norwegian Performing Right Society), Kopinor, Norwaco, LINO, 

BONO(Billedkunst Opphavsrett i Norge), NIR(Nordiskt Immateriellt Ratsskydd), NKF(Norsk Komponistforening), 

NOPA(Norsk forening for komponister og tekstforfattere), NMFF(Norsk Musikkforleggerforening)이 있다.

36) Johan Axhamn, Lucie Guibault, “Cross-border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 a solution to online dissemination of 

Europe's cultural heritage?”, Final report prepared for EuropeanaConnect, IVIR (2011), p.31.

37) 스웨덴 저작권법 제42조b 당국, 기업 및 단체 내에서의 복제물 제작, 제42조c 교육 활동 내에서의 복제물 제작, 제42조d 

기록보존소 및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전달, 제42조e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저작물 이용, 제42조f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재송신의 분야.

38) 스웨덴 저작권법 제 42조a(1) 제42조b 내지 제42조f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해당 분야의 스웨덴 저작

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특정한 방법의 저작물 이용에 적용된다.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그 

단체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종류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

한다. 

39) 확대된 집중관리계약로부터 파생하는 보상금과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보상금에서 필수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그 밖의 수입

에 관하여 비회원권리자는 단체의 회원 권리자와 개별보상청구권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사용

된 해로부터 3년 내에 개별보상금청구권을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행사하면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0) 이영록, 전게서(2007), 46면.

41) 이해완, 전게서(2012), 47면.

42) 이해완, 상게서(2012), 41면.

43) 현재 스웨덴의 집중관리단체로는 STIM(Svenska Tonsä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å), SAM(Svenska Artisters och 

Musikers Intresseorganisation), IFPI(Swedish Group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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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의 방송권, 공연권관리단체인 STIM은 거의 100%의 작곡가와 작사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다.44) 

스웨덴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확대된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보상 관련 조

항에서 “상당한 수”의 기준을 대법원은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나 특정한 필요조건들이 반드시 단체들의 구조와 안정성과 관련해서 적용되

어야 한다고 했으나 후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권리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 4월 8일 스웨덴 저작권 위원회는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전환하는

데 대해 좀 더 현대적이고 분명한 조항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간하였다. 그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지배하는 간소화된 규

칙들을 제안하면서 각 분야에서 오직 단 하나의 기구만이 확대된 집중관리계약 체결할 능력

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45)

(4) 핀란드

핀란드는 1980년 복제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1984년에는 교육목적

을 위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녹화를 위한 이용, 1986년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

그램의 케이블 동시 재송신을 위한 이용까지 확대하였다.46) 핀란드는 저작권법 제26조에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과 그 해당 분야47)에 대해 규정48)하고 있다. 비회원 권리자는 집중관리

단체가 저작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아도 개별보상금청구권을 가지며 교육

목적의 사진 복사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재송신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저작물의 확대된 집중 

BUS(Bildkonst Upphovsrätt i Sverige), Bonus Presskopia, ALIS(Administration av Litterära Rättigheter i Sverige), 

KLYS(Konstnärliga och Litterära Yrkesutövares Samarbetsnämnd), TROMB, COPYSWED가 있다. 

44) 문화체육관광부 북유럽 ECL 조사팀, 북유럽 ECL MODEL 관련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2), 36면 (이해완, 전게서(2012), 73

면에서 재인용).

45) Helene H. Miksche and Annika Svanberg, “An Expansion of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ces Suggested for the Swedish 

Copyright Law”, IRIS (2010), The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 “Contractual Copyright”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2010:24, IRIS Legal Observations of the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010), p.2. 

46) 이영록, 전게서(2007), 47면.

47) 핀란드 저작권법 제13조a 당국, 영업 기업 및 단체에서 내부 전달을 위한 이용 (사진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제 

제외), 제14조 교육 활동 및 학문 연구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 (사진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제 제외), 제16조d 기록

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에 내에서의 이용, 제25조a 소장물에 포함되거나 전시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미술저작

물의 이용, 제25조f 라디오 및 텔레비전 원송신, 제25조g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새로운 송신, 제25조h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의 재송신 분야.

48) 핀란드 저작권법 제26조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교육부가 승인한 해당 분야에서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다수를 대표하는 단체와 사용자 간에 저작물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확대된 집중이용허

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용허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단체가 대표하는 해당분야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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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핀란드 저작권법 제54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절차49)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에는 확대된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8개

의 집중관리단체50)가 존재하며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다수를 대표해야 하고,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이 있으면 교육부는 최대 5년간 해당 단체를 승인해야 하고 

승인된 단체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업무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운영상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단체에 대

한 교육부의 승인 결정은 취소 가능하다.

대표성에 대해서 핀란드 저작권법 제26조(2)는 여러 단체가 저작물의 사용을 위한 이용허

락을 부여하도록 승인된 경우에, 그 승인 결정은 해당 이용허락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부

여되도록 할 것으로 조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하나 이상의 단체

가 특정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단

체가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상의, 운영상의 전제조건들과 허가된 결정에 따라서 일처

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충족돼야만 한다.51)

(5) 영국

영국은 오랜 시간 동안 고아저작물의 문제52)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2011년 5월 ‘디지털 기회 : 지식재산 및 성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에서 이안 하그

리브스는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입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53) 영국 정부는 이를 받

아들여서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 모두가 고아저작물 이용을 하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이용 

전에 지불하는 확대된 집중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54) 다음 해에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입

법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년 기업규제개혁법에서 고아저작물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체제와 

49) 교육 활동을 위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동시적으로 변경 없이 재송신하는 경우 그 허락의 

부여 및 조건에 대해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각 당사자는 중재를 위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야 하고 선임된 중재인은 제3자를 의장으로 초빙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중재를 제안하고 중재인을 선임하였으나 상대방이 

통지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중재에 의한 사건의 해결을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관련 당사자는 사건을 중재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법원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할 수도 있다.

50) 현재 핀란드의 집중관리단체로는 GRAMEX, T대STO, KOPIOSTO, KUVASTO, TUOTOS, Tekijanoikeuden tiedotus-ja 

valvontakeskus가 있다. 

51) Johan Axhamn, Lucie Guibault, “Cross-border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 a solution to online dissemination of 

Europe's cultural heritage?”, Final report prepared for EuropeanaConnect, IVIR, (2011), p.32.

52) 영국은 디지털화 사업을 통하여 1912년 이전 신문의 95%가 고아저작물이라는 것을 밝혀내었고, 영국 박물관의 조사는 박물관

이 소장하는 사진의 90%를 차지하는 1,700만장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 및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영국의 국립도서관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 중 전체 43%가 고아저작물이고, 

영국 지적재산권청의 질의에 대하여 2012년 3월 공표된 회신서에서도 국립도서관은 그 소장 자료들 중에서 인쇄물 중의 약 

40%가 고아저작물이고, 녹음물 중 미발행 녹음물의 약 40%가 고아녹음물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53) 홍유미･윤종민, 전게논문(2012), 209면.

54) 홍유미, 고아저작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2013). (정경희,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

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4호, 한국문헌정보학회(2014), 204면에서 재인용).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

8. 입선작 … 223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거부권을 보장하여 자신

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저작권자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단체가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해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발적인 확대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상금은 사전에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55) 2013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법률 조항은 CMO가 비회

원국가에 의해 소유된 단체의 저작물들의 특정한 사용에 대한 과정을 설정하면서 허가는 허

가를 받을 법과 그것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종류가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56) 결국 영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기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대량 디지털화 문제를 다루는 수단으로서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국제적인 수용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57)

영국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될 수 있는 조건들58)을 요구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들의 상당수를 대표해야 하고, 확

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신청에 단체 회원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한의 

관리 기준과 투명성이 존재해야 하고 비회원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행동 규범에 규정하고 있

어야 한다. 또한 권리자에게 언제든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로부터 탈퇴할 자유를 보장해주어

야 한다.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논

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 

2.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미운영국 사례

(1) 미국

미국은 구글도서프로젝트 사건을 계기로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 미국 저작권법은 고아저작물

에 관한 포괄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일정기간 경과 저작물이용규정(제108조(h)), 강제 허

락을 위한 통지규정(제115조(b)), 손해배상제한규정(제504조(c)(2)), 종결규정(제203조, 제304조

(c), 제304조(d)) 등 일부 관련 규정으로만 법에 규정되고 있다.59)

2006년 미국 저작권청은 “고아저작물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Orphan Works)”를 발표하여 

저작권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성실한 조사(reasonably diligent search)’로 저작권의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의 단계

55)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56) U.S. Copyright Office,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U.S. Copyright 

Office (2015), p. 30.

57)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Orphan Works”, Information Sheet G101v06, (2014), p.3.

58) 홍유미･윤종민, 전게논문(2012), 210면.

59) 안효질,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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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밟아야 하고, 고아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60) 저작

권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6년 고아저작물법(안)61)과 2006년 저작권 현대화법(안)62)을 의

회에 상정하였으나 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63) 그 후, 2008년에도 관련 법안64)이 입안되

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65) 2012년 미국 저작권청은 추가 요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3년

에는 미국 저작권청장인 Mara. A. Pallante가 미국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옵트아웃(opt-out)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66)했다. 현재 미국은 

자발적으로 저작권자들이 집중관리단체에 참여하여 라이선스를 사전 승인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법적 확실성을 마련하고 저작권자들의 적절한 보상

을 해주기 위함이다.67) 2014년 3월에는 대량의 저작물 디지털화와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틀의 

회의를 개최하며 계속해서 고아저작물의 사용의 원활함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했다.68) 가장 

최근인 2015년 6월 4일 미국 저작권청은 2008년 Shawn Bentley 법안을 바탕으로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69) 이용자의 의무70)를 규정한 고아저작물 법안을 제안하

였으나 조항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다.71)

(2) EU

EU에서는 예전부터 고아저작물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72)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EU는 확대된 집중관리제

60) 안효질, 전게서(2011), 11면.

61) Orphan Works Act of 2006.

62) Copyright Modernization Act of 2006.

63) 황다운,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2012), 18면.

64) Shawn Bently Orphan Works Act of 2008, Orphan Works Act of 2008.

65) 2006년 법안에서 고아저작물의 주인을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의 단계로 ‘합리적으로 성실한 조사(reasonably diligent search)

를 규정한 것과 달리, 2008년 법안에서는 성실한 조사의 단계를 ’자격이 있는 조사(qualifying search)로 규정하고 있다.

66) 박경화 번역, 미국 pallante 저작권청장, 연방의회에 차세대 저작권법 검토 촉구, �저작권동향�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 Mara. A. Pallante 미국 저작권청장은 2013년 3월 20일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법원, 지식재산, 인터넷’에 관한 소위

원회에 출석해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였다.

67) 박경화 번역, 미국 pallante 저작권청장, 연방의회에 차세대 저작권법 검토 촉구, �저작권동향�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68)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Orphan Works”, Information Sheet G101v06 (2014), p.2.

69) 상당한 노력의 절차라 함은 최소한 저작권청 기록 검색, 저작권자 출처 및 라이선스 정보 검색, 기술적 도구 활용, 합리적인 

정도의 내부 혹은 외부 전문가 도움, 인터넷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등을 말한다. 

70) 고아 저작물의 이용자는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에 대한 설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행한 상당한 노력, 

추가 증빙 자료, 저작물을 발견한 출처, 이용자의 이름과 해당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71) 이수진 번역, 미국 저작권청, 고아 저작물에 대한 법안 제안, �저작권동향�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5).

72) EU는 1993년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에 관한 지침’의 제9조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비회원 권리자의 

문제를 해결하였고.(Thomas Riis and Jens Schovsbo, “Extended Collective Licenses and the Nordic Experience - It's a 

Hybrid but is it a VOLVO or a Lemon?”, Forthcoming in Columbia Journal of Law and the Arts, Vol. 33, Issue Ⅳ (2010), 

p. 7 (황다운, 전게논문(2012), 19면에서 재인용)) 2001년 ‘정보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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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거절하였고 2012년 10월, 유럽위원회는 EU연합의 회원국들의 특정한 단체들에 의한 고

아저작물의 제한적 이용의 허가에 관한 지침안을 승인하였다. 지침안에서는 적용 분야를 공

공으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 교육적 자료, 박물관, 아카이브, 필름 또는 오디오 유산 기구들, 

공공서비스 방송 분야로 한정하였다. 고아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진정한 권리자의 

신원확인과 위치 파악을 위한 성실한 조사를 거쳤으나 저작물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여야 한다. 고아저작물이 되면 그 고아저작물들은 ‘그들의 공공의 이익 목적과 관련된 목적들

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허가가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고아로 간주된 모

든 저작물들의 데이터 유지를 위해 단일의 등록을 요구한다.73) 진정한 권리자는 후에 고아저

작물의 고아의 지위 상태를 끝내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재주장할 수 있고, 개별의 회원국가법

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74) 

EU는 고아저작물을 다루기 위해서 법적인 제안의 부분으로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지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고아저작물 해결방안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확대된 집중관리제

도를 지지하고 있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해 EU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거절하였다. 

우선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이용자가 고아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유럽위원회 사이에서 고아저작물에 

대한 상호 인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상호 인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확대된 집중

관리제도는 그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할 것이다.75) 또한 EU는 고아로 

간주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선싱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들

이 있을 것이라 보았고, 대량의 고아저작물들을 이용하는 도서관들이 정의되지 않은 시장가

치로 그 저작물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3) 일본

일본은 고아저작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하여 논의하기보다

는, 기존의 재정제도인 강제허락제도의 운용을 개선하여 대응하고 있다. 

2004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는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조사 방법을 인터넷 

전문에서 본 지침은 확대된 집중이용허락과 같은 권리의 관리에 관한 회원국들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회원국들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사용에 대해 가능성을 열었다. 2008년 ‘Green Paper-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는 지식

경제에서 나타나는 저작권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으로서, 2009년 ‘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는 저작권자와 도서

관 및 기록보존소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U.S. Copyright Office,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U.S. Copyright Office (2015), p. 21). 

2011년 유럽위원회도 고아저작물에 의한 어려움들을 인정하며 해결책 중 하나로 법적인 예외규정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제안했으나 EU는 이를 거절했다.

73) U.S. Copyright Office,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U.S. Copyright 

Office (2015), p. 22.

74)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Orphan Works”, Information Sheet G101v06 (2014), p.3. 

75) 안효질, 전게서(2011),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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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의 광고 게재, 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Copyrigh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CRIC) 창구홈페이지를 개설 등으로 절차의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 후 일본 국립국회도

서관은 ｢근대 디지털･도서관｣를 구축하며 고아저작물의 거래비용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과거저작물 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소위원회｣에서는 고아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적 절차의 개선을 논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2009년 일본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76)

일본 저작권법 제67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는 공표되었거

나 상당기간 동안 공중에게 제공 혹은 제시되었었다는 것이 분명한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조건은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 사

유로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성실한 조사를 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결정짓거나 찾을 수 없

었어야 하며, 찾지 못한 경우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공탁하고,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7) 각각의 이용을 위해 공탁

된 보상금의 액수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되고, 보통의 저작권 사용료 요금과 일치해야만 

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고아저작물들은 반드시 제67조 하에서 허가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허

가를 받은 날짜를 나타내야만 한다.78) 

일본은 1972년부터 2010까지 82개의 강제 허락이 이루어졌는데 82개의 허락된 저작물 중 

62개는 1999년~201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20개는 1972년~1998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 저작물에 대한 허가가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82개의 라

이선스가 단순히 82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158,601개의 개별적인 저작물들을 나타낸다

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79)

(4) 호주

호주에는 고아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해 줄 저작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찾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목적 또는 창의적, 상업적,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량의 

고아저작물들이 있으나80) 그 정확한 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아저작물의 

76) 안효질, 상게서(2011), 25면.

77) 이영록 번역, �일본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8) U.S. Copyright Office,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U.S. Copyright 

Office (2015), p. 32.

79) Favale, M., Homberg, F., Kretschmer, M., Mendis, D. and Secchi, D, Copyright, and the Regulation of Orphan Works: 

A comparative review of seven jurisdictions and a rights clearance simulat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3 (U.S. 

Copyright Office,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U.S. Copyright Office 

(2015) p. 32에서 재인용).

80) Australi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Works of Untraceable Copyright Ownership—Orphan Works: Balancing the 

Rights of Owners with Access to Works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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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81) 2014년 호주 법률개정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는 12월 최종보고서(final report)에서 고아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합리적

으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실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들82)을 설정

했다. 호주는 현재 고아저작물의 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예외가 하나도 없기에 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용자 스스로의 위험을 지닌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호주의 몇몇 기구들은 자체적으

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공공으로 이용 가능한 고아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다.83) 

호주 내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대립되고 있

다. 찬성 측의 주장으로는 고아저작물의 사용은 시장을 해롭게 한다기보다는 몇몇 경우에 있

어서 저작권 주인들과 그들의 저작물을 재통합하게 해주어서 시장이 되살아나고 수입의 새로

운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84)또한 다른 나라들의 다수의 법적 허락 시스템보다 국제

적으로 적용하기 쉽다는 점을 들어 찬성한다.85) 반면, 호주 법률개정위원회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호주의 고아저작물의 해결책으로서 추구되는 집중라이선스 또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를 반대했다. 우선 선취수수로(Up-front) 비용 문제로 호주 법률개정위원회는 보증이 없고 저

작권자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취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선취수수료는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난 이후에 계산되는 

합리적인 가격과 비교해서 비합리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

다.86) 비용 설정의 문제도 있다. 비고아저작물의 시장라이선스 가격을 기초로 하여서 고아저

작물의 비용을 설정하는 것, 이용자와 저작권 권리자 사이의 이론적 협상을 근거로 고아저작

물의 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 사용료를 매우 높게 측정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의 혼란

도 일어날 수도 있다. 선취수수료 비용이 없으면 이용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비고아저작물의 

사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싼 고아저작물의 사용을 선호할지도 모르기에 경쟁의 감소가 가능하

다.87) 마지막으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허가는 지속기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충분

한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다. 

