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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운명’ 이라는 이름이 붙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67〉(1808)은 단지 여덟 개의 음계로 이루어진 주제

로 폭발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반대로 케루비니의 〈판테온 찬가〉(1794)는 오늘날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혀

졌다. 그러나 두 곡은 매우 흡사하다. 지휘자 ‘존 엘리어트 가드너’로부터 제기된 학설에 의하면 베토벤의 〈교향

곡 제5번 C단조 작품 67〉의 도입부 주제는 이 곡이 쓰이기 10여 년 전에 등장한 〈판테온 찬가〉와 매우 흡사하며 

이 주제가 여러 성부에 등장하면서 서로 대화하듯 주고받는 형식도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1) 이는 과연 ‘운명’적

인 유사성일까? 베토벤은 자신의 장례식에 케루비니의 장송곡을 연주할 것을 유언하기도 하여 실제로 케루비

니의 〈다단조 레퀴엠〉(1817)은 1827년 베토벤의 장례식 때 두 차례나 연주되었다.2) 또한 베토벤은 생전에, 동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오페라 음악작곡가로서 케루비니를 거명하였다.3) 위와 같은 사실로 베토벤과 케루비니는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베토벤이 케루비니로부터 어느 정도는 음악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베토벤의 작품에 그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요점은 음악에 

있어 타인의 곡 일부분을 차용하는 행위는 고전주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며 두 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법은 ‘샘플링(Sampling)’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아이유’의 〈Twenty-three〉(2015)는 미국의 유명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Gimme more〉(2007) 음원 

일부를 무단 샘플링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빈지노’의 〈Dali, Van, Picasso〉(2013)는 표절논란

이 일자 “단지 샘플링이다”라고 반박하였는데, 무단 샘플링으로 밝혀져 해당 작곡가가 저작권을 포기한 바 있

다.4) 샘플링에 대한 저작권인식이 확립되었다는 음악계의 외침과 달리 위 사건들과 같은 논란은 끊임없이 반

복된다. 대중에게는 논란거리로 다가서며 가수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음반기획사는 뒤늦은 합의를 시도한다. 

샘플링은 현대의 대중음악에 있어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기법이 되었다.5) 그러나 현재는 샘플링에 관련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다. 단순히 악곡을 ‘발췌’한다는 특징과 이용형태가 매우 다양하

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며 원곡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지할 수 있다면 저작권침해’라는 추상적인 

기준의 적용은 어렵다. 샘플링과 관련한 국내의 학술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판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무단 샘플링에 대한 분쟁은 음반기획사의 합의차원에서 마무리되며 결국 ‘잘’ 해결되는 외

관 탓에 샘플링의 법적인 본질을 파악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샘플

링의 법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판단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며, 더 나아가 

샘플링기법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1)	유윤종,	“베토벤「운명교향곡」프랑스혁명	상징…英가디너주장”,	동아일보,	1997.01.03.일	자,	33면.	

2)	노기환,	케루비니「다단조	레퀴엠」의	음악적	특징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2013),	8면.

3)	노기환,	위의	논문,	9면.	

4)	윤성열,	“표절논란	빈지노,	원곡자에	곡	사용승인..저작권	넘겨”,<http://star.mt.co.kr/stview.php?no=2014040718202837774&type=3>,	

	 (검색일	2016.08.21.).

5)	이도협	외,	원곡의	소스를	소재로	한	곡	프로세싱	eQ	위주의	연구,『한국	공학·예술학회	논문지』,	제6권	제1호(2014),	38-40면.

샘플링(Sampling)이란 별개의 음악저작물 일부를 차용하여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음악적 기법이다. 무단 샘플링은 음악저작물이 고정된 음반에서 일부분을 ‘발췌’하

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각각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의 연구는 미비하

며 관련 판례의 누적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분쟁은 음반기획

사 차원의 합의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외관 탓에 샘플링의 법적인 

본질을 파악하려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무단 샘플링에 있어서의 침해 판단기

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더 나아가 샘플링의 공정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

안을 제시한다.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검토하여 본다. 가장 먼저 원곡에서 샘플링된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

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실질적 유사성의 존

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인지 복제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샘플링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저작인접권만을 침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에 관

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본다.

저작권침해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침해의 예방이고, 제도적 장치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

서는 샘플링을 위하여 라이선스를 분할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본다. 또한 샘플링에 대한 비용의 책정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회적인 샘플링저작권료가 아닌‘보상권’의 형식으로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는 방

안을 검토하여 본다. 이러한 제도에 기초하여 샘플링음원 유통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그 법정허락의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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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의 방법에 따른 분류

음원샘플링 간접샘플링

악곡이	고정된	음원	자체의	일부분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췌하여	샘플링을	하는	경우

악곡의	일부분을	재녹음	또는	재제작하여

샘플링에	이용하는	경우

힙합음악인 <그림 2>의 곡은 <그림 1>의 곡에서 등장하는 전주를 특별한 가공 없이 가사를 붙여 도입부에 

이용하였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랩의 반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프레이즈 샘플링’의 대표적인 예시이

다. 프레이즈 샘플링은 일명 ‘통샘플링’이라 불리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샘플링이다.

<그림 3> 조용필의 〈물망초〉(1981) 42초 부분

<그림 4> The alchemist의 〈The essence〉(2004) 1분 38초 부분

<그림 4>는 <그림 3>부분의 음정을 높인 후 변조를 가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음정을 조정하는 ‘피치 쉬프트’ 

기법의 대표적인 예시라 볼 수 있다. 

<그림 5> 다이나믹듀오의 〈AEAO〉(2014)  전주부분 파형11)

<그림 5>의 곡은 ‘Aquarian Dream’의 〈Yesterday〉(1978)를 샘플링한 곡으로 ‘컷 앤 페이스트’ 기법이 활

용되었다. 원곡의 경우 b부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림 5>의 경우 붉은 음영의 a부분을 복사하여 b부분에 여

러 차례 붙여 넣었다. 위 곡은 컷 앤 페이스트 기법뿐만 아니라 프레이즈 샘플링 기법 또한 사용하여, 샘플링

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곡의 반주로 사용한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효과음’으로 샘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욱 특이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즉, 샘플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이용방법은 한정할 수 없이 다양하며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2. 샘플링의 분류

무단 샘플링12)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샘플링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샘플링을 ‘기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기법의 다양성 및 혼합적인 이용에 따라 획일적인 분류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연구에 앞

서 샘플링을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 것인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3)

<표 1> 샘플링의 방법에 따른 분류

11)	해당	음원에서	발췌한	오디오	파형으로	상·하는	소리의	크기,	좌·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12)		무단	샘플링인지	샘플	클리어런스를	거친	샘플링인지의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샘플	클리어런스를	마친	샘플링을	지칭하여	‘샘플

링’이라	표현하여	‘무단	샘플링’과	구분하기로	한다.

13)	간접샘플링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를	위해	새로이	상정한	용어이다.

II.	샘플링의	개념과	분류

1. 샘플링의 개념과 기법

(1) 샘플링의 개념 및 인식현실    

샘플링이란 통계적인 의미로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호처리에 있어서는 아날로

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6) 그러나 본 논문에서 문제되는 샘플링은 ‘별개의 음악

저작물 일부를 차용하여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주로 힙합에서 사용되는데,   

‘음원’의 일부를 발췌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분쟁의 여지가 있다. 샘플링을 하

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샘플 클리어런스(Sample Clearance)’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샘플 클리어런스에 대한 음악계의 인식은 극명히 엇갈린다. 예컨대 ‘사이먼 도미닉’의

〈사이먼 도미닉〉(2015)은 해당 가수가 음반 발매 전에도 약 10년 동안 공연하던 곡이었으나, 무단 샘플링이라

는 점을 작곡가 스스로 인지하고 샘플 클리어런스를 마친 바 있다.7) 반면, “고소를 당한다면 감옥에 갔다 올 

것이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샘플 클리어런스를 하겠다”는 인터뷰로 화제가 된 작곡가도 있다.8) 음원

의 수익보다 샘플 클리어런스 비용이 더욱 많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단 샘플링을 한다는 것인데, 음악의 

경제적 측면만이 부각되는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2) 샘플링 기법

샘플링의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프레이즈 샘플링(Phrase Sampling)’, ‘피치 쉬프트(Pitch Shift)’, ‘컷 앤 페

이스트(Cut & Paste)’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원곡의 일부를 효과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9) 그 기법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하여 샘플링 기법이 이용된 악곡을 단순화된 악보로 표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10)

<그림 1> Hall & Oates의 〈You’re much too soon〉(1974) 전주부분

<그림 2> 다이나믹듀오의 〈고백〉(2005) 도입부

6)		대법원은	과거	LP레코드판에	아날로그	식으로	녹음된	음원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칭하였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7)	작곡가	‘그레이’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callmeGRAY/status/631355794454282241>,	(검색일	2016.07.11.).

8)		손성준,	“’샘플링	논란’	소리헤다,	음악성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

CD=A0001848964>,	(검색일	2016.07.12.).

9)	eric	Lindemann,	“Music	synthesis	with	Reconstructive	Phrase	Modeling”,	Ieee	signal	Processing	Magazine,	24	(2007),	p.	87.

10)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악보는	시각적인	이해를	위하여	쉼표·조표	등의	표시를	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화	시킨	악보로서,	샘플링	판단에	용이하도록				

채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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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곡의 분해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악곡의 분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표

현’인 부분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아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저작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악곡의 특성에 따라 악

곡을 각 요소별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인데, 판례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

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2) 

(3) 원곡부분의 보호가능성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론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관습적으로 이어져오는 표준은 보호되지 않

으며, ‘표준적 삽화(Scenes a
0

 faire)’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특정 아이디어의 표현에 표준적이거나 필수적

일 때 보호될 수 없는데, 이 표현들을 보호한다면 결국 저작권법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이다.23) 즉, ‘음악적 클리셰’는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24) 이러한 보호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자우림’의 〈청춘

예찬〉(2005)과 ‘더 코어스(The corrs)’의 〈Only when I sleep〉(1997)을 예시로 분석해 보았다.25)

<그림 6> ‘자우림’의 〈청춘예찬〉의 간주부분 멜로디

<그림 7> ‘더 코어스’의 〈Only when I sleep〉의 간주부분 멜로디

<그림 8> 두 곡의 대조 (첫 음을 같게 변경)

<그림 6>부분과 <그림 7>부분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림 8>과 같이 두 부분의 시작음을 같게 하면 거의 일

치한다.〈청춘예찬〉은 간접샘플링26)의 방법으로 〈Only when I sleep〉의 간주를 샘플링하였는데, 사용된 악기

는 아일랜드 악기인 ‘틴휘슬’로 같다. 두 부분은 외관 상 유사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부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원곡부분이 보호되는 부분인가’에 관한 판단이 선

행되어야 한다. ‘더 코어스’는 아일랜드 민요를 재해석하여 부르는 가수이다. 또한 <그림 7>부분은 아일랜드 

민요에서, 특히 틴휘슬로 연주되는 악곡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즉, 두 악곡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원곡

의 부분이 민요로부터 유래된 부분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22)	대법원	2015.8.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23)	김병일,	앞의	논문(각주18),	51면.	

24)		Klischee	(독일)	또는	cliché	(프랑스)는	일종의	고정관념	또는	선입관으로,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이나	관념·견해를	뜻한다.	주로	영화에서	사용되

는	용어이나,	본	논문에서는	‘음악에서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관용구’를	의미한다.	신혜수,	음악의	감각적	특성과	클리셰,	『서양음악학』,	제14권	제2호

(2011),	89면.

25)	이	두	곡에	관한	논쟁이나	다툼은	없었으며,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분석하여	보았다.

26)	앞서	제시된	<표	1>에	따른	분류	중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재녹음	또는	재제작하는	경우이다.

‘음원샘플링’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음원을 복제하여 재가공해 사용하는 형태의 샘플링이다. 앞서 살펴본 <

그림 3>, <그림 4> 및 <그림 5>의 경우가 음원샘플링인데, 음악저작물이 고정된 음원 그 자체의 일부를 사용

한다. 반면 간접샘플링은 음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2007)는 〈엘리제

를 위하여〉(1810)를 간접샘플링하였다. 특정 실연자의 연주가 고정된 음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조

하여 일부분을 재제작하여 사용한 것이다. 간접샘플링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나 레퍼런스

14), 표절15)과 모호한 경계에 있는데 그 구분기준은 ‘음원에 대한 모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악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끼거나 영감을 얻는 형태와는 달리, 간접샘플링은 악곡의 특정 부분과 그 부분이 고정된 음원 자체

를 모방한다. 특히 현대 대중음악에는 소프트웨어상의 가상악기가 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원곡의 음원과 유

사한 소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샘플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Ⅲ.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방법

1. 원곡의 보호여부에 대한 판단

(1)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한다.16) 결국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이에 관

련하여 추상화이론17), 유형화이론18), 외관이론19)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음악은 감정을 전달한다는 본질적 특

성상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느낌’의 판단도 중요하다. 최근 이슈가 된 미국의 판례(Copeland 

v. Bieber)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두 단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 ‘고유의 유사

성’과 ‘외부적 유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인데, 고유의 유사성은 청중에게 ‘비슷하다’는 인상을 줄 때 인정되며 

외부적 유사성은 분해(Dissection)를 거쳐 판단하고,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21)

14)		사전적	의미로는	참고·참조	등이며,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본다’는	뜻을	가졌다.	음악에서는	‘작곡에	참고한	음악’으로	사용된다.	 ‘장르

적	유사성’,	 ‘클리셰’도	넓게	보면	모두	‘레퍼런스’로	볼	수	있다.	김원겸,	“가요	표절논란의	핵심	‘레퍼런스’란?”,	<http://news.donga.com/3/

all/20131114/58878797/9>,	(검색일	2016.09.01.).

15)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홍상현,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법학연구』,	제11호(2008),	95면.

16)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17)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가	제시한	판단방법으로,	희곡에	있어서	사건을	하나씩	지워나갈수록	둘	사이의	동일성은	점점	커지며,	결국	최후

에는	그	희곡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만이	남고,	그	때는	제목만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렇게	희곡을	추상화해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

와	‘표현’을	가르는	지점이	나타나고	아이디어의	영역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45	F.	2d	

119	(2d	Cir.	1930).).

18)		추상화이론의	한계에	대한	보완으로	유형화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은	저자의	아이디어와	그가	사용한	정교한	유형(pattern)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유사성에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2013),	51면.	

19)		청중이	듣고	유사성을	느낄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이는	단순히	‘느낌’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나,	음악저작물은	음을	통

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본질적인	존재목적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중요한데,	미국의	상당수의	판례에서	‘total	concept	and	feel’을	언급하며	외관

이론을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Roth	Greeting	Cards	v.	United	Card	Company,	429	F.	2d	1106	(9th	Cir.	1970).).

20)	Copeland	v.	Bieber,	789	F.	3d	484	(4th	Cir.	2015).

21)		여기서	고유의	유사성은	‘intrinsic	similarity’,	외부적	유사성은	‘extrinsic	similarity’로	각각	‘본질적	유사성’과	‘비본질적	유사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뉴스	영화	드라마	생방송	광고』,	커뮤니케이션북스(2013),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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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악곡의 분해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리듬, 화성 그리

고 가락을 모두 한꺼번에 샘플링하는 경우도 있으며 리듬, 화성, 가락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차용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반적인 음악저작권침해의 경우보다 고도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음향기술적인 측

면을 중시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물론 청중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은 앞서 제시

된 ‘외관이론’과 같다. 다만 청중평가에 있어 그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은 전문가일 수도 있으나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34) 음반시장에서 해당 악곡의 소비 대상이 되는 집단이어야 할 것이다.35) 

(2) 적용례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빈지노’의 〈Dali, Van, Picasso〉의 샘플링 사례를 통해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Dali, Van, Picasso〉의 전주는 곡 전체에 걸쳐 계속 반복된다. 곡의 전반부에서는 피아노로 연주되며, 중

반부에서는 변조를 통한 기계음으로 반복되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피아노로 연주된다. 이 곡이 무단 샘플링

한 곡은 독일의 가수 ‘Fiva’의 〈Süd Sehen〉(2009)의 도입부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이 곡도 ‘Chet Baker’의

〈Alone Together〉(1959)의 도입부를 샘플링한 것이다. 

<그림 9> 제시된 세 곡을 〈Alone together〉을 기준으로 같은 조로 바꾼 악보 

세 곡을 같은 조로 바꾼다면 <그림 9>와 같다. 〈Alone Together〉에서는 단 한 번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Dali, Van, Picasso〉와 〈Süd Sehen〉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우선 원곡부분을 분해하여 본다면, 장르

는 ‘재즈’이며 리듬과 화성, 가락 모두 음악적인 클리셰 또는 전통음악에 해당되지 않고, 보호가능성이 있다. 

이를 샘플링한 〈Dali, Van, Picasso〉는 힙합곡이지만 샘플링한 부분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재즈풍의 느낌을 

준다. 단지 두 마디만을 샘플링하였으나 이를 계속적으로 반복시켰으며, 음원샘플링36)의 방법으로 샘플링하였

기 때문에 동일성이 확연히 느껴진다. 결국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Süd Sehen〉의 경우

에는 〈Alone Together〉의 대부분을 샘플링하였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37)

한편 위와 같은 음원샘플링방식의 경우에는, 원곡의 음원에서 발췌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별

개로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후술한다.

34)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

다1642	판결.).

35)	Roth	Greeting	Cards	v.	United	Card	Company,	429	F.	2d	1106	(9th	Cir.	1970).

36)	앞서	제시된	<표	1>에	따른	분류	중,	음원을	직접	발췌하는	형태의	샘플링이다.

37)		Chet	baker는	미국인이며,	해당	음반을	발매한	Riverside	Records	또한	미국의	법인인데,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sound	Recording’,	즉,	‘녹음물’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에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국제사법	제

3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이	대한민국이며,	저작인격권에	기한	저작권침해금지청구에	있어서도	베른조약	제6조의2	제3항에	따

라	‘보호가	요구된	국가’인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삼게	되므로,	저작인접권에	관한	판단을	한다.	저작인접권에	관련하여	후술하도록	한

다.	이규호,	저작권관련	사건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2008),	7-15면.				

과거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에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도 ‘구전가요를 따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만을 판단한 바 있다.27) 결국 외관 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

곡부분이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8) 

(4) 최소 침해의 원칙에 대한 고려

샘플링된 원곡부분이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능한 부분일지라도 그 침해가 미미하다면 저작권침해를 구성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29) 예컨대 미국의 가수 ‘마돈나(Madonna)’의 〈Vogue〉(1990)

는 ‘Vincent Montana’의 〈Love Break〉(1983)에 삽입된 호른소리를 무단 샘플링하였다고 피소된 바 있다. 그

러나 샘플링된 부분은 관악기로 연주되는 악곡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음이며 0.23초의 분량으로 매우 적은 부

분이다. 또한 해당 부분은 ‘프로테우스(Proteus)’라는 소프트웨어상의 가상악기로 재제작하였다. 즉, ‘간접샘

플링’이다. 두 곡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느낌이지만 단순히 리듬적 유사성일 뿐이며,〈Vogue〉가 〈Love Break〉

를 어느 정도 참조했더라도 그 리듬은 저작권법상 보호될만큼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될 수 없을 것이다.30) 결국 〈Vogue〉의 작곡가는 〈Love Break〉를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31)

다만 최소 침해의 원칙이 지나치게 확장된다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32) 무단 샘플링에 있어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두

루 고려해야 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점은 양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는 범위를 확정짓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악곡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무단 샘플링한 부분이 원곡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새로운 곡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동시에 청중에게 그 본질적인 ‘사상’을 동일한 ‘표현’으로 전달하

게 된다면 최소한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1) 판단의 원칙과 샘플링의 특수성

복제권의 침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저

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을 가질 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다. 이 때,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는 것은 직접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일정한 간접사실로 추정될 수 있다.33) 이러한 법리는 음

악저작물에서도 같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련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샘플링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이론에 다소의 변형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27)	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8736	판결.

28)	다만,	의거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29)		Jeremy	scott	sykes,	“Copyright	-	the	De	Minimis	Defense	in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s	Involving	Music	sampling”,	36	U.	Mem.	L.	Rev.	

749	(2005),	p.	753.

30)		erin	e.	Rhinehart,	“Madonna	Doesn’t	need	a	License	to	“Vogue””,	<http://www.americanbar.org/publications/tyl/topics/poplaw/poplaw-

madonna-doesnt-need-license-vogue>,	(검색일	2016.08.30.).

31)	VMG	sALsoUL	LLC	v.	Ciccone,	Court	of	Appeals,	(9th	Cir.	2016).

32)		stephen	R.	Wilson,	“Music	sampling	Lawsuits	:	Does	Looping	Music	samples	Defeat	the	De	Minimis	Defense,”	Journal	of	High	technology	

Law,	vol.	1	(2002),	p.	177.

33)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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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11> 〈Twenty-Three〉7초, 〈Gimme more〉 2분18초의 스펙트럼 

 

서두에서 제시된 ‘아이유’의 〈Twenty-Three〉사례에 있어서, 무단 샘플링된 부분은 곡 전체에서 4초 내외

의 분량을 차지한다. 이는 리듬·가락·화성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비음악적인 요소로서의 소리이다. 

이 부분 없이도 곡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정도인데, 원곡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사

안이다. 그러나 <그림 10, 11>을 보면 뒤집혀 누운 S자의 소리 스펙트럼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이 음

원샘플링의 방식으로 샘플링되었다고 짐작되는데, 이러한 샘플링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 

(2) 녹음물에 대한 보호

판단에 앞서 미국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녹음물(Sound 

Recording)을 저작재산권의 일부로 보호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녹음물과 관련된 분

쟁의 문제해결이 용이하다.45) 앞서 제시된 ‘마돈나(Madonna)’의 〈Vogue〉사건에서는 샘플링 사실을 평균인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을 새로이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46) 

우리 저작권법상 이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저작권법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살펴본다. 

저작권법 제16조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는 것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

78조에서는 음반제작자가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을 정하고 있다. 음반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복제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

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샘플링을 통하여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과 별개로 음반제작자의 복제

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샘플링에 있어서 ‘복제’에 대한 범위를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샘플링이 음원을 복제하게 되는 경우는 <표 1>의 분류 중 음원샘플링인 경우이다. 음원샘플링 과정에서는 

음원의 일부분이 복제되는데,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변경하여 복제하

는 것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복제가 된다.47) 또한 음원샘플링 과정에서 음원의 일시적 복

제도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이다. 

45)		미국	저작권법	제	114조의	(b)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더라도	

다른	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간

접샘플링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46)	VMG	sALsoUL	LLC	v.	Ciccone,	Court	of	Appeals,	(9th	Cir.	2016).

47)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2014),	312-318면.

3. 2차적저작물성의 판단38)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원저작물의 복제물이거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5조 제1

항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제

2조 제22호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하는 행위를 복제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을 때 2차적저작물이라고 본다.39) 여기서의 창작성이란 완전

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닌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단지 저

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40) 예컨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41)으로 편곡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

당 곡들을 2차적저작물로 판단한 바 있다.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결과물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2

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인데,42) 샘플링의 경우에는 위 사안보다 창작성이 낮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앞서 

소개한 일명 ‘통샘플링’이라고 불리는 프레이즈 샘플링은 샘플링의 기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원곡의 

특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기법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원곡의 일부분만을 재가공하여 이용한다. 또한 원

곡부분을 이용함에 있어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반영되어 새로운 악곡을 만드는 것은 샘플링기법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원곡의 특정한 부분을 차용하여 음정을 조절하고 잘게 잘라 재배치하거나, 그

저 효과음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샘플링에 대해서도 그 저작물이 복제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샘플링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4.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판단

(1) 샘플링의 특성에 따른 저작인접권 침해 가능성

샘플링은 ‘발췌’한다. 그렇다면 무단 샘플링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한 자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43) 즉, 음반의 제작자가 음반에 음을 고정시키는데 투입

한 자본 내지는 노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44)

38)		2차적저작물인지	복제물인지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침해의	구제는	2차적저작물이거나	복제물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복제권은	각기	다른	실체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필요

하며,	이는	민사소송의	과정에	있어서	변론주의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두진,	2차적저작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6권	제1호(2009),	4면.	

39)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40)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41)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제작하기	위해서는	‘DAW	(Digital	Audio	Workstation)’이라는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DAW에서	음이

나	박자	등의	음악적	표현은	음의	높이와	길이가	도표화된	부호	및	일정한	신호를	통하여	입력하며,	이러한	신호를	‘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라고	부른다.	컴퓨터에	연결된	악기로	연주하여	MIDI로	변환되거나,	혹은	DAW상에서	직접	작성된	신호는	‘Vst(Virtual	studio	

technology)’,	즉,	‘가상악기’로	연주되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원이	된다.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음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42)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43)	샘플링에	있어서	대부분	디지털음원을	이용하는데,	2016.9.23.	시행될	일부개정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의	개념에	‘디지털음원’도	포함시켰다.	

44)	2016.9.23.	시행될	일부개정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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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9.23.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의 조항에서 종전의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하

는 공정이용의 요건을 삭제하여 공정이용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공정이용의 요건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

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한다.51) 이때 이용방법과 ‘충돌’한다는 것은 ‘원저작물의 이용을 

방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원저작물과 이용방법이 같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음악은 ‘듣는 것’이라는 

동일한 이용목적에 따라 음악저작물에 있어서의 공정이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의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샘플링을 통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해 대체제의 성격을 가져 음반시장에서 원저작물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혹은 원곡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상업적 고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52) 

6. 소결

앞서 샘플링을 방법에 따라 ‘음원샘플링’과 ‘간접샘플링’으로 분류하였고, 그 법적인 지위는 복제물, 2차적저

작물 또는 독립된 신 저작물 중 하나가 된다. 이 두 가지 범주의 조합으로 샘플링은 아래 <표 2>와 같이 여섯 

개의 범주로 나뉜다. 이 분류에 따라 원곡에 대한 보호가능성의 판단,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창작성에 따른 2

차적저작물성 판단의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샘플링의 세부적인 분류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함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나	창작성이	부가됨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

발췌하여	이용
i)	음원샘플링-

복제물

iii)	음원샘플링-

2차적저작물

v)	음원샘플링-

독립된	신	저작물

재녹음	또는	재제작	
ii)	간접샘플링-

복제물	

iv)	간접샘플링-

2차적저작물

vi)	간접샘플링-

독립된	신	저작물

<표 2> 샘플링의 세부적인 분류

51)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	호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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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제1호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은	2016.9.23..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에서	삭제된다.

52)		개정되는	저작권법에서	영리성과	관련된	요건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영리적이어도	공정이용이	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영리성’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저

작물의	상업적	특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였다고	사료된다.	즉,	영리성이	많이	존재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

는	결론은	법	개정	후에도	같을	것이다.	

즉, 음원샘플링에 있어서는 일시적 복제·일부분의 복제·간접적인 복제의 경우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

우’로 복제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 부착될 수 있는데, 음원샘플링에 있어서 대부

분의 경우는 독립된 신 저작물이 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8) 한

편, 간접샘플링의 경우에는 재녹음 또는 재제작을 하는 경우이므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 결과물이 복제물의 수준이라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대부분의 샘플링이 2차적저작물인 상황에서 샘플링이 복제물에 해당한다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3) 저작인접권 침해의 판단기준

정리하자면 무단한 음원샘플링에 있어서 i) 결과물이 복제물일 때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 ii) 결과물이 2차

적저작물일 때에도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 음원샘플링은 음악저작물 자체의 차용과 음반의 일부분을 발췌한

다는 특성이 모두 있으며,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iii) 결과물이 새로운 창작

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는 대체로 저작인접권 또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음원샘

플링이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써 복제로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다만, 해당 음향이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음색’ 혹은 ‘음의 특성’은 

음악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전자적인 음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현대의 대중음악에서는 음향의 특

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음의 세밀한 조정에 따라 전혀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독창적인 음색으로 고정한 경우라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간접샘플링에 있어서 i) 결과물이 복제물일 때,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에서 정하고 있는 ‘복제’의 개념에 ‘다시 제작하는 것’ 또한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통해 

실제로 복제물 수준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ii)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판단될 때,저작

권은 침해하지만 음원에서 발췌하여 샘플링하지 않았고, 복제의 수준으로 음을 다시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ii) 결과물이 독립된 신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 일부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원에 대한 침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5. 권리의 제한

유행곡을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아이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49) 공정이용

의 법리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이용이 사회

적으로 이로울 경우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50) 

48)		독창적인	음향은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원	내의	독창적인	음향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공으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음반제작자의	권리라고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의	고정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독창적인	음향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는	독창적인	음향은	단순히	아이디어일	뿐이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아닌	실제의	악기로	독창적인	음향을	연주하여	녹음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또한	저작권이	아닌	실연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그	녹음물에	대한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49)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50)		tom	W.	Bell,	“Fair	Use	vs.	Fared	Use:	the	Impact	of	Automated	Rights	Management	on	Copyright’s	Fair	Use	Doctrine”,	76	n.C.	L.	Rev.	557	

(1998),	p.	558.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14 15



최
우
수
상

샘
플

링
의

 저
작

권
침

해
 판

단
과

 그
 활

용
에

 관
한

 연
구

결국 원곡부분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저작인접권침해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Pass the Mic〉는 〈Choir〉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나,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있다. 그러

나 음반제작자와의 샘플 클리어런스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Pass the Mic〉는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9항소법원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는데,55) 이는 소송의 원고가 작곡가였으며 원곡이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

용된 것으로 보인다.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사건 또한 위의 Newton v. Diamond 사건과 같이 <표 2>의 

v)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음반제작자와의 샘플 클리어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결과가 나

타났다. 다만 녹음된 음원을 이용한 것은 그 규모나, 새로이 녹음을 하는 여부, 혹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없이 그 자체가 저작권침해이므로 ‘허락을 받던, 샘플링을 하지 말던(Get a license or Do not 

sample)’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제6항소법원56)의 판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57) 무단 샘플링이더라도 저작권법

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며, 그것이 무단히 이루어졌더라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재판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판례에 대하여 Saregama India Ltd. v. Mosley 사건에서는 피고가 

샘플링한 세 개의 음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단 샘플링

은 무조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판결이 녹음물 개념을 지나치

게 확장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58) 

한편, 무단 샘플링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특히 동일성유지권에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베

른조약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은 저작자의 명예,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이다.59) 또한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서도 현행 동일성유지권으로 볼 수 있는 원장유지권 침해의 요건을 저작물의 내용 또

는 제호를 개찬, 절제 또는 기타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60) 그러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이라는 요건은 1987년 저작권법61)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위 개정으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

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

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된다.62) 결국 동일성유지권은 대부분의 무단 샘

플링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변형만으로도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63)

55)	newton	v.	Diamond,	349	F.3d	591	(9th	Cir.	2003).

56)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410	F.3d	792	(6th	Cir.	2005).

57)		Alexander	C.	Krueger-Wyman,	Mashing	up	the	Copyright	Act:	How	to	Mitigate	the	Deadweight	Loss	Created	by	the	Audio	Mashup,	14	U.	

Denv.	sports	&	ent.	L.J.	117	(2013),	p.	117.		

58)	saregama	India	Ltd.	v.	Mosley,	687	F.	supp.	2d	1325	(C.D	sDF.	2009).	;	saregama	India	Ltd.	v.	Mosley,	635	F.	3d	1284	(11th	Cir.	2011).

59)		WIPo	§	6	bis	(1)	Independently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e	said	rights,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said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	honor	or	reputation.

60)	1957년	제정저작권법	제	16조.

61)	1986년	개정저작권법.

62)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63)	이재진·이영희,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1권	제3호(2013),	123면.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판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결론 결론

원곡의

보호여부

실질적 유사성

존재여부 
창작성판단 법적지위 샘플링 범주

저작권

침해여부

저작인접권

침해여부

O O X 복제물
(i)	음원샘플링 침해 침해

(ii)	간접샘플링 침해 침해

O O O 2차적저작물
(iii)	음원샘플링 침해 침해

(iv)	간접샘플링 침해 침해없음

O X - 독립된	

신	저작물

(v)	음원샘플링 침해없음
독창적음향의	

경우에	침해

X - - (vi)	간접샘플링 침해없음 침해없음

<표 3>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판단 기준표

    위 판단기준에 따라 앞서 제시된 바 있는 Newton v. Diamond 사건 및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림 12> ‘James Newton’의〈Choir〉(1982) 도입부 (이하 ‘원곡’ 및 ‘원곡부분’)

<그림 12>는 Newton v. Diamond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으로서, 원곡에서 6초가량 등장하는 세 개의 음이

다.53)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Beastie Boys’의 〈Pass the Mic〉(1992)의 작곡가는 〈Choir〉의 음반제

작자와의 샘플 클리어런스를 마쳤으나, 작곡가와는 샘플 클리어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54) 샘플링은 

음원샘플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Pass the Mic〉에서는 원곡부분을 몇 차례 반복시킨다.

무단 샘플링의 판단에 있어서는 먼저 원곡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곡

부분은 C, Db, C라는 세 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창적인 가락은 아니다. 또한 이 부분이 원곡에서 상

당한 분량을 차지하지만 주요한 주제는 아니며, 일종의 음악적 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곡부분

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필요는 없으며 〈Pass the Mic〉는 

원곡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표 2>에 따라 이 사건 샘플링결과물의 범주를 나눈다면, 음원샘플링이며 

독립된 신 저작물인 v)의 경우에 해당한다. <표 3>에 의하면 v)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저작인

접권은 그 음향이 독창적일 때 침해된다. 그런데, 원곡부분은 플루트(flute)로 녹음되었지만 소프트웨어를 통

해 변조를 가하여 매우 독특한 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 음향적 특징은 〈Pass the Mic〉에 그대로 드러난다.

53)	이	악보는	newton	v.	Diamond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의	일부이다.	(newton	v.	Diamond,	204	F.supp.	2d	1244	(C.D.	Cal.	2002).).

54)		P.	Cuomo,	“Claiming	infringement	over	three	notes	is	not	preaching	to	the	“CHoIR”	:	newton	v.	Diamond	and	a	potential	new	standard	in	

Copyright	Law”,	10	B.U.	J.	sci.	&	tech.	L.	177	(2004),	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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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문안

제83조의3(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2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자는	그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69)

위 조항으로 샘플링의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70) 샘플링한 음악의 이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에 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지불하게 

될 것인데, 보상권과 부분적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샘플링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샘플링음원 유통 플랫폼의 마련

샘플 클리어런스 과정은 복잡하다.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허락을 득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저작자·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샘플링만을 위한 음원인 ‘샘플소

스’ 또는 ‘샘플CD’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데 그 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문제된다. 서두에서 제시된 ‘아

이유’의 작곡가도 출처가 불분명한 샘플소스를 구입해 사용하여 문제된 경우이다. 이에 샘플링을 위한 플랫폼

을 새로이 제시하여 본다.

 

<그림 13> 샘플링음원 유통 플랫폼의 개념도

69)	2016.9.23.시행될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한다.

70)		이에	대하여,	음반을	2차적저작물로	보아	그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상	녹음물(sound	

Recording)이	음반을	포괄하며,	2차적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수많은	방법이	혼합된	샘

플링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샘플링한	악곡을	다시	샘플링하고,	이를	음반으로	발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2차적,	3차

적,	4차적저작물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이로써	결국	샘플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녹음물개념이	아니라	음

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으로	저작권과는	별개의	장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반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규

정되어	있는	음반제작자의	보상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음원샘플링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음

원에	대한	보상을,	간접샘플링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Ⅳ.	샘플링기법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방안

1. 새로운 라이선싱방법의 제안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은 사후적인 논의에 불과하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

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영세한 작곡가는 결국 샘플링을 기피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샘플링에 관한 라이선싱제도를 정비하여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고, 샘플링기법의 공정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샘플링을 할 때에는 보통 원곡의 매우 적은 부분을 사용한다. 이에 부분적 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

다. 5분의 악곡에서 1초를 사용할 때, 5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분할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절 단위로 정할 수 있겠으나, 가장 타당한 단위

는 주제(Theme) 또는 작은악절64)(Phrase)로 보인다. 악곡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할하여 음원을 샘플링할 경

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구간에 대한 라이선스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더욱 정확한 ‘모티

브(Motiv)’65)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티브는 정형화되기 어렵다.66) 다만 각 부분에 들인 창

작자의 노력은 균등한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은 각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해질 필

요가 있다.   

2. 샘플링에 대한 보상권조항의 신설

저작권법 제83조67), 제83조의268)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이 규정

되어 있는데, 제83조의3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64)	음악으로서의	최소한의	감정과	의미를	나타내며	대개	가사의	1행에	해당된다.	두산백과,	“작은악절”,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5054>,

	 (검색일	2016.08.31)

65)	악식의	구성요소	중	의미통일체의	최소단위인	‘동기’를	의미한다.	한국기타문예원,	“악식”,

	 <http://mbiz.awadon.com/cafe_board/content.asp?table=76_cafe_201521214477&page=30&idx=486&c_idx=76>,		(검색일	2016.07.29.).

66)	안정모,	『알기	쉬운	악식론』,	다라(2000),	26면.

67)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68)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

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사전동의 음원취합 음원분할 코드부여

저작권료분배 샘플링음원별 이용데이터 축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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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문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업용	음반의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편곡을	포함한다.

다만,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한다.

그런데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저작자가 명시

적인 동의를 쉽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기 때문에, 위 단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에 음반의 2차

적저작물을 작성하려는 자에게 동의에 관한 최고권을 부여하고, 그 확답에 관하여 민법상 발신주의의 방법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제52조 제3항을 규정한다.

신설 조문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업용	음반의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편곡을	포함한다.

다만,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저작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조항으로 샘플링의 법정허락에 관한 저작인격권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며 샘플링이용

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허락의 취지는 저작물에 대한 영속적인 독점의 방지와 문화 접근성

의 향상이며,72) 이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감정과 명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73) 인격권의 침해

로 말미암은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이 부분에 관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깊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 보상액의 기준산정에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72)	최진원,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정보법학』,	제15권	제2호(2011),	222면.

73)	김형렬,	동일성유지권의	성질,	『정보법학』,	제14권	제1호(2010),	3면.

작곡가나 샘플소스의 제작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후, 타인의 2차저작물작성에 동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

잡한 샘플 클리어런스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 음원의 분할과정에서, 샘플소스의 경우에는 따로 분할할 필

요가 없으며 악곡인 경우에는 ‘주제’ 또는 ‘악절’과 같은 단위로 분할하게 된다. 각각의 음원에 코드를 부여한다

면 샘플링 결과물을 다시 샘플링하는 경우에 있어서, 권리자 파악이 용이해진다. 샘플링음원의 사용은 플랫폼

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는데, 이를 통해 저작권료의 분배가 가능해진다. 라이선스 지불의 방식은 현재의 샘

플 클리어런스 관행처럼 단순히 일회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에 대한 보상 또는 음원의 수익에 

따른 저작권료의 분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플랫폼은 한국음반산업협회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혹은 함께

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4. 샘플링의 법정허락 여부 검토

저작권법 제52조는 상업용(현행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정허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샘플링 

등의 2차적저작에 대한 법정허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에 샘플링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52조 제2항의 신설을 고려해 본다.

신설 조문안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①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업용	음반의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편곡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된다면 샘플링의 활성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넘어선 2차적저작의 문제이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의 저작권법 제115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편곡할 권한’을 포함한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며, 편곡의 범위를 ‘저작물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한다.71) 결국 샘플링의 법정허락을 위해서 ‘저

작자의 명시적 동의’에 대해 따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제52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저작자의 인격권에 대

한 단서를 포함시킨다.

71)		17UsC	§	115(a)	(2)	A	compulsory	license	includes	the	privilege	of	making	a	musical	arrangement	of	the	work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nform	it	 to	the	style	or	manner	of	 interpretation	of	the	performance	involved,	but	the	arrangement	shall	not	change	the	basic	melody	or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work,	and	shall	not	be	subject	to	protection	as	a	derivative	work	under	this	title,	except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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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글

예술은 끊임없는 연습을 거치고 그 연습은 모방을 거친다. 모방의 과정을 통해 같은, 또 다른 창작이 발생하

며 그렇게 문화는 발전한다. 그러나 무단 샘플링은 권리를 침해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문화로 취급되

어 배척되거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었다. 샘플링에 대한 문제는 겉으로는 매끄럽게 해결되고, 속으로는 음

반 산업시장의 기형적인 요소에 점철되어간다. 샘플링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유명한 음

악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속셈을 가진 모방이 아니다. 샘플링은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분야이다. 물론 ‘예술’의 

틀에 있다고 해서 ‘시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묘한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제는 소속사가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할 

때이다. 무단 샘플링의 침해 판단에 있어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야 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을 고려하기 전에는, 원곡이 보호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

여야 하며 최소 침해의 원칙과 공정이용의 법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적인 판

단에만 집중하지 않고 무단 샘플링을 예방하며, 샘플링 기법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악곡을 분할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러한 부분적 라이선스제도

와 샘플링보상권을 바탕으로 하여 샘플링음원을 위한 플랫폼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샘플링 법정허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실무자가 모여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샘플링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정확히,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

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동시에 저작권법은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저작권에 관련된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권리와 문화발전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작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균형점을 찾아내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이들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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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는 먼저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를 고민한다.1) 건축가가 기획을 끝내고 기본

적인 설계를 하듯,2) 발상을 마친 작가도 자신의 극본을 위해 일종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러한 단계에서 완성

되는 창작물이 바로 시놉시스3)이다. 시놉시스는 극본 창작의 첫걸음이자 드라마·영화 기획의 핵심요소4)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작가가 자신의 기획과 스토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놉시스를 제작사 등에 제출하게 되면, 

시놉시스는 스토리의 독창성을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샘플이 된다.5) 즉,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있어 대부

분의 경우 시놉시스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개발 여부가 결정된다.6) 이러한 의미에서 시놉시스는 원고를 쓴다

는 사실보다도 더욱 중요도가 높고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7) 작품의 첫 인상이자, 기회이고 자본으로 불리기

도 한다.8)

따라서 시놉시스는 극 작품 개발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

히 시놉시스는 예술적 측면에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제적·가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극 작품에 개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현재 시놉

시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는 심각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시놉시스가 사실상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실제 소송에서 시놉시스의 저작물성이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가 쉽지 않다. 이는 시놉시스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의 창작적 표현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개별적 사안의 판

단이 이유인데, 이러한 사례가 모여 사실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수백편의 시놉시스가 저작물로 등록 및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9)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

은 실제 산업현황을 적절히 반영한 결론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놉시스가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여 창작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한 적

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 창작자들에게 적절한 안정성을 부여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 시놉시스를 다룰 수 있도록 실무적 관점에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syd	Field,	the	screenwriter’s	Workboo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2006),	p.	11.

2)	김혜정,	기획	및	계획설계	단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1호(2013),		132면.

3)		“시놉시스는	보통	영화의	줄거리를	말한다.	하지만	제작자나	감독에게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의	청사진을	제시할	때	가장	유용한	형식이	시놉시스다.	

거기에는	주제,	기획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가	포함된다.”	송낙원,	『시나리오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2014),	52면.

4)	유세문,	『영화	기획	제작서	쓰는	법』,	커뮤니케이션북스(2014),	29면.

5)	김애옥,	『응답하라	시놉시스』,	연극과	인간(2014),	8면.

6)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할	때는	반드시	개요(시놉시스)를	앞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개요가	당락을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우선	개요를	읽고	

이	작품을	버릴까,	읽어	볼까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제1관문이다.”	최인수	편저.	『시나리오	공모전	정복가이드』,	집문당(2008),	33면.

7)		이환경,	『tV	드라마작법』,	청하출판사(1996),	33면(이샛별,	스토리	및	시놉시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학술논집』,	제62집(2015),	116면에서	

재인용).

8)	김애옥,	전게서,	3면.

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등록정보	검색”,	<https://www.cros.or.kr/report/register-list.cc>,	(2016.	08.	17).;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

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는	공시적인	효과와	사후	입증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분쟁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5),	779면.

저작권법은 특정 창작물을 저작물로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창작물의 유형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저작물성의 요건인 표현의 창작성은 창작

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창작성 있는 표현의 기준이 기능적 저작

물과 예술적 저작물로 구분하여 기능적 저작물에는 다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

도는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판단의 틀은 동일하게 적용하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그 정도는 해당 창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놉시

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시놉시스와 실제 산업적으로 다루어지는 시놉시스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였고 이는 해당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법적인 틀 안에서 실제 작법의 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작법론상 제시되는 시놉시스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형식상 또는 내용상 기획 요소들

과 스토리가 결합되는 것을 성립요소로 도출하였고, 이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권장되는 창작의 정도를 

검토하여 창작자 및 제작자 각각의 입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고 양측의 가치인식 요소

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범위 요소와 불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과 스토리를 전

체적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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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시놉시스 모두 완전한 극본으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간결한 분량23) 안에서 주제, 

기획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네 가지가 주된 구성요소로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24) 따라서 두 

개념이 모든 경우에 완전히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획 시놉시스의 경우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

태에서 쓰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창작 시놉시스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배포되기 위하여 창작 되었다는 특성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

다.25) 따라서 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기획 시놉시스를 작법상의 기본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26)

(2) 시놉시스에 대한 법적개념

시놉시스는 저작권법에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27)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물 유형의 정의는 예시에 

불과하므로28)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29) 시놉시스의 정의

를 저작권법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점이 명시된 것이 발견된다. 

판례에서 시놉시스가 다루어진 경우는 저작권침해소송의 의거성30) 판단에서 창작의 선후관계 입증31)을 위해 

언급된 경우가 많고, 분쟁 저작물로서 그 보호범위가 문제된 경우는 원고와 피고 저작물이 모두 시놉시스인 

경우와 피고 저작물이 시놉시스인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시놉시스란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기 위해 알기 쉽게 간단히 적은 것을 말하는데, 시놉시스는 작품의 의도가 무엇이고, 작가의 주관은 

어떤 것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

해야하고, 주제·기획 및 집필의도·등장인물·전체 줄거리의 4가지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

다.”32)라는 정의를 보였다. 

23)	클라라	베런저	저(정일몽	역),	전게서,	147-157면.

24)	김애옥,	전게서,	154-156면.;	박혜경·장현숙·최명숙,	『대중매체와	글쓰기』,	푸른사상(2014),	152-153면.;	송낙원,	전게서,	52면.

25)		시놉시스를	제작사	또는	공모전에	먼저	제출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Funkhouser	v.	Loew’s,	Inc.,	208	F.2d	185	(8th	cir.	

1953).;	Desny	v.	Wilder,	299	P.2d	257,	277	(Cal.	1956).;	Zervits	v.	Hollywood	Pictures,	InC.	989	F.supp.727	(1995).;	Rucker	v.	Harlequin	

enterprises,	106	U.s.P.Q.2d	1470	(2013).

26)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도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Davis,	Michael	H.,	 “the	screenwriter’s	

indestructible	right	to	terminate	her	assignment	of	copyright:	once	a	story	is	“pitched”,	a	studio	can	never	obtain	all	copyrights	in	the	story.”,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18	no.	1(2000),	p.	123.;	할리우드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극본을	제

출하는	대신,	제작자들에게	문서화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경우(idea	submission)가	대부분이다.	Catherine	niebergall,	“Product	of	the	Mind:	Idea	

submission	Cases	and	Copyright	Preemption	Post-Grosso”,	sMU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vol.	17(2014),	p.	31·33.;	이에	따라	

아이디어	도용(idea	theft)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에서는	아이디어	제출에	대한	각각	다

른	수준의	보호기준을	정립하였다.	다시	말해,	창작적인	드라마	줄거리	등의	아이디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무단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이디어	생산의	촉진	및	산업의	발전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상조,	經濟的	不法行爲	試論: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	『民事判例硏究』,	34집(2012),	13면.

27)		시놉시스와	같이	저작권법의	예시에	정의되어	있지않은	게임저작물의	경우,	그	정의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용섭,	게

임저작물의	보호범위,	『한양법학』,	제24권	제2집(2013),	302면.;	그러나	시놉시스의	경우	관련	법률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

법’등에서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28)	이해완,	전게서,	48면.

29)	Meville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1,	Mattheaw	Bender(1979),	p.	2:25.

30)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고	2)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이	있어야	하고	3)객관적	요건으로서	동일성	또는	종속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거성이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김정완,	『저작권법개설』,	전남대학교

출판부(2015),	272면.

31)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2.	선고	94나8954	판결.;	

Zervits	v.	Hollywood	Pictures,	InC.	989	F.supp.727	(1995).;	의거성은	현실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에	접근	여부	또는	접근가능성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이는	원고의	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있다면	충족이	된다.	따라서	분쟁대상	저작물이	완성된	극

본인	경우에	시놉시스가	의거성	입증	또는	항변의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까레이스키’	사건(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의	경

우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등장인물의	설정과	성격,	이야기의	구성,	사건의	전개방식	등에	있어	원고의	소설	출간	이전에	작성된	피고의	1차	시놉시

스	및	방송대본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드라마가	원고의	소설	출간	이전부터	예정된	줄거리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놉시스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32)	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09노2514	판결.

II.	시놉시스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

1. 시놉시스 개념의 다의화

(1) 시놉시스의 실질적 개념

넓은 의미의 시놉시스는 ‘글·희곡 등의 개요’이다.10) 따라서 영화의 홍보를 위해 공중에 제공되는 줄거리11)

는 물론,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12)나 법원이 분쟁 저작

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해 참조하는 요약본13)도 모두 광의의 시놉시스에 해당한다.14) 그러나 광

의의 시놉시스는 ‘요약(Summary)’과 동의어로서 단순한 사전적 정의에 가깝고, 작가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서 작성하는 협의의 시놉시스가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의 시놉시스는 대상 이용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작가 스스로를 

위한 시놉시스’15)로, 창작과정의 일부16)로서 저술할 대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밝히

는 것을 말한다(창작 시놉시스).17)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시나리오의 완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영화화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18) 즉, 이러한 ‘창작 시놉시스’에서 구성된 플롯은 스토리가 발전되는 

근원으로 여겨진다.19)

두 번째 의미는 ‘업계 관계자를 위한 시놉시스’20)이다. 이 경우 시놉시스는 제작사나 공모전 등에서 시놉시

스가 선정되어 작품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견본 역할을 한다(기획 시놉시스). 이러한 ‘기획 시놉

시스’에는 줄거리만 대충 적어서는 안 되고, 관계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셀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21) 따라서 문장력과 흡인력을 보여주는 전략이 요구되기도 한다.22)

10)	oxford	Learner’s	Dictionary,	“synopsis”,	<http://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	/synopsis?q=synopsis>,	(2016.	08.	17).

11)		이러한	의미의	시놉시스는	영화의	흥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김윤정·이지훈,	관객	중심	특성	중	영화흥행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2013),	7면.

12)		원고가	피고	저작물과	자신의	저작물	사이의	사건,	대사,	캐릭터를	비교대조한	도표에	요약과	플롯	개요(plot	synopsis)를	함께	첨부한	사건이	있다.	

Bernal	v.	Paradigm	talent	and	Literary	Agency	788	F.supp.2d	1043	(20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3296	판결.	별지1·별지2	참조.

14)		이	경우	시놉시스의	형식	또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영화의	침해판단	자료로	사용된	콘티뉴이티(콘티)가	타당한	시놉시스(요약)에	해당한

다고	본	미국의	판례가	있다.	Dellar	v.	samuel	Goldwyn,	Inc	40	F.supp.	534	(1941).

15)	이를	편의상	‘창작	시놉시스’라	부르기로	한다.

16)		아이디어(idea)>	시놉시스(synopsis)>	트리트먼트(treatment)>	시나리오.;	트리트먼트란	창작의	가장	초기	단계인	시놉시스(synopsis)에서	발전한	단

계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장편	시나리오의	경우	시나리오	본편	집필	전	구체적인	줄거리를	쓰는	것을	

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이야기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2016),	19면.

17)		홍승기,	드라마	시놉시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문화』,	제159호(2007),	22면.;	영화와	드라마	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과	같이	스토리

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시놉시스-시나리오	과정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창출한다.	변민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텔링

의	창작방법론,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4호(2009),	7면.;	시놉시스가	만화	제작에	활용된	사실관계가	있는	판례도	있다.	Marvel	

Worldwide,	Inc.	v.	Kirby	726	F.3d	119(2011).

18)	김삼력,	시나리오	창작의	주제	설정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통권	제16호(2013),	151면.

19)		클라라	베런저	저(정일몽	역),	『시나리오	작법』,	집문당(1984),	78면.;	시나리오	창작	교육과정에서	시나리오	작성	이전에	시놉시스	작성단계가	포함

되기도	한다.	이채영,	시드	필드의	영화	3막	구성론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語文論集』,	제62집(2015),	660면.

20)	이를	편의상	‘기획	시놉시스’라	부르기로	한다.

21)	김애옥,	전게서,	8면.

22)	김애옥,	전게서,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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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놉시스의 저작권법 상의 지위

극적 어문저작물로서 시놉시스38)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설39)과 긍정설40)의 대립이 있다. 우

선 부정설의 입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놉시스를 구체적이지 못한 대강의 줄거리 또는 개요41)라고 전제

하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충분히 창작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42)한다. 시놉시스의 저

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구체성과 창작성에 주목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은 구체적인 표현

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저작물 성

립요건43)과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기본원리44)에 입각한 것이고, 결국 창

작물에 나타나 있는 요소가 구체성과 독창성이 높을수록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45)는 일반적인 사항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규정될 수 없고, 시놉시스가 저작물 성립

요건을 갖추어 저작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놉시스의 모든 구성요소가 보호될 수는 없기 때문에46), 보호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보호대상을 가리는 작업이 논리적으로 전

제되어야 한다.47) 따라서 시놉시스의 저작물성을 일괄적으로 이분하여 바라보는 것 보다는 시놉시스에 내재하

는 특성과 핵심요소들을 바탕으로 표현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보호범

위 설정에 있어 시놉시스가 가지고 있는 주제, 기획의도, 등장인물, 줄거리의 네 가지 핵심요소와 그것들을 소

구하기 위한 수사방식 등의 전략을 표현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48)

38)		시놉시스의	경우	어문저작물과	극적저작물	두	분류	중	어디에	속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극적	어문저작물(Dramatic	Literary	Works)’	또는	

‘가공적	어문저작물(Fictional	Literary	Works)’이라는	분류로	설명될	수	있다.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태왕사신기	1심).;	오승택,	아이디어의	법적보호,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5면.;	김희권,	전게논문,	12면.;	최정환,	“엔터테인먼트	소송실무”	<http:	//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446695C6

7A848e4823e62eCC684D090>,	(2016.	07.	08).;	美	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circular	47,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1973)

40)		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09노251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0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위	태왕사신기	2심).;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Dieckhaus	153	F.2d	893	(1953).;	echevarria	v.	Warner	Bros.,	D.C.,	12	F.supp	632	(1935).;	임상혁,	전게서,	114·115면.;	

김용섭,	전게논문(2012).	245·246면.;	영화진흥위원회/영화정책센터,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2011).	8면.