81) Australi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Works of Untraceable Copyright Ownership—Orphan Works: Balancing the 

Rights of Owners with Access to Works (2012) p.6.

82) 저작물의 특성과 조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기술,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이 가능하고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나 관습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83)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Orphan Works”, Information Sheet G101v06 (2014), p.2.

84) Small Press Network는 재생산된 고아저작물이 혁신을 고무시키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낸다고 제안했다.

85) Australi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Works of Untraceable Copyright Ownership—Orphan Works: Balancing the 

Rights of Owners with Access to Works (2012) p.17.

86) 호주의 사진작가들은 UK의 집중라이센스 계획에 거절당하였는데 이는 설정된 ‘de facto standard rate’가 그들의 일의 질이나 

특성을 정당화하는 요금을 개인들이 협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높은 요금이 측정되었다. 

87) Australi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Works of Untraceable Copyright Ownership—Orphan Works: Balancing the 

Rights of Owners with Access to Works (20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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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역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단체의 수에 관하여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관련 조항에서 “상당한 수”

의 표현이 있으나 그 해석을 각국이 달리 지칭하고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다. 우선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저작권법은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88) 관련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특정 분야에서 오직 하나

의 집중관리단체만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반면, 노르웨이, 핀란드는 복수의 집중관리

단체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상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대표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핀란드는 이를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대표성의 인정 여부는 제도 본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대표성을 각 분야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용자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제도의 운영 면에서 크게 문

제될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북유럽국가들도 고아저작

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줄 수 있는 지위에서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본 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제도의 운영이 그러하듯이 이 역시 실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존재

한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각각의 집중

관리단체가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의 정보가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공유되지 않고, 관리감독 

기관 역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예

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의 구성 및 운영을 논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8) Johan Axhamn, Lucie Guibault, “Cross-border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 a solution to online dissemination of 

Europe's cultural heritage?”, Final report prepared for EuropeanaConnect, IVIR (201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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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점적 대표성 불인정에 따른 제도도입 방안

1. 이용허락계약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의 구축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할 때 특정의 저작물 분야에 대해 복수의 집중관리단체가 고

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고아저작물이 어떤 집중관리단체에 의하

여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와 같은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

생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어느 단체에 의하

여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특정의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인

지 아니면 고아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이용허락이 존재한 것인지 

여부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해당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 실체는 동일하더라도 복수의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그 절차 및 보상금의 배분 

문제 등이 매우 복잡해지며 비효율적이 되게 된다. 또한 이용자들이 특정 고아저작물의 이용

허락 관계를 알 수 없어 이용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집중관리단체 측면에

서는 다른 단체에서 이미 이용을 승낙한 고아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단일의 고아저

작물에 이중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집중관리단체는 향후 저작물 이용에 대

하여 보상금의 배분 등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를 찾았을 경우에 특정의 

저작물에 대해 이루어진 각각의 권리관계 등이 복잡해지므로 권리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진정한 권리자 측면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누구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고아저작물로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확

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결국 저작물의 활발하고 건전한 이용에 그리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통하여 고아저작물을 일

시적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권리

자와의 적극적인 이용관계 설정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아저작물에 대한 각 집중관리단체가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에 대한 현황이 통합적

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특정 고아저

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계약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그 현

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특정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다수의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복잡한 권리관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그 목

적상 신뢰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적인 지위를 갖고 집중관리단체의 관리감독 의

무를 지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의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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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의 등록 행위를 자율적이 아닌 의무화하여 다소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구성으로는 일단 특정의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

에 이용허락을 요청하고 이의 승인이 이루어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집중관리

단체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특정, 이용허락의 내용, 예정된 보상금의 가액, 이용

대상자 등의 정보를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가 등록되면 이용자와 집중관리단

체, 그리고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이 시점에서 계약행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권리자 모

두 해당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집중관리

단체가 각 계약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록을 순수하게 자율적

으로 둘 것은 아니고 관리책임의 의무를 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

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계약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본 시스템의 활용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고아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정보관리 통합시스템 개요

이러한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물의 잠재

적 이용자들은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

서도 손쉽게 대응이 가능하므로 저작물의 이용이 용이하게 되고 이는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이 다수의 집중관리단체와 각각 체

결될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저작물 이용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며 보상금 배분 문제 역시 간단

해진다. 셋째, 권리자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간단한 검색을 통하

여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으므로 손쉽게 고아저작물이 고아의 지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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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관리단체 간 자율적 협의기구 설치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역시 유사한 영역을 다루는 집중관리단체를 중심으

로 단체 간 협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단체 간의 정보교류 및 의

사결정을 위한 협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저작권의 유통 시장이 그리 큰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각 집중관리단체들이 지나

친 경쟁구도를 이루면서 출혈경쟁을 한다면 결국 시장의 확대 발전이라는 목적과는 멀어지게 

된다. 오히려 아직 시장적 기반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경쟁은 경쟁력이 약한 단체

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독점 및 과점의 상태에 이를 우려가 크다. 이에 시

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나 현안 들을 교류하여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지나친 경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

각된다.

따라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각 집

중관리단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인 경쟁구도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쟁구도에서는 담합이

나 불공정 경쟁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한 적정한 수익의 창출만

으로는 충분한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단체는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이

를 견제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구도에서 

정보의 공정한 활용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계약정보의 공개 및 이의 공유가 무엇보

다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용허락 계약의 중요한 당사자인 집중관리단체 간 정보 등

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용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즉 보상금을 지급할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행위가 이루

어지므로, 즉 시장적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이용자 등이 본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들의 선한 협의가 이루어져 제도적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8조에 따라 신탁관리단체의 투명한 운영, 저작자의 

권익보호,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저작권법

에 따르면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혹은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는 업무의 정지를, 거짓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 명령을 내리고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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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함께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하에서 확실한 공정거래를 위해 그 관리감독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허락의 주체가 되는 

집중관리단체가 복수가 되는데 이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두고 여러 거래 행위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 정보

의 완전성이 생명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입력되거나 적절한 시점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

는다면 해당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전제가 되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운영 자체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전통적인 관리감독 범위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스템 운영

에 대하여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이 요구된다. 

Ⅴ. 결론

저작물의 창출 및 그에 대한 보호에서 점차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로 저작권 정책의 중요성

이 이동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그동안 이용이 어려워 잘 활용되지 않던 고아저작물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갖고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확대된 집

중관리제도가 최근 부각되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부상

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그 제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역시도 확

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놓고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

에서 논의된 것에 불과하지만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문제, 특히 이용허락계약에 대한 대표

성을 인정하여 특정의 저작물 유형에서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타당하

지 않다면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 제

도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이라는 점에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사항이라 본 논문

에서의 논의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대표성을 인정하여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며 이때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 저작물 유통을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초기의 제도를 기획할 당시와 실제 제도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부딪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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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가 있어왔다. 특히 정책입안자의 예상과 실제 현업에서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

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었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허락의 주체인 집중

관리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지

만, 이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향후 본 제도의 

도입 여부, 혹은 도입되더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 구

성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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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오늘날 저작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

상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종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종교저작물에는 성경, 찬송가, 설교 등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종교저작물의 경

우에는 종교의 특수성과 결부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가변성이 높은 종교음악저작권에 대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교음악저작물 중에서

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교회음악은 대표적으로 찬송가, 

CCM, 복음성가로 분류된다. 찬송가의 경우 외국곡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

기서 찬송가를 편곡･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찬송가는 각각의 찬송가를 선택 및 배열하여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

물로 볼 수 있다. 이 때 작사가와 작곡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외국과의 보호기간이 다른 

경우 등 소재저작권자와 찬송가편집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저작권 이용계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가대에서는 성가집의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이용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사적복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이

러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살펴본다. 기존의 교회음악을 신

자가 편리하게 실연하기 위해 편곡･변형을 가하는데 이때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

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종교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종교음악저작권자 및 이용자 간의 균형 있는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종교음악 이용에 관한 

면책조항이 있는 미국과 독일의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면책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 종교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집중 관리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단체

에 관리를 신탁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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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을 통해 종교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종교음악저작권 양도･이용

허락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종교단체

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에서 

종교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저작권 환경과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종교단체에 알맞게 종교음악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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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그간 종교계는 저작권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고 저작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종교의 규모

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종교 단체의 저작물 이용 역시 증가하면서 상업성이 강한 저작물이 

다수 생기게 되었고, 그만큼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졌다.1) 종교계 내부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2) 저작권을 종교 윤리적 차원에서 보호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3) 특히 종교음악에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종교음악 중에서도 이용 빈도수가 높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교회 음악의 경우 찬송가(Hymns),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복음성가

(Gospel Song)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찬송가라 함은 성서의 내용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말한다. 한국교회에서는 대체로 한국찬송가 공회에서 지정하여 편찬된 찬송가

집에 수록된 곡을 찬송가라 한다.4) 반면 복음성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래를 하는 내용이 담

겨있다. CCM은 복음성가의 음악형식에 대중적인 요소를 첨가한 현대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음악 장르이다.5) 서구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건국이념으로서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지 않으

며 종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아직 종교단체

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일 뿐만 아니라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아니하여 이

에 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교회를 토대로 하여 종교저작물의 특성과 이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파악한 후, 종교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종교음악저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➀ 2차적 저작물의 문제, ➁ 편집저작물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권리귀속 

문제, ➂ 종교음악 악보를 복제하는 것이 사적복제에 해당하는지, ➃ 편곡 및 변형으로 인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 등 종교단체의 종교음악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점을 살펴본다. 또한 종교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종교음

1) 남형두, “종교단체와 저작권-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법조협회�, 제57권 제10호(2008), 266면.

2) 1888년 Henry Van Dyke는 기독교 문명에 있어 육체적 노동의 산물을 지키는 데로부터 지적노동의 산물을 지키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면서 노동이론(Labor Theory)에 입각하여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십계명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범죄라고까지 말하였다.; Henry Van Dyke, The National Sin of Literary Piracy, New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8), p.11.

3) 서헌제, �종교분쟁 사례연구(2)-종교와 재산�, 한국학술정보(2013), 490-491면.

4) 윤나리, “한국 교회음악의 새로운 분류체계”, �한국음악문화연구�, 제1집(2010), 142면.

5) 윤나리, 위의 연구,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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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저작물 이용에 관련된 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종교음악 신탁관

리단체의 설립, 종교음악저작권을 양도･이용허락 시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종교음악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인식을 재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종교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및 권리관계 문제를 규명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Ⅱ. 종교저작물의 특징과 법적 문제

1. 종교저작물의 특징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6) 그러나 종교계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저작권법 

환경 속에서 제재가 가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계에서 저작권 문제 자체가 거

론되지 않을 만큼 저작물의 사용이 적은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는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

하기 위해 물적 재산(예배당, 토지 등) 뿐만 아니라 성경과 불경, 찬송가와 같은 다양한 저작

물을 창작하고 사용한다.7) 그 외에도 종교단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표지)을 사용하거나, 

종교단체의 행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교와 포교활동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8) 이와 같이 종교단체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

권 문제에 대하여 치외법권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종교저작물의 특징에 기인한다.

우선 종교단체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종교저작물의 

경우 선교를 목적으로 저작물이 유포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보아

야 한다.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와 이단간의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분파가 거

듭되다 보니 정통 교리의 확립과 수호를 위하여 종교적 출판을 통해 저작물이 왜곡되어 유포

6)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손승우･권세진, “종교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교회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2015), 276면.

8) 서헌제, 앞의 책(주3),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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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9) 또한 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

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이유로 교단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

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10) 

2. 종교저작물의 법적 문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종교단체는 

종교의 종류를 불문하고 저작물 이용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하에서는 저작권 분쟁이 가장 빈

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1)

최근 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해 찬양의 악보를 복사하고, 그 가사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가 

하면,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곡들은 따로 CD로 만들어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성경세미나 교재로 편집하여 판매를 하는가 하면 

교회 목사의 설교조차 표절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13) 또한 예배 실황 송출시 설교와 찬양 자

막 글에 사용되는 폰트에 대하여 교회가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14)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 번역본의 2차적 저작물성과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하여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의 노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성 문제, 불명확한 교회음악의 권리관계로 인한 문제 등 교회음악 특성상 초래하고 있는 저

작권 분쟁이 빈번하다. 찬송가를 편찬하는 한국찬송가공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저

9) 서헌제, 앞의 책(주3), 488-489면.

10)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11) 그렇다고 하여 다른 종교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기도문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불교신자가 저작권침해를 전제로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으며(2006조정90), “귀한 인연이길”이라는 시

가 길상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문제된 적도 있었고(2005조정42), 템플스테이 리플렛 제작출판에 따른 저작권분쟁

사건(2006조정84) 등 침해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남형두, 앞의 연구(주1), 257면. 

12) 김진영, “교회 저작권, ‘소송’없다고 마냥 안전한 건 아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2.11.06., <http:/www.christiantoday.co.kr/

view.htm?id=259122>, (검색일 2015.08.14.).

13) 이에 따르면 ‘설교 준비와 설교문 작성에 관한 설교자들의 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72%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 안진섭, “설교 표절,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회상”, 뉴스앤조이, 2014.09.03., <http://www.newsnjoy.or.kr/new

s/articleView.html?idxno=197455>, (검색일 2015.08.14.).

14) Pitts Theology Library Research Assistance, “Copyright Law for Religious Organizations”, <http://webcache.googleusercont

ent.com/search?q=cache:CU9KxiZEgO4J:www.episcopalmaine.org/images/diocese/documents/2015/copyrightlawreligorg.

pdf+&cd=2&hl=ko&ct=clnk&gl=kr>, (검색일 2015.09.03.).

15) 우리말 성경번역본의 경우 히브리어, 아람어 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한 번역저작물로서 2차적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우리말 성경번역본의 경우 끊임없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법원은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함을 변경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에 대한성서공회로부터 출판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성서의 본문을 

12권으로 분책하는 경우이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며 편집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보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

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였다.; 남형두, 앞의 연구(주1),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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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귀속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16) 복음성가의 경우 외국 곡은 출판권만 인정되

는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녹음이나 녹화하게 된다면 이는 복제권･배포권을 침해하게 

된다.17) 또한 성가 악보를 복사하거나 송출하는 경우 복제권･전송권이 침해된다.18) 뿐만 아

니라 다수의 단체가 CCM을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이용자

가 저작권료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Ⅲ. 종교음악저작권 관련 주요 사례 분석

1. 2차적 저작물의 문제

우리나라 찬송가는 찬송가집 전체로 볼 때 우리말 찬송가를 선택하여 배열한 편집저작물

이지만 수록된 개개의 곡은 외국곡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1892년 “찬미가”

라는 한국어 찬송가집이 최초로 출판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 찬송가가 사용되어 왔다.19) 

1981년 한국찬송가 공회가 설립되어 1983년에 568곡의 “통일찬송가”(Union Hymnal; 이하 ‘찬송

가’라 한다)를 출판하였다.20) 2006년에 “새 찬송가”(21세기 찬송가)가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찬송가집은 통일찬송가이다.21) 찬송가에는 오직 17

곡만이 우리나라 곡이며 그 외의 곡은 외국 곡을 번역한 것이다. 또한 찬송가를 편곡하는 과

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대중의 성향에 맞춘 수정 내

지 개변이 요구된다.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것이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수정

된 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2) 

16)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기존 찬송가공회가 출연한 재산에는 찬송가 저작재산권이 없었다. 

법원은 또 재단법인의 재산출연을 결의했다고 적혀있는 찬송가공회의 총회 회의록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목은 

한국찬송가공회 회의록인데 마지막 서명은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 이름으로 되어있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었다. 

이는 찬송가공회가 해체되고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재산 양도나 출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믿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1.06.08. 선고 2010나83498 판결.

17)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5.08.28.

18) 김민정, “저작권 ‘괴물’에 발 동동 한국교회, ‘이대론 안 돼!’”, 뉴스미션, 2013.03.10., <http://www.newsmission.com/news/n

ews_view.asp?seq=52855>, (검색일 2015.09.03.).

19) 오선영, “찬송가의 번역과 근대 초기 시가의 변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2009), 145면.

20) 남형두, “성서와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창작과 권리�, 제52호(2008), 124면.

21) 강만희, “한국 찬송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통일찬송가와 새찬송가(21세기찬송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제55집(2008), 300면.

22)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01나4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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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

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한다.23)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

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기초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원저작물과 별

개의 저작물이라 할 정도의 실질적이고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24)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의 권리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권리이다. 2

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

지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함에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25) 

기독교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다수가 일반인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 면에 

있어서 이를 실연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쉽게 실연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기와 장소에 맞게 기존의 찬송가를 편곡하여 사용한다. 예배 중 찬양

을 부르는 행위 혹은 예배 중 찬송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저작권 제한 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로 간주되지 않는다.26) 그러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기 위해 편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우

려가 있다. 즉 비영리 목적일 경우 공연･방송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

지만 복제･전송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27) 

2. 편집저작물의 권리귀속 문제

편집저작물의 경우 소재의 저작물 성과 별도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

물이라면 그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과는 별개로 그 전체가 독립한 편집저작물로써 

보호된다.28) 그러나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인 소재 또한 개별적으로 보호된다.29) 즉 이용자

가 그 소재를 이용하고자 할 때 소재저작권자의 허락만으로 족하고 편집저작권자의 허락은 

23)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4)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2013), 155-167면.

25) 오승종, 위의 책, 162-163면.

26)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

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김동근, “목사님, 이럴 경우음악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아이굿뉴스, 2012.11.07. <http://www.i goodnews.net/news/article

View.html?idxno=36627>, (검색일 2015.08.16.).

28)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8판, 세창출판사(2012), 127면.

29) 최두진,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2009),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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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자와 저작자 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30) 

찬송가의 경우 여러 곡을 선택하여 배열한 편집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찬송가는 외

국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저작물이 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우리

나라 보호기간이 다른 경우 외국인의 저작권을 소급 보호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한국찬송가 공회에서 외국 찬송가의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여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에게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바 있다.31)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보유한 외국 

곡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난 곡도 있으며 구전되던 가사나 민요에 의해 만들어진 찬양 

또한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

이 사후 70년이라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4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하였다.32) 이처럼 찬송

가에서 각국의 일치하지 않는 보호기간으로 인해 저작권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은 가사와 악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사가와 작곡가가 동

일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보호기간

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음악은 가사만 수록되어 출판되기도 하며 가사 없이 악곡

만 출판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찬송가에서의 개별 곡에 대하여 보호기간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지가 명

확하지 않다. 따라서 찬송가 편집 과정에서 소재 저작권자와 편집저작권자의 저작권 이용 계

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 소재 저작권자가 편집저작권자

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33) 즉 일치하지 않은 보호기간 및 불명

확한 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악보이용과 사적복제의 관계 

성가대는 신자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 기관을 의미한

다.34) 교회 성가대는 주일예배시간에 성가곡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악보를 피스

30) 송영식･이상정, 앞의 책(주28), 127면.

31) 이현주, “찬송가공회, 외국찬송 로얄티 ‘폭탄’”, 아이굿뉴스, 2007.06.19.,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

l?idxno=16576>, (검색일 2015.08.17.).

32) 과거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이었을 때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 70년으로 개정되

었다.

33) 박효진, “찬송가 저작권 이제 어디로”, 크리스천 투데이, 2011.10.26., <http://www.ct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

=1583>, (검색일 2015.08.24.).

34) 이주호, “교회 성가대의 현황에 관한 조사와 연구-성가대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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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라고 한다.35) 교회에서 성가집을 구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된

다.36) 그러나 원하는 성가곡을 선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피스를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

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자의 복제권37) 및 배포권38)을 침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근거로 저

작권에 대한 면책되는지 의문이다.39) 

사적복제란 이용자가 공표되어있는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개

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일일

이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40) 또한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

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4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적복제에 관

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사적복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이용자는 공

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타인에

게서 복제를 의뢰 받아 유상으로 대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42) 

셋째, 이용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개인적이라는 것은 ‘혼자서’라는 의미이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의 업무에 관련된 행위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43)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된 범위’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으면서 인적 신뢰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44)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적인 이용이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 합

35) 남형두, 앞의 연구(주20), 142면.

36) CCLI, “Reproducing/Projecting Hymns & Worship Songs”, Copyright Fact File, 2013,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

com/search?q=cache:JSe6UpCaMVwJ:www.ely.anglican.org/information/CCLI/Fact_File_Reproducing_Projecting.pdf+&cd=

1&hl=ko&ct=clnk&gl=kr>, (검색일 2015.08.31.).

37)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8)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

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오승종, 앞의 책(주24), 671면.

41) 송영식 외 6인 공저, �지적소유권법(하)�(제2판), 육법사(2013), 635면.

42) 이해완,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2), 462면.

43) 오승종, 앞의 책(주24), 673면.

44) 오승종, 앞의 책(주24),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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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사적복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45) 또한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들 외에도 복제하는 대상이 불법인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요건

으로서 적용하기도 한다. 즉 복제의 대상이 불법적인 것인지를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46) 이용자의 복제행위가 위의 요건들을 모

두 충족하면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복제행위가 개인적 또는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 내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복제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과거의 복사 기술

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제한된 양만 복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하

지 않았다.47) 또한 그 당시 이용자가 복사를 하여 무임승차하는 행위는 오히려 저작물을 확

산시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점이 있었다.48) 그러나 복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대

량의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였다. 본래 

복사기로 유형물이 복제되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면서 누구나 용이하게 저작물

을 복제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복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복제물과 원본 사이

의 질적인 차이가 없게 되었다.49)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독일50)과 일본51)에서는 사적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

향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종교음악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적복

제 규정의 전반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적복제 보상금제도’52)를 도입하여 저

45) 대법원 19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46) 서울중앙지법 2008.08.05.자 2008카합968 결정.

47) Thomas F. Cotter, “Gutenberg’s Legact: Copyright, Censorship, and Religious Pluralism”, California Law Review, volume 

91(2003), pp.325-326.

48) Id.

49) 김현철,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2004), 21면.

50) 독일은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제53조(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연인이 저작물을 임의의 매체로 개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이 아니며, 명백하게 

위법 제작된 복제본이 복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복제할 권능이 있는 자는 무상으로 행해지거나 

종이 혹은 임의적인 사진기술적인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이용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가 행해지는 한도에서, 

복제본이 또한 타인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년에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

된”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불법복제물의 복제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다. “임의의 매체로”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EU저작권 지침에 따라 디지털복제 또한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Bernt Hugenholtz･

Antoon Quaedvlieg･Dirk Visser, A Century of Dutch Copyright Law, de Lex, (2012), p.420.

51) 일본의 경우 2009년에 사적복제 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저작권의 목적으

로 되어 있는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 제1호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제2호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거나 그 결과에 장애가 생기

지 않도록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해지는 경우, 제3호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는 디지

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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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대량의 저작물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사적 복제의 한 범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라고 본다.

사적복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의 악보를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사용하

는 행위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가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교회 성가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53) 뿐만 아니라 성가대에서 사용하는 악보의 대부분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

어지기에 사적복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부합하지 아니한다.54) 

개인을 떠나 교회의 성가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도들에게까지 제공할 목적의 악보 

사용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4.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표권,55) 성명표시권,56) 동일성유지권 등을 규정하여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라고 하는데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서 보호받는 권리이

다.57)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

해로 본다.58) 

저작자의 인격과 명성은 그의 저작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

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59) 현재 우리 저작권법상에

서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적용하

지 않는다. 다만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 행위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52)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 복사기･녹음기 등의 기기를 구입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복제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의 이익이 사적복제와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사적복제는 허용하되 그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승종, 앞의 

책, 681-682면. 

53) 남형두, 앞의 연구(주20), 142면.

54) 남형두, 앞의 연구(주20), 142면.

55)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56)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

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57)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58)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로 본다.

59)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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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행위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실제로 해하였는지를 불문하고60)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1) 그러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하의 변경은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62) 법원은 ‘부득이하다’는 것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 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異議

權)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였다.63)

이처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에 스며들어 있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그것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저작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64) 

음악의 한 장르로서의 찬송가는 그 성격상 어느 한 음악인의 예술성을 담는 것이라기보다 통

상 종교 활동에 수반하여 다수에 의해 함께 연주되고 종교적 분위기와 경건함 및 신앙심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과 대중성이 요구되고, 음악이론과 

공중의 정서의 변화에 따른 변경의 필요성이 상존한다.65) 또한 2차적 저작물 문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이 교회음악을 실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

을 용이하게 편곡하여 사용하게 된다.66)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찬양을 하는 구성원에게 있어

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대한 소위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

에서는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

성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하였다.67) 그러나 찬송가의 경우에는 대중적 성격이 강한 음악저작물68)로 보기 때문에 법원

60)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 2007.02.07. 선고 2005나20837 판결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명예와 명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61) 서울고등법원 2008.0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62)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63) 서울고등법원 2008.0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64) 서헌제, 앞의 책(주3), 518면.

65)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11나45370 판결.

66) 손승우･권세진, 앞의 연구(주7), 289면.

67) 한국찬송가공회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통일찬송가를 대체할 21세기 찬송가의 개발작업에 착수하면서 새로 추가될 찬

송가의 작곡을 20여 명의 작곡가들에게 의뢰하였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작곡을 의뢰한 찬송가와 관련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찬송가의 원작곡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찬송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수

하였다. 의뢰받은 작곡가인 원고가 4곡의 찬송가를 편곡하였다. 그러나 공회로부터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출연 

받음으로써 설립된 재단법인에서 수정작업을 거쳐 찬송가집을 출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4곡의 찬송가에 대하여 성명표

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0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종교음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9. 입선작 … 251

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69) 즉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을 수요자로 하는 찬송가의 대중적 성격

상 주기적으로 수정 내지 개변이 요구되며, 이러한 찬송가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찬송가의 

저작자는 어느 정도의 변경 내지 수정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

수에게 배포되어 나름의 주지성을 얻은 편곡된 악곡에 대하여, 단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

는 이유만으로 원곡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일반 공중에게 찬송가의 원곡만을 부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찬송가는 편집저작물로서 주제를 정하여 그 부분별로 곡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에 

창작적 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선택하고 배열만을 달리하여 편

집하면서 개개 음악저작물의 내면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외면적 형식에 변경을 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70) 찬송가는 편집개정 과

정에서 새로운 곡이 추가되거나 편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해 훨씬 더 가변적인 저

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

다.71) 그 이외에도 법원은 종교적 성령으로 충만한 음악저작물을 광고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해당 상품광고의 상업적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한 경우에는 내면적 형식

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보았다.72) 

68) 이에 대하여 법원은 찬송가는 음악인 개인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통상 종교활동에 수반하여 다수가 함꼐 연주하

고 종교적 분위기와 경건함 및 신앙심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과 대중성이 요구되는 것이라

고 하였다.

69) 동일성유지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당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바(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이 사건에

서 피고의 편곡행위는 원곡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대중적 성격을 갖는 찬송가의 특성상 저작

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변경 내지 수정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11나45370 판결.

70) “가창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동일한 가수들의 가창을 선곡하여 배열만 달리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재편집이 위 가창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5.03.21. 선고 94나6668 판결.

71) 남형두, 앞의 연구(주1), 263면.

72) 박성호,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IT와 법연구�, 제8집(2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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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교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종교음악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 도입

(1) 해외 입법례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이를 면책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기독교가 국가 형성 및 발전에 큰 기여

를 하였으며 종교에 대한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73) 

미국은 연방저작권법 제110조 제3항에서 예배나 그 밖의 종교적 집회의 장소에서 의식 과

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의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74) 동 조항은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

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지만 예배나 종교 의식 과정에 한하

여 면책하고 있으므로 공연시간과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즉 사회적, 사교적, 교육적, 유

희적 목적의 공연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교적 목적이어도 예배 중에 행해져야만 한다. 또한 

실연권 및 전시권에 대하여만 면책하고 있으므로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하여는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예배 중 종교음악의 공연은 가능하

지만 공연을 하기위해 악보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인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공중송신 이외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을 실연하는 것에 대해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종교단체에서의 예배나 종교의식만을 범

위로 한정하는 제3항과 달리 더 확대된 규정이라 볼 수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저작물

의 이용이 가능하다. 첫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둘째, 공연

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을 것, 셋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입장료가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75) 다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종교

73) 남형두, 앞의 연구(주1), 265면.

74)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3) 예배나 그 밖의 종교적 집회의 

장소에서 의식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의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

75)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4) 다음의 경우에 공중에의 송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연자, 후원자, 또는 주최자

에게 실연에 대한 보수나 그 밖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a)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b) 실연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사적인 재정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익금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 실연에 대한 이의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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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자선적 목적이라면 허용된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공정이용(fair-use)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에 의

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제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

록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하는 것을 의미한다.76) 또한 공정이

용은 저작권법상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허락을 요하지 않

는다.77) 이러한 공정이용의 근거는 공평의 원칙이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평의 관점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온 이론이다.78) 동 조항에서는 종

교저작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한 이용으로써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명시된 요건이라 함은 첫째, 그 이용

의 목적이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목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파악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79) 

독일은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서 교회가 공표된 저작물을 바탕으로 편집저작물을 제작

하는 경우 및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및 공중 전달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80) 또한 

제52조 제2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종교 축제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 재

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예배 및 종교행사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면

(ⅰ)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여야 하고; 

(ⅱ) 통지는 그 실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적어도 실연일로부터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며, 그 반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리고

(ⅲ) 통지는 그 형식, 내용, 그리고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76) 손승우,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 공정이용 법리의제 문제”, 저작권 정책연구보고서(2015), 2면.

77) David A. Simon, “In Search of (Maintaining) the Truth: The Use of Copyright Law by Religious Organizations”,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volume 16(2010), p.415.

78) 손승우, 앞의 보고서(주78), 2면.

79)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 제106조의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

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그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4)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결정이 경우에 저작물이 공표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의 불인

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80) 독일 저작권법 제46조(교회, 학교, 혹은 수업에 사용되기 위한 편집물) �공표 후에 편집물로 수록되어 많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 모여져 그 성질상 단지 학교에서의 수업, 비영리 교육 및 재교육시설 혹은 직업교육이거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 편집

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저작물의 일부분, 근소한 범위의 어문저작물 혹은 음악저작물, 개개의 미술저작물, 혹은 개개의 사진저

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은 허용된다. 학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에는 항상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그 복제본에 혹은 공중전달시에 편집물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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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된다. 동 조항에서 공개재현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경제

적 이익이 손실될 우려가 있지만 저작권자에게 그에 알맞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62조 제3항에서

는 교회, 학교, 또는 수업용으로 이용되는 어문저작물의 경우 편집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 

(2) 현행 저작권법상 종교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검토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종교저작물 자체를 고려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법제가 구비되지 못하다 보니 일반

조항을 종교저작물에 준용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저작권법 제29조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

한 명목으로든지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연자

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방송을 

할 수 있다.81) 여기서 교인들로부터 받는 헌금 및 헌물이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그러나 헌금의 종교적 의미는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는 돈이다.82) 즉 교회 헌금의 목적은 전

도와 구제 및 선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83)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찬송가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 있어서 교

회 성가대까지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에서 사용하는 악보의 대부분은 판매할 목

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적복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성가대가 악보를 복사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저

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교회는 성가집에서 주요 곡만 선정하여 부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가곡 개개별로 악보를 팔고 있는 낱피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성가집의 곡 끼

워팔기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84)

81) 송영식･이상정, 앞의 책(주28), 287면.

82) 이병선, “한국교회 헌금의 인식도 분석을 통한 목회활성화 방안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면.

83) 오수강, “한국교회 헌금 제대로 사용하는가?”, 기독교한국신문, 2013.01.09.,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

ml?idxno=413>, (검색일 2015.08.26.).

84) 본 저자는 한국교회저작권협회에 방문하여 교회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여본 결과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로부터 성가

집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곡 이외에 불필요한 곡까지 구입하여야 하는 불이익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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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본래 번역, 편곡 및 개작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볼 수 있는데 저

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행할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85) 제36조와 같이 특정한 경우 2차

적 저작물 작성이 허용된다. 즉 찬송가를 번역, 편곡 및 개작하는 행위가 예배 또는 종교행사 

등에 사용되기 위함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86)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 3은 공정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

도로 디지털화 되어가는 저작물의 환경 변화 속에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는 다양

한 상황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제35조의 3 규정이 도입되었다.87) 공정이용 조항은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과는 달리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요건은 상술한 바와 같다. 즉 우리나라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종교단체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

이용조항을 적용할 경우 종교단체가 소유한 종교저작물에 대하여 공정이용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공정이용으

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걸림돌이 될 수 있다.88)

(3) 종교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 활동이 증가하면서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번역 등에 의한 이용, 공정이용으로 종교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정이용 조항의 경우 일반조항의 판단 기준으로 법관의 재

량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정이용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

지 아니하여 판단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89) 이는 오히려 종교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비영

원하는 곡을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낱피스’ 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낱피스의 

인식이 저조하다고 한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5.08.28.

85) 손승우･권세진, 앞의 연구(주7), 295-296면.

86) 저작권법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87)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011.12.14.), 8면.

88) Id. at 415.

89) 문일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2차적저작물작성권과의 구별 및 썸네일 사건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60권(2013),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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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 조항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음악저작물의 이

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90)

선진국의 경우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면책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이용 일

반 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91)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미국의 저작권법 제110조 및 독일

의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과 같은 종교단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을 참고하여 종

교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면책 조항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35조의4 【종교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예배장소 또는 기타 종교집회에서의 예배 중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질의 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연자가 헌금 이외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종교적 목적이라면 이외에도 공연이 가능하다.