41)		위	태왕사신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8	판결.)은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시놉시스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다.	물론	이	판단은	2심

에서	뒤바뀌었지만,	시놉시스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논리가	시놉시스의	개념을	어떻게	전제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42)		“the	synopsis	submitted	by	plaintiff	to	defendants	was	not	sufficiently	unique	or	original	to	be	the	basis	for	recovery	under	the	law	of	plagiarism	

or	infringement.”	Desny	v.	Wilder,	299	P.2d	257(1956).

43)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①	창작성이	있을	것	②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오승종,『저작권법(제4판)』,	박

영사(2014),	44면.

44)		창작성	요건의	판단과	표현	요건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겹치는	경향이	있다.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의	부분만이다.	오승종,『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2),	73면.

45)		구체성과	독창성	외에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수록(다양성),	소재로서의	성격을	띄지	않을수록(비소재성),	당해요소를	우회하여	표현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낮을수록(저비용성)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2007),	101-104면.

46)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54면.

47)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seoul	law	journal)』,	제44권	제1호	통권126호(2003),	118면.

48)		Peter	Pan	Febric	v.	Martion	Werner	판결에서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선에	관하여는	오로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

다고	한다.	권영준,	전게서,	94-95면.	Peter	Pan	Fabric	v.	Martin	Werner,	274	F.2d	487	At	487·489(2d	Cir.	1960).

후자에서는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시놉시스의 

구성요소로 보았고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정의하였다.33)

전자의 정의가 표면상 기획 시놉시스라는 실제적 정의와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제전달’은 시놉

시스가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고, 더불어 해당 판례에서

의 정의가 보호범위 설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34)에서 의미 있는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

기 어렵다.35) 후자의 경우는 어문저작물의 보호범위 설정이 주된 쟁점이었지만, 창작 시놉시스에 더 가까운 

정의를 보였고, 엄격한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분량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36)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저작물이 시놉시스였으므로 그 정의를 통해 시놉시스의 어떠한 요소가 어디까지 보호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종합하자면 두 판례 모두 시놉시스에 대한 보호범위 설정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 그 특성을 고려할 여지없이 일반적인 어문저작물의 경우로 시놉시스가 

다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관련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놉시스를 극본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개요를 

기재한 것37)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 시놉시스는 법리상 극본의 단순요약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태왕사신기’	사건).

34)		‘야망의	도시’	사건(서울고등법원	1995.	6.	22.	선고	94나8954	판결.)에서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	저작물은	의도적이다시피	복잡화시키고	잡

아	늘여	현실과는	다소	유리되게	얼키설키	끌어간	전형적	한국풍의	심리극적	장편	홈드라마인데	반하여,	원고	저작물은	야망의	도시는	암흑가의	두

목과	수하조직	간의	암약,	돈거래,	살인	등	폭력범죄를	추적하면서	연이은	은폐살인	유발에	또	다른	암살로서	복수하여	매듭	짓는다는	단순하고	짧

은	줄거리의,	실험성	짙고	흔한	외화풍의,	폭력	추리물인	점에서	작풍이	다른	별개의	작품인	사실”을	전제한	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독자성	

및	창의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성격	또는	특징이	보호범위	설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대상	

저작물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는	판단을	전제하고서	일반적인	침해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여부의	분쟁에서의	일관

된	판단기준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송윤석,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59면.

35)		당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시놉시스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시놉시

스와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한	바	없다’는	피고의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1)원고의	시놉시스는	원작	무언극이	

존재하는	2차적	저작물로,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증감·변경된	부분에만	그	보호범위	설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	2)시놉시스의	2차

적	저작물로서의	새로운	창작적	표현형식이	“발레리나가	비보이와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랑,	내·외적	갈등,	극복	구조를	추가하는	등	구체적

인	상황설정	및	창작적	노력을	투입하여	주제를	향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도	수정·증감을	가한	점”에서	발견된다고	기술할	뿐,	더	이상의	구

체적인	보호범위	판단은	찾아볼	수	없는	점,	3)시놉시스	전문이	판결문에	기재된	원심(서울중앙지법	2009.	9.	10	선고	2008고합1132	판결)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보호범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점(서울중앙지법	2009.9.10.	선고	2008고합1132	판결)	5)해당	정의는	포털사이

트에서	인용	중인	두산백과에서의	정의와	문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여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판결

문의	도입부에	시놉시스에	대하여	정의한	것은	형식적인	의미에	가깝고,	그것이	보호범위	설정을	위해	저작물의	특성을	전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두산백과,	“시놉시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	IDX=101013000780808>,	(2016.	08.	

05).

36)		분량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연출자와	작가의	사전제작	드라마였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호영,	『드라마	

제작과	유통』,	커뮤니케이션북스(2015),	.“	<태왕사신기>	지출과	수입.;	조용순,	외주제작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16집(2010),	41면.

37)		김희권,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자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12면.;	임상혁,『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2004),	

114면.;	김용섭,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産業財産權』,	통권	제38호(2012),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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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놉시스의 저작권적 쟁점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상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소재,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또는 전형적이고 평범한 인물만을 묘사한 시놉시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구조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나 어투가 나타나는 시놉시스는 보

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58)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시놉시스의 보호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정된다.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검토를 받기위한 시놉시스는 그 창작의 목적상 분량의 한계가 있고, 아이디어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내용상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법리상으로 시놉시스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충분히 창작성·구체성을 지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놉시스의 저작 목적

과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천되기 어렵고 모순된 기준이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보고 무엇을 보호받

는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포하게 되므로,59) 법원에 의해 각 저작물의 유형별로 그 특

성과 환경에 맞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60) 또한 법경제학적으

로 어떠한 유형의 저작물의 보호범위 설정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그 저작물의 본질과 특성, 경제적 가치, 창작 

및 이용의 환경, 저작물이 유통되는 시장의 상황, 그 저작물의 유형이 속하는 산업계의 특성 및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61) 다시 말해 보호범위의 구체적 설정에 있어 저작물

의 유형에 따라 표현의 인정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시놉시스의 경우에는 그 

특성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갖는 특수한 환경과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의 효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해당 

저작물 유형에 관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2) 시놉시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놉시스가 갖는 표현의 경계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다면, 즉 기존의 분석틀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시놉시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소 보호하는 결과를 낳

게 된다.63) 따라서 시놉시스에서 저작물성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창작의 인

센티브와 비보호요소로서 활용되어야 할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

이다.

5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전게서,	8-9면.

59)	오승종,	전게서(2012),	73면.

60)		newman,	Jon	o.,	“new	lyrics	for	an	old	melody: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n	the	Computer	Age.”,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17	no.	3(1999),	p.	691·693(권영준,	전게서,	96면에서	재인용).

61)		권영준,	전개서,	70-71면.;	samuelson,	Pamela.,	“A	fresh	 look	at	 tests	for	nonliteral	copyright	 infringement.”,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7	no.	4(2013),	p.	1845.

62)	유대종,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소고,	『정보화정책』,	제13권	제2호	통권	47호(2006),	115면.

63)		채정화·이영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론과학

연구』,	제10권	제1호(2010),	294면.

극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미치는 표현은 문언적 표현과 비문언적 표현으로 구분한다.49) 문언적 표

현이란 작품의 외부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표현(lteral expression)’을 말한다.50) 문언적 표현은 극적 어문

저작물의 경우보다 소설의 경우에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는 같은 어문저작물이어도 소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가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산문체의 문장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만, 극적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사건들과 그것들의 연속과정, 등장인물의 구체

적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동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극저작물의 경우에는 문언적 표현보다는 ‘극적 

요소’가 더 중심적으로 고려된다.51) 시놉시스도 마찬가지로 극적 어문저작물로서 중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극적요소라는 점에서 비문언적 표현이 더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다만 시놉시스는 그 목적상 새로

운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제안서52)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극본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

고, 특히 피침해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의 형태가 동일한 시놉시스인 경우는 문언적 표현 또한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53)

그러나 많은 경우 시놉시스에 관한 분쟁은 시놉시스가 완성된 극본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새롭고 독립적

인 창작물로 변형되어 복제된 경우에 발생54)하고, 이 경우에는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 주로 비문언적 표현이 문

제된다.55) 이는 비문언적 표현의 보호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어디까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

어인지, 혹은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극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소재성이 강하며 보호비용이 과다한 주제, 분위기, 세팅, 속도는 

아이디어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비교적 구체적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며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어 보

호비용이 낮은 플롯 및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대사는 표현성이 강하다고 여겨진다.56) 따라서 시놉시스

는 아이디어성 강한 주제·집필의도와 같은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분량상 제한적으로 표현된 등장

인물과 줄거리만으로 보호범위를 판단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57)

49)		이러한	표현들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의	문제로	다룬다.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50)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volumeⅠ:	Chapters1-6,	Aspen	Publishers(2009),	p.	2:29.

51)		정상조,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1997),	313-314면(김경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적용의	한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53면

에서	재인용).;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volumeⅡ:	Chapters7-14,	Aspen	Publishers(2009),	p.	8:8-8:9.(오승종,	전게서(2012),	

1039·1041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어문적	픽션이란	글로	표현된	이야기이고,	극적	픽션은	행동으로	표현된	이야기라	설명되기도	한다.	

Robert	C.	osterberg·eric	C.	osterberg,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Practising	Law	Institute(2015),	p.	4-1.	

52)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100』,	한국저작권위원

회(2014),	7면.

53)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도	전체·비문자적	요소에	보조적으로	부분·문자적	요소가	종합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

사성에	관한	고찰:	어문저작물(소설	및	드라마	저작물)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2013),	62면.

54)		이는	주로	시놉시스를	제작사	등에	제출한	작가가	추후에	우연히	자신의	시놉시스와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의	저작물이	제작되어	출

판·상영·공연되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각주	30의	판례	참조)	익히	알려진	우리나라의	사례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박영주,	“방송작가협회	제명	‘야왕’	이희명	반발,	무효확인·위자료	소송”,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

id=nIsX20131021_0012450	678>,	(2016.	07.	15).

55)		samuels,	edward.,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n	copyright	law.”,	tennessee	Law	Review,	vol.	56	no.	2(1989),	p.	374.;	태왕사신기	1심	

판례에서는	“두	저작물의	종류와	형태가	상이함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

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56)	권영준,	전게서,	170면.;	Robert	C.	osterberg·eric	C.	osterberg,	전게서,	p.	4-3~12.	

57)	다만	주제나	분위기가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권영준,	전게서,	188-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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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놉시스를 그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실익이 없는 단순한 요약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68) 또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사건’69) 역시 판례상 개념과 사실관계에서 실제 시놉시스가 활용된 과정

70)을 고려해보면, 분명 저작물이 기획 시놉시스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유형임을 알 수 있지만, 시놉시스의 

보호범위를 설정할 때 단순히 광의의 시놉시스와 같이 이해하고 시놉시스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71)

2. 구체화 기준의 불확정성 문제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표현의 성립요건으로서 ‘충분히 구체성·독창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72) 이때 시놉시

스의 저작권 보호와 문제되는 것은 구체성의 부분이다. 구체성이란, 창작물에 나타나 있는 요소가 추상적일수

록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일수록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73) 따라서 플롯·사건의 전

개과정·등장인물74)·대사75)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구체성을 지닐 수 있는 요소들만이 표현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76) 즉, 극본이나 소설의 스토리가 표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스토리가 어느 정

도로 구체화된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77) 따라서 극적 어문저작물인 시놉시스는 간결한 분량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등장인물·대사 등을 상세히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놉시스 제작의 목적상 어느 정

도 추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인 일반적인 태도이다.78)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제2장에서	다루었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대상	시놉시스의	분량	바뀌어		“A4	용지	35매

에	걸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	판단도	바뀌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

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시놉시스가	바람의	나라

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

다.	이는	판결의	변화에	대상	시놉시스의	구체성	상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법원은	여전히	시놉시스를	단순요약으로서	바라

보았고,	그	요약의	정도가	구체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9)	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09노2514	판결.

70)		원고가	작성한	시놉시스를	공연	회사의	기획실	직원	등에	송부한	사실(10면),	공연의	컨셉을	시놉시스	전문의	도입부에	기술한	부분(4면)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71)	각주	38)	참조.

72)		그것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하는지는	모호하지만,	이는	아이디어/표현	구분이	가지는	본질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데	있어	모든	저작물에	걸치는	공통된	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사례의	

축적을	통해	일반화의	노력을	꾀해야	한다.	황세동,	저작권에	있어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관한	판단	방법론에	대한	고찰,	『지적재산권』,	제31

호(2009),	33면.;	그러나	시놉시스의	경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보호범위	설정기준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

렵다고	할	것이다.	무엇을	보호받는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관한	해답으로서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인	

추상화	이론(Abstraction	test)을	주장한	Lerned	Hand	판사	역시도	그	누구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고정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누구도	그	일

을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추상화	이론이	희곡이나	문학작품과	관련하여	창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극적	어문저작물인	시놉시스의	보호

범위	설정기준의	어려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김병일,	전게논문,	50면.

73)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례에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idea),	주제(theme)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

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자	91라79	결정.

74)		등장인물	또는	어문적	캐릭터만을	따로	떼어놓고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개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종희,	어문적	캐릭

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法學論叢』,	제3호(2014),	259-260면.

75)		권영준,	전게서,	181-183면.;	다만	충분한	구체성을	띌	경우에	표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대사

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

76)		오승종,	극적	저작물에	있어서의	표절	판단,	『産業財産權』,	통권	제40호(2013),	172면.

77)	정상조,	전게논문(2003),	121면.

78)		그동안	축적된	시놉시스보다	분량이	더	많은	시나리오와	같은	문예적·픽션	어문저작물에	관한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	오승종,	전게서(2014),	1177-1178면.

III.	시놉시스	보호기준	설정의	장애요인

1. 시놉시스 개념에 따른 차이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놉시스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설정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인 시놉시스 개념과 법

적인 관점의 시놉시스 개념이 상이함에서 출발한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시놉시스를 단순요약, 즉 광의의 시

놉시스 개념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광의의 시놉시스는 ‘요약’과 동의어로서 사실 어떠한 극 혹은 어

문저작물이든 그 분량을 축소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시놉시스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개념적 포괄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놉시스라 하면 협의의 시놉시스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실질

적 측면과 법적인 측면 사이에는 상당한 틈이 존재한다. 이 틈은 시놉시스를 다루는 산업에 저작권법이 긍정

적 효과를 미치기 어렵게 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시장의 필요를 법이 충족시키지 못함에서 발생

하는 문제이다.

이 차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United States v. Paramount64) 판결은 영화사들의 

제작·배급 및 상영에 대한 독점을 금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부터 프로듀서들이 투자자의 역

할에 집중하면서 시놉시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프로듀서들은 ‘허가자(Green Lighter)’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으며,65) 작가들은 프로듀서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작품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만 작가들이 프로듀서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짧은 

시간동안 프로듀서에게 작가 및 그 작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제안서(idea submission;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형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66)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시놉시스의 시

초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판례에서는 다소 다른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태왕사신기 사건’을 보

면, 1심67)에서는 시놉시스의 개념에 대해 “A4지 약 26페이지(갑 제1호증의 파워포인트 영상자료, 페이지당 10 

내지 15줄) 분량”으로서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표현 그대로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

치를 위해 앞으로 피고가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

한 것”이라 하며,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조금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아직 최종적이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시놉시스의 목적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미 상당한 노력과 표현·구성에 있어 작가의 창작적 노고가 소요되어 완성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완성되지 않은 저작물로 본다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 

64)	United	states	v.	Paramount,	334	U.s.	131	(1948).

65)		Kauffman,	stuart	K.,	“Motion	pictures,	moral	rights,	and	the	incentive	theory	of	copyright:	the	independent	film	producer	as	“author”.”	,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17	no.	3(1999),	p.	773-774.

66)		Devine,	Brian.	“Free	as	the	air:	rethinking	the	law	of	story	idea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vol.	

24	no.	3(2002).,	p.	363-364.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비록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이	시놉시스의	개념을	혼동하여	

접근한	예시로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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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라고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로운 논의가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시놉시스나 트

리트먼트와 같은 제작사와 작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스토리에 대한 ‘아

이디어 제안서(Idea Submissions)’의 문제로 다루기도 하는데,81) 이는 시놉시스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적 요소

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엔터테인먼

트 산업에서의 아이디어 무단이용에 관하여 경제적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한 민사법적 보호방안,82)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아이디어를 저작권 인증제도에 부가하여 보호하는 방안,83) 특별법으로서 아이디어보호법을 제정

하는 방안84) 등 시놉시스와 같은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 보호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근거할 때, 지나친 여과의 진행은 시놉시스가 갖는 본

질적 특성상 시놉시스가 연관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여과로 인

하여 형해화된 코어(core)는 산업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놉시스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비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근본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창작의욕의 고취를 위한 창작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양자가 함께 균형 있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85) 이를 통하여 여과에 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성질상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86)

4. 소결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설정의 장애요인은 주로 시놉시스라는 저작물 자체에 내포하는 특성

들에 의해 발생한다. 그 중 첫째는 ‘개념적 포괄성’으로, 시놉시스를 광의로 바라보았을 때는 어문저작물에 대

한 단순요약으로서 저작물에 내재하는 특성을 고려할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혼동은 판례

에서도 일부 드러나 있다. 둘째는 ‘간결성’으로, 시놉시스는 저작 목적상 그 개발의 정도는 한계가 있지만, 일

반적인 보호범위 설정 기준에 의하면 표현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개발의 정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모순된다. 셋째는 여과행위에 대한 시놉시스의 형해화 문제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시놉

시스에 관한 산업적 이익과 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의 근본적 발생원인은 시놉시스에 내재된 특성에 대한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고려가 미비함

을 중요하게 들 수 있다. 시놉시스에 대한 법원의 태도 역시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울 수 있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법이 존재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 시놉시스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은 어떠한 이

유에서든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놉시스 보호범위 설정의 기준을 실

제적인 본질을 고려하여 재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81)	the	Wilder	test.;	Desny	v.	Wilder,	299	P.2d	at	265.

82)	정상조,	전게논문(2012),	41면.

83)	오승택,	전게논문,	153면.

84)	권태복,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체계,	『산업재산권』,	제41권(2013),	30-35면.

85)	이해완,	전게서,	58면.

86)	황세동,	전게논문,	32면.

따라서 간결성이라는 시놉시스의 본질적 특성은 시놉시스가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표현의 구체성을 충족하

기 매우 어렵게한다. 즉, 간결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시놉시스와 구체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저작물 인정요건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놉시스란 이 양 극단 사이의 어

딘가 절충점을 찾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례 등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간결성 요소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체계에서 시놉시스의 저작권을 보호받는 

범위를 확보하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놉시스의 광의의 의미가 ‘요약’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이 간결성 요소는 시놉시스에 있어서 결코 제거될 수 없는 본질에 해당한다.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창작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 시간과 에너지의 투입하는 것이 간결성에 있다는 점79)을 고려할 때, 기존 태도의 취지에 따

라 간결성을 제거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면 이는 매우 모순된 접

근이 된다.

따라서 시놉시스는 그 목적상 적은 분량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제한된 분량 

안에서 구체성을 담아낸 저작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80) 즉, 기존의 저작물성 판단 요건이 갖는 태

도에서 말하는 구체성이란 반드시 시놉시스의 간결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간결성 안에 어

느 정도의 구체성이 구현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개

념의 구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와 같이 정립된 시놉시스의 

구체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가 우선적인 선결사항이다.

3. 여과에 따른 문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을 적용하는 우리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는 아이디어와 같

은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 즉 여과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시놉시스는 그 본

질상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어’로서의 성질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질상 아이디어적 요소가 내포된 

시놉시스의 보호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사실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저작권법이 정하

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시놉시스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데, 이때의 판단에 있어서 여과 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다. 특히 엄격한 여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놉시스 자체가 사실상 형해화되므로 시놉시스를 저작물로 본

다는 이론적 입장과 실제의 태도가 괴리를 갖게 된다. 

79)	Devine,	Brian,	전게논문,	p.	364.

80)		시놉시스에서	바로	시나리오	단계로	건너뛰는	작가도	있다는	사실은	시놉시스가	내포하고	있는	창작성이나	구체성이	상당함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	및	주요	조항	해설서”,	<http://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

eq=13&pMenuCD=0405050000&pCu	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eC%98%81%eD%99%94+%eC%8B%9C%e

B%82%98%eB%A6%AC%eC%98%A4>,	(201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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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항목에는 인물들을 주역·조역·단역 순으로 정리하여 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작품의 내

용과 관련된 인물의 성격도 간략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상호 관계와 인물의 갈

등, 욕망 등을 명료하게 다루어야 한다. 줄거리에는 기승전결의 전 구성, 즉 이야기의 전체를 기재해야 한

다.95) 또한 마지막으로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의 구성, 배열이나 서술 방식에 차별화를 주어 더욱 제작자의 눈에 

띄게 하는 수사(修辭) 전략이 전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단순 요약으로서의 광의의 시놉시스

와 기획 시놉시스(시놉시스)를 분별하는 하나의 보조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96)

영화 기획서에는 위 네 가지 항목들이 마케팅 전략이나 제작일정 등의 내용들과 함께 기재되고, 공모전에서

는 시놉시스(줄거리)와 기획의도, 등장인물을 따로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97)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위 네 가지 항목들을 선별하여 시놉시스로 바라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된 것들을 취합하여야 시놉

시스로서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획의도는 경우에 따라 ‘주제’ ‘작의’ ‘작품의도’와 같은 명칭이 사용되

는 경우가 있고, 위 네 가지 항목에 더하여 ‘컨셉’ ‘작품의 특색’ ‘장르’와 같은 유사한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작

성되는 경우가 많다.98) 따라서 상기 제시된 네 가지 항목의 존재여부만을 요건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형식적

인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단순요약이 아닌 시놉시스의 요건을 ‘기획’(주제·기획의도 및 그 밖의 기획 요소들)과 

‘시놉시스’(등장인물·줄거리) 두 가지, 즉 기획과 스토리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보다 간명한 시놉시스의 

성립요건이 될 것이다.

2. 시놉시스에 투여되는 노력과 경제적 가치 분석

작법론상 제시되는 작성요소들을 살펴볼 때, 시놉시스에는 스토리는 결말까지 온전히 작성되어야 하고, 무

엇보다 일반적인 극본과는 다르게 기획이라는 창작적 영역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완성시켜

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시놉시스의 단계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창조적 노력과 개성이 투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99) 따라서 작법론상의 관점으로는 그 분량을 떠나 작가가 자신의 기획과 스토리 모두에 경제적·비

경제적100) 인센티브를 기대하리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101) 한 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기획과 스토리 중 더 

가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95)		박혜경·장현숙·최명숙,	전게서,	152·153면.;	영화	홍보용	시놉시스와	혼동하여	결말을	‘-하게	되는데...’와	같이	흐려서는	안된다.	유세문,	전게

서,	77-79면.

96)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1)플롯과	사건의	순서	2)대사	3)등장인물	4)주제	5)분위기	6)세팅	7)속도라는	일곱가지	요소들이	그	경중에는	차이가	있

으나	모두	종합적으로	비교·검토되어	보호받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이	복제	됐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여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에	착안한	것이다..	Robert	C.	osterberg·eric	C.	osterberg,	전게서,	p.	4-1~2·4-11~12.

97)	위	2016	신인	스토리텔러	지원	프로그램(프로젝트s)에서는	기획의도(1매)·등장인물(2매)·시놉시스(2매)가	요구되고	있다.

98)	김애옥,	전게서,	98·105·108면.

99)		즉	시나리오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야기를	더는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	시놉시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

삼력,	시나리오	작법의	실제	적용을	통한	효용성에	관한	연구	:	데이비드	하워드와	로버트	맥기	이론에	기반	한	영화	＜하얀	나비＞	시나리오	창작	

분석,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56·57면.;	기성	연출자	역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전에	시놉시스를	수십	번을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김애옥,	전게서	12쪽.

100)	오승종,	전게서(2014),	1178면.

101)		경우에	따라서는	흥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데이터들을	창작자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기획	영역에	반영하기도	한다.	권오영	外,	“빅

데이터를	활용한	영화의	텍스트	내/외적	요인과	흥행예측과의	관련성	연구”,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

html?dbGubun=sD&m201_id=10064599>,	(2016.	08.	19).;	유세문,	전게서,	33-34면.

실제적인 본질 고려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시놉시스 작법론적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는 현재 실무적으로 시놉시스의 창작 기준으로 작용하는 작법이론을 통한 보호범위 재설정이 현실과 

법상 괴리를 줄이는데 활용 가능한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작법론 관점에서의 시놉시스 보호기준은 작가와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원하는 요소와 경제적 가치를 느

끼는87)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적

인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기준상 공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만일 그러하다면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IV.	작법이론	관점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준	도출

1. 시놉시스 성립요건의 확정

일반적으로 시놉시스의 분량은 영화의 경우 A4 용지 3-5페이지 내외88)가 요구되고, 드라마의 경우는 영화

보다 더 많은 20-30페이지 내외89)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능한 짧은 분량 안에서 최대한의 흥미를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시놉시스로 여겨진다.90) 영화와 드라마 간에 존재하는 분량상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영

화의 경우 100-120분 내외로 제작되고, 드라마는 여러 회차에 걸쳐 제작된다는 점에서 생기는 것일 뿐, 시놉

시스를 구성하는 요소나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9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놉시스에는 일반적으로 주제·기획의도·등장인물·줄거리가 기재될 것이 제안된

다.92) 각 요소별로 무엇이 기재되는지 살펴보면, 우선 주제에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

로 적어야 하고,93) 기획의도에는 기획한 시나리오나 드라마에 대한 의미와 영상화 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전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 달성목표 등을 기재할 것이 권장된다.94) 

87)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수의	창작자들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경제적	보상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비경제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외부적	보상보다는	내

적인	동기가	창작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창작을	유발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Zimmerman,	Diane	L.,	“Copyrights	as	Incentives:	Did	We	Just	

Imagine	that?”,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vol.	12	no.	1(2011),	p.	34·41.;	따라서	작법론상의	관점에서	창작자가	원하는	보상을	추정할	때에

는	그것이	재산권적인	것인지,	스스로	애착을	느끼는	것인지는	불문하고자	한다.

88)		박혜경·장현숙·최명숙,	전게서,	162면.;	제5회	롯데	시나리오	공모대전	A4	5매,		CJ문화재단	2016	신인	스토리텔러	지원	프로그램(프로젝트s)	5

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6매,	표준	시나리오	계약에서는	시놉시스를	‘원안’이라고	표현하며	A4용지	1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60매	이상)의	분량으로	정의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문서임을	

전제하였기에	공모전에서	요구되는	경우보다	많은	분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게자료,	(2016.	08.	19).

89)		2016	MBC	드라마	극본공모	30매,	2016	sBs	문화재단	극본공모	20매,	2016	KBs	tV드라마	미니시리즈	경력작가대상	극본공모	제한없음.;	KBs

의	경우는	분량상	제한이	없으나,	대본은	회당	30-35매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검토를	위해	간결한	분량의	시놉시스가	작성돼야	할	것임은	

동일하고,	타공모전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0)	유세문,	전게서,	46-47면.

91)	김애옥,	전게서,	3면.

92)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에	의하면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게자료,	(2016.	08.	19).

93)	박혜경·장현숙·최명숙,	전게서,	152·153면.

94)	김애옥,	전게서,	154-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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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놉시스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도출

극저작물에 있어 주로 보호 가능한 요소를 등장인물, 대사, 사건과 행동 세 가지108)로 보았을 때, 시놉시스

에 있어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대상은 줄거리와 등장인물 항목이 된다.109) 즉, 시놉시스에 있어 보호범위 설정

은 단순히 줄거리 안에서 사건의 전개나 등장인물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 

영역에서 제시하는 여러 설정·컨셉·전략 등이 어떻게 반영되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보호범위 설정기준에 의하면 시놉시스에 관한 표현성 분석은 문자적 표현에서부터 사건의 전개 및 

등장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품의 주제 또는 제목과 같은 일반적인 요소로 향하게 되는 추상화 이론의 

작업과 반대되는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110) ① 우선적으로 기획 영역에서 강조되는 스토리에 대한 설정·컨

셉·전략·메시지 등을 검토하고, ② 이러한 기획 영역의 핵심들이 인물들의 외견이나 성격에 어떻게 반영되

어 있는지를 등장인물 항목에서 검토한 뒤, ③ 기획 영역의 핵심들이 반영된 인물들이 줄거리 항목에서 어떻

게 상호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진전시키는지, ④ 그렇게 결말까지 진행되는 사건의 단계별로 어떻게 기획 영

역의 핵심이 반영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 일련의 과정의 종합적 결과물인 표현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111) 아래에서는 작법론상 좋은 시놉시스로 평가받는 예시를 통해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112)

<기획>

- 비굴의 코미디, 회사 내 정치학의 법칙을 리얼하게 파고든다.

- 현재의 결혼을 후회하는 모든 여자들의 심리를 대변한다. 

- 내조를 전면에 내세운 성공 스토리로 주부들에게 대리만족감을 준다.

- 남편을 통한 자기 성공이 아닌 여자 스스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등장인물>

A : 빼어난 미모로 학창시절부터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다. 능력 좋은 배우자를 찾던 중,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C를 발

견하여 그와 결혼한다.

B : 학창시절 A를 동경의 대상 삼던 동창. 학창시절 E을 짝사랑 하였으나, E은 A와 사귀었고, B은 A와 절교했다. 그런데 

이후 A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 그것도 남편의 부하 와이프가 되어서 말이다.

C :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지만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 A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대서 그렇게 했지만, 의

대를 자퇴하고 온 이후 길고 긴 백수 시절을 겪으면서, 자신감은 지하 백 미터 아래로 꺼져 버렸다.

108)	Paul	Goldstein,	전게서(vol.Ⅰ),	p.	2:109.

109)		기획	시놉시스의	스토리	영역에도	대사가	작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사는	주요	기재사항으로	제시되는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작성되는	것이	

지양되기도	한다.	클라라	베런저	저(정일몽	역),	전게서,	154면.

110)	정상조,	전게논문(2003),	118-119면.

111)		본	방법론은	태왕사신기	1심에서	원고	주장한	바에서	착안한	것이다.	“고구려	역사	또는	신화에	나타난	사신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

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개념(A),	사신을	의인화(B),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C),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

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D),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만의	독

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이	부여된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상관관계(e)를	결합한	A+B+C+D+e	전체가	원고의	창작의	진수이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너무	엄격한	해석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김용섭,	전게논

문(2012),	253면.;	‘선덕여왕’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찾아볼	수	있다.	“극

저작물에	있어서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은	비록	위	구성	요소	하나	하나는	독립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112)		드라마	<내조의	여왕>	기획안	中.	김애옥,	전게서,	133-135면.;	당해	시놉시스에는	다양한	기획	요소들이	더	자세하게	기술	되었지만,	명료한	검토

를	위해	일부만을	수정·요약하여	발췌하였다.

하나는 제작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극의 구조, 즉 잘 짜인 기본적인 스토리라고 바라보는 입

장이다.102) 다른 하나는 기본적 스토리란 결국 기존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기획에는 

새로운 설정을 보여야 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103) 설정은 스토리에도 반영되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드러

나는 항목은 시놉시스의 기획 영역이므로 이러한 입장은 기획을 더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기본적 스토리도 결국에는 참신한 세팅이나 컨셉과 같은 기획적인 요소에 의해 독창적인 스토리로 발전될 것

이고, 기획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다.104)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는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작자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새로움의 다른 표현, 독창성을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샘플이 시놉시스이다. 즉, 시놉시스는 

작품의 상품가치를 결정짓는 샘플이 된다.105) 이 때 제작자는 시놉시스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고 책임지는 자

이기 때문에106) 제작자가 느끼는 경제적 가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말하는 관련 산업의 발전의 측면에서 중

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작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하여 그것을 저작권법상 보

호범위 설정에 있어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기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획의도107)·컨셉 등의 요소는 분

량상 또는 그 성질상 주제나 분위기와 같이 아이디어성 강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디어성이 강한 요

소는 후세의 창작자를 위하여 공유의 영역으로 둔다는 통설상의 취지를 존중하여 일반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

는 스토리 영역을 중심으로 보호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시놉시스의 경우는 

이마저도 보호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기획과 스토리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보

호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102)		Paul	Goldstein,	전게서(vol.Ⅱ),	Aspen	Publishers(2009),	p.	10:13.;	Golding	v.	RKo	Pictures	Inc,	35	Cal	2d,	697	(1950).;	Robert	Fuller	Fleming,	

‘substantial	similarity:	Where	Plots	Really	thicken’,	Copyright	Law	symposium,	vol.	19(1971),	p.	254(ReBIKoFF,	stephen.,	“Restructuring	the	

test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relation	to	literary	and	dramatic	plots.”,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25	no.	2(2001),	p.361에서	재인

용).;	드라마의	승패요인은	프로그램의	내용,	스토리와	플롯,	그리고	출연	배우라고	한다.	이상범,	드라마작가와	시나리오작가의	구조적	시스템	연

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2015),	75면.

103)		18세기	이탈리아의	극작가	카를로	고치와	19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인	조르주	폴티는	모든	스토리의	유형을	36개로	한정한	바	있다.	즉,	어떠한	스

토리도	예측	가능한	유형상에	한정	된다는	것이다.	심산,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	,	해냄출판사(2004),	50면.;	제작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새로운	설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유세문,	전게서,	55면.

104)		모티브를	입력하면	그와	유사하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모두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스토리헬퍼’의	개발자인	이인화	교수는	기존의	모티브를	안고	작

품을	형성해야	상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사	패턴들은	계속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훈,	‘광해’와	‘데이브’	75%	비슷,	

그러나	표절	아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1113_0011603095>,	(2016.	08.	17).;	기획영화가	득

세하며	작가는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으로	퇴조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이상범,	전게논문,	80면.	

105)	김애옥,	전게서,	4·8면.

106)	노철환,	작가로서	영화감독의	실제에	관한	연구,	『영화』,	제5권	제1호(2012),	95면.

107)		기획의도에는	영상화	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	달성목표	등이	기재되어야	함은	전술된	바와	같은데,	이

러한	내용들은	기획	시놉시스의	상업적	목표를	감안하여	하나의	‘판매전략’으로	바라본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	다투어야	할	아이디어로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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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 번째 단계에서 이미 상당히 복잡한 표현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등장인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

을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도 기획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획과 결부되지 않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거나, 여전히 등장인물 또는 사건의 전개가 추상적이고 창작의 소재성이 강하다고 판단된

다면 보호는 부정될 것이다. 이렇게 시놉시스를 전체적·유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시놉시스의 기획 요소들은 

여전히 그 자체로는 보호될 수 없지만, 그것에 개성을 더할수록 사건의 전개나 등장인물의 구체성·독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스토리 또한 사건의 전개과정 속에 기획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그 자체로

는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구체성·독창성을 보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설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

현에만 판단이 이루어지면서도, 시놉시스에 반영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을 보호범위 설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저작권법이 특정 창작물을 저작물로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창작물의 유형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저작물성의 요건인 표현의 창작성은 창작물의 유형에 상

관없이 동일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창작성 있는 표현의 기준이 기능적 저작물과 예술적 저작물로 구

분하여 기능적 저작물에는 다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도는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는 기본적인 판단의 틀은 동일하게 적용하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그 정도는 해당 창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놉시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시놉시스와 실제 산업적으로 다루어

지는 시놉시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였고 이는 해당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법적인 틀 안에서 실제 작법의 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

였다. 기준은 기획과 스토리를 전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산업적 현황을 반

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가 대부분 문헌연구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아울러 작

법론상 보호범위 설정 역시 일부의 경우 다소 모호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외견상 형식적으로만 저작물성 판단이 이루어지던 

시놉시스에 대하여 법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을 융합한 접근을 통한 분석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고 생각된다.114)

114)		nimmer	교수는	패턴테스트를	합리적인	분석을	포기하는	것,	즉	각자의	사건이	각자의	사실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내포된	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합리적인	분석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3,	

Mattheaw	Bender(1979),	p.	13-21.

D : D’의 남편, 사장. D’와 정략결혼을 했다. 원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E : B 남편, 부장

<줄거리>

A는 B에게 망신을 당하면서도 C를 취직시킨다. C의 회사 사장의 아내인 D’은 D와의 불화로 그의 부하 직원들 중 한 명과

의 외도를 통해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C이다. C와 D’는 서로

의 필요에 의해 만나지만, 필요 이상으로 서로를 좋아하게 된다. 한편, A는 우연히 알게 된 D를 사장인줄 모르고 허물없이 

대한다. D는 남편의 내조에 헌신하는 A를 특이한 여자로 바라보면서 점점 매력을 느낀다.

(중략) A의 내조에 힘입어 C는 승승장구 한다. 그러나 A는 또 한 번 고공낙하를 경험해야 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배신

이다. 그것도 내가 손이 닳도록 아부를 하고, 알아 모셨던 사장님 사모님과···남편이 바람이 났다. A는 딜레마에 빠진

다. 남편을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꿇어앉혀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인가? 마침내 A는 둘 다 하지 않기로 한

다. 남편이 아닌, 자신이 성공하기로 한다. 남편을 내조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버린 노하우로 특허를 딴 A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바로 D이다. 사장 D의 도움으로 A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복수의 첫 단추를 꿴다. 바로, 남편의 상사가 되어 그 

자리에 앉는 것!113)

우선 당해 시놉시스의 기획 요소는 ① 사내정치에 관한 공감대 형성 ② 결혼을 후회하는 여성들의 심리 대

변 ③ 내조 성공 스토리를 통한 대리만족 제공 ④ 여성들에게 주체적 여성상을 보이는 것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획요소가 등장인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주인공 A가 빼어난 미모로 인기

가 많았다는 설정, 주인공의 남편 C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정, B가 과거 A를 동경하던 인물이었다

는 설정, 그리고 E를 B의 남편이자 C의 직장상사로 설정하여 ②를 부각 시켰다.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

계가 결합된 과정을 a라고 명명한다. 이후 줄거리에서는 이러한 인물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인공이 견뎌

내는 비굴함을 극대화시켜 ①이 강조된다는 점, 이를 극복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공 스토리가 더

욱 극적으로 보이도록 하여 ③을 이루어낸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하여 ②가 

다시금 강조되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④에 대한 욕망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a를 기반으로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종합된 b라고 명명하고, 

네 가지 기획요소와 그것이 스토리상 표현된 것을 종합한 것, 즉 a+b를 c라고 한다면, 이 모든 기획의 구체화 

과정이자 총체인 c는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어서 입장이 바뀐 등장인

물들의 관계와 두 가지 삼각관계, 주인공의 내조로 성공한 남편의 외도, 남편 회사의 사장과 깊은 관계로 발전

하여 주인공이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줄거리는 보호받기 어렵겠지만, 주부층의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 가지 기획 요소를 등장인물들의 설정과 관계에 반영한 뒤 그것을 중심으로 결말에 이르기까지 스토리의 각 

전개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들이 연관되어 감정적 효과를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이루어낸 

당해 시놉시스의 줄거리는 보호받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3)		이러한	예시를	통해	시놉시스는	일반적으로	문장표현이	제한적인	극적	어문저작물과	달리	상대적으로	수사방식이	자유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곧	관계자의	이목을	끌기위한	전략으로	작성된	것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문언적	표현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겠지만,	침해

저작물이	동일한	기획	시놉시스인	경우	문언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
수

상
시

놉
시

스
의

 저
작

권
 보

호
 기

준
 설

정
에

 관
한

 연
구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42 43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오승종, 극적 저작물에 있어서의 표절 판단, 『産業財産權』, 통권 제40호(2013).

오승택, 아이디어의 법적보호,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유대종,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소고, 『정보화정책』, 제13권 제2호 통권 47호(2006).

이상범, 드라마작가와 시나리오작가의 구조적 시스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2015).

이샛별, 스토리 및 시놉시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학술논집』, 제62집(2015).

이채영, 시드 필드의 영화 3막 구성론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語文論集』, 제62집(2015).

정상조, 經濟的 不法行爲 試論: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 『民事判例硏究』, 34집(2012).

______,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Seoul law journal)』, 제44권 제1호 통권126호(2003).

조용순, 외주제작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16집(2010).

채정화·이영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리얼리티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1호(2010).

홍승기, 드라마 시놉시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문화』, 제159호(2007).

황세동, 저작권에 있어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관한 판단 방법론에 대한 고찰, 『지적재산권』, 제31호(2009).

[서양문헌]

단행본

Meville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1, Mattheaw Bender, 1979.

_______________, Nimmer on Copyright, vol.3, Mattheaw Bender, 1979.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volumeⅠ: Chapters1-6, Aspen Publishers, 2009.

_______________, Goldstein on Copyright. volumeⅡ: Chapters7-14, Aspen Publishers, 2009.

Robert C. Osterberg·Eric C. Osterberg,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Practising Law Institute, 2015.

Syd Field, The Screenwriter’s Workboo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2006.

학술자료

Devine, Brian. “Free as the air: rethinking the law of story idea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vol. 24 no. 3(2002).

Catherine Niebergall, “Product of the Mind: Idea Submission Cases and Copyright Preemption Post-Grosso”, SMU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vol. 17(2014).

Davis, Michael H., “The screenwriter’s indestructible right to terminate her assignment of copyright: once a story is “pitched”, 

a studio can never obtain all copyrights in the story.”,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18 no. 1(2000).

Kauffman, Stuart K., “Motion pictures, moral rights, and the incentive theory of copyright: the independent film producer 

as “author”.” ,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17 no. 3(1999).

Newman, Jon O., “New lyrics for an old melody: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n the Computer Age.”,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17 no. 3(1999).

REBIKOFF, Stephen., “Restructuring the test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relation to literary and dramatic plots.”,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25 no. 2(2001).

Robert Fuller Fleming, ‘Substantial Similarity: Where Plots Really Thicken’, Copyright Law Symposium, vol. 19(1971).

Samuels, Edward.,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n copyright law.”, Tennessee Law Review, vol. 56 no. 2(1989).

Samuelson, Pamela., “A fresh look at tests for nonliteral copyright infringement.”,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7 no. 4(2013).

Zimmerman, Diane L., “Copyrights as Incentives: Did We Just Imagine That?”,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vol. 12 no. 

1(2011).

[국문문헌]

단행본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 2007.

권호영, 『드라마 제작과 유통』,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김애옥, 『응답하라 시놉시스』, 연극과 인간, 2014.

김정완, 『저작권법개설』,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박혜경·장현숙·최명숙, 『대중매체와 글쓰기』, 푸른사상, 2014.

송낙원, 『시나리오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심산,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 , 해냄출판사, 2004.

오승종,『저작권법』, 박영사, 제2판, 2012.

______,『저작권법』, 박영사, 제4판, 2014.

유세문, 『영화 기획 제작서 쓰는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5.

이환경, 『TV 드라마작법』, 청하출판사, 1996.

임상혁,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정상조,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클라라 베런저 저(정일몽 역), 『시나리오 작법』, 집문당, 1984.

최인수 편저. 『시나리오 공모전 정복가이드』, 집문당, 200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학술자료

권태복,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체계, 『산업재산권』, 제41권(2013).

김경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적용의 한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 어문저작물(소설 및 드라마 저작물)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

(2013).

김삼력, 시나리오 작법의 실제 적용을 통한 효용성에 관한 연구 : 데이비드 하워드와 로버트 맥기 이론에 기반 한 영화 ＜하

얀 나비＞ 시나리오 창작 분석,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______, 시나리오 창작의 주제 설정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통권 제16호(2013).

김용섭,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한양법학』, 제24권 제2집(2013).

______,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産業財産權』, 통권 제38호(2012).

김윤정·이지훈, 관객 중심 특성 중 영화흥행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2013).

김종희,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法學論叢』, 제3호(2014).

김혜정, 기획 및 계획설계 단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1호(2013).

김희권,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자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노철환, 작가로서 영화감독의 실제에 관한 연구, 『영화』, 제5권 제1호(2012).

변민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텔링의 창작방법론,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4호(2009).

송윤석,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영화진흥위원회/영화정책센터, 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2011).

우
수

상
시

놉
시

스
의

 저
작

권
 보

호
 기

준
 설

정
에

 관
한

 연
구

참고문헌

44 45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Echevarria v. Warner Bros., D.C., 12 F.Supp 632 (1935).

Funkhouser v. Loew’s, Inc., 208 F.2d 185 (8th cir. 1953).

Golding v. RKO Pictures Inc, 35 Cal 2d, 697 (1950).

Marvel Worldwide, Inc. v. Kirby 726 F.3d 119(2011).

Peter Pan Fabric v. Martin Werner, 274 F.2d 487(1960).

Rucker v. Harlequin Enterprises, 106 U.S.P.Q.2d 1470 (2013).

Twentieth Century-Fox Film Corp. v. Dieckhaus 153 F.2d 893 (1946).

United States v. Paramount, 334 U.S. 131 (1948).

Zervits v. Hollywood Pictures, INC. 989 F.Supp.727 (1995).

기타

권오영 外,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화의 텍스트 내/외적 요인과 흥행예측과의 관련성 연구”, <https://www.krm.or.kr/krmts/

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 un=SD&m201_id=10064599>, (2016. 08. 19).

두산백과, “시놉시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 hod=view&MAS_ 

IDX=101013000780808>, (2016. 08. 05).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 및 주요 조항 해설서”, <http:// 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

dataView.jsp?pSeq=13&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EC%98

%81%ED%99%94+%EC%8B%9C%EB%82%98%EB%A6%AC%EC%98%A4>, (2016. 08. 19).

박영주, “방송작가협회 제명 ‘야왕’ 이희명 반발, 무효확인·위자료 소송”, <http:// www.newsis.com/ar_detail/view.

html?cID=&ar_id=NISX20131021_0012450678>, (2016. 07. 15).

이재훈, ‘광해’와 ‘데이브’ 75% 비슷, 그러나 표절 아니다?, <http://www.newsis. com/ar_detail/view.html?cID=&ar_

id=NISX20121113_0011603095>, (2016. 08. 17).

최정환, “엔터테인먼트 소송실무”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 asp?CID=F446695C67A848E4823E62E

CC684D090>, (2016. 07. 08).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을 통한 저작권 침해판단에 관한연구(201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등록정보 검색”, <https://www.cros.or.kr/re port/register-list.cc>, (2016. 08. 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이야기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2016).

Oxford Learner’s Dictionary, “synopsis”, <http://www.oxfordlearnersdictionaries. com/definition/english/

synopsis?q=synopsis>, (2016. 08. 17).

[판례]

국내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자 91라79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 6. 22. 선고 94나895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노25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8고합11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3296 판결.

해외

Bernal v. Paradigm Talent and Literary Agency 788 F.Supp.2d 1043 (2010).

Dellar v. Samuel Goldwyn, Inc 40 F.Supp. 534 (1941).

Desny v. Wilder, 299 P.2d 257(1956).

우
수

상
시

놉
시

스
의

 저
작

권
 보

호
 기

준
 설

정
에

 관
한

 연
구

4746



요 약 문

우
수

상
새

로
운

 음
악

 웹
캐

스
팅

 서
비

스
의

 등
장

과
 디

지
털

음
성

송
신

 규
율

 방
안

우수상
유승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전공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과 디지털음성송신 규율 방안
(유사전송의 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웹캐스팅과 디지털음성송신

  1. 웹캐스팅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2. ‘디지털음성송신’과 ‘방송·전송’의 구분

  3. 디지털음성송신의 저작인접권상 법적 지위

Ⅲ.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과 현행 규율 검토 

  1.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 

  2.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유사전송 사례 검토

  3. 유사전송의 기준 설정을 위한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 검토

Ⅳ. 디지털음성송신 중 유사전송 문제의 개선 방안

  1. 유사전송의 정의 규정 신설

  2. 유사전송의 법적 취급 방안   

  3. 홀드백 제도의 도입 검토

Ⅴ. 결론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전송과의 구분요건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고,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신설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은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결과적으로 전송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

되면서 이른바, “유사전송”이라는 문제영역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의 규율이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율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일 뿐인 유사전송 문제의 해결을 위해 디지털음성송신의 정의규정 

자체를 수정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새로운 문제영역에 대응하는 데에 어떤 장애 요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 보다는 당면한 문제인 유사전송 행위를 어떠한 법적 기준

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에 의해 유사전송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어느 권리 영역 하에 이를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유사전송 행위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

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당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유사전송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해석된 “프리리슨”서비스와 “딩

가라디오”서비스를 비교해본 결과,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청취 이전에 채널 편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거나 특정 음악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1채널에 10곡 미만의 곡이 편성된 경우, 

곡 간 건너뛰기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유사전송 행위는 전송의 정의 규정 

내지는 전송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전송 행위가 전송사업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가져올 실질적인 수익적 피해는 음반 발매 

후 2∼3개월 이내에 가장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영화산업에서의 이른바 “홀드백(Hold back)”제도를 

음악산업으로 도입하여 유사전송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주제어 : 디지털음성송신, 유사전송, 웹캐스팅, 방송,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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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웹캐스팅과	디지털음성송신

1. 웹캐스팅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1) 웹캐스팅의 개념과 분류

(1) 웹캐스팅의 개념

웹캐스팅은 웹(Web)과 방송(Broadcasting)의 결합으로 탄생한 용어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들에

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흔히 인터넷 방송이라는 용어로 불린다.4) 웹캐스팅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

펴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

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서비스”5), “인터넷을 통한 음악, 문자, 영상 등의 내용을 끊임없이 보내는 서

비스”6), “동영상·데이터정보 등의 콘텐츠를 푸시(Push) 및 스트리밍(Streaming)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인터

넷 또는 고속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7), “인터넷상에서 일방향 스트리밍 방식으로 오디오를 제공하는 것”8)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인터넷 기반에서 영상 및 음악 콘텐츠를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멀티캐스팅 방식으

로 송신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웹캐스팅은 인터넷(Web)과 방송(Broadcasting), 두 용어의 결합

으로 탄생한 개념이기는 하나, 방송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전통적인 방송과는 전혀 다른 주문형 방식 또는 다

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도 포함되기 때문에 방송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웹캐스팅이 주문형 방식과 다운로드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송신을 개념화 

하거나,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형태를 기술하는데 있어서는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콘

텐츠의 송신방법으로서의 다운로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9)

(2) 웹캐스팅의 분류

일반적으로 웹캐스팅이란 용어는 크게 스트리밍 방식과 주문형 방식으로 나뉜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AM/FM 라디오 웹캐스팅, 인터넷 웹캐스팅, 개인전용 인터넷 웹캐스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4)	금기훈,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년,	41면.

5)	이대희,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	7면.

6)	방석호,	“한국에서의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주요	법률적	쟁점들”,	『한일법학』	제19집,	2000,	1면.

7)	박익환,	“인터넷상	방송	및	전송을	통하여	본	저작권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회갑기념호	디지털	재산법연구』,	2002,	135면.

8)	steve	Gordon,	the	Future	of	the	Music	Business(third	edition),	Hal	Leonard	Books,	2011,	p.	60.

9)	금기훈,	위의	논문,	42면.

10)		tomomi	Harkey,	“Bonneville	 International	Corp,	v.	Peters-	Considering	Copyright	Rules	to	Facilitate	Licensing	for	webcasting”,	20	Barkeley	

tech,	L.J,	624,	627,	2015.

Ⅰ.	서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음악콘텐츠 분야는 음반 

산업의 구조 자체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 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대표적으로 2000년 개정에서 “전송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과 2006년 개정에서의 “디지털

음성송신”개념의 도입을 들 수 있겠다. 현행법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에게는 공중송신권의 

하위개념으로 배타적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실연자1)와 음반제작자2)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사업

자들에 대한 채권적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

문에 동시에 수신하게 한다는 이른바 동시성이 전송과 구별되고,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서 개시된다는 

점에서 방송과 구별된다.

이처럼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특성만으로 전송과 구분되고 저작인접권자들에 있어서 법적 취급을 상대적으

로 약하게 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은 최근 프리리슨, 딩가라디오 등의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과 함

께 그 규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술의 발전과 법의 규율이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들여다보면 디지털음성송신의 형태로 서비스하는 듯 보이지만 그 효율과 편의성이 결과적으로 보

면 전송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유사전송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저작

권법 하에서는 이러한 유사전송에 대하여 음반제작자, 실연자들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들의 저작인접권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념들에 관한 규정을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을 줄

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검토한 후 미

국의 저작권법 규정3)을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유사전송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

행해보고자 한다.   

1)	저작권법	제	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저작권법	제	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미국의	공연권	규정	중	법정허락에	관한	규율을	살펴보면	개개의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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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한다는 정의 요소는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특성을 의

미하고, “공중의···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정의 요소는 쌍방향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시성과 

쌍방향성이라는 디지털음성송신의 특성은 종전의 방송 및 전송과 구별되는 점이다.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디지털음성송신을 인정하게 된 배경은 Winamp 방송 등 개인 인터넷방송이나 지상파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Simulcast) 등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을 전송, 방송 중 어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

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의 수단으로 새로이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이 도입되었다.18) 다시 말해, 디지털

음성송신에는 개인 인터넷방송, 지상파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 등이 해당된다.19) 이 개념의 기본은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서비스하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이다.20) 이러한 형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기 보다는 송신자의 설정에 의해 콘텐츠의 제공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개념과 유사하나,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속성에 차이가 있다. 