② 종교단체가 공표된 저작물을 바탕으로 편집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및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및 공중송신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표 1] ‘종교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안)

2. 종교음악저작권 관련 집중관리단체 설립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 관리 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저작권 집중 관리’라고 

한다.92)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

권･저작인접권 등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해 정의하

고 있다.93)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며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

을 제외하고는 신탁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 수탁자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악, 어문, 

영상 저작물 등에 관하여 총 13개의 집중관리단체가 있다. 특히 음악에 관련하여서는 음악저

작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한다. 

현재 교회의 경우 찬송가의 경우에는 한국찬송가공회에서 관리하지만, CCM의 저작권에 있어

90) Renae S. Kelderman, “You cannot hide behind religion in copyright law: The ninth circuit correctly rejected a religious 

extension to the fair use defense in Worldwide Church of God v. Philadelphia Church of God, Inc.”, Creighton Law 

Review, volume 35(2002), p.1150.

91) 오승종, 앞의 책(주24), 742면.

92)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보법학�, 제8권 제1호(2004), 116면.

93)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

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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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단체명 집중관리 분야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신설) 종교음악저작자 권리

어문저작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의 권리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물에 대한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의 권리

영상
한국영화배급협회 영화 콘텐츠의 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의 권리

서는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코리아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등이 저작자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되지 못한 여러 단체들의 존재로 인하

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94) CCM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교회음악과 기타 종교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도 집중관리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음악저작물 관련 신탁관리단체는 선교와 포교를 중요시하는 광범위한 종교음악저

작물을 집중관리하기 어렵다. 현재 음악저작물 관련 신탁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본 결과 

종교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하다.95) 또한 저작권자가 등록을 하더라도 종교적 특성

상 관리가 지속되지 못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96) 따라서 종교음

악저작물에 대해 독립된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가칭)의 설립을 제안하

고자 한다. 현재 음악 관련 집중관리단체는 음악저작물, 음반제작자, 음악실연자를 대상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종교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종교음악이라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단체 내부에서 분업화를 하여 종교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94)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CCM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저작권자가 

제각각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와의 인터

뷰, 2015.08.28.

95)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단체들에 종교음악저작물을 검색하여 본 결과, 아직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

(네이버뮤직 2015.9.1. TOP100 기준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주 은혜임을’,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의 노래 되리’ 등)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저작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등록이 

되어있고 완전히 저작물 자체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지 않는 것(‘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300(예수께로 

가면)’ 등)도 알 수 있었다. 한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의 경우에는 2014년 3월 6일에 설립되어 아직 등록된 저작물의 

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96)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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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단체명 집중관리 분야

뉴스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공공저작물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 (정부,공공기관)권리

[표 2]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 설립 (예시)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는 다수의 종교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저작권자를 알 수 있게 하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CCM에 있어서 다양한 단체의 존재 아래 통일되지 못한 사용료 기준을 바로 잡고,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하고 균형 잡힌 분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

다. 만일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저작권을 보호하며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교음악저작물의 이용자들의 저작권

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 역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역할 제시 (예시)

3. 종교음악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의 마련

종교저작물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찬송가집의 경우 

편집저작권자와 소재 저작권자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작사가와 작곡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찬송가에 대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및 양도･양수 계약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 대

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는 구체적인 계약서의 미비로 인하여 찬송가의 발행 부수와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97) 이로 인해 매년 거액의 저작권료가 지급됨으로

써 종교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작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97) 전병선, “‘21세기 찬송가 논란 해결안 조만간 제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회견”, 국민일보, 2015.05.22, <http://news.kmib.c

o.kr/article/view.asp?arcid=0923087524&code=23111111&cp=nv>, (검색일 2015.08.31.).



종교음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9. 입선작 … 259

창작자와 이용자가 종교저작물의 선교와 포교 목적을 고려하여 계약 금액을 합의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저작권의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원활한 저작권 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저작권 양도･이용허

락 표준 계약서98)를 토대로 아래의 종교음악에 대한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개개의 찬송가에 대한 이용허락 혹은 권리 양도를 받아 권리관계를 보다 더 명

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보호기간이 지난 찬송가의 저작권료에 대한 지급 문제 또는 

터무니없이 높은 저작권료의 지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종교음악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 (예시)

9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보도자료, 2014.10.30., <http:// www.mcst.go.kr/web s_notice/p

ress/pressView.jsp?pSeq=13855>, (검색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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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식 재고 방안

종교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균형성 있는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위와 같이 면책조항, 신탁관리단체, 계약서 등을 제안하여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입법

적, 정책적으로 종교음악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의 인식 자체라고 본다.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

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교음악저작물 고유의 특성상 선교를 목적으로 

저작물이 유포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등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즉 종교음악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이용자의 교육이 필수적이다.99)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100)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대학생, 일반교양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음악저작물이 일반저작물과는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교

육과정은 없는 상태이다.101)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함과 동시에 종교음악저작물의 원활

한 이용을 위해서 종교와 종교음악저작물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

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는 종교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Ⅴ. 맺음말

종교단체, 특히 교회의 경우 종교와 이단간의 끊임없는 투쟁과 분파 속에 정통 교리의 확

립과 수호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선교와 포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방관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다 보니 성경 자체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나 교회 

목사들의 설교까지도 표절을 하는 등의 저작권 분쟁이 다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을 받은 설문대상자를 상대로 저작권지식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해본 결과 교육을 받기 전 111명에 

불과한 고득점자 수가 교육을 받은 후에 690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더라도 저작권 인식을 강화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김소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2년… 교육대상자 85.3% 제도 계속 유지해야”, 법률

신문 뉴스, 2010.03.2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1707>, (검색일 2015.08.23.).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아카데미 온라인교육,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academy/online-education/introd

uction/index.do>, (검색일 2015.08.31.).

101) 한국교회저작권협회에서는 현재 연간 일부 교회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교육 관련 센터 설립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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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종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종교저작물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저작권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따른 종교저작물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법이다. 종교저작물 중에서도 교회의 종교음악저작물(찬송가, 복음성가, CCM)에 대해

서는 사용 빈도수도 많고 종교음악저작물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들을 가지면서 저작권에 있

어 더욱 많은 법적 문제가 지적된다. 우선 찬송가의 대부분이 외국곡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

거나 곡을 쉽게 부르기 위해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 2차적 저작물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편

집저작물로서의 특성을 가진 찬송가는 권리귀속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복음성가 등의 악보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산권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인격권적인 측면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관하여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음악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다분함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은 너무나 미비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입법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한다. 우

선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종교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는 종교저작물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저작물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종

교저작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새로운 면책 규정 도입을 제안한

다. 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종교음악저작권협회｣의 설립을 통해 종교음악저작물

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종교음악저

작물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통하여 양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본질

적으로 종교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한국종교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종교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 체제를 구비하여 제도적으로 운

영해야 한다. 

현재의 종교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체계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

야 한다. 즉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종교음악에 대하여 더 이상 종교 고유의 특성 

등의 이유로 저작권에 대하여 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늘날 저작권의 중요성이 많이 고조

된 만큼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저작권의 입법목적과 종교음악저작물의 특성을 고려

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62 …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참고문헌

국문 문헌

• 국내 단행본

서헌제, �종교분쟁 사례연구(2)-종교와 재산�, 한국학술정보, 2013.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8판, 세창출판사, 2012.

송영식 외 6인 공저, �지적소유권법(하)� 제2판, 육법사, 2013.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3.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강만희, “한국 찬송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통일찬송가와 새찬송가(21세기찬송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5집(2008).

김현철,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연구자료, (2004).

남형두, “성서와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창작과 권리�, 제52호(2008).

남형두, “종교단체와 저작권-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법조협회�, 제57권 제10호(2008).

문일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2차적저작물작성권과의 구별 및 썸네일 사

건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60권(201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011.12.14.).

박성호,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IT와 법연구�, 제8집(2014).

손승우,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 공정이용 법리의제 문제”, 저작권 정책연구보고서(2015).

손승우･권세진, “종교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교회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2015).

오선영, “찬송가의 번역과 근대 초기 시가의 변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2009).

윤나리, “한국 교회음악의 새로운 분류체계”, �한국음악문화연구�, 제1집(2010).

이병선, “한국교회 헌금의 인식도 분석을 통한 목회활성화 방안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이주호, “교회 성가대의 현황에 관한 조사와 연구-성가대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단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최두진,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2009).



종교음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9. 입선작 … 263

• 국내 판례

대법원 19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03.21. 선고 94나66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2.07. 선고 2005나208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0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06.08. 선고 2010나834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01나453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11나4537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0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08.05.자 2008카합968 결정.

서양 문헌

• 해외 단행본

Henry Van Dyke, The national Sin Of Literary Piracy, New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8.

Bernt Hugenholtz･Antoon Quaedvlieg･Dirk Visser, A Century of Dutch Copyright Law, de Lex, 2012.

• 해외 학술지

David A. Simon, “In Search of (Maintaining) the Truth: The Use of Copyright Law by Religious 

Organizations”,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volume 16(2010).

Renae S. Kelderman, “You cannot hide behind religion in copyright law: The ninth circuit correctly 

rejected a religious extension to the fair use defense in Worldwide Church of God v. 

Philadelphia Church of God, Inc.”, Creighton Law Review, volume 35(2002).

Thomas F. Cotter, “Gutenberg’s Legact: Copyright, Censorship, and Religious Pluralism”, California 

Law Review, volume 91(2003).

기타

김소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2년… 교육대상자 85.3% 제도 계속 유지해야”, 법

률신문 뉴스, 2010.03.2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

1707>, (검색일 2015.08.23.).

김민정, “저작권 ‘괴물’에 발 동동 한국교회, ‘이대론 안 돼!’”, 뉴스미션, 2013.03.10., <http://ww

w.newsmission.com/news/news_view.asp?seq=52855>, (검색일 2015.09.03.).



264 …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조수경,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출판사･독자 모두에 ‘독될라’”, 미디어오늘, 2013.07.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 40>, (검색일 2015.08.17.).

김경택, “교회 저작권 불감증 ‘비상’ 악보 불법 복사?…스위치 끄세요”, 국민일보, 2012.11.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590810&code=23111311>, (검색일 2015.08.23.).

김동근, “목사님, 이럴 경우음악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아이굿뉴스, 2012.11.07. <http://www.i

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627>,(검색일 2015.08.16.).

김진영, “교회 저작권, ‘소송’없다고 마냥 안전한 건 아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2.11.06., <htt

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122>, (검색일 2015.08.1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보도자료, 2014.10.30., <http://ww

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855>, (검색일 2015.09.01.).

박효진, “찬송가 저작권 이제 어디로”, 크리스천 투데이, 2011.10.26., <http://www.ctkorea .net/

news/articleView.html?idxno=1583>, (검색일 2015.08.24.).

안진섭, “설교 표절,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회상”, 뉴스앤조이, 2014.09.03., <http://www.news

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455>, (검색일 2015.08.14.).

오수강, “한국교회 헌금 제대로 사용하는가?”, 기독교한국신문, 2013.01.09., <http://www.ckne

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 (검색일 2015.08.26.).

이현주, “찬송가공회, 외국찬송 로얄티 ‘폭탄’”, 아이굿뉴스, 2007.06.19., <http://www.igoodnew

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76>, (검색일 2015.08.17.).

전병선, “‘21세기 찬송가 논란 해결안 조만간 제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회견”, 국민일보, 2

015.05.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7524&code=23111111&cp=n

v>, (검색일 2015.08.31.).

최은숙, “폰트, 영상, 무료사이트의 CCL활용하라”, 기독공보, 2014.10.29, <http://www.pckworld.

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01>, (검색일 2015.08.29.).

한국교회저작권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5.08.28.

CCLI, “Reproducing/Projecting Hymns & Worship Songs”, Copyright Fact File, 2013, <http://webcach

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JSe6UpCaMVwJ:www.ely.anglican.org/information/CCL

I/Fact_File_Reproducing_Projecting.pdf+&cd=1&hl=ko&ct=clnk&gl=kr>, (검색일 2015.08.31.).

Pitts Theology Library Research Assistance, “copyright law for religious organizations”, <http://webc

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CU9KxiZEgO4J:www.episcopalmaine.org/images/d

iocese/documents/2015/copyrightlawreligorg.pdf+&cd=2&hl=ko&ct=clnk&gl=kr>, (검색일 2015.

09.03.).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입선작입선작입선작

이용활성화를 통한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창작 기법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을 중심으로 -

김 유 정

고려대학교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의 패러다임 전환

1. 공유지의 비극 vs. 반공유지의 비극

2.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3. 기술의 변화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의 유발

4.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균형의 균열

Ⅲ. 잠재적 모호성의 이론적 고찰과 현상학적 사례

1. 잠재적 모호성의 개념

2. 잠재적 모호성(Latent ambiguity)에 대한 Lawrence Lessig 교수의 정의

3. 잠재적 모호성과 새로운 창작기법이 갖는 저작권법적 쟁점

4. 잠재적 모호성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

5. 종합토론과 소결

Ⅳ.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과 제언

1.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후보상제도 도입

2. 이용자 신탁 단체 설립에 관한 제언

3. 저작권의 입법적 대안

4. 이용활성화를 위한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

Ⅴ. 결론

 





10. 입선작 … 267

 요 약 문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규범체계로 저작물을 창작하여 문화

적인 풍요로움을 이루게 하는 정책적 도구로서의 본질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의 운영

원리는 저작자에게 ‘보상’과 이용자에게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지시킴

으로써 문화발전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이때 보상과 공유 사이의 적절한 경계선

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 최대의 관건이다.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의 폐해

보다, 저작권의 부여로 인하여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공유’의 이익이 더 클 때 저작권의 존

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법･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 제도는 저작물에 관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순이익(Net Profit)을 증가시키는 도구로서 그 존재이유가 

설명된다. 즉, 사회의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창작자에게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는 분기점

이 최적의 저작권 보호범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저작권 제도는 사회의 공공복리를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기 위하

여 저작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도 사회의 공공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보상

과 공유의 균형점을 찾아 저작권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누구

나 창작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부분적으로나마 참고하기 때문에 창작자는 스스로가 창작

물의 공급자이자 타인의 저작물의 수요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

라, 저작권은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기법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최근 출현한 큐레이팅 서비스, 리메이크에 의한 패러디의 저작권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을 거쳐 제작된다. 미국은 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가 사회와 공공의 이익의 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과 일치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버즈피드와 같은 뉴미디어의 성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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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디어의 출현과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은 우리에게 저작

권법적인 다양한 물음을 던지고 있으나 국내의 현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던져지는 문제점과 새로운 창작 방식의 법적 정당성에 관

한 논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현상학적 사례를 수집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와 그 현황을 살피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균형에 대

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면서 기술의 변화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 균형 균열이 국익창출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는 사실이 소결로 도출되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자 신탁 단체 설립을 포함

하여 저작권의 입법적 대안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 사후보상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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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015년 8월 24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24억 뷰1)를 넘어섰다. 

이는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1,136일 만의 일이다. 물론 ‘강남스타일’이 콘텐츠로서 지니고 있

는 보편적 가치로 보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남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만

으로는 해당 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됨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 대

표적인 사례로서 ‘강남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희소가치는 해당 뮤직비디오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패러디 영상물의 끊임없는 창작을 묵인했다는 점

이다.2)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목적 및 저작권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는 저작권의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보상과 공유의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문화의 향상발전’과 ‘저작자의 권리보호’로 요약되며, 여타의 기본법에서 제시

되는 법익균형이론이나 법익추구의 출발방향에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의 ‘의

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는 대조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권

자의 이익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서는 권리자의 이익이 강조되고 있다. 즉 

저작자의 창작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지식이나 학문 그리고 과학의 향상발전을 증진시켜나가면서 창작 

동기 유발과 다수 국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인격권을 포함하는 자연적 

정의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본질로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다.4) 그런데 저작권법이 해당 산업에 적용되어 선순환구조로 

1) 유튜브, “PSY – GANGNAM STYLE(강남스타일) M/V”, <https://www.youtube.com/watch?v=9bZkp7q19f0>, (2015년 8월 28

일 오후 4시 21분). 해당 검색일의 유튜브 조회 수는 2,402,281,460뷰를 기록했다.

2) 즉, ‘강남스타일’의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행사보다는 이용자의 이용활성화를 장려함으로써 저작권선순환구조를 

조성함과 동시에 문화 발전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는 것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3)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4) 이런 현상은 저작권을 표현하는 용어에서도 구분되는데,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영

미법계 국가에서는 무체재산권으로서 ‘복제권(Copy right)’라고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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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기 위해서는 창작된 저작물이 원활한 환경에서 활발히 이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가치창출이 권리자의 인센티브로 환원되는 유통에서만이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

의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용활성화’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구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하여 누구나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환경조성은 학문 등 문화의 향상발전에 공익적인 정책목표로서는 물론, 저작자 개인의 경

제적인 이익창출이라는 사적인 정책목표와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는 크게 ‘노동이론’과 ‘유인이론’으로 설명된다.5) 노동이론이란 창작

자가 어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투여한 노력과 거기에 들어간 자본 및 노동에 대한 대

가를 보장한다는 의미로서 저작권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인 데 비해, 유인이론

은 한 나라의 문화발전을 유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작권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유인이론으로 설명되는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는 배타적 보호권을 부여함으

로써 창작을 적극 장려하여 학문과 문화,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적합하도록 저작물의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해를 정교

한 균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6) 즉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하여 사상이나 정보의 흐름

을 방해하지 않고, 아울러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여

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작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7) 따라서 저작권침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무

단 복제 하였는가 등을 본질적인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문화발전을 위한 창작활동을 

유인하는 제도로서의 본질이며 경제적 이익을 위한 배타적 금지 차원의 이론과는 거리가 있

는 것이다.8) 우리 법원에서도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에 대해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9)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10)이며 

5) 정상조, 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법의 역할, �한국저작권논문선집; 저작권관계자료집11�, 제1호(1992), 1쪽.

6) 노동이론은 개인적인 저작자의 권리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역할이나 가치창출의 

차원에서 문화발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인이론은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법, 공정이용의 원칙 등이 어떻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다. (신재호･유대종･김윤명･신봉기,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침해 이슈와 콘텐츠 창의성 확보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10), 32쪽.)

7) Robert M. Hurt and Robert M. Schuchman, “The Economic Rational of Copyrigh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VI 

(1966), p.422.

8)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상대적 독점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이 자기의 표현과 유사하다 하더

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저작권법상의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신재호, 지적재산의 

보호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90쪽.)

9)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가에 관하여 영미

법계에서는 이마의 땀방울(Sweat of the brow) 이론에 기초한 노동이론(勞動理論)[Alfred Bell & Co. v. Catalda Fine Arts, 

Inc. 판결｛191 F.2d 99, 103 (2d Cir.1951)｝]으로,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에서는 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과 인격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10) 대법원 1995. 11. 14., 94도223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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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

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고11) 보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면 저작물이 정신적 노동의 결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정신적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나, 얼마만큼 문화발전에 기

여하였는가의 여부가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12) 그러므로 저작

권침해여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창작물을 단순히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부가가치의 척도’로서 판단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곧 기술의 변화

에 의한 새로운 창작기법으로 생산되는 콘텐츠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저작권 선순환구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의 배타적인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이루어지는 저작권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이용

자에게는 ‘공정이용의 원칙’에 입각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와 함께 합체의 원칙이나 표준

적 삽화, 우연의 일치, 최초 판매의 원칙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일정한 구제

수단도 함께 부여된다.13) 그런데 문제는 변화하는 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되는 

콘텐츠14)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범위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법에 의한 콘텐츠의 저작권법

상 정당성과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15)이다. 새로운 기술 환경

에서 창작된 콘텐츠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향유될 공중의 이익이 저작자의 이익과 적절하

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저작권법의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선순환구조와 그에 따르는 

법리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기술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지구촌을 하나로 엮는 거대한 복사기로 작

동하면서 한계비용 제로에 가깝게 복제 전송이 광속도로 가능해지는 기술현상 앞에서 저작권

11) 따라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면 그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나름대로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 이는 ‘노동이론’이 아닌 ‘유인이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즉, 저작권보호 및 범위의 결정은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동이 투입되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판단 척도로 

작용한다. 

13)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와 같이 저작자의 창작을 장려하는 것 이외에,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그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사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받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만을 보호한다는 것(Idea/Expression dichotomy),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만 보호받는다는 것, 특허의 신규성에서와 달리 

동일한 저작물일지라도 독립적으로 창조하였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법정허락(Compulsory license)이 허용

된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14) 여기에는 최근 독자들의 클릭 수가 폭증하고 있는 ‘버즈피드’나 ‘허핑턴 포스트’의 ‘큐레이션 서비스’라든가 ‘리메이크’, ‘패러디’ 

등 다양한 기법이 출현하고 있다.

15) 현실적으로 인터넷공간에 떠도는 수많은 콘텐츠들의 과연 누가 원저작자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개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원작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본질적 내용인지에 대하여 누구도 여전히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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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의 무력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이용권자의 권리는 점점 약화됨으로써 이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체계의 정교한 균형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환언하면, 저작권이 추구하는 권리

침해기준의 저울추가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정교한 균형으로 유지하는 본질적 개념에 충

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기반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논란에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16) 중 어느 것이 저작권 제도의 정책적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세운 후, 그에 따라 저작권법 진화의 방향이 설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침해기준의 척도 역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정교

한 균형으로 유지하는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법이 당위성의 논리임과 동

시에 균형의 논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17) 기술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창작

기법은 저작권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과 다양한 첨단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생산되는 융합콘텐츠는 그 제작이나 유통의 과정에서 저작권에 모호

한 질문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현실적인 결과로 답을 제

공하고 있지만,18) 우리의 현실은 물음도 답도 명쾌하지 않다.

2. 연구목적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법의 변화는 불법복제의 폐해로부터 저작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정비용(Fixed cost)만 있으면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대폭 감소되어 무제한 반복 복제 전송이 가능케 됨으로써 불법복제

의 유인(誘因)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애당초 출판업자들에게 특권 또는 독점권으

로 출발한 저작권 제도는 점차 무체재산권(Intangible economic right)으로서 그 개념이 진화되

었다. 저작물은 그의 자유이용이 너무 넓게 허용되는 경우,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감소시켜 문

화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자유이용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이 위축

되어 문화발전에 역행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19)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최초에 보호

16) 새로운 기법을 기반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논란에서, 이를 침해를 보는 입장이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비침해로 보는 입장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물론 저작물은 정신적 노동의 결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이 정신적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이론이 아닌 유인이론을 취하는 이상 저작권 보호 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동이 투입되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 유사

성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도 저작물을 단순히 정신적 노작(勞作)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창작물로

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18) 허핑턴포스트나 버즈피드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부상과 그들이 창출하는 콘텐츠방식에 대하여 성공하는 미디어로서 숱한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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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저작물의 유형이 한정되었으나 기술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표현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저작물이 저작권 제도의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정책적 논란20)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저작권

의 시작과 발전의 과정을 보면 저작권제도나 저작물의 개념 자체가 논리의 틀 안에서 고정되

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사회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는 신축적인 개

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출발하였다.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도 “변화는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Changing technology enforces us confront to choice).”

라고 설파하면서 법과 기술의 괴리를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저작권의 개념과 의미가 고정

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것21)이라면,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는 침해판단 

기준 역시 고착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여지가 있는 신축적인 것이라야 하며, 판단의 척도 역

시 이러한 사회 정책적 상황이나 기술의 발전에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22)에서 새로운 

창작기법에 의한 저작권침해여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

도는 이미 국외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된 콘텐츠들이 이용되어 국부창출과 문화발전을 이

루고 있음에 비해, 국내 저작권법이 변화하는 기술현상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 답보와 침묵으로 일관하여 이에 대한 논의마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잠재하는 숱한 물음에 답해보고자 시론적 연구로 본고는 시작되었다.

3. 연구방법

우선 새로운 창작 기법23)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국내외에서 새로운 창작 기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19) 이 부분을 다른 이론으로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 논문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후술하기로 한다.

20) 이와 같이 저작권제도 저작자들에게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작물을 생산하게 문화적인 풍요로움

을 달성하게 하는 정책적 도구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저작권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1)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10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다이얼패드, 스카이러브,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

드 서비스로 이용되었던 것들이다. 인터넷상 콘텐츠 이용 등에 관한 규제가 없었던 시기의 서비스들은 상상력을 현실화시키

며 최첨단의 산업 형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 내의 정보사회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내 인터넷을 뒤덮은 각종 규제는 IT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용자들의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까지도 통제하게 되었다. 반면, 외국 내의 정보사회 환경은 사뭇 달랐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서비스 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망 중립성 정책,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법까지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개념과 의미에 변화의 여지를 두어야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22)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기술 등의 선도적 서비스업을 전략적

으로 구성해야 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는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도를 강화했고, 따라서 해당 산업의 창조전략 

구현을 위해 저작권법 내의 이용활성화와 이용자 권리에 대해 역설하고자 한다. 

23) 본고에서 말하는 새로운 창작 기법은 앞서 말했듯 ‘패러디’, ‘리메이크’, ‘큐레이팅 서비스’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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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적 논쟁24)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이를 토대로 새

로운 창작 기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실제 성장 가능성과 저작권법이 그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의 주제에 관한 경험적, 귀납적인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잠재적 모호성의 판단기준 정립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으며 

새로운 창작 기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해외 저작권법의 동향을 알아보고 최종적으

로는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

내의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논리체

계의 선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다양한 사례와 판례들을 수집하여 고찰함으

로써 추상적인 추론만으로 연역하는 것보다는 현상학적인 사례를 귀납적으로 입증하여 현실

과 이론의 일치점을 구하려는 시도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

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법이 내포하는 잠재적 모호성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결론지어졌는지 관련 판례나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나마 몇 건의 기

존 논쟁은25)는 국회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해당 주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기관이나 업체 등을 방문하며 사회조사방법론에 입각하여 자료조사를 진행26)했고 이후 저작

권법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기술적 서베이27)28)를 시행함으로써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현상학

적 사례 분석29)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잠재적 모호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가 존재함으로써 관련 선행

연구를 다수 참고하였다. 

24) 2015년 9월 3일 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한 교육에서 “최신 저작권 이슈: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와 저작권”이라는 강의명으로 

장윤석 대표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저작권법과 현실의 괴리 등을 설파했다. 본 교육은 저작권법이 서비스 제공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25) 해당 개념의 정의 및 논의되는 문제점 파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려 했다.

26)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의 조사 뿐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의 기존 연구 검토까지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앙도서관과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27) 서베이(survey)는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기술적 서베이(decriptive survey)와 분석적 서베이(analytic survey)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술적 서베이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알아본다든지,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조사를 기술적 서베이

라고 한다. (최현철, �미디어연구방법�, 나남(2014). 51쪽.) 

28) 저작권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기술적 서베이로 시행하였다. 

29) 저작권법 침해 위험도를 단순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과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저작권법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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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의 패러다임 전환

1. 공유지의 비극30) vs. 반공유지의 비극

기술의 변화는 저작권 생태계를 공유지의 비극31)으로 끌고 가는 듯 보였다. 특히 아다르

(Eytan Adar)와 후버맨(Bernardo A. Huberman)은 P2P 파일공유 네트워크 그누텔라(Gnutella) 트

래픽을 분석하던 도중 이용자들의 무임승차를 발견하게 된다.32) 네트워크 이용자 약 70%가 

파일을 공유하지 않았고 상위 1%가 50% 데이터 요청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용

자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결국 공유지인 그누텔라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고,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디지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33)

반면 기술의 변화가 저작권 생태계를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반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Anti-commons)34)35)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복합적인 

콘텐츠와 다양한 저작물의 융합이 어렵지 않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할 때, 그에 포함되는 저작물들에 적용되는 상당수의 배타적 권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반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현상이라는 것이다.36)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기술의 변화가 

저작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30)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1968년 ‘사이언스’ 지에 게재된 미국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논문

에 나오는 개념이다. 하딘은 이 논문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외부 효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

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지의 비극’ 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통제하거

나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 개인이 관리하도록(사유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백과사전, “공유지의 비극”,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19411>, (2015년 9월 2일 오전 9시 57분).) 

31) “The tragedy of the commons develops in this way. Picture a pasture open to all. It is to be expected that each herdsman 

will try to keep as many cattle as possible on the commons. Such an arrangement may work reasonably satisfactorily 

for centuries because tribal wars, poaching, and disease keep the numbers of both man and beast well below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land. Finally, however, comes the day of reckoning, that is, the day when the long-desired goal 

of social stability becomes a reality. At this point, the inherent logic of the commons remorselessly generates tragedy.”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968): p.1243-1248.)

32) Adar, Eytan, and Bernardo A. Huberman., “Free riding on Gnutella.”, First Monday 5. 10(2000).

33) 오승종, “[월요논단]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유지”, <http://www.etnews.com/20150424000082>, (2015년 8월 21일 

오전 10시 14분).

34) Michael A.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Harvard law 

review (1998): p.621-688.

35) 공유지의 비극에서와는 정반대로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너무 많은 소유자가 어떤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자원은 과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36) 임원선,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07),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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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1) ‘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37)

하나의 기술은 다른 기술과 결합하거나 융합하여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기

술융합은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게 됨으

로써 이에 필요한 용어나 입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전화와 텔레비전이 합쳐서 

케이블텔레비전이 되고, 전화와 컴퓨터의 기술이 융합되어서 IP-TV로 발전하는 현상을 표현

하고 있다. 앞선 현상에서 알 수 있듯, 기술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고 통제해야 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어떤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법의 규

제가 모호해짐에 따라 저작권법 내에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1] 기술융합과 입법의 필요성

이처럼 기술은 ‘문화 헌법’ 내지는 ‘문화 기본법’이라 지칭되는 ‘저작권법’에 끊임없이 위협

을 가하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38)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융합 영역을 포

섭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용어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 

이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도 연장되고 있다.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

법’(1710년)시절의 저작권이란 단지 책을 인쇄하고 출판할 수 있는 권리로서 출판업자를 보호

37) 하버드 로스쿨(Law School)의 로렌스 레식 교수는 “Changing technology enforces us confront to choice”라며 인터넷이 가져

오는 법의 변화에 대하여 “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 말은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 비해 지체된 법의 현실을 꼬집어 이제 “법을 바꾸든지 기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술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으므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8) 최근 일본에서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마네키 TV’사건과 ‘로꾸라꾸 II’사건 등은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복제나 스트리밍의 

기술에 의하여 일본 내 방송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시청서비스행위가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였다. 이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인 저작권문제는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당분간은 

저작권문제의 핵심이고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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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저작자의 권리였다.39) 즉,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등, 법의 개정으

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과 기술의 충돌과 괴리에 의한 잠

재적 모호성’40)의 유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기술의 융합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환되면서 저작권도 그 규제의 틀에 대한 패러다임 전

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시장이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해 주는 기능도 

있었다. 예를 들어 반복복제를 하면 그만큼 더 화질이 저하되는 열화현상(劣化現象)에 의해 

저작권은 스스로 보호되었고, 정보수집비용이 정보보호비용보다 큼으로써 ‘시장’이 저작권을 

보호하였다.41) 그러나 디지털 기술로 발전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시장의 보호기능이 사라졌

다. 반복복사를 하여도 저작물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고 고정비용만 들이면 한계비용 거의 제

로에 무제한 배포 전송이 가능케 됨으로써 정보수집비용보다 정보 삭제비용이 오히려 더 커

지는 이른바 ‘저작권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2] 기술의 변화에 의한 저작권 패러다임 전환42)43)

39) 당시엔 새로운 저작물에 대해서 14년간의 보호 기간을 정해 놓았으며, 14년이 경과한 후에도 저작자가 살아 있을 경우 14년

이 연장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의 명저 <The future of Ideas>에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유효기

간을 5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7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40) “잠재적 모호성(Latent ambiguity)이란 외적인 사실이나 부대적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문언이 명백하여 모호하지 

않더라도 기존 성문법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듦으로써 어떤 대상에 적용할 때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에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경우”라고 로렌스 레식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실시간 웹캐스팅’은 기존의 성문법 개념으로 ‘전송’과 

‘방송’이라는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문법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법률 용어

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섭하고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41) 필요한 사람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자료를 구입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정보획득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42) 류종현, �온라인저작권�, 도서출판 한울(2011), 95쪽.