2. ‘디지털음성송신‘과 ‘방송·전송’의 구분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변화하

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송신 방법이다. 실시간 인터넷 음악방송(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

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의 전송과 방송 개념의 중간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는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중송신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공중송신 하의 독립된 하위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21) 디지털음성송신은 음악

(음성)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웹캐스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22) 

앞서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이

는 디지털음성송신의 특징 중 수신의 동시성과 송·수신의 쌍방향성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방

송, 전송과는 개념이 구별된다. 이에 대한 방송,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이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해보면 아래

의 표와 같다. 

이용형태
특징

동시성 쌍방향성 주문형

방송 O X X

전송 X O O

디지털음성송신 O O X

<표 1> 방송·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23)

17)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39면.

18)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6,	60면.

19)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8판,	세창출판사,	2012년,	229면.

20)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2006년	겨울호,	2006,	49면.

21)	오기석,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산정기준	연구”,	저작권위원회,	경성문화사,	2008,	17-18면.	

22)	심동섭,	위의	논문,	48면.

23)	조성훈,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2007년	겨울호(제49호),	세창출판사,	2007년,	117면.

가. 스트리밍 방식

① AM/FM 라디오 웹캐스팅

AM/FM 라디오 웹캐스팅은 보통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온라인 시멀캐스트(Simulcast)11)를 나타낸다. 이는 

보통 방송국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12) 이 때 시청자들은 방송되고 있는 음악이나 영상에 대해 

조작 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TV 지상파나 라디오 전파의 송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방송과의 차이를 가진다. 지상파 방송국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TV 시청, Winamp 라디오를 

통한 AM/FM 라디오의 실시간 청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13)

② 인터넷 웹캐스팅

인터넷 웹캐스팅은 순수 스트리밍을 통한 웹캐스팅을 말하며, 시멀캐스트와 다르게 지상파 방송 없이 인터

넷으로만 방송된다. 기존엔 전통적인 지상파, 위성방송 및 케이블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

자적인 웹캐스터와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

으로 전달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특징은 시멀캐스트와 같으나, 시멀캐스트를 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은 저

작인접권자로서의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을 웹캐스팅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인터넷 웹캐스팅과는 

저작권법의 적용과 방송물의 이용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14)

나. 주문형 방식 (개인전용 인터넷 웹캐스팅)

개인전용 인터넷 웹캐스팅은 양방향성 또는 서비스 가입과 관련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문형 방식으로 웹

캐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종종 “하늘의 쥬크박스”15)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몇몇 이러한 사이트 에

서는 개개인을 위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디지털 다운로드로 음원을 구입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전용 인터넷 웹캐스팅은 주문형 인터넷 스트리밍을 말한다고 본다.

2)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캐스팅의 범위는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웹캐스팅을 공중송신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 분야가 갖는 산업적 가치가 유의미한 점을 고려해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은 웹캐스팅 중

에서도 음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그 중에서도 음악콘텐츠에 집중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우리 저작권법16)에서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1)		동시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동시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사이멀캐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현재	KBs	〈9시	뉴스〉는	tV와	동시에	

라디오에서도	방송되고	있어서	사이멀캐스트	프로그램	혹은	동시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것을	방송하더라도	캐스트나	해설자가	

tV와	라디오가	각각	다른	경우는	사이멀캐스트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Rt(Radio	and	tV)라고	한다.	(사이멀캐스트	[simulcast]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12)	tomomi	Harkey,	supra	note	9,	p.	627.

13)		김승민·박덕영,	“웹캐스팅(Webcasting)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동향	및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의	법적	대응”,	한국정보법학회,	2010,	10면.	

14)	김승민·박덕영,	위의	논문,	10면.　

15)		하늘의	쥬크박스(celestial	 jukebox)는	구독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상호작용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Celebrating	the	‘Celestial	Jukebox’,	<Huffingtonpost>,	2015/11/03	12:46,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en&tl=ko&u=http%

3A%2F%2Fwww.huffingtonpost.com%2Fsteven-marks%2Fcelestial-jukeboxes_b_8462468.html&anno=2>	(최종방문	2016/08/03	20:28)).

16)	저작권법	제	2조	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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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 개시는 방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방송은 방송 사업자의 송출에 의하여 전

달된 정보가 유선 방송망이나 공중전파 등을 통해서 이미 TV 등 기기에 도달하여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송

신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송신은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수신자

가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여야 비로소 송신이 이루어진다. 즉, 방송은 해당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시간

에 송출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시간에 맞춰 접속해야 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의 대부분 서비

스는 편성된 프로그램 또는 채널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요청을 해야만 개시가 

된다.30)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차이가 있다. 요컨대 방송이 일방향성의 특징을 가

진다면 디지털음성송신은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웹캐스팅에서, 수신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체적으로 메뉴를 클릭하여 IP 및 송신요청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 측의 서버에 전달

해야만 서버로부터 수신자의 PC로 스트리밍 방식의 송신이 개시된다거나,31) 특정 장르의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는 채널이 있는 경우에 누군가가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최초의 요청을 하였을 때 그 송출이 시작되는 것이, 

수신자 측의 개별적 요청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개시되는 방송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는 전형적으로, 최초 요청자의 요청 이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최초 요청한 

이용자가 청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취하게 되는 방식을 가진다.

3. 디지털음성송신의 저작인접권상 법적 지위

디지털음성송신은 저작재산권의 공중송신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공중송신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을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저작재산권자들의 이용허락이 필수적인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

재산권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전송·방송과 권리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저작인접권

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저작인접권 하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채권적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전송

에 배타적권리를, 방송에 일부 배타적권리와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권리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32)의 입장에서는 특정 서비스가 전송·방송에 속하는지, 디지털음성송신에 속하는 지 여부가 매

우 유의미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저작인접권 측면에서의 디지털음성송신의 규율

체계와 함께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1)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인접권과 전송·방송과의 비교

저작인접권에 있어서 디지털음성송신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닌, 채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실연자

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보상 의무를 뜻한다. 

전송의 경우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전송권이라는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33) 

이러한 전송권은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실연 또는 음반을 전송할 경우, 실연자의 권리 또는 음반제

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권리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의 

대상이 된다.34) 

30)	금기훈,	앞의	논문,	61면.

31)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41면.

3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한함.

33)	저작권법	제74조	및	제81조.

34)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46면.

1) 수신의 동시성 : 전송과의 구분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송신 방식’24)으로 이러한 동시성의 요건은 

방송의 동시성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전송의 이시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전송에 대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

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25) 이는 WCT 제8조(공중전달권)의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으

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조항과 그 내용이 부합한다고 본다.26) 전송의 이른

바 ‘쌍방향성’의 특징과 ‘주문형’방식을 정의한 것이다. 즉, 전송의 경우는 ‘주문형’방식으로 수신에 있어서 이

시성을 가진다. 예컨대,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 기반의 음악 서비스를 통해 특정한 곡을 선택하면, 그와 동시

에 해당 곡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송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음악을 다운로드가 가능

하게끔 서비스 하는 방식 역시 전송에 속한다.

또한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AOD(Audio On Demand) 서비스 등도 이용자

가 선택한 시간에 처음부터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이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서

비스라고 해도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디지털음성송신에 해

당하는 경우는 ‘비주문형’방식의 서비스로, 이용자 모두가 동시에 동일한 시점을 청취하는 형태로 스트리밍 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27) 

하지만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특성만으로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하여 다른 법적취급28)을 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 탄생하면서, 이른바 ‘유사전송’과 같이 그 경계에 있어 모호성을 드

러내고 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의 동시성 요건은 인터넷 방송인 웹캐스팅, 즉 인터넷 망을 통한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에서 파생된 개념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디지털음성송신에 있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역시 디지털음성송신을 라디오 음악 방송과 같이 음악 구매를 촉진

시키는 서비스 등과 그 목적과 방식을 유사하게 보고 이를 제도의 취지로 둔 것으로 보인다. 

 

2) 송·수신의 쌍방향성 : 방송과의 구분

우리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

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29)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 개시는 전송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므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에서 전송을 제외한다고 명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저작권법	제2호	8호	및	11호.

25)	저작권법	제2조	10호.

26)	금기훈,	앞의	논문,	72면.

27)	이해완	외	2명,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42면.

28)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전송에	있어서는	이용허락을	기본으로	배타

적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9)	저작권법	제2조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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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상청구권은 전송권과 같은 배타적권리가 아닌 채권적 성질의 권리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

이 녹음된 음반을 실연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보상금지급의무를 진 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권리자의 경

제적 이익을 보존하면서, 저작(인접)물의 이용환경을 간소화 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3)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우리 법은 실연자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43) 

즉 음반제작자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연자의 보상청구권과 동일하다.

한편,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지정되어 있다.

4)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일시적 복제

우리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

용하여 송신하는 경우44)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

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5) 해당 규정은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에서 새롭게 둔 규정인데, 개정 전에는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

다.46)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서버에 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이러한 서비스 구축에 필수적인 복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

지 않은 것은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존기간은 제34조 제2항을 준

용해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방

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면책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에게도 일시적 복제

를 허용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제적인 사업이 개시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47) 

43)	저작권법	제83조	제1항.

4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복제	규정에서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라고	복제행위의	목적이	방송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일시적	

복제	규정에서는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목적에	있어서	디지털음성송신	이외의	송신으로도	해석

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45)	저작권법	제87조	제2항.

46)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48면.

47)	김영산	외	8명,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위원회,	문양사,	2009,	41면.

방송의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배타적인 방송권35)(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 제외)36)과 더불어 실연

자와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취급에 

대한 문제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보상청구권의 행사방

법이나 법적인 성격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

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업용 음반’37)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디

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경우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반’에 대한 송신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38) 또한 방송보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외국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해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사업자 개개인이 일일이 저작인접권자를 찾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청구권은 지정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며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

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당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경우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는 대비되는 내용인데, 이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경우에 방송사업자에 비해서 사업 규모에 따른 보상 금액이 적은 반면에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 거래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을 효율성을 위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39) 

정리하면, 디지털음성송신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제도는 전송과 비교했을 때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

인접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방송과 비교했을 때는 몇몇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

나,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몇 음원권리자들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금 수령 단체의 지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으로 고시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타적 권리와 보상청구권 사이의 형식상의 차이 때문에 권

리자의 경제적 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우리 법상 실연자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

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을 가진다.40)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란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41), 영리 목적인지의 여부를 떠나 반

복적, 계속적으로 디지털음성송신을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디지털음성송신 행위를 한 

자는 보상금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42)

35)	저작권법	제73조.

36)		김형렬,	“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2016년도	한중공동국제학술

대회:한중	법학분야의	최근	동향-저작권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2016,	8면.		

37)		2016년	9월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	음원을	음반에	포함시키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인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했다.

38)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47면.

39)	김형렬,	앞의	논문,	9면.		

40)	저작권법	제76조	제1항.

41)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

42)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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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유사전송 사례 검토

1) 프리리슨

(1) 서비스 개요

프리리슨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기본적으로 무료가입 후에 별도의 이용료

의 지불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채택

하고 있었다.50) 한 가지는 원하는 곡을 선곡하여 채널을 개설한 후 음악을 듣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타

인이 개설해놓은 채널에 접속하여 음악을 듣는 방법이었다. 타인이 개설해놓은 채널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프리리슨의 전용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본인이 직접 선곡한 음

악을 듣고자 한다면 회원가입 후에 채널을 개설한 후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회원은 1개의 채널에 2곡 이

상의 곡을 넣을 수 있고, 개설 가능한 채널의 수에 제한이 없었다. 또한 방송을 위해서 음악을 선택하고자 한

다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음악뿐 아니라 채널이 검색결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특이한 점은 타인의 채널에 접속하여 음악

을 청취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특정 채널에 접속해 있는 이용자들과 동시에 같은 노래의 같은 시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직접 방송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자신의 채널에서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단지 2개 이상의 곡을 선택하면 방송이 가능하였고, 채널 생성에 있어서 그 수에 제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

널의 삭제와 생성이 자유로워 사실상 해당 음악의 재생에 있어서 그 시점과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조정이 가

능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방송듣기”는 의심의 여지없이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수 있으나 “방송하기”는 

디지털음성송신의 요건인 “수신의 동시성”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전송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

이 사례의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인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 주요쟁점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프리리슨의 서비스의 사업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2010년 12월 3일에 피해자들을 포

함한 음반(음원)제작자들로부터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에 대한 신탁

관리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의 음반사용과 관련한 “디지털

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디지털

음성송신 중 사업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설비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이고, 해당 웹사이트, 설비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 역시 저작물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청취자를 대상으로 송출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51) 

50)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31면.

51)	서울남부지법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	

Ⅲ.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과	현행	규율	검토

1.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

전통적인 웹캐스팅에서는 이용자가 웹캐스팅을 위한 콘텐츠 즉, 음악 방송을 위한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

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등장한 “프리리슨” 등 새로운 유형의 웹캐스팅에서는 서비스 업체가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48) 요컨대, 전통적인 웹캐스팅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웹캐스팅 할 수 있는 이른바 

“웹캐스팅의 장”만을 제공했다면 새로운 웹캐스팅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방송할 수 있도

록 음악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널을 개설한 이용자가 음악 방송 중 건너뛰기, 채널 중지 등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웹캐스팅 방송 서비스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

장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규율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일부 서비스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개념상으로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지만 서비스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로 추구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전송과 그 효용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음악을 청취하는 이용자들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법률상 정의에 비교적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향

유하고 있지만, 음악채널을 개설하는 이용자들의 경우가 보통 문제가 된다. 채널의 개설에 있어서 다양한 기

능을 통해 마치 주문형 스트리밍 내지는 전송의 형태처럼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

다. 즉 형식적으로는 수신의 동시성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나, 일부 이용태양은 이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음

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송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49) 이를 두고 ‘유사전송’ 이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면에서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는 전송과 유의미한 차이

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송의 형태를 가지면서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되는 것은 실연자, 음반제

작자 등의 수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누군가의 문제제기로 추후에 전송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 해석과

정과 법적 분쟁에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전송에 대한 구분과 올바른 취급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은 디지털음성송신을 전송과 구분하는 기준으로 ‘수신의 동시성’을 두고 있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현 

시장 상황에서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분 기준에 대한 별

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서비스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방향을 고

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웹캐스팅과 다른 형태의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가 전송

에 속하는지, 디지털음성송신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던 대표적 사례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

로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규율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48)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19면.

49)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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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딩가라디오는 이용자들이 채널 단위로 접속하여 같은 곡의 같은 시점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형태

로, 디지털음성송신의 요건 중 수신의 동시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채널에 접속하려는 의사와 함께 일련의 행

위(예컨대 방송듣기 버튼 클릭)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매체의 쌍방향성 요건 역시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서

비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의 음악 방송 청취의 측면에서, 딩가라디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서비

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딩가라디오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음악 방송 청취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 채널을 개설하

는 개별 방송자들이 있을 것이다.55) 이러한 측면에 앞서 “방송듣기”와 “방송하기”의 특성 차이로, 일부“전송”

으로 구분된 “프리리슨”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두 서비스간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2) 쟁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있어서 그 권리의 내용이 확연히 차이

가 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판례가 부족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음반제작자·실연자간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딩가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신탁관리단체, 음반사 등이 ‘딩가라디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

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경고문을 살펴보면, 딩가라디오 서비스의 사업자인 미디어스코프가 “전송” 기

능이 있는 서비스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일방적인 분류를 한 뒤 신탁단체에 이용허락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바로 다음날 임의적으로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한

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반사 등은 “딩가라디오와 유사한 음악 앱들이 많은데, 모두 전송으로 분류되어 음악 저

작권료를 내고 있다”, “DJ FEED 기능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니 구성원이 선택

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송’에 속하고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딩가라디오가 전

송 서비스라고 주장하였고, 반면 딩가라디오 사업자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분은 이용자가 청취 단계

에서 음악을 선택해서 듣느냐, 그 선택권이 없느냐의 문제”라며 딩가라디오 서비스는 이른바 주문형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음성송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56) 

실제로 딩가라디오의 경우는 이용자가 채널을 편성할 수 있으나 그 청취에 있어서 특정 음원을 지정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프리리슨의 “방송하기”의 경우에는 음악 채널의 편성에 있어서 2곡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면 

족했지만, 딩가라디오의 경우에는 최소 15곡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프리리슨 

서비스의 “방송하기”의 경우에는 채널의 중단과 생성이 자유로웠고, 개별 곡에 대한 건너뛰기가 가능했던 점

도 딩가라디오의 서비스 방식과는 상이하다. 딩가라디오의 DJ FEED 기능은 채널을 최초 편성하여 송출하게 

되면, 중간에 방송을 중단하거나 노래를 건너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딩가라디오의 사업

자는 “이용자가 뮤직피드로 음악을 선곡해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방송을 하는 이용자도 청취자들과 

그 청취하는 조건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며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유

권해석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딩가라디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해석을 받아냈다. 

55)		딩가라디오	서비스에서는	해당	기능,	즉	이용자가	음악을	청취하는	것을	뛰어	넘어	음악	전달의	주체가	되어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DJ	

FeeD”라	명명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이른바	“프리리슨	사례”에서의	“방송하기”와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등과	“디지털음성송신”이냐,	“전송”이냐	갈등을	빚게	된	중심에는	이	“DJ	FeeD”기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6)		““저작권	판단	없었는데”...구글	앱스토어	‘딩가라디오’삭제	논란”,	<이데일리>,	2016/02/03	00:3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

?sCD=Je41&newsid=01098806612546912&DCD=A00504&outLnkChk=Y>	(접속시간	:	2016/08/21	22:06).	

앞서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리리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방송하기”

와 “방송듣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방송하기”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프리리슨의 사업자가 업로

드 해놓은 수많은 음원들 중에서 듣고 싶은(혹은 방송하고 싶은) 곡을 2곡 이상 체크한 뒤 “방송하기”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곡으로 편성된 방송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채널명을 입력 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바로 듣는 것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반면에 “방송듣기”는 위와 같이 생성된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방송듣

기”버튼을 누르면 방송중인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한 서비스였다.

“방송듣기”는 음원을 듣고 싶어 하는 이용자가 프리리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원을 보내줄 것은 요청을 하

면, 그 음원이 송출되는 이른바 “매체의 쌍방향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특정 채널의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수신의 동시성·실시간형”의 요건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

에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수 있었다. 

“방송하기”는 음원을 듣고 싶은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음원을 처음부터 들

을 수 있는 형태로서 이른바 “수신의 이시성·주문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스트리밍 방식

에 의한 주문형 서비스(전송)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사업 개시와 함께 체결하였던 계약내용에는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들이 저작물을 별도로 편성(개별적으로 적법하게 취득

한 저작물로 편성한다는 것으로 봄)하여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이 내용과 반하게, 개별 이용자들이 “방

송하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원을 업로드 해 놓은 점 역시 프리리슨 사업자가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사항이 서울남부지법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프리리슨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이 외 기타 침해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은 본고의 취지와 비교적 무관한 사항으로 판

단되어 별론으로 한다.

 

2) 딩가라디오

(1) 서비스 개요

딩가라디오는 사용자의 음악 취향에 따라 채널을 추천해 주는 개인 맞춤형 음악 라디오 서비스다. 스마트폰

으로 앱을 다운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그날의 감성을 선택하면 성향에 맞는 음악 채널을 추천해주

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른바 한국판 “판도라 라디오”52)인 셈이다.53) 

해당 서비스의 사업자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기업 미디어스코프(이하 사업자)는 “미어캣”이라는 인공지능 

음악 추천 엔진을 자체개발 하였고, 이를 통해 음악의 속성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음악 취향, 자주 듣는 패턴 

등을 분석해 수많은 음악 채널 중 사용자 취향에 맞는 음악 채널을 매우 정교하게 추천해 준다. 이용자들이 앱

을 이용함에 따라 점차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면, 더욱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음악 채널의 청취

를 위해서는 월 1,7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멜론의 이용료가 월 

6,000원임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54) 더욱이 하루에 1시간 청취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장

점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52)		가입자가	2억명에	달하는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	맞춤형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로,	200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아티스트나	곡	제

목을	입력하면	유사한	유형의	음악이	랜덤으로	추천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더욱이	이용자가	주로	듣는	음악과	기존에	선호하는	유형의	

음악을	분석하여	추천해준다는	점도	특이하다.

53)		““저작권	판단	없었는데”...구글	앱스토어	‘딩가라디오’삭제	논란”,	<이데일리>,	2016/02/03	00:3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

?sCD=Je41&newsid=01098806612546912&DCD=A00504&outLnkChk=Y>	(접속시간	:	2016/08/16	17:48).			

54)	“사용자	맞춤형	소셜	음악	라디오	서비스	‘딩가’베타	론칭”,	<Platum>,	2016/01/14,	<>	(접속시간	:	2016/08/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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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전송의 기준 설정을 위한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 검토

1) 미국 저작권법의 디지털 공연권 인정

미국 저작권법은 1995. 11. 1. DPSRA(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의 제정과 

함께 녹음물에 대한 디지털 공연권57)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복제가 용이하게 되

고,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종전의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을 도입하자는 의

견에 정당성이 부족했던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는 디지털 방식의 쌍방향 서비스가 음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

으로 보이며, 저작권자와 녹음물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58)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녹음물의 공연권59), 특히 녹음물의 디지털오디오송신(Digital Audio Transmission)60)

에 대한 것을 인정하였는데, 여기서 디지털오디오송신은 애당초 텔레비전, 케이블TV, 라디오, 위성방송을 의

도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입형”과 “쌍방향성(Interactive)61)” 음성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호를 인정하고 

공중파(Over the air) 방송서비스(일방향 비가입자 송신)에 대하여는 저작권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았다.62)

DPSRA 제정 이후 1998년 즈음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 스트리밍 방식의 웹캐스팅 서비스들이 탄생했

고, 이에 따라 법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8년 7월 31일,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가 창설되었다. DMCA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의 가입형 송신에 웹캐스팅 서비스를 포함시켰고, 이를 적

격 비가입자 송신(Eligible nonsubscription transmission)63)이라 명명하고 새롭게 분류하였다.64) 나머지 비

가입형 방송 송신의 경우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비가입형 방송이 지상파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방송인 경우에는 미국저작권청의 해석에 따라서 저작

권이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쌍방향 또는 일방향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악 공연

권과 디지털 녹음물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 모두를 얻어야 하고,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자발적 이용허락

과 법정허락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65) 

57)		미국의	공연(Public	Performance)의	개념은	디지털	송신에	관련된	것도	모두	공연행위로	보아	우리나라의	“공연“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	중	디지털방식에	의한	공연은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d)에서	세	가지로	분류·규정	하고	있는데,	방송(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인

가를	받은	지역방송국의	방송에만	한정된다.)과	같이	배타적	권리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가입형	송신과	같이	법정허락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

고	주문형	송신과	같이	배타적	권리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58)	Karen	Fessler,	“Webcasting	Royalty	Rate”,	18	Barkeley	tech,	L.J,	399,	406,	2003.

59)	(1)	송신,	(2)	음성	저작물,	(3)	디지털	형태의	녹음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였다.

60)		Digital	Audio	transmission은	번역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우리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디지털음성송신”과는	개념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Digital	Audio	transmission은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반면에,	우리	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

성과	쌍방향성이라는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61)		“쌍방향성”에	대한	개념은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j)(7)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자만을	위해서	제작	된	프로그램이나	수신자

에	의하여	또는	수신자를	위하여	선택되는	특정한	음반의	송신을	그것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2)	이해완	외	2명,	앞의	논문,	57면.

63)		“적격	비가입자	송신”에	대한	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j)(6)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그	서비스의	일차적인	목적이	공중에게	그러한	오디오	

또는	그	밖의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	녹음물,콘서트	실황	또는	그	밖의	음악	관련	이벤트	이외의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광고,	

또는	판촉하려는	것이	아닐	경우에,	방송	송신의	재송신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녹음물의	실연으로	수성된	오디오	편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d)(1)상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대화형	비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을	말한다.	

64)	적격	비가입자	송신(eligible	nonsubscription	transmission)은	DMCA에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65)	금기훈,	앞의	논문,	49면.	

한편, 딩가라디오 서비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소송을 청

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3자로부터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

물에 관해 미디어스코프의 딩가라디오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에 딩가라디오 서비스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 현재 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3)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 규율 한계

“프리리슨 사건”은 종전에 디지털음성송신과 관련된 판례가 많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일어나게 될 관

련 분쟁에서 매우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은 추상적이고, 단순한 기준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테

두리 안에서 신규사업자들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

로 권리자 및 기존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률의 모호함을 이용해 신규사업자를 견제하고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채권적인 보호 내용 자체에는 보상규정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에 명확히 전송의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디지털음성송신을 가장하여 전송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른바 “유사전송“ 대한 취급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리슨의 사례를 보면 직접 방송 채널을 개설하는 이용자들이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된 음악을 선택하여 송

신하는 과정에서 주문형 음악 청취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

다. 딩가라디오의 경우에도 문제의 핵심이 된 기능은 DJ FEED 즉, 이용자가 방송 채널을 개설하는 기능이었

다. 최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음악 라디오 서비스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디지

털음성송신을 두고 유사전송이라고 한다.

이용자가 직접 음악 방송 채널을 개설하는 경우에 마치 “스트리밍”서비스와 같이 주문형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유사전송 행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사전송 행위를 디지털음성송

신으로 분류하고,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만 보호한다면 전송 서비스 사업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이 불공평

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인 바, 음악 시장의 퇴보를 맞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 법은 “수신의 동시성/이시성”만으로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송과 유사한 서비스 형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법률상 구분 요건을 명확하게 재정비 하거나 유사전송을 전송에 준하거나 동일한 취급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마

련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전송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래에서 미국 입

법례를 살펴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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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고지 금지

송신업체는 송신 전에 미리 프로그램의 일정표를 공표할 수 없고, 공연되는 곡의 특정가수 또는 특정 녹음

물의 제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70) 하지만 사전 고지 금지 원칙은 녹음물이 공연되기 직전에 

특정 녹음물 인 것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예외로 해당채널에서 실연되는 음악의 종류

를 예시하기 위해 몇몇 가수의 성명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3) 프로그램에 관한 원칙

가. 보존된 프로그램(Archived program)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는 보존된 프로그램은 5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보존된 프로그램이 2주 이

상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71) 

나. 연속 프로그램(Continuous program)

연속프로그램인 경우에 일련의 녹음물이 반복적으로 공연됨으로써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지됨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전에 확정되어 수신자의 통제범위 밖이어야 한다. 최소한 3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따라서 3시간 이상 되는 프로그램만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다.

(4) 허위의 연계 금지

송신업체에 의해 광고되는 특정제품 또는 특정서비스와 녹음물의 제작자 또는 실연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청취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녹음물을 송신함과 동시에 시각 이미지

를 송신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송신하지 않아야 한다72). 따라서 녹음물의 송신에 있어서 특정광고가 아닌 

시각이미지와 녹음물이 송신된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5) 특정음악 선택 금지(음악의 선택재생 금지)73)

미래 기술발전으로 수신자가 요구하는 특정 녹음물 또는 특정 가수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녹음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한 쌍방향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비용 또는 부담

을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송신업체는 수신자의 이러한 기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74) 

70)	17	U.s.C	§114(d)(2)(C)(ii).

71)	17	U.s.C	§114(d)(2)(C)(iii).

72)	17	U.s.C	§114(d)(2)(C)(iv).

73)		“특정음악	선택	금지”조건은	그	협력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딩가라디오	서비스의	“미어캣”	기술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특정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나아가	더욱	정확하고	정밀한	추천이	가능해질	것

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채널에	포함되는	음원의	갯수나,	구성에	있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닿지	않도록	세부조항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74)	17	U.s.C	§114(d)(2)(C)(v).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정허락이 정해지게 되는 서비스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닌 채권적 권리로 보호되는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 요건을 갖춘 송신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와 그 지위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미국의 법정허락 요건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법상 전송과의 구분요건, 유사전송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사항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DPSRA에서 비쌍방향의 가입형 녹음물의 디지털오디오송신에 대해 법정허락의 대상으로 했으나, 웹

캐스팅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규율이 필요했고, DMCA에 의해 새로운 법정허락 대상이 

정의되었다. 

다음 표는 DMCA의 법정허락 요건이다.

유형

1
기존(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존재하던	위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에	의한	송신(Preexisting	satellite	digital	

audio	radio	service)

2
가입형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송신(Performance	of	a	sound	recording	publicly	by	means	of	

a	subscription	digital	audio	transmission)

3 적격	비가입자	송신(An	eligible	nonsubscription	transmission)

<표 2> DMCA 하의 법정허락 요건66)

여기서 기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사업보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1998년 8월 이

전에 제공되던 서비스를 말한다.67) 반면 새롭게 추가된 신규 서비스는 1998년 8월 이후의 서비스로, 기존에 

운영되던 가입형 서비스도 아니고 기존의 위성 디지털오디오송신도 아니면서 비쌍방향의 가입형 방식에 의해

서 녹음물을 공연하는 디지털오디오송신 서비스를 의미한다.68) 

이러한 신규 서비스가 법정허락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충적 공연 (Performance complement)

미국에서 실연 또는 판매를 위해 합법적으로 배포된 한 개의 음반에서 ① 2개의 다른 녹음물을 연속적으로 

송신하는 경우와 선택된 3개의 녹음물을 송신하는 경우, ② i) 동일한 가수, 또는 ii) 미국에서 실연 또는 판매

를 위하여 하나로 합법적으로 배포된 세트 또는 편집물에서 선택된 3개의 다른 녹음물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송신을 하지 않아야 한다69)는 수적·시간적 제한이다.

66)	17	U.s.C	§114(d)(2).

67)		기존	서비스	중에서도	보충적	공연(Performance	complement)이어야	하며,	송신업자가	사전에	어떤	녹음물이	송신되는지에	대하여	제목에	대한	정

보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충적	공연에	대해서는	신규	서비스의	법정허락	요건을	다루면서	함께	설명코자	한다.

68)	17	U.s.C	§114(d)(2)(C).

69)	17	U.s.C	§114(j)(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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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음성송신	중	유사전송	문제의	개선	방안

1. 유사전송의 정의 규정 신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방송채널을 구성하여 송신할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한다. 내보내지는 음악을 흘러나오는 대로 디지털음성송신의 형태로 청취만 하는 이용자

가 있는 반면에, 채널을 개설하는 이용자는 원하는 앨범이나 가수의 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는 전송과 유사한 형태로 음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일방향적으로 방송되

는 음악을 듣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수 또는 악곡명을 사전 공개하거나 검색 가능하게 하도록 함

으로써 전송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 효용에 있어서 전송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도 있다. 또한 특정한 소수의 곡

을 짧은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또는 연속해서 장시간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하에

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마치 전송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이른바 “유사전송” 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을 구분하는 요건을 동시성/이시성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들은 완벽한 전송 기능을 구현하진 않지만, 거의 전송에 가깝게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

가 있는 것이다.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 대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채권적 보상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전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허락을 요하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사전송 

서비스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와 전송사업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유사전송의 취급에 있어서의 방안을 찾기 전에, 과연 어떤 형태가 유사전송인 것인가에 대한 기준 정

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유사전송의 정의를 함에 있어서 미국 저작권법의 법정허락 요건 규정을 일부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사전 고지 금지” 규정에서는 송신업체가 사전에 프로그램 일정표를 공표할 수 없고, 송신업체에서 공연 

될 특정가수 또는 특정 녹음물의 제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우리 저작권상 유

사전송의 기준 제시에 참고하여 본다면 예컨대,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청취 이전에 편성에 대한 정보

(제목, 실연자, 재생 순서)를 제공하는 경우(청취 직전은 제외한다)”, 내지는 현재 구현되는 음악 웹캐스팅 서

비스에서 채널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청취 전 특정 음반이나 실연

자의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용자가 채널의 청취 

이전에 해당 채널의 구성이나 구체적인 수록곡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널의 편성자가 내보내는 

음악을 그대로 청취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의 요건에 부합한 서비스 형태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청취자에 의한 복제 제한

위의 “특정음악 선택 금지”의 내용이 미래의 기술 발전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본 조항은 현재의 기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송신업체가 송신된 디지털 음성의 청취자가 음반을 복제하도록 야기하거나 유도하는 경

우엔 법정허락의 자격을 잃게끔 하고 있다. 청취자가 송신되는 녹음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감안하여, 연방의회는 송신업체가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복제 및 음반제작을 제한하는 기술

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75).

(7) 합법적인 음반 사용

송신업체가 송신하는 녹음물 중 배포되지도 않고, 공중에게 거래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

해, 송신업체가 송신하는 녹음물의 음반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공중에게 배포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송신

업체에게 녹음물을 송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어야 하고, 불법적인 녹음물 제작이나 복제의 경우에는 

법정허락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76)

(8) 기술적 보호조치의 채택

본 조문의 규정은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우회금지의 취지와 같으므로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 송신업

체는 저작물을 보호하거나, 저작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이용하고 있는 기술조치를 하고, 

디지털 신호의 인식 가능한 소리 또는 시각이미지의 손실이 없게 송신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끔, 기술

조치의 송신을 방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77)

(9) 음반의 정보에 대한 송신

송신업체는 음악이 실연되는 동안 청취자들에게 노래의 제목, 앨범의 타이틀, 가수 정보를 청취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법과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

는 화체된 암호 등의 형태로 널리 이용되는 것에 적용되며, 송신과정 중에 이러한 정보를 송신업자가 없앤다

면 법정허락의 자격을 잃는다.78)

이상으로 DMCA의 법정허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미국의 DMCA제정 당시의 환경이 다르긴 하나, 각 조항마다 음악 시장 균형 도모를 

위한 노력이 비춰지는 바, 해당 내용들 중 일부는 유사전송의 기준 설정에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

각건대 (2) 사전 고지 금지, (5) 특정음악 선택 금지의 두 가지가 합당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75)	17	U.s.C	§114(d)(2)(C)(vi).

76)	17	U.s.C	§114(d)(2)(C)(vii).

77)	17	U.s.C	§114(d)(2)(C)(viii).

78)	17	U.s.C	§114(d)(2)(C)(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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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1
“전송(傳送)”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입법안
“전송(傳送)”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에	준하는	유사전송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현행법2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

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입법안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

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전송에	준하는	유사전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현행법3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입법안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전송에	준하는	유사전송을	포함한다).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전송에	준하는	유사전송을	포함한다).

첫째, 유사전송에 대한 내용을 전송의 정의에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전송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에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0)

 <표 3> 유사전송의 취급에 관한 입법안 1

위와 같이 전송의 정의 규정에 유사전송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위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의 정의 규정에도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시키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보

인다.

                               81)

 <표 4> 유사전송의 취급에 관한 입법안 2

둘째, 유사전송을 전송권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입법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82)

<표 5> 유사전송의 취급에 관한 입법안 3

이러한 형태로 유사전송을 전송 또는 전송권의 영역에 포함시키게 되면 디지털음성송신이 유사전송의 형태

로 서비스되어 전송사업자나 권리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전송이라는 용어의 탄생은 일부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의 형태가 그 효용과 편의성 면에서 전송과 큰 

차이가 없게끔 이루어졌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위의 방안처럼 명확히 이를 전송의 영역이나 전송

권의 권리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송과 유사한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에 대해 부분적으로 배타적권리를 부

여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시장의 주체로서 디지털음성송신사업

자의 지위 역시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80)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

81)	저작권법	제2조	제11항.

82)	저작권법	제74조,	저작권법	제81조.

둘째, “특정음악 선택 금지” 규정에는 송신의 수신자 또는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수신자에게 특정한 녹

음물을 선택하기 위해 송신기관의 송신만이나 다른 송신자에 의한 송신을 함께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방

지하는 데에 협조할 것은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미래의 기술 발전에 따른 법의 공백을 일부 나

마 대비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딩가라디오 서비스는 인공지능 “미어캣” 기술을 통해서 이용

자의 취향과 기분까지 분석해 채널을 추천하는데,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밀한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음악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전송사업자와 정당한 권리자들의 이익을 해

할 수 있긴 하나, 공익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음성송신 관련 기술

의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은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균형을 위해서는 이른바 “채널의 추천” 기능이 “음악의 추천”의 범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채널에 포함되는 음원의 갯수나, 그 구성에 있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구성에 있어서 1채널에 10곡 미만의 곡

이 수록된 경우”79),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송신 도중 곡 간 건너뛰기가 가능한 경우” 로 유사전송 행

위를 정의한다면 채널의 편성자 역시 채널의 편성에 있어서 음악의 선택은 가능하나 송신 중 청취형태에 있어

서 일반 이용자(청취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딩가라디오 서비스가 문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디지털음성송신”으로 판단된 것을 근거로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바람직한 형태를 고려해본 결

과이다.

이상 살펴본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사전송의 문제점 중 비교적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을 규율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 외에도 시장상황과 미래의 기술발전,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향후 더욱 구체적인 

유사전송의 기준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2. 유사전송의 법적 취급 방안 

앞서 유사전송에 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해 보았다.

-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청취 이전에 편성에 대한 정보(제목, 실연자, 재생 순서) 를 제공하는 경우 

 (청취 직전은 제외한다)

또는

-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청취 이전에 이용자가 특정 음반이나 실연자의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 가능한 경우 

-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구성에 있어서 1채널에 10곡 미만의 곡이 수록된 경우

-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송신 도중, 곡 간 건너뛰기가 가능한 경우

이렇듯 유사전송에 대한 기준이 마련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구분요건을 수정

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보인다. 유사전송의 영역이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구분에 있어서 동시성/이시성 

요건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유사전송에 대한 내용을 전송의 정의에 추가하거나 전송권의 규정 안에 추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에게 유사전송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배타적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79)		재생순서에	대한	조작	기능이나	건너뛰기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0곡	이상의	곡을	편성하면	채널	이용자,	편성자	모두	선택적인	접

근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이	경우,	개별	채널마다	일일이		“전송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이다”	가려내어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	한	바,	이는	서비스	제공형태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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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사이트에서 일명 “TOP100 차트”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 재생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 말인 즉, 해당 곡에 대한 음원 수익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전송시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진 각종 음원들을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 통해 장르와 분위기 등 여러 특성을 분류해 다양한 

채널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서비스한다면 실연자·음반제작자, 저작권자 등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

을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음반이 발표된다고 해서 모든 곡이 인기곡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전송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홀드백 보장에 있어서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opt-out”형식으로 홀드백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역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살펴본 취지에 따라 홀드백 보장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전송시장을 부분적으로 잠식할 수도 

있는 유사전송 행위가 가져오는 피해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시장 경제의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형태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화

산업과 음악산업의 유통구조 차이도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영화산업의 수익구조에서는 선택의 여지없

이 영화관에서의 개봉이 가장 첫 단계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음악산업에서는 스트리밍, 방송, 광고, 웹캐스팅 

등 다양한 매체로 신곡을 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구조의 단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따라서 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에게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홀드백 제

도의 도입 검토는 다방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에서 개인 채널을 개설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전송권의 영역에 두고 나머지 

채널 개설에 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 라이선스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영역의 서

비스에 대해서는 보상금 규모나 비율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실제 음악시장에서는 이러한 문헌적 연구로 알아내지 못하는 여러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을 것이기 때문

에, 여러 주체들 간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균형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홀드백 제도의 도입 검토

앞서 제안한 방안은 유사전송이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권리 중 어느 

권리 하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즉, 유사전송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취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일면 

이러한 유사전송 행위가 향후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발생한 후의 사후 대응 방안의 성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방안 하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러한 유사전송 행위가 전송사업자나 권리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수익감

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영화산업에서의 이른바 홀드백(Hold back)83) 제도의 도입이 있을 것이다. 홀드백이란 영

화산업에서 한 편의 영화가 다른 수익과정으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극장→DVD·VOD→

케이블TV 및 공중파 방송”으로의 이동하는 동안 각 매체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 별로 영화를 제공 하는

데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현재 음악산업에 도입한다고 해보면84), 음반의 첫 발매 후 3개월85)까지는 

전송의 형태로만 송신이 가능하다거나, 디지털음성송신 형태의 송신을 금지시키는 규정의 형태가 있을 것이

다. 이를 신설한다면 애초 음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의 신설 취지와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면 음악시장에서 음반이 처음 발매된 후 아무리 인기곡이라고 해도, 차트 상단에 머물며 음원수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2∼3개월인데86), 이러한 현실에서 유추해보면 “주문형 스트리밍(전송)” 내지

는 “음반 판매” 수익은 발매 후 2∼3개월 이내의 시기에 가장 크게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 그래프는 한국음악산업콘텐츠협회에서 집계한 “주간 1위곡 분기별 평균 수명”이다.   

      

<그림 1> 주간 1위곡 분기별 평균 수명87)

83)		영화산업에서	홀드백(Hold	back)이란	한	편의	영화가	다른	수익과정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한편의	영화가	수익을	

거두는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	극장에서	상영하여	얻는	수익,	두	번째로	DVD,	VoD서비스	등으로	거두는	수익,	마지막으로	케이블tV나	공중파	방송

을	통한	수익	순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영화에	대한	매체별	수익보장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84)		2012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최한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의	“유사전송행위	유형	

명확화”	발제에	대한	토론자인	상명대학교	김인철	교수는	Holdback제도의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85)		2016년	8월	30일에	실시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음악밴드	허니페퍼(Honey	Pepper)의	보컬	및	작사가인	김경준은	“첫	음반발표	후에	음반판매량

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라고	하였다.	

86)		“음원시장,	다시	‘장수모드’?”,	<경향신문>,	2016/03/10	20: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02040585

&code=960802>	(접속시간	:	2016/08/30	00:23).

87)		“음원시장,	다시	‘장수모드’?”,<경향신문>,	2016/03/10	20: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02040585&

code=960802>	(접속시간	:	2016/08/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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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음악콘텐츠 산업 분야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때 나타난 음악 웹캐스팅 서

비스를 보다 세부적인 영역으로 규율하기 위해 방송·전송 개념으로만 구분하고 있던 법체계에서 디지털음성

송신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전송과의 구분요건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

고,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신설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은 디지

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결과적으로 전송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면서 이른

바, “유사전송”이라는 문제영역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의 규율이 흐름을 함께하지 못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율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정의규정 자체를 단지 유사전송 문제해결을 위해 수정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하

게 될 새로운 형태의 문제영역에 대응하는 데에 어떤 장애 요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매

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유사전송 관련 사례와 미국 법률 등을 검토 해보고, 디

지털음성송신의 정의규정의 탈바꿈보다는 당면한 문제인 유사전송 행위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지, 그 기준에 의해 유사전송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어느 권리 영역 하에 이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유사전송 행위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당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유사전송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해석된 “프리리슨”서비스와 “딩가라디오”

서비스를 비교해본 결과,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의 채널 청취 이전에 채널 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

정 음악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1채널에 10곡 미만의 곡이 편성된 경우, 곡 간 건너뛰기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유사전송 행위는 전송의 정의 규정 내지는 전송권의 범위에 포함시키

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전송 행위가 전송사업자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가져올 실질적인 수익적 피해는 음반 발매 후 

2∼3개월 이내에 가장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영화산업에서의 이른바 “홀드백” 제도를 음악산업으로 도입하

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 외에도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당사자간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전송사업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으로 고려해봄직하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함께 음악저작물 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 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법 규율체계가 완벽하게 그 흐름을 함

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대한도 내에서 공익과 여러 당사자들의 이익균

형을 위한 법체계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시장은 실제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

잡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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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상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개선 및 확대

 2.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정과 협의체 설치

 3. 현행 라이선싱 제도의 개선

 4. 가상현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Ⅵ. 결론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 사회·문화·경제적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저작권법과 정책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골프존 사건도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동 사건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로 대응한 구시대적이고 저작권법 연구 측면에서도 아쉬움

이 많은 판결로 사료된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그 개념적 본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권리

로 보호되는 것들과 법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오프라인·아날로그식 법규의 잣대

를 온라인·디지털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향후 가상현실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정부차원의 대응과 함께 가상현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코스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법원 판례, 건축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건축저작물 및 미술저작물로 가정하더라도 골프를 치기 위한 기능적·실용적 성격

이 강하기 때문에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골프장 코스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의 보호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상현

실에서의 저작물 구현과 관련하여서 현실의 저작물이 VR을 통해 동일·유사하게 표현하였다고 하더

라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VR

에서의 저작물 구현행위는 저작권침해로 귀결 될 수 없으므로 실제 필드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에 

디지털로 변환하여 표현·사용한 골프존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존 사건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스크린골프는 비록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필드 

골프장 코스의 전체 내지 상당부분을 이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고, 골프장 코스

는 예술성 보다는 기능성 및 실용성이 강한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용 된 필드 골프장 코스의 전체 내지 

상당 부분도 창조적 개성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며, 특히 필드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의 관계

는 서로 경쟁하는 대체제의 관계가 아닌 서로 수요를 돕는 상호 보완재 혹은 협동재의 관계로 보는 것

이 타당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골프존 사건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VR환경에서의 골프존 사건과 같은 법적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VR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개선 및 확대, (ⅱ)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협의체 설치, (ⅲ) 현행 라이선싱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의 Opt-out 방식의 VR 

저작권 라이선싱 제도 도입, (ⅳ) 가상현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골프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보다 더욱 발전된 논의를 통해 VR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등 현재 디

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저작권법 연구에 있어서도 향후 VR 시대의 시금석이 될 만한 보다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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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상현실	시대와	골프존	사건

1. 가상현실 시대

(1) 가상현실의 개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은 사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미지와 소리의 집합,5) 또는 종합적이고 특별한 감각 자극을 제공

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체상 운동의 움직임, 변화 그리고 반응을 추적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로 

정의된다.6)7)  

VR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또는 3D 영상을 VR Head 및 Helmet-Mounted Display(HMD), 모션 인식 장

치 등 별도의 디바이스와 함께8) 가공된 특정 환경이나 상황 등 가상의 공간을 사용자에게 생성·제공하여,9) 

가상의 공간에서 시각·촉각·후각·청각 등 인간의 감각기관을 자극함으로써 사용자가 몰입감을 느끼게 하

고 현실세계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10) VR 기술은 기존의 매체나 디바이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상호작용보다 더 강력한 몰입을 통하여 일체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11) 이전의 컴퓨터 테크

놀로지들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12) VR은 원칙적으로 실재 현존하는 현실의 확장적인 측면에

서 생성되었기 때문에13) 동 기술의 핵심은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가상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실재하는 현실처럼 몰입하여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는데 있다.14) 

5)		Cambridge	Dictionary,	Definition	of	“virtual	 reality”	 from	th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	<http://dictionary.

cambridge.org/dictionary/english/virtual-reality>,	(2016.8.31).

6)		Wendy	J.	Gordon	et	al.,	“Virtual	Reality,	Appropriation,	and	Property	Rights	in	Art:	A	Roundtable				Discussion	[the	Herbert	tenzer	Memorial	

Conference:	Copyright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rdozo	Arts	&	ent.	L.J.,	13	(1994),	pp.	91-92.

7)		가상현실의	의미는	사실	다양한	용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	원격실재(telepresence),	인공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가상현실의	개념도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진다.	north	&	north,	나철,	이재광,	남범우	공역,	『가상현실

치료,	혁신적	패러다임』,	하나출판사	(1997);	이수진,	『가상현실의	체험과	현실세계의	상호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17면	재인용.

8)		A.	tate	et	al.,	“I-Room:	A	Virtual	space	for	Intelligent	Interaction”,	Ieee	Intelligent	systems,	25(4)	(2010),	pp.	62-71.

9)		중소기업청,	『2014-2016	중소기업	기술로드맵-디지털콘텐츠	통합	보고서』(2013),	2면.

10)		Alan	Wexelblat,	Virtual	Reality:	Applications	and	explorations,	Academic	Press	Inc.(1993),	p.	42.

11)		이수진,	앞의	보고서(주	7),	86면.

12)		north,	M.	M.,	north,	s.	M.,	and	Coble,	J.	R.,	“An	effective	treatment	of	agoraphobia”,	International	Journal	of	Virtual	Reality,	1(2)	(1995),	pp.	25-34.

13)		정해상,	가상세계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	『중앙법학』,	제13집	제2호(2011),	125면.

14)		문영빈,	사회,	종교	가상현실:	확장가상현실	패러다임과	의미존재론,	『인문학논총』,	제25집(2011),	404면.

I.	서론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 이용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야기했다. 그러나 많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법제도의 구축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디지털 환경이 종전 법

과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

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로 디지털 시대를 규율하려고 하니 곳곳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와 흠결이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인쇄매체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현재 저작권법 체계는 디지털 매

체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1)

특히 최근 가상현실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 사회·문화·경제적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저작권법과 정책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

한 골프존 사건도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법과 제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가상

현실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그 개념적 본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권리로 보호되는 것

들과 법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2) 현재의 오프라인·아날로그식 법규의 잣대를 온라인·디지털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러나 가상현실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향후 가상현실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대응과 

함께 가상현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

금이 바로 가상현실 환경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

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4) 개인적으로는 공정이용 

법리가 정책적으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 및 기술 발전 현황, 산업 전망 및 동향과 가상현실의 대표적

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스크린골프,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일명 ‘골프존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고(Ⅱ장), 골프

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들 중 골프장 코스의 건축저작물 및 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와 기능

적 저작물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동 사건을 재해석하고자 한다.(Ⅲ장) 이어서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 및 해석론을 참고하여 이를 검토하며(Ⅵ

장), 가상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Ⅴ장)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 맺고자 한다.(Ⅵ장)      

1)	윤종민,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조화:	DRM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19집	제2호(2013),		216-217면.

2)	최만항,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권	침해,	『LAW	&	teCHnoLoGY』,	제6권	제4호(2010),	160면.

3)	최경진	외,	『가상세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2009),	105면.

4)	timir	Chheda,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J.	Marshall	Rev.	Intell.	Prop.	L.,	4	(2005),	p.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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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투자은행 디지캐피털은 전 세계 VR시장(증강현실 포함) 규모를 올해 약 50억 달러 규모에서 2020

년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28) 시장조사업체 IDC도 VR 기기의 판매규모가 매

년 3배씩 늘어나 2020년에는 6,4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29) 글로벌 통계 전문 업체 Statista 또한 

2014년과 2015년 각각 20만 명, 580만 명에 불과한 전 세계 VR 이용자 수가 2016년에는 전년대비 7배가 넘

는 4,300만 명, 2018년에는 1억 7,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으며,30) 전 세계 VR 제품의 예상수익은 

2014년의 9,000만 달러에서 2018년 52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31) 이처럼 아직 시작 단계인 VR 산

업에 대한 전망치는 각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VR 산업의 전망이 밝아 앞으로도 

괄목만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VR 산업은 현재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5)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우리 정부도 VR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플랫폼과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32) 지난 2008년 문화기술(CT) R&D기본계획을 수립하며 6대 핵심 분야에 VR을 포함시킨 이래33) 2012

년 3월 수립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도 융합형 콘텐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VR 분야에 주목하였고34) VR 

기술은 2014년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의 미래성장동력 중 9대 전략사업35)과 미래창조과학부의 K-ICT전략

의 9대 전략산업,36)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37) 창조경제의 대표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38) 등 정부의 전략적 육성 분야에 매번 선정되고 있다.39)

특히 VR 산업의 원년이라 불리는 올해 들어 정부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난 2월 19일 미래창조과

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개최하며 VR 등 융합 콘텐

츠 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바 있고,40) 7월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투자활성화 대

책을 발표하면서 안건에 포함된 VR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

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VR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1)

28)		우운택,	증강현실	그리고	증강휴먼!,	『KIsA	Report』(2015),	4면.	

29)		정종오,	“가상현실(VR)	2018년	‘현실’이	된다”,	<https://spri.kr/post/16741>,	(2016.9.1).		

30)		statista,	“number	of	active	virtual	reality	users	worldwide	from	2014	to	2018	”,	<http://www.statista.com/statistics/426469/active-virtual-reality-

users-worldwide/>,	(2016.9.1).	

31)		statista,	“Forecast	revenue	for	virtual	reality	products*	worldwide	from	2014	to	2018”,	<http://www.statista.com/statistics/426276/virtual-realiy-

revenue-forecast-worldwide/>,	(2016.9.1).	

32)		정부연,앞의	논문(주	18),	21면.

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Ct)	R&D기본계획(2008).

34)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행정안전부(2012),	48면.

35)		관계부처	합동,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경제관계장관회의(2014).	

36)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2014).

37)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산업엔진	창출전략(2014).

38)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2015).	

39)		김상훈	외,	앞의	보고서(주	19),	170면.

40)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	문화와	ICt융합을	통한	콘텐츠	新시장	창출	간담회(2016).	

41)		문화체육관광부,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	방향-<무역투자진흥회의>	VR분야	구체화	방안(2016).

(2)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

디지털 기술 등장 이전에도 TV, 책, 사진, 전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VR의 체험은 가능했었으나, 컴퓨터 및 

오감기술 등 각종 센서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15) 오늘날의 VR은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사용자가 

실제라고 느끼고 몰입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16) 과거에는 주로 군사용, 산업용으로 개발되고 사용

되어 온17) VR 기술은 게임, 영화, 스포츠, 테마파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넘어 교육, 문화, 미디어, e-

커머스, 헬스케어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며,18) 특히 VR은 문화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기술로 높은 성

장성과 산업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수의 산업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들과 광범위하게 결합되어 투입되는 다중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여 전 산업분야에 높은 유

발효과를 가진다고 평가된다.19) 또한 VR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대중화되면 하나의 산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문화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다.20) 

(3) 가상현실 산업 동향

2014년 3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VR(Oculus VR)를 20억 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하면서부터 많은 기업

들이 VR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21) 삼성전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VR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VR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22) 현재 세계 VR 시장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 투자·M&A 등 마치 전쟁과 같은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23) 이처럼 전 세계

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VR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기기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면서 많은 전문가

들은 올해가 VR 생태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4) VR 시장의 파급력이 기존의 스마트 폰과 시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VR은 ICT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25)    

  

(4) 가상현실 산업 전망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VR기기의 글로벌 판매 규모는 올해 1,400만대에서 연

평균 30%가량 성장하여 2020년에는 3,800만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26)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

두 합한 세계 VR시장 규모는 올해 67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0배 이상 커진 7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27) 

15)	임종수,	현실-가상세계	컨버전스	시대의	삶의	양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8권	제2호(2011),	56면.

16)	이성호,	디지털	체험	혁신을	위한	인문학적	지혜,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제2호(2014),	7면.	

17)	전병화,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방향,	『ttA	Journal』,	제133호(2011),	57면.

18)	정부연,	가상현실(VR)생태계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제7호	통권621호(2016),	2면.

19)	김상훈	외,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2014),	170면.

20)	서송희,	“세상밖으로	나온	가상현실…어디까지	바꿀까	”,	<http://news1.kr/articles/?2118914>,	(2016.9.1).

21)		류한석,	“가상현실	시장,	치열해지는	경쟁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8111703561&code=116>,	

(2016.9.1).

22)		박지영,	“가상현실	장비	개발	활발..	콘텐츠	개발이	관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27&

oid=014&aid=0003397231>,	(2016.9.1).	

23)	안일범,	“전세계	휩쓰는	‘가상현실	투자	열풍’”,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31001020>,	(2016.9.1).			

24)	김문기,	“2016	가상현실(VR)	원년,	킬러	콘텐츠	관건”,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60121800089>,	(2016.9.1).					

25)	권명관,	“[2015	It총결산]	가상현실	(1)	-	시장	동향”,	<http://it.donga.com/23369/>,	(2016.9.1).					

26)		소성렬,	“차세대	주자	VR,	구글·페이스북·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	주도권	경쟁	치열”,	<http://www.etnews.com/20160503000268>,	

(2016.9.1).		

27)		안정락,	“한국	상륙하는	페이스북	VR기기	‘오큘러스’…	‘가상현실’	85조	시장이	움직인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

php?aid=2016071320291>,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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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존 사건56)

위와 같은 스크린골프의 발전과 필드 골프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회원권 가격의 폭락, 내장객 급감, 입장

료 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57) 일부 필드 골프장에서는 스크린골프가 필드 골프장에서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필드 골프장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58) 이에 대해 스크

린골프 사업자들은 스크린 골프의 등장으로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골프가 대중화되어 오히려 골

프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스크린골프가 골프 산업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59). 여기에 더해 

필드 골프장 사업자 중 일부가 자신들의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골프존에 요구하기 시작하면서60) 스

크린골프와 필드 골프장의 갈등과 대립은 결국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골프존 사건’이라 불리는 본 

사안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존의 시스템 메인서버에 골프코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이를 랜선을 통해 전송해 주는 온라인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골프존이 개발한 골프 시뮬레

이션 시스템은 국내외의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

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었는데, 그 중에는 원고들의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8년경 원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골프

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였고, 2012년경에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모델(Vision Sensor)을 출

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골프존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의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피고는 원고들

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

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원고들의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

라고 항변하였다.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57)		정문현·방인백,	국내	골프장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골프학회지』,	제8권	제1호(2014),	48면.

58)		정준,	스크린골프는	필드골프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4),	3면.

59)		정준,	위의	논문,	4면.

60)		송현근,	“‘절대	지존’	골프존,	골프장	필드	저작권료	외면	‘논란’	”,	<http://news.tf.co.kr/read/economy/1278254.htm>,	(2016.9.1).	

2. 스크린골프의 성공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스크린골프는 VR 체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42) 스크린골

프(screen golf)란 VR을 이용해 실제 골프 필드와 같은 조건43)을 갖추고 옥외 골프장이 아닌 실내에서 골프를 

즐기도록 하는 가상의 골프게임을 의미한다. 스크린 골프는 한국식 용어44)로써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가 정확한 표현이다.45)  

스크린골프는 실제 존재하는 국·내외 유명 골프장들의 지형을 정확하게 실측하고 항공 촬영한 값에 근거하

여46) 코드화된 컴퓨터 및 3D 그래픽을 통해 실제 골프 필드와 동일한 모습의 이미지를 VR 영상으로 재현하고,47) 사

용자가 타격한 골프공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실제 골프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VR의 일종으로48) VR 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 및 게임 산업과 ICT 기술을 결합한 대표적 융·복합형 콘텐츠다.49) 스크린골프는 시뮬레이

션 효과를 활용하여 골프장 이용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장소, 시간 등의 제약이 없어 최근 골프를 즐기기 원하

는 대중 및 골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50)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여가활동 장소로 변

모시켜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51) 또한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골프자체

의 수요를 증가시켜 골프산업 전체의 규모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 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52)

스크린골프의 성공 이후 VR 기반의 마라톤, 사격, 농구, 사이클 등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비즈니스모델이 

출현하고 있으며,53) 스크린 야구, 승마, 가격, 양궁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54) 우리나라의 스크린골프는 

스포츠와 ICT 융합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55)

 

42)	이성호,	앞의	논문(주	16),	2면.	

43)		스크린이나	스피커	등의	인터페이스	장치	및	실제	골프기구를	통해	시각적·청각적·촉각적	자극을	전달하여	가상의	골프코스에서	실제	골프를	치

는	것처럼	라운딩을	체험할	수	있다.	고정민,	융복합산업으로서	시뮬레이션	골프의	경제효과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4호(2015),	62면,	

44)		스크린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주로	실내에서	스크린을	향해	골프공을	때린다고	해서	스크린골프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장호중·

신현규·김영수,	나는	왜	스크린골프에	열광하고	매료되는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55호	상권(2014),	43면.

45)	서봉한,	스크린골프의	시뮬레이션이	실제	필드와의	유사성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	제81호(2014),	339면.	

46)		신석민·이혁기,	스크린골프의	지각된	게임	속성과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	실재감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5),	2면.

47)	서봉한,	앞의	논문(주	45),	340면.	

48)	신상철,	“가상현실	기술이	바꿀	미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2251607001>,	(2016.9.1).

49)	이기광,	가상현실과	스포츠,	『스포츠과학』	제130호(2015),	11면.

50)		황새봄·김헌,	체감형	게임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례분석-국내	스크린골프	골프존(GoLFZon)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제

22권(2012),	99면.

51)	윤현호·정찬영·이훈,	가상현실에서의	여가체험	분석	–스크린골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6권	제6호	통권	제102호(2012),	103면.

52)	고정민,	스크린	골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81회	스포츠산업	포럼	발표자료(2014),	12면.

53)	구본태	외,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동향	및	사례,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1호(2011),	118면.

54)	장원석,	“각광	받는	스크린	스포츠-‘안으로	안으로’	돈이	몰린다	”,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5383>,	(2016.9.1).		

55)	고정민,	앞의	논문(주	43),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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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사소송에 있어 심판의 대상과 범위 등은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긴다는 처분권주

의에 의해62)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다63)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 판결

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비판의 여지가 있는 판결로 판단되며, 피고 골프존의 항변도 보다 발전적인 내

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외에도 골프장 코스와 관련된 많

은 논의가 있을 것이나 다음 Ⅲ장에서는 골프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들 중 골프장 코스의 건축저

작물 및 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와 기능적 저작물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동 사건을 재해석 하도록 한다.

Ⅲ.	골프존	사건의	재해석

1. 건축저작물 해당 여부 

(1) 골프장 코스의 건축저작물 해당여부 검토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64) 주거를 목적

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간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면 건축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65)와 

통상적인 일반인들의 상식에 따르면 골프장 코스를 건축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ⅰ)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의미66)하고 ‘건

물’이란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67), (ⅱ) 

판례에서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지붕, 기둥, 벽을 통해서 실

내·외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68), (ⅲ)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라고 규정69)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골프장의 코스는 건축저작물로 인정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0) 미국에서도 골프장 

코스는 건물이라기보다 ‘공간의 구성(organization of space)’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건물의 통

상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71) 따라서 골프장 코스는 1990년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입법된 「건축저작물 저작권보호법(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에 의해서도 건축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없다.72) 

62)		이시윤,	『新民事訴訟法』,	박영사(2016),	317면.

63)		민사소송법	제203조.

6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5),	124면.

6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3),	109면.

6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건축물”,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9.1).	

6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건물”,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9.1).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69)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70)		김인철,	골프장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소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	365면.

71)		Raphael	Winick,	“Copyright	Protection	For	Architecture	After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Duke	L.J.,	41(1992),	

pp.	1613-1615.

72)		Robert	D.	Howell,	“tee’d	off	-	Golf	Course	Designers	score	Double	Bogey	in	search	for	Protection	of	their	Hole	Designs”,	J.	Intell.	Prop.	L.,	5	

(1997),	pp.	340-341.

(3) 1심 판결

 법원은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이른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코스의 배치 및 루

팅 플랜 등을 정함에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도로, 관리

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되는데, 원고들의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연결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

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

들과 구별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들의 골프장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

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그리고 협약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

고들의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그 사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장에 대한 원고들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골프존은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에 대한 사견

VR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향후 ‘골프존사건’과 같은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은 (ⅰ)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을 저해·위협하는 요

소가 되고 있다는 점, (ⅱ) 현재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저작권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VR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

록 법과 현실 사이의 흠결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 (ⅲ)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이번 판결이 가

져올 사회적·경제적·산업적 파급력은 고려하지 않고 피고는 물론 많은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단순한 논리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디지털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적인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동 판결은 저작권법 연구의 측면에서도 골프장 코스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ⅰ) 과

연 모든 골프장 코스에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ⅱ) 골프장 코스가 일반적인 창작물과 동일한 정도의 창

작성을 가지는지, (ⅲ) 골프를 치기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미적·예술적 성격보다는 기능적·실용적 성격이 

강한 골프장의 특성상 골프장 코스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ⅳ) 실제 필드 골프장의 

코스를 이용한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 및 검

토 없이 단지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인용하여 설시한 다음 골프장 코스의 창조

적 개성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였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전개가 아니라는 평가다.61)

61)		이규호,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법조』,	제64권	제12호	통권	제711호	(2015),	212면;	김인철,	골프장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소고,	글

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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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ⅰ)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하고, (ⅱ)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을 인정받아야 한다. 골프장 코스는 대량생산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82) 동 코스의 주된 목적이 실용성에 있고 특정 홀의 디자인을 반복하여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응용미술저작물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한다.83)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골프장 코스의 지형을 물

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념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우며,84) 설사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코스의 실용성으로 인하여 이와 분리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85) 실제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매우 좁을 것이라는 평가다.86)   

3. 기능적저작물 해당 여부
 

모든 골프장 코스들은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골프 코스는 그린, 페어웨이, 티 박스

가 있고 대부분 적어도 하나이상의 벙커 또는 샌드 트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

할 수 있지만 몇몇의 구성은 모든 골프코스의 창작과 디자인에 있어 필수적이다.87) 이는 ‘필수장면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88)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골프장에 있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요소의 일부를 결합하여 이용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기능적인 성격을 가진다. 골프코스는 이처럼 

거의 전적으로 기능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 받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기능적인 부

분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89) 또한 골프장 코스는 전체적인 미적 형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

라 골프를 위한 기능성 내지 실용성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여90) 창조적 개성을 인정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91)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 레플리카 골프장을 표방하며 인기 골프장 코스를 복제한 사건에 대해 텍사스 연

방지방법원92)과 제5항소법원93)에서는 저작권 이슈가 아닌 상표와 Trade Dress 이슈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는 점이다.94) 동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 디자인이 회화, 그래픽 또는 조

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일부만이 다루어졌고95) 항소법원에서는 골프장 코스의 디자인의 Trade Dress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96)

82)	김인철,	앞의	자료집(주	70),	366면.

83)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19면.

84)	김인철,	앞의	자료집(주	70	),	366-367면.

85)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19면.

86)	이규호,	위의	논문,	206면.

87)	Robert	D.	Howell,	supra	note	72,	at	344.

88)	오승종,	앞의	책(주	65),	91면.

89)	Robert	D.	Howell,	supra	note	72,	at	344.

90)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12-213면.

91)	이규호,	위의	논문,	211면.

92)	Pebble	Beach	Co.	v.	tour	18	I,	Ltd.,	942	F.supp.	1513	(s.D.tex.	1996).		 	

93)	Pebble	Beach	Co.	v.	tour	18	I	Ltd.,	155	F.3d	526,	(5th	Cir.	1998).

94)	Mark	A.	thurmon,	“Recent	Developments	in	trademark	Law”,	tex.	Intell.	Prop.	L.J.,	7	(1998),	pp.	187-190.				

95)		지방법원에서는	골프장	코스를	담고	있는	지도에	대해	저작권법상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조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지도를	양수하기	전에	피고가	지도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05-206면.

96)	Robert	D.	Howell,	supra	note	72,	at	348.

(2) 골프장 코스 설계도의 건축저작물 해당여부 검토

본 사건과는 관련이 적지만 골프장 코스의 설계도가 건축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건축

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73) 위에서 살펴본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이

란 용어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74)로 정의되므로 골프장 코스의 설계도는 건축을 위한 설계도로서 건축저작물로 판

단되고, 법원도 골프장 코스의 설계도면에 대하여 설계도면의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그 표현형식이 다른 저작

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75) 최근 판례에서도 

법원은 골프장 설계도면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려면 그 설계도면의 내용인 루팅 플랜, 시설물 배치 및 골프코스

의 배치 등을 표현함에 있어 그 표현형식에 관하여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76) 

(3) 골프장 코스의 기능적 요소

가사 골프장 코스를 건축저작물로 가정하더라도 골프장 코스는 기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기능적 저작물의 창조적 개성 심사 엄격화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따

라서 골프장 코스의 기능적 요소에 대해서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제

한하고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을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건축물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성 및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77) 이는 건축저작물과 같은 기

능적 저작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경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바이다.78)

 

2. 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골프장 코스에 부속된 조각이나 문양 등에 예술적 요소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79) 골프장 코스의 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홀, 벙커, 워터 해저드, 러프, 숲 

등의 요소는 기능성이 강한 미술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80)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원칙이 적용되거나 

자연적 지형의 최소한도의 변형에 불과하므로 창조적 개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81) 이처럼 골프장 코스에서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 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코스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73)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7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건축”,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9.1).	

7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36384	판결.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43301	판결.

77)	오승종,	앞의	책(주	65),	114면.

78)		설민수,	사실을	반영한	저작물에서	창작성	논란과	그	영향-역사소설,	뉴스,	사진,	3D	프린팅	디지털	모델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49호

(2015),	57면.

79)	손승우,	가상세계에	대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접근,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	제2호(2010),	256면.

80)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10면.

81)	이규호,	위의	논문,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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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골프존	사건의	공정이용	해당여부	검토

본 장에서는 골프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해서 판단하도록 한다.

1. 공정이용 법리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은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

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107) 저작권법

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저작권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목적에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108)라고 설명된다.109) 공정이용은 원래 

1841년 Folsom v. Marsh사건110)이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었으나 1976년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성문법에 명문화 되었다.111) 

우리나라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2011. 12. 2.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유사한 

성격인 제35조의3을 도입하였다.112) 본 규정 제1항의 내용은 비록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113) 이는 베른협약 및 TRIPs와 WIPO 저작권 조약 등에 규정되어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이른바 ‘3단계 테

스트’를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114) 우리법과 미국법의 공정이용 조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115) 

2. 판단기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이용의 판단을 위하여 (ⅰ) 이용의 목적과 성격, (ⅱ)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ⅲ)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ⅳ)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16) 다만 네 가지 요소 외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117) 

107)	Rosemont	enterprises,	Inc.	v.	Random	House,	Inc.,	366	F.2d	303	(2d	Cir.	1966)

108)	stewart	v.	Abend,	495	U.s.	207	(1990).	

109)	유대종,	저작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28면.

110)	Folsom	v.	Marsh,.	9	F.	Cas.	342	(C.C.D.	Mass.	1841).

111)	이해완,	앞의	책(주	64),	548면.

112)		개정	전의	우리	저작권법은	다수	입법례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만을	취하고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

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개별적인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제35조의3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해완,	위의	책,	548-549면.

113)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강의』,	세창출판사(2015),	170-171면.

114)	김경숙,	공정이용조항과	3단계	테스트의	관계-저작권법	35조의3의	이론적	고찰-,	창작과	권리』,	통권69호(2012),	131-132면.

115)	송영식·이상정,	앞의	책(주	113),	171면.

116)	17	U.s.C.	§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117)		미국	공정이용에	대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법원이	각		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통해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등	판단	요소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정아,	미국	저작권법	제

110조	제5항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논의,	창작과	권리』,	제82호(2016),	107면.

골프장 코스의 각 구성요소를 설계자가 선택하여 배열하는 것도 골프 코스에 요구되는 일정한 규격 내지 표

준 등의 제한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표준원칙’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97)소재의 배

열, 선택 내지 구성에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골프장 코스는 편집저작물로서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98)

4. 가상현실에서의 저작물 구현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스크린골프와 같은 VR에 구현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99) 

이에 대해 비록 현실의 건축저작물이 VR을 통해 동일·유사하게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ⅰ) 현실의 건축물

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ⅱ) VR로 구현된 영상 또는 이미지의 근본은 컴퓨터프로그램 코

드이며,100)101) (ⅲ) VR의 목적과 핵심은 실재하는 것과 같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 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주도록 

하는데 있는데 만약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이를 구현할 수 없도록 한다면 VR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VR에서의 건축저작물을 구현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102) 

골프장 코스를 건축저작물 및 미술저작물로 가정하더라도 골프존이 구축한 스크린골프 시스템은  골프장 코

스의 모형이나 설계도에 의거하지 않고 골프장 설계도와는 무관하게 실제 골프장 코스를 항공촬영한 후 이를 

컴퓨터 및 3D그래픽 등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 변환하여 VR영상으로 구현한 것이고 골프존은 오프라인 골

프장 코스를 오프라인 골프장 코스로 복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복제’의 개념인 건축물

을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경우103)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104) 

또한 골프장 코스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골프존 스크린골프 시스템의 

VR영상은 골프장 코스의 항공 촬영 영상을 전송한 것 일뿐 판매하지 않았고 건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자

체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전시’의 예외사유인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와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10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106) 따라서 실제 오프라인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에 디지털로 변환하여 표현·사용한 골프존의 행위는 골프장 코스를 건축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97)	오승종,	앞의	책(주	65),	89면.

98)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22면.

99)	최경진	외,	가상세계산업	관련법	개정	및	진흥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140면.

100)		VR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된	영상	또는	이미지는	사실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직접	창작한	자

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실세계의	유형적	재산과	달리	VR에서	프로그램코드로	구현된	새로운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다고	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상세계와	저작권의	법적	쟁점,	하반기	워킹그룹	최종보고서-게임과	저작권』,	(2010),	93면.

101)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99),	146면;	손승우,	앞의	논문(주	79)	251면.

102)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99),	146면;	손승우,	앞의	논문(주	79)	258면.

103)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104)	김인철,	앞의	자료집(주	70),	365-366면.

105)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106)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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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사건130)에서 저

작물의 이용 목적이 상업적이라면 저작물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상업적인 경우보다 공정이용으

로 판단될 여지가 적어진다고 하였으나131) Campbell사건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비록 상업적인 목적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어느 하나의 요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판시하면서132) 이전에

는 상업적인 목적이면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공정이용의 판단 기준을 변형적 이용이 인정될수록 상업

성은 후퇴시키고 공정이용으로 면책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133) 

2) 사안의 적용

본 사건의 스크린골프는 영리적 목적으로 비록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드 골프장 코스의 연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필드 골프장에 대한 홍보 기능도 수행하였으므로 상업성을 이유로 공정이용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134)  

또한 골프존은 실제 필드 골프장 코스를 항공촬영하고 이를 컴퓨터 및 3D그래픽 등 디지털 형태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스크린골프라는 새롭고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조하였는데 이는 생산적인 이용에 해당

하며, 원저작물인 골프장 코스를 컴퓨터프로그램 코드인 VR영상으로 스크린에 구현하여 필드 골프장 코스에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심미감 또는 효용과 새로운 창조성을 나타내는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장르의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변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135) 결국 골프존의 스크

린골프는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이 2004년부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일명 ‘구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사건에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136)과 제2 항소법원137)은 

구글이 도서 등의 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

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이 변형적인 목적을 압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데,138)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디지털로의 변환 측면에서 골프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공정이용의 첫 번째 판단 요소는 골프존에 유

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평가된다.

130)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	471	U.s.	539	(1985).	

131)		최승재,	Youtube	사건,	구글과	승자의	저주	–미국법상	공정이용법리와	간접책임법리의	전개,	그리고	It기업의	M&A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법연

구』,	제15집	제1호	(2009),	300면.

132)	이정아,	앞의	논문(주	117),	108-109면.

133)	문일환,	앞의	논문(주	126),	367면.

134)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28면.

135)	박준우,	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이용법리,	선진상사법률연구』(2010),	77-78면.

136)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954	F.	supp.	2d	282.	(s.D.n.Y.	2013).		

137)	Authors	Guild	v.	Google,	Inc.,	no.	13-4829-cv	(2d	Cir.	2015).		

138)	박경신,	“항소법원,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사업인	구글북스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저작권동향』,	제2015-22호(2015),	2면.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의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동 요소들은 미국 연방저작권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

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다.118) 따라서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 및 해석론은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

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119)  

3. 사안의 검토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는 각각의 요소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되나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전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120) 네 요소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가지 요소가 부정적이라고 판단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공정이용으로 판단 될 수 있

다.121)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1) 이론 및 판단기준

첫 번째 요소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과 상업적 이용의 해당 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일반적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수록 공정이용에 가까워지고, 상업적인 이용일

수록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22) 

먼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의 세부 고려요소 중 하나인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한다.123)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 법리에 있어서 고전으로 통하는124) Leval 판사의 논문에 처음 소

개되고 Campbell사건125)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래126) 현재까지도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127) 변형적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생산적

인 이용128)이어야 하고, 원저작물의 이용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목적 

또는 성격으로 원저작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세지가 부가되어야 한다.129)

118)	송재섭,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제25권	제2호(2012),	6면.

119)	김경숙,	앞의	논문(주	114),	151면.

120)	오승종,	앞의	책(주	65),	748면;	이대희,	349면.

121)	송영식·이상정,	앞의	책(주	113),	172면.

122)	Mary	LaFrance,	Copyright	Law,	West	Publishing	Company	(2011),	pp.	311-312.

123)	임덕기,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6권	제2호(2012),	2-3면.

124)	이정아,	앞의	논문(주	117),	108면.

125)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126)	문일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구별	및	썸네일	사건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60호(2013),	349면.

127)	Jane	Ginsburg,	“Fair	Use	For	Free,	or	Permitted-But-Paid”,	Berkeley	tech.	L.J.,	29	(2014),	pp.	1399-1400.

128)		생산적인	이용과	변형적인	이용	양자	모두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생산적인	이용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원저작물에	독창적으로	기여함

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이용을	의미한다.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제10권(2000),	351면.

129)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	L.	Rev.,	103(5)	(1990),	p.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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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검토

스크린골프는 필드 골프장 코스의 전체 내지 상당부분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평가될 것으

로 생각되지만 (ⅰ) 계절, 날씨의 영향을 받는 필드 골프장과 효용이 다르고, 이용된 부분도 대부분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149)되는 등 질적인 면에서 핵심적·본질적인 부분의 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ⅱ) 앞서 살펴 

본 구글 사건에서 법원은 구글이 도서 전체를 복제하였으나 이는 검색 기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

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를 본 사건에 적용하면 스크린골프가 골프장 코스 전체를 이용한 것은 VR의 목

적과 특성상 현실과 같은 실재감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 번째 요소는 어

느 한 쪽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중립적인 요소로 판단된다.150) 

(4)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이론 및 판단기준

네 번째 요소는 공정이용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151) 

동 요소는 원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커질수록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손해

가 작아진다는 점에서152) 첫 번째 요소인 이용 목적 및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153) 세 번째 요소와도 관련이 

깊으므로 다른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154)

2) 사안의 검토

필드 골프는 다른 여가활동 및 스포츠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라운드 또는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골퍼들과 일반인들은 스크린골프를 필드 골프의 대체재로 인식할 가능성

이 높지만,155) 여러 경영·경제관련 연구와 논문들에 의하면 필드 골프와 스크린골프의 관계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에 가깝다고 한다.156) 

149)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29면.

150)	이규호,	위의	논문,	229면.

151)	samuels,	edward,	“Campbell	v.	Acuff-Rose:	Bringing	Fair	Use	Into	Focus?”,	Media	Law	&	Policy,	(1994),	p.	5.

152)	A.V.	ex	rel.	Vanderhye	v.	iParadigms,	LLC,	562	F.3d	630,	643	(4th	Cir.	2009).

153)	임덕기,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6권	제2호(2012),	19면.

154)	서계원,	앞의	논문(주	147),	163면;	송재섭,	앞의	논문(주	118),	31면.

155)		류성욱,	스크린	골프의	경제적	가치는	골프활동과의	대체관계에서	비롯되는가,	보완관계에서	비롯되는가?	선택실험법	접근,	한국호텔외식관광경

영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2015),	156면.

156)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정준,	스크린골프는	필드골프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4).	류성욱,	스크린	골

프의	경제적	가치는	골프활동과의	대체관계에서	비롯되는가,	보완관계에서	비롯되는가?	선택실험법	접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국제학술대

회	발표자료(2015).	정준	외,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학보』,	제23권	제1호(2016).	류성욱,	골프와	스

크린	골프,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선택실험법	접근,	『호텔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2015).	등이	있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1) 이론 및 판단기준

두 번째 요소는 저작물의 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종류 및 공표의 유무가 문제된다.139) 동 

요소와 관련해서는 창작적 저작물 또는 사실적 저작물인지 여부와 저작물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140) 저작물의 성격이 정보전달과 같이 사실적인 것일수록 그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이 창작적인 것일수록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

로 본다.141) 저작물의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이용의 성

립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142), 1992년 저작권법 제107조의 개정을 통하여 원저작물의 발행여부는 더 

이상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143) 

2) 사안의 검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골프장 코스는 예술성 보다는 기능성 및 실용성이 강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용 된 필드 골프장 코스의 전체 내지 상당 부분도 창조적 개성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판단된다.144) 또한 골

프장 코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표가 전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필드 골프장 코스를 

이용하여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제작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인 가치도 인정되므로 두 번째 요소도 골프존에 유리하

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145)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1) 이론 및 판단기준

세 번째 요소의 의미는 이용된 부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용 목적과 관련하

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

본적으로 이용된 원저작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46) 원저작물의 상당한 양을 이용하는 경우와 내용상 핵심

적·본질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147) 그러나 원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나 원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되거나 원저작물과 분리되기 어려워서 많은 양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148) 

139)	김경숙,	앞의	논문(주	114),	153면.

140)	송재섭,	앞의	논문(주	118),	25면.

141)	이해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저작권상생협의체(2010),	175면.

142)	Kelly	v.	Arriba	soft	Corp.,	280	F.3d	934.	(9th	Cir.	2002).

143)		미국	의회는	1992년	저작권법	제107조를	개정하여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송재섭,	앞의	논문(주	118),	25-26면.

144)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28면.

145)	이규호,	위의	논문,	228-229면.

146)	이해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저작권상생협의체(2010),	180면.

147)	서계원,	공정이용	법리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2010),	163면.

148)	송재섭,	앞의	논문(주	1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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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재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오르거나 제약이 강해질수록 수요나 지불의사가 낮아지는 재화인데157), (ⅰ) 

필드 골프 참여 과정에서 강한 제약을 경험했던 골퍼들이 스크린골프에 대해서는 낮은 지불의사와 함께 부정

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158), (ⅱ) 필드 골프에 제약을 약하게 경험한 응답자들이 골프장 방문 

수요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의 이용 수요도 높았다는 점159), (ⅲ)  특히 스크린골프의 이용자 상당수는 가까

운 미래에 필드 골프의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160) 등은 필드 골프와 스크린골프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재161)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즉 연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스크린골프를 

필드 골프장의 구조적, 내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필드 골프장의 대체재로 인식하기보다 필드에서 발휘

할 기술을 연마하거나 필드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편익·효용을 얻는 보완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162) 결국 필드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의 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대체제의 관계가 아닌 서로 수요를 돕는 상

호 보완재 혹은 협동재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163)

이외에도 (ⅰ) 필드 골프장에서의 자연이 주는 효용 또는 변수를 VR인 스크린골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둘의 효용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164), (ⅱ) 스크린골프를 통해 오히려 골프에 

관심이 없었던 20-30대 젊은 직장인 층이 필드 골프장에 적극 유입되었고, 이른바 이들 ‘스크린 족’ 상당수는 

잠재적인 골프 인구로 흡수되어 골프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165), (ⅲ) 스크린골프는 시간, 

비용 및 장소의 제약으로 필드 골프장에 가기 힘든 경우나 필드에 가기 위한 예비적 연습활동으로서 활용되어 

진다는 점166), (ⅳ) Campbell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2차적 이용이 변형적일수록 원저작물의 시장대체성이 줄

어들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논증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하였는데,167) 이미 첫 번째 요소의 분석 결

과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골프장 코스의 저작자를 필

드 골프장 사업자로 가정하더라도 동 사업자에게 골프장 코스의 변형적 이용물 시장으로 판단되는 스크린골

프 시장에 대한 권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

은 필드 골프장에 대한 대체효과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소도 결국 스크린골프의 공

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168)

(5) 소결

공정이용의 판단을 위한 네 요소 중 세 요소가 골프존에 유리하게 평가되고 나머지 한 요소마저 중립적이라

고 평가되므로 결국 골프존 사건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7)	류성욱,	골프와	스크린	골프,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선택실험법	접근,	『호텔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2015),	2면.

158)	류성욱,	앞의	발표자료(주	155),	166면;	류성욱,	위의	논문,	12면.

159)	Id.

160)	정준	외,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학보』,	제23권	제1호(2016),	15면.

161)		이는	필드	골프가	스크린골프의	보완재	일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도	필드	골프의	보완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필드	골프와	스크린골프는	동시

에	같이	소비되지는	않지만	필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스크린골프도	치고,	스크린골프를	치는	사람이	필드	골프도	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준,	

앞의	논문(주	58),	19면.

162)	류성욱,	앞의	논문(주	155),	12면;	류성욱,	앞의	발표자료(주	157),	166-167면.

163)	정준,	앞의	논문(주	58),	18-19면;	정준	외,	앞의	논문(주	160),	14면.

164)	정준,	위의	논문,	22면.

165)		류시환,	 “스크린골프와	골프인구	screen	Golf	 and	Golf	 Population”,	 <http://golfhankook.hankooki.com/01_news/newsView.

php?gsno=10039252>,	(2016.9.1).	

166)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191면.

167)	문일환,	앞의	논문(주	126),	352면.

168)	이규호,	앞의	논문(주	61),	231면.

	Ⅴ.	가상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VR산업이 발전하면서 골프존 사건과 같은 갈등과 법적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VR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개선 및 확대

(1) 공정이용 법리 개선

공정이용 법리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지만169) 국내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할 경우 급변하

는 저작권 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170) 골프존 사례

와 같이 VR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현재와 같은 법제도 아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공정이용 법리가 오히려 VR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VR환경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동시에 VR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이용의 네 가지 판단요소 중 

첫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를 중심으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공정이용 법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변형적 이용 및 시장수요의 대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

고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및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VR에 활용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공정이용 법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시에 저작권자의 

시장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이용과 변형적인 이용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171) 시장수요 대체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에 더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 조항을 함께 고려

하여 공정이용 법리를 합목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172) 이러한 측면에서 구글 사건은 현재의 시대정신 

및 디지털 환경을 잘 반영하고 공정이용 법리를 조화롭게 적용한 디지털 시대의 시금석과도 같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며 동 판결은 향후 VR산업에 있어서도 공정이용 법리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169)	이해완,	앞의	책(주	64)	552면.

170)	이정아,	앞의	논문(주	117),		97면.

171)		권세진,	공정이용	요건의	적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	도출에	관한	연구	:	복제권	침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5),	

193면;	권세진,	저작권	침해판단의	요건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역사적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2015),	139면.

172)	오승종,	앞의	책(주	65),	5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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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치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VR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체 설치도 VR산업의 발전과 진흥

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스크린골프는 필드 골프장과 함께 상생을 통해 모두 윈-윈 할 수 있

었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다.181) 스크린골프는 필드 골프장과의 협약 및 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 등 법

적 위험을 피하고 필드 골프장은 스크린골프를 통해 광고 및 홍보를 함으로써 양쪽 모두가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82)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법적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협의체는 앞으로 VR산업의 발전과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골프존 사건과 같은 법적분

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VR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VR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행 라이선싱 제도의 개선 

(1) Opt-out 방식의 VR 저작권 라이선싱 제도 도입

현행 저작권법과 라이선싱 제도에 의하면 물리적 사물을 VR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만약 이것이 원저작물 혹

은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면 이는 원저작자의 권리183)로서 VR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허

락 또는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184) 그러나 VR 사업자가 권리자 개개인의 이용허락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

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185) 만약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VR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등의 우려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거나 VR의 원래 목적과 의미에 반하

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저작권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의 방향 선회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이용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VR 라이선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라이선싱 제도가 제시될 

수 있다.186) 이는 저작권자들이 개인 혹은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에 참여하여 배타적 권리인 라이선스를 사전

에 승인하는 현행 옵트인(Opt-in) 방식의 라이선싱 제도가 아닌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일단 사업자

가 저작물을 VR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187) 만약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자가 사

후에 이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방식188)의 라이선싱 제도이다.189) 

181)	오상민,	“상생	과제만	남긴	골프존	저작권	침해	사건”,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39531>,	(2016.9.1).	

182)	김다린,	“‘내우외환’	골프존,	저작권	소송	당한	내막”,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	(2016.9.1).

183)	저작권법	제22조.

184)	timir	Chheda,	supra	note	4,	at	504.

185)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3),	114면.

186)	timir	Chheda,	supra	note	4,	at	504.

187)	Daniel	J.	Gervais,	“Keynote:	the	Landscape	of	Collective	Management	schemes”,	Colum.	J.L.	&	Arts	34(2011),	p.	599.

188)		옵트아웃	방식은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이	이루어지고	권리자가	사후에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이용을	멈추는	방식으로	현재	강제	이용허락

이나	법정	이용허락	등의	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윤종수,	저작권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2014년	한국저작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14),	19면.

189)		물론	저작물의	이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대체가능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어

야	할	것이다.

(2)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공정이용 고려

현재 공정이용은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항변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공정이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173) 이를 원래 공정이

용이 미국에 처음 도입되었던 때와 같이 표현을 창작하기 위한, 즉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으

로서의 침해판단 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을 확대한다면174) 저작물 이용자가 공정이용에 대한 인

식이 없어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판단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의 비용·시간적 낭비를 줄이

고 VR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이용의 확대를 통해 침해 판단 시에도 공정이용

을 고려함으로써 법원의 판례 또한 더욱 축적되어 보다 예측가능하고 법적안정성이 높은 공정이용 법리의 적

용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협의체 설치

(1)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VR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175) VR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법과 제도로 규율되고 있는 오프라

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VR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VR사업자들이 

법적 분쟁의 우려 없이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정이용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VR 사업자

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176)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저작권청이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일종의 ‘유권해석 의견서(opinion letter)’

를 발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이 제시되고 있는데177) 이러한 의견서들이 축적되면 일종의 공정이용을 판단

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78)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상생협의체가 2010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으나 제

정주체와 형식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는 가이드라인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결국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던 사례가 있어 과연 가이드라인 제정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179) 의견서들을 축적하고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유형화하여 이

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VR사업자나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산들의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이 되어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180)   

173)		손승우,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

2호(2014),	264면.

174)	권세진,	앞의	논문(주	171),	26-27면.

175)	손승우,	앞의	논문(주	79),	254면.

176)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99),	158면.

177)		Pamela	samuelson	and	Members	of	the	CPP,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Directions	for	Reform”,	Berkeley	tech.	L.	J.,	25(3)	(2010),	

pp.	1206-07.	

178)	Ibid.

179)	윤종수,	저작권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2014년	한국저작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14),	20-21면.

180)	권세진,	앞의	논문(주	171),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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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현실 관련 법률들의 개정

VR 산업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VR과 관련한 종래의 법률들 중에서 VR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

소의 점검과 법제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195) 우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관련하여 현재 동 법에 규정되

어 있는 ‘문화산업’의 범주에 VR 콘텐츠 또한 포함되므로 동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의 정의에 VR 및 관련 산업과 콘텐츠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관련하여 VR

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과 장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체 환경 등으로 제작된 가상의 공간으

로서 융·복합콘텐츠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는 바 VR이 동 법에 잘 융화되고 포섭될 수 있도록 VR콘텐츠 등

을 포함한 융합콘텐츠 육성 대상 등에 VR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196) 이외의 VR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

도 VR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VR에 대한 개념 및 기술 발전 현황, 산업 전망 및 동향과 함께 VR의 대표적인 성공 사

례로 평가받는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골프존 사건을 살펴보았다.(Ⅱ장) 골프

존 사건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

로 대응한 구시대적이고 저작권법 연구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판결로 사료된다.    

이에 졸저는 골프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들 중 골프장 코스의 건축저작물 및 미술저작

물 해당 여부와 기능적 저작물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동 사건을 재해석 하였으며(Ⅲ장), 이어서 골프존의 스크

린골프 시스템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Ⅳ장) 골프장 코스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법원 판례, 건축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건축저작물 및 미술저작물로 

가정하더라도 골프를 치기 위한 기능적·실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창조적 개

성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골프장 코스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의 보호범위 또한 매우 제한

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상현실에서의 저작물 구현과 관련하여서 현실의 저작물이 VR을 통해 동일·

유사하게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한은 VR에서의 저작물 구현행위는 저작권침해로 귀결 될 수 없으므로 실제 필드 골프장 코스를 스

크린골프에 디지털로 변환하여 표현·사용한 골프존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골프존 사건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스크린골프는 비록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필드 골프장 

코스의 전체 내지 상당부분을 이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고, 골프장 코스는 예술성 보다는 

기능성 및 실용성이 강한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용 된 필드 골프장 코스의 전체 내지 상당 부분도 창조적 개성

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며, 특히 필드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의 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대체제의 관계가 

아닌 서로 수요를 돕는 상호 보완재 혹은 협동재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골프존 사건

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5)	최경진	외,	위의	보고서,	160면.

196)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99),	214-215면.

이러한 VR 라이선스는 VR 사업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러한 옵트아웃(Opt-out)방식의 라이선싱 제도의 도입은 VR 산업 발전에 

동인이 될 것이다.190)

(2) 이용허락 여부 표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인정은 VR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저작물의 직·간접적인 복제와 혁신을 통해 창작물이 양산되는 VR의 특성상 VR과 관련한 다양한 창

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이용허락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이용허락 여부를 명확

히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VR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가 사전에 이용의 범위가 표시된 바와 같이 저작

물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저작물의 활용이 증대될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하

고 창작성 높은 저작물의 창작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191)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일정한 조건을 표시하여 이용자들

이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VR에서의 CCL과 같은 도구의 

활용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 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VR산업의 진

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192)

4. 가상현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1) 「가상현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VR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문화·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더 나아

가 VR산업의 선점과 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VR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가상현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은 향후 중요한 콘텐츠 및 서비스 플

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VR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진흥적인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193) 이를 위해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권 귀속을 명시적

으로 정하여 법률 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194) 동 법에 VR산업과 관련한 특별법

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앞서 논의한 내용 특히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동 법 내에서 규율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90)		최근	저작물을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저

작권자의	선동의가	있는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을	역행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의	목적을	도모함에	

있어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평가다.	Maria	A.	Pallante,	“the	next	Great	Copyright	Act”,	Colum.	J.L.	&	Arts	36(3)	(2013),	pp.	337-338.

191)	손승우,	앞의	논문(주	79),	250-251면;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99),	154-155면.

192)	손승우,	위의	논문,	251면;	최경진	외,	위의	보고서,	154-155면.

193)	최경진	외,	앞의	보고서(주	3),	169면.

194)	최경진	외,	위의	보고서,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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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졸문은 VR환경에서의 골프존 사건과 같은 법적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VR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서 (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개선 및 확대, (ⅱ) 저작권자와 VR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

이드라인 제정과 협의체 설치, (ⅲ) 현행 라이선싱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의 Opt-out 방식의 VR 저작권 라

이선싱 제도 도입, (ⅳ) 가상현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Ⅴ장)

졸문에서 졸저가 주로 다루었던 골프존 사건은 현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항

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보다 더욱 발전된 논의를 통해 VR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등 현재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저작권법 연구에 있어서도 향후 VR 시대의 시금석이 될 만한 보다 의미 있는 판결이 나

오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졸문을 통한 졸저의 연구 및 제안들이 미약하나마 VR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졸문의 마무리를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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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1) 창작에 

필요한 전문성이 급감함과 함께 재창작을 하는 소비자 및 그 창작물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 창작물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적극적 모습을 띤다.2) 이른바 ‘독자’들이 창작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타적인 저작권 보호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

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전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 특히 저작자 

중심의 권리보호형식에 대항하여 이용자의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2년 3월 15일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의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막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게시중단 청구(notice and takedown)’를일례

로 살펴본다.

이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권

리가 인터넷 상에서 침해되고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이하 법명 생략).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한다(제103조 제2항). 

저작권법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3조 제6항). 이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고

의로 중단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제1항 제6호).

위 조항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복제·전송을 막는 간이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으나, 형식적 권

리침해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복제·전송

의 중단을 요구하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특히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 User-generated 

contents)등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저작물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등장하며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미쳤어 사건’이 있다.3)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의 도입은 위와 같은 형식적 권리침해 및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은 ‘게시중단 요구’의 남용을 막

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목적을 제시하고, 

이것이 UCC라는 매체에서 어떤 특수한 함의를 갖는지 검토한다. 또한 공정이용의 법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제도 및 미국·

독일·일본의 유사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이 소기의 목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시한다. 

1)	바르트,	롤랑,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김희영	역),	동문선,	2002,	27면.

2)	윤종수,	“UCC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저스티스』	제106호,	2008,	457면.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미쳤어	사건’).

이른바 ‘저자의 죽음’과 함께 ‘독자’가 새로운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창작에 필요한 전문성

이 급감함과 함께 재창작을 하는 소비자 및 그 창작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작물

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적극적 모습을 띤다. 이와 같이 저작물

의 전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 특히 저작자 중심의 권리보호형식에 대항하여 

이용자의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2년 3월 15일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

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조문화한 것으로, 그 해

석에 있어서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이용 조항 도입에 따른 판례의 태도 변화

와 기존의 저작권 제한 조항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기존의 판례는 형식적 저작권 침해판단의 경

우 실질적으로 공정이용 조항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제한 규정을 확장시켜 적용하였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어 개별적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다.

공정이용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가장 많이 쓰이는 대응 방법 중 

하나인 복제·전송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복제·전송 중단 요구는 매체

의 전파 속도가 급등함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신속·간이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

되었다. 오늘날 복제·전송 중단 요구는 연간 약 4000만 점(2015년 기준)을 상회하는 매체 및 게시물

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 제도는 형식적 침해판단 및 남용의 문제, 게시중단요구에 대한 반대 당사자의 소명 절차

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공정이용 조항 도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이 복제·전송 중단 요구제도에서 소기의 목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고 있는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제도 및 판례, 미국·독일·일본의 

유사 제도와 판례를 비교·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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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는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적극적 문화소비의 욕구와 적극적 문화참

여의 욕구가 뒤섞이면서 생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7) 기술의 발전은 창작수단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접근 가능한 정보의 확대는 일반인들이 창작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인 창작물과 차별적으로 삼는 기준은 창작 주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UCC의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면 창작주체의 차별성보다는 창작목적·이용형태의 차이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

해가 타당하다.8) ‘이용자’와 ‘창작자’가 빠르게 융합함에 따라서 UCC를 단순히 창작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은 다소 무의미해졌으며, 웹2.0시대에서 비배타적인 목적으로 창작되고 이용되는 컨텐츠 일체에까지 그 개념

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UCC의 특수성 

일련의 UCC 개념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에 변동을 일으켰다. 저작권법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

면 ‘원창작물의 범위와 귀속을 한정하여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전달미디어와의 경쟁을 피하도록 하

고, 그에 대한 독점적 이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분배하여 계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다.9)

그러나 UCC의 경우는 ①소수의 생산자에 의해 적당한 생산량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창작물

에 대해서 수많은 부수적인 창작물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다. ②

또한 이들이 저작권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기존의 생산, 유통, 분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방식으

로 콘텐츠를 생산, 유통, 분배하였다.10)

(3)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필요성

이에 대해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소수의 상업적인 전달미디어에 의한 무임승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권리방어기제가 UCC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다수의 소비자에 의한 대량의 직접침해에 의해 무너

짐으로써 기존의 가치분배시스템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11) 이에 기존의 배타적인 시스템에서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공정이용 조항 역시 그 일환이 될 것이라

고 기대하였다.

7)	윤종수,	앞의	글,	424면.

8)		다른	창작주체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창작자	그룹의	확대나	창작목적이나	활용방법의	차이는	배타적·독점적	접근	및	이용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콘텐

츠의	확대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창작주체보다는	창작목적	및	이용형태의	차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윤종수,	

앞의	글,	94-95면.

9)	옥성수,	“저작권의	경제적	기여와	산업구조	분석”,	『지적재산권』	제7호,	2005,	65면

10)	윤종수,	앞의	글,	429면.

11)	윤종수,	위의	글,	429-430면.

II.	매체	이용	환경	변화	및	공정이용의	도입	목적

1.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 목적

2012년 3월 15일자로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조

항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를 경우 기술의 발전에 민감한 저작권법의 성격상 간극이 발

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창작, 유통, 소비과정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입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문언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와 같은 과정에서 ‘형식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

‘형식적 권리침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리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도입에 의해서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도모하려 하였다.4) 또한 공정

이용의 일반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큰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

저작권법은 제정된 이래 저작권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조항이 많이 도입되었다. 또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 뿐 아니라 이용

자의 이익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장벽을 높이면 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이용

의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저작물의 전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

해 대응할 필요성, 특히 저작자 중심의 권리보호형식에 대항하여 이용자의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

정이용의 일반조항의 도입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창작에 따르는 전문성이 적어짐에 따라 저작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매체 생산으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날 특히 요구된다.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일컬

어지는 매체는 새로운 소비형식으로, 기존 창작물에 대한 개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 침

해’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정이용조항의 도입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2. UCC의 정의 및 특수성

(1) UCC의 정의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는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글·사

진 따위의 제작물”로서, 보통 “전통적인 매체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등이 아닌 이용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었

거나 이용자들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매체 콘텐츠”로 정의된다.6) 

4)	서계원,	“공정이용	법리(fair	use)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2010.11,	172-173면.

5)	서계원,	위의	글,	171-172면.

6)	윤종수,	“불법복제	UCC를	통한	IsP의	책임”,	『언론과법』	제6권	제1호,	2007,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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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해 동일한 시장에서 당해 저작물과 경쟁하여 그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면 공정이용으

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Harper&Row v. Nation Enterprise 판결 등에서는 이를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으나, 캠벨 사건을 기점으로 변형적 이용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적 이용과 시장대체여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2) 공정이용 판단기준의 변화

미국 법원은 기존에 위 네 가지 기준 중 상업성·영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나17) 캠벨 사건을 기준

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캠벨 사건은 2 Live Crew라는 랩 그룹이 Roy Orbison의 록발라드 “Oh Pretty Woman”을 랩으로 개변

하여 “Pretty Woman”이라는 곡으로 발표한 것이 원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의 문제이다. 제1심 법원은 2 

Live Crew의 곡은 원곡의 패러디이고,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원곡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러나 제2심 법원은 해당 곡은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presumptively unfair”), ‘이용된 부분’이 원작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 해당하여 질적으로 상당하고, 상업적 이용이므로 ‘시장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되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기존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뒤집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패러디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작품이 원작을 단순히 대치시키는지 혹은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가지고 원작을 ‘변형적(transformative)’으로 개변하였는지가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작품이 변형적일수록 상업적 용도 등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연방

대법원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는 것 하나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4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법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질’은 원곡이 잘 알려져 있는 이 사건과 같은 패러디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고려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관하여는, 비록 이용된 부분이 원곡의 핵심에 해당

하는 부분이라도, 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패러디의 목적에 해당하고, 그 가사는 원곡의 패러디적 목적을 

감안하였을 때 과도한 부분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 하였다. 또한 새로운 작품이 변형적일수록 원저작물의 시장

대체성이 줄어들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논증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한다. 또한 네 번째 요건의 잠

재적 손해는 시장의 대치이지, 패러디 작품의 비평적 요소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새로운 이용이 변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명백하게 변형적인 

이용의 경우 시장침해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상 변형적 이용 기준을 네 번째 기준보다 우선시하

였다.18) 이로써 변형적 이용 기준이 공정이용 분석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17)		464	U.s.	417	(1984),	471	U.s.	539	(1985).	

18)		최승수,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	이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543면.	

III.	공정이용	법리	및	적용

1.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의 기준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미국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공정이용 법리를 조문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해석론으로 미루어 공정이용 법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판단기준에 중요한 영향

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Campbell v. Acuff-Rose Music(이후‘캠벨 사건’)을 살펴보고 그 이후의 판례의 경향

도 검토한다.

(1) 요건

1)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을 상업적 성질로 이용하는 것인지, 비영리적·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

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영리성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영리성에 포함시키는 등 광범위하다.12) 따라서 영리성을 가진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여 항상 공정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커진다.13) 미국은 캠벨 사건에서 “영리

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고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

고 판시하였다.14) 따라서 영리적 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15)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인지가 중요하다. 원저작물을 

변형시켜 원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역시 캠벨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다. 

2)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되는 저작물이 창작성이 높은 예술 저작물인 경우에는 보다 강한 보호를 받게 되고, 공정이용의 인정이 

어렵다. 그러나 사실적·정보적 저작물은 그 성질상 표현의 창작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인

정이 보다 용이하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이용된’ 원저작물을 기준으로 양적, 질적 비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한’ 작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다.16)

12)	문일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	『동아법학』	제60호,	2013,	348면.

1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522면.

14)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15)	이해완,	앞의	책,	530면.

16)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	471	U.s.	53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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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이용법리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존 판례와의 상관관계 분석

먼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의 고려요인이 예시적인 것인지 

한정열거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시라는 견해가 우세하며,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에는 

해당 요인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고려요인과 동법 제35조의3상 고려요인의 상이성 조율의 문제가 있다. 썸

네일 사건과 리프리놀 사건 모두 공정이용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 요건을 느슨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였지만 공

정이용이 도입된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①인용의 목적 ②

저작물의 성질 ③인용된 내용과 분량 ④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⑤독자의 일반적 관념 ⑥원저작

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다.25)

검색서비스를 위해 제공된 사진의 썸네일 이미지와 관련된 사건(이후 ‘썸네일 사건’)26)을 살펴보면, 썸네일 

이미지의 제공이 구 저작권법 제25조(현 제2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의 기준을 동

일하게 차용하고 있으나 정작 법문에 존재하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관한 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썸네일 이미지 제공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 저작권법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요건과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만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27) 즉, 해당 조문의 적용에 있

어 명문의 요건과 다소 유리된 적용을 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

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내지는 구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리프리

놀 사건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적법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저작물

(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전자가 주된 것이고 후자가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썸네일 

사건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제28조를 적용하여 판단을 하였지만 리프리놀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에 주종관

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과 달리 썸네일 사건에서는 조문과 달리 공정이용의 요건과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정이용의 적용 필요성이 있었으나 관련 조항이 없어 28조를 적용하였기 때문

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판례가 구 저작권법 제25조를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상당한 정도로 가

지는 것으로 보고, 이미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 이론을 우리나라 실무에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판례의 경향은 공정이용과 관련한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28)

향후 썸네일 사건과 같이 조문을 확장적으로 적용했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2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저작권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안

마다  처벌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형사사건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9)

25)		이규호,	위의	글,	556면.

26)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판결(‘썸네일	사건’)

27)		서계원,	앞의	글,	174-175면.

28)		서계원,	앞의	글,	174-175면.

29)		이규호,	앞의	글,	555-561면.

(3) 이후의 판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법원 판결의 83.5%, 항소심법원 판결의 93.95%가 변형적 이용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19) 특히 새로운 작품의 창작 목적이 원저작물의 창작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 중

요하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는지는 부차적이라고 한다.20)

(4) 온라인상의 게시물에의 적용

이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게시물 중 기존의 작품을 개변한 많은 작품들은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경우, 특

히 그 목적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의 적용

(1) 판례의 태도 변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 필요성에 의해 공정이용의 법리를 끌어

온 적이 있지만, 그 도입 이후에는 동법 제35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조문에는 공정이용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

는다.

공정이용 조항 도입 전의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인용’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이를 공

정이용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다.21) 그러나 공정이용 도입 이후에 같은 조문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면, 공정이

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정이용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동법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

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22) 

(2) 자유이용과 공정이용의 관계

1) 자유이용과 공정이용 관련 조문의 상호관계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및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충규정에 해당한다.23) 따라서 자유이용 조문과 공정이용 조문의 중

첩적 적용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자유이용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보고, 자유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나 자유이용이 적용될 범위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견해에 따라 자유이용이 적

용될 수도 있고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유이용과 공정이용 간의 관계는 중첩적이고도 상호보완적

인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24)

19)	netanel,	n.W.,	“Making	sense	of	Fair	Use”,	Lewis	&	Clark	Law	Review,	15(2010),	715-718.

20)	Kudon,	J.,	“Form	over	function:	expanding	the	transformative	use	test	for	fair	use”,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80(2),	2000,	605.

21)	서계원,	앞의	글,	174-175,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판결

22)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리프리놀	사건’)

2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년,	520면.