43) 해당 그림에서 흰색부분은 허용영역을 의미하고 검은색 부분은 규제영역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 규제 형태는 

전체를 허용하고 그 중 어떤 특정 부분이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규제 모습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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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악순환(Vicious circle) vs. 저작권 선순환(Virtuous circle)

기술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다양한 물음을 제기하

지만, 저작권법은 미처 이러한 환경에 대처할 준비를 갖지 못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

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내지는 법과 기술의 충돌은 때로는 ‘문화지체

현상’44)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새로운 기법에 의해 창작되는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침

해를 방치하면 그 침해가 다시 더 큰 침해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인터넷 공간은 

자칫 저작권무법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른바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레샴 법

칙’45)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엔트로피 법칙’ 등으로 지칭되는 역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자

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사이버공간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기술의 변

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법과 기술의 괴리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한번 범법자

가 된 창작자나 이용자가 별 죄의식을 갖지 않고 또다시 범법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기술의 

변화가 불법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46)

3. 기술의 변화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의 유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역시 “기술은 날아가고 있는데, 법은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있는 격”

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된 법의 발전이 우

리 사회에 숱한 잠재적 모호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저작권법도 이러한 

형태와 정반대로 전체가 규제 대상이고 전체 속에서 극히 부분적인 흰점만이 허용 범위로 설정되는 소위 규제에 관한 패러다

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44) 미국의 사회학자 W.F 오그번(Ogburn, William Fielding: 1886~1959)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부응하는 문화 간의 

격차를 일컬어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라고 지칭했다. 기술과 같은 물질적인 문화와 정신적인 문화 간에는 변화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속도의 차이에 의한 과도기적 혼란이 바로 문화지체현상이다. 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교통질서의식이나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거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에너지소비문화나 환경

에 대한 인식은 뒤처진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문화지체현상이라는 것이다. 서양의학이 보급되어 일상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민간치료요법 등이 공존하는 것, 인터넷 환경은 발전하는데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저급한 욕설이나 사이버테러가 

만연하는 등의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45) ‘그레샴 법칙(Gresham's Law)’은 화폐경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명목가치가 같은 화폐가 여러 가지로 유통될 때 실질가치

가 높은 화폐는 감추어지고 실질가치가 낮은 화폐만 통용된다는 원리(Bad money drives good money out.)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레샴법칙”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점차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악질정보가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유익한 양질의 정보를 몰아낸다.”는 의미이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간과 인간의 대면

(Human-human interface)이 인간과 컴퓨터의 대면(Human-computer interface)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화의 대표적 역기능이라 지칭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그레샴 법칙’이고, 이 용어가 

경제적인 용어라면, 과학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Entropy) 법칙’이다. ‘엔트로피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 “모든 물질은 에

너지로 사용되면서 자연의 상태에서 점차 무질서한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즉 “모든 에너지는 사용되면서 질서가 깨져서 

혼란스러워 지거나 쓰레기로 변질되고 어느 경우에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마치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실내를 원래의 

정연한 상태로 정리하는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는 그 반대의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46)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선순환의 구조를 갖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기술의 변화에 의해 초래되

는 잠재적 모호성의 제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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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상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디지털환경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고도의 기술 환경을 자랑하는 국내의 상황에서도 숱한 저작권법적 이슈가 여전히 수면 아래

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디지털 저작권의 현실은 저작권법과 저

작권 정책이 저작권 불가침 또는 저작권보호가 우선이라는 구체제(Ancient Regime)에서 벗어

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47)라는 ‘기술의 변화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의 유발’로 요약된다. 

4.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균형의 균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다툼은 기본적으로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라는 물

음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것

은 아니다.48) 요컨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과 

원고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확정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 일본의 경

우, 복제는 기존 저작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서, 기존 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전

제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보다는 동일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49) 그런데 저작물에의 접근 내지 의거는 저작권침해과정을 밝히기 

위한 증거법적 성격의 기준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침해 결과가 저작권법의 법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실체법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50)

아래 그림은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정교한 균형으로 

입법되어 문화발전에 목적을 구현했던 것이 ‘기술의 변화’에 의해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저작권법의 균형에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양

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지하여 문화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51)

47) 이동기, �UCC와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 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8), 64쪽.

48) 저작권침해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피고의 작품이 원고의 저작물과 충분히 유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도의 유사성을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한다. 

49) 일본의 경우, 복제라는 개념에는 기존 저작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서, 기존 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보다는 동일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西田美昭, �裁判實務大系 27 知的財産關係訴訟法�, 靑林書院, 1997, 131쪽.). 이는 복제라는 개념에 

국한하여 논할 때에는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것이나,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50)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 법학�, 제44권(2003), 113쪽.

51)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구분이다. 한마디로 ‘저작권 침해’가 법률적 개념이라면, ‘표절’은 

윤리적 개념이다. 표절이 곧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의 모방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모방 역시 넓은 의미의 표절로 이해되고 있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표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표절행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표절은 위장(Deceive)하거나 은폐(Hide)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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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발전을 변증법적인 발전에 비추어 ‘정 → 반 → 합’의 원리로 설명한다면, 저작권의 

발전도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보호에 대한 무게중심이 ‘저작권자 → 이용자 → 합’의 과

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아래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균형

Ⅲ. 잠재적 모호성의 이론적 고찰과 현상학적 사례

1. 잠재적 모호성의 개념

“잠재적 모호성(Latent ambiguity)이란 외적인 사실이나 부대적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

로, 문언이 명백하여 모호하지 않더라도 기존 성문법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듦으로써 어떤 

대상에 적용할 때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로렌스 레식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실시간 웹캐스팅’은 기존의 성문법 개념으로 ‘전

송’과 ‘방송’이라는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문법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

례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법률 용어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섭하고자 저작권법을 개

정하여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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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공중송신권의 입법52)

2. 잠재적 모호성(Latent ambiguity)에 대한 Lawrence Lessig 교수의 정의53)

Formally, latent ambiguity is this: in time T1, there is a technology TN1 that forces a result R1. 

R1 is consistent with two different values V1 and V2. In time T2, the TN1 has changed to TN2. 

TN2 now no longer forces the result R1. It instead permits result R1 and R2. R1 is consistent with 

V1. R2 is consistent with V2. Hence a latent ambiguity.54) 

The idea is borrowed from contract law. If you read the statement 2 on contract, you should 

find in the index a reference to latent ambiguity. An example from contract: a contract says; upon 

his death, Larry gives on hundred dollars to his relative, John. Then it is discovered that there is 

a long lost cousin named John. The contract reference is no ambiguous; it was ‘latently 

ambiguous’ because at one time, the ambiguity was not clear.55)

52) 해당 그림은 아날로그시대에는 방송과 전송이 확연히 구분되어 규제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디지털시대로 기술이 발전하면

서 방송권과 전송권이 합쳐져서 ‘공중송신권’을 새로 입법하여 규제의 영역을 포섭해야 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2013), 104쪽.)

53)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게 e-mail로 2005년 3월 29일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5월 1일 05:44:37에 작성된 답변이 

날라 왔다. 질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r. Lessig, You mentioned ‘latent ambiguity’ several times in you book ‘Code’. 

But as far as I know, I am wondering what ‘latent ambiguity’ is in your sense?”, (류종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52쪽.)

54) 형식적으로 잠재적 모호성이란 다음과 같다: T1이란 곳에 결과1을 촉진하는 기술1이 있다고 하자. 결과1은 가치1과 가치2라

는 두 가지의 다른 가치와 양립한다. T2라는 환경에서 기술1은 기술2로 바뀐다. 기술2는 이제 결과1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1과 결과2를 모두 허용한다. 결과1은 가치1과 일치한다. 결과2는 가치2와 일치한다. 그럼으로, 잠재적 모호

성이 성립된다. 

55) 이 개념은 계약법에서 도입됐다. 계약서의 제 2 항목을 보면, 목록에서 잠재적 모호성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 계약에 따르길; 죽음에 임박한 래리(Larry)는 사촌 존에게 100달러를 준다. 그런데 존은 오래전 행방불명 

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서 계약 조건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모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때 그 모호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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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적 모호성과 새로운 창작기법이 갖는 저작권법적 쟁점

(1)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상의 쟁점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주된 내용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새로

운 작품을 만든 경우56)에는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침해뿐 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으로서

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도 문제 된다.57) 또한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

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

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문제 될 것이며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

용･형식･제호의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58) 따라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

한 창작콘텐츠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59) 이때 창작성이 없는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창작성 및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침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60)

(2) 싸이의 성공사례가 갖는 저작권법적 논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음원의 저작권 행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해당 음원에 대한 뮤직

비디오의 패러디 영상 제작까지도 방임하며 그의 저작권행사를 유보하였다. 뮤직비디오의 특

성상 음원이 제한 없이 유통된다면 결국 최초 생산자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은 금세 소멸되

고 만다는 것61)이 업계 내 불문율이었으나 ‘강남스타일’은 패러디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56) 엄밀히 말하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저작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 기초하여 

작성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기존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 기초하여 작성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한 이용행위를 스펙트럼으로 만들어본다면 아이디어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

하지 않는 이용행위의 예로서 스펙트럼의 한 쪽 끝일 것이며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이용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일 것이다. 변형적 이용은 양 극단 중간의 어디인가에 해당할 것인데 이를 

정하는 선에 따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구성할 수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유선, 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여름호 제110권(2015), 95쪽.)

57) 三山峻司, 松村信夫, �實務解說 知的財産權訴訟�, 法律文化社, 2003, 470쪽.

5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59)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제37조 제1항.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그러나 실제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창작성이 없는 온라인콘텐츠에 있어서도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양적 기준 및 질적 기준

(특히 영업에 관한 이익과의 상관관계에서) 등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상당한 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진다.

61) 김홍렬, “<강남스타일> 성공, 저작권 포기? 더 중요한 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

TN_CD=A0001999358>, (2015년 8월 29일 오후 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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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는 오히려 패러디 영상의 창작을 독려하며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효과62)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강남스타일’은 2014년 5월 31일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 수 20억 건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영국･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벨기에･브

라질 등 유럽과 남미 30개 국가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음원 수익만 40

억 원 이상63)을 벌어들였다. 

‘강남스타일’의 성공 사례는 지난 2010년 5살 꼬마 저작권법 위반 사례64)에 대한 성찰의 시

각65)을 갖게 한다. 즉 해당 사례는 저작권 규정을 엄격한 잣대로 모든 부분에 일정히 적용할 

경우, 원저작물의 확산을 배가시키는 ‘후광 효과’의 가능성을 일절 차단한다는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잠재적 모호성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

(1) 패러디

1) 패러디의 정의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해학적인 비평 형식의 예술표현기법 또는 이러한 기법으로 작성된 

저작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패러디는 미국 판례 내에

서 “타인의 저작물의 언어적 표현 또는 스타일이 매우 흡사하게 모방되거나 흉내 내어져 코

믹한 효과나 조소를 자아내는 것으로서 거기에 패러디 작가의 독창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원

저작물에 관한 비평적 논평이나 진술이 곁들여져 패러디에 그것의 유희적 기능을 넘어선 사

회적 가치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66) 

2)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법의 입장

패러디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로 인해 원작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쉽게 받지 못하는 것67)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패러디의 본질적 기

62)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이는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메일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기존의 마케팅과는 다르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329&cid=43665&categor

yId=43665>, (2015년 8월 29일 오후 10시 48분).)

63) 광고 및 기타 수익을 합치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64)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5세 어린이가 따라 부른 모습을 담은 UCC 영상에 대해 저작권 위반 지적을 

했고 포털사이트에 해당 UCC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5세 어린이의 부모는 포털사이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시했다.

65)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패러디 영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패러디 영상 유통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원저작물의 이용활성화 저하는 원저작자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6)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2015), 625쪽.

67)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해학적인 비판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재창작되는 것에 대한 사용허락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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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러디가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 사용방식임을 주장할 수밖

에 없다. 미국의 경우, 패러디는 공정이용68)의 원리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

우, 패러디는 저작권법 상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69), 동일성 유지권 등에 의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원저작물과 패러디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타인의 저작물에 대

한 복제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는 패러디물의 수

요층이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가, 원저작물과 완전히 독립되는 저작물인

가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견해에 따라 패러디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구성되고 있다.70) 뿐만 아니라, 패러디에 의한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관해서도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패러디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

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71)

사실 패러디의 근본적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현행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

국 패러디에 관한 미국의 경우처럼 공정 이용 인정 여부에서 이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72)

(2) 리메이크

1) 리메이크의 정의

리메이크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을 뜻하며 원작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을 가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창작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원작

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차용했

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73) 또한 리메이크는 같은 매체에 한정되어 창

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전이로도 리메이크 방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는 보편적 판단이다.

68) 최근 미국 법원은 이용행위의 상업적 목적의 여부보다는 내용상의 목적에 무게를 두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Campbell 사건에서 피고는 원저작물인 Roy Orbison의 노래 “Oh, pretty Woman”의 가사를 일부를 패러디하

여 “Pretty Woman”이라는 랩 음악을 창작하였다. 랩 그룹으로서 음반을 발표한 피고의 이용행위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임

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후속 저작물의 내용상의 목적에 주목하여 원저작물을 비판하고자 원저작물을 이

용한 패러디는 상업적 이용일지라도 원저작물과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서 변형적 이용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Campbell 사건 판결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 이용행위의 상업적 목적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후속 저작물

의 내용상의 목적이 상업적 목적을 뛰어넘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유선, 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여름호 제110권(2015), 79쪽.)

69)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

며, 원저작권의 내용의 하나이다. (이상정･송영식,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2015), 253쪽.)

70) 이동기, �UCC와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 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8), 70쪽.

71) 이대희, 사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1권(2007), 218쪽. 

72) 이동기, �UCC와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 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8), 70쪽.

73)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 “리메이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51&cid=43659&categoryId=43659>, 

(2015년 8월 30일 오후 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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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메이크에 대한 저작권법의 입장

리메이크는 문화산업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메이크

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 및 해당 산업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원저작권자의 

권리조차도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인 상태이다. 특히 기술의 변화와의 결합

을 통해, 리메이크가 디지털 콘텐츠 창작의 새로운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과정에서 콘텐츠 

창작에 적용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창작 방식의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미기

도 하다. 즉, 새로운 창작 방식을 사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이미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그에 대한 판례와 법적 규제 등의 부재로 인해 저하

되고 있다는 것이다.

(3) 큐레이팅

1) 큐레이팅 서비스의 정의

큐레이션74)은 미술관･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

(Curator)’에서 파생된 신조어다. 큐레이션은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

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75) 큐

레이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뉴스 큐레이션인데, 이는 뉴스(News)와 큐레

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개인에게 필요한 뉴스만 모아서 제공하는 ‘개별화된 뉴스’ 서비스

를 지칭한다. 

이때 큐레이션과 큐레이팅의 구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큐레이션

(Curation)은 단순명사형이고 큐레이팅은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변형76)된 전성명사이다. 그러

므로 사용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게 저작물을 재배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

체는 동사의 형태이므로 전성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에 한정하여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로 ‘큐레이팅 서비스’라고 통일한다.

2) 큐레이팅 서비스 관련 현상학적 사례와 분석

  가. 큐레이팅 서비스 이용 현황

큐레이팅 서비스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유럽, 캐나다 등을 거쳐 일본, 한국 등 아시

74) 이는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기술 혁명 이후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 있다. 

75) 네이버 교양영어사전2, “curatio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6526&cid=41810&categoryId=41812>, 

(2015년 8월 24일 오전 10시 22분). 

76)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변형된 동명사를 뜻한다. 이는 동사와 명사의 기능을 겸한 품사로서 동사의 명사형으로 된 말을 일컫는다.



286 …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아 국가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경우 큐레이팅 서비스의 도입이 가장 앞섰던 만큼 새로운 미

디어 실험 수준을 넘어 미디어 산업의 한 지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해외 큐레이팅 서비스는 크게 에디터가 콘텐츠를 편집해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형

태77), 매거진 스타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78), 뉴스 헤드라인을 활용한 형태79),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비주얼적 장치에 초점을 맞춘 형태80)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81) 국내 큐레이

팅 서비스는 콘텐츠 취합 서비스82), 외신 기사를 번역하거나 인포그래픽 위주로 콘텐츠를 큐

레이팅하는 재가공 서비스83), 자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제작 큐레이팅 서비스84)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큐레이팅 서비스는 기존 미디어 기업에 위협을 줄 만큼 급속도로 성

장85)86)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 업체87)에서는 디지털 우선 전략(Digital First88))을 포함한 혁신 

77) 써카, 인사이드, 야후 뉴스 다이제스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는 에디터들이 자체적으로 기사를 편집하여 독자들에

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써카는 텍스트를 전부 보여주는 대신에 뉴스를 팩트, 배경정보, 사진, 인용 등 최소한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야후 뉴스 다이제스트는 뉴스를 400자 내외로 요약해주는 앱인 ‘섬리(Summly)’를 적용한 모바일 뉴스 서비

스로 하루에 두 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선정, 편집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며 아침저녁으로 중요한 뉴스를 야후가 

선정하고 요약하여 알림을 보내는데 최대 9개 뉴스로 구성되며 미국뉴스와 월드뉴스를 각각 제공하며 인사이드는 인사이드

의 큐레이터가 작성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300글자 정도의 요약된 기사를 제공한다. (정재민･김영주, �소셜 뉴스 유통 플랫

폼 : SNS와 뉴스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2014), 24-25쪽.)

78) 플립보드, 구글 커런트, 자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는 깔끔하고 미학적인 레이아웃을 위해 헤드라인의 양을 

줄이고 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읽을지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플립보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기사 뿐 

아니라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사모음을 만들 수 있으며 구글 커런트는 구글 뉴스 뿐만 아니라 포브스, 데일

리 비스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같은 주요 미디어에 대한 매거진 형식의 읽기를 제공하고 자이트는 북마크, 소셜미디어, 

RSS에서 독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매거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김영주･정재민, 위의 글, 26쪽.) 

79) 딕, 피들리, 링크드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는 뉴스 헤드라인을 모아 제공하는 뉴스 애플리케이션들로, 웹에서 

헤드라인을 모아 훑어보기 쉬운 형식으로 바꾸어 독자들에게 제공해 준다. 딕은 최신 트렌드 혹은 직원들이 선정한 이야기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기사,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편집하여 제공하고 피들리는 미리 만들어진 RSS 리스트를 바탕으

로 다양한 출처에서 기사를 가져와 개인화시키며 링크드인은 전문가를 위한 모바일 뉴스를 제공하고 개인 피드를 작성할 

수 있다. (김영주･정재민, 위의 글, 27쪽.) 

80) 뉴스 36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헤드라인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다양한 기사를 모아서 보여주

지만, 헤드라인보다는 사진이나 비디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60 view 기능을 통해 사진들을 훑어보

는 것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여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정재민･김영주, 위의 글, 28쪽.) 