24)	이규호,	“저작권법상	자유이용과	공정이용의	조화	모색에	대한	연구”,	『특별법연구』	제11권,	2014,	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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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잠재적 공정이용 해당 여부와 ②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게시중단 요청을 하는 것

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약 7.3%에 해당하는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그 비중이 적어보이지만, 그 개수

로 치면 약 800만 건에 달한다.32) 따라서 공정이용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경우 그 개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삭제신청은 거의 대부분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3) <그림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저작권 단체 연합회 저작권 보호센터가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제103조 소정의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34) 대리인에 의해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침해판단은 침해여

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복제·전송요구

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35)

또한 YouTube의 Content Id와 같은 자동저작권침해탐색프로그램의 형식적 침해여부 판단도 문제된다. 우

리나라의 저작권보호센터 역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음원 중심, 영상 중심의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P)을 구축하여 불법복제물의 자동 검색과 증거 수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복제·전송 중

단 요청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저작물의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36) 기계적 매커니즘에 의한 형식

적 침해판단, 즉 권리의 보호를 위한 권리의 침해가 문제된다.

(2) 절차규정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대응제도는 공정이용에 대한 배려 내지 이용자 보호의 시점은 크게 결

여되어 있다. 인터넷상에서 UCC와 같이 저작권 침해판단이 곤란한 저작물 이용이 많기 때문에 게시중단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실효성있는 소명이나 이의제기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불충분하다. 

이용자가 소명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이 권리자라

는 사실이나 자신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혹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이용하

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소명

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37)

우리 법원과 미국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중단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저작권법 시행

령 제42조의 소명 가능 사유38)에 공정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공정이용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분명히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외관상 공정이용이 

뚜렷이 식별되는 상황에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2)	Ibid.,	96-97.

33)	Ibid.,	84.

34)	김경란	외	4인,	앞의	글,	200면.

3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미쳤어	사건’).

3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요약본)』,	2015,	11-14면.

37)	김경란	외	4인,	앞의	글,	206면.

38)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①	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공정이용이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기존에 제28조에 의해서 판단되었던 썸네일 사건, ‘미쳤어’ 사건 등은 공정이용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확률

이 높다. 이와 같이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의 도입에 따라 그 전에 저작권제한규정의 한정적 요건에 포섭되기 

힘들어 판단이 어려웠던 경우, 혹은 명문상의 규정과 판례의 적용 태도가 달라 혼란이 생겼던 경우 등에 있어

서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도입은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등 인터넷상의 저작

권침해대응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IV.	복제·전송	중단요구(notice	and	takedown)

1. 복제·전송 중단요구

정보와 매체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간이한 대

응 방편이 필요해졌으며, 그에 따라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규정되고 있는 복제·

전송 중단 요구(notice and takedown)이다. 플랫폼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저작권보호센터는 약 4000만 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요구를 하고 있

으며, 이는 온라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 수단이 되었다.30) 

2. 복제·전송 중단요구(Notice and Takedown)의 문제점

(1) 형식적 침해판단 및 남용의 문제

Jennifer M. Urban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6개월간 임시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하여 notice  and 

takedown의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4.2%의 게시중단 요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저작물과 대응되지 않는 것이 명백했다. 이는 6개월 간 450만 건에 달했다. 

그리고 28.4%의 게시중단 요구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타당성을 정확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 명백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 정확한 검증은 현 단계에서 불가능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

로 의심되는 게시중단 청구의 수가 상당량(3천만 건)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중단 요구 중 15.4%는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7.3%는 공정이용의 적용 여

부, 2.3%는 그 대상이 DMCA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31) <그림 2> 

  

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113면.	

31)		Urban,	Jennifer	M.	and	Karaganis,	Joe	and	schofield,	Brianna	L.,	“notice	and	takedown	in	everyday	Practice”,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2755628,	(March	29,	2016)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75562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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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심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준이나 매커니즘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의 문제

가 발생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규제가 가능해지고, 법정 절차의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

에 관리가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경쟁자 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컨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남용할 가

능성도 존재한다.44)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 역시 공정이용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면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3. 제도 및 판례
 

(1) 우리나라

1) 복제·전송 중단요구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인터넷 상에서 침해되고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사실을 소명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45)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중단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

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

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제기시켜야 한다. 

이 때 소명사유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 2. 복제, 전송의 허

락을 저작자로부터 받았다는 것 3.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것으로, 자신이 실제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권

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면 이를 소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4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지를 하고,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

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및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2) 민사상의 손해배상

저작권법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44)	이재진,	이정기,	위의	글,	52-54면.

45)		실무에서는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삭제요청)를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

센터가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제103조	소정의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김경란	외	4인,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구축	

연구”,	2014.	8,	200면.

반면 미국의 ‘렌즈 사건’에서는 DMCA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었고, 

유튜브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 있다.39)

(3) 형평의 문제

복제전송중단요구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간이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요구를 받는 상대방

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약 90%이상이 대리인

(agent)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간이성을 시사한다. 오직 7.5%의 삭제요청만이 저작권자 본

인(principal)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40) 또한 상대방이 상당한 자본 혹은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면 소송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의 목적의 문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면서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복제·전송 중단요구의 남용은 소규모창작자들의 창작을 저해하

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부분 복제·전송 중단 요구는 대부분 대규모 콘텐츠 보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

규모 유저들은 소송에 의해서만 공정이용의 항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다. 대부분 수동적으로 게시중단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터넷 공간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한 창작이 저해되

는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41) 또한 자료의 시의성과 관련하여 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42)

(5) 표현의 자유의 문제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에 의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은 헌법 제21조 제4항 및 제

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 가능해진다.43)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은 인터넷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권리침해 게시

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

자의 요청만으로 특정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는 상황이 급증하였고, 게시글의 차단 이전 가해자의 소명기회

가 주어지지 않는 등 임시차단 조치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제·전송자의 권리, 

즉 표현의 자유 측면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39)	손승우,	앞의	글,	269;	그럼에도	notice	and	takedown	제도의	저작자와	이용자	간	이익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0)	Urban,	Jennifer	M.	and	Karaganis,	Joe	and	schofield,	Brianna	L.,	op.	cit.,	98.

41)	Rock,	Rebecca	Alderfer.,op.	cit.,	708.

42)	Ibid.,	700-701

43)	이재진,	이정기,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2012,	52-54면.

장
려

상
공

정
이

용
 조

항
의

 인
터

넷
 상

에
서

의
 실

효
성

에
 관

하
여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114 115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제·전송

의 중단을 요구한 자가 ① 자신에게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② 주

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에게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없음을 몰랐거나, ③ 자신이 중

단을 요구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저작권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을 알았거나, ④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저작물 등의 복

제·전송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

단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며, 네이버와 다음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2,992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

한 개별적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라. 공정이용 조항 도입 후의 검토

이 사건은 공정이용의 적용에 대한 측면, 그리고 복제·전송 중단제도의 측면 두 가지 모두에서 쟁점이 있

다. 사례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였지만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다면 판단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저작물이 비영리성을 가지며,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되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다 용이하게 도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의 ‘정당한 권리

가 없이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도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복제·전송 중단 요구의 문제점은 공정이용의 도입과 대량으로 게시중단요구를 할 경우 과실이 인정

된다는 판시에도 불구하고 크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후술한다. 

5)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대량으로 복제·전송 중단요구를 하는 경우 과실을 인

정하여 그 책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47) 또한 고의로 중단요구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

였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소

송이 없어도 공정이용의 소명에 의해 재게시가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송이 결부되어야 한다.48) 따라서 우

리나라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은 보다 엄격하나, 복제·중단 요구의 남용에 대해서 공정이용 등의 

사유를 실효성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

(2) 미국의 복제·전송 중단제도  

1) 삭제요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제512조(c)는 저장서비스제공자

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저장서비스제공자에게 ①침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금

전적 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것, ②침해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을 것, ③저작권자로부터 침해통지를 받았을 

때 즉시 해당 불법복제물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한다. 

4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미쳤어	사건’).

48)	손승우,	앞의	글,	269면.

3) 형사처벌

우리나라는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중단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

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4) 판례 — 미쳤어 사건46)

가. 사안의 개요

사건의 원고는 다섯 살 된 딸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에 맞추어 후렴구 일부분을 따라 부르면서 춤을 흉내

내는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이 노래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이렇게 따라하는 것일까요? … 좀 더 소녀 

취향의 노래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게시물이 피고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 사

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회사 NHN에게 삭제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

고회사는 게시중단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다시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NHN은 소명부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

이 삭제요청을 한 피고 협회와 그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 등을 취한 피고 회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서 저작권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 에서 규정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인용 목적의 예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은 원고가 함께 

게시한 글 및 원고의 딸의 다른 사진들로 인해 원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고, 이 사건 

동영상과 후렴구는 이 사건 게시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흡수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의 동영상이 해당 가요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연자의 

이름을 언급하여 출처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제28조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물론 침

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등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

도 포함한다.

따라서 동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같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 해당하여, 그러한 요구로 인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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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심법원의 판단53)

512(c)(3)(A)(v)는 복제·전송 중단요구(takedown notice)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를 하는 자가 그 대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의 믿음(good faith belief)’을 가질 것을 요한다.54) 미국 법원

은 기존의 판례에서 512(c)(3)(A)(v)의 ‘선의의 믿음’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에 의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55) 그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다.56)

그러나 Lenz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선의의 믿음’이 인정되기 위해서 저작권자가 복

제·전송 중단요구를 하기 전에 그 대상이 공정이용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공정이용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삭제요청을 함으로써 악의적으로(in 

bad faith) 행동한 것이 인정되며 이것이 제512조(f)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이용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잠재적 침해에 대응하는데 있어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며, DMCA에

서의 삭제통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약식 판결57)

2013년 1월 양측의 신청에 의한 약식판결(motions for summary judgment)이 나왔다. 법원은 Universal 

Music 측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중단 요구의 요건(DMCA 512(c)(3)(A)(v))에 해당하는 ‘선의의 믿음’을 충족

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Universal이 복제·

전송중단 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가이드라인은 공정이용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검토하지 않

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Lenz측에는 Universal Music의 행동이 허위진술(512(f))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관

적 선의의 믿음(subjective good faith)’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며, 공정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는 것은 이를 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라. 2심 판결58)

양측이 항소하였고, 2015년 9월 2심법원에 의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정이용이 절차적으로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에 해당하지만, 그 입법 취지 및 성격

으로 인해 전통적인 적극적 항변사유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적극적 항변사유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①본래 침해적인 행동에 대한 면제사유가 되는 경우와, ②절차적인 이유로 인해 그와 같이 분류된 

경우이다. 법원은 공정이용은 후자에 해당하며, 저작권자는 복제·전송 요구 전에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53)	Lenz	I,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54)	512(c)(3)(v)	A	statement	that	the	complaining	party	has	a	good	faith	belief	that	use	of	the	material	in	the	manner	complained	of	is	not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its	agent,	or	the	law.

55)	Rossi	v.	Motion	Picture	Ass’n	of	Am.,	Inc.,	391	F.3d	1000,	1002	(9th	Cir.	2004).

56)	Rock,	Rebecca	Alderfer.,	“Fair	use	analysis	in	DMCA	takedown	notices:	necessary	or	noxious?”,	temple	Law	Review,	86(3),	2014,	696-697.

57)	Lenz	II,	no.	5:07-CV-03783-JF,	2013	WL	271673	(n.D.	Cal.	Jan.	24,	2013)

58)	Lenz	III,	801	F.3d	1126	(2015),	(9th	Cir.	2015)

즉 직접·간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침해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고, 권리자로부터 소정의 기재 요

건 상당의 침해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OSP는 즉시 그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면책이 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49)

또한 DMCA §512(c)(3)(A)에서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삭제통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장자가 주장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선량

한 믿음(good faith belief)을 포함하는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주장자가 복제·

전송 중지를 주장할 때 해당 복제·전송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DMCA §512(g)(3)(C)는 복제·전송 재개를 위한 대응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유효한 대응통보가 

되기 위해서는 ①가입자의 (전자)서명, ②저작물이 삭제되었던 위치, ③그러한 삭제 또는 접근통제가 오인으

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선량한 믿음(good faith belief)이 포함된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④가입자의 성

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50)

2) 민사상의 손해배상

DMCA 제512조(f)51)는 누구든지 악의로(knowingly) (1)대상이나 활동이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혹은　(2)대상이나 활동이 삭제되거나 불능(disable)하게 되었다고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을 한 때에

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제512조(c)의 notice and takedown도 포함된다.

3) 판례 — Lenz 사건52)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 Lenz는 자신의 아이가 부엌에서 가수 프린스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노

는 약 20초 길이의 동영상을 YouTube에 게시하였다. 저작권자인 피고 Universal Music, Inc.는 YouTube

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삭제통지(takedown notice)를 보냈다. 이에 YouTube는 Lenz에

게 삭제요구로 인하여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Lenz는 반대 통지를 보내어 자신의 

동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YouTube는 Lenz의 동영상

을 다시 게시하였다. Lenz는 Universal Music의 행위가 DMCA 제512조(f)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다.

49)	위의	글,	6면.

50)		손승우,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판단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

2호,	2014,	276면.

51)		512(f)	MIsRePResentAtIons.—Any	person	who	knowingly	materially	misrepresents	under	 this	section—	(1)	 that	material	or	activity	 is	

infringing,	or	(2)	that	material	or	activity	was	removed	or	disabled	by	mistake	or	misidentification,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including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red	by	the	alleged	infringer,	by	any	copyright	owner	or	copyright	owner’s	authorized	licensee,	or	by	a	service	

provider,	who	is	injured	by	such	misrepresentation,	as	the	result	of	the	service	provider	relying	upon	such	misrepresentation	in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the	material	or	activity	claimed	to	be	infringing,	or	in	replacing	the	removed	material	or	ceasing	to	disable	access	to	it.

52)		Lenz	I,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Lenz	II,	no.	5:07-CV-03783-JF,	2013	WL	271673	(n.D.	Cal.	Jan.	24,	2013);	Lenz	III,	801	F.3d	

1126	(2015),	(9th	C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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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고 당시에 경고를 하는 자는 그 경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야 한다.64)

3) 검토

게시중단 제도는 ①빠른 대처를 통한 손해의 방지, ②간이성을 장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제도

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법정절차가 반드시 결부되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불가

피하다. 금지청구 전에 금액의 청구를 함께 하게 되어 있어 민사경고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역시 문제

점이다.

(4) 일본

1)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일본의 경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65)에 의해 복제·전송의 중단요구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

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 혹은 권리 침해의 이유를 제시하여 해당 정보의 송신

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송신방

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복제·전송한 자에게 조회하여야 하고, 복제·전송자가 7일이 지나

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전송을 중단하여도 복제·전

송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66) 

또는 당해 OSP가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음에 ‘충분한 상당한 이

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OSP의 책임을 면제한다.

일본의 복제·전송 중단요구는 복제·전송자가 게시가 중단되기 전에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설명하고 대응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신청만으로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면책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만으로 

게시중단을 할 수는 없다.67) 이와 같이 게시물의 삭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64)	김경란	외	4인,	앞의	글,	46면.

65)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	전기통신에	의

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치에	의하여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

가	당해	정보의	불특정의	자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행해진	것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

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당해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음에	충분한	상당

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2.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로부터,	당해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는	정보(이하「침해정보」라	한

다),	침해되었다고	하는	권리	및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이하	이	호에서「침해정보	등」이라	한다)를	제시하여	당해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

에	대해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이	호에서「송신방지조치」라	한다)를	강구하고자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당해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

자가	당해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당해	침해정보	등을	제시하여	당해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신자가	당해	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발신자로부터	당해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신청

이	없었던	경우

66)		김경란	외	4인,	앞의	글,	68면.

67)		Katoh,	M.	(2002).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	A	Japanese	Perspective	 in	symposium:	Legal	Regulation	of	new	technologies:	

Protection,	Privacy,	And	Disclosure;	Panel	1:	Anti-Circumvention	Measures,	License	Restrictions,	And	the	scope	of	IP	Protection:	Protection	

From	Copying	or	Protection	From	Competition.’	In	2002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	333,	at	341.

4) 검토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요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와 달리, 소송이 없어도 소명에 의해 재게시가 가능하다.  다만 민사적인 구제수단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엄격

하다. 그러나 소명 사유의 존재 등에도 불구하고 게시중단 제도의 남용이 많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확대하

는 추세에 있다. 입증이 힘든 ‘주관적 선의의 믿음’기준을, 의도적 외면이론을 적용하고, 공정이용에 대한 검

토가 없을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Smith v. Summit Entertainment 

LLC에서는 대상에 대해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위 제도의 남용의 유

인을 가장 많이 가지는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존재한

다.59)

다만 그 이후의 Ouellette v. Viacom International, Inc.,사건에 따르면 기계에 의한 대량의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의 takedown notice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것으로 보인다.60)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할 것이

다. 

미쳤어 사건과 Lenz사건은 매우 유사하나, 미쳤어 사건은 재게시 가능 여부 자체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에 Lenz사건은 이미 재게시는 완료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

이를 가진다.61)

(3) 독일

1) 삭제요청

독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erechte)은 

물권적 청구권인 금지청구 규정을 동법 제97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을 

삭제하라는 삭제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는 2003년 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공중전달권’이 동법 제19조a로 도입되어 이에 근거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제97조의 부

작위청구인 ‘금지청구’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62)

이와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설명(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명칭, 저

작권법 규정), 기한을 설정한 콘텐츠의 삭제 청구, 기한까지 금지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송부한다.63)

2) 민사상의 손해배상

위의 경고가 정당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경고를 받은 자는 법적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9)	Katyal,	sonia	K	“Filtering,	Piracy	surveillance	and	Disobedience”,	Columbia	Journal	of	Law	and	Arts,	32(2009),	415.

60)		ouellette	v.	Viacom	International,	Inc.,	no.	CV	10-133-M-DWM-JCL,	2012	WIL	850921	(D.	Mont.	Mar.	13,	2012)	(quoting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1154	(n.D.	Cal.	2008)),	adopted	by,	no.	CV	10-133-M-DWMJCL,2012	WL	1435703	(D.	Mont.	Apr.	25,	

2012).

61)	손승우,	앞의	글,	269면.

62)	김경란	외	4인,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구축	연구”,	2014.	8.,	41면.

63)	이와	같이	민사	경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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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일본의 경우 신중한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게시중단을 할 경우 기

계적으로 면책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판단의 책임을 OSP에게 상당 부분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

이드라인’제도를 사용하여 이에 따르는 시간의 소요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게시중단 제도를 남용할 유인을 가

장 많이 가지는 저작권자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판단의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76) 또한 가이드라인

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Ⅴ.	개선방안

1. 절차의 개선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복제·전송의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미쳤어 사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민사상, (고의일 경우) 형사상의 제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절차일 뿐,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작권

법 시행령 제42조의 소명 사유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소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77) 따라서 분명히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외관상 공정이용이 

뚜렷이 식별되는 상황에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소명가능사유에 공정이용

의 소명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공정이용은 저작권침해 판단에서 피고의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므로 외관상 공정이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고가 항변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개혁 논의78)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공정이용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저작권 제한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79)

76)	shinada,	Y.	op.	cit.,	55-56.

77)	김경란	외	4인,	앞의	글,	206면.

78)		손승우,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판단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

2호,	2014.

79)		samuelson,	Pamela,	&	Members	of	the	CPP,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Directions	for	Reform”,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5(2010).

2) 저작권 관계 ‘가이드라인’의 존재

가. 의의

그러나 인터넷의 빠른 복제·전송 속도에 비해 빠른 조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7일 동안이

라고 하더라도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미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빠른 대처가 불

가능하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저작권소지자들이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68)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컨텐츠를 삭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69)

나. 내용

가이드라인은, OSP에 의한 정보유통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신청자로부터의 송신방지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신청자, 발신자 및 OSP 등 관계자 각각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OSP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진하며, 따라서 인터넷의 원활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70) 즉, 게시중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충분한 상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다.71)

OSP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양태는, 외관에서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즉 저작

권 등을 침해라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경우 및 전부 또는 일부를 통째로 복사하는 파일(이른바 데드카

피)에 한한다.72)

그 이상의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경우73)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명 ‘신뢰성확인

단체’에 의해 확인을 받도록 한다. 이는 저작권 등이 침해되었는지의 확인을 OSP를 대신하여 적절히 판단하

는 단체로서 ‘저작권관계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74)신뢰성확인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은 법인일 것, 저작권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상당기간에 걸친 충분한 실적을 가

지고 있을 것 등이다.75)

68)		shinada,	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notice	and	takedown	system	of	Japanese	online	Marketplaces”	MIPLC	Master	thesis	series	

(2013/2014),	2014,	19.

69)	Ibid.,	20.

70)	한국전산원,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02.12.,	88면.

71)	shinada,	Y.	op.	cit.,	19-21.

72)	한국전산원,	앞의	글,	90면.

73)		‘일정한	기술을	이용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시청	등을	해서	저작물	등과	비교하는	등	일정하게	손을	가함으로써,	저작권	등이	침해된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양태’	등을	말한다고	한다.	위의	글,	90면.

74)	김경숙,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의	원칙”,	『저작권	정책연구보고서』,	2015,	27면.

75)		①법인일	것(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단이며,	대표자의	규칙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③저작권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상당기간에	걸쳐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을	것,	④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자가	저작권자	

등일	것의	확인	및	저작권	등의	침해라는	사실의	확인을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일	것	등을	요구한다.		한국전산원,	앞의	글,	93-94면.

장
려

상
공

정
이

용
 조

항
의

 인
터

넷
 상

에
서

의
 실

효
성

에
 관

하
여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122 123



<그림 1>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출처: 저작권 보호 센터)81)

<그림 2>82)

<그림 3>83)

81)	저작권보호센터	통계정보	

	 	<http://www.cleancopyright.or.kr/statistics/statistics.php?on_off_cd=6010&tab_gb=&yyyy=2015&mm=12&type_cd=7010>

82)	Urban,	Jennifer	M.	and	Karaganis,	Joe	and	schofield,	Brianna	L.,	op.	cit.,	97.

83)	Ibid.,	8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계적 면책 규정 개선

앞서 검토했듯이, 현재 복제·전송 중단의 신청 주체인 저작권자는 해당 제도의 남용의 유인을 가장 많이 

가지는 주체이다. 공정이용을 소명 사유에 포함하거나, 법정에서의 침해판단에 있어서 적극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작권자가 무분별한 복제 중단 신청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 중간자적인 주체인 OSP 역시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 게시중단 처리와 함께 면책되므로 그 과정

에서 남용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OSP에게 게시중단 판단에 따른 일정

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주체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해당 제도의 장점인 간이성과 효율성을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 여러 ‘신뢰성 확인 단체’들이 민간에 존재함으로써 처리 속도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상쇄시키고 있다. 개입 주체의 증가 및 책임 주체의 증가가 무조건적으로 비효율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용의 유인을 가장 많이 가지는 저작권자에게 권한이 일임되었을 때 여러 가치들

이 침해됨으로써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3. 기관에 의한 개선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통지 남용을 막기 위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게시 중단 대상인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용용도 판정을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80)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을 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판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Ⅵ.	결론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한 것은 저작자 중심의 권리보호형식에 대항하여 이용자의 권리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행 복제·전송 중단 요구는 저작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신속

성 및 간이성을 추구하고 있다.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용으로 인한 형식적 침해판단의 문제 및 

창작 욕구 및 표현의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공정이용 조항의 취지가 온라인상에서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명 절차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남용할 유인

을 강하게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그 중간 주체인 OSP에 주목하여, OSP의 기계적 면책 조항 대신 면책

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저작권 관계 가이드라인’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인 지침을 세

워, 면책의 조건이 보다 엄격해 지더라도 통일된 규정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을 제

공하는 자의 역할의 수동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80)		신승남,	“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게시	중단	통지	규정으로	인한	공정	이용	법리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의	제안”,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2014,	431-460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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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저작자와 저작권자 불일치 문제

2. 인공지능 개발자

3. 인공지능

4. 인공지능 이용자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국내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

1. 인간의 창작도구로 보호

2. 2차적 저작물로 보호 

3.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

4.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방안

Ⅵ. 결론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창작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과 그 창작물에 대하여 저

작권법적으로 살펴본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의 창작 현황이 

현행법과 충돌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한다. 이후,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창작물의 특징

을 알아본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다. 다

음으로 저작물성 요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고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하나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

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와 귀속문제를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의 실질적 저작자는 창작

물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매하여 투자한 인공지

능 이용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활발한 창

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실제 세계에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

작물을 국내법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업

무상 저작물로써 보호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방안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

31호 그리고 제41조의 개정을 통해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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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외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과	그	저작권

1.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컴퓨터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 매카시가 1956년 다트

머스의 학회에서 처음 창안하였다.1)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현재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정의는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엘런 튜링의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을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정

의하였는데,2) 여기서 지능이란 문제해결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능력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3)이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중,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간의 대뇌의 연산과정을 흉내낸 알고리즘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고도의 추상 활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사

례도 발생하고 있다.4) 예를 들어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왓슨’은 인간의사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을 내릴 수 있다.5) 이러한 인공지능은 문제해결 능력의 정도에 따라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나뉜다.6) 

문제해결 능력에 제한을 갖는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미리 

입력해놓은 알고리즘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반면, 강인공지능은 문제해결 능력에 제한이 없다. 

2. 인공지능 창작물의 특징과 현황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에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필수적이다.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

를 활용 및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과 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한다.7) 따라서 빅데이터는 딥러닝 과정에서 인간 대뇌의 

연산기능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의 판단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필수적이다.8)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딥러닝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은 단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간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체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므로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다.9)

1)	Ieee	Computer	society,	“AI’s	Hall	of	Fame”,	Ieee	Intelligent	systems,	Vol.	26(2011),	p.7.

2)	유신,	『인공	지능은	뇌를	닮아	가는가』,	culturebook(2014),	33면.

3)	머신러닝이란	“어떠한	업무(t)에	관련된	다수의	경험(e)을	통하여	그	t에	대한	성능(P)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최근우·송기섭·강요셉,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이해와	연구개발	정책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IssUe	PAPeR』,	2016년	8월호(2016),	

4-5면.	

5)		박건형,	“의사·화가·펀드매니저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0399.

html>,	(2016.	8.	31).

6)	Ben	Coppin,	Artificial	Intelligence	Illuminated,	Jones	and	Bartlett	Publisher(2003),	p.5.

7)	임화진,	빅데이터를	이용한	충남도	정책	키워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2014,	6면.

8)	유성민,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미친	영향,	『한국정보기술학회지』,	제14권	제1호(2016),	29-34면.	

9)		최근우·송기섭·강요셉,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이해와	연구개발	정책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IssUe	PAPeR』,	2016년	8월호(2016),	

7면.

I.	서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에서 보았듯이, 이제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반응하

고,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작

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스페인에서는 모차르

트보다 빨리 작곡할 수 있는 작곡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인 쿨리타가 개발되는 등 인공지능이 주체가 되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유일한 주체가 되는 영역이었던 창작활동이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가능해졌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창작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발생하면서 따라오는 법적 문제들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인공지능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기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이기에, 저작권법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최한 IP 

Summit Conference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앞으로도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발생할 인공지능

에 대한 문제해결이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한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

는지 그 특수성에 대해 정리해본다.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Ⅱ).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없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야 할 필요

성은 분명하다는 것을 실용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에서 분석할 것이다(Ⅲ). 다음으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

여,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가정하여, 권리귀속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고

자 한다(Ⅳ). 끝으로 현재의 과학기술의 진보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적절히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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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혁명이 일어났고, 컴퓨터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본

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CONTU는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행위를 한 것이

기에 오직 사용자(user)만이 컴퓨터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반면 1986년 미국의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은 OTA Report를 발표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인한 저작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과 함께 ‘공동의 저작권 주체(co-author)’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비활성 도구(inert tools)’가 아니며 독자적이고 자율적

으로 창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카메라나 타자기 등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평가국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간을 공동 저작자로 할 경우에 그 인간

이 프로그래머인지 사용자인지에 대한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자연인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저

작권을 주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했다.19)

(2) 영국 

영국에서는 이전부터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입법례를 마련해 놓았다. 영국의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이하‘CDPA’) 제178조에서는 ‘컴퓨터에 기인된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이하 

‘CGW’)’ 이라는 개념을 저작물의 부수적인 정의들 중 하나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에 기인된 

저작물’이란, “인간저작자가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산출된 저작물”을 뜻한다.20) 결국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입력된 값인 알고리즘에 의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산출해낸 결과물을 뜻한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저작자가 없는 상태(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라고 해도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 혹은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사람 등 간접적으로라도 인간저작자가 존

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저작자는 CGW의 저작권의 주체가 된다.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 명시

하고 있는 CDPA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가 CGW의 저작권자가 된다.21) 컴퓨터의 사용

자, 즉 그 저작물의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자가 CGW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CGW라 하더라도 완전히 인간의 개입이 없이 컴퓨터 스스로 창작한 결과물이라고 보

기 보다는, 인간이 통제하고 조정한 과정에서 컴퓨터라는 주요 수단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CGW의 창작 주체는 인간으로 인정되지만, CGW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다

른 저작물들은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의 존속기간을 갖

는 것과는 달리,22) CGW는 제12조 제7항에 따라 위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

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23) 

18)	Us	office	of	tech.	Assessment,	Intellectual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1986,	p.70.	(hereinafter	“otA	Report”).

19) Ibid at 72.

20)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78	(UK),	“computer-generated”,	in	relation	to	a	means	that	the	work	is	generated	by	computer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

21)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9	(UK)	(3)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f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22)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2	(UK)	(2)	Copyrigt	expires	at	the	end	of	the	period	of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uthor	dies,	subject	as	follows.	

2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2	(UK)	(7)	If	the	work	is	computer-generated	the	above	provisions	do	not	apply	and	copyright	

expires	at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work	was	made.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コンピュータが小說を書く日)’이라는 인공지능의 고독한 심정을 표현한 소설

이 SF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을 인공지능이 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10)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사실을 전달하는 단순한 글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쓴 것과 인공지능이 쓴 것을 구

별할 수 없다고 한다.11)

인공지능은 그동안 논리적 추론, 자연 언어 처리 등의 작업을 해왔는데,12) 최근 그 활동영역을 글쓰기, 작곡 

등 창작으로까지 넓혔다. 최근 구글에서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Deep Dream)’을 개발했다. 딥드림

이란 인공신경망 기반의 학습 방식인 딥러닝 기술을 시각이미지에 적용한 기술로, 결과물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닮았다고 해서 ‘딥드림’이라고 불린다. 딥드림은 새로운 이미지가 입력되면 이를 잘게 

나누어서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했던 이미지패턴과 유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기존에 학

습된 이미지 패턴은 고정하고, 처음 본 이미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패턴을 적용하여 자신이 아는 인식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미지를 조작·왜곡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13)

인공지능은 작곡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UC 산타크루스 대학의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은 인공지능 작곡

가 ‘에밀리 하웰(Emily Howell)’을 개발했다. 에밀리 하웰은 수많은 음악을 분석해 음악적 요소들을 데이터화

하고, 그를 조합하여 작곡한다. 또 자신의 창작곡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 계속해서 곡을 업데이트하

며, 이렇게 작곡한 곡들은 음반으로도 제작되었다.14) 이렇듯 인공지능의 활용분야는 인간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3.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국외의 저작권법적 논의

(1) 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을 등

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5) 대법원 역시 저작권법의 요건에는 “‘사고’를 통한 창의력(mind)을 통해 만들어

진 지적 노동의 결과물(the fruits of intellectual labor)만을 보호한다.”고 판시했다.16) 따라서 인공지능 창

작물의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명시적인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1974년 미국

의 ‘신기술에 의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 ‘CONTU’)는 컴퓨터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카메라나 타자기와 같

은 비활성 도구(inert instrument)라는 점을 밝혔다.17) 또한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하는,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추측에 불과해, 이를 고려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

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10)	황형규·이지용,	“소설도	쓰는	인공지능…日	문학상	1차	심사	통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14369>,	(2016.	8.	23).

11)		이승선,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관훈저널』,	여름호(2016),	60면;	정재민·김영주·오세욱·송해협·임현석,	로봇의	침입:	알고리즘	

기사와	기자	기사의	품질	비교분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년	4월호(2016).

12)	Ibid	at	36-38.

13)	오승주·최진모,	“[카드뉴스]	그림도	그리는	구글	인공지능	‘딥드림’”,	<http://news1.kr/articles/?2602024>,	(2016.08.29).

14)	류태형,	“모차르트	vs	AI	모차르트,	누구의	곡이	아름다울까”,		<http://news.joins.com/article/20425655>,	(2016.08.10).

15)	U.s.	Copyright	office,	Copyritable	Authorship	:	What	Can	be	Registered,	2014,	p.8.

16)	trade-Mark	Cases,	100	U.s.	82	(1879).

17) Ibid a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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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

이라고 규정하며,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저작권법도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창작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

한다. 예를 들어, 동물의 창작물은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20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은 원

숭이가 스스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7) 또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란, 인간의 지적·문화적 활동의 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상’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 어문저작

물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미술저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요건이 심오한 철학적 사상이나 

수준 높은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낙서나 어린아이의 그림도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 다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우연성이 아닌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필연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말판을 움직이는 게임은 우연적 요소에 좌우되므로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없다.28)

(2) 외부적 표현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없다. 그 ‘사상과 감정’은 밖으로(ex) 밀어내어(press)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도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생각을 떠올리더라도 논문

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물성을 갖추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상은 … 사람의 정

신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29) 단지 아이디어의 단계에 불

과한 것은 공유 영역에 속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3) 창작성

창작성은 저작물로써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저작권법 제2조). 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성에 대

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창작 활동의 방식이 다양화되며, 저작물 생산

에 과연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조명되면서, 창작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복

잡한 문제가 되었다.30) 따라서 유인이론, 노동이론, 선택의 폭 이론을 살펴보며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

떻게 정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인이론(inducement theory)이란 문화 발전을 유인해준 대가로써 창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다.31) 이 이론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 

부여 여부가 예술성, 학술성 등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자의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32)

27)	15-cv-04324-WHo

28)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38면.

29)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99가합93776	판결.	

30)		Clifford,	R.	D.,	“Random	numbers,	Chaos	theory,	and	Cogitation:	A	search	for	the	Minimal	Creativity	standard	in	Copyright	Law”,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82(2004),	p.260.	

31)	윤선희,	『지적저작권법』,	제15판,	세창출판사(2015),	411면.

32)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5),	26면.

(3) 일본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명시

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저작물성의 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즉, 일본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현 제도

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상 저작물이 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하

며 2) 그 귀속 주체는 창작주체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사상 또

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권리도 발생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24)

그러나 1973년과 1993년에 일본 정부 산하 문화청 저작권심의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창작물에 대하여 제

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컴퓨터가 창작 행위 자체를 대체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간이 창작의 도구로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

를 그 컴퓨터를 조작한 인간에게 귀속한다. 즉, 이를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보고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 그 결과물이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고 2) 특정인의 

창작의도 및 기여가 창작과정에서 분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법·제도 하에서 인공지능을 창작 주체로 보고, 권리를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

만, 인공지능을 도구로써 사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권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4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차세대 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25)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연관 산업에 미칠 파급력 또한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

으로 보호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과잉보호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창작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인공지능의 창작

물에 투자한 당사자의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6)

Ⅲ.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검토

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2) 외부적 표현, 3) 창작성을 충족해야 한다. 

24)		권용수,	“[2016-10	일본]	일본	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

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38896&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

=&searchtext=&searchtarget=ALL>,	(2016.	8.	20).

25)	이승선,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관훈저널』,	여름호(2016),	53면.

26)		장유미,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	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protect/view.

php?guard_trend_seq=626&key=&keyword=&gubun=&search_guard_trend_report_seq=&nation_cd=&start=0>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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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상용되고 있는 약인공지능의 경우, 개발 과정부터 인간이 많은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창작과정에서의 인간의 노력이 인정될 수 있다.43) .

Express Newspapers Plc v. Liverpool Daily Post & Echo Plc and others 사건의 윗포드판사는 “기계

에 의해 무작위로 만들어진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output from a computer that 

has been randomly generated by the machine itself is a copyright work)”고 판시했다. Daily Express

는 ‘이달의 백만장자’라는 추첨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5열 5행의 문자배열을 만들었는데, 피고측(Echo Plc 

and others)에서는 이 문자들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결정적으로, 인간인 창작자가 개입하지 않았으

므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윗포드 판사는 컴퓨터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배

열과 눈금은 프로그래머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the computer was no more than a tool with which 

the sequences and grids were produced using the instruction of the programmer’)라고 판시했다. 그

리고 피고측의 의견은 어문작품의 창작자가 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44) 따라서 인정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고, 개발과정에서는 개발자의, 창작과정에서는 이용자의 역할이 절

대적이며, ‘인간의’라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해주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정설

첫째,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정의 상,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

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 그 창작 주체를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하다. 또한, 학계에

는 자연물이나 컴퓨터에 의한 자동생성물은 저작물성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45)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

된 그림이나 노래의 경우, 모두 우연적 요소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창작성을 ‘인간의 

의식’이 내재된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현행법상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을 것

이다.46) 설령 인공지능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섬세한 표현까지도 가능할지라도 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는 Telstra 사건이다. 호주의 통신 업체 Telstra Corporation Limited(이하 

“Telstra”)는 경쟁사가 Telstra의 자회사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베껴 만든 전화번호부를 판매하자, 경쟁사를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47) 이후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15일에 

기각됐다.48) 재판부에서는 호주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사람(an individual or individuals)이 창작한 어문 저

작물에 존재하는데49), 전화번호부를 생산한 것은 전화번호를 추출한 소프트웨어이고, 그 목록을 편집한 것은 

Sensis의 컴퓨터 시스템이므로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50)

43)	Annemarei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ly	Intelligence	Author”,	stAn.	teCH.	L.	ReV.,	5(2012),	p.	10.	

44)	R.J.	Hart,	“Copyright	and	computer	generated	works”,	Aslib	Proceedings,	Vol.	40	Iss.	6(1988),	p.	174.	

45)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35면.

46)	selmer	Brignsjord,	“Chess	is	too	easy”,	MIt	tech.	Rev,.	Vol.	101(1998),	pp.	23-24.	

47)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Phone	Driectories	Company	Pty	Ltd.	[2010]	FCA	44	(8	Feburary	2010).	

48)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Phone	Driectories	Company	Pty	Ltd.	[2010]	FCAFC	149	(15	December	2010).		

49)	Copyright	Act	1968	(Australia)	(Cth)	pt2.	

50)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Phone	Driectories	Company	Pty	Ltd.	[2010]	FCAFC	149	(15	December	2010).		

노동이론(sweat of the brow theory)은 저작권 부여의 근거를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과 투자한 노력에 대

한 대가라고 본다.33) 따라서 저작자의 노동이 투여된 이상 창작성의 수준이 낮아도, 창작성이 거의 없는 경우

에도 저작물이 성립된다고 본다.34)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들은 대부분 상당한 노동이 투

여된다는 점에서 해당 이론의 취지는 타당하다.35) 하지만 극단적인 노동이론은 의미없는 저작물도 법의 보호

를 받게 되어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한다. 또한 사실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저작권자에 의한 사실과 정보에 대한 독점으로, 일반 공중의 

정보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제3자에 의한 경쟁을 크게 제한한다.36) 

마지막으로,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새로이 제창한 선택의 폭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론은 창작

성이란 표현의 선택의 폭이 넓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표현하는 사람이 특정한 표현을 선택한다는 지적 활

동을 의미하는 것이다.37) 이 이론은 ‘개인이 해당 저작물에 독점권을 갖더라도 시장이나 사회에 남은 선택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38) 이 이론을 개성의 발현이라는 전통적인 창작성의 개념과 연관 지은 ‘창작법적 선

택의 폭39)’이론도 있다.40) 창작 후를 기준으로 선택의 폭이 남았는지를 살펴보는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창작법

적 선택의 폭 이론은 창작 전 단계에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한지 살펴본다. 

선택의 폭 이론은 유인이론과 노동이론의 고민을 해소한다. 첫째,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

의 폭 중에서 특정한 표현을 확실히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활동이 인정된다.41)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

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창작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

째, 타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여지를 낮춘다. 선택의 폭 이론은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에만 

창작성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다른 표현을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42)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1) 인정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창작 주체가 인간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인공지

능은 민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아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학습용 데이터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

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체도, 알

고리즘을 창작하는 존재도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단지 데이터들을 종합해 알고리즘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창작

해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창작도구라고 할 수 있기에 인간이 창작주체라는 것이다.

33)	윤선희,	『지적저작권법』,	세창출판사(2015),	411면.

34)		영미법	국가는	저작물	제작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보호한다는	정책	아래	저작물의	표현뿐	아니라	저작물의	기초가	된	사실과	정보까지	보

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	법원은	축구게임	대진표,	시험지,	거리	안내도,	시간표	등도	저작물이라고	보았는데,	저작물로서	보호의	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극히	실질적으로	판단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정.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	판단과	보호	대상.	『계간저작권』,	겨울호(1994),	54면.)		

35)	조연하·유수정,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2권	제4호(2011),	119면.		

36)	정상조.	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법의	역할.	『계간저작권』,	봄호(1992),	39면.

37)	中山信弘,	“創作性についての基本的考え方”,「著作權硏究」第28号,著作權法學會,	2001,	7頁.

38)	中山信弘,	“創作性についての基本的考え方”,「著作權硏究」第28号,著作權法學會,	2001,	166頁.

39)	‘창작법적	선택의	폭’	이론의	창시자는	中山信弘	교수가	제창한	기존의	선택의	폭	이론은	‘경쟁법적	선택의	폭’	이론이라고	명명했다.	

40)	上野達弘,”知的財産法の重要論点(第1回)-著作物性(1)總論”,	「法學敎室」	no.319(2007),166頁.

41)	上野達弘,”知的財産法の重要論点(第1回)-著作物性(1)總論”,	「法學敎室」	no.319,	2007,	4,	167頁.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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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구글은 앞서 말했던 ‘딥드림’의 추상화 29점을 팔아 총 1억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56) 이러한 노동을 통한 

결과물을, 그 노동을 실제로 행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격권은 헤겔의 인격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 노동의 산물이다. 인공지능은 설계자

가 제시한 프로그래밍 내에서 창작을 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통해 이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작품

을 창작할 수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이 삼원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했다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창

작물에는 설계자의 개성이 반영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기에 이용자

의 개성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에게 크리스마스 느낌의 음악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물

에는 이용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이용자의 개성을 반영한다. 또한 저작물

은 이용자의 인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Ⅳ.	국내에서의	실질적	저작자	및	저작권	귀속에	대한	연구

1. 서설: 저작자와 저작권자 불일치 문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은 

이용자에게 판매·양도된다. 나) 이용자가 명령하면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들

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및 저작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

다(저작권법 제2조). 하지만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창작행위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일치한다. 저작물의 창작이라는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곧바

로 저작권이란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57)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자인 인공지능에게 

권리 운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58) 아래에서는 가)와 나) 과정에 개입하는 개발

자, 인공지능, 사용자 중 누가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인공지능 개발자

(1) 저작자 인정여부

가)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존재는 인공지능 개발자이다. 개발자는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

들을 입력하는 첫 단추와 같다. 작곡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음계, 악보를 읽는 법 등 작곡을 위한 기본 정보와 

머신러닝을 위한 샘플 곡 등이 필수적이다. 

56)		Alex	Rayner,	“Can	Google’s	Deep	Dream	become	an	art	machine?”,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6/mar/28/google-

deep-dream-art>	(2016.	9.1.).

57)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58)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분리된	다른	사례로는	양도,	상속으로	인해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	원작자	표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발행ㆍ공표ㆍ공연했을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콘텐츠의 희소성을 보호하여 그 복제나 유통을 제한해 권리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51) 즉, 인공지능의 특

성상, 인간이 가지는 창작의 고통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보호해 줄 

의미가 없으며, 이는 과잉보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52) 

(3) 소결

인정설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창작 주체가 ‘인간’이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부정설에서는 그 인간의 기여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지위를 충족시킬 만큼이 아니고, 인공

지능이 창작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성을 부정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서는 ‘인공지능’을 창작 주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선택의 폭’ 이론을 통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이해해보면, 인공지능은 딥러닝 과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들 중 최상의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학습된다.53) 따라서 선택을 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창

작자이며, 저작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도 ‘선택의 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

지만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하더라도 …종이접기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입각해 창

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4)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간’을 창작의 주체로 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부정설의 Telstra 사건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전화번호부에 대하여 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우연적 

요소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법원은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컴퓨터를 창작 주

체로 보고, 저작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인정설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입은 

인간이라는 현 저작권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그 창작자를 인공지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필요성 

먼저 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란 노동에 대한 소

유권과 인격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에 대한 소유권은 존 로크의 소유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존 로

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을 소유하므로, 인신을 통한 노동에 대한 소유권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하

였다.55) 누구나 자신의 인신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인신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저작물의 창작은 여러 사람들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저작물성의 인정은 그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다. 

51)		권용수,	“[2016-10	일본]	일본	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

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38896&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

=&searchtext=&searchtarget=ALL>,	(2016.	8.	20.)

52)	Ibid.	

53)	최근우·송기섭·강요셉,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이해와	연구개발	정책과제,	『IssUe	PAPeR』,	2016년	8월호(2016),	3-4면.	

5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6073	판결.

55)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서론』,		까치(1996),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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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강인공지능의 출현 또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독자적 저자로까지 인

정될 수 있어야 한다.64)  

(2) 저작권자 인정여부

인공지능은 저작권을 소유하더라도 이를 그 목적에 따라 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

기 때문에 저작권료라는 수익을 향유할 수 없다. 저작활동의 유인인 욕망을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창작 동기

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게 된다.65) 저작권이 인공지능에게 귀속되는 것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저작권법 제1조)과 공리주의적 가치와도 충돌한다. 따라서 저작자와는 별개

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4. 인공지능 이용자

(1) 저작자 인정여부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된다지만,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필요성에 따라 창작을 

명하는 인간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인공지능 이용자이다. 이용자 또한 나) 단계에 기여한다. 하지만 

전원 공급과 명령 같은 단순 활동은 지적활동이 아니다.66) 게다가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 중 

하나인데, 인공지능 창작물에는 이용자의 인격이 들어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저작물에 대한 필요

성을 인지하고 창작을 명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창작을 위탁한 자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탁자는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림의 주문자, 건축주 등 제작 기회의 제공자는 저작자가 아니듯,67) 인

공지능의 이용자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

(2) 저작권자 인정여부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창작명령을 내리는 이용자의 동기

에 의해 더 많은 창작물이 저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공리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 또

한 이용자는 개발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체

지위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용자

저작자 X O X

저작권자 X X O

<표 Ⅳ-1> 저작자와 저작권자 정리

64)		otA의	예시에서,	이용자는	등장인물	등	이야기의	요소를	결정하고	인공지능은	이를	엮어	이야기를	만든다.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이야기의	

요소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65)	Mark	Perry	&	thomas	Margoni,	From	Music	tracks	to	Google	Maps:	Who	owns	Computer-generated	Works?,	Law	Publications(2010),	p.8.	

66)	Ibid.

67)		半田正夫,『著作權法槪說』,第14版,法學書院	,	2009,	551,	56頁;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2012),	140면;	오승종·이해완,	『저작

권법』,	박영사(2005),	202면.

이 정보들을 입력하고, 머신러닝을 계획하고,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프로그래밍의 모든 과정들이 개발자에 의

해 수행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의 준비단계에만 개입할 뿐 직접적인 창작단계

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표현’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59), 개발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할 뿐, 표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표현의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명령한 

이용자와 이를 수행한 인공지능만이 있을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창작을 예정하고는 있지만 아직 창작에 착

수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창작에 착수하였지만 만들어진 부분이 아직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창작자는 저작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60) 일련의 과정 가), 나)의 결과물은 결국 인공지능 창작물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그 자체만으로는 최종결과물인 인공지능 창작물을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관성과 완성도

가 낮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이라는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가) 단계만 끝낸 상태인 인공지능은 미완성품

이라고 생각된다.61) 따라서 개발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2) 저작권자 인정 여부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저작권을 주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과 인공지능 창작은 직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를 저작권자의 주체로 보는 것은, 글을 쓰지 않은 작가에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익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3. 인공지능

(1) 저작자 인정여부

저작자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나) 단계에 중대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공지능이 그렇다. 인

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내용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만들며, 실질적 저작자이다. 인공지

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인간이 한정한 틀 내에서만 창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은 질 높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

를 학습하고, 개발자와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한다. 게다가 저작자는 창의적 창작을 하는 존재이고, 

창의성은 창작물의 고유한 특징에 의해 부여되는데, 그 선택은 인공지능이 한다.62)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협동하여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과 인간 각각의 

기여도는 창작물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이 보편적이라고 말한다.63) 

59)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2015)	253면.

60)	半田正末,	『著作權法槪說』,	第14版,	法學書院,	2009,	55頁.

61)		인공지능	그	자체로는	당연히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다만,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인공지능은	단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일	뿐이다.	

62)		창작법적	선택의	폭	이론에	따르면,	창작	전	단계에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上野達弘,”知的財産法の重要論点(第1回)-

著作物性(1)總論”,	「法學敎室」	no.319,	2007,	4,	166頁.)

63)		Us	office	of	tech.	Assess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Us	office	of	tech.	Assessment(1986),	

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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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갖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저작권법 제22조)를 침해한 것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74) 게다가 인공지능이 꼭 ‘어떤 형식’의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주변 환경에서 배경 지식을 학습하여 누구의 창작물에도 종속되

지 않는 저작물을 만들 듯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독자적인 창작물을 만

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소스코드를 원작물로 하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을 소스코드의 2차저

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구별되어야 하는데,75) 두 저작물은 유사하지 않

다. 예를 들어, 딥드림의 그림과 소스코드는 그 장르 차이로 인해 유사성을 보이지 못한다. 또한 2차저작물은 

반드시 원저작물의 소재를 포함해야하는데,76) 이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

3.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

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등의 명

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

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피용자는 인공지능이고 이용자는 인공지능 이용자이다. 따라

서 실질적 저작자는 인공지능이고, 이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본 규정

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고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

한다는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의 ‘창작자원칙’에 대한 예외다.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는 회사 등 영리 단체, 학교 등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단체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의 이용자도 포함한다.77) 따라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단체인지 개인인지는 상관없이 인공지능 이용자로 인

정된다. 또한 “기획”이란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78) 판례에 따르

면, ‘헬로 키티’의 저작권은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또는 동물을 주제로 한 캐릭터를 제작”하라고 지시한 회사

에게 있다.79) 이는 인공지능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dt)에게 개발팀이 모자를 쓰고 하얀 깃 장식과 

검은색 옷을 착용한 30~40대 백인 남성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라고 주문한 것과 흡사하다.80)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업무 종사자가 법인 등 사용자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보통은 법인 

등 사용자와 업무 종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 저작물

의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74)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143면. 

75)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제1판, 한울아카데미(2010), 276면.
76) Alcatel USA, Inc. v. DGI Technologies, Inc., 166 F.3d 772, 787 n55 (5th Cir. 1999); Litchfield v. Spielberg, 736 F.2d 1352, 1357 (9th Cir. 1984).

7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저작권 실무편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6), 1-Ⅰ-21면; 半田正末, 『著作權法槪說』, 第14版, 法學書院, 2009, 

64頁.
78)  한승헌,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삼민사(1988), 340면;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848면; 하용득, 『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1988), 117면. 

79)  “원고는… 1974, 9.경 원고 회사 캐릭터 제작실 디자이너인 소외 시미즈 유우코[淸水侑子]에게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또는 ‘동물’을 주제로 한 

캐릭터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여 위 소외인이 같은 해 10.경… 이 사건 캐릭터를 직무상 창작하였고 이를 ‘헬로 키티’라고 이름”지었으므로, 이 사건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창작한 저작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9. 12. 21., 선고 99나23521 판결.) 

80) 이기준, “AI가 그린 그림 900만원에 팔려···예술 넘보는 인공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853826> (2016.8.28.).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국내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

1.  인간의 창작도구로 보호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권법 제2조)”를 말하는데, 단순히 작업의 수족이 된 자는 저작자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68) 따라서 인공지능을 창작도구 취급한다면, 저작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인간일 것이다. 인

공지능은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과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저작물을 창작한다. 여기서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요구 중 어느 것을 ‘창작의지’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저작

자는 개발자가 될 수도, 이용자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작자

가 개발자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이 창작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창작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69) 반면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주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창작을 지시하는 존재가 창작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자신의 창작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 저작자이다. 해당 보호 방법은 여타 보호 방

안들과 다르게 특별한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넓은 해석을 요구할 뿐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영국70)

과 일본71)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 2차적 저작물로 보호

인공지능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

호한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학습용 데이터’를 원저작물로 한다는 입장과 ‘인공지능의 소스코드’를 원저작물

로 한다는 입장72)이 있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를 원저작물로 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딥드림에게 고흐의 풍의 그림을 주문하면, 딥

드림은 고흐의 작품을 패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진을 가공한다.73)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원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이 원저작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는 점이다. 원저작자의 동의나 허락을 얻지 않고도 2차적 저작물은 그 작성과 동시에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성

립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68)	사법연수원,	『저작권법Ⅰ』,	사법연수원(2001),	150면.	

69)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t	Author”,	stan.	tech.	L.	Rev.,	Vol.5(2012),	p.21.

70)	CDPA	제9조	제3항

71)	이승선,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관훈저널』,	여름호(2016),	53면.

72)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t	Author”,	stan.	tech.	L.	Rev.,	Vol.5(2012),	p.25.

73)		윤하나,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때?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의	예술을	찾아서”.	<http://www.cnbnews.com/news/article.

html?no=321627>,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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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표 Ⅴ-1> 저작권법 제41조의 개정안 

Ⅴ.	결론

저작권법 제정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의 변화로 인해 저작권법의 맹점이 발견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것도 여러 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저작권법

을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영상과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겨났으며, 위키피

디아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플랫폼이 유행하면서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은 어떻게 다뤄야하

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의 권리나 문화적 발전은 몰락된 상태로 기술 발전만을 거듭한다면 과연 어떤 

의의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듯이 저작권법은 2009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 개정되

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과학 기술 사이에 벌어진 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미지의 영역을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목적 사이의 간극을 매우는 데에 기

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과학 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에 주목한다. 인공지능

은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 창작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발전

은 엄청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더 이상 Telstra 사와 같이 노력하여 만든 창작

물이 인공지능이 개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본고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적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외국의 선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 개입하는 존재들

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에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존재 인공지능이고, 저작권자는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저작을 명령하는 이용자라고 결론짓게 되었다.

이를 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인간의 창작도구로 보호, 2차적 저작물로 보호, 업무

상 저작물로 보호-을 살펴보았다. 논리의 어긋남 없이 실질적 저작자를 인공지능으로, 저작권자를 이용자로 

지정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업무상 저작물로써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

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는 창작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

게 했다. 그리고  인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인공지능도 업무 종사자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창작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

호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한다. 

여기서 고용관계란 사용자와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의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81) 따라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지위에 놓여있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9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82) 따라서 인공지능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 종속자이다. 

4.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방안

첫 번째로,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여 저작한 창작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특별한 개정 없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권리귀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

만 인공지능은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기존의 법률 사이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서는 새로

운 법률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데, 이를 외면한 채 편안함만을 쫓는 방안이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를 원저작물로 생각할 경우, 인공지능이 학습

하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소스코드를 원저작물로 생각하더라도,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문제와 저작자가 인공지능이 아닌 이용자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면서, 인공지능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작물이 담는 사상 또는 감정을 인간의 

것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이용자에 대한 업무 종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저작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행위능력을 갖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

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능력의 주체는 계속 확장되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노예와 법인이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

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1호.	“저작물”은	인간과	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

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업무	종사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	등이	소유

하고	있는	인공지능도	포함한다.	(개정)

<표 Ⅴ-2> 저작권법 제2조의 개정(안)

더 나아가 우리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이제까지의 창작물과는 다른 특수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경우 단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저작물을 창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

작활동을 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영국이 CGW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보호기간

을 50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83) 

81)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홍문사(2011), 317-318면; 하용득, 『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 1988), 117면; 半田正末, 『著作權法槪說』, 

法學書院(2009), 64頁. 半田正末 교수는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使用 關係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82)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213면.	

83)		CGW는	제12조	제	7항에	따라	위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s년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2	(U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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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Oracle v. Google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1. Oracle v. Google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경과

 2.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공정이용 여부

 3. 분석 및 소결

V. Oracle v. Google 사건의 공정이용 쟁점과 전망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

 2. Oracle v. Google 사건에서의 공정이용 분석

 3. 시사점과 전망

VI.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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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로 최근 이슈가 된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약 5년여 간의 공방

을 거쳐 최근 공정이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이슈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항변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서라도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본이념과, 공익과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

정이용의 법리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분쟁을 통해 각기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존 공정이용 이슈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여부는 향후 개발자와 이용자, 기업 등 시장구성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큰 이슈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 뒤, 동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과 전망, 향후 시사점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오픈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스코드,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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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의의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원리 -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

사전적 의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4) 그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

(open)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스코드가 이용허락의 방식 등으로 배포되고, 누구나 자

유롭게 이용, 수정,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는 프로그램의 공유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그 소스코드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수정, 재배포 등 이용자의 자

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5)

그렇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프트웨어는 다분히 기술적인 요소와 메커니즘

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다소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6)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하드웨어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 등 하드웨어 장치는 할 수 있는 일과 가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지적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컴퓨터의 동작을 지시하는 일련의 명령들로 표현한 것이 소위 우리 저작권

법이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것이다.7) 

이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여러 가지 층위와 구성요소를 갖는 복합적 창작물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들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자면, 일반적으로 그 주된 목적, 프로그램 구조 또는 아키텍처(architecture), 모듈, 알

고리즘과 자료 구조, 소스코드, 목적코드(object code)로 구분할 수 있다.8) 이중 목적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0과 1의 나열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며,9) 사람이 목적코드를 일일이 작성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컴퓨

터의 기능과 동작을 추상화한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다. 여기서 작성된 일련의 명령어들을 가리켜 

소스코드라 한다. 오늘날 유통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런 소스코드로 작성된 뒤에 컴파일 또는 인터프리

트의 과정을 거쳐 목적코드로 변환된 것이다.10)

4)	‘	공개	소프트웨어’라고도	불리며,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Foss(Free/open	source	software)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는	오늘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5.	183면.

6)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그것이	구체화된	수학적	과정	

내지	알고리즘(algorithm),	흐름도(flow	chart),	프로그램	매뉴얼	등	프로그램	개발과	사용에	필요한	보조적	문서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오승

종,	『저작권법』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6,	1134면).	이러한	개념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서도	유사하게	채용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1

호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7)		우리	저작권법	제2조제16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8)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	케이스에서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소를	분류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stries,	Ltd,	9	F.3d	823	(10th	Cir.	1993)	참고.

9)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	실행가능	코드(executable	code)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쉽게는	기계어라고도	한다.

10)		소스코드가	목적코드로	변환되는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컴파일과	인터프리트로	나뉘며,	최근에는	그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

어	있다.	소스코드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등을	통해	목적코드로	쉽게	변환될	수	있으나,	목적코드를	다시	소스코드로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디

컴파일러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	과정의	역순으로	소스코드를	복원하는	것을	역분석이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승종,	앞의	책,	1153면	

참고.

I.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에는 개방·공유·참여의 철학을 근본으로 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Open Source Software)가 자리 잡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존 사유 소프트웨어(Propriety 

Software)와는1) 달리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요소인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고, 개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고차원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또한 재차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의 재

창출과 확산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2)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Open)’한다는 한다는 용어 탓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저작

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 개발자의 저작권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그 이

념을 실현하는 것이 본질적인 작동 원리이다.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사례는 주로 라이선

스 위반에 따른 계약책임의 여부와 그 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저작

권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례가 본고에서 살펴볼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이하 ‘Oracle v. Google’이라 한다) 사건이다. 

Oracle v. Google 사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37개 API 패키지들의 선언소스코드와 SSO를 복

제하면서 발생한 분쟁이다. 2010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최근까지는 본 사건에 대하여 자바 API의 선

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자바 API 저작물성이 인정된 후 

이것이 확정되면서 구글이 제기한 공정이용 항변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 공정이용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수단의 일종으로 볼

일은 아니다.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서라도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

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본이념과, 공익과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정

이용의 법리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분쟁을 통해 각기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

존 공정이용 이슈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여부는 향

후 개발자와 이용자, 기업 등 시장구성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큰 이슈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 뒤, Oracle v. Google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을 검토하여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학계와	업계에서는	‘Proprietary	software’에	대한	번역어로	‘독점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전유소프트웨어’,	‘사적재산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

어’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상용이든	비상용이든	소스코드를	대중에	공개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념

에	비해,	재산권의	행사	등을	위해	소스코드	등을	폐쇄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로서	‘사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오늘날	ICt산업	혁신을	이끌어가는	핵심	분야들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각광받고	있는데,	그	예시로	

오픈커넥티비티재단(Iot),	하둡과	스파크(Big	Data),	오픈스택(Cloud	Computing)	등을	꼽을	수	있다.	2015년	전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매출은	619

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18.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9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5년	618억원	규

모에	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포털	<http://www.oss.kr/oss_intro03>,	(2016.	9.	1.)	참고.	

3)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타겟으로	한	운영체제로,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였으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전략

을	통해	현재	시장	점유율	80%	이상의	압도적	1위가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에서	개발한	많은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smartphone	os	Market	share,	2015	Q2”,	<http://www.idc.com/prodserv/smartphone-os-market-share.jsp>,	

(2016.	9.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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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종 최첨단 정보기기와 네트워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획기적인 발견들이 컴퓨터의 

태동기 해커들15) 사이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수정하는 문화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

실이다.16) 

이후 기술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갖는 재산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판

매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차 사유재산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동

시에 급격히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다.17) 그러나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사유화, 상업화 경향에 대한 반발 역시 

일어났는데,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한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이 그것이다.18) 자유 소

프트웨어 운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 행사와 무조건적인 이윤추구를 반대하고, 소스코드의 공유

와 자유로운 이용 등 소프트웨어 본래의 생산·유통방식을 복원하고자 한 운동이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대중적 성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는데, 더 많은 개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이

점이 없었고, 참여할 만한 경제적 동기를 보장해 주지도 못했기 때문이다.19) 

이후 리눅스가 많은 개발자들의 참여를 통해 성공하자,20) 그 개발 방식에 주목한 에릭 레이먼드 등에 의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고안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일반 공중에 공개하고, 그들

로 하여금 자유롭게 수정,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그 운영방식이 일치하지

만, 그 이념적 배경에 있어서 정보의 자유성과 비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영리추구

를 허용한다는 점, 윤리와 정의보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차이가 있다.21)

15)		오늘날	‘해커’는	컴퓨터	지식을	활용하는	범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래	해커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서	컴퓨터에	전

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16)	해커	커뮤니티의	특수한	공유·문화와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eric	s.	Raymond,	각주	12	참고.

17)	박성호,	“‘카피레프트’(Copyleft)	개념의	생성과	그	전개”,	「계간저작권」	2000년	여름호(통권50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00,	33-34면.

18)		Free	software에서	‘free’는	무료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	복제,	배포,	연구,	

수정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다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그	어떤	목적이든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유	(자유	0)

	 	②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연구하고,	원하는대로	수정할	자유	(자유	1)

	 	③	복제하여	재배포할	자유	(자유	2)

	 	④	수정본을	복제하여	주변에	배포할	자유(자유	3)

	 		자유	1과	3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자유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Richard	M.	stallman,	“Free	software,	Free	society:	selected	essays	of	Richard	M.	stallman”	available	at	<https://www.gnu.org/

philosophy/fsfs/rms-essays.pdf>,	(2016.	9.	1.)	참고.

19)		이남형·김준일,	“경제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역사,	산업	조직,	정책	함의”,	「경제학연구」	제64권제2호,	한국경제학회,	

2016,	135면.

20)		초창기	컴퓨터	발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손꼽히는	운영체제	중	하나였던	유닉스(UnIX)는	1990년대	상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케팅	

실패와	윈도우의	약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시기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해커를	위한	유닉스	커널인	허드(Hird	of	Unix-Replacing	

Daemons)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핀란드의	대학생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가	개발한	공개	유닉

스	커널	리눅스(Linux)가	인터넷의	보편화에	힘입어	많은	개발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상용	유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

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리눅스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발전의	전환점이자	대표적인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	eric	s.	

Raymond,	각주	12,	pp.	8-19,	참고.

21)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에의	대의,	이용자의	활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	접근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이념적인	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양자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

는	견해가	있는	반면(정진근,	“공개소프트웨어의	法的	解釋에	관한	硏究	:	GnU	GPL을	中心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30-31면),	자유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인	‘소스코드의	공개’는	훨씬	미약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가	사실상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성호,	앞의	논문,	37면).	

우리가 설계도 없이도 건축물을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된 기능대로 프로그램을 사

용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해

당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구조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유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은 소스코드 유출을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들을 중

심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손쉽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혁신, 새로운 수익의 창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소

스를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초기의 개념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개발 방법론, 회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이나 경영전략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 요인과 더불어 개발자·기업 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개발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개발자

로서의 명성 등 여러 가지 동기들로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하는데,1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개발자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여 자유롭게 서로 다른 의견과 접근 방법들을 제시하고 협력하며 소프트웨어를 발

전시키는 형태로 제작된다. 이는 소수의 전문적 개발자가 모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완성하여 발표하는 기존 사

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12) 

이러한 개발 방식은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

수 대중의 힘으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수정할 수 있어 빠른 피드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

다. 더욱이 품질보증이나 유지보수 등 관련 부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

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경영 전략적 선택지가 되었다.13) 또한, 최근 IT 환경은 다양한 

기기, 네트워크,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바, 소수 기업이 자체

적으로 혹은 제휴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고, 점차 표준화하는 방식은 오늘날 IT 환경과 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14)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등장배경과 연혁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주목을 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컴퓨터의 역사를 돌

이켜 보면 초기의 프로그램들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당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

어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로만 여겨진 탓도 있으나, 당시 소프트웨어의 개발 문화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1)	송위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	특성	:	리뷰”,	「기술혁신학회지」	제5권제2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02.	217-218면.

1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창시한	에릭	레이먼드는	“보는	눈이	많아지면	프로그램	오류는	줄어든다”고	표현하였다.	그는	사유	소프트웨어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을	각각	중세	기술자들이	성당을	건축하던	방식과	소란스러운	시장으로	비유하며	그	개발	방법론의	차이를	설명하였

다.	자세한	사항은	eric	s.	Raymond,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1997)	<http://www.catb.org/esr/writings/cathedral-bazaar>,	(2016.	9.	1.)	

참고.

13)		이렇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상업용	라이선스로	서비스하는	것을	듀얼	라이선스	모델이라	하며,	MysQL과	자바	플랫폼이	듀

얼	라이선스	모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회사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그	플랫

폼에서	동작하는	플러그인,	확장	프로그램(extensions),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컨텐츠	등을	상업적	라이선스	하에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모델,	

하드웨어	회사들이	자기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업	모

델들이	존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ndrew	J.	Hall,	“open-source	Business	Models:	Making	money	by	giving	it	away”,	LinuxFest	northwert	

2015	Conference	(2016),	available	at	<http://events.linuxfoundation.org/sites/events/files/slides/lfcs15_hall.pdf>,	(2016.	9.	1.)	참고.

14)	김윤명,	“오픈소스sW,	sW산업의	주류로	부상하다”,	『월간	sW중심사회』	2015년	제8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5.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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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대신,27) 소프트웨어의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념

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은 라이선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유로운 재배포, 소스코드의 

재공개, 개작과 2차적 창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원저작자의 소스코드를 보전할 것 등을 주요 조건으로 한다.28)

현재까지 오픈소스로 등록된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하나, 이 중에서 대중적이고 널리 쓰이는 라이선스는 

몇 개 되지 않는다(아래 표 1 참조).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라 불리는 것으로, 라이

선스들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

로 카피레프트 조항이다. 카피레프트는 본디 저작권의 본래 취지를 반대로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공유화를 보

장하고자 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심 이념을 뜻한다.30) 그러나 그 사상을 구체화시킨 라이선스에서 

가장 핵심적 조항이 되는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를 카피레프트 조항이라 일컫기도 한다. 카피레프트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라이선스인 GPL형 라이선스

는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오픈소스 프로

젝트들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한편 소스코드의 공개가 필수적이지 않고 파생저작물을 다른 라이선

스로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는 BSD형 라이선스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정한 부분의 소스

코드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다른 코드와 조합시켰을 경우 다른 코드까지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MPL형 라이선스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2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조건은	소스코드의	공개	여부이지	과금	여부가	아니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시	상업용으로	배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때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활용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비가	아니라	유지보수	등	제반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프리웨어(freeware,	라이선스비가	없지만	부가적인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비가	있는	소프트웨어),	셰어웨어(shareware,	초기에는	무료로	공개되지만	이후	라이선스	요금이	부과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자세한	사

항은	Rishab	A.	Ghosh,	et	al.,	Part	III:	Basics	of	open	source	software	Markets	and	Business	Models,	in	FLoss	FInAL	RePoRt	11-12	(2002),	

available	at	<http://flossproject.merit.unu.edu/report/reportPart3_basics_oss_markets_and_business_models.htm>,	 (2016.	9.	1.)	참고;	FLoss	

FInAL	RePoRt	전체	내용은	<http://flossproject.merit.unu.edu/report/index.htm>,	(2016.	9.	1.)	참고.

28)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에서는	“오픈소스란	단순히	원시코드(source	Code)에	대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의	배포규정이	만족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오픈	소스	정의(open	source	Definision)로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유로

운	재배포,	②	소스코드의	공개,	③	2차적	저작물의	창작	허용,	④	원저작자의	원시	코드	보전,	⑤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⑥	이용	분야에	대

한	차별	금지,	⑦	이용허락의	배포,	⑧	제품을	특정한	이용허락	금지,	⑨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이용허락	금지,	⑩	이용허락의	기술적	중립성.	

자세한	설명은	open	source	Initiative,	“the	open	source	Definition	(Version	1.9)”,	<http://opensource.org/docs/definition.php>,	(2016.	9.	1.)	참

고.

29)		2016년	현재	등록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총	78개이지만,	그중	osI에서	‘대중적이고	널리	쓰이거나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진	라이선스	(Popular	

Licenses)’로	분류한	것은	9가지이다.	open	source	Initiative,	“Licenses	&	standards”,	<https://opensource.org/licenses>,	(2016.	9.	1.).

30)	Free	software	Foundation,	“What	is	Copyleft?”	(2015),	<https://www.gnu.org/copyleft/copyleft.html>,	(2016.	9.	1.).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와 라이선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그 구성요소나 유통방식, 법적요건 등에 따라 크게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그 밖

에 계약법리에 따라 일련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허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저작권법

은 그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알고리즘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특허법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친다면 특허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컴퓨터 언어로 작

성된 일련의 지시 명령은 그 창작성을 인정받는다면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22) 나아가 소프

트웨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운영원칙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가 어려웠다. 더욱이 무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저작권에 비해 특허권은 출원과 심사를 거친 후 등록을 하

여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오픈소스 개발자 또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개발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에 관한 법적 보호는 대체로 저작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23)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배포와 복제가 쉽고, 이용 행위가 그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여도 경쟁 상태에 접어들거나 이용 행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저작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창작자에게도 이익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는 필연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방식보다는 

계약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일부의 사용권리만을 허락하고 대가를 취하는 형태의 운영원리

를 차용하게 된다.24)25) 이때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라이선스(license)라고 부른다.26)

22)	오승종,	앞의	책,	1128면.

23)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확대·강화되고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과정의	특성상	특허침해	위험의	관리가	어려우며,	많은	특허를	보

유한	사유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이의	전략적	행동들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오픈소스	공동체와	관련	기업들은	라이

선스에	특허보복조항(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라이선스가	종료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등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자세

한	사항은	이철남,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경쟁”,	「창작과	권리」	제63호,	세창출판사,	2011,	197면;	이철남,	“오픈소스소프트웨

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함의”,	「경영법률」	제17권	제1-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등	참고.	

24)	이남형·김준일,	앞의	논문,	147면.

25)		한편,	오늘날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소유자(제작자)가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를	추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김병일,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침해”,	「계간저작권」	2009년	여름호	(통권86권),	한국저작권위

원회,	2009,	11면.

26)		사전적	의미에서	라이선스는	무엇인가를	허용함을	의미하는데,	라이선서(licensor)는	무엇인가를	허용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라이선시(licensee)는	

그	허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는	한국에서의	의미와	영미법상의	의

미가	다르다고	한다.	‘라이선스’는	영미법상의	개념이며,	한국에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만을	의미하나,	영미법상에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과	더불어	이용권한	자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김병일,	위의	논문,	15면.	

장
려

상
오

픈
소

스
 소

프
트

웨
어

의
 공

정
이

용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154 155



결국 이런 특성 탓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이해당사자와 저작권 관계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복잡

하다.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스스로를 저작권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도

록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며,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의 행사까지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

에 개발자들 개인보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커뮤니티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소통과 의사결정, 갈등 해결 등의 

문제에 있어 나름의 원칙이 있고 이를 주도, 집행하는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32) 특히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지도자는 운영의 역할 뿐 아니라 

라이선스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거나, 해당 사안의 대표 자격을 위임받아 법적 

대응을 주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33) 실제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법적 유효성에 관해 미국에서 일

어난 최근 분쟁의 원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인 JMRI(JAVA Model Railroad Interface)의 프로젝

트 운영자인 Robert Jacobsen이었다.34) 

과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주로 개인들이었다면,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기

업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개인 개발자들 외에 기업 또한 그 소속 개발자

들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업 스스로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다.35)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과 카피레프트 조항

사유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별도의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 등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요구조건을 이용자가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는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부 개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라이선스를 위반한 소스코드를 프로젝트에 추가시키는 

경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오픈소스 코드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라이선스들이 서로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36) 이용자가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 중 대부분이 카피레프트 조

항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한	명의	‘자비로운	독재자’가	존재하면서	여러	명의	공동	유지관리자가	활동하는	모델부터,	참여자들이	분권적인	

권한을	갖는	능력중시형	모델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능력중시형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아파치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	커뮤니티는	공

동	개발자	체제를	투표를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바꾸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원로	공동	개발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도자의	자리를	

일정기간을	두고	교대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인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경영컨설팅연구」	제13권제4호,	한국경영

컨설팅학회,	2013,	465면	이하	참고.

33)		일각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차적	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일	경우	개별	저작권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고

재종,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181-185면	참조.

34)	Jacobsen	v.	Katzer,	535	F.3d	1373	(Fed.	Cir.	2008).	

35)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구글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리눅스	커널들을	기반으로	한	파생저작물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다

시	자사가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자세한	사항은	Android	open	source	Project,	“the	Android	source	Code”,	<https://source.android.com/source/index.html>,	(2016.	9.	1)	참

고.

36)		일례로,	MPL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는	모두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GPL	라이선스는	링크된	소프트웨어	전체를	GPL	라이선

스로	배포할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MPL	라이선스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와	GPL	라이선스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라이선스의 특징 및 의무사항 BSD Apache 2.0 GPL 2.0 GPL 3.0 MPL

복제·배포·수정의	권한	허여 O O O O O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O O O O

저작권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O O O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derivative	work

work	based	on	

the	program
file

조합저작물(Larger	Work)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O O O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O O O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부여 O O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O O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O O O

보증의	부인 O O O O O

책임의	제한 O O O O O

<표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요 라이선스의 종류와 특징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라이선스 비교표”에서 재구성, 

<https://www.olis.or.kr/ossw/license/compareGuide.do>, (2016. 9. 1).

I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쟁점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계와 저작권 행사의 주체

사유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로 단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관계가 비교적 명쾌한 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 개발자가 참여하여 의

견을 개진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소스코드의 개선이 진행되므로 그 프로젝트의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그들 스

스로가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저작권 관계 중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문제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는 그 개발과정에서 개작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자체로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으며, 라이선스를 통해 제

3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허여함으로써 해당 창작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1) 

31)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개발	방식에	따라	다수	개발자의	의견개진과	소스코드	개선행위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는	공동저

작행위로	볼	경우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공개된	소스코드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창작에	참

여한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	개발의	과정	없이,	개인이	제

작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처음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독저작물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각각의	저

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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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 위반의 효과를 분석할 때, 저작권법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을 위반한 경우에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의 비본질적 내용에 관한 방법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 책임만을 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나,43)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위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을 저작권법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더욱 빈번해지리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연방법인 반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주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지만 계약위반의 다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쌍방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44) 저작권 침

해의 경우 잠정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을45)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IV.	Oracle	v.	Google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1. Oracle v. Google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경과
 

(1) 배경 

자바(Java)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데에는 객체지향언어라는 점,46) 해

당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수가 매우 많고 배우기 쉬운 대중적인 언어라는 점, 자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나 관련 참고자료들이 많고 그만큼 검증된 언어라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무

엇보다도 자바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정체성인 ‘한 번 작성해서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상호호환성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47)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다양한 기기들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 작동하

고, 기기들이 서로 통신하는 오늘날의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탁월한 장점이 된다. 물론 이런 장점의 이면

에는 자바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언어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시장을 개

척해 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작동, 호환되는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제작하고자 했던 구글에게 있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자바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었다. 

43)	박성호,	『저작권법』	(제1판),	박영사,	2014.	434-436면;	오승종,	앞의	책,	605면	이하.

44)	김병일,	앞의	논문,	8면.

45)	임준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의	조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58-59면.

46)		객체지향언어(objected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데이터와	처리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많은	

‘객체’라는	기본	단위로	나누고	이	객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객체지향언어를	사용할	경우	큰	프로젝트의	

제작,	유지보수가	쉽다.		

47)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는	개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컴파일	되기	때문에	플랫폼(프로그램이	구동되는	하드웨어	

아키텍쳐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등을	통칭)이	다르면	실행할	수	없고,	플랫폼에	맞게끔	다시	프로그래밍	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바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프로그래밍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특성을	‘크로스플랫폼’이라	한다.	자바는	처음	제작한	코드를	그대로	어느	플랫폼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컴파일	과정에서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자바에는	소스코드와	목적코드의	중

간	단계에	해당하는	바이트코드가	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한	코드가	일차적으로	바이트코드로	변환된다.	이후에	플랫폼에	맞게	다시	컴파

일하는	자바	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	JVM)이	플랫폼별로	다르게	개발되어	있어,	‘write	once,	run	everywhere’라는	자바의	모토가	실현	가능

한	것이다.	

카피레프트 조항은 해당 오픈소스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 배

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의 소스코드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이다.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의 근본 철학이나 이념에 비추어보면 이는 아주 중요한 요구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카피레프트 

조항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어렵게 만들 수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

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다.37) 또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응

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카피레프트 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 역

시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되어야 하므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선택할 권한을 줄 수 없

다는 문제도 있다.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의 법적 해석과 대응방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시도는 대체로 법적인 접근보다

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내에서 위반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38) 설사 법원에서 소송을 통

해 분쟁으로 다루어지더라도 상호 조정을 통해 합의하거나, 피고가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39)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을 저작권 침해로 본 판결이 있었는데, 소위 Jacobsen v. 

Katzer 사건이 그것이다. 동 사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Artistic 라이선스로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일부를 제3자인 개발자가 사유 소프트웨어에 포함하여 개발·판매하면서도 새로운 소

스코드의 미공개, 저작권자의 미표시 등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건이다.40) 이 사건에서 

미 항소법원은 동 사안이 단순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뿐 아니라 저작권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성격논란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한 바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그치

고,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이는 여전히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라이선스

의 법적 성질을41)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42) 

37)		Rishab	A.	Ghosh,	et	al.,	각주	27,	pp.13-15.

38)			설민수,	“지적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법」	통권	제28호,	한국사법발전재단,	2014,	

235면.

39)		대표적으로	Cisco	Linksys	사례는	GPL	2.0	라이선스와	LGPL	2.0	라이선스를	위반한	Cisco를	상대로	2008년	12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Cisco가	관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재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Cisco

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Cisco의	소극적	태도로	협의가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2009년	

Cisco가	당초의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자유	소프트웨어재단에	비공개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종료되었다.

	 		한편,	비지박스(Busy	box)	사건은	비지박스	사의	소프트웨어	Busy	box의	라이선스인	GPL	2.0	위반한	다수	기업이	제소된	사건이나,	배상	및	합의

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40)		JMRI는	Java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로,	개인용	PC에서	철도	레이아웃	모델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타	커뮤니티에서	모

형	기차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개발자인	Matthew	Katzer와	그의	회사인	KAMInD가	모형기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JMRI	프로젝트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JMRI에	적용된	Artistic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인	저작권	문구	및	고지사항	포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소프트웨

어를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41)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비물질적	재화	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지	않으면서,	비물질적	재화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권만을	설정해주는	것을	의

미한다(허명국,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비교사법」	제16권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27-28면).	특히	저작권법에서는	라이

선스를	저작물의	이용허락(법	제46조)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42)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약	GPL을	위반하고	파생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의	의미를	‘계약’으로	보는지	혹은	‘조건부	저작

권	불행사	선언’으로	보는지에	따라	라이선시가	해당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라이선스를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건부	저작권	불행사	선언’으로	본다면	저작권의	효력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병일,	앞의	논문,	1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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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가장 먼저 살핀 것은 해당 API의 저작물성 여부였다. 오라클은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9줄의 rangeCheck 함수,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

하였으나,54)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를 복제한 행위에 대하여 

선언소스코드의 내용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그 자체라고 하면서, 선언부의 특성상 소스코드로 표현하는 데

에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므로 합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선언소스코드가 표현하는 내용은 메쏘

드들의 이름들로서 짧은 어구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자바 API의 SSO가 비록 창작적이

고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명령어 구조로서 시스템이나 동작 방법에 해당하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55) 결국 2012년 6월 20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56) 구글의 2개 특허 및 자바 API들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고, rangeCheck와 8개 디컴파일된 파일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

서도 손해배상액은 0달러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구글과 오라클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을 관할하게 된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자바 API 패키지들의 선언소스

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은 우선 선언소스코드에 대하여 

선언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합체의 이론에 따라 선언소스코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복제한 자바 API의 선언소스코드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수많은 API들의 이름을 짓고 분류, 배열하는 데에는 무제한적인 선택지가 있으므로 합체의 이론을 적

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SSO에 대해 오라클은 자바 API 패키지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기 때문

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즉,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가 창작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구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복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호호환성에 대한 1심의 판결에 오류

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는데,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여부는 침해의 시점이 아니라 창작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이 복제한 부분이 기존의 자바와 상호호환성을 갖는지의 여부는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에 작용하는 문제이지,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오라클이 기존 프로그램과의 상호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 API 패키지를 개발한 것이 아니므

로 그에 관한 1심 판결이 오류라고 판단하였다.57) 

54)		rangeCheck	함수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개발자가	작성하여	Arrays.java	파일에	포함시킨	것인데,	그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퇴사하여	구글

로	이직한	뒤	이	함수를	포함하는	두	개의	파일(“timsort.java”와	”Comparabletimsort.java”)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포함시키면서	이	함수가	복제

되었다.	디컴파일된	8개의	파일들은	모두	테스트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탑재되지	않았다.	디컴파일이란	목적코드를	소스

코드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말하며,	문제의	8개	파일들은	자바	바이트코드로	된	파일들을	다시	소스코드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었다.

55)	자세한	사항은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872	F.	supp.2d	974	(n.D.	Cal.	2012)	참조.

56)		당시	배심원들은	자바	API	패키지들과	rangeCheck	함수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	파일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다.	

57)	항소법원의	판단	논거	등	상세한	사항은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1354	(Fed.	Cir.	2014)	참조.

아래에서 살펴볼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바 언어와 안

드로이드 플랫폼, 그중에서도 자바 API 패키지의 소스코드와 연관되어 있다. 동 사건의 초기 진행은 안드로이

드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API 패키지 구조 등의 저작물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공정이용 이슈가 대두되

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사실관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자바 언어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바 언어를 사

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들의 복잡한 집합인 자바 플랫폼의 경우 양상이 다르다.48) 오라클은 자바

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이후 세 가지 각기 다른 라이선스로 자바 플랫폼을 공중에 공개해 

왔는데, 그 첫 번째 라이선스는 개선한 부분을 다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이고, 두 번째는 API49) 및 패키지들의50) 선언소스코드는51) 이용할 수 있지만 구현 소스코드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명세서 라이선스(Specification License)이며,52) 마지막은 수정된 코드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상업용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업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에 자바 플랫폼을 사용·변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2005년 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구글은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자체적인 가상 머신을 디자인하고,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자바 API들의 함수들을 직접 구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출시된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168개의 

API 패키지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중 37개의 패키지들이 자바 API들에서 선언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53)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가 오라클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중 특허권에 관하여서는 1심 법원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이후 항소법원

에서 더 논의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본 사건은 자바 API의 선언소스코드와 SSO를 복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48)		자바	플랫폼에는	자바개발도구(Java	Development	Kit),	Javac	컴파일러,	부속	툴과	유틸리티,	런타임	프로그램,	클래스	라이브러리들(API	패키지들)

과	자바	가상머신이	포함된다.

49)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응용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의	형식을	의미하는데,	자바	API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입출력,	화면	

구성,	이미지,	네트워크와	같이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	둔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가리킨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정진근,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계간저작권」	2016년	여름호(통권114권),	한국저작권학회,	2016.	130면	이하	참조.

	 		보다	쉽게	예를	들어	첨언하면,	자바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

발자는	웹사이트	주소를	받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new	URL(‘http://www.copyright.or.kr’).openConnection()’	

이라는	정형화된	코드	만으로	쉽게	해당	웹사이트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openConnection’은	미리	제작된	함수로,	자바	플

랫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개발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미리	구현해	둔	프로그램들을	모아	분류해	둔	것을	자바	API라	부른다.		

50)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클래스(class)이며,	클래스들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되는	폴더를	패키지(package)라고	한다.	1996년	자바가	

처음	소개된	이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와	Java	Community	Process(자바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그

램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이들을	적절한	패키지들로	구성한	것이	자바	API가	되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철남,	“응용프로그램인터페

이스(API)	분류체계의	저작권	보호여부”,	「정보법학」,	제17권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91면	이하	참조.		

51)		API의	소스코드는	선언소스코드와	구현소스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메쏘드,	클래스,	패키지	등)이	있을	때,	이	프로그

램은	패키지의	제일	첫	부분에	그	이름과	입출력되는	값의	수,	종류	등의	정보가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후	

구현소스코드로	규정된다.

52)		specification	License를	번역함에	있어	‘명세서	라이선스’,	‘특정	라이선스’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선언	소스코드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라이

선스라는	점에서	’describing,	identifying	something	precisely’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본고에서는	‘명세서	라이선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로	한다.	

53)		복제된	부분은	자바	API들의	선언소스코드들로,	구현소스코드는	전부	구글이	새로이	작성하여	라이선스의	위반	소지가	없다.	선언소스코드들만을	

복제했다는	것은	37개	자바	API들의	구체적인	기능들과	그	이름들,	그들의	분류체계는	동일하게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

을	직접	제작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API	패키지들의	핵심	sso(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를	복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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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플랫폼의 선언소스코드와 SSO를 사용한 것이 공

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평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라클은 평결불복법률심리(judgment as a matter of law, 

이하 ‘JMOL’이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그 주된 신청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글의 이용 행위가 안드로

이드의 출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서 악의적이었으며, 둘째로 선언소스코드와 SSO가 자바 플랫폼에

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어떤 맥락이나 메시지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성격에 대하여, 자바 API의 패키지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대단히 

창작적인 과정이었으며, 구글이 그 SSO를 그대로 복제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63)

이에 2016년 6월 8일 법원은 오라클의 JMOL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

석하였다.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건인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① 구글이 166개의 

자바 API 패키지들 중 37개를 선택한 것과, ② 모바일 스마트폰 기기라는 새로운 운영 환경에 걸맞게 구현소

스코드를 다시 제작한 것, ③ 많은 새로운 패키지들이 안드로이드에 추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형적 이용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바 플랫폼과의 호환성(inter-system consistency)을 유지하고자 37개 패키

지의 선언소스코드만을 복제하고 구현소스코드를 새로이 제작했다는 점에서 구글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

다고 보았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저작물의 성격의 경우 대단히 창작적이라 볼 수 없으며 기능적이므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인 저작물 중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배심원들은 구글이 복제한 부분이 저작물의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며 기능적이라고 판

단하였다. 마지막 요건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은 안드로이드가 해당 저작물에 

관한 데스크탑 시장이나 모바일 시장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보았다.64)

3. 분석 및 소결

자바 플랫폼은 통상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명세서 라이선스, 상업적 라이선스로 배포된다.65) 이중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자바 플랫폼에 해당하는 OpenJDK는66) 자바SE의 소스코드를 구현하여 GPL 라이선스

로 공개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이다. 

63)		oracle	America,	Inc.,	Plaintiff,	v.	Google	Inc.,	Defendant.,	(WL	not	available),	Case	no.	CV	10—03561	WHA,	Document	1914	(n.	D.	Cal.)	(oracle’

s	rule	50(a)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April	21,	2016).

64)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2016	WL	3181206,	2016	Copr.L.Dec.	P	30,939,	p.11.

65)		여기서	자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이	아니라	‘자바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소스코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여기서	자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플랫폼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다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	세	가지	라이선스로	제공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66)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인	자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자바	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을	포함한	자바	런

타임	환경(Java	Runtime	environment),	JRe를	포함한	자바	개발	도구(Java	Development	Kit,	이하	JDK)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바	언어가	가

진	핵심적	특징은	자바	가상머신에	있지만,	자바	언어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작동되려면	클래스	라이브러리들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

요한데	이들을	합쳐	자바	런타임	환경이라	한다.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특정	플랫폼에서	실행시키는	것만이	목표라면	자바	런타임	환경으로	충

분하지만,	자바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싶다면	컴파일러,	디버거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을	모두	합쳐	자바	개발	도구라	한다.	즉	자

바	플랫폼의	구조에서	가장	큰	개념이	자바	개발도구이며,	자바se를	오픈소스로	전환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openJDK인	것은	이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oracle	Corporation,	“oracle	Java	se	and	oracle	Java	embedded	Products”,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terms/

products/index.html>,	(2016.	9.	1.)	참고.

위와 같은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복제한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

방지방법원으로 다시 환송하였다.58)59) 이에 대해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연방대법원

은 본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자바 API 패키지들의 선언소스

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에 관한 논의는 확정되었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2.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공정이용 여부

(1) 경과

2016년 5월 9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자바 플랫폼에서 선언소스코드와 SSO를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였다. 

구글은 먼저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자바 API 패키지들의 선언소스코드가 자바 언어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주장한 뒤,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에 관하여 항변하였다. 먼저 ① 제1요

소인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구글은 복제한 선언소스코드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구현 코드

와 짝지어졌고(paired), 모바일 플랫폼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사용 행위가 변형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

였다. ② 제2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대하여, 연방순회법원에서 API들의 선언소스코드에 충분한 창작성이 있

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미리 구현된 코드에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을 들어 해당 저작물의 성격이 기능적이라 주장하였다. ③ 제3요소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대해서 구

글은 복제한 코드의 양이 전체 자바 플랫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비중 역시 미

미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마지막 요소인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글은 썬 마이크

로시스템즈와 오라클이 자바SE60)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점과, 자바 

ME에는 본 사건이 다루는 복제된 저작물인 API 선언소스코드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바 ME

의 시장 실패 등을 들어 자바SE의 잠재적 시장가치를 안드로이드가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61)

이와 같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오라클은 복제된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가 창작적이고 독창적이라는 

점과 구글의 복제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시장에서 자바와 경쟁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바 ME가 스마트폰 시장에 이미 라이선스 되고 있었다는 점과, 안드로이드가 자바 

플랫폼과 호환성이 없다(not compatible)는 점을 강조하였다.62)

58)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1377	(Fed.	Cir.	2014).

59)		구글은	rangeCheck	함수와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에	관한	1심의	JMoL	판결에	대해	반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사소한	이용의	항

변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1379	(Fed.	Cir.	

2014)	참조.

60)		자바	플랫폼은	표준	플랫폼인	se(standard	edition),	기업을	위해	제공되는	ee(enterprise	edition),	모바일	기기	등	제한된	자원을	가진	환경을	위해	

제공되는	Me(Micro	edition)이	있다.	

61)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가	개발·공표되고	발전해왔던	긴	시간에	걸쳐	어떤	침해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나	오라클	스스로도	

자바se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openJDK로	공개하면서	문제의	자바	API들을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oracle	

America,	Inc.,	Plaintiffs,	v.	Google	Inc.,	Defendant,	2016	WL	2986341	(n.D.Cal.)	(trial	Motion,	Memorandum	and	Affidavit)	(Google’s	trial	Brief,	

Apr.	20,	2016)	참조.

62)		oracle	America,	Inc.,	Plaintiff,	v.	Google	Inc.,	Defendant,	2016	WL	2986339	(n.D.Cal.)	(trial	Motion,	Memorandum	and	Affidavit)	(oracle’s	trial	

Brief,	Apr.	21,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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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술과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해가 쉽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인정을 통해 저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자유

로운 이용을 허용하여 공중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양자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다. 그 균형추로 기능하고 있는 공정이용 법리의 본질은 공중의 저작물 이용권의 보장과 확대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창작물을 재생산하기 위해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용도모를 장려하고, 새로운 창작을 유

도한다는 점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라이선스의 요구조건의 준수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존을 위해 필수

적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72)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 이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다른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그 라이선스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도모하는 궁극적 목적도 위협받

을 수 있다. 

반면 그 반대의 진영에서는, 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

의 권리나 시장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혁신과 진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라이선스 요구조건의 수용이 넓은 의미에

서 2차적저작물 작성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7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나 원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4) 

2. Oracle v. Google 사건에서의 공정이용 분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있어 공정이용의 항변이 제기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용 행위가 공정이용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모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Oracle v. Google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아래에서 각기 

살피기로 한다. 

72)		Id.

73)		Id.	at	19.

74)		유사한	취지에서	정진근	교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념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사유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이용(이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의	라이선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을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진근,	앞의	논문,	2004,	95면.

오라클은 OpenJDK의 많은 프로젝트들을 주도해왔으며, OpenJDK를 통해 발전시킨 JDK에 몇 가지 요소들

을 더 추가해 다음 SE를 발표하는 식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해 왔다.67) 명세서 라이선스 및 상업적 라

이선스로 배포되는 자바 플랫폼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용도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인 SE, 기업

용 플랫폼인 EE, 모바일용 플랫폼인 ME가 있는데, 이중 SE에 해당되는 자바 J2SE ver. 1.4와 5.0에 본 사건

에서 복제된 자바 API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OpenJDK의 API 패키지들을 활용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SE의 API 패키지에서 일부만을 취해 

오는 방식을 택하였기에 문제가 되었다.68)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공개하

였는데, 그 대부분을 카피레프트 의무가 없는 Apache 라이선스로 배포하였던 것이다.69) 

구글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참여하는지가 플랫폼의 경쟁

력을 좌우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안드

로이드 플랫폼의 프로그램들이 GPL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면, 카피레프트 조항에 따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GPL 라이선스로 배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를 Apache 라이선스로 배포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개

발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구글의 입장에서는 GPL로 대

변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념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를 주어 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70)

V.	Oracle	v.	Google	사건의	공정이용	쟁점과	전망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 공정이용의 쟁점이 대두되는 경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자가 사유 소프

트웨어를 허가받지 않은 범위로 복제하는 경우와,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가 허가한 범위 

밖으로 이용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소송과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항변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공정이용 쟁점과 큰 차이점이 없는 반면, 후자는 중요한 쟁점을 야기한다.71)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라이선스를 통해 매번 자유롭고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자 주된 원리인 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선택에 제약이 있는 카피레프트의 요구

조건의 수용여부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카피레프트의 수용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궁극적으로 도모하는 이용도모 및 혁신의 확대와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67)	자세한	사항은	openJDK,	“openJDK	FAQ”	(published:	2010.	12.	18),	<http://openjdk.java.net/faq/>,	(2016.	9.	1.)	참고,

68)		명세서	라이선스,	또는	상업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오라클이	요구하는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API	패키지	일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자바와	호환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일부	API는	지원하지	않는	등	기존의	자바

와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	되었다.

69)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하드웨어와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영역을	커널부라고	한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안드

로이드의	커널부	역시	GPL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70)	이철남,	앞의	논문,	2011,	190면.

71)	McJohn	stephen,	the	paradoxes	of	free	software,	9	Geo.	Mason	L.	Rev.	1,	(200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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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가 사용허락을 거절하였을 이용의 경우 잠재적인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78) 그러나 복제, 개작, 재배포 시에 협업(collaboration)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이 부과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79) 해당 이용 행위가 원 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하였다

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1) OpenJDK 제공의 문제

그렇다면 본 사건에서 복제된 저작물이 시장 및 가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자바가 OpenJDK

로도 제공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구글은 OpenJDK가 자바SE API 패키지들의 일부 또는 전

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그들 스스로 OpenJDK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시장’을 분할시키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오라클은 OpenJDK가 자바SE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도리어 

OpenJDK가 자바SE의 대체재가 되지 못함을 구글의 증인이 스스로 입증하였다고 반박하였다.80) 이에 대해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해석하면서, 제3자가 GPL이 요구하는 ‘공중에 대한 기여’를 만족한다면 비용을 지급하

지 않고도  OpenJDK에 포함된 API 패키지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처럼 기업이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선택한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 비용의 미지급으로 인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2) 호환성의 문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바 언어와 호환되도록 개발하였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

던 쟁점들 중 하나이면서 자바 플랫폼의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도록 하는 원인이

기도 하다.81)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언어 활용을 허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클

이 모바일 플랫폼 제작자들에게 자바 플랫폼을 라이선스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므로 자바 플랫폼의 잠재적 시

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력적이고 상호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 소프트웨어 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이용 행위가 제공하는 

이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8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드로이드가 자바 API 패키지를 포함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계속 자바를 사용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자바를 사실상 산업계의 표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여 자바 플랫폼의 잠재적 시장에 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공정이용 여부에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83)

78)		이대희	교수의	말을	빌어	쉬운	예를	들자면,	비판이나	패러디가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나,	어느	저작자라도	자

신의	저작물이	비판이나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으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하여	저작물을	비판이나	패러디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제10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356면.

79)	김병일,	앞의	논문,	8면.

80)	안드로이드	개발	책임자였던	앤디	루빈은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openJDK	라이선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대답한	바	있다.	

81)		본	사건에서	논의되는	‘호환성’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은	호환성이라는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바의	이러한	장점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작동되며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고자	했던	안드로이드	제작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였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자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바가	갖

는	크로스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자바를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쉽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했으므로,	이를	자바	

플랫폼과의	호환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	언어의	문법과	핵심	개념들,	일부	API는	제공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자바	플랫폼과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아	‘한	번	작성하여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자바의	본질적인	가치는	구현

될	수	없었다.	안드로이드와	자바	사이의	호환성이	자바	플랫폼의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82)	Clark	D.	Asay,	각주	76,	p.58.

83)	Clark	D.	Asay,	Intellectual	Property	Law	Hybridization,	87	U.	Colo.	L.	Rev.	1,	130	(2016).

(1)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 변형적 이용

구글의 복제 행위를 변형적 이용으로75)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본 사건의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들을 이용한 목적이 원 저작물과 다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초점을 어

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스코드는 일련의 컴퓨터 동작 명령들이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든 동일하게 동작하며, 해당 소스코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이용이 원 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이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오라클 역시 복제된 소스

코드가 원 저작물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소스코드가 사용된 맥락, 그리

고 최종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이용의 목적이 상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사

건에서 변형적 이용이 인정된 것은 선언소스코드와 SSO가 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 소스코드의 

동작이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 복제된 API 패키지들 이외에

도 많은 패키지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포함되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변형적 이용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 복제의 변형적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76) 

(2) 원저작물의 성격 - 공표된 저작물

본 사건에서 복제된 자바 API 패키지는 오픈소스가 아니었지만 공표된 저작물에 가까웠기 때문에, 소스코

드가 공개되지 않은 비디오게임 플랫폼에 대한 역설계 과정에서의 중간복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 사

례인 Sega v. Accolade 판결과 달리 역설계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77) 공정이용 판단

의 제2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대하여서도, 기능적 저작물인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공표된 저작물

인지의 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복제된 소스코드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었다면 이

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수 있다.

(3)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그 시장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경우 이는 

공정이용의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가 

그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않고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도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75)		공정이용	판단의	제1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원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commercial)인지의	여부,	부수적(subordinate)	또는	우발적

(incidental)인	이용인지의	여부	등이	고려되지만	그	중에서도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인지의	여부는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변형적	이용은	

원	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	저작물에	없거나	또는	원	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함으로

써	원	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미국	법원의	동향을	보면	많은	사례에서	변형적	이용의	여부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송재섭,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

용	사례	분석”,	「계간저작권」	2012년	여름호(통권98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면	이하	참조.

76)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이용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라면,	변형적	이용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

도	있다.	Clark	D.	Asay,	oracle	v.	Google	and	software’s	Copyright	Anticommons,	emory	L.J.	(Forthcoming),	(2016).,	p.49.

77)		자바	API	패키지들은	자바	언어의	특성	및	플랫폼의	구조상,	개발환경에서	어렵지	않게	그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비록	상업

용	라이선스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소스코드이지만	공표된	저작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sega	v.	Accolade	사건의	원문은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9th	Cir.	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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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인 구글과 오라클 사이의 분쟁은, 모바일 시장

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자바 플랫폼의 모바일 전환을 두고 벌어진 어쩌면 필연적인 다툼이었다. 수년간의 소

송과정에서 동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인정 범위에 관한 논쟁은 물론, 공정이용이라는 새로운 이

슈를 촉발시키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의 공정이용 심리 결과 있었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오라클이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앞으로 공정

이용에 관한 논쟁은 연방순회법원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글이 앞으로 출시되는 안드로이

드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바 API 패키지들을 OpenJDK 기반의 API 패키지로 교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의 본질은 양 진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동일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동 사건의 공정이용 판단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

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오랜 철학적 배경을 통해 정립된 기존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재

검토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시사점과 전망

자바 API, SSO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복제한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기

술적 복잡성,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운영원리로 인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해석이나 판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 영역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이마

저도 시장과 기술의 혁신, 소프트웨어 이용도모와 문화창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진영의 손을 들어주어

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복제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로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공정이용 판단을 두고 대립하는 권리관계와 갈등의 내용을 시

의적으로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글은 자바 외에도 리눅스 커널들을 기반으로 안드로이

드를 개발하면서, 새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들이 GPL 라이선스로 재배포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GNU C 

lilbrary(glibc)84) 대신 Bionic이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포함시킨 것으로 평

가받고 있는데, 이를 BSD 라이선스로 배포한 것을 두고 본 사건과 유사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

에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85)

이 경우 자바 API 선언소스코드와 SSO 복제와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 헤더 파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개

발한 라이브러리를 BSD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 리눅스 커널이 계속해서 GPL

로 배포되는 것을 원했던 저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라이선스의 분기(forking)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게 되

는 것이므로 또 다른 문제의 소재가 된다.86) 이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

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 갈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념으로 인하여 

향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논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점이다.87)

84)		glibc라고도	불리는	GnU	C	library는	GnU	프로젝트에서	C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현한	것이다.	C	표준	라이브러리는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대중적으로	쓰이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구현한	국제	표준이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C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인	함수들을	활용하

기	위해	커널부의	헤더	파일을	직접	호출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glibc가	대중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85)		edward	J.	naughton,	“the	Bionic	Library:	Did	Google	Work	around	the	GPL?”,	Brown	Rudnick	Advisory	(2011),	available	at	<http://www.

brownrudnick.com/uploads/114/doc/Brown_Rudnick_Advisory_the_Bionic_Library_Did_Google_Work_Around_the_GPL.pdf>,	(2016.	9.	1.)	참

고,

86)	Id.	

87)		한편,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는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rangeCheck함수	관련	문제	역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penJDK에	포함된	파일의	rangeCheck함수가	그대로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것은	개발자가	자신이	작성한	소스코드를	그	

저작권이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저작권	침해가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기봉,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16년	가을호(통권107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36-3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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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 속 플레이어의 법적지위
(실연자 여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게임방송과 e스포츠

        (1) 게임의 저작물성

        (2) 게임방송의 저작물성

        (3) 게임방송과 e스포츠

Ⅲ.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  

        (1) 게임 플레이와 실연

        (2) 게임의 장르에 따른 실연성 여부

Ⅳ. 해외사례를 통한 분석 및 비교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스타디움권

Ⅴ.결론

입선
전우성, 김현옥

상명대학교	ICT융합대학	콘텐츠저작권학과

The Fair Use of Open Source Software

Major issues and Prospect seen through the case of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

Jung Yu-jin

Having gone through the 5 years-long of legal dispute in relation with the copyright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the recent case of Google and Oracle now seems to 

open an essentially new phase, so-called “Fair Use.” The fair use issue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pparently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legal defense, however 

the fundamental question is not simple to answer.

The open source has a root idea of giving a guarantee of user’s right and promoting 

a technical innovation even by yielding the right of creator, that is similar to the 

doctrine of fair use which sets the limits on the scope of copyrights in order to promote 

users’ free use thereof and public interest. Despite the inherent conflict, those ideals 

have become poles apart in extreme ends throughout this legal dispute, creating a new 

aspect. Furthermore, the review should be made in a well-timed manner in that the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would have the considerable effect on software 

eco-system and market components, such as developers, users and corporation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cept and legal points of open source 

software and suggested the major issues, prospect, and future plans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by looking into the progress of the case and the court decision.

Key word: Open Source, Open Source Software,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source code,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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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블리자드사와 온게임넷, MBC게임 사이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등을 통한 e 

스포츠관련 분쟁으로 떠오른 게임방송상 플레이어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을 하고 실연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1년 5월 스타크래프트 사건이 각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마

무리되며 그에 관련한 이슈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다. 시대의 변화와 발달로 다

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그 중 게임이라는 장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시장을 형성

하였다. 더욱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우 아프리카 TV(Afreeca TV)와 같은 

일인 방송 체제가 e스포츠와 게임방송의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게

임방송과 관련한 이슈들은 끝난 것이 아닌 휴전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저작권적 쟁점에 직면한 이 때 우리의 입법 시스템은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외면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

서는 게임방송의 저작물성을 먼저 살피고 게임방송 내 플레이어의 플레이가 실연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고려 요소를 게임의 각 장르에 대입하여 플레

이어의 실연자 여부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요소와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며 앞으로 한국

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논하기로 한다.

주제어 : 실연자, 게임방송, 저작 인접권, 선택의 폭, 플레이어, 자율성

Ⅰ.	서론

최초의 컴퓨터 게임 ‘스페이스워(SpaceWar)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62년 3월 미국의 MIT공과대

학 출신의 컴퓨터광들이 개발한 게임이다. 이들은 MIT에 새로 들어온 모니터가 달린 DEC 컴퓨터에 빠져들

며 스페이스워 제작을 시작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 게임을 만든 이들도 후에 그런 단순했던 게임이 

어떠한 형식으로 발달할지 진화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게임의 발달로 저작권법상 새로운 문

제가 제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게임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린

아이들과 십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고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현실에 버금가는 또 다

른 가상 세계를 갖춘 게임을 만들었고 이는 단순히 어린 학생들만이 아닌 어른들의 흥미를 이끄는 계기가 되

었다. 한국 게임의 역사는 1970년대 개인용 컴퓨터 도입 이후, 외국 게임의 보급과 간단한 국산 게임 개발로 

시작되었고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바탕으로 한국은 e스포츠(E-Sports)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고 현재 세계의 e스포츠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스포츠”란 게임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1)에 따르면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이라고 볼 수있다.2) 이를 좀 더 분석한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을 매개로 한 사람과 사람 간의 경기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게임 경기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관련

주체 및 이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로 이해되고 있다. 단순히 게임뿐 아니라 게이머, 게임

단, 방송국, 커뮤니티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e스포츠에 포함되는 것이다.3) 다시 말해 e스포츠는 게임을 

이용한 경기 및 활동을 말하는데 단순한 스포츠와 다른 점은 e스포츠는 게임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

이고 이를 반영하여 Electronic Game과 Sports를 합성하여 e스포츠라는 신조어가 한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국내 e스포츠는 1990년대 후반 스타크래프트의 확산과 함께 발전하였는데 스타크래프트의 등장과 함께 온

라인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1998년 하반기부터 KPGL(Korea Pro Game League)을 비롯해 다양한 전

국 규모의 대회가 생겨나면서 e스포츠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스포츠는 2000년대 들어 게임방

송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며 산업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각 방송사인 온게임넷과 MBC 게임이 블리자드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블리자드와 각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닌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각 당사자의 합의로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최근 들어 아프리카 TV(Afreeca TV, 이하 아프리카 

TV)4)와 같은 1인 방송 체제의 발달은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양성하였고 그 중 게임관련 방송은 독보적으로 인

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송 시스템 속 게임방송이라는 콘텐츠의 행보는 일단락되었던 게임방

송 관련 이슈들을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항

3)	이안재,	고정민,	윤조언,	“e-	스포츠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2005.10.25	1면.