81) 박해욱, 정보과잉이 만들어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뉴스큐레이션’, �저작권문화�, 252호(2015), 22쪽.

82) 지니 뉴스, 미디어 스파이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83) 피키캐스트, 뉴스퀘어, 뉴스젤리, 뉴스프로, 뉴스페퍼민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84) 슬로우뉴스, 뉴스타파, ㅍㅍㅅㅅ(PPS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85) 모바일 디바이스와 데이터 서비스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가 큐레이팅 서비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86) 이종대, “큐레이션이라는 환상,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33>, 

(2015년 7월 15일 오전 10시 00분). 

87) 뉴욕타임스 뉴스룸 혁신팀은 2014년 3월 24일 ‘Innovation Report’라는 미디어 전략 내부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4년 5월 

15일 버즈피드가 입수한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했다. 뒤이어 2014년 5월 16일 매셔블이 보고서 원본을 입수해 보고서 내용을 

완전히 공개했다. 

88) “Digital-first means the top priority is producing the best possible digital report,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he 

newspaper. The last step is repackaging the best of that digital report for the next day’s paper.” (The New York Times, 

“Innovation(2014)”,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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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회사 내부에 돌렸고 보고서 내에서는 버즈피드89), 써카, 퍼스트룩미디어90), 플립보

드를 경쟁사로 꼽았다. 심지어 설립된 지 10년도 되지 않는 인터넷 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전

통 매체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백악관 브리핑룸에 배치되었으며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할 만큼, 새로운 서비스로서 인정받고 있다. 

  나. 큐레이팅 서비스 약관 분석 

미국의 경우, 새로운 창작기법에 관한 법･제도의 구축이 국내의 그것보다는 현실과의 괴리

가 크지 않다. 그러나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에 대한 약관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울타리를 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버즈피드는 Privacy 

Policy, User Agreement, DMCA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적시하고 있다.91) 약관에 제시되어 있는 

Rules of Conduct, Third Party Services92), Termination93), Warranty Disclaimer, Limitation of 

89) 버즈피드(BuzzFeed)는 2006년에 조나 페레티가 설립한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이다. 지난 7월 NBC유니버셜이 버즈

피드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버즈피드 기업 가치는 15억 달러로 평가받기도 했다. (Swisher, Kara and Kafka, Peter, 

“NBCUniversal Poised to Make Big Investments in BuzzFeed and Vox Media”, <https://recode.net/2015/07/30/nbcuniversa

l-poised-to-make-big-investments-in-buzzfeed-and-vox-media/>, 2015년 8월 25일 오전 11시 33분).) 

90) 퍼스트룩미디어(First Look Media)는 2013년에 피에르 오미디야르가 설립한 뉴스 기관이다. 해당 사이트는 저널리즘을 통한 

사회 개선을 목표로 하는 뉴스 제공 웹사이트이다.

91) BUZZFEED, “Privacy Policy, User Agreement, DMCA”, <http://www.buzzfeed.com/about/privacy, http://www.buzzfeed.c

om/about/useragreement, http://www.buzzfeed.com/about/dmca>, (2015년 8월 30일 오후 8시 45분). 

92) “Third Party Services. The Services may permit you to link to other websites, services or resources on the Interne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ur sponsors and Facebook, and other websites, services or resources may contain links 

to the Services. When you access third party resources on the Internet, you do so at your own risk. These other 

resources are not under our control, and you acknowledge that we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the content, 

functions, accuracy, legality, appropriateness or any other aspect of such websites or resources. The inclusion of any 

such link does not imply our endorsement or any association between us and their operators. You further acknowledge 

and agree that we sha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directly or indirectly, for any damage or loss caused or alleged 

to be caused by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or reliance on any such content, goods or services available on or 

through any such website or resource.” : “제3자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회원에게 다른 웹 사이트, 인터넷 상의 서비스 혹은 

자료에 대한 링크를 허용한다. 그러나 본사의 후원 업체와 페이스북, 다른 웹사이트와 서비스 혹은 자료들은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허용,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원이 인터넷에서 제3자의 자료에 접근했을 때, 회원은 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회사의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며, 해당 자료, 웹사이트, 콘텐츠, 기능, 정확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어떤 책임이 회사에게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링크가 허용,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링크 자체가 링크 연결 

대상과 회사 사이의 보증 혹은 제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덧붙여, 회원은 연결된 사이트나 자료를 통하여 서비스되는 

콘텐츠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손실 혹은 손상에 대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

고 인지해야 한다.” 

93) “Termination. We may terminate your access to all or any part of the Services at any time, with or without cause, with 

or without notice, effective immediately, which may result in the forfeiture and destruction of all information associated 

with your membership. If you wish to terminate your Account, you may do so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 the 

Site or through the Services. All provisions of this User Agreement which by their nature should survive termina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censes of User Content, ownership provisions, warranty disclaimers, 

indemnity and limitations of liability.” : “계약의 종료 회사는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제거가 전제되는, 회원의 서비스 

접속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언제든지, 이유 없이, 예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계정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혹은 사이트에서 지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따른 모든 조항(사용자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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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94) 등의 목차는 해당 서비스가 방어막으로 어떠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추

측할 수 있다. 

Third Party Services는 버즈피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혹은 링크를 이용자 역시 선택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버즈피드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혹은 링크

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콘텐츠 혹은 링크 자체가 링크 연결 대상과 회사 사이의 제휴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콘텐츠 혹은 링크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알리며 큐레이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Termination은 회원 관리에 있

어서 큐레이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시해둔 조항이다. 회원의 정보 삭제 혹은 서비스 

접속 차단 등 큐레이팅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버즈피

드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아님에도 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 등의 적용 가능성을 스스

로 열어둔 것이다. Limitation of Liability는 버즈피드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적 책임의 예외 대상이 누구인

지, 어떤 상황에서 법적 책임에서 제외되는지 적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은 Termination 조항과 비슷한 의도로 명시해둔 것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이 새로운 창작 기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미국 

내의 서비스들조차도 여러 장에 걸쳐 스스로를 보호하는 약관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미국 내의 법･제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큐레이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의 입장 

큐레이팅 서비스는 ‘패러디’와 ‘리메이크’보다 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창작 기법이므로 큐

레이팅 서비스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95)이다. 유튜브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와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나, 해당 판례는 큐레이팅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라이선스, 소유권, 권리 포기 각서 보증, 법적 책임의 한도와 배상을 포함하여)은 이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94)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SHALL WE, NOR OUR DIRECTORS, EMPLOYEES, AGENTS, PARTNERS, SUPPLIERS 

OR CONTENT PROVIDERS, BE LIABLE UNDER CONTRACT, TORT, STRICT LIABILITY, NEGLIGENCE OR ANY OTHER 

LEGAL OR EQUITABLE THEORY WITH RESPECT TO THE SERVICES (I) FOR ANY LOST PROFITS, DATA LOSS, COST 

OF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OR SPECIAL, INDIRECT, INCIDENTAL, PUNITIVE, 

COMPENSATORY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KIND WHATSOEVER,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HOWEVER ARISING), (II) FOR ANY BUGS, VIRUSES, TROJAN HORSES, OR THE LIKE (REGARDLESS OF THE SOURCE 

OF ORIGINATION), OR (III) FOR ANY DIRECT DAMAGES IN EXCESS OF (IN THE AGGREGATE) $500.00.” : “법적 책임 

한계 회사의 이사, 직원, 대리인, 파트너, 공급업체 혹은 콘텐츠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불법행

위, 엄격한 법적 책임, 과실, 형평법, 기타 법률 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손해, 데이터 손실, 대체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특수 및 간접, 부수, 처벌, 보상, 대체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한 간접 손해의 경우 (II) 버그,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혹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감염될 경우 (원 출처와 관계없이) (III) 직접적인 손해가 미화500달러(총계)를 초과할 경우.” 

95) 큐레이팅 서비스 내에서 ‘패러디’와 ‘리메이크’가 콘텐츠로 재창작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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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기법의 방향 제시에 있어서 유의미한 판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큐레이팅 서비스가 제

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제도 역시 명확하지 않으므로96) 저작권법 상 이중적 문제97)가 발생

할 수 있다. 

5. 종합토론과 소결

기술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창작 기법이 출현하고,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된

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기법의 종류는 사용자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만 하더라도 다양하게 분류된다. 여기에는 ‘사용자 창작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a, UGC)’를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콘텐츠에 사용자 의견, 다른 콘텐츠

를 조합하여 변형시킨 것으로서 ‘사용자 가공 콘텐츠(User Modied Contenta, UMC)’ 그리고 기

존에 있던 두 가지 콘텐츠를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나 부가가치를 창작해 내는 ‘사용자 재창조 

콘텐츠(User Recreated Contents)’등이 있다.98)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법이 등장한 만큼, 콘텐츠

의 제작기법과 유통방식에 따라 각기 적용되어야 할 저작권법은 법과 기술의 괴리에 의해 야

기되는 잠재적 모호성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99) 아날로그 시대의 규범으로서 저작

권법은 ‘사적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콘텐츠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정이용으로 허용하

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새로운 창작기법에 의하여 2차

적 저작물로 작성되는 콘텐츠의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여부와 동

일성유지권의 침해 등이 더더욱 문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러한 행

위가 이른바 ‘표현’으로서 창작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것이 기능적 아이

디어의 범위에 있음으로써 ‘아이디어’에 근접하여 저작권침해기준에 혼선과 논란이 야기될 여

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100)

96) 법･제도뿐만 아니라, 큐레이팅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사회적 인식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2015년 7월 9일, 10일 자로 피키캐스트에 업로드 된 ‘이제 피키에서 당신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우쥬피키 추가 공지사항’에 

달린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396개의 댓글 중 큐레이팅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한 댓글은 263

개였으며 긍정적인 반응은 39개, 부정적인 반응은 224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

한 댓글은 많지 않았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 역시 해당 서비스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쥬피키, “이제 피키에서 당신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외, <http://www.pikicast.com/share/118540> 

외, (2015년 7월 16일).) 

97) 큐레이팅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 가능성을 말한다. 

98) 임순옥, UCC의 국내외 동향, �정보통신정책�, 411호(2007), 42쪽.

99) 류종현, �뉴스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2015), 89쪽.

100)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된 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인지 별개의 창작물인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패러디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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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과 제언

1.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후보상제도 도입

저작권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은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 달성과 국가 간 문화콘텐츠 경쟁에

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의 특수성을 포괄할 

저작권법･제도가 단기간에 마련되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101) 즉, 저작물 무단 이용과 그에 

따른 처벌이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법

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체계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거나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인 문제들에 대응해야 할 법･제도의 부재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저

작권선순환구조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제3

의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시장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대안적 보상 시스

템102)은 프랑스의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캐나다의 한 집중관리단체

에서 역시 해당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했던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인기도에 따라 권리자에게 

수익률을 배분하는 방식, 즉 손해배상원칙을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구현한 권리보호시스템이

므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실험적 제안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103) 

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외에서는 콘텐츠 이용과 정보사용에 대한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유럽 : 유럽은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각종 콘텐츠 정보에 대한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eContentplus 프로젝트는 eContent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시민의 지식콘텐츠의 

접근과 이용을 촉진하고, 특히 부가가치 상품이나 서비스의 창조를 위해 지식 정보의 창조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

고 있다. (2) 캐나다 : 1972년 캐나다 박물관에 의해 수집된 유물과 그의 디지털문화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일반 이해 당사자

를 위한 전국 캐나다 유물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문화 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의 특별 실무 부서

(Special Operating Agency)를 설치, 전국 700개 이상의 박물관과 공동의 고객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으며, 개별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온라인으로 통합하였다. (3) 미국 : 2000년 12월 미(美) 의회는 급증하는 디지털 자료를 국가적으로 

수집, 축적, 보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개발을 위해 NDIIPP 법률 제정, 중요한 정보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선택, 조직

화하여, 장기보관, 보존 및 진본성을 유지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미(美)국민의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웹 2.0기반의 거버먼트 2.0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교육, 인구 등 43개 분야 공공정보를 

Data.gov를 통해 전폭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승규 외,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활성화 정보화전략계획�, 한국

콘텐츠진흥원(2011), 78쪽.)

102) 대안적 보상체제(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는 이른바 저작권처리기관(Clearing House)이 이용자에게 포괄적 이용

허락(Blanket license)을 주는 대신 세금을 걷어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해주는 방식이다. 즉,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

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방식에 있어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을 채택하여 저작권의 물권적 지배권으로서의 본질을 후퇴시키고 대신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서

의 저작권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법정허락제도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안적 보상체제는 디지털 시대에 

더 유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03) 윤종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대안적 보상체계, �지적재산권�, 제25호(2008),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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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현행 법･제도로 승인되지 못했으나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었다. 대안적 보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날 구체적인 문

제들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인 인식차이 등을 해결할 방

안104)을 마련해야 한다. 사후보상제도는 대안적 보안 시스템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105)의 보

상방식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이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용허락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를 미리 공탁해두는 제도이다. 

                       [그림 5] 사후보상제도 프로세스106)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는 시의성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이 지체될수록 콘텐츠의 시의성은 점차 떨어지고, 콘텐츠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및 문

화산업 발전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저작물의 이

용가치를 산정107)하여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해 둔 상태로 이용108)하는 제도 도

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04) 사후보상제도는 국내의 현행 저작권법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므로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05) 사적복제보상금제도(Copyright levy)는 녹음기, 녹화기 등의 복제기기나 테이프, 공 CD 등의 저장 미디어에 부과금을 부과

하고, 저작물의 사적 복제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를 징수된 부과금의 분배로서 보상해주려는 제도이다. 보상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사적 복제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 기기나 미디어 제작자에게 부과하여 이를 

제품 가격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해서 복제행위에 나아가는 이용자들이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간접적

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106) 저작물 공탁금은 사후보상제도에 의한 산정 방식을 통해 나온 저작물 이용 가격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그림은 사후보상제

도에 대해 제언한 바를 도식화한 것이다. 

107) 이용가치에 대한 산정 계산식은 공식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이용가치 

산정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위협 받을 수 있다. 

108)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상당한 노력 없이 보상금만을 공탁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이미 이용허락에 관한 상당한 노력의 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보상제도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

과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의 정의 및 범위를 해당 제도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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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신탁 단체 설립에 관한 제언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려

우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다.109) 이는 2012년 당시 조해진 

의원을 대표로 한 사업 법안 발의110)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본 사업의 제1조(목적)

은 “이 법은 저작재산권과 이와 관련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

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저작권 문화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관리 및 보호되지 않

으며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는 스스로 권리 행사를 하기보다는 일정한 단체 혹은 업체를 통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맡겨 관리하는 것

을 저작권위탁관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제도를 운영111)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의 목적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

모하는 제도적 장치 확보112)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저작권위탁관리는 저작권자 위주의 운영

이라는 한계113)를 보인다.

국내 저작권신탁단체는 13개이며,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288개114)이다. 앞서 말했듯, 한국

109) 남희섭,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oppennet.or.kr/9209>, (2015년 7월 20일 11시 42분).과 같이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의 악용 사례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110) 저작권관리사업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82(발의연월일 2012년 12월 13일). 

11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것을 ‘개별관리’라고 한다)에 갈음

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

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는 이용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지

불하게 되는데)저작물의 개별적 이용허락과정이 점차 실효성을 잃으면서 저작권자가 특정 집중관리단체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하여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일정한 수익만 취하는 구조가 그에 속한다), 이때 당해 저작권관리단체는 위탁자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완벽한 복제와 배포가 제로 수준의 

비용으로 제공되고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국내외로 가능해지자 저작권자는 각 저작물의 개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

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각 저작물의 개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앞서 말했듯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의 근본 목적과 의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까지도 생각

한 것이었다. 

11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관 제2장 제4조 (목적), 한국음반산업 협회 정관 제1장 제3조 (목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관 

제1장 제3조 (목적),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제 1장 제3조 (목적) 등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다. 

113) 저작권 보호는 당신이 이미 성공한 때에만, 창작을 위한 경제적 자유로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수는 없다.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창작의 불가결한 인센티브라

는 주장이 가진 문제는 저작권이 대부분의 작가와 아티스트가 필요로 하는 초기 경제적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잔인한 

사실을 방치한다는 것이다(임원선,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아카데미(2013), 30쪽.). 해당 내용을 통해 저작권위탁

관리 자체가 저작권자 위주의 운영이라는 한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14) 신고제로 전환된 1994년 이후 신고 업체 수가 더디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신고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말 신고 기준 670개, 대리중개 운영 업체는 288개인 것으로 확인됨. 이중 업체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조사거절로 

운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총 288개인 것으로 파악됨. (안태숙,�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사업현황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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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를 제외한 국내 저작권 집중관

리단체는 이용자 편익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

권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의 권리까지 보호115)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의 신탁 단체 설립이 필요116)하다. 