4)		아프리카	tV	:	Anybody	Can	Freely	Broadcast	tV	이라는	이름의	약자로	BJ(Broadcast	Jockey)로	불리는	방송	진행자들은	특별한	기술,	장비,	비용

이	없어도	인터넷과	PC,	모바일만을	이용하여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별도의	제약이	없으므로	스포츠,	먹방,	음악,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주

제와	콘텐츠로	원하는	때에	방송을	할	수	있다. 175174



(2)게임방송의 저작물성

게임 방송의 시초는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12)’로 볼 수 있다. 패

키지 형태로 제공된 스타크래프트는 배틀넷 서비스13) 제공으로 게이머 간 대결이 용이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보는 재미를 끌며 그 영역이 방송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러한 대결의 인기에 편승하여 2000년대 초반부

터 게임전문 케이블채널 온게임넷14)과 MBC게임15)이 프로게이머들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결을 방송을 하며 

게임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 저작권 처리에 미숙했던 방송사들은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자인 블

리자드와 별도의 계약 없이 방송을 하였고, 이는 결국 2007년 블리자드와 두 방송사의 프로 리그 중계권에 대

한 분쟁의 서막이 되었다.16)  그러한 과정에서 게임 방송에서 주체가 되는 플레이어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게임방송의 저작물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게임을 원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게임방송은 게임이라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 내는 2차적 저작물

17)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방송사업자가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플레이어를 게임방송의 2차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18) 본 서에

서는 플레이어의 실연자로서의 법적지위만 살펴보기로 한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인 게임제작사의 동의의 유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성립 여부가 아니므

로 침해에 따른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보호됨이 확실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계를 포함한 영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려면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그에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중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확실한 창작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방송은 중계

와 동시에 일정한 음악을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배경음악으로써 삽입을 한다든가 영상을 확대하거나 부각시

키기 위한 편집활동 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차적 저작물성 혹은 편집한 부분에 한 하여 편집저작물

19)이 됨이 인정 된다. 한편 편집저작물 역시 원저작물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보호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의 

유무는 보호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침해에 따른 법적인 책임 등과는 별개로 보호된다.

중계나 다른 편집 등을 거치지 않은 오로지 플레이만이 포함된 영상을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보

는 시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12)		스타크래프트(starCraft)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1998년	발매되었다.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에서	쫓겨난	

범죄자	집단인	테란(terran)과	절지동물	저그(Zerg),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인	프로토스(Protoss)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13)	인터넷	게임	서버.	전세계	사용자들과	인터넷	상에서	함께	만나서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1.	1.	20.	일진사)

14)		투니버스에서	분리되어	개국한	게임	전문	유선방송(케이블	텔레비전)이다.	게임대회	방송중RP와	리뷰	및	프리부	자료	등을	소개하며,	독자적인	게

임	중계와	시청자의	실시간	방송	참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게임	정보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온게임넷[onegamenet]	(두산백과)

15)	MBC	게임은	대한민국의	게임	전문	채널로서	MBC	플러스	미디어가	운영하였고	2012년	폐국되었다.

16)		블리자드는	별도의	계약	없이	블리자드의	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여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내지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2007년	블리자드와	두	방송사는	프로리그	중계권에	관하여	분쟁을	일으켰다.

17)		저작권법	제	5조,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

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	우원상·김병일,	e스포츠와	저작권	-	저작권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	17권	제1호.	(2013),	162면

19)		저작권법	제	6조,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새로운 산업과 시스템의 도입에는 시대에 맞는 입법적인 보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입법적

인 공백 속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게임방송 속의 게임은 게임 제작사의 저작물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

다면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개개인이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플레이를 이용

하여 게임방송을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방송에서의 플레이어의 지위이다.

이에 본 서에서는 게임방송의 주체가 되는 플레이어가 진행하는 방식 즉 그들의 플레이가 예능적 표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Ⅱ.	게임방송과	e스포츠

(1) 게임의 저작물성

게임방송의 저작물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게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저

작권법은 게임저작물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게임저작물을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

상저작물의 범위에 넣어 보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

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한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

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르면 게임물은 저작권법 제 4조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 중 하나인 컴퓨

터 프로그램5)이자 영상저작물6)이라 할 수 있다.7)8) 

이러한 게임은 단순히 프로그램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영화라는 영상저작

물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 영상저작물 속에는 촬영, 음악, 디자인, 소품, 영상미를 위한 그래픽 작업 등이 복

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유저들에게 보

이는 것은 게임 그 자체이지만 이는 소리, 디자인, 그래픽, 캐릭터 등의 다양한 저작물이 합쳐진 공동 저작물9)

이며 보통 게임 제작사의 기획 하에 제작사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인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특

약이 없는 한 게임 제작사의 업무상 지시 하에 만들어진 업무상 저작물10)로 보호됨이 명확하다.11) 

5)		저작권법	제	2조	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6)		저작권법	제	2조	14호,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

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

8)		심성우,	“인터넷	개인	게임방송과	저작권-아프리카tV	사례를	중심으로”,	2014,	9면(박성호,	“문화산업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361면에서	재

인용)

9)	저작권법	제	2조	21호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0)		저작권법	제	2조	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11)		저작권법	제	9조는“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

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게임

을	업무상	저작물에	포함하여	그	저작자를	게임	제작사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영상저작물로서	저

작권법상	인정되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따라	제작사인	게임	회사에게	각	저작자의	저작권이	양도	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각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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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소프트웨어로서 저작물인 것은 확실하고 게임은 종목사의 자산이 맞

으나 게임과 e스포츠는 다르고 e스포츠는 게임을 소재로 했을 뿐 플레이어 중심이 아닌 관람문화 중심으로 발

전되며,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문화이다. 이미 중국에서 정식 스포츠 종목

으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실내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스포츠 산업

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스포츠는 일부 마니아나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아닌 일반 관중들이 보고 즐기며 

참여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일반 공중에 대한 시청권(Public Viewing)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다.26)라는 입장으로 블리자드의 중요한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라고 보아 KESPA와 이른바 e스포츠 공공재 논

란이 발생27)했다.

 다양한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이들이 e스포츠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e스포

츠는 소수만이 향유하는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며, 또한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얼마전 일어났던 게임사와 방송사간 저작권 분쟁은, e스포츠 문화 내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겨난 문제들이었다. 때문에, 즐기기에 앞서 이에 대한 다방면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제작자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해설자와 캐스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플레이어에 관하여 법제도 안에서 그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		

(1) 게임 플레이와 실연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를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

동을 통해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저작물을 전달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저작인접

권28)의 범위에서 함께 보호하고 있다.29)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를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

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연자가 

저작물만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저작물이 아닌 것 역시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면 실연

자의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연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물이 저작물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

로 배우, 무용가, 연주자, 가수 등의 행위이외에도 마술사의 마술이나 서커스와 같이 저작물이 아닌 목적물을 

실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실연에 해당한다. 

26)	안정빈,	스타가	축구공?	e스포츠	‘공공재’	논란,	디스이즈게임닷컴,	2010-05-31	기사

27)		우원상·김병일,	전게	논문-	블리자드가	MBC게임(공식적인	법인명은	MBC플러스미디어)에	제기한	사건의	번호는	검색결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

편,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디지털타임스	기사에서	추측한	바로는	양	방송사에	모두	3억	5천만원(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	디지

털타임즈,	2010.12.18)이라고	한다.	여기서	MBC게임	측에	청구한	금액은	3억5천만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블리자드	지재권	소송에서	3억5000만

원	청구,	디스이즈게임	2010.12.10),	144면

28)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한다.

29)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2015)	833면

30)	저작권법	제	2조	제	4호

이에 대하여는 게임 플레이어들의 플레이가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인‘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20)’에 포함 

대상인지 혹은 실질적 유사성을 배제하고도 창조적 개성 즉, 창작성이 있는지 또한 플레이를 실연자의 정의21) 

속에 있는 ‘예능적 표현’에 포함시켜 해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이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대립22)이 있으나 이에 대한 논지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3)게임방송과 e스포츠

앞서 말한 게임 방송의 발달은 e스포츠라는 새로운 문화를 선도했다. “e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

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3) 게임방송의 발달에는 ‘e스포츠’라는 게

임의 스포츠화가 시발점이 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블리자드 사의 ‘스타크래프트24)’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9월 15일에 이르러서는, 대한체육회가 한국 e스포츠협회를 ‘인정단체‘로 승인함에 따라, e

스포츠를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스포츠의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블리자드와 두 방송사간의 분쟁에서 e스포츠가 과연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e스포츠가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블리자드의 게임에 대한 2차적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블리자드와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즉, e스포츠가 종목에 해당되는 게임과 별도의 저작물성을 갖

게 된다면, e스포츠의 운영주체로서는 게임제작사와 2차적저작물 작성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독립적인 저작인

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게임 방송사업자와 방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리그 운영에 대하

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e스포츠가 별도의 저작물성을 갖지 못한다면, e스포츠의 프로게이머나 게임 방송사업자에게 저작

인접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면, 조금 더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는 하겠으나, 명확한 권리관계에 터 잡아 e스포츠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스포츠에 저

작인접권도 부여할 수 없으면, 합법적인 리그 운영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e스포츠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하

여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25)

저작권 분쟁 말고도 2010년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이하‘KESPA’라고 함)가 리그에서의 게임사용을 공공재

가 아닌 지적재산권에 대한 영역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첫 번째, e스포츠는 게임과 다른 문화다. 두 번째, 현

재까지의 정책적 지원이 의미가 없어진다. 세 번째, 한 기업의 독점으로 이루어진 대회는 쉽게 무너진다.’ 라

는 주장으로 “원칙적으로 스포츠는 지적재산권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블리자드에게는 적절한 게

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게임 개발사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로서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 스타크래프트를 공공재로 생각하며 이를 기준으로 블리자드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	저작권법	제	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1)		저작권법	제	2조	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kd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2)		2010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e스포츠	저작권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플레이어들의	실연자	지위에	대한	찬

반	의견이	있었다.	먼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단순한	숙련도가	아닌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

여주고	노력과	투자	면에서	가수나	배우의	예능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프로선수들의	경우	퍼블리시티

권으로도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리자드코리아의	법적대리인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사는	선수들의	게임플레이는	저작권법의	보

호대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승리를	거두기	위한	우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고,	경기	장면	또한	‘예능적	방

법에	의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연자로서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게임물’

24)	1998년	발매한	블리자드	사의	게임이다.

25)	우원상·김병일,	전게	논문,	148면

입
선

게
임

 방
송

 속
 플

레
이

어
의

 법
적

지
위

제
11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178 179



이는 플레이어들이 단순히 게임 제작사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의 예상 밖

에서 실행을 하다가 발견되는 부분들이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창작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게임 내 플레

이어에게 얼마나 큰 자율성이 주어지는 가 역시 플레이어의 창작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누가 하더라도 같은 과정이 나오고 같은 과정에 따라 같은 결과가 나오는 단순한 플레이는 선택의 

폭과 자율성이 없고 플레이어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플레이어의 독창적인 플레이

가 있다면, 넓은 선택의 폭과 높은 자율성 안에서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예능적 방법으로 게임을 표현하고 플

레이한다면 플레이어에게 실연자로서의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게임의 장르에 따른 실연성 여부

게임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그 종류나 특징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게임의 장르적인 특성에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

에 실연성을 부여할 여지가 큰 게임들과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실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이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예능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플레이어의 플레이가 예능적 표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게임 내에

서 제한된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넓은 선택의 폭과 적극적인 선택의지를 게

임 내에서 플레이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에 관하여 플레이어의 창의성이나, 플

레이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플레이에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를 

예능적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 즉, 플레이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짓수에 제한이 없어 

플레이어의 자율성이 높고 선택의 폭이 넓은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통의 실연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 자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실

연으로 긍정할지 부정할지는 그 행위자에 따라서, 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의 실익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실연으로 보는 새로운 영역이고 게임 자체의 특

성에 따라 게임 각 장르에 따라 실연여부를 구분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①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게임 장르인 RTS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전략 게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원

을 채취하고, 그 자원으로 건물을 짓거나 병력을 생산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끝나는 

전략 게임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손놀림과 판단력이 승부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게임에 비해 클릭이나 드래그와 같은 마우스 조작이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

이 있다.38) RTS는 장르의 특성상 상대방이 존재하고, 상대방과 서로의 진영에 피해를 입히고, 서로 더 많이 

발전하여 그때그때 상대방의 전략에 대하여 대응해가며 진행이 된다. 게임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게이머

는 상대의 전략에 맞춰 맞춤식 대응을 하거나 한발 앞서서, 상대에게 어떠한 수를 강요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이다. 여기서는 바둑에서와 같은 논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38)		Rts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자와	승부를	겨루는	모의전쟁게임(war	game)이다.	단순히	자신의	진영만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피해

를	입혀	발전을	늦추고	상대적인	이익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

루어진다	[네이버캐스트]	서동민,	“Rts”,	(It동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5886>,	(2016.8.20)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선수는 실연자가 아니라는 것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31) 원래 스포츠 종목에 포함

된다 하더라도 예능적인 성격을 가지는 리듬체조, 수중발레, 피겨스케이팅 등의 경우는 일종의 ‘쇼’로서 수행

할 경우에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연하는 자에 따라

서 실연여부가 성립되는 것이다.32) 이러한 저작권법의 태도는 e스포츠에 선수의 실연자 성립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e스포츠 플레이어의 실연자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실연자에 부합

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플레이어의 행위가 실연의 개념에 해당하여 이들이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

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단연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표현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다.33) 

실연자의 권리를 포섭하는 저작인접권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

여 표현하는 사람이므로 이는 저작자의 창작성34)과는 다르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실연자 나름의 사상과 감정

을 동반한 창작성이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연자는 저작권법 제 2조 제 4호에 나열된 연기·무

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예능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짓을 통해 실연자의 사

상과 감정 즉, 나름의 창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창작성이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표현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도쿄대 명예교수의 ‘선택의 폭’이론35)과 게임 안에

서 플레이어가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플레이어가 얼마나 많은 선택

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선택지에 과연 게임 제작사의 의도가 아닌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먼저 ‘선택의 폭’이론은 노부히로 교수가 창작성의 정의를 새롭게 제창한 학설이다. 그는 창작성을 “표현의 

선택의 폭이 있을 것”으로 정의해야 하고 따라서 달리 선택지가 없거나 극히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창작성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6)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은 창작성을 포함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선택의 폭 이론을 게임 플레이에 적용해 각 플레이어가 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게임 

자체에 주어진 부분만 하는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가에 대해서 면밀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율성’은 ‘선택의 폭’과 그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플레이어에게 자율성이 높게 주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하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최초에 퍼블리싱 되고 난 후, 

지속적으로 버그를 수정하거나 밸런스 등을 수정한다. 이러한 문제의 존재는 게임 제작사가 게임을 만들 당시

에는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게이머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다.37) 

31)		미국은	national	Basketball	Ass’	v.	Motorola,	Inc.,	105	F.3d	841	(C.A.2	(n.Y.),1997.)	사건에서	스포츠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스포츠	경기는	①	공공영역에	속하고,	②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고,	③	복제가	불가능	하고,	④	문학	예술	작품과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성

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申f立,	남옥매	역,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2009.	11.,	

209면,	재인용)	(우원상·김병일,전게	논문	156면)

32)	이해완,	전게서,	837-839면

33)	네이버	국어사전	‘표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805700)

34)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을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필요하다.	(이해완,전게서	27-28면)

35)	박성호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	2009년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	65-68면	

	 	(中山信弘, “創作性についての基本的考え方” ｢ 著作權硏究」(第28号),	著作權法學會,	2001,	2면	이하.	재인용)

36)	박성호,	상게논문,	65-68면	

	 	(中山信弘,	상게	논문,	2면	이하.	재인용)

37)	우원상·김병일,	전게	논문,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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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PS의 경우 역할의 분담과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에 대하여는 플레이어의 자율성이 RTS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의 특성상 플레이어의 선택의 폭은 전반적인 전술과 해당 라운드의 

전체적인 운영방식에 그 범위가 넓고, 전략에 대한 플레이어 스스로의 창의성,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제압

할 수 있는 섬세한 컨트롤 등에 창작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게이머들의 플레이를 통해서 화려한 컨트롤

이나 효과적인 전략들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도 한다. 이에 미루어 보아 FPS

장르에서도 플레이어의 창작적 기여도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플레어의 플레이와 전략, 전술 혹은 컨트

롤에 예능적 표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AOS(Aeon Of Strife, 공성전)

LOL(League of Legend, 리그오브레전드)로 대표되는 소위 공성전이라고 불리는 장르인 AOS는 RTS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는데41), 팀원의 도움을 받아 유기적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FPS와 유사하다. 

따라서 FPS와 비슷한 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FPS와 AOS의 차이점은 1인칭의 직접적인 플레이

를 하는 FPS와 3인칭의 화면상의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AOS의 차이가 있고, FPS는 해당 라운드에서 한 플레

이어가 사망하면 해당 라운드 종료 시까지 다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AOS는 제한 시간 경과 전이나 

게임을 패배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활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 전술

의 운영 또한 가능하므로, FPS보다 게이머의 플레이에 대한 자율성과 전반적인 게임 운영에 관한 선택의 폭

이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RTS에 비하면, 대부분의 AOS 게임은 맵이 세 갈래의 길과 양측 대각

선 끝에 위치한 진영, 그리고 세 갈래 길의 중간에는 공격형 건물들과 중간에 존재하는 중립 몬스터들과 같은 

제한적인 형태로 제공되고42) FPS에서와 같이 팀 내에서의 인적 배분이 제한적이므로, RTS 보다는 전략의 폭

이 좁다고 할 것이다.

                             <그림 3> 카오스2                                      <그림 4> 리그오브레전드 

 하지만 AOS도 기본적인 RTS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술운영이나 자신의 

게임 상의 캐릭터를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것과 같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선택의 폭이나 

게임 내에서의 자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만의 노하우와, 일반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과 

다른 숙련된 표현으로 게임을 이끌어나가는 플레이어들에게 실연성을 부여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41)		Aos장르의	대표적인	게임인	LoL(League	of	Legend)의	모태가	되는	게임은	블리자드사의	Rts장르	대표작중	하나인	워크래프트내의	유즈맵인	‘카

오스’	이다.	Rts장르가	맵전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반적인	전투라면,	Aos는	보다	국지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다.

42)		League	of	Legend와	DotA2	등	전형적인	Aos	게임들간의	맵이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세	갈래의	메인로드,	중립몬스터,	맵의	양	끝에	

위치한	각	팀의	진영.	진영의	최고급	건물을	먼저	파괴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되는	구조.

즉, 기본적인 전술운용과 이에 대응하는 전술운용이 존재하고, 여기에 플레이어들의 개개인마다 특징적이고 

변칙적인 전술운용이 더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바둑에서처럼 이를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

여는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돌을 놓는 것에 불과한 바둑과는 달리 RTS에서 미

시적인 부분의 선택은 바둑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이는 플레이어가 화면 내의 유닛을 선택하여 모든 지

점을 선택하거나 미니맵 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닛의 움직임은 매우 상이

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스타크래프트                               <그림 2> 스타크래프트

또한, 바둑과 달리 상대와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동시에 두 군데 이상에서 전투를 펼치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러한 미시적인 전술적 운용에는 게이머의 자유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러한 부분에는 게이머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보다 독창적인 예능적 표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9)

② FPS(First-Person Shooter, 1인칭 슈팅 게임)

FPS40)는 플레이어의 시점, 자신이 사물을 보는 시점과 같은 화면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전투를 벌이

는 슈팅게임의 일종이다. FPS의 경우, 대개 경기진행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 승리를 위해서 상대

팀 전원을 사살하거나, 제한시간 내에 상대방 진영에 폭탄을 설치하여 승리를 이루어내는 게임이다. 게임 내

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무기와 도구를 소지할 수 있으며, 주무기가 되는 총기류는 라이플(자동소총)과 저격

총 두 가지로 나뉜다. 주무기 외에도 권총과 수류탄, 근거리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이것의 종류 또한 다양

하다.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 상대방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고, 이때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하는 방법은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다. 역할 분담 외에도, 폭탄을 설치

할 위치와, 상대방 진영으로의 진입 방식, 유인책 등의 전술 또한 가히 무한정이라 볼 수 있다. FPS게임 플레

이어는 RTS에서 유닛을 다루는 것과 같이 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이때 그 범위는 RTS의 범위보다 제

한적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사살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체만이 컨트롤의 대상 범위가 

될 수 있으며, 슈팅 게임의 특성상 머리와 같은 치명상을 입히기 쉬운 부위가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39)	우원상·김병일,	전게	논문,	148면

40)		FPs는	‘1인칭	슈팅’	게임이다.	게임	속	캐릭터의	시점과	플레이어의	시점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D	방식으로	제작되며,	다른	게임에	비해	높

은	사실감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유명한	FPs	게임에는	당대	최고의	그래픽	엔진이	적용되어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사용자들의	PC	

업그레이드를	부추기기도	했다.

	 	서동민,	“FPs”,<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5760	>(201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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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나리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하는 미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션들을 해결하는 데에 각 플

레이어만의 철학이나 독창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나리오에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면 시나

리오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벤처 게임은 그 특성상 게임 제작사가 제공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플레이

어가 밟아 나가면서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드벤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플레이어만의 창의적인 방법

이나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예능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선택의 폭과 자율성이 좁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장르로 여겨지지만 그 틀을 깨는 게

임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인크래프트”를 들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그 장르가 어드벤처이지만 

플레이어들에게 엄청난 자율성이 주어져 인기리에 행해지고 있는 게임이다. 단순히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행

하는 게임인데 블록을 배치하거나 깨는 것이 기본 형식이다. 이 간단한 형식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만든다. 게임 속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인터넷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

다. 다른 게임에서는 보지 못한 엄청난 자율성과 선택의 폭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플레이어의 최소한의 창작

성, 즉 플레이를 하는데 예능적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⑦ 스포츠

축구, 야구, 레이싱과 같은 게임이 스포츠게임 장르에 해당 한다. 수많은 스포츠가 존재하는 것처럼, 스포츠

게임도 그 종류가 다양하다. FIFA Online46)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스포츠게임인 축구게임은 자신의 구단, 

팀을 꾸려나가면서 상대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식이다. 여기엔 능력치가 높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

츠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자신의 스쿼드를 완성시켜나가는 것과 다양한 선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경기장에 배치

할 것인가 어떤 포지션에 위치시키거나, 포메이션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에 임하게 되는데, 

실제 스포츠에 대해서조차 전반적인 시각이 그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47), 게임 상에서 선수들의 움직

임을 담아내는 것에 있어 제약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게임에 실제로 구동되는 캐릭터들의 움직임은 저명한 몇

몇의 선수들의 세레모니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하다.

다른 종류의 스포츠 게임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카트라이더48)와 같은 

레이싱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의 폭이 더 좁다. 빠른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정석적인 플레이가 존재하

고, 자동차의 컨트롤도 그 종류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자동차의 선택정도일 텐데, 

이 또한,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자동차로 그 선택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장르에서도 플

레이어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는 예능적 표현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의 플레이를 실연으

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46)		피파온라인은	일렉트로닉	아츠(eA)의	축구	게임	FIFA시리즈의	온라인	버전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오위즈사의	포털사이트인	피망에서	처음	피파온라

인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월드컵	기간과	맞아떨어져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켰으며	e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넥

슨사에서	피파온라인3를	서비스하고	있다.

47)		미국은	national	Basketball	Ass’	v.	Motorola,	Inc.,	105	F.3d	841	(C.A.2	(n.Y.),1997.)	사건에서	스포츠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다른	선수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한	동일한	기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여,	부정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中山信弘,	전게논문,	66면	이하);	중국에서는	스포츠	경기는	①	공공영역에	속하고,	②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고,	③	복제가	

불가능	하고,	④	문학	예술	작품과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申*立,	남옥매	역,	“스포츠분야에서의	지

적재산권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2009.	11.,	209면)	

48)	넥슨에서	2004년,	BnB	크레이지아케이드의	캐릭터를	이용해	개발한	온라인	레이싱	게임이다.	베타	서비스는	6월에	시작했으며	정식	서비스는	8월	

18일로	2016년	8월부로	개발	12주년이	되었다.	한국	온라인	레이싱게임	중에서	시티레이서,	스키드	러쉬를	비롯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게임이며,	

현재	e스포츠	공식	종목중	하나이다.	위키백과,“카트라이더”,<https://ko.wikipedia.org/wiki크레이지레이싱_카트라이더>(2016.8.17)

④ RPG(Role-Playing Game, 롤 플레잉 게임)

일반적인 RPG43)란 게임 내의 캐릭터를 육성하며 퀘스트와 같은 미션을 해결하면서 진행되는 게임을 말한

다. 여러 가지 매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RPG는 MMORPG44)와 같이 대부분의 게임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

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MMORPG의 PVP(유저간 대결)도 근본적으로는 

FPS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자신이 의도한대로 선택하고 아이템을 장착하면서 상대방을 공략한다. 하지만 

RPG의 본질적인 특징이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 이미 정해져있는 미션을 해결해나가며 진행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게임 내의 한 가지 기능일 뿐인 PVP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PVP 대결

에서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FPS와 달리 팀대전이 

아니다 보니, 다른 팀원과의 유기적 플레이도 제한된다. 따라서 FPS보다도 플레이어가 창의적인 행위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선택의 폭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RPG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예능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만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연성을 갖지 않는

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대전 액션

대전 액션 게임은 MMORPG에서 PVP기능과 유사하지만 대전 액션 게임에서는 캐릭터의 스킬마저도 플레

이어가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만들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레이어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대전 중에 캐릭터 별로 콤보(연속공격)와 같이 조작키들을 

이용하여 연속된 기술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 등을 만들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 역시 각 스킬의 

사용가능한 범위의 영역 내로 제한되고, 캐릭터별 기술의 종류와 콤보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플

레이어가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 정형화된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전 액션 게임에서는 

그 안에서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예능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해 실연성이 인정될 가능성

이 낮다.

⑥ 어드벤처 게임

어드벤처(Adventure) 게임은 플레이어 자신이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던전 

속을 모험하면서 모험 중에 얻은 아이템과 스킬(skill)을 이용하여 사건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임이다. 주로 1

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며, 3인칭 시점을 제공하는 게임도 있다. <미스트>(Myst), <원숭이 섬의 비밀>(Monkey 

Island) 시리즈, <페르시아의 왕자>, <툼레이더> 등이 대표적인 게임이다.45) 어드벤처 게임은 이미 게임이 어

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정해져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따라서 게임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43)		롤플레잉	게임(RPG):	유저가	게임	속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RPG라고	하면	컴퓨터	또는	전용	게임기로	

플레이하는	RPG를	뜻한다.	정우철,“RPG”,<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549&cid=42914&categoryId=42916>	(2016.8.05)	

44)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

의	게임인	RPG(롤	플레잉	게임)의	일종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서동민,“MMoRPG”,<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5602>(2016.8.05)

45)	윤형섭,	“어드벤처게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85&contents_id=82292>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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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이 구술권과 공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51), 구술권은 어문저작물에, 공연

권은 음악저작물에 대응되어 실연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영상저작물을 공연한다

고 보이는 프로게이머가 실연자에 해당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명

이나 초상을 인격권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실연자로서 인정하기 보다는 인격권의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각 구성부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판례법상의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권

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2)

(3) 일본

일본에서는 실연53)에 대하여 실연을 저작물의 공연으로 한정 지을 필요 없이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견해가 일치하는데에 의견 일치를 보인다.54) 이에 대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가 과연 심미적인 것에 포함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우선하여 일본에서는 스포츠경기 선수에 대

해서는 계약이나 퍼블리시티권55)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연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56)가 주

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4) 스타디움권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에 대한 대안으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하자는 견

해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플레이어를 실연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저작인접권의 일종인 ‘스타디움 권리

(stadiumright; derecho de la arena)’을 통해서 플레이어 개인이 아닌 구단과의 계약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

고 있다. 스타디움 권은 스포츠 경기를 복제(녹음·녹화를 포함)하거나 방송 또는 전송하는 배타적 권리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는 개개의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속한 스포츠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0조 1항). 

51)	독일	저작권법	제19조(구술,	공연	및	상영권)

	 	①	구술권이란,	어문저작물을	사람의	실연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②	공연권이란,	음악저작물을	사람의	실연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작물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권리이다.

	 		③	구술	및	공연권은	구술	및	공연을	사람의	실연이	행해진	공간을	넘어서	화면,	확성기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감지하도

록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52)	이해완,	전게서,	919면

53)	일본	저작권법	제	2조(정의)	[한국저작권위원회]

	 		3.	실연	:	저작물을	연극적으로	연기,	춤,	연주,	노래,	구연,	낭송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연기하는	것(이와	유사한	행위로,	저작물을	연기하지는	

않지만	예능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연자	: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기타	실연을	행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또는	연출하는	자를	말한다.	

54)		우원상·김병일,	전게논문.	165면	(作花文雄, ｢著作權法講座｣,	제2판,	CRIC,	2008,	77면;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제14판,	法學書院,	2009,	

251면	재인용)

55)		1999년,	세계적	록그룹	‘king	crimson’이	일본의	도서	‘킹	크림존’의	책	표지에	성명과	초상을	제호로	이용한데	대한	손해배상	및	서적판매금지	소송

이다.	일본에	특별히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한	성문법이	존재하진	않지만	1976년부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인정	범위를	넓혀오고	있다.	퍼블리시티

권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적용한	최초의	판결은	1999년	King	Crimson사건을	들	수	있다.	판결문을	통해	“유명인은	그	이름과	초상,	기타	고객흡인력

이	있는	개인	식별	정보로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바,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	칭한다.”고	판시,	용어가	처

음	사용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56)	우원상·김병일,	전게논문	165면	(作花文雄, ｢著作權法－制度と政策｣,	제3판,	發明協會,	2008,	62면	재인용)

Ⅳ.	해외사례를	통한	분석	및	비교

지금까지 한국 저작권법의 입법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게임방송과 e스포츠의 발달 속에서 게임 플레이어들

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플레이어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공백과 불안정한 제도의 문제

점을 단순히 국내의 법체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와의 교류를 통해서 발달했고 시대의 흐름상 이제 저작권은 단순히 한 나라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

러 나라와의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대한 법적 지위 역시 다른 나라의 입

법적인 요소와 제도적 특징들을 고려해서 함께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훗날 입법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역시 플레이어를 실연자로 인정을 하려해도 실연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연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보다는 다른 실연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통한 보호나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여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판례를 통해 인정

되는 권리로 크게 보면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의 유명인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의 일종이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배경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TV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광고산업이 발전하고 헐리우드

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서서히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독특한 개성도 상품가치가 있고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정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49)50) e스포츠나 게임방송에서의 플레이어들을 어느정도 이름이나 특성 혹은 초상들이 알려진 유명인으

로 인정을 한다면 이들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여지는 크

다고 여겨진다.

(2) 독일

독일 저작권법 제73조는 우리 법의 실연자에 해당하는 실연예술가를 “본 법상 실연예술가란 저작물을 상연, 

가창, 연기 혹은 그 밖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49)	정연덕,	디지털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2010년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

50)		퍼블리시티권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사건은	미국의	Haelan	판결(Haelan	Labor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202	F.	2d	866	(2d	Cir.	

1953),	cert.	denied,	346	U.s.	816	(1953))이다.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독점적으로	제품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껌	제조회사인	

원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껌	제조회사가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을	실은	제품을	내놓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제소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	2항소법원은	“사람은,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그에	부가하여,	자신의	사진이	가지는	공표가치에	대한	권리,	즉	그의	사진을	공표할	배타적	권

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명인은	그들의	모습이	대중에	노출됨으로	인

한	정신적	고통과는	별도로	그러한	광고를	허락함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데에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판시

한	사건이다.	Healan	판결은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임과	동시에	이를	물권적인	양도할	수	있는	물권적인	개념임을	판시한	사건이다.	

(이해완,	전게서,	9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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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법리상 실연자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나 계약을 통해 이들을 보호

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 역시 플레이어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대한 실연

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브라질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없지만 플레이어를 스타디움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을 한국의 저작권법에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퍼블

리시티권이 자주 거절되는 한국에서 플레이어의 실연자 여부를 따지는 실익은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야구선

수를 게임에서 이용한 게임의 사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플레이어에게 퍼블리시티

권이 인정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물론 플레이어들에게 무조건적인 실연자의 지위를 주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자에게 실

연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광범위하게 늘릴 것이다. 보호되어야 하는 저작권 상의 좁

은 의미의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실연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실연이 또 다른 이들에게 새로

운 가치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타인이 했을 경우 그 실연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인가로 기준

을 정하고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스포츠 문화를 주도해온 종주국다운 발상으로

서 이러한 방안을 입법적 공백을 메우는데 대안책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각각 인쇄술의 발달이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발

전하고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게임방송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은 저작인접권의 

영역에 다시 한 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곧 실연자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발전하는 게임문

화와 방송매체,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

한 구분과 권리 확정을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수들 개개인은 스포츠단체가 운동시합을 방송국 등에 중계 방송하도록 허락해주고 얻은 수입의 20퍼

센트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로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0조 2항)57). 직접적으로 

플레이어를 실연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타디움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오늘날 게임은 아이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기는 놀이이자 문화가 되었다. 스마트폰 시

대로 접어들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 모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보면 게임은 이미 우리의 생활 깊

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새롭지 않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게임 시대 이전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의 메카가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은 온라인 게임 개발을 주도해

왔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e스포츠(E-Sports)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그 인기를 이어왔다. 그 결과 놀이 문

화에 국한되었던 게임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그들만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사회, 경제

적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장래적인 가치 또한 무한하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이

를 규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밀도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e스포츠를 

통해 게임문화를 선도해왔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게임사로부터 제제를 당한 것을 실수 삼고 앞으로

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

게임 문화의 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법적인 위치에 대해서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다. 게임방송 내의 플레이어를 실연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단순히 게임의 종류나 형태만

으로 실연성의 유무를 따질 수 없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플레이 방법, 게임 안

에서의 선택의 폭과 함께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

서 게임의 장르와 형태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실연성이 성립하는 가를 고려했지만 이 역시 플레이어의 실연성

이 성립하는 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장르 자체를 가지고도 실연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게임 자체가 단순히 하나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게임과 그 속성을 공유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형태 자체에서는 자율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자율성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플레이어의 능력에 따서도 달라진다. 

창의성과 독창성이 저작물의 성립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연의 성립을 결정짓는 예능적 표현에

도 그 성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플레이어만의 철학이나 경험을 보다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데 이러한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 앞서 언급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보아 플레이어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플레이

를 이어갈 때, 그 게임 안에서 넓은 선택의 폭과 자율성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실연자의 지위를 주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57)		정연덕,	e스포츠에서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	『원광법학』,	제	27권	제1호(2011)	(J.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2nd	ed.,	sweet&Maxwell,	

2003,	pp.260~2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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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요구되지만, 지

적 창작 또는 창작물이 지닌 공공재적 성질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물을 정책적

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

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그러한 창작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청구권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

인 수단이다. 하지만 금지청구권의 남용은 저작권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금지청구권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저작권법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은 저

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촉진이라는 ‘동태적 효율성

(dynamic efficiency)’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은 이러한 목적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은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

다. 특히 권리배분에 관한 코즈 정리, 효율적인 법제도 형성의 원칙을 제시한 규범적인 코즈 정리와 규

범적인 홉스 정리, 효율적인 권리보호 수단에 대하여 설명한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기대가치(expected value),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 상대적 낙관주의(relative 

optimism) 등의 개념은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의 합리화 방안은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안소송에서 금지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본안소

송 담당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지닌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관

한 분쟁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원이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

도록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본안소송에서의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으로, (1) 중간

판결의 활용, (2) 조정제도의 활용, (2) 금지명령 발령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안소송에서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중간판결과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제도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은 각 사건마다 금지명령이 효율적인 구제수단인지 여

부를 심리하여 최종판결시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 저작권, 저작권 침해, 손배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금지명령, 침해금지 가처분, 법경제학, 코즈정리, 규범적인 

코즈정리, 규범적인 홉스정리,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 사적정보, 기대가치, 상대적 낙관주의, 본안소송, 중간판

결, 조정제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권리남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류의 문명은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지적 창작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적 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지적 창작 또는 창작물은 그것이 지닌 공공재적 성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훨씬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를 모

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다른 사람의 사용이 창작자의 사용과 물리

적으로 저촉되지도 아니한다(비경합성, non-rivalry). 

지적 창작물이 지닌 위와 같은 공공재적 성질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을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를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만 늘어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1)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

는 창작을 한 사람에게 그가 창작한 지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적 창작을 촉진하고 있다.2)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

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전

시·배포·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권리’이다.3)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두 가지 구제수단 중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것은 금지청구권이다. 

저작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침해자는 저작권자와 협상하여야 

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사업 자체를 중단하여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침해자

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압도적인 협상력(excessive bargaining power)을 갖게 되어 일반적인 손해배상액보

다 훨씬 많은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

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바(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저작권자의 문화 및 관련 

산업에서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금지청구권은 저작권자에 의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저작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1)		William	M.	Landes·Richard	A.	Posner(정갑주·정병석·정기화	역),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일조각(2011),	25면.

2)	오승종,『저작권법(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2012),	4면.	

3)	오승종,	앞의	책,	8면.	 193192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법경제학과 저작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 관한 문헌과 판례를 조사하여 검토하는 문헌적 연

구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개관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정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 제125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127조).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

작권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침해자

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6)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36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구제수단들 중 민사적 구제수단의 핵심을 이루는 금지청구권(제123조)와 손해배상청

구권(제125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금지청구권

(1) 의의

금지청구란 피해자가 법원에 대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침해행위로 발생

한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제123조에서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이 소유권처럼 배타적인 권리

7)로서 그 속성상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히 구제될 수 없고, 침해 자

체를 금지함으로써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8)

6)	정상조·박준석,『지적재산권법』,	홍문사(2011),	490면.	;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	1060면(권영준	집필부분).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4정판)』,	세창출판사(2014),	448면.	;	고학수·허성욱	편,『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9),	475면(백영란	집필부

분).	;	송영식	외	6인	공저,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2008),	622면.				

8)	정상조·박준석,	앞의	책,	490면.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국가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서 다른 어떤 법률보

다 경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법적 문제를 분석하는 법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저작권

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관련 법률이 법경제학적 분석에 잘 어울리는 분야라

는 이유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4)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5)

그러므로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상의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문제를 종래의 법학적 관

점 대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법상의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문제를 종래의 법학적 관점 대신 법경제학적 관

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금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

고,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알아본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

에 필요한 법경제학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들이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제

공하는 시사점을 검토한 다음, 그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금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다룰 

것이나, 이들 구제수단에 대한 검토는 법학적 관점이 아닌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학적 검토는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그칠 것이다.

둘째,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에는 법경제학 이론 중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이론 및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즈 정리(Coase Theorem), 규범적인 코즈 정리와 규범적인 

홉스 정리, 켈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G. Calabresi·D. Melamed’s Theory)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기대가치(expected value),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 상대적 낙관주의(relative optimism) 등

의 개념이 분석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특히 ‘현행 저작권법과 민사소송제도’ 아래에서 금지청구권이 합

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입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현행 법제도의 개

혁을 전제로 한 정책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4)		William	M.	Landes·Richard	A.	Posner,	앞의	책,	1-20면.	;	Robert	D.	Cooter·thomas	Ulen(한순구	번역),	『LAW	&	eConoMICs(6th	ed)』,	경문사

(2013),	147-169면.

5)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해남(2011),	527면	이하(고학수·남재현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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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

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데13)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은 고의 과실을 증명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등록된 저

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125조 제4항). 

(2) 저작권법의 특칙

저작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은 손해액에 관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

고(제1항),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의 2는 저작권자가 위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

해된 저작물마다 각각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

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

1.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요구되지만, 지적 창작 

또는 창작물이 지닌 공공재적 성질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발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발명을 하려는 자는 줄어들고 발명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무임승차자만 늘어나 문

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그러한 창작을 한 창작자에게 그가 한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1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지원림,	『민법강의(11판)』,	홍문사(2013),	1639-1707면	참조.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그

러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금지청구권은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속성상 인정되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효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침해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도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9) 

이러한 금지청구는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다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2) 행사방법  

금지청구권은 재판상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재판 외에서의 행사는 보통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경고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적 강

제력이 없으므로, 금지청구권 행사가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으로 행사되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 행사는 ‘가처분(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본안소송’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나뉜

다.10) 

저작권 침해 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큰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금지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전에 저작권자를 위

하여 임시로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11)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민

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 담당 법원은 저작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그 결과 저작권자

는 본안판결 확정 전에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므

로, 이러한 가처분은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12)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최종판결시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최종판결에서 금지명령을 발령

하지 아니하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  

9)	정상조·박준석,	앞의	책,	490면.	;	오승종,	앞의	책,	1261면.

10)		권리자가	소송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구하는	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고,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을	‘보전소

송’이라고	한다.	보전처분은	권리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압류(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와	가처분(피보

전권리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보전소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안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1)	정상조·박준석,	앞의	책,	227면.

12)	오승종,	앞의	책,	1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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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과 일본

(1) 독일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효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되(제97조),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침해자가 금지명령을 받는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이 심각하여 권리자가 회복하는 이익과 비교할 때 현저한 불균

형이 초래되며, 권리자에게 금지명령 대신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침해

자는 금지명령 대신 금전배상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20)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고, 그러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21)

(2) 일본

일본에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의 영향 등으로 ‘침해 = 금지명령’이라는 공

식의 적용을 재검토하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에 대한 구제는 당해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같은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수단을 종합하여 전체로서 파악하여 금지명령이 권리자를 당해 권리의 가치를 초과하

여 현저히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인정함으로써 금지

청구권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2) 

4.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청구권이 ‘가처분’의 방법과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

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서 정한 가처분 발령 요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vs. MercExchange 판결에서 판시한 형평법적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23) 그러므로 가처분사건 담당 법원은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당사자 쌍

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24) 

20)	해당	조문의	영문	번역은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26254#JD_De080_s101	참조

21)	조영선,	앞의	논문,	143면.

22)	정상조·박성수	편,	『특허법	주해	Ⅱ』,	박영사(2010),	20-21면(김기영	집필부분).

23)	정상조·박성수	편,	앞의	책,	21면(김기영	집필부분).

2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도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의 목

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저작권법의 목적 그 자체는 아

니므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금지청구권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저작권자에 대

한 과도한 보호는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래에서는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적 제한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저작권 침해 = 금지명령’이라는 공식을 거의 기

계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정한 경우 금지명령을 제한하고 손해

배상만 인정하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14) 

이러한 견해로는, 비록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저작권자 스스로 당해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이용허락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그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15) 침해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16) 등이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 5. 15. MercExchange가 eBay를 상대로 인터넷경매방식에 관한 특허권 침

해를 이유로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침해 = 금지명령’이라는 공식의 기계적인 적용이 부당

함을 명백하게 밝히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지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는 형평법적 요건을 고려하

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7) 위 판결은 법원이 ⑴ 원고(특허권자)가 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손

해를 입었는지 여부, ⑵ 손해배상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부절절한지 여부, ⑶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 

균형, ⑷ 금지명령에 의하여 공익상 위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4가지의 형평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18) 이러한 판결의 법리는 미국의 하급심 법원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19)

14)	조영선,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2014),	144-146면.	

15)		Mark	A.	Lemley,	“should	a	Licensing	Market	Require	Licensing?”,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70,	Issue	2(spring,	2007),	pp.185-

204.(조영선,	앞의	논문,	144면에서	재인용).	

16)		Wendy	J.	Gordon,	“Harmless	Use:	Gleaning	from	Fields	of	Copyrighted	Works”,	Fordam	Law	Review,	Vol.	77(2009.	4),	pp.2434-2435(조영선,	

앞의	논문,	144면에서	재인용)

17)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98(2006)

18)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Law&technology』,	제4권	제2호(2008),	51-55면.	

19)	조영선,	앞의	논문,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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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금지청구권	행사	합리화의	기본방향

1. 법경제학적 분석의 유용성

(1)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의 목적

법경제학은 저적권법을 비롯한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을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29) 동태적인 효율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효율

성으로, 일정 시점 또는 단기간의 효율성을 가리키는 ‘정태적인 효율성(static efficiency)’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그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창작을 한 사람에게 적절

한 인센티브30)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창작을 하려는 자는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만 늘어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

해될 것이므로 동태적인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31)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창작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보호함으로

써 지속적인 창작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도 동법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

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작을 장려하여 ‘장기적인 관점

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2) 법경제학적 분석의 유용성

법경제학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창작의 장려를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촉진

이라는 ‘동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므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또한 금지명령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점 탐색을 통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촉진이라는 

‘동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법제도 형성의 원칙을 제시한 규범적인 코즈 정리와 규범적인 홉스 정리, 효

율적인 권리보호 수단에 대하여 설명한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사적 정

보(private information)와 기대가치(expected value) 등의 개념은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

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관점은 매우 유용한 분석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9)		William	M.	Landes·Richard	A.	Posner,	앞의	책,	24면.	;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47-148면.	;	정진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	독점배타권의	정당성,	『정보법학』,	제15권	제3호(2011),	186-188면.

30)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이	있는데,	이	중	인센티브	이론은	저작권은	잠재적	저작자로	하여금	지적	

생산물을	창작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하나라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2014),	19면	참조.			

31)	William	M.	Landes·Richard	A.	Posner,	앞의	책,	24-25면.	;	정진근,	앞의	논문,	184-187면.

그러므로 가처분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

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금지청구권이 본안소송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처럼 저작권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문의 규

정이 없고, 미국처럼 금지명령의 발동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법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25) 금지

청구권이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금지명령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저작권은 등록과 공시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과 달리 등록과 공시를 요

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성립하므로, 침해자가 선의, 무과실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침해 = 금지명령’의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초래되는 부당함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경우보다 더

욱 크다.2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선의로 이루

어진 사업투자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때에는 금지청구권 행사를 민법상의 권

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하고, 입법론으로는 독일과 같은 금지청구권 제한규정을 

두거나 금지명령의 발동 자체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27) 

또한 오늘날처럼 정보 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복제·배포할 수 있

는 환경 하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근거로 저작권의 법적 성격을 배타적 권리에

서 일종의 보상청구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8)

5.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모두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 논의의 방향은 대체로 법원이 ‘저작권 침해 = 금지명령’이라는 공식을 기

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형평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청구권의 행사의 합리화 방안이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25)	조영선,	앞의	논문,	147면.	

26)	조영선,	앞의	논문,	127면.

27)	조영선,	앞의	논문,	152-153면.

28)	김병일,	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2015),	613-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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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장주와 목장주가 거래비용이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도록 하는 법제도와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도록 하는 법제도는 모두 효율적인 제도가 된다. 이는 목장주가 협상을 통해 농장주에게 

자신이 얻을 잉여 중 일부를 나누어 주고 농장주로 하여금 울타리를 치도록 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는 50만 

원의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는 경우 얻게 되는 잉여는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배생해야할 손해배상금 100만 원과 울타리를 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75만 원의 

차액인 25만 원인바, 목장주는 농장주에게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0만 원과 위 잉여 중 

1/2인 12만 5천 원 더한 총 62만 5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것이고, 합리적인 농장주라면 위 제안을 받아

들여 50만 원을 들여 울타리를 치고 12만 5천 원을 챙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거래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법제도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와 상관없이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거래비용 없으면, 법제도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된

다.”는 원칙을 “코즈 정리”라고 한다.

2) 거래비용37) 

코즈 정리에 의하면, 거래비용 없는 경우 법제도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협상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38)

이러한 거래비용은 크게 탐색비용, 교섭비용, 집행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탐색비용은 거래할 상대방과 물건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제품의 

경우 탐색비용이 낮지만 특별한 제품의 경우에는 탐색비용이 높다.

둘째, 교섭비용은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와 관련이 있다. 자신만이 알고 있고 상대는 모르는 정보

를 사적 정보라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적 정보는 알리지 아니하고 상

대방에게 불리한 사적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건에 관한 문

제점을 알면서도 숨기려 할 것이고 구매자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그 물건을 원하며 얼마나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숨기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밖에 

거래 당사자의 무리한 요구,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불신, 적대적인 감정 등도 교섭비용을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된다.

끝으로, 집행비용은 합의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상대방이 협상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드는 비용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거래비용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

다. 

거래비용이 높아서 협상이 어려우면, 법제도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결정된다.39) 앞에서 본 사례에서, 거래비용이 높아서 협상이 어렵다면, 법제도가 농장주에게 울타리를 치도록 

해야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된다. 

37)	본	항은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10-113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8)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06면.

39)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06면.	

2.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필요성

금지청구권이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금지청구권을 통한 저작권자의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저작권법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또한, 저작권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독점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금지청구권의 남용은 저작권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을 과도하게 강화시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

전 촉진이라는 ‘동태적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금지청구권의 남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의 강화는 시장

경제질서의 왜곡에 따라 사라지는 후생의 손실(deadweight welfare loss)32)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 

예컨대 저작권자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경쟁압력 부재에 따른 방만한 기

업경영으로 인한 X 비효율,33) 국가의 독점규제비용, 소비자단체의 반독점 활동비용 등과 같은 다양하고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34)

결국, 금지청구권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직접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저작권법의 목적과 시장

경제의 원리에 비추어 금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권리의 배분과 보호방법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

(1) 코즈 정리(Coase Theorem)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1) 코즈 정리의 내용

코즈 정리(Coase Theorem)는 로날드 코즈(Ronald H. Coase)가 제안한 것으로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받는 이론이다.35) 코즈 정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36)

어떤 지역에 목장과 농장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농장주는 목장의 소들 때문에 매년 

100만 원의 손해를 입는데,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데는 매년 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목장주

가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는 데는 매년 75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법제도가 누구에게 울타리

를 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효율적인가. 

농장주와 목장주가 협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도록 하는 법제도가 효율적이

고,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도록 하는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농장주가 울타리를 치도록 하면 매년 

100만 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으로 5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도록 하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으로 75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32)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	박영사(2003),	590면.

33)	X	비효율은	라이벤슈타인이	창안한	개념으로	기업의	실제	생산성이	이론상의	최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가리킨다(박세일,	앞의	책,	598면	참조).	

34)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박세일,	앞의	책,	593-600면	참조.

35)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02면.

36)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02-105면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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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에 따르면, 거래비용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금지명령 모두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므로,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발령한 후 

권리자와 침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한다.44) 

반면, 높은 거래비용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보다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자가 얻는 이익은 손해배상의 경우와 금지명령의 경

우가 동일한 반면, 침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금지명령의 경우가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4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

낮은	거래비용으로	협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효율적인	구제수단은	금지명령이다.	

높은	거래비용으로	협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4. 금지청구권 행사 합리화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의 합리화 방안이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Ⅲ.5.항 참조).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안소송에서 금지청구권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1)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촉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소송지연(delay), 추가 변호사비(lawyer fee),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따른 비용46)뿐만 아니라 재판

제도 운영비용, 오판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47)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소송 이전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비록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

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기 보다는 최종판결48)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비용’ 때문이다. 

특히 본안소송이 제기 된 경우에는 여러 거래비용 중 ‘최종판결 결과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서로 다른 기대’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일 원고(저작권자)는 자신의 승소를 전제로 높은 손

해배상금과 금지명령을 기대하는 반면, 피고(침해자)는 자신의 승소를 기대하거나 설령 패소하더라도 극히 적

은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원고와 피고는 협상 대신 최종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고 할 것이다. 

4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20-125면	참조.

45)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24-126면.

46)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511-512면.

47)	박세일,	앞의	책,	655면.

48)	이	글에서는	중간판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최종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규범적인 코즈 정리와 규범적인 홉스 정리

거래비용은 법제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범적인 코즈 정리와 규범적인 홉스 정리는 거래비용을 고려할 때 법제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

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 없을 때는 법제도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와 상관없이 경제주체의 자

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지만, 거래비용이 높아서 협상이 어려우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달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제도는 거래비용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코즈 

정리를 법제도 형성의 관점에서 보아, “법제도는 개인 간의 협상에 대한 장애요소(거래비용)를 제거할 수 있도

록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정의한 것을 ‘규범적인 코즈 정리’라고 한다.40) 

한편, 법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경제주체 간의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주체간의 협

상 결렬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에 의하여 특히 

강조되었다.41) “법제도는 개인적 합의 간의 협상 결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범적인 홉스 정리’라고 한다. 규범적인 홉스 정리에 따르면, 법제도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권리(또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코즈 정리와 규범적인 홉스 정리는 앞서 본 코즈 정리와 함께 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

석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42)

(3)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G. Calabresi·D. Melamed’s Theory)

앞서 본 코즈 정리와 규범적인 코즈 정리 및 규범적인 홉스 정리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

인지에 대한 이론이라면,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론이다. 

권리에 대한 보호원칙은 크게 볼 때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과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으로 나

뉜다.43) 

첫째, 물권적 보호원칙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보는 원칙을 말한

다.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둘째, 손해배상원칙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가 침해될 수는 있으나, 침해자는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

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다. 이때 침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권리자가 아니라 법원

이 결정한다.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은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중 어느 수단이 어떤 경우에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다. 

40)	이	원칙을	“규범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입법부에	대하여	지침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16면	참조.

41)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16면.

42)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116-117면.

43)		Guido	Calabresi·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972,		

pp.	1089-1128.(Robert	D.	Cooter·	thomas	Ulen,	앞의	책,	12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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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명령에 관한 법원의 재량권 인정 필요성

저작권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권과 더불어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더라도, 법원이 모든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금지명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다.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원이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금지명령을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침해자의 기대손실액이 높아지고, 이와 같이 높아

진 기대손실액은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할 때 침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캘러브레시와 멜러메드의 이론에 의하면, 낮은 거래비용으로 협상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이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만, 높은 거래비용으로 협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효

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법원이 각 사건마다 금지명령이 효율적인 구제수단인지 여부를 심리

하여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국내외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

의가 법원이 형평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도 하다. 

따라서 법원이 형평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

1. 중간판결의 활용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최종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본안소송 중에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법

원이 금지명령을 발령할 일도 없게 되므로 금지청구권 남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의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 간

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낙관주의는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긴다.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적 정보만 공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적 정보는 숨김으로써 상대적 낙관주의를 형성하게 된다.53) 그러나 

사적 정보의 공개가 완전해질수록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촉진되고 최종판결로 나아가더라도 오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국은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상대

적 낙관주의를 줄이고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고 한다. 

53)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495-497면.	;	박세일,	앞의	책,	661면.

이와 같이 소송 당사자 쌍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상대적 낙관주

의(relative optimism)’라고 한다.49)

따라서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당

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의 효용성 고려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침해를 선택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이득액이 

손실액보다 큰 경우이다. 

그런데 침해자가 침해로 얻는 이득은 실제로 발생한다. 그러나 침해자가 침해로 입게 되는 손실은 저작권자

가 침해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침해자가 침해로 입게 되

는 손실액은 확률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기대손실액’이다.50)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미국에서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51) 침해자가 저작권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침해로 입은 손해액과 거의 같다.52)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따른 이득액이 기대손

실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침해자는 침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만 인정되는 경우

○ 	침해자의	기대손실액	=	침해자의	손해배상액	×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고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할	확률(0~1	사이의	값)

○ 침해자의	손해배상액	=	저작권자가	침해로	입는	손해액
○ 침해자가	침해로	얻는	이득액	≥	침해자가	침해로	입을	기대손실액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더불어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침해자는 손해배상 

이외에 금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침해자의 이득액이 기재손실액에 못 미

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침해자가 침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 	침해자의	기대손실액	=	[침해자의	손해배상액	×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고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
여	승소할	확률(0~1	사이의	값)]	+	[금지명령	이행	비용		×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고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청구를	하

여	금지명령을	받을	확률(0~1	사이의	값)]

○ 침해자가	침해로	얻는	이득액	≤	또는	≥	침해자가	침해로	입을	기대손실액

따라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아래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더불어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고, 법원은 본안소송의 진행 과정과 최종판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금지청구권의 효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9)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495-497면.	;	박세일,	앞의	책,	661면.

50)		법경제학에서는	기대가치(expected	value)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소송	관계자(변호사,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있는바,	본	항에서의	설명하는	침

해자의	의사결정	분석은	이를	응용한	것이다.	소송	관계자의	의사결정	분석에	관해서는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489-494면	참조.	

51)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참조.

5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득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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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판결로 침해가 인정되면 피고의 상대적 낙관주의가 교정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최종판결 전에 협

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간판결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상대적 낙관주의

(relative optimism)가 완전히 교정되지 아니한다. 중간판결은 당사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상대적 

낙관주의만을 교정할 뿐, 법원이 취하게 될 구제조치에 관한 상대적 낙관주의는 교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가 높은 손해배상금과 금지명령을 기대하는 반면, 피고는 극히 적은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

로 기대한다면,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중간판결 이후에도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상을 주선하고 권고하면서 당사

자들의 구제조치에 대한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2)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실시하는 조정의 필요성

조정제도는 조정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같은 조 제2항),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같은 조 제3항)으로 나뉘는바, 이 가운데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수소법원’은 본안소송 담당 법원을 가리킨다(민사조정법 제6조). 

저작권 침해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였고 분쟁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조정절차에서 당사

자 간의 협상을 주선,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조정절차를 담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최종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조정기관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주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쌍

방이 타협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0조). 비록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조정절차에서 쌍방이 타협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밝히게 되고, 당사자들은 이를 통하여 

최종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소법원의 조정은 당사자가 갖는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하여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활용 방법

가처분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되

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형평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하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러나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조정기관으로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

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형평법적 요건

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60)  

60)	임대윤,	앞의	책,	992면.

그러나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처럼 강제적인 정보공개 제도54)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 소송제

도에서 사적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송제도에서 상대적 낙관주의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데,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중간판결은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중간판결은 최종판결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하는 판결을 

가리킨다.55) 법원은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에 구속되므로, 최종판결을 할 때 그 중간판결을 전제로 하

여야 하고,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임이 밝혀졌더라도 이에 어긋하는 최종판결을 할 수 없다.56)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심리하는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최종판결

을 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먼저 중간판결로서 판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즉, 저작

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사건의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먼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

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판결을 하고 그 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떤 구제 조치를 할 것인지를 심

리하여 최종판결을 할 수 있다. 

만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은 중간판결 없이 저작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최종판결을 한다.57)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중간판결을 하면, 피고(침해자)의 상대적 낙관주의, 즉 승소에 대한 피고의 

기대는 대폭 교정되므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2. 조정제도의 활용

(1) 중간판결과 조정제도

법원은 중간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다음 그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심리하여 최종판결을 

하게 된다. 중간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

로, 최종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상 화해’

와 민사조정법에 따른 ‘민사조정’(이하 ‘조정’이라고만 한다)이 있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재판기일에 판사 앞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

시키는 행위이다.58) 이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가 재판기일

에 판사 앞에서 협상 결과를 일치하여 진술하여 그 내용이 화해조서에 기재되면 본안소송은 종료되며, 그 화

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한편, ‘조정’은 조정기관(판사, 조정위원회)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서

로 타협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59) 조정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이지만, 제3자인 조정기관이 당사자들의 협상을 주선하고 권고한다는 점에서 당자자의 자발적 협상을 전제로 

하는 ‘소송상 화해’와 차이가 있다.

54)	Robert	D.	Cooter·thomas	Ulen,	앞의	책,	501-502면.

55)	전병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제6판)』,	홍문사(2013),	473면.	

5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57)	그러므로	법원이	중간판결을	한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8)	이시윤,『新	民事訴訟法』,	박영사(2011),	543면.

59)	임대윤,	『민사소송실무』,	진원사(2012),	8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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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청구권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다. 하지만 금지청구권의 남용은 저작권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

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활발

히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촉진이라는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

색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의 합리화 방안은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안소송에서 금지명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본안소송 담당 법

원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지닌 ‘상대적 낙관주의’를 교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 간

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

도록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본안소송에서의 금지청구권 행사의 합리화 방안으로, (1) 중간판결

의 활용, (2) 조정제도의 활용, (3) 금지명령 발령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과 입법론

본안소송에서의 금지명령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려면,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

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판결시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안소송에서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중간판결과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도  중간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63) 법

원으로 하여금 최종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처분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본안소송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안소송으

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과 유사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3)	현행	민사소송법	제201조는	법원이	필요한	때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판결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

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

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이 저작권자에게 미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금지명령으로 침해자가 입는 손해와 저작권자가 얻는 이익, 금지명령이 저작

권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시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자에게 금지명령을 하는 

대신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원고(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최종판결시의 손해배상금액)을 하한액

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로 원고(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손실

액(피고가 입게 될 손실액과 사회적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삼은 다음, 앞서 본 금지명령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의 필요성이 높으면 금액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질 것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전의 지급만을 명하는 경우의 결정금액

하한액(min)	:	저작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

상한액(Max)	:	저작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	+	금지명령으로	인한	총	손실액

3.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만일, 당사자 쌍방이 본안소송에서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이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한다면(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최종판결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청구권이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본안소송 담당 법

원은 금지명령을 하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본안소송의 방법으로 행사되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선의로 이루

어진 사업투자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때에는 금지청구권 행사를 민법상의 권

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61)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청구권도 사법(私法) 상의 권리

인 이상 민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 금지청

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안소송 담당 법원은 금지청구권 행사가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사

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형평법적 요건을 유추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62) 

본안소송 담당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와 형평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면,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최종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분

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61)	조영선,	앞의	논문,	148면.

62)	정상조·박성수	편,	앞의	책,	26면(김기영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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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임에도, 이에 대한 법학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가 법학적 관점 대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금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입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금지청구권의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64) 

 

64)		오늘날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유연화	내지는	상대화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손해배상에	기초한	

사후적	구제방식으로	변환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김병일,	앞의	논문,	613면	참조).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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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AI ‘알파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1000대와 기술적인 조치 그리고 하드웨어 

장비와 물리적인 공간 등이 필요하다. AI 한 대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AI 기술의 혁신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미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정확

히 예측하기 힘든 변화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입법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AI 산업의 발전에 대비하여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역은 문화 및 예술 창작의 분야를 비롯해 군사, 경제, 

금융 분야 등 아주 다양하다. 그 중 본고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

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는 이미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AI 

창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필자는 먼저 문화, 예술, 창작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인간’ 또는 ‘법

인’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AI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규정 등에 관한 입법적인 대비가 없

다면, 사람들이 AI 창작물을 무분별하게 이용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없고, AI는 완성도가 높

은 창작물을 빠른 시간 내에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AI의 창작물을 

선호하게 되어 문화 및 예술에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1)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의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외에도 AI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 이용한 빅 데이터

의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논하고, 만약 AI 창작물이 저작권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면, 어떤 자를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해보려고 한다. 또한, AI가 우리법상 어

떠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AI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사용한 빅 데이터에 대

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도 간단히 논의해보려 한다.

1)		저작권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8월 10일, AI가 창작한 오케스트라 작품이 ‘모차르트 vs AI’라는 타이틀로 공연되었다. 이 

공연에서 경기필은 미국 UC산타크루스 대학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이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 “에밀

리 하웰”의 곡을 연주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문학공모전에 응모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AI도 있고, 그

림 그리는 AI도 존재한다.

AI 창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고 AI 창작물에 대한 관심과 사용빈도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AI 창작물이 과연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작권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객체로 인정된다면 그 권리의 귀속 주체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AI가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AI 창작물

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논의 자료를 토대로 AI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상 명시되어있는 창작성 있는 

작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연 AI가 만든 창작물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

는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AI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자를 ①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와 ② AI에게 창작을 지시한 자 및 ③ 

AI 프로그램 개발자와 ④ AI 소유자로 나누어 누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217216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AI는 자가 학습을 통한 진화와 복잡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지게 되며 스스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된다6).

(2) 딥 러닝

 2012년 세계적인 인공지능 경연대회인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7)’에서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를 충격에 빠뜨

리는 ‘딥 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 머신 러닝에서 파생되어 나온 ‘딥 러닝’이라는 기술은 2006년 제

프리 힌튼이 발표한 논문에서 등장한 개념인데, 최근 AI 창작물의 혁신을 가져온 주역으로 인간의 뇌를 본뜬 

인공신경망8)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기 입력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수백, 수천 개 층의 인공신경망으로 이루

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추상화시킨다. 즉, AI가 데이터에서 필요한 특성들을 선택 및 추출할 때 일반

적인 머신 러닝에서는 인간이 특성의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었다. 하지만 ‘딥 러닝’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스

스로 특징을 만들어내고 분류한다. 이는 인간이 관여해야만 했던 영역에 AI가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된 것이

다.9)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중추신경을 본 딴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뇌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10). 더욱이 ‘딥 러닝’기술의 양분이 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최근 빅 데이터 영향으로 

방대해지며 높아졌고, 이로 인해 AI는 고도화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음악, 미술, 소

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3) 빅 데이터11)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

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

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마다 맞춤

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이같이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2).

6)		머신	러닝은	크게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	‘지도	학습’은	‘입력’과	‘분류	결과’가	세

트가	된	훈련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해당	분류	결과가	나오도록	컴퓨터에	학습을	시킨다.	통상적으로	인간이	교사	역할

을	하며	올바른	훈련	데이터에	한해	올바른	분류	결과를	알려준다.	예를	들자면,	문서	분류라면	여러	건의	정치관련	문서와	스포츠	관련	문서들을	주

고	새로이	입력되는	문서가	정치관련	인지	스포츠관련인지	알아내도록	학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7)		AI가	천만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학습하고	이를	15만장의	이미지로	에러율을	테스트하는	경연대회이다.	2012년	전	까지만	해도	상위

권	순위의	인공지능들은	에러율	26%대를	기록했지만	2012년	대회에서는	토론토	대학에서	출전한	‘슈퍼비전’이라는	인공지능이	15%대의	에러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8)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와	신경	시스템을	닮은	정보	처리	소자이다.	인공	신경망	기법은	연결주의기법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두뇌에서	정

보처리를	담당하는	세포인	‘뉴런’을	닮은	요소들을	연결하여	문제해결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전자	회로로	만들어진	디지털	컴퓨터와	뉴런이라는	특

수한	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두뇌를	비교해보면,	현재는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보다	뉴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칩의	처리속도는	단일	뉴런보

다	빠르다.	하지만	두뇌속의	뉴런들은	동시에	작동	가능하여	하나	또는	몇	개의	중앙	처리장치를	갖는	컴퓨터보다	훨씬	바른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9)	마쓰오	유타카,	전게서,	148∼150쪽

10)	도안구,	인공지능의	혁신	딥	러닝	클라우드와	빅	데이터	플랫폼	덕,『철도저널』,	제18권	제6호(2015),	6-9면.

11)	김지숙,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기술	고찰,	『고려대학교	교려대학원	정보통계학과	학위논문』(2013),	3면.

1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8D%B0%eC%9D%B4%eD%84%B0>,	(2016.8.23).

Ⅱ.	AI	창작물의	개념과	사례

1. AI 창작물의 개념

  AI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AI의 창작물은 무엇인지, 어떤 배경을 거쳐 탄생했는지

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모든 AI 창작물이 저작권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닐뿐더러 저작물

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AI 창작물들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할 AI 창작물의 범위를 설정할 것

이다. 따라서 특정 기술로서 창작되어지는 AI 창작물들에 한정하여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AI 창작

물의 창작 구조에 대해 기술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AI의 기술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튜링테스트’에서 시작되었다. ‘튜링 테

스트’는 기계와 인간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대답과 기계의 대답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기계에게도 지능이 존재

한다고 보는 실험이었다. 이는 기계의 지능에 관한 최초의 실험으로서 당시 기계의 지능에 관한 연구의 촉매

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계의 지능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1956년, 마빈 민스키, 존 매카시 등 10명의 과

학자가 ‘다트머스 컴퍼런스’2)를 열면서 이때부터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라는 의미의 AI(인공지능)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위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딥 러닝(Deep 

Learning)’과 ‘빅 데이터(Big Data)’ 등 많은 과학기술이 등장하며3) 모방의 수준을 뛰어넘는 AI 스스로의 인

공신경망을 활용한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다.

(1) 머신 러닝4)

우리가 본고에서 다룰 AI의 창작물은 진화된 현대 과학기술로서 만들어지는 고도화된 창작물이다. 이런 창

작물들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들을 AI와 접목시키면서 만들어졌다. 그 중 핵심 주요 기술이 바로 머신 

러닝이다. 머신 러닝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AI의 일

반적인 머신 러닝 구성요소와 처리과정은 데이터 수집, 특징 추출 및 선택, 모델 선택, 학습 과정의 4가지 단

계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수집에서는 도출해내고자 하는 결과에 알맞은 표본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

에서 머신 러닝은 스스로 필요한 표본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징 추출 및 선택에서는 데

이터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눌지 결정한다. 모델 선택에서는 

머신 러닝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 중 어떠한 모델로 어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

계이다. 마지막 학습 과정 단계에서는 도출해내는 결론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안정화 시키는 단계이다5). 

2)		1956년에	열린	다트머스	컨퍼런스는	마빈	민스키와	존	매카시,	그리고	IBM의	수석	과학자인	클로드	섀넌과	네이선	로체스터(nathan	Rochester)가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학습의	모든	면	또는	지능의	다른	모든	특성로	기계를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고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포

함하여	제안을	제기했다.	참가자는	레이	솔로모노프(Ray	solomonoff),	올리버	셀프리지(oliver	selfridge),	트렌처드	모어(trenchard	More),	아서	새뮤

얼(Arthur	smuel),	앨런	뉴얼(Allen	newell)과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다.

3)	조영임,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주간기술동향』(2016),	13면.

4)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동아엠앤비(2014),	122∼144쪽.

5)	임재현	외,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기계학습	기술,	『한국통신학회지』,	제33권	제5호(2016),		48-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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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612                    출처 : YTN NEWS 채널       

                   <그림 2> 아론이 그린 그림                             <그림 3> 구글의 AI‘딥 드림’의 작품           

 예일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Donya Quick은 쿨리타(Kulitta)라는 작곡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운드 클

라우드를 통해 발표했다. 쿨리타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가학습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특정 장르의 음악에 대

해 학습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창작을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쿨리타가 작곡한 곡과 인간이 작곡한 곡을 섞어 

청중평가를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쿨리타가 만든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분하지 못하였다18).

우리나라에서도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안창욱 교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작곡하는 AI ‘보이드(Boid)’를 개발

하였고, 2016년 5월 보이드(Boid)가 만든 음악 ‘그레이(Grey)’와 ‘캐비티(Cavity)’가 음원사이트에 공개되었다19).

또한 최근 국내최초로 AI가 창작한 오케스트라 작품이 연주되었는데, 2016년 8월 10일 경기필하모닉 오케

스트라(경기필, 예술단장 겸 상임지휘자 성시연)는 ‘모차르트 vs AI’라는 타이틀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여기

에서 경기필은 미국 UC산타크루스 대학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이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 “에밀리 하웰”의 

곡을 연주하였다. 더불어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밀리 하웰”이 기존 작곡가의 곡을 학습해 비슷한 풍으

로 만든 작품과 원 작곡가의 곡을 연이어 들려주고 어떤 음악이 더 아름다운지 고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

행 하였다20).  

Ⅲ.	현행법상	AI의	법적지위와	그	창작물

AI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

은 오히려 무분별한 배포 또는 이용으로 인해 예술, 창작,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현행법은 사람(자연인)만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만 AI는 현행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고, AI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의 정립이 

없기 때문에 책임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여러 법적인 지위들과의 비교와 새로운 개념

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AI와 그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8)	정준모,	전게자료.

19)		곽도영·권재현,	 “바둑-소설	이어	음악까지…	인공지능의	진화”,	 『dongA.com	뉴스』,	2016.05.25,	 <http://news.donga.com/Main/3/

all/20160525/78301132/1>,	검색일자:2016.8.9	

20)	<경기필하모닉웹사이트공연정보>,

	 	<http://phil.ggac.or.kr/?p=13_view&idschedule=9206&rp=13&isall=&year=2016&month=08>,	검색일자:2016.8.22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1> 데이터의 증가추세

AI의 창작물이 더욱 고도화된 핵심이유는 이런 빅 데이터의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이다13). 하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는 딥 러닝의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물들의 집합체인 빅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 공정이

용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현재의 현행법으로는 AI의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과 보

안 침해를 처벌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빅 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다. 그렇기에 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에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브라더14)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이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목차 5번에서 다루겠지만, 그렇다고 데이터이용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면 글로

벌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보자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저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

다15).

2. AI 창작물의 사례

아론을 개발한 화가이자 프로그램 개발자인 ‘헤럴드 코헨’은 1973년 그림 그리는 AI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 

후 아론은 진화를 거듭해 1980년대에는 3D 공간에서 물체나 사람을 배치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직접 그

림을 그리는 수준에 도달했고 아론이 그린 그림은 1986년 코언의 기증으로 영국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기에 

이르렀다16). 

이 외에도, 우리에게 친숙한 구글 사의 AI ‘딥 드림’은 2016년 2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전시회

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고, 전시된 딥 드림이 그린 추상화 29점 가운데의 몇 점이 2200~8000달러에 팔렸

다고 윌스트리트저널에서 밝혔다. 딥 드림은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창조해 낸다17).

13)	오다카	토모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	입문』,	길벗(2014),	13쪽

14)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15)	마쓰오	유타카,	전게서.

16)	정준모,	“최적화된	AI의	예술,	최상은	아니다”,	『시사저널』,	2016.03.24.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612>,	검색일자	16.08.06

17)		손해용,	“장학퀴즈	주장원	한국,	고흐처럼	그리는	미국...한미	AI격차는	27점”,	『중앙일보』,	2016.03.08	<http://news.joins.com/article/19686797>,	

검색일자: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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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AI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AI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AI에 대한 별도의 권리 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28).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행 법률을 따라 AI를 재

산 또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것이다.

2.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있다. 저작권법이 보

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인간(자연인)이어야 하고, 창작

성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상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먼저 주체를 따져보자면, 인간(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저작자의 권리를 가지기가 매

우 어렵다. 그러나 AI 창작물의 완성도와 창작을 지시한 자나 데이터 학습용 제공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창

작물을 만들어내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AI가 만든 창작물을 자신이 만든 것으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 진실

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29)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주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살펴보면, 의외로 쉽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모

든 AI의 창작물이 저작권 법상 보호받는 창작성 있는 결과물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판례는 창작성을 완

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30). 다시 말해, 창작성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고 우리 판례가 요

구하는 창작성 있는 것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AI의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AI의 창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 대법원은 사상 또는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물

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31)32). 또한 이는 본능 등에 의한 표현과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에 동물이 그린 그림이나 프로그램 등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은 사상 또는 감

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33). 

따라서 필자는 ‘딥 러닝’을 활용한 AI 창작물만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술했듯이 ‘딥 러

닝’은 현재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인간의 뇌와 가장 흡사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AI 사용자가 그 결

과물을 예측하거나 의도할 수 없는 창작물들이다. 물론 ‘딥 러닝’을 통한 AI 창작물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에 준하는 해당 AI의 AI 알고리즘만의 어떤 것이 표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고, AI만의 인간의 사상에 준하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28)	장준영,	“성큼다가온	인공지능,	법적	규정은”,	『미디어스』,	2016.04.3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06>,	

	 	검색일자:16.08.10

29)		｢次世代知財システム檢討委員會 報告書(案) デジタル ネットワーク化に對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 知的財産戰略本部 
檢証 評価 企畵委員會 次世代知財システム檢討委員會, (2016), 24頁.

30)	대법원	1995.11.14.선고,	94도2238	판결.

31)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판결.

32)	위와	유사한	취지의	일본	판결	東京地判	昭和	40.8.31.

33)	오승종,	『전면개정판	저작권법』,	박영사(2016),	73-74면.

1. AI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AI를 인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

렇지만 일반적인 물건이나 기계와 똑같이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로봇과 인간의 중간 단계라

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생명체이지만 인간과는 다른 동물권과의 비교를 해보려고 한다.

최근 동물에 관한 법률이 이슈가 되고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률 역시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

물을 존엄한 생명체로 존중해서 동물권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어서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이다.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이며 감정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동물은 민법 상 ‘물건’에 해당21)하고,22) AI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 98조의 물건에 해

당한다.

그렇다면, AI 기술이 발달하여 AI가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고 윤리와 고통을 프로그래밍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인간의 뇌를 모방한 AI 신경망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학습한다면 AI를 어떻게 봐야하는지가 문제된다

23). 고통 그리고 감정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어렵다. 만약 AI가 고통을 느끼

고 인간에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AI를 생명체에 준하여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짜여

진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지는 않을까?

몇몇의 학자들은 최근과 같이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의 발전된 알고리즘은 개발자도 

“AI 성능에 대해 개발자도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개발책임자의 책임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

다.”24)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그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AI를 동물과 유사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보면, 현재 미국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시스템에 법률상 운전자의 지위를 인

정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25) 명문화되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AI가 법률상 운전자의 

지위를 취득한다면 이는 AI를 법률상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해 인정되며, 인간의 인격권에 기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해 법률이나 정관

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AI도 법인 혹은 그와 유사한 위치를 지닌 또 다른 법적인 개념으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 스탠포드대

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이자 AI학자인 제리 카플란은 자신의 저서에서26) AI는 가까운 미래에 법인격을 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였고, 그 논거로 기업과 AI의 유사성을 들었다27).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

느 정도 이상의 지능을 가진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단순히 미래에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법인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21)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2)	민법	제	98조에서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23)	도안구,	전게자료,	6-9면.

24)	윤지영	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2015),	97면.

25)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가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에게	당장	인간

과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인간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인공지능에게는	인간과	동등한	자격

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6)	제리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한스미디어(2015).

27)		주식	거래에서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가능하고	소유자들은	계약의	주체에	불과한	것과	의사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이	유한책임회사

(LCC)를	설립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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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주체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법인에 한하고 있다38). 그렇기에 우

리와 마찬가지로 AI를 저작권의 주체로 삼기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39). 그리하여 AI의 예술작품 활동에 있

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즉 여러 예술 작품에서 개개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창작에 활용하는 점을 감안

해 별도의 특칙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40). 일본에서 발표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AI 창작물 보호의 이론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검토하려면 먼저 왜 창작물을 “지적 재산”으로 취급하여 법적으로 보호

하는지 저작권 제도의 목적부터 살펴봐야한다고 보았다.

특정 정보를 지적 재산으로 보호하는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인센티브 

이론41)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권론42)인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AI에 대한 인간의 투자행위를 설명할 수 있기

에 인센티브 이론에 비추어 AI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AI는 자

기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권론은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다43).

그 외에 AI 창작물에 대한 타인의 무임승차(Freeride) 억제와 보다 광범위한 수익창출(Monetize)의 관점에

서 지적 재산의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44).

또한 권리의 귀속과 책임의 주체로서 AI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보았다. 향후 AI 창작물의 사회

적·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인간의 창작물과, 혹은 AI 창작물 사이에서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은 자

명하고, 이 경우 책임의 주체로서 AI에 법률상의 인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45). 또한 권리

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AI를 평가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46).

(2) 현행 저작권 제도상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AI

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생성물이라 할지라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7). 하지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이용하여 창작을 하고 있다고 평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48)49).

38)	제	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영록	번역,	일본저작권법,『한국저작권위원회』(2010)

39)	AI	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이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의	AI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차제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	김승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조선pub	칼럼』,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60520210&nidx=20211>,	2016.05.04,	검색일자:	

2016.08.04	

41)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투자	회수의	기회를	주어	투자	등의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42)	각자의	두뇌에	생긴	지적	창작물은	그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외부로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43)	知的財産戰略本部,	次世代知財システム檢討委員會報告書(2016),	24-25면.

44)	知的財産戰略本部,	상게자료,	26면.

45)	이	경우	AI	창작물을	법인격을	가진	AI에	귀속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46)	知的財産戰略本部,	상게자료,	25면.

47)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	ＡＩ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討議用(2016),	10면.

48)	知的財産戰略本部,	전게자료,	22면.

49)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저작권은	창작	주체에	귀속한다고	보았다.	

3. AI에 관련한 법률

현행법상 AI를 정의하여 그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둔 법률은 드물다. 다만 AI와 관련된 법률로는 ‘지능형 로

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생각하거나 동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4). 그러나 이 법 역시 AI보다는 ‘지능형 로봇’

이라는 기계장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35). 이 밖에도, AI 역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

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소프트웨어 역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

을 들 수 있다. 또한, AI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행되고 있

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역시 어느 정도는 규율이 가능하겠지만, 이 법률 역시 진흥

법의 성격을 지녔고 그렇기에 AI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발생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명확하다3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법률들 중 어떠한 법률도 AI의 법적인 실체를 명확히 확립하고 있지 않고 위험의 

방지 및 대처라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Ⅳ.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외국의	논의

구글은 영국의 AI 스타트업 기업인 ‘딥 마인드’를 인수한 바 있고, 중국 역시 알리바바, 바이두 등 글로벌 기

업들을 선두로 내세워 AI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삼성과 엘지가 공동으로 AI 관련 기업인 

‘비캐리어스’에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37). AI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AI 창작물 역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자연스럽게 AI 창작물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나, AI 창작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세계적으로도 미흡한 상황이다. AI에 의한 창작이 더 발전되고 대중화되기 전에,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사회적, 국제적 합의를 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AI 창작물의 저

작권에 대한 태도와 논의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적인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고, 그 결

과를 외부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3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2조	1호,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5)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	정책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1138호(2016).		

36)	심우민,	상게자료.

37)	안성원,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월간sW중심사회』,	2016년3월호,	20-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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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영국에서는 저작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만

들어진 저작물의 저작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작행위를 행한 ‘인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인

이 저작자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컴퓨터 자체가 저작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는 없었기 때문이다63). 이에 따라 영국은 198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에 의하여 만들어진 저작물

(Computer Generated Works)”64)은 자연인인 저작자가 없는 저작물이라고 개념 정의한 후, 그러한 저작물의 

경우 당해 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하여 만들어지도록 기획한 자가 저작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의 경우 법 해석론으로서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65).    

이에 대한 관련 조항으로 영국 저작권법의 제 9조 3항을 들 수 있다. 제 9조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

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

정을 한 자로 본다.”66)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AI 창작물의 창작 과정 중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보호 기간은 50년에 한하고, 인격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제도와 차

별화 된다67).

3. 그 외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의 현행 저작권법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있

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68). 즉, 저작물의 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I를 저작권의 주체로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63)	정상조,	영국에서의	저작자	-	저작권의	귀속주체,	『저작권』,	제33호(1996),	2면.

64)		영국	저작권법	제	178조	(Minor	definitions)	중,	“collective	work”	means—a	work	of	 joint	authorship,	or	a	work	 in	which	there	are	distinct	

contributions	by	different	authors	or	in	which	works	or	parts	of	works	of	different	authors	are	incorporated;	“computer-generated”,	in	relation	

to	a	work,	means	that	the	work	is	generated	by	computer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

6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센터	권용수	전문위원,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저작권”,	<http://cpcstory.blog.me/220707574449>,	검색일

자:2016.08.04.

66)		영국	저작권법	제	9조	3항,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67)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전게자료,	19면.

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무방식주의50)51)를 채택하여, 권리의 발생 및 인정이 쉬운 한편, 보호 기간이 긴 점 등, 

강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AI 창작물 전체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보호 과잉이라 보았다52).

또한 만약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AI 창작물과 기존의 자연인의 창작물을 외견상 구분하기가 힘

들기 때문에, AI 창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자가 AI 창작물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과 구분

할 수 없고, 그 결과 “권리 있는 창작물”로서 보이는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53)54). 

AI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정보 독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개인 크리에이터의 위축도 우려할 내용이

라 보았다55).

(3)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 검토56)57) 

AI 창작물에 관여하는 인간에 대한 인센티브 이론의 관점에서 AI 창작물의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를 위해 AI 창작물, 그것을 낳은 AI의 이용 형태, 그것에 대한 인간의 관여 방향을 간략히 하여 

몇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콘텐츠나 크리에이터에 의한 AI의 이용58)에 대해 말하자면, AI 프로그램 제공자의 경우 AI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과 특허권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고,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가회수의 기회가 있으므로 AI 창

작물에 대한 보호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AI 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AI 창작물 이용자라면, AI의 

생산성을 살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회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타인의 무임

승차(Freeride) 억제와 광범위한 수익창출(Monetize)의 관점에서 해당 AI 창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다음으로 플랫폼에 의한 AI 이용의 경우59)가 있는데, AI의 관리자는 AI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 특허권 등

에서 보호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에 의한 대가 회수의 기회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공자의 경우와 같이 AI 창

작물에 대한 보호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인센티브 이론의 관점에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60).

마지막으로, AI와 AI 창작물을 세트로 전개하는 경우61)에는, 투자회수를 위한 AI 창작물 보호에 대하여는 

프로그램과 캐릭터의 지적재산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보았다.62)

50)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10조	2항).	즉	저작의	사실로부터	저작권

이	발생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러한	입법주의.

51)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2015),	176-177면.

52)	知的財産戰略本部,	전게자료,	24면.

53)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	전게자료,	14면.

54)	AI	창작물은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55)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	전게자료,	14면.

56)	知的財産戰略本部,	전게자료,	25-28면.

57)	권용수,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	지식재산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6),	4면.

58)	창작의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연장선상에서	AI를	창작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9)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AI를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의	원하는	콘텐츠를	입수	가능.	

60)	당사자가	AI	창작물의	이용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경우	특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1)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AI에	사람들이	캐릭터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캐릭터가	부르고	춤추는	모습과	노래,	소설	등)를	세트로	전개함.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

62)		그러나	AI	창작물	이용자와	같이	AI	창작물에	대한	타인의	무임승차(Freeride)	억제와	보다	광범위한	수익창출(Monetize)의	관점에서	새로운	보호시

스템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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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여부

AI 창작물은 크게 ① ‘AI가 도구로서 인간의 창작에 도움이 된 경우’와75) ② ‘인간의 기여 없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76)’으로 나눌 수 있다.

AI 창작물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①의 경우는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창작

의 고도화라고 볼 수 있고 ②의 경우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예컨대 ‘창작’ 버튼만 

누르면 AI가 필요한 데이터 수집부터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스스로 이루어내는 경우를 의

미한다.

①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도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을 꼽아보자면, 우선 어

떠한 사상 또는 감정을 AI에 의한 창작의 결과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필요하고 창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과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 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창작의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평가받을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77)78).

②의 경우가 문제인데, 현행 저작권법 상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어 낸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당연히 저작권의 논의가 불가능하다79).

②의 경우에는 도구로 사용될 뿐인 ①의 경우와 비교분석하여, ②의 창작물을 단순히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

물로 보지 않고 저작권의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여 법적 대비를 해

야 한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일단 ‘인센티브 이론’에 입각한 투자진흥효과가 있

다. 인센티브 이론을 따라 AI 창작물의 보호를 통해 AI 개발에 시간과 노력, 자본을 투여한 자에게 금전적 보

상을 한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발전을 보다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AI 창작물의 발전 

자체로도 문화진흥 등의 효과가 있지만 빅 데이터, 딥 러닝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AI 연구의 특성상 AI 창작물

에 대한 연구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AI 연구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고 이는 AI 산업 전반에 긍정

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2.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주체

(1) 권리주체의 분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우선,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AI 그 자체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AI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 자에게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주장

도 있다. 

75)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지	않고	머신러닝을	통해	기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76)	뉴럴넷(뇌구조와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자가학습을	통해	스스로	창작이	가능한	제3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77)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전게자료,	12면.

78)		AI에	들어가는	표본데이터의	종류와	수를	인간이	입력한	경우,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알고리즘	또한	해당	AI만의	새로운	창작을	위한	알고리즘

이	아닌	일정한	함수식을	통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	도출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도에	따라	창작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79)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뉴럴넷’이라는	인공신경망으로	딥	러닝을	통한	AI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해당	결론의	데이터	수집	또한	AI	스

스로	진행하고,	알고리즘	또한	똑같은	함수식이	아닌	뉴럴넷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적인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	따라서	AI	본연의	것이라

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1번과	같은	창작물과	구별되서	인정되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저작권의 주체를 ‘인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69) 법 해석 상으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이 가능한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0). 하지만 현재 미국의 판례는 원숭이

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의 저작권을 부정하는71) 등 인간이 아닌 경우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2).

중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AI 창작물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중국 저작권법 제 2조에는 저작권의 향유주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

물’이라는 문구로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73).

독일의 경우 “본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4). 독일 역시 현행 저

작권 법상 AI 창작물이 저작권 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Ⅴ.	장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방향

AI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창작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시장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경합할 것은 자명하고, 현행 저작권 제도 자체를 뒤흔들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국가차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세돌과 알파고

의 대결을 “인간 대 AI의 세기의 대결” 정도로만 치부할 정도로 AI의 급격한 발전과 이의 영향에 대해 간과하

고 있고, 대처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본장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69)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총칙(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그로부터	저작물

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	임완선	번역,	미국저

작권법,	『한국저작권	위원회』(2010).	

70)	김승열,	전게자료.

71)	David	Kravets,	“Monkey	Business	—	Judge	says	monkey	cannot	own	copyright	to	famous	selfies”,	2016.01.06.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6/01/judge-says-monkey-cannot-own-copyright-to-famous-selfies>,	검색일자:	2016.8.4

72)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센터	권용수	전문위원,	전게자료.

73)	中國 著作權法 第二條, 中國公民、法人或者其他組織的作品，不論是否發表，依照本法享有著作權。
	 	 外國人、无國籍人的作品根据其作者所屬國或者經常居住地國同中國簽訂的協議或者共同參加的國際條約享有的著   權， 
	 	 受本法保護。外國人、无國籍人的作品首先在中國境內出版的，依照本法享有著作權。
	 	 未与中國簽訂協議或者共同參加國際條約的國家的作者以及无國籍人的作品首次在中國參加的國際條約的成員國出   版的，
	 	 或者在成員國和非成員國同時出版的，受本法保護。
74)	독일	저작권	법	제2조(보호저작물)	

	 ①	보호되는	문학,	학술	및	예술저작물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것이	해당된다.

	 1.	문자저작물,	연설	및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저작물을	포함한	무언저작물

	 4.	미술저작물：이에는	건축	및	응용미술저작물과	이들의	초안이	포함된다.

	 5.	사진저작물：이에는	사진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포함된다.

	 6.	영상저작물：이에는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포함된다.

	 7.	도면,	지도,	표,	약도,	도표	및	입체적	저작물과	같은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종류의	표현물

	 ②	본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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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업무상 저작물의 취지는, 단체명의 저작물은 법인 등이 기획, 공표하며, 그 이름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 등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법률관계의 명확과 거래의 편의를 기하고 저

작자 특정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87). 앞서 말했듯 AI의 특성상 AI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필요

하기 때문에 현재 AI는 각각의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개발자와 창작의 지시

를 한 자 등 AI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자들 또한 법인 소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 창작물을 업무

상 저작물로 보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소프

트웨어에 의해 작성된 창작물로서 회사명의로 공표된 것도 업무상 저작물로 보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88). 이 외에도 영국 저작권법과 같이 저작자의 개념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권리 발생에 관한 절차적 요건 
 

AI 창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권리의 발생 요건 즉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보아야 한다. AI 창작물에 대해 현 저작권 제도처럼 무방식주의89)90)를 적용할 경우 권리 있는 창작물이 무

분별하게 발생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권리의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91). 또한 AI의 생산성이 인간에 비해 우

월하기 때문에 무방식주의를 취한다면 인간의 창작물은 경쟁력을 잃고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창작물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창작물은 사후 70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92). 하지만 AI 창작물은 AI에게 사후란 존재하지 않고 

AI 자체에게 생성되는 재산적인 이득 또한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간과 동일하게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

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Computer Gernerated Works’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인격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는 다르게 설정하였다93).

생각건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30년 정도로 보호해주면서 권리를 인정해주되 그 뒤로는 이용을 가능

하게 해서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7),	215-216면.	

88)	김윤명,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보	법학』,	제	20권제	1호(2016),	22면.

89)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10조	2항).즉	저작의	사실로부터	저작권

이	발생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러한	입법주의.	

90)	송영식·이상정,	전게서,	176-177면.

91)	知的財産戰略本部,	전게자료,	24면.	

92)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93)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	전게자료,	19면.

AI에게 창작을 지시한 자를 권리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AI를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 및 단체에게 권리

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80).

먼저, AI 자체를 저작권의 귀속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

공지능에게 법적 권리, 의무, 지위를 부과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81). 현행법에서는 ‘법인격’

을 부여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법인회사가 있고82), 해양법은 단순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선박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앞에서 기술한 자율주행시스템에게 운전자의 지위를 부과할 것이라

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의견 표명과 같이 AI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면, 

AI를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I 자체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킨다면 권

리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AI가 재산적 이익을 소유하거나 분배할 수 없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역시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AI 저작권 인정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AI에게 창작의 의도를 가지고 지시한 자는 창작 과정에 관여한다는 측면과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AI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83)84). 그러나 창작

의 의도를 가지고 지시한 자는 창작의 과정에 있어서 창작적 기여가 없고, 창작의 의도를 가지고 지시한 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물에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로 보고 저작권의 권리

주체로는 인정할 수 없다.

AI 프로그램 개발자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는 창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자는 기업 즉,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자로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AI가 창작해내는 과정

의 일부분인 프로그램(알고리즘)만을 만든 것이지, 해당 창작물에 대한 기여도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

리주체로 인정될 만큼 높다고 볼 수 없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의 경우에는 후술하겠지만 AI 창작과정에

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무궁무진하고 그 필요한 부분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의 제공자

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습용 데이터의 제공자를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AI가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의 주체를 보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로는 인정되

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 AI 소유자를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AI 창작물을 업

무상 저작물로 취급해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AI를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데85), 우리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주장이며, 통상 AI를 소유한 자는 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

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되고, AI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취급하면 된다는 주장

이다86).

80)	김윤명,	인공지능과	법적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sPRi	이슈리포트』,	제2016-005호(2016),	3면.

81)	知的財産戰略本部,	전게자료,	25면.

82)	전슬기·박정엽,	“인공지능	로봇	‘실수’도	법적	처벌	가능할까…알파고	입법	과제는”,	

	 	『조선비즈』,	16.03.1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1378.html>,	검색일자:16.08.16

83)		창작	과정에	관여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AI가	창작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행위와,	선택에	관

한	판단기준도	AI에	삽입되어	창작	지시는	하지만	창작에	이용하는	것은	AI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84)	內閣官房	知的財産戰略推進事務局,	전게자료,	18면

85)	김윤명,	전게자료,	16면.

86)	김윤명,	전게자료,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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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 법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① 피침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한 침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의거성의 존재96)), ② 피침해자의 저작물의 표현과 침해자의 작품 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

사성”(유사성)이 존재하여야 한다97).

의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거”에는 피침해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와 같이 전적으로 피

침해자의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침해자의 저작물의 아이디어만을 참고하거나 표현의 일부분

만 차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98). 침해자가 자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을 피침해자가 직접적인 증거에 의

하여 입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상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저작물에 접근(Access)할 수 있었다는 정황증거

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한다. 즉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저작물을 인지하여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의거성이 추정된다99). 또한 저작물의 유사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의거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을 공통의 오류의 존재에 의해 의거성이 인정되기도 한다100).

유사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작품이 피침해자의 작품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혹은 “실질적 유사성”

이 존재하여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저작권침해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침해자의 작품이 피침해자의 저작물과 충분히 유사한 것을 말한다101).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침

해자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과 침해자의 작품을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

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성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10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창작적인 표현형식과 아이디어를 구

분하는 작업과 창작적인 표현형식과 피고의 작품을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확정하는 작업을 병행함으

로써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다103).

AI 창작물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는 창작물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판

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제도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 제도의 의거성의 법리는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AI 창작물은 창작의 세부적인 과정을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의거성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AI가 창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저

작물을 단순히 “SCAN”하기만 했을 경우에도 의거관계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고, 이 경우 AI의 창작활동이 사

실상 제한될 것이다. 의거성의 법리를 완화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의거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하여도 입증책임을 지는 피침해자가 복잡한 AI의 창작과정 속에서 의거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그렇기 현재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거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AI로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유사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침해분쟁을 해결해야 될 것이지만, 향후 AI의 

창작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데이터로부터 추출되는 

비율이 계산될 것을 기대한다면 이에 맞는 의거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96)	“의거”라는	용어	대신	“접근”	또는	“접근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97)	권영준,	『저작권	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2007),	24면.

98)	권영준,	상게서,	27-28면.

99)	권영준,	상게서,	28면.

100)	송영식·이상정,	전게서,	472면.

101)	권영준,	『저작권	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2007),	35면.

102)	권영준,	상게서,	37면.

103)	권영준,	상게서,	37면.

4.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제 아무리 창작성이 있는 창작물도 기존의 ‘재료’들을 바탕으로 창작되어진다. AI 창작물의 경우 ‘재료’에 해

당하는 부분이 표본데이터이다. 현재 빅 데이터 시대로서 데이터의 양과 질은 높아지고 AI 창작물의 질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다. AI는 해당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빅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그 이

면에는 이에 따른 표본데이터의 원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

정해준다면, AI가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더욱 대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데이

터의 수집 및 이용을 AI의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과 현행법상 저작권을 보호 받고 있

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가 당위적이다94). 일방적으로 수집된 네트워크상 수많은 데이터들 덕분에 

AI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창작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분

명히 표본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 되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첫 번째로 방대해지는 데이터의 양 만큼 보호해줘야 할 원작자들이 더욱 많이 생길 것이고, 이들의 권리를 보

호하다 보면 AI산업의 발전은 매우 더뎌질 것이다. 사실상 AI의 창작능력을 제한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두 번째는 AI의 데이터 추출과정에서 정확히 보호해줘야 할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의 구분 또한 쉽지 

않다는 것과 데이터 추출과정이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도 힘들고, AI 스스로 표본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정확히 

해당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사용했는지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 세 번째로는 AI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을 근본적

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본데이터들의 저작권을 인정해 준다면 AI창작물은 단순히 그들의 2차적 저

작물로써 밖에 효력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표본데이터의 저작권인

정은 당위적이지만 한창 발전의 나날을 거듭하며 인간 삶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는 AI산업의 발전을 저해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비한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AI의 빅 데이터 사용에 대

해 공정이용95)을 적용 시키는 것에 논의 해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

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들의 저작권자인 

사인들의 이익보다는 AI 산업 발전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당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일정한 요건 중에 하나로서 AI의 데이터 수집을 추가하

여 AI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적법한 침해로서 인정해주되, 차후 그 침해로 인한 사인의 희생이 중대하고 명백

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5. 저작권 침해 분쟁
 

머지않아 전체 창작물 중 AI 창작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AI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혹

은 다른 AI 창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비하여 현 제도를 검토하고 AI 창작물에의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94)	정한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위논문』,(2015),	35면.

95)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제도이다.	입법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도서관,	비영리	공연,	사적	복제처럼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판례법을	중심으로	「공정이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2일	개정에서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국제협약의	저작권	제한	기

준인	3단계	테스트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참조하여	마련되었다.	공정이용	[Fair	Use]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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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고는 인간의 사고를 본 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AI의 창

작물을 아무런 법적인 제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도 괜찮을 것인지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AI

의 법적지위와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유무 그리고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권리 주체가 누구로 인정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AI는 분명히 명확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

지 주장 가운데 가장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은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제 3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AI와는 다르게 인간의 사고를 본 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작물, 다시 말해 AI 기술 중 하나인 딥 러닝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거

의 없다. AI에게 사상 또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창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104) 인간의 창작

적인 기여 없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AI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존재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AI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련된 자를 살펴보면 크게 프로그램 개발자와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 창작의 지시를 한 자와 AI의 소

유자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AI 자체를 저작권의 권리 주체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실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AI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로

는 통상적으로 AI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이고, 보통 프로그램 개발자나 학습용 데이터 제공자 또한 법인이

나 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고 AI를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점을 들 수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논의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을뿐더러, 저작권에 대한 연구나 논의보

다는 인공지능 자체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연구나 논의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 중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는 더욱 적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지적 재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실정에 맞는 제도나 연구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저작권법 제 1조 목적을 보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

해, 저작권법의 존재의의는 문화, 예술, 창작 분야의 진흥에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양날의 검과 같이 잘 이용한다면 문화, 예술 창작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진흥과 발전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의 존재의의에 맞게 입법적인 대비를 

하고, 적절히 통제와 규율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104)	권영준,	상게서,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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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11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의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술회하고, 내년 공모전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상작이 되기 위한 논문작성의 포인트 몇 가지를 곁들여 술회하고

자 합니다. 

  우선 올해 논문의 주제의 참신성이나 논문작성의 수준이 예전 심사를 했을 때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상승한 느낌을 

받아 흐뭇하고 고무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의 논문 작성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첫째, 주제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제출된 논문들 중에는 대학(원)생다운 시각에서 참신한 주제를 선정한 경우도 있었

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의 논문들은 너무 진부한 주제를 잡은 것이 그 탈락의 주요요인 아닌가 생각된다. 이

미 교수님들이나 저작권 전문가들이 여러 번 발표한 주제의 경우 그 시각이나 접근방법이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라

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시사성을 고려하면서도 대학생다운 젊은 감각이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는 

참신한 주제선정이 관건이며 이 점은 올해 응모작들의 전반적인 아쉬움이기도 하다. 다만 올해는 너무 시류에 편승한 

나머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 무려 7편씩이나 몰리는 바람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치열한 평가를 받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둘째, 주제가 정해지면 해당주제와 관련되는 선행 연구논문과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망된다. 구글링에

만 의존하지 말고 법률문헌DB 활용법도 알아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라도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숙독과정에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켜 나갈 다양한 힌트도 얻게 된다. 

  셋째, 무릇 논문은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그 해법의 모색과 대안제시가 분명할수록 좋다. 너무 거창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결론이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이다.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저작권제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을 먼저 밝

히고 어떤 변수와 현상으로 인하여 무엇이 문제시 되는지와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논지가 분명하지 못한 논문 또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논문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문제제기를 분명히 한 후 그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원하여야 할 이론과 해외입법례, 판례 등을 충

분히 조사하여 자신의 논지를 힘있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뒷받침과 논거의 재료로 충분히 사용하고 활용하여야 한

다. 해외문헌의 경우 이를 요약 보도한 리포트성 자료에만 의지하여서는 안되고 원문을 찾아서 충분한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하며 논의의 내용이 주제의 문제해결과 시사점도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해외사례를 데코레이션 정

도로만 정리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1차 완성된 초고는 수차례 읽어 보면서 추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학창시절, 하나의 주제로 논문을 완성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또 비록 수상은 못하였지만 용기를 내서 공모

전에 응모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다만, 급조한 논문과 오랜 시간을 두고 사고를 숙성시킨 논문

은 여러 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바,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여유를 두고 준비에 임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응모한 여러 학생들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우

리나라의 문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주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는다.    

심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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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프로필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

습니다. 우선 29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공모전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

았고, 내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에, 심사기간 동안 행복

한 글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심사에서 몇 편의 논문들은 과연 학생으로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정도로 뛰어났는데, 2차 발표 심사에서 논문의 내용을 명

확하게 이해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직

접 조사하고 작성한 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은 다수의 논문들이 인공지능 등 인기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는 점과, 학생으로서 신선한 관점에서 작성한 글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다소 무겁고 학문적인 주제이고, 참고 자료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연구자들이 다루는 전형적인 주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향후의 공모전에서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그 

수준에 맞는 다양한 쟁점들을 발굴하고 그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심사총평

박 영 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2012. 9 - 2013. 8)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2009.05- )

- 계간 저작권 편집위원

- 특별법 연구(대법원) 편집위원

- 산업재산권(한국지식재산학회) 편집위원 

프로필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

안을 제시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를 심사하는 것 자체는 학자로서 매우 영광스

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작권 분야의 창작 활성화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 발전의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작권의 보호는 각 국가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학(원)

생들의 건강한 창작 문화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대학(원)생 저작

권 우수논문 공모전’도 어느덧 11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법경제학적 문제, AI(인

공지능) 문제, VR 영상저작물의 문제 등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논문이 응모되었는데, 어느 해보다는 논문의 주제가 참신하고 그 내용 또한 깊

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자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대성하길 기대

합니다.  

심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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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공학사/ 법학석사

- 독일 루드비히-막시밀리안즈-뮌헨 법과대학 법학박사(Dr.Jur.)

- 독일 지적재산권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 영국 캠브리지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초빙연구원

- 일본 문부성 학술진흥재단(JSPS) 특별 초청연구원

프로필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1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들은 한

마디로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일부 대학생이 작성한 논문들 중에는 논문의 질이나 내용이 대학

원생이 작성한 논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대학(원)생들

의 저작권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음을 방증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뿌듯하기도 하

였습니다. 특히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의 경우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경우도 있었고, 저학년 학생

들 중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도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 논문의 단면을 살펴보면, 우선 제출된 논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는 디지털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저작권법에

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수 편이었

음을 볼 때, 인공지능에 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나 

실무적으로도 이에 관련된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이 자료들을 찾아 

연구를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해 낸 것은 2016년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관심이 학계의 학자보다 앞서나가고 있지는 않나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분야에

서 저작권법의 경제학의 경우에도 저작권 학계에서 별로 많은 논문이 쏟아나오지 않는데 쉽지 않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여 공모전에 제출한 것은 대학(원)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다양

한지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2016년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들 하나하나가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연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한 논문들로서 의미를 갖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논문의 경우 저작권법

상 법리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좋았지만 이를 저작권법 체계

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으

며, 논문 작성 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경우도 있었고, 저작권법에 대하여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

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원)생이기에 향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유의미한 논문인 것으

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들을 심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우리

나라 저작권 분야의 미래가 밝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원)생들이 계속 저작권과 관련하여 연구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저작권 연구자들이 배출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심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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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우선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분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 수상한 분들께는 마음으

로부터의 축하를 드린다. PT를 준비해 주신 본심 응모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저작권 관련 주제들이 거의 

망라적으로 다루어진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상논문을 선정하면서 논문의 창의성과 선도성, 논리성과 적절성, 연구결과의 구체성,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및 인용·각주·참고문헌 활용도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다.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저작권법  이론 속

에 잘 녹아들게 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돋보였다. 

  아쉬운 점은 제출된 논문들이 최근 쟁점에 너무 집중된 경향이 있었고, 그에 반해 저작권

법의 기초이론이나 연혁적 접근을 다룬 것은 드물었다는 것이다. 또 저작물의 종류별로 다

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골고루 출품된 것인지는 의문이 들었다. 구체적

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판례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채 입법론이나 개선방안을 주장하는 글

도 있어서 논리적 설득력에 한계가 보였다.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뒷받침하는 관련 학

술문헌이나 참고문헌의 제시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또 형식적인 면에서 논문작성방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한 논문들도 적지 않았다. 참고문헌의 활용이나 각주의 인용방법

에 오류가 보이는 등 매끄럽지 못한 점도 아쉬었다. 나아가 논문으로서 전반적인 체계성과 

정합성에 흠결이 있고, 관련 통계자료의 출처가 다소간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서 아쉬웠다.

  덧붙이면 대학생들의 논문 작성 수준이나 PT수준이 대학원생들과 대비하여 전혀 떨어지

지 않는다는 점도 특색이었다. 오히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경

우도 있었다. 고무적인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대학원생 교육에 대한 과제도 던져주었다. 

심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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