[그림 6] 이용자 신탁 단체 설립을 통한 선순환체계

창작자들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117)가 까다롭다는 생각은 하지만, 디

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이용자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

태다. 이러한 인식은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작권 이용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악순환의 해결 방안으로 

실제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대리 주체를 수행하는 이용자 신탁 단체 설립을 제시하는 바

115) 이에 대하여 오병철은 이용자 보호가 공익상의 필요라고 보아야 하며,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이익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콘텐츠 이용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병철, 디지털콘텐츠 동일성유지권과 이용자 보호와의 상충: 서울고

등법원 2008. 9. 23, 판결 2007나70720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4권(2009), 109쪽.). 반면, 서달주는 이용자 중심은 다 

같이 망하는 상극의 길이며 이용자 중심은 경제학의 법칙에 따라 사고할 뿐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보호 중심으로 이용자 계

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달주,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1�,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185쪽.).

116) 시장이 스스로 정보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권리 보호는 굳이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면서까지 언급될 필요

가 없다. 그러나 경험이 거의 없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허락 등의 저작권 거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자 신탁 단체 등이 거래의 중간 매개체로서 정보 수집 과정 뿐 아니라 이용 과정 중의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117)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자 또는 권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이용 승인해주는 법정허락제도의 

사전절차에 대한 것이다. 법정허락제도의 사전절차로써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즉 저작권 등록부 조회, 위탁관

리업자의 권리 정보 목록 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 광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직접 수행하는 방법과 위원회에 상당한 

노력 신청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에 대한 신청 절차(특히 이미지의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의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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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용자 신탁 단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에 있어 통일된 계약 조건을 제공하

고 이용허락 절차에 소요되는 높은 거래비용을 줄이며 이용허락 과정에 실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단체는 공통된 규제를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역시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해당 가치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적정선에 맞추는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자 신탁 단체를 설립해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118)을 절감시키고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

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이용자 권리를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권리자 간 균형이 전제

된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저작권의 입법적 대안

(1) Eldred vs. Ashcroft 판례119)의 제시 방향

“This statute will cause serious expression-related harm. It will likely restrict traditional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It will likely inhibit new forms of dissemination through the 

use of new technology. It threatens to interfere with efforts to preserve our Na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nd efforts to use that heritage, say, to educate our Nation’s children. It is easy 

to understand how the statute might benefit the private financial interests of corporations or theirs 

who own existing copyrights. But I cannot find any constitutionally legitimate, copyright related 

way in which the statute will benefit the public.”120)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법적

인 심각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이 판례가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를 예견하면서, 그러나 다수 이용자들의 헌법적 차원의 이

용권에 대한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 굳사마리안법(Good Samaritan Law) 입법

미국은 1991년 ‘Cubby vs. CompuServe 사건’과 1995년 ‘Stratton Oakmont Inc vs. Prodigy 

118) 해당 비용은 돈과 시간, 그 외의 상당한 노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의 출처 탐색을 

시작으로 협상비용, 관리비용, 집행비용, 조정비용까지도 거래비용으로 지불해야한다. 

119) Eldred v. Ashcroft, 537 U.S. 186 (2003).

120) “이 법은 표현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저작물들의 전통적인 확산을 제한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확산을 제한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아이들

에 대한 교육과 같은 유산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며 위협한다. 저작권을 소유한 자들 혹은 기업들의 사유 경제적 

이윤에, 이 법이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법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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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 사건’을 배경으로 통신품위법(CDA)을 OSP 책임 관련 판례로서 입법하였다.121) 

‘Cubby vs. CompuServe 사건’에서는 피고의 온라인게시판에 불법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에 대

한 온라인서비스 책임자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올라간 모든 

정보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법정보에 대해서 신문가판대처럼 단순히 

정보배포자의 역할에 그쳤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Stratton 

Oakmont Inc vs. Prodigy Service Co. 사건’에서는 피고의 게시판에 올라간 불법정보에 대해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올리는 정보

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게시판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게시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게 했으

므로 이 경우 편집권을 행사하는 발행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Cubby vs. 

CompuServe 판결’과 ‘Stratton Oakmont Inc vs. Prodigy Service Co. 판결’을 비교해볼 때,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모니터를 하며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오히

려 더 중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모순이 초래되었다.122)123)124) 

4. 이용활성화를 위한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대륙법의 자연권법적 근거와 영미의 실용적 근거로 논

의되고 있다.125) 신개념이 등장하고 순차적으로 개발되면 개념은 신기술로 현실화된다. 디지털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 기술

이 적용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은 심지어 가속도가 붙는다. 이러한 정보 사회의 기술 발전126)은 

121) 통신품위법(CDA)은 1996년 통신법 개정의 일부로 입법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의 범람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223조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230조(선한 사마리안 조항) 두 조항이 있었으나, 223조는 성인의 자유권

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논란으로 입법되지 못했다.

122) 따라서 ‘Stratton Oakmont Inc vs. Prodigy Service Co. 판결’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 통신품위법(CDA) 230조

가 입법되었으며, 이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자유로운 필터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123) OSP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선의의 의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창작자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든 확실한 

세이프 하버가 구축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입법이 따르지 않아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선처를 갈망하고 있는 형국이다. (류종현, �온라인저작권�, 도서출판 한울(2011), 183쪽.)

124)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이자 보편적 가치를 선언한데 이어, 통신품위법에 ‘굳사마

리안법’이 입법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지구촌에서의 첫 국가가 되었다. ‘굳사마리안법’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기여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절대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이다.

125) 자연법적 근거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사상은 저작자의 것이므로, 저작권은 경제적

인 이익과 일신전속적인 이익을 모두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은 가능한 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의 

기원으로서는 주로 존 로크(Locke)의 자연권론이 제시되며, 이에 의하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

되는 권리가 아니라 천부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된다. 로크의 자연권론과 유사한 사상은 17세기와 18세기에 독일에서도 나타

나게 되고 프랑스에서 수용되었다. (이대희,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접근통제의 의의 및 역할”, <http://blog.naver.com/ippr

of/80018450051>, (2015년 9월 2일 오후 8시 19분). 

126)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노하우가 응용 분야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노하우를 발견하게 되는 선순환구조의 

기술 발전을 의미한다. 정보 기술 발전의 기초적 생산요소인 지적 자본은 제한된 자원이 아니므로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무한히 개발되기 때문에 생산요소를 추가 투입하더라도 수확의 증가량이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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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체증의 법칙127)이 적용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망이 빠른 속도로 보

급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시장과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128) 다시 말하자면,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교수가 주창한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는 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존의 문맥이 도전받게 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다. 그는 “법적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본원리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추상적인 개

념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들은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이동한다. 이 해명의 독특한 점은 추상

적인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것에 동의를 강조한다는 것이다.”라고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에 대해 부가설명하고 있다.129) 저작권법 입법 과정 당시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산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했고, 법구조상 잠재적 모호성의 유발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당시의 기술

에 적합했던 법으로 변화된 산업 구조를 규제하게 된다면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

출되어 문맥상의 선택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한 저작권법의 개정만으로

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뿐 더러, 저작권 이슈는 입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이미 지나버린 명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방안은 사후약방문식 대안 

제시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국내의 저작권법 개정은 기술의 발전에 동승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국외의 인터넷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린 국내 디지털 산

업 구조에서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투자

가 필요하다. 

127)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of Scale)’이란 투입된 생산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산업경제에 적용되던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 of Scale)’과 상반된 

현상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생산량은 점차 줄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롭게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수확의 증가량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떤 산업이든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대량의 자원을 대규모로 가공 처리하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수확체

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반면, 적은 자원과 집약된 첨단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에

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전형적인 수확체증 특성이 보인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수확체

증의 법칙”,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567&cid=43667&categoryId=43667>, (2015년 8월 18일 오후 12시 

12분).) 

128) 임원선,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아카데미(2013), 23쪽. 

129) Lessig, Lawrence., Code, PerseusBooksGroup (2007),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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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T혁명과 함께 성큼 다가온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어떻게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

츠 창작을 장려하여 더욱 풍부한 문화발전을 이룰 것인지, 또 그러한 창작의 과실을 나눔으

로써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는 현행 저작권법이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130) 현행 저작권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었고 잠재된 대부분의 모호

성은 주로 기술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었다.131) 저작권은 저작물의 생산과정에서 저작자에게 

필연적으로 부여되는 자연권이 아니라, 문화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서 주어지는 사권(私權)에 불과하다.132) 따라서 저작권 제도가 사회의 문화발전이라는 본질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환언하

면, 저작권보호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책적인 목

적 달성 여부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때 저작권 보호 범위는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직

하며,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

권에 대하여 국내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에서 ‘공익’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논의134)와 함께, 계약법적인 성격의 사권인 

저작권에 행정벌적인 내용의 입법으로 지나치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135)에 대해서도 

사회적 동의는커녕, 입법부나 관계당국은 대답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저작권보호가 자연법적인 권리가 아닌, 시대에 따른 문화양식의 선택이

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성문법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은 그 속성상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과 

130) 현재의 저작권법은 최선의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저작자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한다는 목적

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유로는 비교적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131) 이에 대한 대표적이고도 상징적 표현이 바로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외친 “Changing technology enforces 

us confront to choice,”이다. 

132) 이러한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저작자들은 창작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저작물이 창작되어 사회에 유통됨으로써 사회전체의 

공익이 증가하게 된다.

133)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작곡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저작권법이 통과된 후에 베르디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의 효과 중 하나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많은 돈을 벌자 베르디는 작곡을 더는 

하지 않았다. 브람스 역시 출판업자가 다른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준 저작권법의 통과 덕에 많은 돈을 벌었

고, 그는 일찍 은퇴했다. (임원선,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아카데미(2013), 51쪽.)

134) 공익은 사익의 총체적 집합이라고 해석됨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135) 저작권법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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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지만, 소유권처럼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최종 목

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136) 

예를 들어 패러디(Parody)가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패러디와 원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가 저작권

침해의 본질적 기준일지라도 가치창출이 공익으로 이어져,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

한 침해기준은 더 큰 국익이나 공익상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정책기조는 기본

적으로 저작자의 권리강화나 저작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강화’에서 저작물의 소비를 증진

시키고, 자극하여 저작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저작자의 인센티브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이 시도되어야 한다.137) 양성평등은 물론,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되어 가면

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성혁명(性革命)처럼,138) 인터넷 공간에서 기술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

(Nonrivaliness)’이라는 기술특성 등으로 인하여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광속도로 배포･전

송되며,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손쉽게 이용되고, 용이하게 침해될 수 있기에 선택에 

의한 저작권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이 궁극적인 목

적으로 하는 규범체계이고, 따라서 저작권은 보다 풍부한 창작을 유도하여 사회에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도구로서의 본질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구촌 이웃에서 이미 ‘혼외동

서’139)가 오래전부터 합법화되고 일반화되어가고 있듯이,140)141) 온라인상에서도 콘텐츠의 자

유로운 이용이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윤리규범의 형식적 선택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가 

136)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기한 항변은 논리적으로 원고의 주장･입증사항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이후에 행하여진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실질적 유사성은 양립가능하다. 

137)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향상발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로서 어떠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

자의 이익보호’와 다수국민의 이익으로서 ‘문화향상 발전’이라는 두 개의 법익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기, �UCC

와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 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8), 64쪽.)

138)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

며 환영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통령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 년 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써 나가는 그런 곳”이

라면서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 재판의 원고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전화를 걸어 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했다. 

139) 혼인의사 없이 남녀가 혼인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2005), 100쪽.)

140) 스웨덴은 혼인법에 의한 세계최초의 혼외동서를 인정한 나라이다.(Ibid,) 이러한 현상의 법률적 철학적 근거는 간단하다. 

각자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141) Clark., “The New Marriage”, 12 Willamette I.J. (1976), M. A. Glendon, “The New Family and the new Property”, 53 

Tulane I. Rev.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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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42) 마치 혼인이 가족법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은 혼인하지 않고 가정이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143)144) 즉, 이제 저작권법의 본질과 형식도 기능적 원칙으로서 ‘규제’

를 탈피하여 문화기본법이자 문화헌법으로서 지구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결하는 ‘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5) 

142) 계약으로서 ‘혼외동서’는 ‘제도’로서 혼인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있지만, 영국, 미국, 폴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급증추세에 있으며, 그들의 자녀수도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2005), 101쪽.)

143) R. Frank, “The Strains of cohabitation in Legal System of West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33 Am. J. 

of Comp. L. 196 (1985).

144) “Cohabitation without marriage”, 29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2 (1981).

145) “달걀이 스스로 깨지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에 의해 깨지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는 표현도 있다. 저작권선순환구조로의 전환

에 대한 연구는 이와 다를 바 없으며, 스스로 개선하고 개척하여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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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technology have strongly influenced on copyright system. After the 2000s, 

existing digital contents with new method of creation have brought some good results, but still 

revision of system and law that are relate to it were still behind compared to IT technology 

development. This ironic phenomenon shows that copyright law does not correspond with its 

purpose “cultural promotion through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n South 

Korea, copyright for digital contents still are not defined clearly even though various media and 

digital contents based on new techniques has already been emerged. Therefore, for achieving 

ultimate purpose of copyright, we should concentrate on figuring out problems in current 

copyright law. After that, we need to discuss how we use new method of creation, and check 

potential ambiguity in copyright system. Prior to discussing current copyright law, this paper will 

be examining all kinds digital contents created new techniques and its current status of use. Next, 

this paper will show various approaches to balance of right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Finally, based on ways of activated use of creative work, this paper will suggest solutions for 

bringing virtuous circulation for current copyright system,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phenomenological exampl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will focus on copyright law-paradigm changes, the tragedy of 

commons and the tragedy of anti-commons. This approach is based on potential ambiguity 

analysis about various use of creative work. By this process, this paper reaches at final conclusion; 

copyright use-un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is serious problem for creating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to sole this current obstac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iable 

user-organization, to discuss legislative solutions, and to suggest 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 

for activated use and compensation system.

Virtuous circulation for copyright system never be built up until activated use of creation work 

are guaranteed. Therefore, based on the fact that sum of one’s own interests bring public interests, 

this paper says that activate use of creation work does contribute to copyright protection and 

culture development. This is latent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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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우수논문공모전에서는 매우 참신한 연구논문이 많이 

응모되어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번에 응모된 연구논문들은 게임, 방송, 무용, 금융, 종교 등 그 연구주제와 분야가 매우 

다채롭고, 법제도, 정책, 기술 등 학문분야의 다양성과 통섭도 엿볼 수 있었으며, 그중

수상작들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연구결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의 관심과 노력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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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교수

프 로 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사총평

저작권 논문공모전에 응모한 다수의 논문은 매우 시사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현

안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개진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법적 해석을 시도한 게임 관련 논문은 공모라는 제도에 적합한 논문 주제선정 및 방법

론 채택 등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핵심 쟁점이 아닌 일반적 내용에 대한 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응모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법리에 대한 이해 없이 선행연구의 내용을 차용하는 듯한 느낌을 질의

및 응답 과정에서 받은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주제 선택, 참신한 접근방법 등은 저작권분야의 학문발전에 참신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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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교수

프 로 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EU법센터장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법제처 법제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편집위원장

심사총평

저작권법은 수상작들의 주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게임저작물, 방송음원, 웹

툰 등 젊은 세대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

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제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으며 그 지식

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논리를 구성하여 글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논문들을 심사할 수 있어서 즐거웠으나 대신 변별력

을 가지고 심사하기가 그만큼 까다로웠습니다. 수상여부를 떠나서 훌륭한 논문들을 읽

게 해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수논문 공모전을 통해 자신

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장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우수논문 공모전에 저작권법에 관심있는 많

은 학생들이 참가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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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교수

프 로 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2012. 9 - 2013. 8)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2009. 5 -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2010. 9 - 2012. 8)

특별법 연구(대법원) 편집위원 / 산업재산권(한국지식재산학회) 편집위원 / 저작권법학회 이사

법학적성시험(LEET) / 사법시험 / 변리사시험 위원 다수

연세대 / 경희대 / 인하대 시간강사 (2003. 9 - 2005. 2)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 (2000. 2 - 2003. 7) 

심사총평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의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작권 보호는 각 국가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학(원)생들의 건강한 저작권 문화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도 어느덧 10돌을 맞이하였다. 올해는 15편의 대학생 논문

과 9편의 대학원생 논문이 응모되었는데, 그 중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메커니

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결을 분석한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판단

- 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라는 논문이 최우수상을,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음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부수적 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저작권법상 부수적 복제에 관한

연구 - 방송음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과 비교적 논의가 적은 웹툰 트레이싱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웹툰 트레이싱에 대한 저작권법상 연구 - 트레이싱

의 개념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

한 박성진 학생의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판단 - 메커니즘 분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라는 논문은, 대학생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

여,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메커니즘적 접근법을 취하는 해외 판례를 살펴본 후 게임저작물

침해 판단에 메커니즘적 분석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상자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대성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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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교수

프 로 필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

정부3.0 추진위원회 법제특위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심사총평

과거에는 주로 법학 전공자들이 많이 응모했었는데, 공모전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점

점 다양한 전공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작권법이 아닌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를 논문으로 작성한 작품들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부생

이거나 법학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이미 전문가 수준에 이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고된 논문들은 물론 모두가 훌륭한 글들이겠습니다만, 기존의 글과 생각들을 답습

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펼친 학생에게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설령 논문의 형식

에 맞지 않거나 이론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자신만의 생

각을 글로 만들어보려는 모습을 통해 창작의 고통과 기쁨이 오롯이 전달되었습니다. 수

상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참여해 준 학생 모두가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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